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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농업 ․농촌의 새로운 활로





머 리 말

지난 해 우리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다행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선제적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에 따른 소비 위축과 농업용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로 농업인

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경인년 새 해를 맞아 우리나라는 G20 국가로서 글로벌 경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국가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신성장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농업도 저탄소 녹색기술 및 첨단과학 기술과 융

합한 농식품 산업으로의 혁신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

에서 금번 농업전망 대회는 ‘녹색성장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라는 대주

제하에 세부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올해로 13회째 개최되는『농업전망 2010』대회에서 세계 및 국내 경제 

전망, 농가소득 전망, 2010년 농정시책, 그리고 농업·농촌·식품 관련 이슈 등

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발표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우리 연구원의 연구

자, 학계, 정책담당자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과 환경’, ‘식품산업과 안전성’, 

‘경쟁력과 수출농업’, ‘농촌발전과 삶의 질’,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등 

각 분과에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전망대회가 추구하는 주제와 같이 우리 농식품 산업과 농촌이 지속

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살맛나는 지역사회라는 희망을 찾고, 나아가 세계무

대에서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전망대회 발표 내용을 수록한 이 보고서가 농식품 산업의 정책수립, 생산자

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농식품 관련기관 및 업계의 

금년 사업계획 수립에도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 분석과 원고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연구

자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농업관측과 전망대회를 지

원해 주신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2010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농업전망 2010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08:30∼09:30  등 록

09:30∼09:40  개회사(오세익 원장) 

09:40∼09:50  격려사(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09:50∼10:00  축사(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10:10∼12:10
120분

(주제당 30분 발표 )

 제 1 부 녹색성장과 농업 ․농촌(공통세션)

 ■ 4개 주제 발표

 ∙ 한국 경제전망과 농업(김영용-한국경제연구원장)

 ∙ 녹색성장 전략(우기종-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 2010년 농정시책(최형규-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 2010년 농업 및 농가경제전망(김정호-농업관측센터장)

12:10∼13:30  점 심

13:30∼15:40
130분

(주제당 20분∼25분
발표 및 질의응답)

 제 2 부 녹색성장과 새로운 활로(동시세션)

 녹색성장

/환경

식품산업

/안전성

경쟁력

/수출농업

농촌발전

/삶의 질

 ■ 4개 주제  ■ 4개 주제  ■ 4개 주제  ■ 4개 주제

15:40∼16:00  중간휴식

16:00∼18:00
120분

(주제당 20분∼25분
발표 및 질의응답)

 제 3 부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동시세션)

쌀 ․곡물 축산물 과일 ․과채․채소
임업 ․

산림자원

 ■ 4개 주제  ■ 4개 주제  ■ 4개 주제  ■ 4개 주제

18:10∼20:00  만 찬



연 구 진

담당분야 연구자

한국 경제전망과 농업 김영용

녹색성장 전략 우기종

2010년 농정시책 최형규

1. 2010년농업 및 농가경제전망
김정호, 김배성, 송성환, 채광석,

한석호, 반현정, 장도환

2.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이충원, 신우식, 장현경, 정창남

3. 농업부문신·재생에너지의이용활성화방안 김연중, 이상민, 김배성

4. 농산촌 탄소흡수용량 활성화 노희명

5. 기후변화와 농업부문 대응 전략 김창길, 정학균, 장정경

6.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황윤재, 최지현, 이계임

7. 한식세계화 추진현황과 연구방향 김행란, 전혜경

8. 국제 원료 농산물 가격과 국내 가공식품 

가격의 연관성
김성훈, 김배성

9. 음식점의 농산물 소비실태와 시사점 신용광, 윤형현, 최선웅

10.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의 기회와 과제 이용선, 김성훈, 김동훈

11. 농식품 품목별 수출증대 전략 김준록, 기노선, 남상원

12. 농산물 물류체계 효율화 방안 전창곤, 최병옥, 김동훈

13. 해외 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김용택 

1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방안 송미령, 김광선, 권인혜

15. 농어촌 경관관리정책의 추진동향과 과제 성주인, 박주영

16. 농촌 발전과 농촌학교의 역할 마상진, 최경환

17. 현장에서 본 귀농 활성화 방안 차광주

18. 쌀  수급 동향과 전망 최익창, 허덕

19. 콩 수급 동향과 전망 승준호, 허덕

20. 국제 곡물시장과 수입방식 개선방안 이대섭, 송주호, 김정승

21. 쌀 가공기술 개발 및 가공산업 확대 방안 금준석, 이현유,  박종대

22. 쇠고기․우유 수급 동향과 전망 허  덕, 이형우, 김원태, 장석진

22. 돼지고기․닭고기 수급 동향과 전망 김원태, 이정민, 장석진, 허덕

23. 조사료 이용 활성화 방안 성경일, 임영철, 우만수

24. 축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과제 이홍섭

25.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천인석, 신유선, 조용래, 정은미

26. 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정은미, 김수림, 지현서, 김종규

27.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윤종열, 박영구, 윤형현, 한승용, 신용광

28.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김재환, 박영구, 김재한, 한승용, 최선웅

29. 산림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전범권, 최영태

30. 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장철수, 김성주

31.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가공 활성화 방안 이상민, 최지현

32. 임산물 상품화 현황과 우수사례 유종석, 김일진



- i -

목 차

 제 1 부 녹색성장과 농업 ․농촌

제1장 2010년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3

1.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 ······························································· 4

2. 농업 및 식품산업 동향 ································································ 12

3. 농가경제 동향 ·············································································· 18

4. 농업 및 농가소득 전망 ································································ 31

 제 2 부 녹생성장과 새로운 활로

제2장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45

1. 녹색성장의 개념 ··········································································· 46

2. 국내외 동향 ·················································································· 50

3.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추진방향 ····················································· 57

4. 3대 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계획 ······················································ 62

제3장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방안 69

1. 농업분야 에너지 이용실태 ···························································· 70

2.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과 제약요인 ···························· 74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가능성 검토 ······································· 80

4.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효과 ················································ 88

5.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방안 ················································ 94



- ii -

제4장 농산촌 탄소흡수용량 활성화 101

1. 기후변화시대를 넘는 농림업 ······················································ 102

2. 탄소순환경제와 토양의 역할 ······················································ 108

3. 탄소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찰 ·············································· 121

제5장 기후변화와 농업부문 대응 전략 137

1.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 138

2.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 ················································· 148

3. 주요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사례 ······································· 155

4.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적응전략 ·········································· 160

5. 결 론 ·························································································· 165

제6장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167

1.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운영 현황 ····································· 168

2. 가공업체의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실태 평가 ······························ 174

3. 소비자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이용실태 평가 ·················· 182

4. 시사점 ························································································ 191

제7장 한식세계화 추진현황과 연구방향 197

1. 한식세계화의 필요성 ·································································· 198

2. 각 국의 음식세계화 동향 ··························································· 202

3. 한식세계화 추진현황 ·································································· 209

4. 한식세계화의 연구개발 방향 ······················································ 216



- iii -

제8장 국제 원료 농산물 가격과 

국내 가공식품 가격의 연관성 229

1. 주요 가공식품의 산업 개황 ························································ 230

2. 원료 농산물 가격과 가공식품 가격의 연관성 분석 ···················· 234

3. 가공식품의 원가 및 유통구조 분석 ············································ 242

4. 시사점 ························································································ 256

제9장 음식점의 농산물 소비실태와 시사점 259

1. 외식업의 농축산물 수요 ····························································· 260

2. 음식점의 농산물 소비 실태 ························································ 264

3. 시사점 ························································································ 279

제10장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의 기회와 과제  283

1. 신선편이농산물의 의의 ······························································· 284

2.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의 현황 ······················································ 286

3. 이용자의 구매행태 ····································································· 290

4. 생산·공급업체의 운영 실태 ······················································ 301

5. 시장 전망과 과제 ······································································· 305

제11장 농식품 품목별 수출증대 전략 315

1. 농식품 수출환경 ········································································· 316

2.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 319

3. 품목별 수출실태와 증대방안 ······················································ 321



- iv -

제12장 농산물 물류체계 효율화 방안 347

1. 농산물 물류환경 변화 전망 ························································ 348

2. 농산물 물류 현황 ······································································· 351

3. 물류경로별 물류체계 실태 ·························································· 357

4. 농산물 물류효율화 방안 ····························································· 367

제13장 해외 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373

1. 해외농업개발의 영향요인 ··························································· 374

2. 해외농업개발의 실태 ·································································· 381

3. 해외농업개발의 과제 ·································································· 396

4. 정책 시사 및 결어 ····································································· 403

제14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도입 방안  407

1. 서비스 기준의 개념과 도입의 의의 ············································ 408

2. 외국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영 사례 ······································· 409

3. 농어촌의 서비스 공급 실태와 수요 ············································ 415

4.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설정 ··························································· 425

5.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및 운영 방안 ····································· 437

제15장 농어촌 경관관리정책의 추진동향과 과제  441

1. 농어촌 경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 442

2. 국내의 농어촌 경관관리제도 개황 ·············································· 444

3. 농어촌 경관관리정책의 성과 및 한계 ········································ 448

4. 국외 경관관리 사례 ···································································· 456

5. 농어촌 경관관리정책의 방향과 과제 ·········································· 462



- v -

제16장 농촌 발전과 농촌 학교의 역할  467

1. 농촌 발전과 농촌 학교의 관계 ·················································· 468

2. 농촌 학교 현황과 문제 ······························································ 469

3. 농촌 학교 활성화 요인 ······························································ 475

4.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 학교 역할 강화 방안 ···························· 492

제17장 현장에서 본 귀농활성화 방안  507

1. 서론/귀농귀촌정책의 필요성 ······················································· 508

2. 귀농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 ······················································ 510

3. 귀농자 실태 조사 - 괴산군 사례를 중심으로 ····························· 520

4. 결어/귀농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523

 제 3 부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제18장 쌀 수급 동향과 전망  529

1. 2009양곡연도 가격 및 수급 동향 ·············································· 530

2. 2010양곡연도 가격 및 수급 동향 ·············································· 540

3. 단기 수급 및 가격 전망 ····························································· 546

4. 중장기 수급 및 가격 전망 ························································· 549

제19장 콩 수급 동향과 전망  555

1. 국제 콩 수급 및 가격 동향 ······················································· 556

2. 국내 콩 수급 및 가격 동향 ······················································· 560

3. 콩 수급 및 가격 전망 ································································ 572



- vi -

제20장 국제 곡물시장과 수입방식 개선방안  577

1. 국제곡물 수급 및 교역 동향 ······················································ 578

2. 국제 곡물시장 물류체계: 미국을 중심으로 ································· 583

3. 국제 곡물가격 결정요인 ····························································· 588

4. 우리나라 곡물수입 방식 ····························································· 592

5. 곡물 수입방식 개선방안 ····························································· 598

제21장 쌀 가공기술 개발 및 가공산업 확대방안  603

1. 쌀의 가치와 의미 ······································································· 604

2. 쌀 가공산업의 현황과 특성 ······················································ 609

3. 쌀 가공산업의 주변환경과 특성 ················································· 618

4. 쌀 가공산업의 육성 및 확대방안 ··············································· 621

제22장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635

1. 한육우 ························································································ 640

2. 젖  소 ························································································ 656

3. 돼  지 ························································································ 665

4. 산란계 ························································································ 676

5. 육  계 ························································································ 684

제23장 조사료 이용 활성화 방안  695

1. 자급조사료의 중요성 ·································································· 696

2. 국내 조사료 수급동향과 전망 ···················································· 699

3. 조사료 생산․이용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 702

4.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방안 ················································· 704

5. 중장기 발전과제 ········································································· 719



- vii -

제24장 축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과제  723

1. 축산물의 안전관리 현황 ····························································· 724

2. 주요 축산물의 안전관리 정책 ···················································· 731

3. 축산물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과제 ········································ 744

제25장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751

1. 사 과 ·························································································· 753

2. 배 ······························································································· 760

3. 감 귤 ·························································································· 766

4. 단 감 ·························································································· 773

5. 포 도 ·························································································· 779

6. 복숭아 ························································································ 786

7. 과일 수출 의향 및 수출 현황 ···················································· 791

제26장 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799

1. 수 박 ·························································································· 801

2. 참 외 ·························································································· 807

3. 토마토 ························································································ 813

4. 딸 기 ·························································································· 820

5. 오 이 ·························································································· 827

6. 호 박 ·························································································· 834

7. 과채 농가 경영과 수출 동향 ······················································ 842

제27장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849

1. 배 추 ·························································································· 851

2. 무 ······························································································· 862

3. 당 근 ·························································································· 869

4. 양배추 ························································································ 878

5. 감 자 ·························································································· 887



- viii -

제28장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897

1. 건고추 ························································································ 899

2. 마 늘 ·························································································· 908

3. 양 파 ·························································································· 917

4. 대 파 ·························································································· 930

5. 쪽 파 ·························································································· 940

6. 풋고추 ························································································ 946

제29장 산림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953

1. 대내외 여건변화와 산림의 역할 ················································· 954

2. 산림부문 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체계 ·········································· 956

3. 세부추진계획 ·············································································· 958

4. 맺음말 ························································································ 973

제30장 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977

1. 밤 ······························································································· 978

2. 표고버섯 ····················································································· 994

제31장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가공 활성화 방안  1011

1. 임산물 가공 활성화 필요성 ······················································ 1012

2. 임산물 가공실태 분석 ······························································ 1013

3. 임산물 가공식품 소비실태 분석 ··············································· 1027

4. 임산물 가공 활성화 방안 ························································· 1035

제32장 임산물 상품화 현황과 우수사례  1041

1. 임산물 상품화 현황 ·································································· 1042

2. 임산물 상품화 우수사례 ··························································· 1050

3. 결 론 ························································································ 1064



간지 1



백



2010년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제1장

1)김정호*․김배성**․송성환***․채 석****․한석호*****․반 정******․장도환*******

목 차

1.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

1.1. 세계 및 주요국 경제 동향

1.2.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

2. 농업 및 식품산업 동향

2.1. 농업생산 동향

2.2. 식품산업 동향

2.3. 농식품 수출입 동향

3. 농가경제 동향

3.1. 농가교역조건 추이

3.2. 농업경영비 추이

3.3. 농가소득 동향과 실태

3.4. 농가부채 동향

4. 농업 및 농가소득 전망

4.1. 농가구입가격 전망

4.2. 농가판매가격 전망

4.3.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4.4. 농지이용과 농작물 재배 전망

4.5. 농업생산액 및 부가가치 전망

4.6. 농가소득 전망

* 한국농 경제연구원 선임연구 원．jhkim@krei.re.kr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 원. bbskim@krei.re.kr
*** 한국농 경제연구원 문연구원. song9370@krei.re.kr
**** 한국농 경제연구원 부연구 원. gschae@krei.re.kr
*****

한국농 경제연구원 부연구 원. shohan@krei.re.kr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원. ban0530@krei.re.kr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원. zzangdh@krei.re.kr



제

2

부

제

1

부

4 ● 녹색성장과 농업·농촌

1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

1.1. 세계 및 주요국 경제 동향

1.1.1.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

◦ 2009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금융안정화 

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 국면에 진입

하였다.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0.8%(기관 평균)로 예상되나, 2010년

에는 재정확대 정책이 지속되고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세계경제도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 2008
2009 2010( 망)

IMF WB GI 평균 IMF WB GI 평균

세계 5.2 3.0 -1.1 0.9 -2.1 -0.8 3.1 3.0 2.6 2.9 

선진국 2.7 0.6 -3.4 -0.1 -3.4 -2.3 1.3 2.0 1.6 1.6 

미국 2.1 0.4 -2.7 -0.5 -2.5 -1.9 1.5 2.0 2.1 1.9 

일본 2.3 -0.7 -5.4 -0.1 -5.8 -3.8 1.7 1.5 1.1 1.4 

유로지역 2.7 0.7 -4.2 -0.6 -4.0 -2.9 0.3 1.6 0.9 0.9 

개도국 8.3 6.0 1.7 4.5 0.8 2.3 5.1 6.1 5.3 5.5 

아 리카1) 6.3 5.2 1.7 4.6 1.7 2.7 4.0 5.8 3.7 4.5 

아시아2)2) 10.6 7.6 6.2 6.1 4.1 5.5 7.3 7.5 7.0 7.3 

국 13.0 9.0 8.5 7.5 8.1 8.0 9.0 8.5 10.1 9.2 

동3) 6.2 5.4 2.0 3.9 -0.3 1.9 4.2 5.2 3.5 4.3 

남미 5.7 4.2 -2.5 2.1 -0.4 -0.3 2.9 4.0 2.9 3.3 

  주: 1) WB는 사하라 이남 지역만을 포함.
     2) IMF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제외, WB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평균.
     3) IMF는 터키 포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9.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December 2009.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3Q(June), 2008.

표 1-1.  세계경제 성장률 동향
단위: %, 실질GDP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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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미국 경제는 고용 여건의 악화와 투자 위축 등으로 회복이 정체될 

가능성도 있으나, 금융시장과 주택경기가 안정을 찾아가고 가계소비가 

점차 개선됨에 따라 1.9%(기관 평균)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경제는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2009년 4/4분기 이후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으나, 2010년에는 세계경제 회복 및 재고조정에 

따른 생산 증가로 1.4%(기관 평균)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럽 경제도 2009년 3/4분기 이후의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동유럽 국가의 경기 부진과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으로 0.9%(기관 평균)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경제는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내수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9.2%(기관 평균)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1.2. 국제 유가, 세계교역, 환율 전망

◦ 국제 유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이후 경기불황에 

따른 수요 감소로 급락하였으며, 2009년 3월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상승

하였다. 2009년 상반기 동안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3

분기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상승세가 나타났으며, 4분기에는 세계경

제 회복과 계절적 수요 증가의 요인이 겹치면서 배럴당 75달러 내외의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2008 2009
2010( 망)

1)

1/4 2/4 3/4 4/4 평균

에경연 Dubai 94.3 61.6 71.6 75.6 73.5 76.9 74.4

EIA WTI 99.6 59.9 71.0 71.6 72.7 74.3 72.4

PIRA WTI 99.6 59.5 73.8 77.6 83.5 87.9 80.7

  주: 1) 각 기관의 2009. 11월 전망치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EIA(미국 에너지정보청), PIRA(미국 석유산업연구소).

표 1-2.  국제 원유가격 동향(현물 기준)
단위: 달러/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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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국제 유가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석유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다만, 2009년 말의 높은 재고 수준과 투기거래 제한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향후의 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연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내외로 전망된다. 

0.0

20.0

40.0

60.0

80.0

10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4 '10 2/4 '10 3/4 '10 4/4

Dubai(에경연) WTI(EIA) WTI(PIRA)

US$/배럴

그림 1-1.  국제 원유 가격 추이

◦ 2010년에는 대부분의 주요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0년 세계 교역량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 2008 2009 2010( 망)

교역량 증가율(%) 7.3 3.0 -11.5 2.5

환율
엔/달러 117.8 103.3 93.6 99.3

유로/달러 0.73 0.68 0.72 0.69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표 1-3.  세계 교역량과 환율 동향

◦ 2009년 달러화는 금융시장의 여건이 개선되고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다. 2009년 엔화는 일본의 

경제성장과 실물경제 하강세가 완화되어 달러화 대비 강세를 지속하였으며, 

유로화도 안전자산 선호가 완화되어 강세를 지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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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

1.2.1. 2009년 경제 동향

◦ 2009년 한국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회복세로 반전에 성공

하여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GDP는 전년 대비 0.2% 

증가하여 성장세는 둔화되었으나, 제조업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고 

서비스업도 꾸준히 증가하여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 2009년 민간소비는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기회복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다. 

2010년 민간소비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여건과 소비심리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2007 2008
2009

1/4 2/4 3/4 4/41) 연간2)

GDP 5.1 2.2 -4.2 -2.2 0.9 6.2* 0.2*

생산 6.9 3.0 -15.5 -6.2 4.2 9.0 -2.1

출하 7.2 2.4 -14.7 -5.8 2.1 7.4 -2.8

(수출) 10.2 7.1 -12.4 -4.7 0.8 8.8 -1.9

(내수) 4.9 -0.7 -16.3 -6.6 3.1 6.3 -3.4

재고3) 5.7 7.3 -5.8 -16.7 -13.9 -15.4 -12.9

민간소비 5.1 0.9 -4.4 -0.8 0.8 5.9*  0.3*

설비투자 9.3 -2.0 -23.5 -15.9 -7.4 10.2* -9.6*

제조업

평균가동률(%)
80.3 77.2 65.8 73.7 78.9 77.3 73.9

  주: 1) 생산, 출하, 수출, 내수, 재고 등은 계절조정지수이고, 4/4분기는 10~11월 평균치임. 
     2) 1~11월 평균치에 대한 전년 대비 증감률이고, *는 한국은행 추정치 자료.
     3)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KDI, 통계청.

표 1-4.  나라경제 동향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2009년 설비투자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수출둔화 및 내수부진으로 전년 

대비 9.6% 감소하여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세계경제가 회복

되면서 글로벌 수요증대, 기업수익성 개선 및 기저효과 등으로 설비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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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산업 생산은 2009년 하반기 들어 반도체 ․ 부품, 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09년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2.1% 감소

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출하는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하반기 들어 반도체 ․ 부품, 화학

제품, 자동차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8% 감소에 그쳤다. 

– 재고는 반도체 ․ 부품, 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출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2.9% 감소하였다. 

– 제조업 가동률은 생산과 출하의 증가로 1/4분기 65.8%에서 4/4분기 

77.3%까지 상승하였으며, 2009년 평균 가동률은 73.9%로 나타났다. 

◦ 소비자물가는 농수산물의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가격 하락, 

경기하강 효과 등으로 인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등이 크게 작용하여 전년 

대비 2.8% 증가하여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 농수산물은 연초의 환율 상승, 재배면적 축소 및 어획량 감소 등의 공급 

충격과 더불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등에 따른 국산축산물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 강세를 나타냈다. 

– 생산자물가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영향 등으로 석유제품, 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 공산품(-1.6%)이 하락함에 따라 전년 대비 0.2% 

하락하였다. 

2007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소비자 2.5 4.7 3.9 2.8 2.0 2.4 2.8

- 농수산물 1.9 0.5 7.2 9.9 4.9 3.9 6.5

  생산자 1.4 8.6 4.2 -1.0 -3.2 -0.5 -0.2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표 1-5.  물가 변동 추이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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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그림 1-2.  소비자 물가지수와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추이

◦ 2009년 실업률은 일자리 나누기, 희망근로 프로젝트, 청년인턴제 등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1/4분기 3.8%에서 4/4분기 3.3%로 0.5%p 

감소하였다. 

– 산업별 취업자수는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업에서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건설업,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업, 제조업, 도소매 ․ 음식숙박업, 농림

어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 2008
2009

1/4 2/4 3/4 4/4
1)

연간
2)

실업자 783 769 908 943 886 809 887

실업률(%) 3.2 3.2 3.8 3.8 3.6 3.3 3.6 

취업자 23,433 23,577 22,904 23,737 23,751 23,831 23,556

  주: 1) 2009년 10월, 11월 평균치임. 2) 2009년 1/4~4/4까지의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표 1-6.  고용지표(계절조정) 동향
단위: 천 명

◦ 2009년 3월 초에 1,500원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지 개선 등으로 4/4분기에는 1,168원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276원으로 전년 대비 15.7%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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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원/달러1) 929.16 1,103.36 1,418.30 1,286.11 1,239.22 1,168.03 1,276.35

증감률 -2.7 18.7 48.2 26.3 16.2 -14.4 15.7

  주: 1) 해당 기간 중(연중, 분기 중) 종가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표 1-7.  환율 동향
단위: 원/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2010년에는 미국의 초저금리로 인한 달러 캐리 트레이드와 달러의 신인

도 하락으로 원/달러 환율은 2009년보다 낮은 1,100원 내외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 ｢2010년 거시경제전망｣). 

◦ 2009년 1/4분기 수출은 74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2% 감소하였으나, 

4/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04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3.8% 감소한 3,63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 2009년 수입은 내수 침체와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전년 대비 25.8% 감소한 

3,22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2007 2008
2009

1)

1/4 2/4 3/4 4/4 연간

수출(A) 3,714.9 4,220.1 744.1 903.2 947.7 1,042.7 3,637.7

증감률 14.1 13.6 -25.2 -21.1 -17.6 12.0 -13.8

수입(B) 3,568.5 4,352.7 714.5 738.2 847.9 927.3 3,227.9

증감률 15.3 22.0 -32.6 -35.7 -31.0 1.3 -25.8

무역수지

(A-B)
146.4 -132.7 29.6 165.0 99.8 115.4 409.8

  주: 1) 2008년 12월 잠정치를 이용하여 4/4분기를 추정.
자료: 한국은행, 지식경제부.

표 1-8.  수출입 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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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010년 경제 전망

◦ 2010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4.5%

(기관 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5% 수준의 성장을 나타내고, 하반기에는 내수 확대 폭이 축소되면서 상반기

보다 둔화된 3%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발표시기

(월.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

(%)

경상수지 흑자

(억 달러)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한국은행 12.11 0.2 4.8 2.8 2.8 3.7 3.5 430 170

KDI 11.12 0.2 5.5 2.8 2.7 3.7 3.4 415 162

삼성경제연구소 11.27 - 4.3 2.8 2.8 3.7 3.4 - 187

LG경제연구원 12. 7 0.2 4.6 2.7 2.7 3.6 3.5 432 178

OECD 11.19 0.1 4.4 2.7 2.8 3.8 3.6 - -

IMF 11.25 -1.0 3.6 2.6 2.5 3.8 3.6 - -

자료: 한국은행. ｢2010 경제 전망｣. 2009. 12.
KDI. ｢KDI 경제 전망｣. 2009. 11.
SERI. ｢2010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 2009. 11.
LG경제연구원. ｢2009년 국내경제 전망｣. 2009. 12.
OECD. Economic Outlook. #86, November 2009.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9.

표 1-9.  2010년 한국경제 전망

◦ 2010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과 임금 및 공공요금 

상승으로 2009년보다 2.8%(한국은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임금인상 및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하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2.9% 

상승할 전망이다(한국은행). 

◦ 2010년 실업률은 경기 회복과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2009년보다 0.2%p 

감소한 3.5% 수준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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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경상수지는 국내외 경기 회복과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품 수출 및 수입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0년의 흑자 폭은 

금년의 430억 달러 수준보다 감소하여 17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    

–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2009년 544억 달러 → 2010년 350억 달러),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도 

적자폭이 확대(2009년 △114억 달러 → 2010년 △180억 달러)될 전망이다. 

2   농업 및 식품산업 동향

2.1. 농업생산 동향

2.1.1. 품목류별 생산액 변화

◦ 농업총생산액은 2000년 이후 성장이 정체되는 추세이나, 최근 들어 일부 

품목의 증산에 힘입어 증가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추계한 

2008년 농업생산액은 38조 4,6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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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식량

채소류

특작, 기타

축산

과실류17.8

35.1
36.2

31.832.232.432.0

26.6

35.2 34.7

38.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그림 1-3.  농업생산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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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작물 생산액은 맥류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미곡, 잡곡, 두류, 서류의 

생산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19.0%나 증가하였다.

– 채소류 생산액은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 양채류 등의 생산 감소로 전년

보다 3.6% 감소하였다. 

– 과실류 생산액은 배, 포도, 감 생산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사과, 감귤 

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다.

◦ 2008년 품목별 생산액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①미곡, ②돼지, ③한우, ④

우유, ⑤닭이 상위 5위 이내에 포함되었으며, 이들 5개 품목이 전체 농업

생산액의 51.4%를 차지하여 축산 부문의 성장과 아울러 농업경영의 전문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 그 밖에 ⑥계란, ⑦오리, ⑧수박, ⑨건고추, ⑩인삼까지 포함한 상위 10개 

품목의 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64.5%로 나타났다.

순
1995 2000 2005 2008

품목 생산액 비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비

체 266,015 319,678 350,889 384,698

1 미  곡 67,598 25.4 미  곡 105,046 미  곡 85,368 미  곡 93,796 24.4

2 한육우 17,756 6.7 돼  지 23,720 돼  지 37,586 돼  지 40,853 10.6

3 돼  지 14,066 5.3 한육우 18,788 한육우 31,479 한  우 32,819 8.5

4 마  늘 12,190 4.6 우  유 13,517 우  유 15,513 우  유 16,041 4.2

5 고  추 11,996 4.5 고  추 10,439 닭 11,132 닭 14,294 3.7

계 123,606 46.5 171,510 181,077 197,803 51.4

6 사  과 8,962 3.4 닭 8,208 계  란 10,853 계  란 11,586 3.0

7 우  유 8,556 3.2 계  란 6,512 수  박 8,920 오  리 11,544 3.0

8 닭 7,727 2.9 감  귤 6,336 건고추 8,606 수  박 9,393 2.4

9 감  귤 7,093 2.7 수  박 5,598 감  귤 8,108 건고추 9,117 2.4

10 포  도 6,085 2.3 마  늘 5,324 오  리 6,490 인  삼 8,749 2.3

계 162,029 60.9 203,488 224,055 248,192 64.5

  주: 2006년부터 한육우를 한우와 육우로 구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표 1-10.  농업생산액 상위 10개 품목 변화
단위: 억원, %



제

2

부

제

1

부

14 ● 녹색성장과 농업·농촌

2.1.2. 농업부문 부가가치 변화

◦ 농업부문 부가가치(한국은행 추계)는 2000년 이후 생산액의 정체와 중간

투입재비의 증가로 인해 21~22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 들어 

고부가가치 성장 작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2007년에는 23조 

5천억원, 2008년에는 25조 1천억원을 기록하였다.

◦ 부문별로 보면 재배업의 성장은 정체를 보이는 반면에 축산업은 2004년 

이후 연평균 6% 내외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부가가치 성장률은 

재배업이 5.3%, 축산업이 10.0%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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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 2000년 이전은 2000=100 기준, 2000년 이후는 2005=100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그림 1-4.  농업부문 부가가치 추이(실질)

2.2. 식품산업 동향

2.2.1.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 농림어업과 식품제조업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산업 부가가치는 2008년에 

58조 4,60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2009년 상반기 실적은 30조 640억

원으로 추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농림어업이 

전년 동기 대비 1.7%, 식품제조업은 8.6%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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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률

연간 연간 상반기(A) 상반기(B) (B/A)

산업 합계 874,782 920,331 451,986 451,852 0.0

농림수산업

 - 재배업

 - 축산업

 - 임업

 - 어업

 - 농림어업서비스

25,209

17,000

4,422

1,115

2,141

531

23,441

16,457

3,175

1,102

2,174

533

11,193

7,609

1,947

382

986

269

11,379

7,793

1,921

401

1,015

249

1.7

2.4

△1.3

5.0

3.0

△7.4

식품제조업 33,148 35,019 17,198 18,685 8.6

농식품산업 58,357 58,460 28,391 30,064 5.9

(농식품산업/ 산업) (6.7%) (6.3%) (6.3%) (6.6%)

  주: 2008년과 2009년 식품제조산업 총생산액은 한국은행 식료품제조업 부가가치 증감률을 이용
한 추정치임. 외식산업은 추정에서 제외.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를 기초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계.

표 1-11.  농림어업 및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추계(명목)
단위: 10억원, %

2.2.2. 식품제조업 생산 동향

◦ 2009년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식료품 생산능력지수는 0.9%, 

음료품 생산능력지수는 4.6% 증가하였다. 2009년 제조업 가동률은 4.5% 

감소하였으며, 그중 식료품은 1.2%, 음료품은 6.9% 감소하였다.

2007 2008 2009 년 비(%)

생산

능력지수
2)

제조업 109.7 115.4 118.4 2.6

식료품 101.1 98.6 99.5 0.9

음료품 101.3 100.8 105.4 4.6

가동률

지수
3)

제조업 100.4 96.8 92.5 -4.5

식료품 98.2 98.8 97.6 -1.2

음료품 99.2 102.7 95.6 -6.9

  주: 1) 2009년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 지수는 1~11월의 평균임.
     2) 생산능력지수는 사업체의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대 생산가능량(적정생산능력)을 의미함. 
    3) 가동률지수=생산실적/생산능력으로 원지수 기준 자료를 이용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표 1-12.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지수(20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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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식품 수출입 동향

2.3.1. 수출 동향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집계한 2009년 1~11월 동안의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총 4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 2008 2008. 1～11 2009. 1～11

년동기 

비

증감률 (%)

  체 3,759 4,403 3,970 4.167 5.0

농산물 2,223 2,621 2,341 2.532 8.1

축산물 181 215 196 120 -39.0

임산물 128 118 111 155 39.2

수산물 1,228 1,448 1,322 1,361 3.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표 1-13.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달러

2008
2008. 1～11 2009. 1～11 증감률

물  량   액 물  량   액 물  량   액

농림수산식품 4,402.8 1,932.6 3,969.8 2,288.1 4,166.9 18.4 5.0 

ㅇ 농식품 2,954.5 1,398.0 2,648.1 1,685.0 2,805.7 20.5 5.9 

<신선> 675.0 218.2 574.7 261.4 612.5 19.7 6.6 

 - 채 소 148.6 60.5 131.2 70.6 140.2 16.7 6.9 

 - 김 치 85.3 24.0 76.1 25.4 79.6 5.7 4.6 

 - 인 삼 97.2 1.8 77.7 2.3 89.8 28.5 15.6 

 - 화 훼 76.2 10.1 61.1 8.2 57.4 △19.5 △6.0

 - 과 실 154.9 79.7 126.0 92.7 129.7 16.3 2.9 

 - 버섯류 23.2 6.6 18.5 13.6 27.3 104.9 47.4 

 - 돼지고기 17.7 9.6 17.0 11.0 9.7 14.4 △43.2

 - 가 육 12.9 8.0 10.9 10.5 15.4 31.5 40.7 

 - 산림부산물 59.0 17.9 56.2 27.1 63.4 51.7 13.0 

<가공> 2,279.5 1,179.8 2,073.4 1,423.6 2,193.2 20.7 5.8 

ㅇ 수산식품 1,448.3 534.6 1,321.7 603.0 1,361.2 12.8 3.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표 1-14.  농림수산물 부류별 수출 동향
단위: 천톤,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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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수출액은 인삼, 김치, 자당, 팽이버섯, 새송이, 장미, 백합 등의 

수출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하였다. 

– 축산물 수출액은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 수출은 증가한 반면, 

돼지고기 수출은 크게 줄어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였다. 

– 임산물 수출액은 버섯 등 산림부산물과 목재류의 수출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39.2% 증가하였다. 

2.3.2. 수입 동향

◦ 2009년 1~11월 동안의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1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하였다. 

– 농산물 수입액은 곡류, 두류, 채소류 등의 수입이 줄어 전년 동기 대비 

16.2% 감소하였다.

–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수입이 줄어 전년 동기 

대비 27.8% 감소하였다. 

– 임산물 수입액은 목재류 및 수목류 수입이 크게 늘어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하였다. 

2007 2008 2008. 1～11 2009. 1～11
년 동기 비

증감률(%)

    체 19,242 23,199 21,180 19,007 -10.3

농 산 물 10,089 13,905 12,573 10,540 -16.2

축 산 물 3,235 3,352 3,093 2,232 -27.8

임 산 물 2,858 2,864 2,671 3,670   37.4

수 산 물 3,060 3,078 2,843 2,564 -9.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표 1-15.  농림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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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가경제 동향

3.1. 농가교역조건 추이

◦ 농촌물가지수에 의한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은 2000~2003년까지 다소 

개선되다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 등의 상승으로 농가구입가격지수가 빠르게 상승한 반면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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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09년은 1~3분기 평균임.
자료: 통계청.

그림 1-5.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 추이 

◦ 2009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8% 상승하였으나, 농가구입가격지수가 4.6% 

상승하면서 농가교역조건은 84.7로 전년 대비 1.7% 악화되었다. 

2006 2007 2008
2009 년 비

(%)1/4 2/4 3/4 평균

농가 매가격지수(A) 99.2 101.4 99.4 102.7 103.4 100.4 102.2 2.8

농가구입가격지수(B) 101.8 104.8 115.3 119.7 121.2 120.9 120.6 4.6

농가교역조건(A/B×100) 97.4 96.8 86.2 85.8 85.3 83.0 84.7 -1.7

  주: 2009년은 1~3분기 평균임.

자료: 통계청.

표 1-16.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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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농가교역조건을 품목별로 추계하면, 쌀은 생산량 증가로 농가판매

가격은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대비 9.0% 악화되었다.

– 청과물 가운데 마늘, 양파, 토마토, 사과의 농가교역조건은 농가판매

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보다 개선되었다.

– 축산물의 농가교역조건은 농가구입가격이 농가판매가격보다 더 크게 상승

하면서 전년보다 악화되었다. 

2007 2008
2009 년 비

(%)1/4 2/4 3/4 평균

92.4 77.8 75.6 70.1 66.8 70.8 -9.0

마늘 124.6 85.2 102.0 106.8 104.8 104.5 22.7

양 65.6 109.7 128.4 116.0 88.5 111.0 1.2

토마토 98.1 66.8 81.9 75.5 62.5 73.3 9.7

사과 70.7 74.2 81.6 89.6 88.1 86.4 16.4

쇠고기 102.6 84.3 75.6 73.1 81.3 76.7 -9.1

돼지 85.3 89.2 84.4 88.1 94.0 88.8 -0.4

  주: 1) 품목별 구입가격지수는 매 분기 발표되는 비목별 농가구입가격지수에 각 품목별 생산비 
비중을 곱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치임. 

      2) 품목별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은 농가판매가격/농가구입가격×100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

표 1-17.  품목별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 동향

3.2. 농업경영비 추이

3.2.1. 농업경영비 비중의 변화

◦ 농가경제에서 농업소득과 경영비는 반비례하는 관계로, 2003년이 전환점이 

되었다. 즉, 2003년 이전에는 농업소득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경영비 비중이 높아져 2008년에는 62.6%를 

차지하게 되었다.

◦ 최근의 농업경영비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이고 구조

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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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과 같이 투입재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경영비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생산 방식이 자가노력 중심에서 자본재 의존형으로 

전환되면서 중간투입재비 상승과 고용노임 증가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의 

농업경영이 일반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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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농가경제조사 대상 표본농가는 5년마다 전체적으로 교체되며, 이에 따라 표본 교체연도에 
조사결과에 편차가 발생함. 1998년과 2003년에 표본농가 교체가 있었음.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그림 1-6.  농업소득과 농업경영비 비중 추이

◦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업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1970년에 농업경영비 

비중이 50% 수준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후 빠르게 상승하여 10년 후인 

1980년에 60.7%를 기록하였다. 1980년 이후에는 연평균 0.4% 증가율의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007년에는 71.1%를 기록하였다.

◦ 한국과 일본의 농업경영비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경영비 상승 압박이 일본에 비해 훨씬 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농업총수입 연평균 증가율(1970-2007): 한국 12.1%, 일본 12.1%

– 농업경영비 연평균 증가율(1970-2007): 한국 12.1%, 일본 4.9%

◦ 특히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조수입은 4.2% 증가한 데 비해 

경영비는 8.6% 상승하였다(일본은 각각 2.3%, 2.7%). 최근 들어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농가경제 수지가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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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그림 1-7. 한 ․ 일 간 농업경영비 비중 추이

3.2.2.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 동향

◦ 영농형태별로는 과수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논벼, 

채소, 축산농가는 경영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는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으로 경영비 비중이 2008년에 

81.8%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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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 연도 원자료 분석.

그림 1-8.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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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가소득 동향과 실태

3.3.1. 농가소득원 동향

◦ WTO 체제하에서 농업총소득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5년 이후 

농산물 실질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어 농업총생산액은 정체되는 반면 

임금과 중간재비 등의 경영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 농업총소득은 1994년을 정점으로 1998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0년에 다소 회복되었으나, 그 후 추세적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총소득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농가 수의 감소 

속도는 완만하여 결과적으로 농가당 농업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최근의 호당 농업소득은 1,000~1,2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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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그림 1-9.  농업총소득과 농가소득 추이(실질)

◦ 농가경제통계에 의한 농가소득의 구성요소 변화를 보면, 농업소득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한 반면 농외소득(겸업소득+사업외소득)은 

6.2%씩 증가하였고 이전소득은 1.6%씩 증가하였다.

– 농업소득의 비중은 2000년 47.2%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8년 31.6%에 

이른 반면, 이전소득은 직접지불금 등의 공적보조 증가로 인해 동기간 

20.6%에서 31.2%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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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2003년 이후 비경상소득(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을 이전소득에 포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그림 1-10.  농가소득 구성비 추이

2005 2006 2007 2008

   농가소득 30,503 32,303 31,967 30,523

농업소득 11,815 12,092 10,406 9,654

  농업외소득 9,884 10,037 11,097 11,353

        근로소득 6,360 6,273 6,886 7,275

이 소득 4,078 4,886 4,959 5,289

  비경상소득 4,725 5,289 5,506 4,227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표 1-18.  농가소득 동향
단위: 천원

◦ 농외소득은 사업외소득과 겸업소득으로 구성되며, 2008년에는 사업외소득 

비중이 74.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겸업소득은 25.5%로 나타났다. 농외소득의 

성장 여부는 농업노동과 임금 등 근로수입의 성장 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외수입의 성장 속도를 200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990~2000년에는 연평균 9.5%씩 증가한 반면 2001~2008년에는 

3.2%씩 증가하는 데 그쳐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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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그림 1-11.  사업외수입 구성요소별 성장률 변화

◦ 농외소득 의존도에 대한 한국 ․ 일본 ․ 대만의 3개 국가 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 농가의 농외소득 변화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 일본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외 ․ 이전소득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부터 2002년까지 85%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3년

부터 하락하여 2004년에는 75.2% 수준으로 낮아졌다.

– 대만에서도 농외 ․ 이전소득 비중이 1998년에 83.1%를 나타내는 등 80% 

이상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현재 75.2% 수준이다.

– 우리나라는 농외 ․ 이전소득 비중이 1995년에 52% 수준에서 2003년에 

60.7% 지속적으로 늘어 2008년에 68.4%까지 증가하였다. 

◦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은 농가의 연령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본과 

대만에서도 농외 ․ 이전소득 비중이 증가하다가 고령화 시대를 겪으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도 가까운 장래에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중이 정체 혹은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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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농외·이전소득률 = [(농외소득+이전소득)/농가소득]×1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그림 1-12.  한 ․ 일 ․ 대만 3국간 농외 ․ 이전소득 비중 추이

3.3.2. 도·농간 소득 격차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명목)은 증가 추세이지만 농가소득은 2003년 이후 

정체 및 감소현상을 보이면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78.2%에서 2008년에는 65.3%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 농가소득은 1995년 이후 연평균 2.6%(명목소득)씩 증가한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5.4%씩 증가하여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농가경제통계｣.

그림 1-13.  도농 간 소득격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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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농가경제통계｣.

그림 1-14.  소득계층별 도농 간 소득격차 추이

◦ 고소득계층(소득5분위 계층)의 농가소득은 2006년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96.6%에서 2008년에는 81.6%로 하락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으나 그 차이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도농간 격차가 확대되어 2008년 소득1분위 계층의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40.2%에 불과한 실정이다.

3.3.3. 농가 계층간 소득 격차

◦ 농가 계층 간 소득 격차는 2004년 5분위/1분위 비율이 9.8배에서 2007년에는 

10.7배, 2008년에는 11.2배로 증가하여 저소득 계층과 고소득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 2004~08년 기간 동안 소득 1분위 저소득계층의 농가소득(명목)은 연평균 

1.5% 감소하였으나 5분위 고소득계층은 연평균 1.7%씩 증가하였다.

◦ 농가소득 5분위 구성의 변화를 보면, 농가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농가의 

연령별 비중은 2007년에 50대가 41.1%로 가장 많고, 60대 34.4%, 40대 

이하 14.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70세 이상 농가는 8.3%이다.

– 농가소득 상위 20%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70대 농가는 비중이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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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40대 이하 농가는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 농가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농가 계층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가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

이므로 고령농업인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2004 2007 2008
2004~2008

연평균 증감률(%)

1분 6,956 7,411 6,551    △1.5

2분 16,632 16,992 16,280    △0.5

3분 24,933 25,630 24,457    △0.5

4분 36,715 38,250 36,000    △0.5

5분 68,491 79,369 73,288     1.7

5/1분  비율 9.8 10.7 11.2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 연도 원자료 분석.

표 1-19.  소득계층별 농가소득 분포 동향
단위: 천원

36.9

3.1

16.2

34.4

8.3

29.4 30.6

41.1

0.0

10.0

20.0

30.0

40.0

50.0

40대이하 50대 60대 70세이상

2003 2005 2007

% 농가소득 상위 20%

19.2
16.0

33.4
31.4

6.2

12.4

28.9

52.5

0.0

10.0

20.0

30.0

40.0

50.0

60.0

40대이하 50대 60대 70세이상

2003 2005 2007

% 농가소득 하위 2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 연도 원자료 분석.

그림 1-15.  연령별 농가소득 상위 20% 및 하위 20% 농가 분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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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가부채 동향

3.4.1. 농가부채 동향

◦ 농가부채는 1990년대에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4년부터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면서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농가경제통계에서 조사한 호당 평균 부채는 2001년 2,037만 6천원에서 

2003년 2,661만 9천원, 2005년 2,721만원, 2007년 2,994만 6천원으로 증가

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호당 평균 2,578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

– 시설투자, 내구성 장비구입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자산도 증가하여 부채상환능력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농  가  부  채(a) 26,892 27,210 28,161 29,946 25,786

농  가  자  산(b) 243,665 298,178 356,963 395,981 341,227

장기상환능력(a/b×100) 11.0 9.1 7.9 7.6 7.6

  주: 자산 대비 부채 비율(부채/자산×100)이 하락할수록 장기상환능력이 향상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표 1-20.  농가부채 및 자산 동향
단위: 천원, %

◦ 2008년도 농가부채(25,786천원)의 내역을 보면 농업용 부채가 1,360만원

(53%), 농업용 이외의 부채가 1,218만 6천원(47%)이다. 호당 평균 부채를 

전체 농가 수로 환산하면 총 부채액은 31조 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 평균적으로는 부채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경영규모별로 살펴

보면 농업생산을 주도하는 대규모 전업농가일수록 부채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경지규모별 농가의 부채 규모 분포를 보면 1ha 미만 농가는 농가부채가 

1천만원 이하인 농가의 비율이 70.5%이고, 5ha 이상 농가에서는 42.2%만이 

1천만원 이하이다. 그러나 5ha 이상 농가에서는 부채 규모가 1억원 이상인

1) 2008년 농가부채가 감소한 것은 통계청 표본변경에 따른 단층 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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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a 1~3ha 3~5ha 5ha 이상 평균

1천만원 미만 70.5 69.7 62.1 42.2 57.1 

1~3천만원 12.9 14.2 19.5 22.1 18.3 

3~5천만원 5.7 6.4 6.0 12.0 8.5 

5천만원~1억원 6.4 6.0 7.6 11.7 8.7 

1억원 이상 4.5 3.7 4.9 12.0 7.4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분석.

표 1-21.  경지규모별 농가부채 분포(2008년)
단위: %

농가의 비율이 12.0%로 1ha 미만의 농가(4.5%)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영농형태별로 보면 축산 ․ 화훼 농가는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자산 규모도 커서 부채/자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가에서는 

축사, 유리온실, 농기계, 시설장비 등의 농업자산 투자에 융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작 축산

농가소득(A) 23,318 30,420 24,164 41,633 35,874 20,022 46,398

자산(B) 331,095 364,860 282,616 267,064 432,142 202,044 592,687

부채(C) 14,998 24,898 22,353 20,137 45,004 17,574 107,563

C/A  64.3   81.8   92.5   48.4  125.5   87.8   231.8 

C/B   4.5    6.8    7.9    7.5   10.4    8.7    18.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표 1-22.  영농형태별 농가부채 상황(2008년)
단위: 천원, %

3.4.2. 부채 상환 능력

◦ 농업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가 넘는 위험농가의 비중은 5.2%이고, 이 

중에서 70%가 넘는 부실농가의 비중은 2.1%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로 

미루어 볼 때 과거 2006년 6.7%, 2007년 9.3%(위험농가 비율)보다는 부채 

상환능력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 농가의 부채 상환능력과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자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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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이 주로 활용된다. 농가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면 

위험농가이고 70%를 상회하면 부실농가로 판단한다.

◦ 부채규모별로 살펴보면 부채 규모가 3천만원 이하 농가에서는 대부분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1억원 이상의 

농가에서는 33.7%가 부채 비율 40% 이상의 위험농가이고 그 중에서도 

15.8%가 부실농가로 나타났다.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70%인 위험농가의 비율은 전년도 9.3%에서 

2008년에는 4.1%로 감소하였고, 농가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부실농가 비율도 동 기간 4.2%에서 2.1%로 감소하였다.

– 이는 부채가 많은 동시에 자산도 많은 농가들이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등을 통해 부채 규모를 축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채규모

부채/자산

1천만원 

이하

1천만~

3천만원

3천만~

5천만원

5천만~

1억원
1억원 이상 계

0~10% 98.2 66.1 35.6 15.7 3.7 72.9 

10~30% 1.6 28.4 51.6 57.0 50.0 19.1 

30~40% 0.1 2.5 5.0 10.3 12.6 2.8 

40~70% 0.1 2.1 4.1 11.7 17.9 3.1 

70% 이상 0.1 0.8 3.7 5.4 15.8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분석.

표 1-23. 부채규모별 상환능력 분포(2008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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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 및 농가소득 전망

4.1. 농가구입가격 전망 

◦ 2009년에는 국제유가가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나 환율 및 국제곡물가격은 

상승하였다. 그 결과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투입재 

전체로는 3/4분기까지 전년 대비 3.6%(실질 2.6%) 상승을 기록하였다.

2007 2008 2009
1) 연평균 변화율

08/07 09/08

종자류
명목 94.1 94.4 131.0 0.3 38.8 

실질 (80.1) (78.2) (105.6) (△2.4) (35.0) 

비료류
명목 153.7 263.7 304.4 71.5 15.5 

실질 (131.0) (218.6) (245.4) (66.9) (12.3) 

농약류
명목 95.0 99.0 150.2 4.3 51.7 

실질 (80.9) (82.1) (121.1) (1.5) (47.5) 

사료류
명목 140.8 195.4 230.0 38.7 17.8 

실질 (120.0) (162.0) (185.5) (35.0) (14.5) 

농기구
명목 112.7 120.7 148.7 7.1 23.2 

실질 (96.0) (100.1) (119.9) (4.3) (19.8) 

농 열
명목 164.8 217.4 136.5 31.9 △37.2 

실질 (140.4) (180.2) (110.0) (28.4) (△39.0) 

농자재
명목 129.3 163.3 147.7 26.3 △9.6 

실질 (110.1) (135.4) (119.1) (23.0) (△12.1) 

투입재 체
명목 120.4 145.0 150.2 20.4 3.6

실질 (102.6) (120.2) (123.3) (17.2) (2.6)

  주: 1) 1분기~3분기 평균.
자료: 통계청.

표 1-24.  농가구입가격지수 추이 (2005=100)

◦ 농가구입가격지수를 비목류별로 보면 종자류, 농약류, 농기구류 등의 

가격지수 상승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 종자류 가격지수는 전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09년에는 기능성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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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입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8.8% 상승하였다.

– 비료류 가격지수는 2008년에 전년 대비 71.5% 증가하였던 상승률이 

2009년에는 15.5% 상승하여 상승폭이 다소 감소하였다.

– 농약류 가격지수는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 등으로 2009년에 전년 대비 

51.7% 증가하여 투입재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 사료류 가격지수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2008년 38.7%의 증가율을 

나타낸 데 이어 2009년에도 가격 상승이 이어져 전년 대비 17.8% 증가한 

230.0을 기록하였다.

– 영농광열 가격지수는 국제 유가가 2008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2009년에는 전년 대비 37.2% 하락한 136.5로 나타났다.

◦ 2009년 투입재 전체 가격지수는 150.2로 추정되어 전년 대비 4.8포인트 

상승하였다. 2010년에는 세계적인 경기 회복과 달러 약세가 예상되어 

투입재 가격지수는 148.8로 전년보다 약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적으로 농가구입가격 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된다. 투입재 가격지수는 2010년 148.8에서 2020년에는 164.6으로 상승할 

전망이며, 농업노임 지수는 2010년 143.4에서 2020년 166.3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투입재1) 145.0 150.2 148.8 161.4 164.6 -0.9 1.6 0.4

(경상재) 161.5 166.6 162.2 179.8 183.9 -2.6 2.1 0.5

(농기구) 119.4 124.7 127.0 132.8 134.9 1.8 0.9 0.3

농업노임 135.1 141.3 143.4 154.9 166.3 1.5 1.6 1.4

주: 투입재는 경상재와 농기구의 가중평균이고, 경상재는 종자류, 비료류, 농약류, 영농광열, 영농
자재가격지수를 가중평균함.

표 1-25.  농가구입가격지수 전망(20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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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가판매가격 전망 

◦ 2009년 농산물 전체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7포인트로, 전년 대비 9.3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쌀 가격의 하락으로 곡물은 2.5포인트 

하락한 반면, 채소 가격이 5.9포인트, 축산물 가격이 25.3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축산물 가격의 상승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과 한우전문식당(정육점형 식당) 증가 등 수요 증대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 2010년의 농산물 전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3.9포인트 높은 

112.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실류 가격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

으로 전망되고, 곡물류는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물은 

2009년에 이어 계속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체 농산물 99.4 108.7 112.6 118.5 122.6 3.6 1.0 0.7 

곡물류 107.8 105.3 105.6 92.1 87.6 0.3 -2.7 -1.0 

채소류 96.9 102.8 105.8 125.4 133.1 2.9 3.4 1.2 

과실류 83.1 84.7 84.7 83.9 88.1 -0.1 -0.2 1.0 

축산물 93.0 118.3 126.5 138.8 146.1 7.0 1.8 1.0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표 1-26.  농가판매가격지수 전망(2005=100)

4.3.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 2010년 농가호수는 전년보다 1.6% 감소한 118만 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향후 10년 후인 2020년에는 농가호수가 2010년 수준보다 17만 호가 

감소한 101만 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농가인구는 전년보다 약 9만 명(2.9%) 감소한 301만 명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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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 이후인 2020년에는 2010년보다 약 73만 명 

감소한 228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2020년 44.7%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농가인구의 

감소로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2010년 6.2%에서 2015년 5.3%, 

2020년 4.6% 수준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다. 한편, 농가 호당 인구는 

2010년 2.56명에서 2015년 2.40명, 2020년 2.26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2010년 농림업취업자는 전년보다 약 5만 명(3.2%) 감소한 149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농림업취업자 감소율은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 감소율(5.8%)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농가호수 천호 1,212 1,194 1,176 1,092 1,010 -1.6 -1.5 -1.6 

농가인구 천명 3,187 3,097 3,008 2,621 2,283 -2.9 -2.8 -2.8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 (33.3) (34.0) (34.8) (39.6) (44.7) (2.4) (2.6) (2.4)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 6.6 6.4 6.2 5.3 4.6 -3.1 -2.9 -2.8 

농림업취업자 천명 1,633 1,538 1,488 1,264 1,010 -3.2 -3.3 -4.5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표 1-27.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4.4. 농지 이용과 농작물 재배 전망

◦ 2010년의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약 1만 4천ha(0.8%) 감소한 172만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도시개발 등에 따른 농지 전용 등의 영향으로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2010년보다 13만 3천ha 감소한 159만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2009년 1.45ha에서 2010년 1.46ha, 2020년 1.57ha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가인구당 경지면적도 2010년 

57.2a에서 2015년 62.5a, 2020년 69.6a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것은 경지면적의 감소 속도에 비해 고령화 및 농산물 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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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영향으로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 최근에 정부의 지원으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증가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로 경지이용률은 2010년에 104.3%에서 2020년에는 110.2%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단 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경지면 천ha 1,759 1,736 1,722 1,638 1,588 -0.8 -1.0 -0.6 

농가호당 경지면 ha 1.45 1.45 1.46 1.50 1.57 0.7 0.5 1.0 

농가인구당 경지면 a 55.2 56.0 57.2 62.5 69.6 2.1 1.8 2.1 

국민 1인당 경지면 a 3.6 3.6 3.5 3.3 3.2 -1.1 -1.2 -0.6 

재배면 천ha 1,834 1,830 1,811 1,778 1,760 -1.0 -0.4 -0.2 

경지이용률 % 103.0 104.1 104.3 107.6 110.2 0.3 0.6 0.5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표 1-28.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전망

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936 924 915 887 846 -1.0 -0.6 -0.9 

곡물류(  제외) 209 207 201 195 197 -3.1 -0.6 0.2 

채소류 276 262 259 245 236 -1.2 -1.1 -0.8 

과실류 154 151 151 149 147 0.1 -0.3 -0.3 

특용·기타작물1) 108 126 119 102 100 -5.6 -3.1 -0.4 

답리작 사료작물 152 159 166 200 234 4.3 3.7 3.1 

합  계 1,834 1,830 1,811 1,778 1,760 -1.0 -0.4 -0.2 

  주: 특용작물(참깨, 들깨, 땅콩)과 기타작물(인삼, 녹차, 화훼, 버섯)의 재배면적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표 1-29.  작물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천ha

 

◦ 2010년의 작물류별 재배면적을 전망하면, 쌀을 포함한 곡물류와 채소류의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과실류 및 답리작 사료작물의 

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약 9천ha 감소한 91만 5천ha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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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류에서는 양파와 대파의 재배면적이 다소 증가하나 고추, 마늘, 무 

등의 면적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과실류에서는 배, 감귤, 단감 등의 면적이 감소하나 면적 비중이 높은 

사과와 더불어 복숭아의 증가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4.5. 농업생산액 및 부가가치 전망

◦ 2009년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39조 270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재배업 부문에서 채소류, 특용 ․ 기타작물 등의 생산은 증가한 반면에 곡물류와 

과일류의 생산은 감소하였다. 축산업 부문은 전년보다 15.1%나 크게 증가하였다.

◦ 2010년의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39조 3,220억원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 쌀 생산액은 2009년 대풍작에 비해 생산량이 줄어 전년 대비 5.4% 감소

한 9조 5,300억원으로 전망된다. 

– 채소류 생산액은 보합세를 보이는데 봄배추, 고랭지무, 당근, 마늘, 양파, 

건고추, 대파, 쪽파 등 조미채소류와 수박, 참외, 오이의 생산액은 감소

하고, 나머지는 증가하여 총 7조 2,100억원으로 전망된다.

– 과실류는 사과, 복숭아, 단감을 제외하고 생산액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0.6% 상승한 2조 3,680억원으로 전망된다. 

– 축산물 생산액은 한육우와 낙농 생산액의 증가로 전년보다 6.2% 상승한 

15조 4,600억원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생산액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배업도 미미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 재배업 생산액은 쌀 생산액이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채소류

(특히 시설채소), 특용 ․ 기타작물의 생산액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소

폭의 증가 추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축산업 생산액은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15년 이후 보합세로 전환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육우의 증가 추세가 2015년 이후에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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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농업 37,073 39,027 39,322 40,171 40,943 0.8 0.4 0.4 

   재배업 24,415 24,463 23,862 24,446 25,396 -2.5 0.5 0.8 

     10,397 10,069 9,530 7,983 7,086 -5.4 -3.5 -2.4 

     곡물류
1)

1,419 1,509 1,423 1,573 1,718 -5.7 2.0 1.8 

     채소류 6,982 7,211 7,210 8,062 8,544 0.0 2.2 1.2 

     과실류 2,560 2,353 2,368 2,375 2,536 0.6 0.1 1.3 

     특용·기타 3,057 3,320 3,331 4,452 5,512 0.3 5.8 4.3 

   축산업 12,657 14,564 15,460 15,725 15,546 6.2 0.3 -0.2 

     한육우 3,439 3,930 4,951 4,869 4,279 26.0 -0.3 -2.6 

     낙농 1,715 1,782 1,917 2,020 2,078 7.6 1.0 0.6 

     양돈 4,079 4,586 4,400 4,162 4,145 -4.1 -1.1 -0.1 

     육계 1,610 2,214 2,103 2,393 2,534 -5.0 2.6 1.1 

     기타 1,814 2,052 2,090 2,282 2,510 1.8 1.8 1.9 

  주: 곡물류는 맥류, 잡곡, 두류, 서류로 구성되며 사료작물은 제외됨.

자료: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표 1-30.  농업부문 생산액 전망
단위: 10억원, 경상

◦ 2009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0.3% 감소한 19조 5,660억원으로 

추산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재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16조 2,390억원인 반면, 축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3조 

3,27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 재배업 부가가치가 감소한 것은 쌀 이외의 곡물류와 과일류의 생산액 

감소와 더불어 중간투입재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09년에 축산업 부가가치가 증가한 것은 사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우와 돼지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2010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0.6% 감소하여 19조 4,550억원을 

나타낼 전망이다. 재배업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1.7% 감소한 15조 9,580

억원, 축산업 부가가치가 5.1% 증가한 3조 4,970억원으로 전망된다.

◦ 2020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19조 7,110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까지 재배업과 축산업 모두 부가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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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후 다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농업 19,632 19,566 19,455 18,896 19,711 -0.6 -0.6 0.8 

   재배업 16,457 16,239 15,958 15,981 16,623 -1.7 0.0 0.8 

   축산업 3,175 3,327 3,497 2,915 3,087 5.1 -3.6 1.1 

  주: 부대서비스는 제외.

자료: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표 1-31.  농업부문 부가가치 전망
단위: 10억원, 경상

◦ 2009년 농업부문 총소득은 11조 4,370억원으로 추산되었다. 그중 재배업이 

8조 9,720억원이고 축산업이 2조 4,650억원으로 추정된다. 

◦ 2010년 농업총소득은 전년보다 0.2% 감소한 11조 4,11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업 소득은 전년보다 1.4% 감소하지만 축산업 소득은 전년

보다 4.0% 증가한 2조 5,650억원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적으로 농업부문 총소득은 미미하게 감소하여 2020년에 약 11조 

4,330억원으로 전망된다. 재배업 소득은 2010년 8조 8,460억원에서 2020년 

9조 1,710억원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축산업 소득은 2조 5,650억원에서 

2020년 2조 2,62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농업 11,701 11,437 11,411 10,834 11,433 -0.2 -1.0 1.1 

   재배업 9,298 8,972 8,846 8,722 9,171 -1.4 -0.3 1.0 

   축산업 2,403 2,465 2,565 2,111 2,262 4.0 -3.9 1.4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표 1-32.  농업부문 총소득 전망 
단위: 10억원,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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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농가소득 전망

◦ 2008년의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145만원(4.5%) 감소한 3,052만원

이었다. 이는 통계표본 변경에 따른 단층 발생의 영향도 있으나, 전년보다 

농외소득은 약간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2009년은 기후조건이 좋아 논벼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수요 감소로 인해 

쌀 가격이 하락하였다. 여기에 중간투입재 비용이 증가하여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1.9% 감소한 2,995만원으로 추정되었다. 

2008
2009

(추정)
2010 2015 2020

연평균 변화율(%)

10/09 15/10 20/15

농가소득 3,052 2,995 3,140 3,532 4,012 4.8 2.4 2.5 

농업소득 965 958 970 992 1,132 1.3 0.4 2.6 

농외소득 1,135 1,088 1,156 1,438 1,713 6.2 4.4 3.5 

이 수입1) 898 895 899 918 932 0.5 0.4 0.3 

(직불 ) (54) (54) (114) (184) (234) (110) (9.6) (4.8)

  주: 이전수입은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포함한 합계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표 1-33.  농가소득 전망
단위: 만원, 경상

◦ 2010년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4.8% 증가한 3,14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농업소득과 쌀 변동직불금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이 전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중장기적으로 호당 농가소득은 완만하게 증가 추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농가호수가 계속 감소하여 영농규모가 확대되고,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 

및 이전수입의 증가와 더불어 직접지불금이 늘어남에 따라 2020년 농가

소득은 4,012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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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업부문 전망 분석을 위한 전제

◦ 농업부문 중장기 전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7년부터 2008년

까지 개발한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를 이용하였다. 

KASMO는 농업부문 전망 및 정책분석 모형으로 재배업 42개와 축산업 

6개 등 총 48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 2010~2020년 농업부문 전망을 위하여 거시경제 변수로 이용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인구 전망치는 통계청의 2005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결과｣(2006.11)를 

이용하였다. 

–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CPI)의 2009년과 2010년 전망치는 한국은행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이용하였고, 중장기 전망치는 국제기관들의 

전망치를 종합하여 각각 연평균 4.1%와 2.7%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GDP 디플레이터는 연평균 2.4%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연평균 1.7%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원/달러 환율은 2009년 1267.5원/달러, 2010년 이후에는 국내 민간연구소와 

국제기관의 전망치를 이용하여 1,050원/달러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국제 유가는 미국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Energy Outlook 2009｣ 자료를 이용하여 연평균 6.7%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쌀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반영

하였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

지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목표가격은 현행 17만 83원/80kg이 향후

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직접지불금 총액 = (목표가격당해연도 수확기 산지쌀값 전국평균) × 85%

–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은 2009년에 1ha당 70만원(농업진흥지역 

74만 6천원, 진흥지역 밖 59만 7천원)이다.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직불금 

총액에서 고정직불금을 제한 금액으로, 수확기 쌀값 상승으로 직불금 총

액이 고정직불금보다 작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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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 · EU 자유

무역협정 타결결과가 2011년부터 동시에 이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에서 쌀은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가 지속되고, 현재 과실류 일부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식물검역조치에 대해 사과, 배, 복숭아는 2015년 

이후에 해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끝으로, 현재 농업생산액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한국은행에서, 농가소득은 통계청에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한국은행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므로 각각의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치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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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성장의 개념

1.1. 녹색성장 개념의 정립

◦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 즉 경제발전 ․ 사회적형평 ․ 환경보호통합 등의 추

상성 ․ 광범위성을 정책실현 가능성 면에서 보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키자는 개념

으로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성장 추구를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파괴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  분 주 요  내 용

Economist紙(1999)
1999. 1. 27. 최 로 언 하 으며 다보스 포럼을 통해 리 

사용되기 시작

아․태 환경과 개발

련 장 회의(2005)

녹색성장을 한 서울이니셔티 (SI) 채택

UN 아․태 경제사회 원회(UNESCAP) 등 국제사회 논의 본격화

OECD 각료회의이사회

(2009.6.24)
OECD 각료회의이사회 선언문에 녹색성장 내용 포함

자료: 녹색성장 국가전략('09).

표 2-1.  녹색성장 개념의 논의경과

1.2. 녹색성장 개념 정의

◦ 성장패턴과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해,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synergy) 

효과의 극대화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지향한다.

◦ 국토, 도시, 건물, 주거단지 등 우리 생활 모든 곳에서의 녹색생활 실천 

및 녹색산업 소비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버스 ․ 지하철 ․ 자전거 등 녹색교

통 이용 활성화와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반한 교통효율 제고 등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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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

운 모멘텀으로 활용하고, 녹색가교 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통해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을 

정립한다.

그림 2-1.  녹색성장의 개념

◦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자원순환형(자연친화적) 산업으로 개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 低투입 농식품산업으로 전환(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흡수역량 강화)

– 재배적지 조정, 새로운 생산기술 개발, 재해대응 강화 등 기후변화에 적

응할 수 있도록 생산방식을 개편한다.

–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와 이용을 위한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어업을 

확대해 나간다.

–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농식품 생산 ·제조 ·

유통과정에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간다.

1.3. 농업분야 녹색성장 추진배경

◦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농림어업에도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가뭄 ․ 홍수 ․ 폭염 ․ 산불 ․ 산사태 등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작물의 재

배적지가 변화하고 바다 사막화가 확산되고 냉수성 어종의 어획량이 감

소하는 한편 동식물 병충해의 이상 발생과 농작물의 품질저하와 수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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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 농어업 생산활동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스턴보고서, 2006).

◦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으로 총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

존하고 있으며, 2007년도 에너지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26.6%를 차지하

고 있다. 이 중 농림어업의 에너지 소비는 3,256천TOE(’06에너지소비통계, 

에너지관리공단)로 국내 총 에너지소비(173,584천TOE)의 1.8% 수준이다.

– 농림어업의 에너지 소비는 대부분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油
價) 불안시 생산비 상승 등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원유의 도입단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는 경우 원유 수입액은 연간 

12억 달러가 추가되고 경제 성장률은 0.1% 낮아지는 한편 소비자물가는 

0.15%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고려대 조용성, 2009)

– 우리나라의 신 ․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4%로서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OECD 평균 6.7%).

순 국가 합계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 지열 기타

1 China 576.1 563.3 12.8 　 　 　 　

2 Brazil 385.8 371.5 0.6 14.3 　 　 　

3 U.S.A. 375.6 250.8 52 55.4 0.596 16.778 　

4 Canada 369.7 368.2 1.471 　 0.017 　 　

5 Russia 179.1 174.604 0.007 　 　 　 0.41

6 Norway 137.3 136.572 0.506 0.2 　 　 　

7 India 137.1 122.4 14.7 　 　 　 　

8 Japan 95 86.35 1.754 　 0.002 3.027 　

9 Venezuela 83.9 83.9 　 　 　 　 　

10 Germany 68.7 26.717 38.5 　 3.5 　 　

자료: 녹색성장 해외정책 연구, 지식경제부, 2009.7.

표 2-2.  주요 신 ․ 재생에너지 생산국 

– 에너지 1단위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탄소집약

도)을 보면 2006년 농림어업이 2.457로 제조업 ․ 건설업의 1.599보다 높

은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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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은 화학비료, 농약 다량투여 등 高환경 부하형

태로 발전해 왔다.

– 농약 사용량은 2008년도 13.2kg/ha로 OECD 국가 중 1위로 2위인 네덜

란드의 8kg/ha보다 5kg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다. 

– ’90년대 이후 기후변화협약 대응차원에서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고 있으

나 아직까지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은 ’08년 현재 

3.6%로 미미한 실정이다.

◦ 지구온난화, 에너지 및 자원 고갈, 환경훼손 및 오염 등의 위기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환경훼손

과 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중심에서 생

태 비용의 내부화, 자원 효율성 최대화, 오염 영향의 최소화 등을 중시

하는 생태적 효율성(Ecological Efficiency) 중심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
경제 ․ 기후 ․ 생태 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 따라서 농림수산식품 분야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저탄소형 ․ 자연친화적인 녹색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난방비 절감, 이모작 확대, 열대작물(망고․키위 

등) 재배지 확대, 난류성 어종(오징어, 참치 등) 어획량 증가, 친환경 농

산물 수요증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 한편 신 ․ 재생에너지 확대, 지속가능 자연자원 관리와 이용, 친환경 농어

업 확산, 저탄소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등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안목

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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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동향

2.1. 국외 동향

2.1.1. EU

◦ EU는 기후변화를 국제적인 아젠다로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배

출권시장(EU-ETS)을 출범시켜 세계 배출권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였으

며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서 금융, 인증, 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까지 포괄

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향후 CO2를 둘러싼 세계 경제의 재편을 이용해 EU에 유리한 국제적 기

준을 만들어 국제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지구온난화 비즈니스 

구조를 선도해 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EU의 녹색성장 전략은 EU, 회원국, 자치단체의 정책수단이 결합된 다

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  분 주 요  내 용

① EU
온실가스 감축에 한 아젠다 제시, 배출권 거래제의 틀  작성, 

환경 규제 등을 통해서 선제 인 규제 모델 제시

② 회원국 환경-산업정책을 통해서 자국산업의 성장동력화 추구

③ 자치단체
EU의 틀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 인 규제  보조  

지 을 통해 특화산업 육성

자료: 녹색성장 정책의 베스트 프랙티스, LGERI, pp.4~5(이서원, 2008).

표 2-3.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EU)

◦ 2020년까지 에너지효율 20% 향상, 온실가스 20% 감축, 재생에너지 20% 

사용을 목표로 한 에너지전략기술계획(Strategic Energy Technology)을 지난 

2008년에 발표하였다.

– 건물에너지절약지침(EPBD)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신규 주택의 제로

에너지 의무화 및 수송부문의 감축정책을 중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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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독일

◦ 1999년에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세(Eco-Tax 

: 석유세, 전기세)를 도입하였다.

◦ 생태적 산업정책을 통한 제3차 산업혁명, 즉 경제구조의 생태적 혁신으

로 환경과 경제의 대립을 해소하는 한편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육

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기계혁명 → IT혁명 → 생태효율성혁명(ET)

◦ 신 ․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태양광발전, 바

이오디젤 생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신차

에 대해서 배기량에 따른 세금부과 방침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근거

로 한 세금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2.1.3. 영국

◦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기후안보(climate security)로 인식하고 있다.

◦ 기후변화 부담금(Climate Change Levy)을 도입(2001)하고 감축목표를 달

성한 기업에 기후변화부담금의 80%를 면제해 주고 있다.

◦ 저탄소경제의 세계적인 선도국가를 지향하면서 런던을 세계 탄소시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CO2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26~2%, 2050년까지 60% 저

감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탄소저감 주택등급제와 같은 정부 정책을 활

용하여 베드제드(Bedzed)와 같은 녹색도시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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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프랑스

◦ 환경, 에너지, 국토,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생태 ․ 지속가능계획 ․ 개발부를 설

립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임명하여 녹색성장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 또는 보너스 차등 부과, 친환경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을 도입하였다.

– CO2 배출량(g/㎞)이 60 이하인 자동차는 5,000유로의 보너스 지급, 250 

초과인 자동차는 2,600유로 부과금을 부과한다.

◦ 2009년부터 소비자들의 단열, 보온공사 시행 및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무이자 환경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1.5. 미국

◦ 첨단에너지계획(Advanced Energy Initiative) 발표(2006)하여 대형 태양열

발전,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및 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연구기반 확충

을 추진하고 있다.

– 에너지 소비비중이 가장 큰 산업부분(32%)에 대해 '9년부터 10년간 산

업분야 에너지원단위 25% 감소를 목표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ITP 

(Industrial Technologies Program)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2009년부터 10년간 그린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에 1,500억 달러

를 투자하여 녹색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 환경과 에너지 이슈에서 미

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그린뉴딜 정책이 시행되면 그린에너지 시장의 중심이 미국으로 이동하

고 거대한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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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명

투자

규모

(억 달러)

기  간

연평균

투자규모

(억 달러)

연방 산

비율

(%)

GDP

비율

(%)

성 과

맨해튼 210 1942～'46 40 1.0 0.4 원자폭탄 개발

아폴로 960 1960～'73 70 2.2 0.4 우주탐사

에 지기술 련 410 1975～'80 70 0.5 0.1
체에 지 

개발

뉴 아폴로 1,500 2009～'19 150 0.5 0.1
녹색일자리 

창출

자료: 오바마의 산업정책, New Apollo 프로젝트의 의미와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2008)

표 2-4. 미국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와 뉴 아폴로 프로젝트

2.1.6. 일본

◦ 기후변화 대응을 신성장동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아시아시장을 활용하

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 ․ 에너지 기술 등의 Top Runner 구상 및 에너지효율 향상, CO2 감

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쿨 어스(Cool Earth) 50’ 계획 발표(2007)를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

출량을 현재 대비 50% 감축하는 장기 목표와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야코 G8 정상회담에 대비하여 후쿠다 비전(2008)을 통해 2050년까지 장

기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80%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 CO2 삭감은행, 친환경대출, 지구환경보험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CO2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2.2. 국내 동향

◦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초보단계이며, 

농림어업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고비용 생산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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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에너지 총 공급량(2억3,700만TOE) 대비 신 ․ 재생에너지 비율은 2.37%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 중 가축분뇨 ․ 펠릿 ․ 지열 등 신 ․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도 미미한 현실이다.

◦ 농림수산식품 분야 온실가스 발생 통계시스템 미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이 미약한 상황이다.

– 동해안 ․ 남해안 ․ 제주도 등 약 7천ha의 연안에서 갯녹음(바다사막화)이 

심화되어 수산자원 감소 및 해양생태계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커지면서 관광 ․ 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

으나 농어촌은 도시민 유치를 위한 휴식공간 등 휴양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 특별시 ․ 광역시 생활권 도시숲은 2007년 7.0㎡/1인으로 WTO 권고수준

인 9㎡/1인의 77% 수준에 불과하다.

◦ 농약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어업에서도 폐타이어를 어구로 사

용하는 등 친환경적 생산활동 역시 미흡하다.

– 1990~2007 동안 경지면적은 23% 감소한 반면 농약사용량은 3% 감소에 

그쳤다.

◦ 식품원료의 해외의존도가 커 푸드 마일리지가 높으며, ｢식품제조‒물류‒
소비｣ 전 과정에 걸친 식생활 개선 및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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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국 국 EU 일본 뉴질랜드 한국 비고

바이오

에 지

축산분뇨 ○ ○ ○ ○ ○ -

디젤(농업) ○ ○ ○ ○ ○ -

에탄올(농림업) ○ ○ ○ ○ ○ -

에탄올(수산) - - - - - -

펠릿·목재칩 ○ ○
○

( 랑스)
○ ○ ○

기타 

신․재생

에 지

(농어업

분야 이용)

지열 ○ ○ ○ ○ ○ ○

LED ○ △ ○ ○ △ ○

태양열 ○ ○ ○ ○ ○ -

풍력 ○ ○ ○ ○ △ -

소수력 △ ○ ○ ○ ○ ○

조력 △ ○ ○ - - -
캐나다,

국

탄소배출

축소

농어업

친환경농어업 ○ ○ ○ ○ ○ ○

무경운․휴경 ○ ○ ○ ○ ○ -

농자재 에 지 

효율성 향상
△ ○ ○ ○ ○ ○

기후변화

응

품종 

개량(농업)
○ ○ ○ ○ ○ ○

품종 

개량(수산)
○ - △ ○ △ ○

어족자원 리 ○ ○ ○ ○ ○ ○

작부 개편 ○ ○ ○ ○ ○ ○

농어업생물

다양성 리
○ ○ ○ ○ ○ ○

재해 비 ○ ○ ○ ○ ○ ○

탄소흡수

비축

산림조성 ○ ○ ○ ○ ○ ○

토양  리

(탄소축 )
○ - ○ ○ ○ -

해조류 - - - - - -

표 2-5.  주요 국가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상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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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국 국 EU 일본 뉴질랜드 한국 비고

식문화

개선

Local Food ○ ○ ○( ) ○ ○
△

(학교 식)

Slow Food - ○ ○ ○ ○
△

(한식)

Food Labels ○
○

(종류 많음)
○ ○ ○

△

( 기단계)

식품분야

에 지

효율화

탄소표시제 △ ○ ○ ○ ○ -

Food Mileage △ ○ ○ ○ - -

가공·물류 

효율화
△ ○ ○ - - ○

농어

녹색

(어 )
○ ○ ○( ) ○ ○ ○

자원순환마을

(바이오매스타운)
○ - ○( ) ○ ○ - 

Slow City △ ○ ○
○

(민간)
○ -

그린주택 보 △ ○ ○ ○ ○ -

세제

/

융

탄

소

세

비농어업 ○ ○ ○ ○ - -

농어업 - ○ ○ ○ - -

배

출

권

거

래

제

비농어업 ○ ○ ○ ○ - -

농어업 ○ - - ○ ○ -

녹색펀드 ○(R&D) ○ ○ ○ ○ -

기타

포 럼 ○ ○ ○ ○ ○ ○

인재 양성 ○ - ○( ) ○ ○ ○

  주: 1`) ‘○’ 도입·시행, ‘-’ 미도입·미시행(연구·준비 포함), ‘△’ 불확실·미확인
2) 추진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책(‘△’)은 미추진으로 분류

자료: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해외사례(농식품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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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추진방향

3.1. 추진 경과

◦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녹색성장’을 향후 60년간의 새로운 국

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08.8.15)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체계적이고 강

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09.2.16) 하였다.

◦ 농식품부도 이에 맞춰 농림수산식품 분야 ‘녹색성장대책협의회’를 구성

(’08.12.3)하여 각계각층과 다양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 녹색성장대책협의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공

무원 및 학계 ․ 연구기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 또한, 농식품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녹색성장대책 추진을 위해 2008년 

4월 3일 녹색성장정책관(국 조직)과 녹색미래전략과를 신설하였다.

◦ 그동안 녹색성장대책협의회를 3차례 개최하여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대책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  분 주 요  내 용

1차(’09.1.8)
의회 운 방안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책’ 의

* 책(안): 6  분야, 31  세부추진과제로 구성

2차(’09.2.27)
‘ 탄소 녹색성장 추진방향(안)’ 의

* 책(안): 4  략, 10  추진과제, 39개 실천과제

3차(’09.10.16)
‘ 탄소 녹색성장 추진 략(안)’ 의

 * 책(안): 3  략, 9  추진과제, 50개 실천과제

표 2-6.  농식품분야 녹색성장대책협의회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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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계

3.2. 비전과 전략

◦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기존대책과 

신규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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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정책 비교

◦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을 선도하는 농림어업․농산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을 2020년까지 15.7%로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을 2020년까지 15%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수행할 

수 있는 9대 추진과제와 50개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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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비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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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실천 로젝트 정책수단2 신규/계속 담당부서
1-1-1. 가축분뇨 자원화·에 지화 산 신규 축산정책과

1-1-2. 산림바이오매스 공  확충 산 계속 산림청 산림자원과

1-1-3. 목재펠릿 수요확 산 계속 산림청 목재생산과

1-1-4. 농산 바이오매스 에 지화 산 계속 과학기술정책과, 농진청

1-1-5. 해조류 바이오매스 에 지화 산 계속 자원환경과

1-2-1. 녹색기술 R&D 투자 확 제도 계속 과학기술정책과, 농진청

1-2-2. 시설원  에 지 감 장비 보 산 계속 채소특작과

1-2-3. 농업용 LED 이용효율성 향상 산 신규 농진청

1-2-4. 유용미생물 이용기술 개발 산 계속 농진청

1-2-5. 어선 유류비 감 산 신규 어업정책과, 수산과학원

1-2-6. 소형 어선 기시스템 개발 산 신규 어업정책과, 수산과학원

1-2-7. 지하해수 개발 산 신규 자원환경과, 수산과학원

1-2-8. 소수력 발 산 계속 한국농어 공사

1-3-1.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산 계속 녹색미래 략과

1-3-2.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산 신규 녹색미래 략과

1-3-3.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산 계속 농진청

1-3-4. 해양 측, 어족자원 변화 리강화 산 신규 어업정책과, 수산과학원

1-3-5. 해외 농업정보 수집 산 계속 국제 력, 양자 상, 농진청

1-3-6. 동식물․수산물 병해 리 산 계속 축산경 , 검역원, 식검, 수검원, 농진청, 산림청

1-3-7. 농업경 체 정보화, 자동화 산 계속 정보화담당 , 농진청

1-3-8. 산림 재해 방  생태계 모니터링 산 계속 산림청

1-3-9. 농작물 재배보험 활성화 산 계속 농업 융정책과

1-3-10. 개도국 조림, 국제기구 유치 등 해외 력 산 계속 산림청

1-3-11. 북한 산림  공유하천 복구 지원 산 계속 산림청

2-1-1. 체험·생태  인 라 확 산 계속 농 사회, 수산개발, 농진청, 산림청

2-1-2. 새만 을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 산 신규 4 강새만 과

2-1-3. 농 형 탄소 녹색마을 조성 산 신규 녹색미래 략과

2-1-4. 산 형 탄소 녹색마을 조성 산 신규 산림청

2-1-5. 친환경 농어  주택 표 설계도 개발․보 산 신규 지역개발과

2-1-6. 농업용수 리강화 산 계속 농업기반과, 농진청

2-1-7. 도농교류 활성화 산 계속 농 사회과, 농진청

2-1-8. 팔도강산 수강  만들기 산 신규 4 강새만 과

2-2-1. 유휴토지 조림  도시녹화 확 산 계속 산림청

2-2-2. 산림 생태계 보 강화(생태숲) 산 계속 산림청

2-2-3. 해양 생태계 보 강화(바다숲) 산 계속 자원환경과

2-2-4. 생활원  실용화 산 계속 농진청

2-3-1. 신소재 기능성 작물 개발 산 계속 과학기술정책과, 농진청

2-3-2. 수산 바이오산업 육성 산 계속 수산과학원

2-3-3. 고부가 종자산업 육성 산 계속 과학기술정책과, 농진청

2-3-4. 형질 환 가축 개발 산 계속 농진청

3-1-1.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  확 산 계속 친환경농업과

3-1-2. 친환경 농자재 산업 육성 산 계속 친환경농업과

3-1-3. 친환경 어구보  확 산 신규 어업정책과, 수산과학원

3-1-4. 제2녹색 명 추진 산 계속 축산정책과

3-2-1. 첨단 식품클러스터 확충 산 계속 식품산업정책과

3-2-2. 식품정보 제공 확 (원산지, 푸드마일리지 등) 산 계속 식품산업, 소비안

3-2-3. 고부가 탄소 식품기술 개발 산 계속 식품산업정책과

3-2-4. 한식 세계화 산 계속 식품산업정책과

3-2-5. 농림수산식품분야 탄소표시제 도입 제도 신규 녹색미래 략과

3-3-1. 녹색식생활 운동 확 산 계속 식품산업정책과

표 2-7.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50개 실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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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대 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계획

4.1. 저투입 ․ 고효율 녹색산업화

4.1.1.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 청정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해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확대한다.

– 가축분뇨 에너지시설을 2010년도에 3개소를 시범설치하는 등 단계적

으로 2013년까지 15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펠릿 보급 확대를 위해 펠릿 제조시설을 2013년까지 1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 목재펠릿 공급확대를 위해 2013년까지 125만ha(국토면적의 12% 수준)의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2013년까지 난방기 유류사용량의 20%(50만톤)와 

농산촌 주거용 유류사용량의 7%(37만톤)를 공급 대체해 나갈 것이다.

◦ 농작물 및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을 3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갈대․억새 등 비식용 농작물의 품종 개발 및 상용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 (1단계 : 2013) 기초기술 → (2단계 : 2016) 응용기술 → (3단계 : 2018) 상용화

– 또한 2020년까지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 대량 양식장(50만ha) 조성을 추진한다.

4.1.2. 녹색기술 ․ 장비 보급 확대

◦ 녹색기술 분야 R&D 투자를 2013년까지 약 2배로 확대(2009 : 534억원 

→ 2013 : 905억원)해 IBNT 융복합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 GMO, 바이오장기, 식의약품 ․ 동물의약품 등 바이오기술 강화 등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R&D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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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 시설과 장비의 유류절감을 위해 에너지 고효율화 장비를 보급해 

나가는 등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 이를 통해 시설원예 생산비중 중 난방비 비중을 점차적으로 낮춰 2012년

도에는 25% 수준으로 2008년 대비 50%를 절감할 계획이다.

– LED 집어등 보급 확대로 어선에 사용되는 유류비용을 연간 5천만원(1척)

에서 3,300만원으로 절감하는 한편, 기존 농업용수용 저수지를 이용한 소

수력 발전소 57개소를 건립하여 연간 8만Mwh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4.1.3.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CO2 발생량 정보제공 등을 위해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시

스템을 2013년까지 5개 분야에 걸쳐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 5대 분야: 농업, 축산, 산림, 수산, 식품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폭우 등 기상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 

등 사전 예방적 조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별도로 지역별 재배적지 및 대체 어장 탐색, 기후 적응형 신품종 

개발,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복지, 사육기술 개발 등 품종 개량, 작부체계 

개편, 어족자원 변화 관리강화, 재해 대응력 향상 등을 추진한다.

◦ 해외 조림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가칭)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 등 

산림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4.2.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 관리

4.2.1. 농산어촌 활력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 ․ 휴양 인프라 조성 

등 농산어촌 활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

– 농어촌테마공원 82개소, 어촌 ․ 어항관광시설 24개소 조성(2014년) 등 

특성화된 녹색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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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농교류 수요를 창출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낙농체험관광사업(2009 

: 18개소 → 2014 : 38), 승마장 시설(24개소 → 94개소)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들을 통합 설계하여 미래 농산어촌의 새로운 모델 

정립을 위한 ‘팔도강산 금수강촌’을 만들기 위해 10년 연구용역을 통해 

모델을 정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행안부 ․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바이오매스 등 신 ․ 재생에너지를 사

용하는 저탄소 녹색마을을 2020년까지 6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2.2.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대

◦ 한계농지 ․ 부실초지 등 방치된 유휴토지에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1만ha 

규모의 숲 조성(2008~2012)을 추진한다.

◦ 도시내 녹화가 가능한 공한지,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산림공원, 가로수, 학교숲 등으로 조성해 1인당 도시숲 면적을 WTO 권

고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

–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2007) 7.0㎡/인 → (2010) 7.6 → (2013) 8.5

◦ 생활 공감형 도시농업과 가정원예 육성으로 도시 녹색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 옥상 ․ 벽면 등 녹화기술, 옥상텃밭 조성 기술 및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식물의 환경정화 효과와 기능성 구명 및 생활원예 IT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녹색공간의 가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해양생태계 복원을 통한 수산자원 확대 등을 위해 2020년까지 3만5천ha의 

바다숲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 연안해역에 대한 생태기반을 조사(20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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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물분포 지도를 작성하고, 갯녹음 심화해역에 해역별 특성(한대형, 

온대형, 아열대형)을 고려한 바다숲을 조성(2009~2013 : 7천ha)해 나갈 

것이다.

4.2.3.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

◦ 작물 ․ 곤충 등 바이오자원을 식의약품 신소재로 발굴․산업화해 농식품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곤충 ․ 식물을 이용한 의료용 단백질 생산기술, 즉 조혈촉진 단백질 생산용 

누에, 장질환 치료 곤충, 지방간 치료 기능성 작물 등을 2013년까지 12건 

이상 개발할 것이다.

– 이와 함께 수산 바이오매스(주로 해조류)를 활용한 화장품․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 기술 개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20년까지 종자수출 2억 달러 달성(세계 10위권)을 목표로 종자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 수상관상생물(Aqua-Pet) 산업의 고부가 수출산업 육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4.3.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4.3.1. 친환경 농산업 기반 육성

◦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을 2008년 3.6%에서 2013년까지 1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10ha 규모의 친환경 농업지구 1,092개소 및 1,000ha 규모의 

광역친환경단지 50개소를 2012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 친환경방제를 위한 생물농약(천적 등)과 유기질 비료, 맞춤형 비료 공급 

등 친환경 농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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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도별 목표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 (%) (2009) 5 → (2010) 6.2 → (2012) 9 → (2013) 10

생물농약 시장규모(미생물/천 ) (2007) 120억원/200억원 → (2012) 250/400

화학비료 사용 감률 (2007) 9% → (2010) 30 → (2012) 36 → (2020) 40

표 2-8.  친환경 농산업 육성관련 연도별 목표

4.3.2. 저탄소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시스템상의 CO2 배출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전과정목록(LCI2)) 완성 및 농수산식품 탄소표시제를 

2012년부터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 식품원산지, 푸드마일리지 등 탄소소비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저탄소 식품 소비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표시를 2008년도 92개에서 2013년 110개로 확대

하는 한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품목, 지리적표시제 품목도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4.3.3. 녹색생활 실천 확산

◦ 낭비적이고 환경에 부담을 주는 식생활 행태를 개선하여 남은 음식물로 버

려지는 식품소비량을 현재 배출량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 ‘녹색식생활 지침’ 개발 및 ‘녹색식생활 체험관 건립’을 추진한다.

◦ 녹색 식생활 문화의 확산을 위해 대학, 식품기업, 농어업인단체, 식생활

학회,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녹색 식생활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여 식생활 개선 심포지엄 등 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 과정목록(Life Cycle Inventory):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배출물질의 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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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투융자 계획 및 기대효과

4.4.1. 투융자 계획

◦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5개년(2009~2013)간 총 

15조 7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9 과제

연  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2,224 29,992 37,606 38,485 28,538 156,845

1 1,296 1,612 1,545 1,397 1,449 7,299

2 1,978 3,513 2,937 2,879 2,922 14,229

3 5,331 6,673 6,835 7,273 8,019 34,131

4 3,355 7,178 14,593 14,968 4,066 44,160

5 6,878 5,446 5,849 5,896 6,041 30,110

6 938 1,214 1,468 1,701 1,732 7,053

8 2,099 3,527 3,319 3,060 2,977 14,982

9 350 829 1,060 1,311 1,332 4,882

표 2-9.  녹색성장 국가전략별 농식품분야 투융자 계획
(단위: 억원)

◦ 기관별로 보면 농식품부 본부 8조 3천억원, 농진청 1조 5천억원, 산림청 

5조 9천억원이다.

기 명
연  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2,224 29,992 37,606 38,485 28,538 156,845

농식품부 8,273 15,837 22,796 23,084 12,614 82,604

농 진 청 2,297 2,735 3,084 3,519 3,651 15,286

산 림 청 11,654 11,420 11,726 11,882 12,273 58,955

표 2-10.  농림수산식품분야 기관별 투융자 계획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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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기대효과

◦ 2013년까지 숲가꾸기, 에너지화 시설 및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을 통해 

18조 5천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 및 설비투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총 44조 9천억원의 경제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녹색일자리의 경우 2013년까지 총 71만 개의 신규 및 전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 ․ 재생 에너지는 2013년까지 8.8%, 2020년까지 

15.7%로 공급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은 2013년까지 전체 농산물 중 10%, 2020년까지 

1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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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분야 에너지 이용실태

1.1. 에너지 소비현황 

◦ 우리나라 국가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 1차 

에너지 소비량1) 93,192천TOE(석유환산톤: Ton of Oil Equivalent)에서 

2008년에는 240,752천TOE로 연평균 5.4% 증가하고 있다. 

◦ 에너지원별 사용량은 1990년에 석유류가 53.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였으나 2008년에는 41.6%이다. 그러나 아직도 석유류가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최근 새롭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이다. 비록 비중은 적지만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연도 1차에 지

1차 에 지원별 구성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에 지

1990 93,192 26.2 53.8 3.2 1.7 14.2 0.9

1995 150,437 18.7 62.5 6.1 0.9 11.1 0.7

2000 192,887 22.3 52.0 9.8 0.7 14.1 1.1

2005 228,622 24.0 44.4 13.3 0.6 16.1 1.7

2008 240,752 27.4 41.6 14.8 0.5 13.5 2.2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지식경제부. 2009. ｢에너지통계연보｣

표 3-1. 1차 에너지 소비실태 
단위: 천TOE, %

 

◦ 2007년 국가 전체 에너지 최종 소비량은 171,865천TOE이며, 이 중 농어업용 

에너지 소비량은 3,157천TOE로 국가 전체의 1.8%이다. 농어업분야 비중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다. 

1) 1차 에 지 소비량은 에 지 국내생산  순수입 재고의 증감률을 포함한 소비량으로 최종에

지 소비와 환손실을 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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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비량(천TOE)

1998 2001 2004 2007

농 어 업 3,981(3.2) 4,487(3.1) 5,246(3.3) 3,157(1.8)

국가 체 125,570(100) 143,194(100) 158,523(100) 171,865(100)

자료: 지식경제부.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2005, 2008. 

표 3-2.  농어업 분야 에너지 최종 소비량 추이
단위: 천TOE, (%)

◦ 농업분야의 2007년 에너지 소비량은 2,086천TOE이다. 이 중 석유류가 

1,516천TOE(72.7%), 전력이 406천TOE(19.4%), 연탄이 158천TOE(7.6%)

이며, 신·재생에너지는 사용실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향후 유가가 상승

할 경우 석유류 소비량은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연탄 석유류 가스 력 신탄
신·재생

에 지
계

사용량 158 1,516 6.0 406 1.0 0 2,086

비 (%) 7.6 72.7 0.3 19.4 - 0 100

 자료: 지식경제부. 2008.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89p를 재편집.

표 3-3.  농업분야 에너지원별 사용실태(2007)
단위: 천TOE

1.2. 면세유 이용현황 

◦ 농업분야의 2008년 총 유류 사용액은 약 3조원이다. 이 중 농민 구입액은 

1조 8천억원이고, 면세액은 1조 2천억원으로 농민은 유류 사용액의 39%를 

면세받았다. 유류 사용량이 많았던 2007년에는 농민 구입액이 1조 7천억원

이고 면세액이 1조 4천억원으로 유류 사용액의 46%를 면세받았다. 

◦ 2008년은 2007년에 비해 유류 사용액이 적었다. 이는 2008년 유가의 급

등으로 시설 원예농가가 시설원예작물 경작을 포기하거나 작기를 조절하는 

등 유류 사용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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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유류 사용량

(천㎘)

유류 사용액(억원)

농민 구입액 면세액
가구당 면세액

(천원)

1990 649 1,122 247 14

1995 1,468 2,914 1,255 84

2000 2,299 9,069 5,578 403

2003 2,950 12,573 11,102 878

2005 2,596 14,743 12,437 977

2007 2,478 16,695 14,180 1,152

2008 1,975 18,336 11,535 952

자료: 농협중앙회. 2009. 면세유류 업무안내 

표 3-4.  농업용 유류 사용실태 

◦ 2008년 농어업용 면세유 사용량은 2,970천㎘으로 국가전체 유류사용량의 

2.6% 수준이며, 이 중 농업용은 1,975천㎘이다. 농업용은 시설난방에 

64%, 농기계에 35%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처 사용량(천㎘) 용도별 비율

시설난방 1,256 63.6

농기계 685 34.7

기타 34 1.7

계 1,975 100.0

자료: 농협중앙회 면세유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표 3-5.  농업용 에너지 소비량(2008년)

◦ 농업부문에서 유류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농업생산 형태의 변화, 

농가의 경영형태 변화,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기 위한 생산체계 변화 때문

이다. 

◦ 농업생산 형태의 변화는 과거에는 노동집약적 농업에서 현재는 자본집약적 

형태로 바뀌면서 시설원예 면적이 증가하였고, 농가의 경영목표도 비용

절감보다는 고투입 고효율 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 소비자 선호도가 바뀜에 따라 농업생산도 계절을 초월한 연중공급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소비자가 겨울철에도 신선 농산물 소비를 원하고 있어 농

가는 소비자 선호에 맞춰 생산하기 때문에 유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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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예작물 에너지 이용현황

◦ 농업부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는 원예분야이다. 

2008년 원예작물 시설면적 53,360ha 중 가온면적은 13,394ha(25.1%)이고 

무가온면적은 39,966ha(74.9%)이다. 

◦ 채소의 가온면적은 10,696ha이고 화훼는 2,698ha 이다. 가온 원료로는 주로 

유류가 이용되고 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유류 사용량이 80.5%로 

절대적으로 높고, 가스와 연탄이 그 다음이다. 

구분 채소류 화훼류 계 체비 　 가온비 　

가온

면

고체

연료

폐목 38 8 46 0.1 0.3

연탄 434 304 738 1.4 5.5

코크스 43 16 59 0.1 0.4

폐타이어 3 0 3 0.0 0.0

기타 154 20 174 0.3 1.3

유류 8,506 2,277 10,783 20.2 80.5

가스 1,518 0 1,518 2.8 11.3

기 - 73 73 0.1 0.5

소계(A) 10,696 2,698 13,394 25.1 100.0

무가온 면 (B) 39,601 365 39,966 74.9 -

계(A+B) 50,297 3,063 53,360 100.0 -

자료: 농식품부. ｢2008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2008 화훼재배 현황｣. 2009. 

표 3-6.  원예작물의 가온면적 현황(2008)
단위: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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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과 제약요인

2.1.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2.1.1. 국내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해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

기체 등을 포함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2)

◦ 국가 전체 에너지 생산량은 2000년에 192,888천TOE에서 2008년에는 

240,752천TOE로 연평균 2.8% 증가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연

평균 13.5% 증가하고 있다. 국가전체 2008년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OECD 평균(6.7%)보다 낮은 2.4% 수준이며, 아직 농업용

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실적은 거의 없다. 

표 3-7.  국가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단위: 천TOE, %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

총에 지 192,888 228,622 233,372 236,454 240,752 2.8

신·재생에 지 2,127 4,892 5,225 5,609 5,858 13.5

비 (%) 1.10 2.13 2.24 2.37 2.43 -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008

2) 신·재생에 지는 신에 지와 재생에 지로 구분된다. 신에 지는 연료 지, 석탄액화·가스화 

 질잔사유 가스화, 수소에 지로 3개 분야이고, 재생에 지는 태양열, 태양 , 바이오, 풍

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로 8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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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보면 덴마크가 

18.5%, 캐나다가 16.4%로 높으며, 미국 5.3%, 일본 3.2%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4%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주요국 2000 2005 2006 2007 2008

미국 4.9 4.7 5.1 5.0 5.3

독일 3.2 5.1 6.1 8.6 8.4

일본 3.3 3.4 3.5 3.4 3.2

덴마크 11.5 17.2 16.2 18.2 18.5

랑스 7.2 6.4 6.7 7.1 7.5

국 1.1 2.0 2.1 2.7 2.8

캐나다 16.9 16.0 15.7 16.2 16.4

한국 1.1 2.1 2.2 2.3 2.4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008

표 3-8.  세계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비율 
단위: %

2.2. 에너지원별 이용현황

2.2.1. 신·재생에너지원별 이용현황 

◦ 2000년도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폐기물 이용률이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8년에도 폐기물의 이용률이 76%로 높지만, 바이오

에너지와 수력, 지열 등의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폐기물의 구성은 폐가스, 산업폐기물, 폐목재, 생활폐기물, 대형도시쓰레기 

등이다. 바이오 열원은 바이오가스, 매립지가스, 바이오디젤, 우드칩, 

성형탄, 임산연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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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지원 2000 2005 2006 2007 2008 2008 비

태양열 41,689 34,729 33,018 29,375 28,036 0.5

태양 1,321 3,600 7,756 15,325 61,128 1.0

바이오 82,004 181,275 274,482 370,159 426,760 7.3

풍력 4,171 32,472 59,728 80,763 93,747 1.6

수력 20,456 918,504 867,058 780,899 660,148 11.3

연료 지 0  526 1,670 1,832 4,367 0.1

폐기물 1,977,662 3,705,547 3,975,272 4,319,309 4,568,568 78.0

지열 0  2,558 6,208 11,144 15,726 0.3

합계 2,127,303 4,879,211 5,225,192 5,608,806 5,858,480 100.0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008.

표 3-9.  국가 전체 신·재생 에너지원별 이용실태 
단위: 천TOE, %

2.2.2. 신·재생에너지원별 이용 잠재량 

◦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 잠재량을 보면 지열 공급 잠재량이 30.8%로 가

장 많고, 태양열, 수력, 태양광 순이다.

구분 부존잠재량 가용잠재량 기술잠재량 공 잠재량 비율(%)

태양열
11,159,495 3,483,910

104,517 20,903 23.08

태양 46,825 9,365 10.34

풍  력
246,750 12,003 9,416 810 0.89

220,206 38,150 20,007 1,727 1.91

바이오 141,855 11,656 6,171 6,171 6.81

지  열 2,352,800,000 131,050,960 191,334 27,896 30.80

해  양 2,839 3.14

수  력 126,273 65,210 20,867 20,867 23.04

합  계 2,364,694,579 134,661,889 399,137 90,578 100.01

자료: 지식경제부,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2008.12.

표 3-10.  신·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
단위: 천TOE

◦ 신·재생에너지원별 부존잠재량은 국내에 부존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말하며, 

가용잠재량은 에너지 설비 입지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량이고, 

기술잠재량은 현재 기술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는 에너지량(효율 고려), 

공급잠재량은 현 에너지환경 및 기타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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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공급 잠재량은 지열이 가장 많고, 태양열, 수력 순이다. 따라서 

향후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대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3.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목표량 

◦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은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 계획｣에서 2008년 2.4%에서 2015년에 4.3%, 2020년 6.1%, 2030년에 

11.0%로 전망하고 있다. 

◦ 에너지원별 목표 전망은 해양에너지, 지열, 태양열, 풍력 등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현재 비중이 높은 폐기물과 수력은 증가율이 낮다.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낮은 편이나, 보급량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신·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을 결정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분 2008 2010 2015 2020 2030
연평균

증가율

태양열 33 40 63 342 1,882 20.2

태양 59 138 313 552 1,364 15.3

풍  력 106 220 1,084 2,035 4,155 18.1

바이오 518 987 2,210 4,211 10,357 14.6

수  력 946 972 1,071 1,165 1,447 1.9

지  열 9 43 280 544 1,261 25.5

해  양 - 70 393 907 1,540 49.6

폐기물 4,688 5,097 6,316 7,764 11,021 4.0

합  계 6,360 7,566 11,731 17,520 33,027 7.8

비 (%) 2.58 2.98 4.33 6.08 11.0 -

자료: 지식경제부.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2008.12.

표 3-11.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단위: 천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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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부존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공

건물 신·개축 및 증축 시 사용에너지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민간건물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인증 

제도를 시행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2.3.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제약요인 

2.3.1.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설치비 과다 

◦ 농업분야에 지열히트펌프 설치는 2009년부터 일부 시험 보급하고 있으나, 

설치 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10억 5천만원/ha)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 

– 지식경제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으로 지열히트펌프를 보급 

중(2009년, 106개, 91ha, 총사업비 1,111억원)에 있으나, 경유보일러 설치비 

약 6천만원/ha에 비해 초기 설치비용이 높아 이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 지열히트펌프 및 목재펠릿 보일러의 설치단가가 높아 보급률이 낮다. 설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량공급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지열히트펌프 설치 시 주요 부품은 현재 수입산이 대부분이고, 수입산 

부품이 오히려 국내산 가격보다 낮게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품목 

및 설비기계에 대한 연구개발로 국산화가 이루어질 때 부품 단가가 낮아

져 시설 보급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3.2. 농업용 에너지 효율이 전반적으로 낮음

◦ 시설원예의 경우 대부분의 온실이 10년 전에 설치되어 노후화되어 있으며, 

노후화 면적이 온실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온시설에 대한 

열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다. 

◦ 농기계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가 없으며, 에너지 절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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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개발이 미흡하고, 경지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이동에 의한 

에너지 소비가 많고, 작업단위의 규모가 작아 기계의 작업효율이 낮은 

실정이다. 

2.3.3. 공급가격이 낮은 농사용 전기 사용량 증가

◦ 농사용 전기요금은 kwh당 평균 42.38원으로 일반용(95.3원)의 44.5% 수준

으로 낮은 가격에 보급하고 있다(전기 생산원가: kwh당 약 90원).

◦ 전기를 이용한 난방비는 면세경유 난방비보다 50% 이하로 낮다. 농사용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온실(660m
2
) 1일 난방비용은 경유의 

경우 8만 7천원인 데 비해 전기는 4만 1천원으로 오히려 농사용 전기 

사용이 경제적이므로 농가는 전기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 농사용 전기 사용량이 2000년에 55억kwh에서 2005년에 73억kwh, 2007년에  

82억kwh, 2008년에 89억kwh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이유도 농사용 전기가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전기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타 분야의 요금은 상향 조정되었으나, 농사용은 농가경제 여건 등을 감안

하여 계속 동결 중이다. 

2.3.4. 농업인들의 인식부족 및 관리체계 미흡 

◦ 영세 소규모 농가는 규모화·전문화된 농가보다 경영 마인드가 없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영세 소규모 농가는 현재 시설용 

난방기에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다. 

◦ 고온성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유가 상승 시 일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을 보이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많은 농가가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 일부 작목은 재배를 포기하거나 

난방기 사용을 억제하여 상품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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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으로 유가가 상승하여 에너지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가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지만, 초기 투자비가 많고,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한 기술수준을 신뢰하지 못해 지열히트펌프 냉난방기, 

목재펠릿 보일러의 공급이 확대되지 못한 실정이다.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가능성 검토

3.1. 에너지원별 효율성 검토

◦ 가온시설에 대한 에너지원의 종류는 다양하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경유, 등유 등 유류이고 다음은 LPG, 전기 순이다. 최근 지열히트

펌프가 개발되면서 냉·난방원으로 보급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보편화 

단계는 아니다. 목재펠릿보일러 개발과 목재펠릿도 개발되었으나 아직은 

시험 보급단계이다.

◦ 시설원예 작물에 이용되고 있는 에너지원별로 100원당 발열량과 천kcal당 

가격을 정리한 것이 <표 3-12>이다. 같은 비용 100원당 발열량은 지열히

트펌프가 7,088천kcal로 가장 높고, 다음은 농사용 전기(병)로 2,363kcal, 

목재펠릿은 1,125kcal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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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원 가격
발열량(kcal) 천kcal당 

가격(원)

경제성

순단 당 100원당

지열히트펌 36.4원/kWh 2,580kcal/kWh 7,088 14 ①

농사용 기(병) 36.4원/kWh 860kcal/kWh 2,363 42 ②

유(B-C유) 715원/ℓ 9,900kcal/ℓ 1,385 72 ③

목재펠릿 400원/kg 4,500kcal/kg 1,125 89 ④

경유 1,025원/ℓ 9,050kcal/ℓ 883 113 ⑤

실내등유 1,042원/ℓ 8,950kcal/ℓ 859 116 ⑥

LPG 1,436원/kg 12,000kcal/kg 836 119 ⑦

  주: 1) 에너지원별 가격은 2008년 평균가격 기준.
2) 농사용 전기 가격은 가장 높은 병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내등유, 경유, 중유 등 다른 에

너지원의 가격은 2008년 평균 가격을 이용해 계산하였음. 지열히트 펌프를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도 농사용 병을 이용했으며, 목재펠릿은 kg당 400원을 적용해 계산하였음.

자료: 농촌진흥청. 2009.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가이드북   

표 3-12.  에너지원별 가격 비교 

◦ 시설원예 작물의 가온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에너지원별 발열량이 높고 

비용이 저렴한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 등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 농사용 전기는 (병) 기준 시 현재 36.4원/kwh으로 일반전기 95원 

보다 크게 낮지만 향후 농사용 전기 가격 정책에 따라 상승될 수도 있다. 

3.2. 지열히트펌프 가온시설의 경제성 

◦ 2009년에는 지식경제부에서 106개 농가에 1,111억원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10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예산과 시행주체가 이관되었

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에 1,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 시설원예 작물의 가온시설로 적합한 지열히트펌프 수평밀폐형을 1ha 

온실에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억 5천만원이다. 초기 투자비가 많아 

중앙정부 60%, 지자체 20% 등 설치비 총 80%를 지원하고 있다. 

◦ 지열히트펌프 설치비 10억 5천만원 중 20%인 2억 1천만원을 자부담할 

경우 고정비는 2,600만원, 경유소비액은 경유난방 소비액의 1/10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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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원, 전기료는 33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총 운영비는 4,500만원이 

소요된다(표 3-13). 

구분

지열히트펌 경유난방

자부담

100%

자부담

20%

70$

805원

100$

1,083원

120$

1,268원

설치비 105,000 21,000 4,000

고정비(감가상각, 수선, 이자) 13,070 2,614 600

변

동

비

경유소비량(ℓ) 19,899 19,899 198,990 198,990 198,990

경유비 1,602 1,602 16,019 21,551 25,232

력소비량(kwh) 82,592 82,592 8,259 8,259 8,259

기료 330 330 33 33 33 

계(경유비+ 기료) 1,932 1,932 16,052 21,584 25,265

운 비 계(고정비+변동비) 15,003 4,546 16,652 22,184 25,865

자부담 20% 기  지수(배) 3.3 1 3.7 4.7 5.7

주: 감가상각비에서 시설자재비는 내구연수 10년, 기계는 20년으로 하고, 수선비는 기계비의 5%, 고정자
본이자는 설치비의 5%를 적용하였음. 전력요금은 40원(부가세 포함), 경유면세가격은 820원/리터임. 

표 3-13.  지열히트펌프와 경유난방기 경제성(ha 기준)
단위: 만원, %

◦ 일반 경유 보일러는 설치비가 4천만원으로 지열히트펌프 설치비에 비해 

저렴하다. 고정비는 감가상각비, 수선비, 투자자본이자를 합하면 600만원

이다. 변동비는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일 때, 경유비 1억 6천만원, 전기료 

33만원으로 총 운영비는 1억 6,652만원이 소요된다. 

◦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일 때 지열히트펌프(자부담 20% 기준)와 경유난방비

의 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경유난방 시 비용이 지열히트펌프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3.7배 높다. 지열히트펌프를 이용하면 경영비 절감액이 1년 동안 

1억 2천만원이나 된다. 따라서 지열히트펌프 설치 시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1.7년이면 투자자본의 회수가 가능하다.

◦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하고 파프리카를 재배할 경우, 증수효과 1억 9,218만원을 

고려하면 증수효과만으로도 비용을 초과달성 가능하다. 여기에 경유사용량 

절감으로 CO2 발생량이 감소하여 간접효과로 1,228만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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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열히트펌프를 이용했을 때 경유난방시설에 비해 효과는 운영비 절감효과 

1억 2,106만원, 증수효과 1억 9,218만원, CO2 절감효과 1,228만원을 합하면 

총 3억 2,552만원이다. 

리카 증수효과 CO2 감효과(간 효과)
합계(만원)

증수량(kg/ha) 증수액(만원) 경유 감량(리터) CO2 감소량(TCO2) 감액(만원)

60,000 19,218 179,091 464 1,228 20,446

주: 파프리카 kg당 가격은 3,203원, TCO2 가격은 21달러이며 환율은 1,260원으로 계상. 

표 3-14.  지열히트펌프 직간접 효과(ha 기준)

3.3. 목재펠릿 가온시설의 경제성 

3.3.1. 목재 연료의 특징 

◦ 목재 연료는 가공형태에 따라 임산폐기물, 장작, 목재칩, 목재펠릿 등 다

양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장작 → 목재칩 → 목

재펠릿으로 이용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종류별 특징은 임산폐기물의 경우 

가격이 낮으나 발열량이 적고, 재 발생이 많아 중소규모 지역난방이나 

대규모 열병합 장치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구분

임산폐기물 장작 목재칩 목재펠릿

원/Mcal 18 56 59 89
가격 45,000원/톤 15만원/톤 16만원/톤 40만원/톤
발열량 2,500Kcal/㎏ 2,700Kcal/㎏ 2,700Kcal/㎏ 4,500Kcal/㎏

장
∙폐기물 재활용

∙생산비 매우 렴
∙별도가공 불필요

∙제조공정 단순

∙생산비 렴

∙이용이 편리

∙오염배출 최소

단
∙재 발생 과다

∙칩으로 가공필요

∙재 발생 과다

∙수요처 한정

∙ 장시설 요구

∙잦은 고장

∙제조공정 복잡

∙제조비용 상당

용도
∙ 소규모 지역난방

∙ 규모 열병합

∙ 통  개별난방

∙찜질방 등

∙ 규모 지역난방

∙ 규모 열병합

∙가정용 난방

∙소규모 시설난방

∙혼소발  

자료: 산림청. 2009. 목재펠릿의 에너지 활용대책 보고 자료

그림 3-1.  목재 연료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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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작은 별 가공 없이 사용 가능하고 전통적인 개별난방 또는 찜질방에 

이용 가능하다. 목재칩은 제조공정이 단순하고 생산비가 저렴하나 대규

모 저장시설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대규모 지역난방 또는 중대규모 

열병합 발전에는 이용 가능하다. 

◦ 목재펠릿은 발열량이 4,500kcal/kg으로 높고 이용이 편리하며 오염배출이 

적으나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제조비용이 높다. 목재펠릿 사용은 농촌주

택용과 소규모 시설난방에 적합하다. 

3.3.2. 경유난방기 대비 목재펠릿의 경제성 분석 

◦ 목재펠릿 보일러의 설치비는 1ha당 1억 5천만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초기

투자비가 많아 2009년부터 중앙정부 30%, 지자체 30%, 융자 20%, 자부담 

20% 조건으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 농가는 융자와 자부담을 합하면 6,000만원을 초기에 투자해야 한다. 기존 

시설원예 분야에서 난방으로 사용되어 온 경유보일러 4,000만원에 비해 

2,000만원 정도 초기 투자비가 많다(표 3-15). 

구분

목재펠릿 경유난방

자부담

100%

자부담

40%

70$

805원

100$

1,083원

120$

1,268원

설치비 15,000 6,000 4,000

고정비(감가상각, 수선, 이자) 3,000 1,200 600

변

동

비

펠릿(kg), 경유(ℓ) 400,191 400,191 198,990 198,990 198,990

펠릿비용, 경유비 16,008 16,008 16,019 21,551 25,232

력소비량(kwh) 8,259 8,259 8,259 8,259 8,259

기료 33 33 33 33 33 

계(펠릿, 경유, 기) 16,041 16,041 16,052 21,584 25,265

운 비 계(고정비 + 변동비) 19,041 17,241 16,652 22,184 25,865

자부담 40% 기  지수(배) 1.1 1 0.97 1.3 1.5

주: 감가상각비는 총 설치비의 50%를 내구년수 10년, 수선비는 총 설치비의 5%, 고정자본이자는 
총 설치비의 5%를 적용하였음. 전력요금은 40원(부가세 포함), 목재펠릿가격은 kg당 400원 적용.

표 3-15.  지열히트펌프와 경유난방기 경제성(ha 기준)
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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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일 때 목재펠릿보일러(융자 20%, 자부담 20% 기준)

와 경유난방비의 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할 경우 

경유난방 비용보다 비용이 많아 비경제적이다. 

◦ 그러나 유가가 100달러 이상일 경우 목재펠릿보일러의 운영비는 경유난

방기 운영비보다 1.3배 적고, 120달러일 경우 1.5배 적어 유가가 100달러 

이상일 경우 목재펠릿보일러 이용은 경제적이다. 

3.4. 농가의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가능성과 문제점 

3.4.1. 지열히트펌프의 보급여건 

(1) 공급 측면 

◦ 국내 지열 공급 잠재량은 27,896천TOE이며 2008년까지 사용량은 0.03% 

미만으로 사용이 미미하지만 공급 잠재량이 많아 향후 기술개발이 이루

어진다면 사용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8 사용량(A) 공 잠재량(B) 사용량 비 (A/B) 

9 27,896 0.03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1.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표 3-16.  지열 에너지 공급 잠재량
단위: 천TOE, %

◦ 지열히트펌프 공급업체의 기술 수준이 낮다. 현재는 보급 초기단계로 설

계·시공 업체의 시공 경험 및 기술력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열 전문기업의 등록이 아주 간단한 조건으로 되어 

있어 등록되는 업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온실시공에서 제어시스템은 오랜 운전결과를 토대로 개선되어 원활한 

운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것이나, 지열히트펌프 설치는 사업 

활동 기간이 짧아 지열히트펌프 설치업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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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 측면 

◦ 농가는 시공업체의 시공기술 및 성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 지열히트펌프

는 설치한 후 내구연수를 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증실험

이 없고 현재 보급 초기단계라 농가에서는 지열히트펌프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이다.

◦ 지열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과 설치할 수 없는 농가가 있다. 이 시설은 

반영구적인 것으로 임차농(0.5ha 이상 중 10% 추정)은 설치하기 어려우며, 

파이프를 매설할 부지 확보가 문제이다. 수평형의 경우 1ha 온실면적에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ha 부지가 필요하다. 신규로 설치하는 

온실에는 문제가 적으나 기존에 설치된 온실에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기존에 설치된 온실을 일시적으로 철거한 후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한 다음 재조립해야 하므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비용과다 모름 기술불신 부지 소 임차지 경작규모 이용기술 기타

32.3 13.8 10.8 10.8 7.7 5.6 5.1 13.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국 시설원예농가 101개 조사결과 

표 3-17.  농가의 지열보급확대 저조요인
단위: %

◦ 설치대상에 제한이 있다. 대규모·자동화 온실에 이용할 때 효율성이 높고, 

파프리카·장미 등 고온성 작물 재배에 적합한 시설이며, 소규모 시설은 

지열히트펌프 설치에 의한 효과가 적고, 저온성 작물에는 지열히트펌프 

설치로 인해 실익이 적을 수 있다. 

◦ 농가는 설치업체에게 최소한 10년간 사후관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농가의 여건에 맞는 에너지 절감 시설 및 규모 등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

하며,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및 공급 업체의 원격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기를 원하고 있다. 

자부담

경감

설치후

A/S 보장

설치

컨설

정부인정

공 업체

사용교육, 

매뉴얼

원격 리

체계 구축
기타

29.9 20.1 16.7 12.1 10.9 6.9 3.4

표 3-18.  보급확대 관련 농가 요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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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여건 

(1) 공급 측면 

◦ 산림청은 목재펠릿 공급 가능량을 2012년 75만 톤, 2020년 500만 톤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외국산이 80%로,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면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국내 목재펠릿 생산은 2012년 40만 톤, 2020년 100만 톤, 해외수입은 2012년 

35만 톤, 2020년에 400만 톤으로 자급률이 20%에 불과하다. 

◦ 시설원예용 목재펠릿 공급계획량은 2012년 50만 톤, 2020년에는 125만 

톤이다. 1ha 난방에 필요한 목재펠릿은 약 241톤으로 2020년에는 목재펠릿 

125만 톤으로 시설재배면적 5,180ha에 공급할 수 있다. 

◦ 현재까지 시설원예용으로 보급되는 목재펠릿보일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농가 주택용으로 보급 중이다. 

(2) 수요 측면 

◦ 목재펠릿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농가조사 결과 목재펠릿에 

대해 잘 모르는 농가가 많다. 펠릿을 이용하고자 할 때 바로 구입하기 

어렵고 목재펠릿을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지 의문스러우며, 펠릿 보관을 

위해서는 넓은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 수요가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 현행 면세유나 농사용 전기요금이 펠릿보다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농가가 많아 펠릿 보급이 저조한 실태이다. 

목재펠릿을 모름 구입이 어려움 기술 신뢰성 부족 면세유· 기에 비해 불리 기타

33.6 22.6 15.8 13.0 15.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농가조사 결과

표 3-19.  목재펠릿에 대한 농가수요 저조요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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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펠릿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 공급시스템 구축 및 펠릿가격 

인하가 필요하다. 현행 400원/kg에서 320원/kg으로 공급가격을 낮출 경우

에 농가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펠릿난방기, 목재펠릿이 제조업체에 따라 효율성의 차이가 많으므로 

기술이 검증된 업체에 한해 보급이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펠릿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규격 표준화를 통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지속  공
펠릿가격

안정화

설치

컨설

설치후

A/S 보장

정부인정

공 업체
기타

33.1 33.1 14.4 9.3 5.1 5.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농가조사 결과

표 3-20.  목재펠릿 보급확대 관련 농가 의견
단위: %

4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효과 

4.1. 지열히트펌프 보급효과

4.1.1.  지열히트펌프 보급목표 

◦ 시설원예 가온면적을 2020년에 1만 3,657천ha로 추정했다. 이 중 지열 

보급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6,323ha(46%)를 보급목표로 설정(가온시설면

적 300평 이상 고온성 작물, 단 임차면적과 제주지역 제외)하였다. 

◦ 지열히트펌프를 보급하는 데 아직은 초기설치비가 높고 설치기술이 완전

하지 않아 처음에는 시험보급하다가 기술개발이 완전하게 되었을 때 점

증적으로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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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5 2020 

당해보 면 (ha) 91 250 255 261 340 1,681 

보 면 (ha) 91 341 596 857 1,754 6,323 

보 률(%) 1.4 5.4 9.4 13.6 27.7 100.0 

주: 보급률은 지열히트펌프 보급목표 면적 6,323ha 대비 보급면적임. 

표 3-21.  지열히트펌프 연도별 보급목표(체증적 보급)

4.1.2.  정부 재정지출 

◦ 정부가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하는 데 설치비 지원, 설치시설에 면세유 

지급, 미실치된 시설에 면세유 지급 등이 정부의 재정지출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액을 2020년까지 누적해 보면 유가수준에 따라 14조 8,030억원

에서 20조 4,084억원이다.  

◦ 정부의 추가지출은 정책 이후 지출에서 정책 전 면세유 지급을 뺀 차액을 

말한다. 정부정책 이전에 면세유 지급액은 2020년까지 11조 856억원에서 

16조 9,429억원이며, 여기서 정책 이후 정부재정지출액을 제하면 정부의 

추가지출액은 3조 4,656억원에서 3조 7,174억원이다. 

2009 2010 2011 2012 2015 2020

정책실시 이   

시설난방 면세액(A)

유가70달러 9,018 18,076 27,173 36,310 63,961 110,856 

유가100달러 9,018 21,204 33,443 45,735 82,935 146,025 

유가120달러 9,018 23,286 37,615 52,007 95,562 169,429 

정책

실시

이후

지출

히트펌 설치 보조비용

(80% 보조, B)
764 2,803 4,827 6,838 13,319 41,554 

정부면세지출액

(C)

유가70달러 8,955 17,840 26,760 35,716 62,746 106,476 

유가100달러 8,955 20,886 32,887 44,936 81,300 140,132 

유가120달러 8,955 22,913 36,964 51,071 93,647 162,529 

정부 총지출 

(D=B+C)

유가70달러 9,719 20,643 31,587 42,554 76,064 148,030 

유가100달러 9,719 23,689 37,714 51,773 94,619 181,686 

유가120달러 9,719 25,717 41,791 57,909 106,966 204,084 

정부추가지출액

(E=D-A)

유가70달러 701 2,567 4,414 6,244 12,103 37,174 

유가100달러 701 2,486 4,271 6,039 11,684 35,661 

유가120달러 701 2,431 4,176 5,902 11,404 34,655 

표 3-22.  지열히트펌프 설치 정책 이후 정부 총 지출액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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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지열히트펌프 보급에 의한 직·간접효과

(1) 경영비 절감효과 

◦ 유가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지열보급에 따른 

경영비 절감효과는 8,439억원~1조 3,682억원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수 2009 2010 2011 2012 2015 2018 2020 

유가 70달러 110 413 729 1,059 2,232 4,676 8,439 

유가100달러 156 582 1,026 1,486 3,105 6,454 11,587 

유가120달러 186 695 1,223 1,770 3,687 7,637 13,682 

표 3-23.  지열 보급정책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절감효과
단위: 억원 

(2) CO2 절감효과 

◦ 지열보급에 따라 경유사용량을 90% 수준 절감함에 따라 CO2 배출량을 

ha당 464TCO2  줄일 수 있어, 이를 CO2 거래금액으로 환산할 때 2020년

까지 678억원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생산량 증수효과 

◦ 지열히트펌프 사용에 따라 가온시간을 연장함에 따라 생산량이 ha당 60

톤이 증수(경상남도 파프리카 기준)되는 효과가 있어 2020년 누적기준 1

조 2,152억원의 생산량 증가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기술개발 효과

◦ 지열히트펌프 개발 기술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2020년에는 현재보다 

설치비가 50% 절감될 경우 기술개발에 따른 설치비 및 고정비 절감효과

는 2012년 441억원, 2020년 1조 4,341억원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5 2018 2020 

CO2 감효과 11 37 64 92 188 383 678 

생산량 증수효과 175 656 1,146 1,648 3,371 6,862 12,152 

기술개발효과 0 71 217 441 1,742 5,991 14,341 

합   계 186 764 1,427 2,181 5,302 13,236 27,171 

표 3-24.  지열보급에 따른 직·간접 효과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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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지열히트펌프 보급에 의한 총 효과 

◦ 지열히트펌프 보급에 따른 총 효과는 유가수준에 따라 -1,565억원~6,198억

원이 발생되고, 총 효과가 정(正)이 되는 시점은 유가 70달러일 경우에 

2020년까지는 없고, 유가가 100달러 수준일 때 2020년, 120달러 수준일 

때 2016년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9 2010 2011 2012 2015 2018 2020 

유가 70달러 -404 -1,391 -2,258 -3,004 -4,570 -4,766 -1,565

유가 100달러 -359 -1,139 -1,818 -2,372 -3,277 -2,134 3,096 

유가 120달러 -329 -643 -553 -426 -8 1,207 6,198 

표 3-25.  지열보급 설치기술 개발 수준에 따른 총 효과(누적)
단위: 억원

<기술개발 없을 경우> <기술개발로 설치비 50%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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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기술개발 수준에 따른 보급효과의 변화(유가 70달러 기준)
단위: 억원

4.2. 목재펠릿 가온시설 보급효과  

4.2.1. 목재펠릿 가온시설 보급목표 설정

◦ 목재펠릿 난방시설 보급목표는 시설원예 가온면적 1만 3,657ha(202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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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보급이 어려운 지역 5,180ha를 보급목표로 설정(중소규모, 저온성 

작물 재배시설)하였다. 

◦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목표는 2010년 160ha, 2012년까지 보급목표의 

22.5%인 1,164ha, 2020년까지 100% 보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5 2018 2020

보 면 (ha) 0 160 662 1,164 2,670 4,176 5,180 

보 률(%) 0.0 3.1 12.8 22.5 51.5 80.6 100.09 

표 3-26.  목재펠릿 시설 연도별 보급목표

4.2.2. 정부 재정지출 

◦ 목재펠릿 가온시설을 설치하는 데 설치비 지원과 설치시설에 면세유 

지급, 미실치된 시설에 면세유 지급 등이 정부의 재정지출이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5 2018 2020

설치보조(A) 0 144 596 1,048 2,403 3,759 4,662 

면세유

지출

(B)

유가 70달러 9,018 17,965 26,715 35,503 62,111 89,083 107,267 

유가 100달러 9,018 21,055 32,826 44,650 80,447 116,732 141,197 

유가 120달러 9,018 23,111 36,893 50,737 92,648 135,132 163,776 

정부

총지출

(A+B=C)　

유가 70달러 9,018 18,109 27,310 36,551 64,514 92,841 111,930 

유가 100달러 9,018 21,199 33,422 45,698 82,850 120,491 145,859 

유가 120달러 9,018 23,255 37,489 51,784 95,051 138,890 168,438 

주: 정부총지출액은 정책실시 이전 면세유 지출액에서 목재펠릿 보급지원 비용과 목재펠릿 보급에 
따른 면세 절감액을 제한 것

표 3-27.  목재펠릿 보급정책 이후 정부 총지출액
단위: 억원

◦ 정부의 추가지출은 정부 지출에서 정책 이전에 면세유 지급과 비교하여 

정부정책 전과 정책 이후를 비교한 것이다. 

◦ 유가가 70달러일 경우 2020년까지 총 1,074억원 재정 추가지출이 발생한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100달러, 120달러일 경우, 2020년까지 166억원, 99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3

장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방안 ● 93

2009 2010 2011 2012 2015 2018 2020

유가 70달러 0 △33 △137 △241 △553 △866 △1,074 

유가 100달러 0  5 21 37 85 134 166 

유가 120달러 0 31 127 223 511 798 990 

표 3-28.  목재펠릿 보급정책에 따른 정부 재정 효과
단위: 억원 

4.2.3. 목재펠릿 가온시설 보급에 의한 직·간접효과

(1) 경영비 절감효과 

◦ 목재펠릿 보급에 따른 경영비 절감효과는 유가가 70달러일 경우 2020년

까지 없고, 유가가 100달러 이상 되었을 때 농가의 경영비 절감효과가 

발생하였다.  

(2) CO2 절감효과 

◦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에 따라 ha당 경유사용량 1만 4,000리터를 절감할 

수 있어 CO2 배출량이 감소하여 ha당 95만원의 CO2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과 2009 2010 2011 2012 2015 2018 2020

운 비 감

(A)　

유가 70달러 0 △9 △37 △65 △148 △232 △288 

유가 100달러 0 80 329 579 1,329 2,078 2,578 

유가 120달러 0 139 573 1,008 2,312 3,615 4,485 

CO2 감(B) 0 19 79 139 318 498 618 

합계

(A+B)　

유가 70달러 0 10 42 74 170 266 330 

유가 100달러 0 99 408 718 1,647 2,576 3,195 

유가 120달러 0 158 652 1,147 2,630 4,113 5,102 

표 3-29.  목재펠릿 연차별 직·간접 효과
단위: 억원

4.2.4. 목재펠릿 보급에 의한 총 효과

◦ 목재펠릿 시설보급으로 인한 총 효과는 국제유가 70달러에서는 74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100달러와 120달러에서는 효과가 초기부터 발생하고 

2020년까지 3,361~6,093억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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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수 별 2009 2010 2011 2012 2015 2018 2020

유가 70달러 0 △23 △95 △167 △384 △600 △744 

(연별순증가) △23 △72 △72 △72 △72 △72 

유가 100달러 0 104 430 755 1,732 2,710 3,361 

(연별순증가) 104 326 326 326 326 326 

유가 120달러 0 188 779 1,369 3,140 4,912 6,093 

(연별순증가) 188 590 590 590 590 590 

표 3-30.  목재펠릿 시설 보급에 따른 총 효과 
단위: 억원

(유가 70달러) (유가 120달러)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00

-500

0

500

1,000

1,500

정책전면세액 정책후정부지출액
정부추가지출 총 효과

0

30,000

60,000

90,000

120,000

150,000

180,000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00

-1,00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정책전면세액 정책후정부지출액
정부추가지출 총 효과

그림 3-3.  목재펠릿 시설에 대한 유가 수준별 총 효과(억원)
   단위: 억원 

5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방안

5.1. 지열 등 신 ·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강화 

◦ 유류 사용량이 적은 신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

며, 신규로 설치하는 첨단온실, 대규모 농업회사의 유리온실, 대규모 비

닐온실 등에 대해서는 신 ·재생너지 사용을 의무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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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중 지열을 이용한 지열히트펌프 설치비는 ha당 

10억원, 이 중 20%인 2억원을 자부담해야 하나, 농가 입장에서 현금 2억

원은 부담이 크다. 농가가 2억원을 일시에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 할부 

또는 시설 담보제도를 보완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목재펠릿의 경우 ha당 설치비가 1억 5천만원 중 자부담 20%, 융자 20%로 

농가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6천만원으로 부담이 크다. 목재펠릿을 시설

재배에 이용할 경우 현재 수준에서는 경유보일러에 면세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목재펠릿 가격이 현행 400원/kg에서 

20%인 80원 정도 보조가 있으면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

5.2. 에너지 이용확대 기반 구축 

◦ 시설원예 농가가 현재 값싼 면세유와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한 인식이 낮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우수농가 및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농업부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농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0.01% 미만으로 아직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절감효과 

및 특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홍보와 시범

사업을 통해 농가로부터 수요가 발생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기기에 

대해 정부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시설원예 농가의 에너지 이용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에너지 이용방안을 

컨설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농가 측면에서 개별농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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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속도 조정 

◦ 지열히트펌프 시설 설치는 초기에는 시범사업 위주로 보급하고, 시설설

치비가 감소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보급을 점증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목재펠릿은 열량이 4,500kcal 이상 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목재펠릿 보급

단가가 320원/kg으로 보급 가능하고 유가가 100달러 이상일 때 보급을 

점증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5.4. 전문 시공업체 육성 

◦ 시공능력이 있는 전문업체가 시공에 참여토록 제도화하여 부실시공을 방지

해야 한다. 현재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는 1,200여 개를 

상회하고 있으나 실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는 30여 곳에 불과하며, 더욱 

농업부문의 시설원예에 설치할 수 있는 전문업체는 1~2개에 그친다. 따라서 

농업부문 시설시공 전문업체를 육성하여 농업여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설계와 시공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설계와 시공업체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추진 지연 및 사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농가의 피해가 클 수 있다. 

◦ 시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를 감리업체로 지정하고 필요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추진해야 한다. 시설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A/S)를 담당해야 하고, 시공업체나 공급

업체가 모니터를 통해 운영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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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 농업용 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R&D의 지속적이고 체

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신 ·재생에너지 시설 공급가격이 현재는 매

우 고가이나,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급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수요 확대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인 R&D 예산 확대 및 

연구 강화를 통해 다양한 신 ·재생에너지원의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

◦ 국내 지열 공급가능 지역의 지하층에 대한 DB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인 지열의 경우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설치는 가능하나 설치 

지역에 따라 비용 차이가 많다. 설치를 위해서는 파일을 박아야 하나 지

층구조를 모를 경우 많은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어 비용 차이가 크므로 

사전에 지층에 대한 자료를 DB화해야 적정 설치비용 추정이 가능하다.  

5.6. 농업분야에 전담기관 설치 및 농업분야 에너지 통계 확보 

◦ 사업주체는 사업주관기관(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과 사업비 집행

기관(지자체), 농가선정기관(농진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수요자

(농업인)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업주체 간의 갈등으로 많은 혼선이 야기

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용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농업분야 에너지 통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업분야 품목별, 에너지원별 

이용실태 자료가 없다. 에너지 총조사 실시 시 농업분야의 표본은 전체

표본의 1.6% 수준인 305농가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에너지 사용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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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농업인의 수요확대 방안 강구 

◦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농어업인의 인식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효과 등에 대한 겨울철 농업인 교육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 대규모 시설원예 및 축산 농가 등의 리스트를 작성, 사전 홍보 강화 및 

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 농가 여건에 맞는 에너지 절감시설 및 규모 등에 대한 컨설팅과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축산, 버섯 등 전체 농업분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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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지열히트펌프 유가 시나리오별 경제성분석 

2009 2010 2011 2012 2015 2020

가온면 (㏊) 13,018 13,075 13,132 13,189 13,363 13,657 

지열히트펌  보 면 (㏊) 91 341 596 857 1,754 6,323 

(보 률, %) (1.4) (5.4) (9.4) (13.6) (27.7) (100.0) 

정책  면세액 (억원)

(A)

유가 70달러 9,018 18,076 27,173 36,310 63,961 110,856 

유가 100달러 9,018 21,204 33,443 45,735 82,935 146,025 

유가 120달러 9,018 23,286 37,615 52,007 95,562 169,429 

정책후 정부 

지출 총액

(억원)

히트펌  설치보조

(80% 보조, A)
764 2,803 4,827 6,838 13,319 41,554 

정부면세

지출액(C)

(연별 순증분)

유가 70달러 8,955 17,840 26,760 35,716 62,746 106,476 

유가 100달러 8,955 20,886 32,887 44,936 81,300 140,132 

유가 120달러 8,955 22,913 36,964 51,071 93,647 162,529 

정부총

지출액

(D=B+C)

유가 70달러 9,719 20,643 31,587 42,554 76,064 148,030 

유가 100달러 9,719 23,689 37,714 51,773 94,619 181,686 

유가 120달러 9,719 25,717 41,791 57,909 106,966 204,084 

정부추가

지출액

(E=D-A)

유가 70달러 701 2,567 4,414 6,244 12,103 37,174 

유가 100달러 701 2,486 4,271 6,039 11,684 35,661 

유가 120달러 701 2,431 4,176 5,902 11,404 34,655 

농가 

경  비용 

감 효과

(억원)

기술개발

유가 70달러 110 413 729 1,059 2,232 8,439 

유가 100달러 156 582 1,026 1,486 3,105 11,587 

유가 120달러 186 695 1,223 1,770 3,687 13,682 

기술개발효과(억원) 0 71 217 441 1,742 14,341 

CO2 감효과(억원) 11 37 64 92 188 678 

생산량 증수효과(억원) 175 656 1,146 1,648 3,371 12,152 

총효과

(억원)

기술개발

유가 70달러 -404 -1,391 -2,258 -3,004 -4,570 -1,565 

유가 100달러 -359 -1,139 -1,818 -2,372 -3,277 3,096 

유가 120달러 -329 -972 -1,526 -1,951 -2,416 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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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목재펠릿 보일러 유가 시나리오별 경제성분석 

2009 2010 2011 2012 2015 2020

가온면 (㏊) 13,018 13,075 13,132 13,189 13,363 13,657 

보 면 (㏊) 0 160 662 1,164 2,670 5,180 

(보 률, %) (0.0) (1.2) (5.0) (8.8) (20.0) (37.9) 

정책  면세액 (억원)

(A)

유가 70달러 9,018 18,076 27,173 36,310 63,961 110,856 

유가 100달러 9,018 21,204 33,443 45,735 82,935 146,025 

유가 120달러 9,018 23,286 37,615 52,007 95,562 169,429 

정책후 정부

지출 총액

(억원)

설치보조 (B) 0 144 596 1,048 2,403 4,662 

정부면세

지출액

(연별 순증분)

(C)

유가 70달러 9,018 17,965 26,715 35,503 62,111 107,267 

유가 100달러 9,018 21,055 32,826 44,650 80,447 141,197 

유가 120달러 9,018 23,111 36,893 50,737 92,648 163,776 

정부총

지출액

(D=B+C)

유가 70달러 9,018 18,109 27,310 36,551 64,514 111,930 

유가 100달러 9,018 21,199 33,422 45,698 82,850 145,859 

유가 120달러 9,018 23,255 37,489 51,784 95,051 168,438 

정부추가

지출액

(E=A-D)

유가 70달러 0 33 137 241 553 1,074 

유가 100달러 0 -5 -21 -37 -85 -166 

유가 120달러 0 -31 -127 -223 -511 -990 

농가 경 비용

감효과

(억원)

유가 70달러 0 -9 -37 -65 -148 -288 

유가 100달러 0 80 329 579 1,329 2,578 

유가 120달러 0 139 573 1,008 2,312 4,485 

CO2 감효과(억원) 0 19 79 139 318 618 

총효과

(억원)

기술개발

유가 70달러 0 -23 -95 -167 -384 -744 

유가 100달러 0 104 430 755 1,732 3,361 

유가 120달러 0 188 779 1,369 3,140 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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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시대를 넘는 농림업

1.1. 기후변화와 농림업의 도약

◦ 클라크는 ‘산업구조이동론’에서 농림업을 1차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이

제 기후변화 시대에서 농림업은 토양과 물 등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필요

한 물품을 얻거나 생산하는 1차산업이 더 이상 아니다. 기후변화는 농림

업에 대한 위협일 수 있으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농림업

이 맞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기후변화는 대기에 탄산가스 등 온실가스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일

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농림업은 공기로부터 탄소를 광합성에 의해 합성

한 화학에너지를 순환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에너지를 이용 ·순환하고 있다. 농림업이 이렇게 에너지가 흘러가는 시작

이자 끝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에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농림업은 1차 생산기반으로 활용해왔던 토양을 이제는 농업활동

을 통해 발생하는 탄소를 격리하는 데, 나아가 재활용유기자원이 순환하

는 기반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농림업은 1차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

소 순환·생산기반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농림업은 토지이용 ·토양관리 ·산업형태 등에 따라 탄소순환메커니즘이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탄소의 균형은 

다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자원의 순환구조에서 어떻게 탄소를 관

리하느냐에 따라 농림업이 온실가스 배출원이 되거나 또는 흡수원이 되

기도 한다.

◦ 역으로 말하면,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는 농림업을 통해 높아지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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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농림업에서 일어나는 탄소순환

에 효율적으로 개입한다면, 농림업은 그 전체가 탄소를 보다 많이 감축

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농산촌은 농림업에서 생산한 산물이 가공·유통되고 외부와 바이오매스 

및 재활용자원이 교환되는 지역으로, 이 안에서 다른 산업과 생활권 사

이에 물질이 순환하고 있다. 그래서 농림업 관점에서 볼 때, 탄소는 농림

업에서 순환하기도 하고, 다른 산업으로 수송·유통에 의해 거래되기도 

하고, 일정 부문은 농림업이 속해 있는 생활권과 거래된다.

 

◦ 따라서 농림업을 통해 형성되는 탄소균형은 다른 산업 또는 생활권과 연

계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을 통해 농림업으로 들어오는 탄소는 탄소

흡수로, 나가는 탄소는 탄소배출로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산촌에서 

탄소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가끔은 전체 관점에서 

설명을 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탄소흡수용량 활성화를 농림업에 국한해 

설명하고자 한다. 

1.1.1. 기후변화가 농림업에 주는 의미 

◦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하였던 산업구조의 결과, 대기의 

탄산가스 농도는 급격히 증가해 왔으며, 지금과 같은 속도로 증가할 경

우 21세기 안에 지금의 두 배(720ppm)가 되고, 이는 대기의 평균 온도를 

5℃ 높인다고 예측한다.

– 문헌조사 결과, 대기의 탄산가스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상의 고등식물은 

꾸준히 광합성을 증가시켜 적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응 정도

는 식물이 광합성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다르다.

◦ 한편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예측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과나무가 보여준 

결과, 대기의 탄산가스 농도가 두 배 증가하면 광합성 최적온도는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도만 상승시킨 경우에는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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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노희명 외 4인(2001).

그림 4-1.  광합성에 미치는 탄산가스 농도와 기온의 영향

– 연구결과는 우리가 더 이상 대기 탄산가스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면, 적어도 고등식물이 이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그 

증가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농림업에서의 탄소순환

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1.2. 기후변화의 충격을 흡수하는 농림업

◦ 지난 세기 말, 농림업은 미래에도 지속경영이 가능하도록 패러다임을 전

환하였다. 이는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는 것으로, 농림업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지난 수십 년간 인류의 활동이 증가하며 화석연료의 연소와 토양탄소의 

산화가 늘어나면서, 육상생태계의 탄소저장과 저장용량이 감소하여 왔다. 

– 농림업은 작물·수목의 광합성에 의해 탄산가스를 흡수한다는 긍정적인 

가치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 한편으로, 잘못된 바이오매스 및 토지이용 관리 등에 따라 대기로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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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를 방출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 따라서 농림업에서 생산과 처리과정에서 탄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농림업의 탄소흡수용량과 가치가 달라진다. 

 

◦ 농림업은 농업생산을 통해 탄소를 관리하는 동시에 산업간 유기자원을 

연계하며 관리하기 때문에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 농림업에서 이

러한 탄소순환 기능을 잘 관리한다면 탄소흡수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 

근거로,  

– 경종산업에서는 어떤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고 또 수확물과 바이오매스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축산산업은 사료를 어떻게 공급하

고 바이오매스 부산물을 어떻게 자원화하여 토양에 순환시키는가에 따

라 탄소균형이 변하고,

– 농림업은 다양한 형태의 탄소(재활용 유기자원)를 토양에 처리하면서 탄

소흡수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가급적 토양에 탄소를 많이 오랫동안 체류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 농림업에서 탄산가스는 광합성으로 상당량 흡수되는 반면, 바이오매스 

부산물을 소각하거나 제대로 재활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못지않은 양이 

온실가스로 방출된다. 그러므로 농림업에서 바이오매스 자원의 순환과 

토양탄소관리가 탄소흡수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 경종바이오매스(kg/ha): 볏짚(653), 왕겨(118), 맥류(298), 대두(269), 고구마

(646), 사과(459)

◦ 한편, 축산업 부문에서 분뇨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는 비료성분이 있어 

이를 적절한 형태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퇴비화 등을 통해 경종부문의 

유기질 비료로 순환시켜야 한다. 비료성분량을 바탕으로 비료가치가 평

가되고, 이는 분명히 탄소가치로 환산해야 한다<표 4-1>.



제

2

부

106 ● 녹색성장과 새로운 활로

연간 분뇨발생량(천ton) 비료성분량(ton)

축종 분 뇨 분뇨발생량 질소 인산 칼리

한우 5,198 2,316 7,514 30,056 15,028 37,569

젖소 4,885 2,184 7,069 35,344 7,069 35,344

돼지 5,241 8,516 13,757 68,786 110,057 55,029

닭 4,454 - 4,454 75,721 71,266 40,087

계 19,778 13,016 32,794 209,906 203,420 168,029

자료: 김창길과 김태영(2004).

표 4-1.  축종별 분뇨발생량 및 비료성분량

◦ 농림업에서 탄산가스 흡수를 늘리고자 현재 농경지·산림 흡수,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 확산, 시설원예·농기계 에너지사용 절감, 볏짚·사료작물 

재배, 바이오에너지 전환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농경지의 탄

소 저장량을 키우는 것은 농림업의 탄소흡수원의 가치를 늘릴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 산림탄소흡수: 흡수효과가 많이 알려졌으나 현재 탄소흡수량이 포화되고 

노령화되어 산림갱신과 육림이 필요하다(나무신문, 2009).

수종
임령별 탄소흡수량(ton ha-1)

20 30 40 50 60 70 80

강원지방소나무 2.02 2.17 2.21 2.17 2.13 2.06 1.94

부지방소나무 1.59 2.33 2.33 2.06 1.82 1.59 1.40

잣나무 2.36 2.64 2.68 2.60 2.52 2.41 2.33

낙엽송 3.09 3.05 2.84 2.64 2.44 2.27 2.11

리기다소나무 2.25 2.45 2.57 2.57 2.57 2.57 2.49

편백 2.06 2.00 1.93 1.90 1.86 1.86 1.83

상수리나무 3.13 3.30 3.24 3.02 2.75 2.53 2.31

신갈나무 4.23 3.73 3.34 2.95 2.67 2.45 2.23

자료: 산림청(2009) 

표 4-2.  수종별 탄소흡수량

– 경종·축산 바이오매스 부산물: 현재 볏짚 및 과수 전정가지 등이 사료 

및 퇴비화를 통해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농경지 환원에 의한 탄소격

리 등의 효과와 함께 평가해야 한다.

– 바이오연료: 바이오연료 생산은 연료로 활용할 경우와 농경지에 환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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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효과를 비교하여 탄소감축 효과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Hill등, 2009).

– 따라서 이 소고에서는 현재로도 자료가 많은 기존 탄소감축 관리방안에 대

하여 설명을 아끼고, 대신 농경지의 탄소균형 및 순환에 캐스팅보트 역할

을 하는 토양탄소저장 효과에 관해 설명하겠다.

1.2. 탄소순환계의 중심인 농림업

◦ 농림업은 공기로부터 탄산가스를 동화하여 탄소화합물을 생합성하여 생

산물을 생산하고 일부는 토양에 유기물로 남아 분해된다. 농산물은 농경

지를 떠나 소비되거나 다른 탄소 고리와 연계하여 순환하게 된다.

◦ 한편, 탄소는 외부로부터 또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농경지에 들어오면서 

순환하게 된다. 이래서 농림업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은 우리 생활과 

산업으로 구성되는 탄소순환계의 중심이 된다.

◦ 생명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온 농림업은 생활과 산업을 통해 나오는 에너지 부산물을 토양에 재활용 

처리하여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도 키워야 한다. 따라서 농림업에

서 토양에 탄소가 증가한다는 것은 비옥도뿐만 아니라 온실가스감축 면

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여겨지고 있다.

– 농경지나 녹지를 통해 토양에 탄소를 격리·저장한다는 것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능한 전략으로 선진국에서는 장려하고 있다(Lal, 2001).

– 토양탄소격리(soil carbon sequestration)는 보전경운·무경운, 윤작의 개선, 녹

비·퇴비 시용 등 다양한 영농관리법을 통해 증가하기 때문에, 농림업은 탄

소순환사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Smith등, 2005).

◦ 지난 20년 동안 축분퇴비 시용을 금지한 네덜란드의 무기질 토양에서, 

토양탄소는 매년 0.1g/kg씩 증가하였다. 이는 농경지의 농업관리법에 따

라 탄소감축량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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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촌의 탄소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지역 토양탄소상태를 주기적으

로 정확히 측정한 탄소목록이 바탕이 된다(Mestdagh등, 2006).

자료: Reijneveld등(2009).

그림 4-2.  초지, 옥수수 경작지, 농경지의 토양탄소함량 변화

2   탄소순환경제와 토양의 역할

2.1. 지구탄소순환과 토양탄소순환

2.1.1. 지구탄소순환(global carbon cycle)

◦ 농작물을 포함한 고등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탄산가스를 탄수화물로 생산

하고, 이 광합성 산물은 동물 및 미생물 등 다양한 생명체의 에너지로 순

환한다. 이 순환과정을 통해 호흡·분해에 의해 탄산가스가 대기로 방출

되고, 대부분은 다양한 생물·화학반응을 거쳐 토양과 바다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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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와는 달리 토양에 저장된 탄소는 농림업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해 쉽

게 그 양이 변하는데, 토양에 탄소가 얼마만큼 저장되고 얼마만큼 분해

되는가에 따라 토양탄소 저장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이 달라진다.

그림 4-3.  토양탄소의 양에 미치는 탄소 투입량과 분해속도의 영향

– 비표면적이 매우 큰 토양은 농림업의 관리에 따라 온실가스저장용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토양에서의 탄소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 토양탄소 관리는 토양에 들어간 양과 분해되는 양을 결정하는데, 이는 

결국 대기의 탄산가스 농도를 결정한다. 토양탄소의 시간 변화를 1차 

반응속도 방정식(dC/dt=R-kC)으로 설명하였다<그림 4-3>. 여기서 C는 토

양탄소, R은 투입량, k는 분해속도, t는 시간, 그리고 흑색 선은 토양탄

소 변화이다.

◦ 지구탄소순환은 4개 주요 탄소저장소(생물권·지권·수권·대기권) 사이에

서 다양한 경로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지상생물권은 토양탄소와 화석연

료를 포함하는 가장 크고 활발한 탄소저장소이다. 지구탄소수지는 탄소

저장소 간에 교환되는 투입량과 산출량 간의 균형이다<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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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atjes(1996).

그림 4-4.  지구탄소순환계의 탄소저장량과 흐름

◦ 지구 수준에서 볼 때, 토양으로부터 나오는 탄소의 흐름은 탄소순환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농림업의 탄소 관리방법에 따라 가장 변하기 쉽

다. 화석연료는 다른 형태의 토양탄소이기 때문에, 토양탄소격리와 흐름

을 이해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탄소순환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Amundson, 2001).

– 20세기에 탄소는 매년 화석연료연소로부터 6.3Pg씩(Battle등, 2000), 토지

이용변화로부터 1.6Pg씩(Houghton, 1995) 대기로 유입되어왔다<그림 4-4>.

– 토양을 적절히 관리한다면, 농림업은 대기로부터 탄소저장량을 늘리며 

대기의 탄산가스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상쇄시키고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으며(Ingram과 Fernandes, 2001), 생산과 재활용을 통해 탄소수

지를 관리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토양은 지구탄소균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우 다양한 탄소의 저

장고로, 총 121x1012m2의 면적(깊이 3m)에 2,400 Pg(1015g)의 탄소를 저

장하고 있는데, 이 양은 대기·기후·지표변화와 매우 밀접히 반응한다

(Jobbagy와 Jackson, 2000). 토심 1m 깊이까지 분포하는 토양탄소량은 

1,500 Pg(Batjes, 1996)으로 이는 각각 식생이 갖는 양의 3배, 대기가 갖

는 양의 2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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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토양탄소순환(soil carbon cycle)

◦ 토양에 존재하는 탄소는 무기탄소화합물과 유기탄소화합물로 구분할 수 

있다. 호수나 바다 등은 대기와 접촉하는 면이 자유수면에 국한되어 있

으나, 토양의 경우 비표면적이 매우 커서 대기뿐만 아니라 토양공기가 

지닌 매우 높은 분압(分壓)의 탄산가스와 접하여 토양용액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탄산가스가 용해된다.

– 용해된 탄소는 탄산염화학(carbonate chemistry)에 의해 탄산염광물로 침전

되어 격리되기도 하고, 일부는 유기탄소화합물이 용해된 결과이기도 하다.

– 그러나 본 소고(小考)에서는 농림업과 연관된 토양 유기탄소화합물에 설

명을 국한코자 한다. 

◦ 토양유기탄소는 장기간 탄소순환을 통해 나타나는 생성과 분해의 균형인

데, 이는 토양생성인자(기후·지형·모재·식생·시간·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는다(Gregorich등, 1992). 따라서 이러한 인자를 변하게 하는 어떤 농림

업행위든 평형을 교란시켜 토양탄소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Schimel

등, 1994).

◦ 토양에 들어오는 탄소의 대부분은 지상과 지하에 존재하는 식물잔존물로 

그 양과 화학조성은 토양탄소순환의 시작으로 저장토양탄소의 양과 분해

특성을 조절한다. 작목의 선택·윤작·기후변화에 따른 조직의 조성변화는 

농림업의 탄소수지에 큰 영향을 준다(Ehrenfeld, 2003). 따라서 농림업에

서 유기자원의 공유(예: 축산과 경종)는 농림업이 갖는 탄소배출권의 초

과구매력(premium) 요인이 된다.

◦ 토양유기물 중 분해활성이 큰 분획은 주로 토양호흡에 관여하는 반면, 

비활성분획은 유기·점토 복합체를 형성하여 장기간 저장하는데 관여한

다. 토양탄소의 양은 토심에 따라 감소하는데, 토양구조가 발달하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깊게 이동하여 궁극적으로 저장탄소량을 증가시킨다

(Amundson과 Baisden, 2000). 토양유기물이 분해되며 부식화가 진행하는 

동안, 각각 토양탄소 저장소간의 반응과 관계는 <그림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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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부식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탄산가스의 발생

◦ 토양유기물로 토양에 존재하는 탄소는 분해·수확·유실·용탈 등의 과정에 

의해 손실되는데, 손실 정도는 토양생태계의 기능에 따라 다르다. 토양탄

소는 토양유기물이 분해 특성이 다양한 화합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토

양에 잔류하는 시간 또한 달라진다. 농림업에서 이러한 분해특성을 잘 

관리하면 토양탄소저장량뿐만 아니라 저장용량도 늘릴 수 있다. 

◦ 그러면, 인류가 어떻게 하면 대기 탄소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토양 탄

소순환을 제어할 수 있을까? 농림업에서는 ｢어디로부터 탄소가 오고 또 

어디로 탄소가 가는가?｣라는 양쪽방향의 탄소관리 개념을 가져야 한다.

– 농법을 바꿔서 비교적 오랫동안 토양에 존재할 수 있는 토양탄소량을 늘

릴 수 있다.

– 농림업에서 대기의 탄산가스 농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토양탄

소의 소모로, 이는 과도한 경운, 무분별한 건설, 토양의 유실로 인해 발

생한다. 따라서 농림업에서 토양탄소 수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어

떠한 변화도 대기의 탄소수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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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토양탄소격리의 중요성

2.2.1. 토양탄소격리(soil carbon sequestration)

◦ 설명한 바와 같이, 토양유기물은 온실가스효과 또는 지구온난화에 영향

을 주는 지구탄소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토는 대기의 탄산가스 

농도에 대한 영향을 변화시킬 정도로 많은 탄소를 갖고 있다(Lal, 2004). 

따라서 농림업에서 토양탄소를 적절히 관리한다면, 이는 분명 농림업이 

온실가스감축을 늘려 기후변화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다.

◦ 토양탄소격리는 대기로부터 탄산가스를 식물잔류물 및 유기 화합물을 통

해 토양으로 즉시 재 방출되지 않는 안정한 형태의 탄소 화합물로 옮기

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의 연소와 다른 탄소를 방출하는 활동

에 의한 탄산가스 방출을 상쇄시키는데, 이 과정을 통해 토양질(soil 

quality)과 장기간 농림업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 토양탄소격리는 토양에 생물자원을 많이 투입하고, 토양교란을 최소화하

고, 토양과 물을 보전하고, 토양구조를 개선하고, 토양 동물의 활성을 증

가시키는 농림업 관리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 무경운은 하나의 좋은 예

이다.

– 그러면, 토양탄소격리를 이해하기위해 과학자는 무엇을 하여야하는가? 

많은 것을 연구해야하나, 토지이용 및 관리가 미치는 영향과 토양탄소저

장용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2. 탄소흡수원인 토양

◦ 토양이 장기적으로 탄소흡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만일 흡수된 탄

소가 쉽게 대기로 방출된다면? 이 물음에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 대기의 탄산가스 농도를 2배로 증가시킨 경우 초지에서 탄소흡수가 증

가하였으나, 증가한 탄소의 대부분이 토양에서 쉽게 순환하는 탄소로 분

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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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ungate등(1997).

그림 4-6.  정상 및 상승 CO2 조건에서 탄산저장소 비교

◦ 토양탄소격리의 목적은 농림업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는 것으로, 

토양으로부터 나가는 탄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토양이 보유하고 있는 

탄소량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 농산촌에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물을 순환시키고, 경운방법을 바꾸고, 피

복작물을 심고, 퇴비를 시용하는 것은 토양의 탄소수준을 높인다.

– 농산촌에서 기후변화의 충격과 영향을 줄이기 위해 탄소를 적극적으로 

격리코자 한다면, 사회는 농림업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리라 본다. 

◦ 토양탄소격리는 자연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탄소를 토

양으로 격리하는 과정으로, 복원적인 토지이용법, 최적관리법(BMP)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한번 토양에 격리된 탄소가 장기간 토양에 머무르

게 해야 한다(Win-Win선택권으로 탄소배출권). 

2.2.3. 토양탄소격리의 안정화

◦ 탄소가 토양에 오랫동안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토양이 보유한 탄소량도 

중요하지만, 분해과정을 겪으면서 안정화되는 난분해성 탄소화합물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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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하다.

– 농림업에서는 매년 생물자원이 투입되고 또 다른 산업과 생활영역으로 

나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해가 거듭할수록 투입된 탄소화합물은 분해

되는 과정에서 난분해성 탄소화합물로 전환되는데, 안정성탄소동위원소 

조성(δ13C)을 측정하는 것은 토양탄소의 안정화정도를 평가하는 하나

의 방법이다(POM: 입자유기물, Particulate Organic Matter).

탄소함

량(%)
탄질비

총탄소량

(g m-2)

δ13C (‰)

체 

토양

거친 

POM

미세한 

POM

<53μm

분획 

임상(林床)

  재 CO2 농도 38.2 42.7 700.98 -28.90 (leaf litter)

  상승 CO2 농도 37.7 43.4 883.92 -34.15 (leaf litter)

표토 (0-15 cm)

  재 CO2 농도 1.3 18.1 1,901.4 -26.24 -26.82 -27.14 -25.83

  상승 CO2 농도 1.6 19.0 2,207.7 -28.05 -29.75 -28.48 -27.21

심토 (15-30 cm)

  재 CO2 농도 0.5 16.1 657.1 -24.20 -24.33 -26.11 -24.10

  상승 CO2 농도 0.5 16.2 747.4 -24.96 -25.45 -26.84 -24.52

자료: Schlesinger와 Lichter(2001).

표 4-3.  산림의 토양탄소안정화

◦ 토양탄소격리는 궁극적으로 대기로부터 감축한 탄소가 오랫동안 토양에 

보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용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실행

되어야 한다. 토양에 기반을 둔 농림업에서의 탄소감축은 공학적으로 접

근하는 탄소감축과는 그 개념과 추진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 농림업에서는 감축한 탄소의 안정화를 탄소감축 용량과 함께 계량화할 

수 있는 노력을 펼쳐야, 농산촌의 탄소순환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 농림생태계에서의 토양탄소격리의 속도와 안정화 속도는 토성·토양단면

특성·기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앞으로 토양이 지닌 탄소저장용량

이다 채워질 때까지 20-50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한다(West와 Post, 

2002). 역으로 말하면, 농림업의 재배 및 토양관리에 따라 탄소감축효과

는 늘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제

2

부

116 ● 녹색성장과 새로운 활로

– 토양탄소저장 용량 및 영속성(permanence)은 점토 함량과 종류, 토양구

조 안정성, 토양 수분 및 온도, 미세 입단의 형성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 위도가 다른 장기 산림생태계에서 탄소의 분해에 따른 함량과 탄질비 

및 안정성탄소동위원소 자연존재비 변화(그림 4-7)는 토양탄소단면의 탄

소 안정화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4-7.  기온과 수종에 따른 탄소 단면 비교

2.3. 농림업의 탄소흡수용량(carbon sink capacity)

◦ 농림업의 탄소수지는 농경지나 산림에 남아있는 탄소량, 농경지로부터 

나가는 탄소량, 농경지로 들어오는 탄소량(타 산업 연계), 생산과 가공 

과정을 통해 소모되는 탄소량에 의해 개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농산촌의 탄소순환과 이에 따라 순환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탄소목록은 

지역의 토지이용형태, 토양관리 및 농사법 등에 의해 변할 수 있으나, 탄

소저장용량은 궁극적으로 탄소관리법에 의해 장기적으로 변한 입단의 구

조·안정화 및 수리특성 등 토양특성에 의해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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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구조의 발달은 토양에 들어온 탄소를 깊은 곳으로 격리한다.

– 입단의 안정화와 구조의 발달은 토양탄소를 보다 안정한 형태로 토양에 

고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토양체류시간이 늘어나며 동시에 탄소저장

용량도 키운다.

– 그래서 토양에 존재하는 탄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농업이 지닌 

기후변화 억제력은 더 커진다.

2.3.1. 토지이용형태 변화에 따른 탄소함량 변화

◦ 농림업은 지금까지 재배 및 토양관리에 따라 양상은 다를지 몰라도, 농

경지의 토양탄소 함량을 변화시켰다. 토양탄소격리는 농경지, 산림, 산촌

휴양지 등에 멀칭, 보전경운, 조림, 윤작, 종합비배관리를 통하여 증진시

킬 수 있다.

– 토양탄소격리의 잠재력은 매년 0.4-0.6 Pg(Sauerbeck, 2001)에서 0.6-1.2 

Pg(Nordt등, 2001) 정도로 시간과 용량에 있어 유한하다고 예측하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토양은 우리에게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격리시

간을 벌어준다.

– 토양탄소격리 잠재력(potential)은 황폐한 농경지의 복원, 유기부산물 자

원의 재활용, 간척지의 활용 등을 통해 키울 수 있다.

◦ 농경지 토지이용형태가 변하면 토양탄소함량이 변하는데, 표 4-4는 콩 

재배지를 과수원, 채소재배지, 옥수수 재배지로 전환(8-20년)한 후 토양

탄소단면을 비교한 것이다(Xinyu등, 2006).

– 콩을 제외한 모든 경작지에 유기물 시용(kg/hm2): 채소(1,800), 과수(900), 

옥수수(450)

– 토지이용형태가 변한 후, 퇴비 등 유기물시용에 의해 토심 25cm까지 토

양탄소함량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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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토심 (cm)

0-10 10-25 25-40 40-70 70-100

  과수원 10.00 8.16 5.21 5.33 4.16

  채소 재배지 9.67 9.16 6.42 4.73 3.80

  콩 재배지 7.73 6.62 4.52 3.38 3.27

  옥수수 재배지 9.31 8.30 6.31 5.26 4.73

자료: Xinyu등(2006).

표 4-4.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토양탄소함량(g/kg) 변화

2.3.2. 토양관리 및 농법의 변화에 따른 탄소함량 변화

◦ 기후변화충격을 경감할 수 있는 토양탄소격리에 꼭 고려해야 할 요인은 

다음과 같다. 왜냐하면, 선택한 방법에 따라 나타나는 직접효과와 기대효

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 관행경운 → 무경운: 작기 당 30~35kg C/ha의 탄소감축이 발생한다.

– 그러나 농법의 선택은 토양탄소격리 자체뿐만 아니라, 식량을 증산하고 

토양·수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재활용할 수 있

는 바이오매스 자원은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적절한 처리수준을 제시해

야 한다.

– 그러나 이외에 알맞은 작부체계 등 여러 농법의 선택도 탄소격리효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다. 

 

◦ 토양탄소는 경운에 의해 탄산가스로 대기로 산화되지만, 윤작과 시비관

리에 의해 없어지는 양이 보충되기도 한다. 미국 대평원에서 지난 30년

간 경운을 달리하여 경작한 토양에서 이분해성 탄소와 난분해성 탄소가 

변하는 추세이다<그림 4-8>.

– 무경운에 의해 이분해성(labile) 탄소함량은 낮아졌으며, 난분해성(slow) 

탄소함량은 높아졌다.

– 이러한 토양탄소 안정화 과정에 대한 평가는 농림업의 탄소감축효과를 

양과 질적인 면에서 장기간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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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an등(2007).

그림 4-8.  경운방법에 따른 토양탄~소함량 변화(Tan등, 2007)

2.3.3. 토양탄소격리와 바이오연료생산

◦ 최근에 신 ·재생에너지의 하나인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위해 바이오매스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기치로 

하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 연간 3 Gt의 농업부산물이 세계 전역에서 생산되는데, 바이오연료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농경지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필히 토양의 

질과 탄소저장량을 증진한다.

◦ 그러나 농업부산물이 생산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되거나 바이오연료

생산에 이용된다면, 이는 분명히 농림업의 토양탄소격리 용량을 위협할 

것이다. 두 가지 경쟁적인 활용에 대한 환경경제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 하나는 바이오연료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배 작물이 그 곳에 자라면서 흡수하는 탄소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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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배지에 저장되는 토양탄소량을 평가해야한다.

◦ 바이오연료의 사용은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효과가 있다<그림 4-9>. 그러나 대규모 경작에 의한 농경지 탄소의 

손실은 바이오연료 대체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 그러나 최근에 목재셀룰로오스를 바이오연료로 생산하는 대안이 나오고 

있으나, 이 문제도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탄소저장 증진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양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제시

하고 있다.

– 열대우림습지를 개간하면서 토양이 자연 상태로 저장하였던 탄소 약 18

억 톤이 대기로 배출된다고 하였다(Green Peace, 2007).

–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며 산림훼손과 자연녹지파괴로 배출되는 탄소량은 

바이오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규모의 17-420배에 이른다(미네소타대

학과 Nature Conservation).

자료: Hill등(2009).

그림 4-9.  바이오연료생산 가격 비교

◦ 토양탄소의 가치는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중요하다. 탄소감축 한도와 규제

가 엄격해질수록 토양탄소의 가치는 증가하므로, 최소 3-5년간 토양유기

탄소 저장량과 탄소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토양탄소가치의 저평가는 

당장 ｢공공의 비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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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찰

3.1. 토양관리에 의한 토양탄소균형 변화

3.1.1. 경운 및 윤작의 효과

◦ 옥수수재배지의 토양탄소저장량은 경운에 의해 주변 잔디보다 초기에 낮

았으나, 20년이 지난 후 경운한 옥수수재배지의 토양탄소저장량은 잔디

와 거의 같았으나 무경운한 재배지에서는 오히려 높았다.

자료: Dick등(1998).

그림 4-10.  잔디와 옥수수재배지 토양탄소저장량

◦ 퇴비 등 유기물의 투입, 경운, 윤작 등에 의해 토양탄소격리가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그러나 토양감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뒤

따라야 한다.

– 꾸준한 유기물의 투입과 무경운이 장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 지난 30년간 윤작보다는 무경운에 의해 토양탄소저장량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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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리 토양유기탄소농도 (g/kg) 토양탄소 (Mg/ha)

경운

  무경운(NT) 22.7 95a

  행경운(CT) 18.5 78b

윤작

  옥수수-귀리- 지(COM) 21.9 92a

  옥수수 연작(CC) 21.5 90a

  옥수수-콩(CS) 18.4 77b

경운/윤작 상호작용

  PT/CS 16.8 71a

  PT/CC 19.1 80ab

  PT/COM 19.6 82ab

  NT/CS 20.0 84ab

  NT/CC 23.8 100b

  NT/COM 24.2 102b

자료: Dick등(1998).

표 4-5.  토양탄소함량에 미치는 경운, 윤작 및 상호작용 효과

3.1.2. 작부체계 및 농업관리의 효과

◦ 토양탄소저장량은 기후대, 토지이용, 작부체계, 농업관리법 등에 따라 변

한다. 동일한 작부체계의 농경지라도 시비관리에 따라 토양탄소함량은 

달라진다. 중국의 주요 농업지역에서 관행농업과 대안농업이 토양탄소함

량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20년 동안 측정하고, 이를 탈질-분해(DNDC)모

델로 모의(模擬)한 결과를 비교하였다<그림 4-11>.

– Qiqihaer지역은 옥수수연작, Quzhou지역은 겨울밀·옥수수윤작, Hequ지역

은 기장·감자윤작, Hangzhou지역은 보리·쌀(2모작)윤작, Qiyang지역은 겨

울밀·옥수수윤작, Chongqing지역은 겨울밀·쌀윤작 작부체계이다.

– 토양탄소함량은 논에서 보다 밭에서 훨씬 더 다양하게 변했다.

– 토양에 작물부산물을 처리하거나 축분퇴비 등을 시용하여 토양이 저장

하는 탄소의 양이 증가하였다. 작물수확물 일부와 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처리하는 것은 탄소감축을 늘려 탄소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

나의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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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ang등(2008).

그림 4-11.  작부체계와 농업관리에 따른 토양탄소저장량

◦ 우리나라 논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퇴비(7,500kg/ha)를 연용한 결과, 토

양의 유기탄소함량이 퇴비를 처리한 경우 무처리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

록 상당히 증가하였다<그림 4-12>.

– 적절한 형태로 토양에 들어간 유기물을 농림업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면, 

이는 곧 농림업의 탄소흡수용량의 증대와 이를 통한 청정개발체제 사업

으로 유도하는 견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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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원교 외 3인(2007).

그림 4-12.  장기간 퇴비시용에 따른 토양유기탄소함량 변화

3.2. 유기자원순환 농산업 확립

3.2.1. 농산촌 유기자원순환

◦ 농산촌에서 농림업은 생산·가공·소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고리를 크게 구분하면, 주로 경종농업과 축산농업이 유기자원순환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그림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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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농산촌 유기자원 순환 모식도

◦ 농산촌 지역의 유기자원순환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접근

이 필요하다. 이는,

– 1단계: 지역 내 생태적 경종-축산 농장과 지역 간에 경험을 공유하는 과

정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단계

– 2단계: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지역 내 생태적인 생산, 가공 및 재순환하

는 농장에서 얻어지는 환경이익을 관행적인 생산과 비교 연구하는 단계

– 3단계 및 4단계: 이로부터 얻어지는 경제효과를 평가하고, 지역경제 발

전 및 고용기회 창출을 포함하는 사회수준의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

– 5단계: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타 지역으로 전파를 권장하여 

탄소교역이 이뤄질 수 있는 의제(agenda)를 채택하는 단계이다.

◦ 농산촌에서 실행이 가능한 농산부산물 바이오매스 순환과 이에 속하는 

농업형태를 기존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유형화했다<표 

4-6>. 개략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의해 탄소가 유기자원으로 순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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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부산물(탄소)자원순환
서 시스템

농가

경지 내 순환 볏짚‧왕겨 등 농산부산물 토양환원

작부체계 순환 윤작‧혼작‧녹비작물 재배

가구 내 순환 생활 재활용 유기자원의 퇴비화

지역

토지이용형태 간 순환 농산부산물이용‧휴경지윤작(사료작물)‧입산부산물퇴비화 

농가 간 순환 경종-축산 농가 간 유기부산물(퇴비‧볏짚‧액비) 자원화

농업-지역사회 순환 지역 농산식품재료 식‧공   잔반의 사료‧퇴비화 

지역

농업지역간 순환 경종-축산 부문간 유기물 교환

농업-공업 부분 순환 식품가공 등 공업부문 유기부산물의 퇴비화

농 -도시 간 순환 생활 유기부산물 사료화‧퇴비화

자료: 김창길과 강창용(2002).

표 4-6.  지역 유기자원순환 유형과 농업 형태

3.2.2. 농산부산물 바이오매스

◦ 농림업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산업으로 퇴비화, 사료화, 

바이오에너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농산부산물 바이오매스를 이용

하는 것은 농업이 지닌 기존 역할 이외에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그림 4-14>.

◦ 지금까지 농산부산물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과정은 손익분기규모 등 제

반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 이러한 손익분기규모 분석에 지금까지 행하였던 경제성분석 이외에 농

업행위를 통해 얻어진 탄소감축과 이를 통한 가치발생의 요인을 추가해

야 한다.

– 농림업에 의해 확보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에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부터 짐작하였듯이, 농업에 의해 저장되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농업

에 의해 저장되는 동안 안정화까지 가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레 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 바로 이러한 탄소감축 효과가 농산촌의 탄소순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동

기발생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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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현태와 김연중(2008).

그림 4-14.  농산 바이오매스의 분류

◦ 한편 지금까지 농산촌의 유기부산물 활용은 논에서 나오는 볏짚·미강·왕

겨, 밭에서 나오는 줄기와 잎, 과수원에서 나오는 전정가지를 위주로 하

여왔으나, 앞으로는 축산 쪽에서 나오는 분뇨 등 부산물도 경종농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산촌의 탄소순환 고리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 농산부산물 바이오매스 발생량은 재배면적에 비례하는 특성이 있다. 논

농사를 통해 연간 6,236천 톤의 볏짚이, 과수농업에 의해 총 1,411천 톤

의 전정가지가 발생한다. 이는 탄소를 함유한 농업부산물로 지역에서 재

생자원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재배면

(천ha)

바이오매스

종류

단 면 발생량

(kg 10a
-1
)

발생총량

(천ton/년)

벼 955
볏짚 653 6,236

왕겨 118 1,127

과수 

사과 28 정가지 1,899 532

배 21 정가지 1,433 301

포도 19 정가지 2,686 510

복숭아 13 정가지 521 68

계 81 - - 1,411

자료: 박현태와 김연중(2008).

표 4-7.  논 및 과수원에서의 바이오매스 발생량(2006년)

◦ 볏짚은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산부산물로 탄소 함량뿐만 아니라 비료 성

분이 많기 때문에, 퇴비, 토양개량제 등으로 활용하여왔다. 농가의 약 

60% 정도가 퇴비로, 약 25% 정도가 사료로 이용하는 편이었으나(한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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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경제연구원, 2006), 최근에는 축산농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볏짚곤포

의 형태로 농경지 밖으로 반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손익분기규모 평가에 볏짚 및 전정가지 등 바이오매스의 탄소가

치가 평가된다면, 농림업의 탄소흡수 효과는 지금보다 크리라 본다.

3.3. 탄소순환인증과 청정개발체제 활용

3.3.1. 농림업 바이오매스자원 재활용

◦ 지역사회의 탄소순환은 농림업을 통해 생산한 바이오매스(주산물 및 부

산물)를 사회가 이용하고. 경종부산물과 축산부산물을 서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이용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이뤄야한다. 어느 한쪽이 부족

하거나 남는 경우, 바이오매스 순환은 타 지역과 연계하여 그 고리를 형

성해야한다.

◦ 따라서 앞으로 농산촌 지역에서 탄소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볏짚을 

농경지에 환원한 경우와 밖으로 반출한 경우에 대해 탄소감축과 이에 따

른 가격을 평가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순환의 유형은 다양하

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규모를 축소 ·확장해야 한다<표 4-6>.

◦ 지역단위 바이오매스 순환시스템의 구성은 반드시 탄소순환에 따른 탄소

감축과 이에 대한 탄소가치 평가를 토대로 설계되어야 한다.

– 볏짚 및 수입건초의 국내 단가와 탄소거래 기준단가<표 4-8>.

단가 탄소시장단가*

바이오매스부산물 건물 (원 kg
-1
) 탄소(원 kg C

-1
) 건물 (원 ton

-1
) 탄소(원 kg C

-1
)

볏짚 183 437
20,172 20

수입건 600 1,429

*유럽 탄소시장 단가(12euro ton-1)

표 4-8.  볏짚 및 수입건초의 국내단가와 탄소거래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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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바이오매스 순환은 지역의 농림업 구성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므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역에서 탄소가 순환하는 다양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

– 그러나 지역단위 물질순환은 투입 → 생산 → 소비 단계로 이뤄지는 순환

을 기초로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순환과정을 거치며 물질(M)의 

잔여축적(ΔM)이 일어나며, 이 축적은 발생부문에 남기도 하지만, 타 경

제부문으로 재활용순환이 가능하기도 하다.

– 물질균형방정식: ΔM = M(투입)+M(생산)+M(소비)

– 지역단위로 볼 때, 경종농업은 축산농업과 임산업간에 서로 연계할 수 

있으며, 이들로부터 생산된 주산물을 지역 활용으로 순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순환 과정에서 각 단위 산업계로 탄소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연계해야 한다<그림 4-15>.

그림 4-15.  지역단위 바이오매스 순환 개념도

◦ 지역단위의 바이오매스 순환은 투입, 생산 및 소비 등의 단계를 평가함

으로써 방향이 결정되었는데, 앞으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축적의 한 구성항목으로 탄소흡수효과 가치를 포함하도록 탄소

목록(carbon inventory)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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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가치를 제외하여 실행한 농산바이오매스 이용의 손익분기점에 관한 

연구(박현태와 김연중, 2008)에서, 볏짚곤포생산 및 과수전정가지 톱밥이

용의 손익분기규모는 각각 14.86ha, 1.23ha이었으나, 만일 탄소흡수를 고

려한다면 손익분기규모는 더 작아질 수 있다.

◦ 가축의 조사료로 볏짚과 수입건초를 이용하고 있는데, 국내 총 볏짚생산

(6,236천ton)을 kg당 탄소기준 단가(볏짚: 437원, 수입건초: 1,429원)를 적

용하여 계산한 거래가치는 11,430억 원이다.

– 국내에서 생산된 볏짚의 경우, 바이오매스생산에 해당하는 탄소가치는 

kg당 탄소거래 단가(20원)를 기준으로 하여 530억 원에 상당하는 탄소배

출권을 갖는다.

– 벼 재배과정에서 토양에 저장되는 탄소의 양(±α)이 증가하므로, 볏짚생

산에 추가적으로 탄소배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앞으로 탄소시장에서 농

림업이 지닐 수 있는 가치는 단순 상거래 및 탄소흡수에 따른 가치를 다 

포함해야 한다<그림 4-16>.

그림 4-16.  국내 연간 볏짚 생산에 따른 거래가치 및 탄소가치

◦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의 온실가스방출상쇄(offset) 프로젝트 중 가장 많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28.5%)이 농경지 토양의 탄산가스 흡수이다.

– 토양탄소시장(soil carbon market)은 주로 농경지토양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무경운, 보전경운, 식재에 의한 토양피복)를 거래하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 단위ha당 흡수량을 탄산가스환산 톤에 고정하여 거래를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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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토양관리상쇄(soil management offsets)는 농지관리, 양분관리, 경운 및 

부산물관리, 토지피복, 토지복원 프로그램 등에 의해 토양유기탄소로 고

정되는 온실가스흡수 기능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토의정서에도 제시

되어 있으며 IPCC는 토양탄소격리를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독립부분으로 언급하고 있다.

◦ 농경지 토양에서 탄소고정의 배출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제3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등록된 농업인들은 토양탄소고정과 관련한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등록된 지역에서 최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전 경운을 이행해야하고,

– 무경운과 보전경운 등의 토양관리와 유기토양관리, 농경지복원 프로그

램 등을 수행해야하는 등, 농림업에서 탄소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졌나하

는 평가로부터 출발한다.

자료: Feng등(2000).

그림 4-17.  탄소시장에서 농업부문 탄소교역 예(VLC계)

◦ 그러면, 탄소순환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순환과정을 

인증할 필요가 발생한다. 지역단위에서 볼 때, 자원순환은 농림업부문 또

는 타 산업부문과 지역 간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탄소흡

수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투입 ·생산 ·소비에 따른 탄소순

환 과정의 수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 이는 탄소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졌나하는 평가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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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탄소순환인증의 필요성과 기술적인 가능성

◦ 농림업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과 부산물은 유기탄소화합물로, 농림업은 

지속적으로 안전한 식량을 생산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을 갖

고 있다. 이를 위해,

– 첫째,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확보하기위해 시용한 질소가 퇴비인지 화학

비료인지, 또 시비이력은 어떤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며,

– 둘째, 재활용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 셋째, 지역·국가 사이 농산물 및 생산자원의 탄소교역은 과학적인 표준

(yardstick)을 두어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하며, 

– 넷째, 탄소순환에 따른 농림업의 탄소흡수의 안정화를 평가해야 한다.

◦ 농업과 연계한 지역의 탄소순환은 재활용 바이오매스의 순환이기에, 근

본적으로 농산물·사료·축산분뇨의 순환이다. 만일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

짐을 과학적으로 인증할 수 있다면, 이는 직접적으로는 농림업의 부가가

치를 높이고,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에

게 미래를 위한 에코펀드(eco-fund)에 기부했다는 뿌듯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농업에서 질소는 안정적으로 농업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

러기에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농업에서 탄소의 순환과 함께하는 질소

의 역할은 중요하다.

– 따라서 이러한 자연의 법칙은 농림업의 유기자원의 순환을 질소 지문을 

통해 추적·인증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부단한 노력과 농업에 대한 과학적인 애정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농업에서의 유기자원의 순환은 생산 ·가공 ·유통 등 

농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대역사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과학적인 인증기술 개발의 전단계로 현재 유기농산물의 생산지 

및 품질과 생산지 시비이력을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있다. 현

재 유기농산물인증에 적용하고 있는 기술(특허등록(현재 5개국):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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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미국)이 산지와 품질의 판정이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술을 DNA-marker처럼 농업에서 탄소순환을 인증할 수 있는 규약으로 

발전시킨다면, 이는 분명 우리 농업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그

림 4-18>.

자료: 윤석인과 노희명(2006).

그림 4-18.  재배과정 중 시비이력에 따른 양배추의 중질소(15N) 조성 변화

 

◦ 현재 우리농업은 정부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중국의 거센 농산물의 홍수와 소비자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신으로 인해 수입유기가공식품의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

– 외래 바이오매스는 분명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바이오매스와 함께 처리

해야하기 때문에, 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 이러한 경우는 농림업의 탄소흡수 기능에 부담이 되는 현상임에는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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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안정적 탄소흡수기능 제고

◦ 농림업이 지닌 탄소흡수기능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 또는 순환지역차원

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매우 많다. 크게 구분하면,

– 첫째,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농업을 통해 흡수된 탄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각 단계의 표준과 프로토콜을 설정하고,

– 둘째, 농경지토양에 격리된 탄소의 안정화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 셋째, 농산촌의 다양한 탄소순환과정을 평가하여 청정개발체제 사업으

로 등록 유도하고,

– 넷째, 이러한 표준에 의한 평가 체계를 농업분야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야하는데,

– 농림지의 바이오매스의 활용과 이에 따른 가치문제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쓰는 화석연료는 이미 오

래 전에 토양에 저장된 유기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후세를 위해 화석원

료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를 농경지에 저장할 경우와 화석연료대체

연료에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 장·단기적 가치에 대해 선택해야 한다.

3.4.1. 산림 탄소흡수능력 제고

◦ 농업 분야에서 농경지와는 달리 사람의 간섭이 거의 없는 산림은 탄소흡

수용량이 커서 탄소배출권 가치가 큰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나, 비록 임종

에 따라 다를지라도 나무는 일반적으로 수령 30-40년이 지나면 광합성 

능력이 포화되거나 심지어 감소하기도 한다<표 4-2>. 따라서 산림의 탄

소흡수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 첫째, 임종에 따라 다를지라도 광합성이 포화에 달한 수령 30-40년이 

지난 나무는 간벌이나 벌채를 통해 재 조림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림의 

탄소흡수용량을 높이는 관리가 필요하다.

– 둘째, 숲가꾸기를 통해 목재셀룰로오스 바이오에너지 원료를 생산하거

나, 양질의 목제품·가구를 생산하거나, 목조건물을 건축하는 등 탄소배

출을 감축하고 탄소흡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벌채가

지의 산림 밖 배출은 장기적인 탄소관리에 던지는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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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구결과, 이미 포화된 산림의 탄소흡수능을 늘리고자 외국에서는 

외부로부터 양질의 바이오매스(바이오솔리드·액비)자원을 산림에 재활용

하여 탄소저장량을 늘리는 시도와 조림·육림방법(재식밀도·시비법 등)과 

함께 광합성능이 좋은 임종을 개발하는 산림경영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 따라서 농산촌의 산림경영은 토양의 탄소흡수용량을 키우면서 그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흡수용량 증진과 안정화

에 관한 연구가 장·단기적인 단계로 선행하여야 한다.

3.4.2. 농림업 바이오매스 재활용에 의한 탄소흡수능력 제고

◦ 농림업은 특성상 그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를 순환시킨다. 여

기에 대한 전제로는 농경지에 처리가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적절한 수준

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 바이오매스자원을 공유하고 순환시키는 것은 비단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 또는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히 이 순환과정 전체에 대하여 동위원소지문을 활용하는 등 과학적인 

인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 다음으로, 농업에 의해 작물이 흡수하는 탄소의 양과 안정도 및 토양에 

저장되는 탄소의 양과 안정도에 관한 정량적인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 이러한 평가를 통해, 농업에서 이뤄지는 탄소흡수 및 탄소의 안정화에 

대한 비용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하도록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 농경지 토양이 온실가스 흡수를 높이고 부식화과정을 따라 안정화되는 

탄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법(부산물 재활용·무경운·윤작 등)이 이

뤄졌을 때, 단위 농가 또는 지역을 적절히 격려할 수 있는 탄소흡수에 

따른 보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 이를 농산촌 지역의 탄소인증(carbon labeling)사업과 상표(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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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연구가 필요하며,

–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유기축산 등의 수익성 신장과 생산이력 및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예를 들면 출신지와 성분을 보증할 수 있는 명품

시장 등 시장이원화(dual market)도 추구해야 하며,

– 지역의 local food system과도 연계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

3.4.3. 간척지를 활용한 탄소흡수능력 제고

◦ 간척지는 특성상 토양의 탄소함량이 매우 낮은 처녀 농경지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간척지를 안고 있는 농림업의 탄소흡수효

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

◦ 처녀 간척지를 해안염류 생태계의 안정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자연체

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이 과정을 통해 탄소흡수를 늘릴 수 있다고 본

다. 이는 농업과 토양이 흡수하는 탄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으며, 이를 통해 농업이 미래에 지닌 가치가 크다는 것

을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선 새만금(2만8,300㏊)을 예로 

들면,

– 평균 토양탄소함량으로 저장한다고 계산할 때, 표토에 어림잡아 4,0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고,

– 간척지 해안염류 생태계가 안정화하는데 유기물이 필수이므로, 농림업 

관리에 의한 조기 생태계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림업의 탄소흡수용량

을 늘릴 수 있으며,

– 이렇게 매년 토양에 저장된 탄소는 점점 분해에 저항성을 지닌 안정한 

탄소화합물로 변하는데, 이는 간척지 토양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탄소

저장용량을 키우게 되기 때문에, 간척지의 탄소흡수용량에 관한 정책과 

연구는 분명 농업이 가야할 또 하나의 블루오션(blue ocea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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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1.1. 국내외 기후변화의 현황과 전망 

1.1.1. 세계 기후변화의 현황과 전망

◦ IPCC1)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년(1906~2005)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

가 공업화 이전보다 약 1.4배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평균기온은 0.74℃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의 북반구 평균기온은 

1850년 이후의 기온변화 기록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0년간의 기온상승은 과거 100년간 기온상승 추세보다 2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세계의 기후변화 예측은 통상적으로 실현 가능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구

성하여 이루어진다. 21세기 말(2090~2099)에는 세계 평균기온이 1980~ 

1999년에 비해 1.1~6.4℃ 상승하며, 열팽창과 육지빙하의 손실로 해수면은 

18~59cm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IPCC, 2007). 

◦ IPCC 제4차 평가보고서(2007)에 따르면 기온 상승폭이 1℃ 미만인 경우 

일부 지역에서 물 부족 및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온이 현재보다 2~3℃까지 상승하는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동식물 종의 20~30%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 온난화는 농업부문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온난화 정

1)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와 련된  지구  

험을 평가하고 국제  책을 마련하기 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

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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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산

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광합성 활동이 증가하는데 이는 마치 비료 살

포에 의해 작물생육이나 수량을 증대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현재보

다 CO2농도가 200ppm 정도 증가하는 경우 소맥과 대두 등의 농작물에

서 10~15%의 수량증가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 일본의 평균기온은 1898년 이후 100년에 걸쳐 약 1.1℃ 비율로 상승하고 

있으며, 21세기 말까지 세계 평균 예측치보다 0.3~0.6℃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일본 기상청, 2009). 2060년대에 전국 평균기온이 약 3℃ 상

승할 경우, 벼의 잠재적 수량은 홋카이도에서 13% 증가하지만 동북 이남

에서는 8~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60년대 사과 및 감귤의 재배

적지는 홋카이도 지역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적지가 되지만, 관동 이남 

지역 대부분은 적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영국의 평균기온은 1960년 이후 45년 만에 1.0℃ 상승하였으며, 2060년

까지 약 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영국 기상청, 2006). 또한 향후 50

년에 걸쳐 유량이 최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농작물 수확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기후변화로 야

기되는 사회경제적 요인 및 홍수의 변화가 농업 생산패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호주의 현재 평균기온은 1950년보다 0.9℃ 상승하였으며, 2070년에는 

1~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CSIRO&BOM, 2007). 강수량은 호주 남

부 지역에서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래의 기후변화로 

밀의 생산량은 2030년에 9.2%, 2050년에 13.0%, 소고기는 9.6%, 19.0%, 

우유는 9.5%, 18.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지구온난화는 수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구온난화를 태양 활동과 음모론

으로 보는 일부 시각도 있으나, 과학적 분석 결과를 기초로 온난화는 인

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하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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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 우리나라의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904~2000년까지 관측된 기

온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기온이 1.5℃ 상승(도시열섬효과 포함)하여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인 0.74±0.1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립

기상연구소, 2006).

◦ 전국의 60개 지점에서 관측된 자료를 토대로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여

름철(6~8월) 평균기온은 지난 40년 동안 1%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겨울철(12~2월)에는 1960년대 평균기온이 1.3℃였으나, 1970년대 2.2℃, 

1980년대 1.9℃, 1990년대 3.1℃, 2000년대에는 3.2℃로 지난 40년간 겨

울철 평균기온은 약 2℃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1>.

구분
1960년

(A)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B)
A/B 변화 

여름철 23.7 23.5 23.8 23.9 24.0 1.01

겨울철  1.3  2.2  1.9  3.1  3.2 2.46

자료: 심교문 외 5인. “기후변화가 농업생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후온난화 대비 강원농업의 진로 
탐색｣. 강원도농업기술원. 2008. p.45.

표 5-1.  연대별 여름철과 겨울철의 평균기온 변화 추이
단위: ℃

 

◦ 지난 100년간 강수량은 해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하

는 추세이다. 1910년대 전반, 1940년대 전반, 1970년대 후반, 1990년대 

전반의 강수량은 다른 기간보다 적으나 최근 30년간(1977~2006년) 연평

균 강수량은 1,200mm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다소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립기상연구소, 2007).

◦ 지난 46년간(1961~2006년) 수원, 강릉, 대구,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이상

기상이 발생하는 월수(月數)를 보면, 1988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1988년 이전에는 이상저온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이상고온의 발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온이 심했

던 1980년에 이상저온이 발생하는 월수는 6.5로 가장 많았고, 1998년에 이

상고온 발생월수가 6.8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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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심교문 외 5인(2008). p.47.

그림 5-1.  이상고온과 이상저온의 발생월수 변화(1961~2006년)

◦ 국립기상연구소(2006)의 예측결과에 의하면 과거 30년(1971~2000년 평균

치) 대비 2020년의 평균기온은 1.5℃, 2050년 3.0℃, 2080년 5.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수량의 경우 2020년 5%, 2050년 7%, 2080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5-2>. 

구  분 2020년 2050년 2080년

온도 증가(℃) +1.5 +3.0  +5.0

강수량 변화(%) +5.0 +7.0 +15.0

해수면 변화 2100년 50cm 이상 상승

  주: 1) A2시나리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비교적 급격하게 증가하여 2100년에 농도가 820ppm
이 되는 것을 가정한 것이고, B2시나리오는 610ppm을 가정한 것임.

2) 예측된 변화 수치는 1971-2000년의 평균값에 대한 증감임.  
자료: 국립기상연구소.「한반도 기후 100년 변화와 미래」. 2006.

표 5-2.  한반도 기온과 강수량 변화 예측(A2시나리오 가정) 

◦ 향후 기온상승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상당한 기후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이 4℃ 상승하는 경우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아열대 기후지역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과 강원도를 제외한 충청도와 경기도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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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기상연구소는 IPCC 연구결과를 기초로 에너지원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나리오(A1B)를 상정하여 전 세계 기후는 1860~2100년까지, 한반도 기후

전망자료는 1971~2100년까지의 중장기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2100년 한반

도 기후는 세계 평균보다 1.5~2℃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5-2>. 

-2

-1

0

1

2

3

4

5

6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단위: ℃ 한반도 전지구

 자료: 국립기상연구소. ｢A1B 시나리오에 따른 전지구와 한반도 지역의 평균자료｣. 2008.

그림 5-2.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기온변화 전망

1.2. 농산물 생산의 기상요소 영향력

◦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기후변화가 각 재해종류별로 농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재해종류별 피해율을 종속변

수로, 기후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자기회귀모형인 

Parks Method를 이용하여 패널자료를 분석하였다. 

◦ 재해종류별로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후변수들을 분

석한 결과, 연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태풍, 돌풍, 설해에 의한 피해는 

증가하고, 기온극차가 증가함에 따라 해일, 돌풍, 폭풍, 설해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호우피해가 증가하

며, 우박/낙뢰, 돌풍에 의한 피해는 감소하였다. 강수집중도가 증가함에 따

라 호우, 태풍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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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호 우 태 풍 우박/낙뢰 해 일 돌 풍 폭 풍 설 해

연 평균기온 + + +

기온극차 + + + +

강수량 +  - -

강수집 도 + +

표 5-3.  기후변수와 농작물 재해

◦ 미곡 단수의 정체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02~2003년의 단수 정

체요인은 기술요인 23.6%, 기상요인 76.4%, 2006~2007년은 기술요인 

33.5%, 기상요인 66.5%로 나타나 2002~2003년과 2006~2007년 모두 기

상요인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태풍의 영향으로 등숙기의 기온저하

와 일사량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표 5-4>.

구  분　
2002~2003 2006~2007　

기여도(kg) 기여율(%) 기여도(kg) 기여율(%)

기술요인 9.8 23.6 9.6 33.5

   - 육종요인 6.9 70.7 6.8 71.3

   - 보 요인 1.9 19.8 1.9 19.4

   - 재배요인 0.9 9.4 0.9 9.3

기상요인 31.6 76.4 19.1 66.5

합   계 41.4 100.0 28.7 100.0

자료: 김창길 외 4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향분석과 응 략｣. 연구보고서 R593 한국

농 경제연구원. 2009. p.71.

표 5-4.  2002~2003년과 2006~2007년의 미곡 단수 정체 요인별 기여도

◦ 미곡 단수의 변동요인을 분해하고 각 요인별 추이를 보면, 보급요인의 

기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재배요인은 정체된 반면 기상요인은 증

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즉, 미곡 단수의 변동요인 가운데 기상요인은 16.8% 

(1980년대)→24.9%(1990년대)→28.0%(2000년대)로 기상재해가 발생한 연

도에 비해 기여율이 크게 높지 않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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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 변동 분석

1.3.1. 사과

◦ 사과 재배적지는 연평균 기온이 8~11℃, 생육기 평균기온이 15~18℃인 

지역으로 겨울 온도가 내륙 또는 분지의 특징을 지닌 지역이 해당되며 

현재 국내의 사과 재배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3.5℃ 이하이다. 현재 온

난화로 인해 사과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있으며 안전재배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 1970년 경북 및 경남에서 재배되던 사과는 점차 주산지가 북상하여 2005

년에는 주로 경북에서 재배되며 거창, 장수, 무주 등 고랭지 ․ 준고랭지역 

또는 산간지역으로 재배지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5-3>. 

<1970년> <1990년> <2005년>

주: 농업총조사(1970년, 1990년, 2005년) 대상농가 가운데 순위로 상위 10%, 20%, 30%, 40%에 해당
하는 지역임. 

그림 5-3.  연대별 사과 재배지역 변동 현황

◦ 서형호 등(2004)은 사과 ‘후지’를 착색을 기준으로 기온상승 정도별 재배

적지 변동을 예측하였다. 현재는 남부지방과 일부해안지대 및 내륙 평야

지대와 대도시 인근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사과의 기후적 재배적지에 해

당하지만 생육기 평균기온이 1℃ 상승하게 되면 재배적지가 북상하면서 

2) 안 재배지 란 월동하는 작물이 겨울 동안 동사(凍死)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  기온 를 

나타내는 것으로 월동하는 농작물의 재배 가능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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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축소되며 산간지가 점차 재배적지로 변하게 된다. 2℃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사과재배 부적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

◦ 온난화로 사과 재배지가 북상하고, 향후 경남 및 충남의 사과 재배면적

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북에서도 지금보다 위도가 더 

높은 지역과 경기 및 강원지역으로 재배지가 북상하고 고랭지․준고랭지

역 및 산간지역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5-5>.

구  분 지    역

증가

지역

주산지역 주,의성,안동,청송,충주,문경,거창, 화,포항, 천, 양,함양

新 증가지역 장수,괴산, 동, 덕,보은, 양,무주,단양

감소지역 산, 천,군 ,김천,경주, 구,음성,청도,성주,구미,칠곡,이천,홍성,청원,경산

유지지역 제천,당진,정읍,장성,곡성, 월

향후 사과 재배지역

▪경북에서도 재 재배지보다 도가 더 높은 지역( 화, 청송, 주, 안동 등)

▪경남에서 양, 거창, 함양 등 고랭지․산간지역

▪ 북에서 장수, 무주 등 고랭지 지역

▪경기 북부지역(포천, 가평), 강원도 일부(춘천, 양구, 횡성, 월 등) 지역

표 5-5.  온난화에 따른 사과 재배지역 변화 전망

1.3.2. 복숭아 

◦ 복숭아의 최적 생육온도는 연평균 12~15℃이며, 휴면기에는 내한성이 강

하나 약 15년 주기의 재배 사이클에 극기온이 -25℃에 이르는 지역은 재

배 불안정 지대이다. 겨울철이 자발휴면기간일지라도 한계기온보다 낮아

지면 복숭아 꽃눈은 대부분 동사하게 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서 동해피해 위험과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 GIS를 이용하여 분석한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1970년대 복숭아 주 재배

지역이 서해안 일대와 경남이었으나, 2005년에는 1970년보다 재배지역이 

넓어져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동해 발생지역 감소로 복숭아 재배지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5-4>.

3) 기상청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사과의 생육기 평균기온이 2℃ 정도 상승하려면 지 과 

같은 추세로 약 205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단된다(서형호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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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990년> <2005년>

 주: 농업총조사(1970년, 1990년, 2005년) 대상농가 가운데 순위로 상위 10%, 20%, 30%, 40%에 해당
하는 지역임. 

그림 5-4.  연대별 복숭아 재배지역 변동 현황

◦ 향후 온난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로 경남지역의 복숭아 재배면적은 감소

하지만 기온 상승으로 인해 고랭지 ․ 준고랭지역, 산간지역, 경기 및 강원

지역으로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5-6>.

구  분 지    역

증가

지역

주산지역 천,충주,음성,이천, 동

新 증가지역 원주,춘천,상주,남원,임실,의성,제천,여주,괴산, 주,군 ,보은,횡성,청송,무주

감소

지역

감소지역 나주,논산,완주,아산, 양,천안,안성,화성,김해,진주,인천, ,시흥,김제

최근감소지역 경산,청도, 덕,김천, 주,순천,화순

유지지역 연기, 구,옥천,청원,경주,안동,구미,양양, 천,거창,양구,삼척,장수

향후 복숭아 재배지역

▪기존 충주, 음성, 이천, 원주, 춘천 등 충북  강원지역이 주산지로 부상

▪경남과 남, 제주 지역 등을 제외한 국 부분의 지역으로 재배지역이 확

될 망

표 5-6.  온난화에 따른 복숭아 재배지역 변화 및 전망

1.3.3. 열대작물

◦ 지구온난화로 인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했던 열대작물의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재배면적도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참다래의 주산지 변화

를 살펴보면, 1990년에 전남 목포, 해남, 고흥과 제주 북부에 형성되어 

있던 주산지가 2005년에는 경남 사천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제주도의 경

우 북부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재배지가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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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미래기후 전망 가운데 하나인 A1B 시나리오4)를 이용하여 제주를 

제외한 육지부의 향후 열대과수 재배 가능성을 예측해보면5) 구아바의 

경우 현재 기온대에서는 극히 적은 면적이 재배가능지역으로 포함되지만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앞으로 40년 후(연평균 2℃ 상승)에는 전

남 및 경남지역을 위주로 확대되며 70년 후(3℃ 상승) 서해안 및 동해안

을 따라 재배가능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5>.

◦ 구아바 외에도 아보카도, 아떼모야, 망고, 용과, 파파야의 재배가능지역도 

점차 북상하며 ‘구아바 ․ 아보카도→아떼모야․망고→용과→파파야’ 순으로 

재배가능지역 북상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 재> <2℃ 상승> <3℃ 상승> <4℃ 상승>

자료: 서형호 외(2009).

그림 5-5.  기온상승에 따른 열대과수 재배가능지역 변동 예측도

4) A1B 시나리오의 측결과, 평년(1971~2000년) 비 21세기 말(2071~2100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약 4℃ 상승하고, 강수량은 약 17% 증가할 것으로 망되었다.

5) 농 진흥청 농업기술개발 어젠다 과제로 수행 에 있다(서형호 외, 2009). 인용된 그림은 공

간해상도 30m×30m로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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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

2.1. 농업인의 기후변화 인지도

◦ 농업인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와 적응 조치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

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8~9월이며 조사대

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377명(우편조사)과 농업인 105명(면

접조사)으로 총 482명이다. 조사 대상자의 지역 분포는 기후변화의 체감 

정도와 농경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전라권 31.5%, 경상권 29.6%, 강원권 

11.8%, 충청권 11.0%, 경기권 10.6%, 제주권 2.9% 등으로 구성하였다.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인지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가 65.6%, ‘자세히 알고 있다’가 9.8%로 약 75.4%가 기후변화를 인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21.0%임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농업인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한 농업인

은 1.5%로 나타났다<그림 5-6>.

단위: %

그림 5-6.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n=482)

◦ 농업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체감정도와 관련한 문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온도가 상승’하였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86.9%, ‘평균 강수량이 증가’

하였다는 응답은 50.9%로 나타나 기온상승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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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현상에 대한 농업인들

의 반응으로 ‘가뭄횟수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67.8%, ‘홍수횟수가 증

가’하였다는 응답은 53.5%로 나타나, 홍수보다는 가뭄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중이 70.4%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응답의 11.2%에 비해 월등히 높아 기후변화

로 인한 농업생산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의 

결정요인으로는 ‘기상여건’이 46.3%, 농산물가격 22.2%, 재배기술 16.6%, 

농업기반시설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농업인들은 기상여건이 농업생

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5-9>.

단위: %

그림 5-7.  농업인의 기후변화 영향력에 대한 반응

2.2. 농업인의 기후변화 대응 태도

◦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여부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53.9%,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41.9%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 가운데 ‘향후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응답은 69.9%로 기후변화 대응에 농업인

들의 참여와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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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5-8.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여부

◦ 농업인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장애요인으로 ‘적절한 적응대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이 51.2%,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이 

19.7%,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의 부족’ 13.1%, ‘농업용

수를 확보하기 어려움’이 7.5% 등의 순으로 대체로 자금부족 요인보다는 

기술부족과 정보부족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9>.  

단위: %

그림 5-9.  농업인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장애요인

◦ 농가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방안 중 ‘품종변경’을 실천

하겠다는 응답은 49.2%였으며, ‘파종 및 수확시기를 변경’하겠다는 응답은 

61.4%, ‘농약 및 비료 조절사용’ 64.7%, ‘재배작목 변경’ 39.0% 등으로 

조사되었다<표 5-7>. 농업인들은 기후변화에 품종변경이나 재배작목의 

변경보다는 농약 및 비료의 조절사용이나 파종 및 수확시기의 변경 등을 

통한 적응 방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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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단위의 기후변화 적응방안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정보 부

족’과 ‘노동력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부문 기후

변화 적응대책 모색에 있어서는 농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적응조치 이행시 추가적인 노동력 투입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단  응방안
그 다 아니다 아니라면 그 이유

응답수 비 응답수 비 이유 응답수 비

품종변경 237 49.2 192 39.8

자 부족 41 21.4 

정보부족 52 27.1 

노동력부족 50 26.0 

기타 19  9.9 

종‧수확 시기 변경 296 61.4 133 27.6

자 부족  9  6.8 

정보부족 38 28.6 

노동력부족 35 26.3 

기타 18 13.5 

농약‧비료 조 사용 312 64.7 115 23.9

자 부족 11  9.6 

정보부족 22 19.1 

노동력부족 39 33.9 

기타 11  9.6 

재배작목 변경 188 39.0 236 49.0

자 부족 26 11.0 

정보부족 92 39.0 

노동력부족 50 21.2 

기타 20  8.5 

표 5-7.  농가단위 기후변화 적응방안 실천 여부
단위: 명, %

◦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응답자는 14.9%로 품목별로는 

과일류 47.1%, 미곡 및 맥류 36.8%, 채소 및 과채류 10.3%를 차지하였

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응답자는 5.0%로 나타나 농작물재해

보험 및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편임을 볼 수 있다.

 

◦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은 45.3%,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겠다’는 48.1%로 향후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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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았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약관에 현실성 있는 기후

조건을 반영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보험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그림 5-10>. 

단위: %

그림 5-10.  향후 농작물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 가입의사

◦ 현재 작물다각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42.7%,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45.2%로 나타났으며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 가

운데 ‘향후에도 작물다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0.1%로 ‘하겠다’는 

36.2%보다 높았다<그림 5-11>.

단위: %

그림 5-11.  현재 작물다각화 실천 여부

◦ 농업인의 신품종 및 난지작물 재배의향은 58.7%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

다. 재배의향이 있을 경우 향후 요구사항으로는 ‘새로운 작물의 재배기술

지도’ 39.6%, ‘새로운 작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24.0%,  ‘전환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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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보전 등 경제적 보상 프로그램’ 21.6%, ‘새로운 작물의 소비자 교육 

및 홍보’ 7.1%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12>.

단위: %

그림 5-12. 신품종 및 난지작물 재배의향과 향후 요구사항

◦ 농업인들이 향후 탄소감축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응답은 68.5%이며, 농업

인들이 향후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주작목별 동참 의사에서는 과일류가 

7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과일류의 피해가 가

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탄소감축에 대

한 동참의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5-13>.

단위: %

그림 5-13. 주작목 및 학력별 향후 탄소감축 노력 동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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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험 및 불확실성하 농업인의 의사결정

◦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를 제공하기 때문

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응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적응수단은 각 농가단위에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판단 기준으로 기대효용을 고려할 수 있다.

◦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및 불확실성하에서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기대효용모형을 이용하여 수량반응함수를 계측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수단 중 파종시기 변경의 적용 유무에 따른 기대수익의 차이를 

추정한 결과, 2011~2040년 기후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경우 광주 79만원, 

밀양 120만원, 전주 1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8>. 

◦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기대효용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농민들의 기후변화 

적응수단의 적용확률을 계산시 전체 농민의 65% 정도가 적응수단을 채

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농업인들이 기후변화 적응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적절한 기술에 대한 수용력 또한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 기 간

종시기 고정 종시기 변경

기 수익

(천원)

생산량

(kg/ha)

질소시비

(kg/ha)

수

(㎜/ha)

기 수익

(천원)

생산량

(kg/ha)

질소시비

(kg/ha)

수

(㎜/ha)

 주

1971~2000 11,386 8,074 157 245 11,386  8,074 157   245

2011~2040 11,353 7,995 179 104 12,146  8,639 179   233

2041~2070 11,317 7,968 190 119 12,863  9,406 222   455

2071~2100 11,752 8,246 280 456 16,789 13,007 434 1,363

 양

1971~2000 12,529 9,353 232 794 12,529 9,353 232  794

2011~2040 13,161 9,563 301 741 14,358 10,585 308  845

2041~2070 - - - - 16,743 12,785 448 1,531

2071~2100 11,395 8,129 249  30 18,509 14,139 499 1,362

 주

1971~2000 10,774 7,946 160 574 10,774  7,946 160  574

2011~2040 11,020 7,787 164 179 12,432  8,966 193  470

2041~2070 10,583 7,628 172 430 12,921  9,343 215  440

2071~2100 10,578 7,554 177 421 14,413 10,543 287  427

주: 밀양지역의 경우 2041~2070년의 파종시기 고정에 대한 기대수익은 자료의 이상으로 최적화 해를 
구하지 못함.

표 5-8. 광주·밀양·전주지역 중만생종 최적화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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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사례

3.1. 국가별 대응사례 

3.1.1. 일본

◦ 일본은 주요 품목별 조사결과나 기술개발을 근거로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

다. 적응보고서에 제시된 품목은 벼, 맥류, 두류, 토마토 등이며, 주요 내용은 

생산현장 현황, 당면 적응대책, 향후 적응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5-9>. 

◦ 주요 적응대책을 보면, 벼의 경우 백미숙립, 동할립 발생에 대응책으로 지연

이식의 도입, 적절한 시비 관리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대응방안으

로 직파에 의한 이삭 패는 시기 연장의 유효성 검증, 기술개발 확립 및 재

배관리 체계 보급 등이 있다. 두류의 경우 고온다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랑사이에 관수를 철저히 하는 적응책 등의 적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품 목 주요 상 당면 응 책 향후 응방안

벼

백미숙립 발생 ▪지연이식의 도입
▪ 한 시비․수 리의 실시
▪고온내성품종으로 환

▪직 에 의한 이삭 패는 시기 
연장의 유효성 검증

▪기술개발 확립  재배 
리체계 보

동할립 발생

방귀벌 류 다발
▪이삭패기  논두  등의    

잡 리
▪색채선별기로 피해낟알 제거

▪페로몬을 이용한 발생 측의 
고도화와 개체군 억제기술 
개발

두류

고온다우에 의한 생육량 부족, 

착 (着莢)불량, 여물지 못하는 

뿌리의 발생

▪이랑사이 수 철

▪배수와 개의 양립이 시스템에 
의한 물 리기술 확립  보

▪내병해충성의 강화와 내습성 
등을 복합시킨 품종의 육성

▪페로몬 이용 등에 의한 
발생 측․방제기술 개발

병해충의 다발  발생기간의 

확 , 난지성 병해충의 발생

▪ 기․ 정방재 철 , 항성 
품종으로 환 등 

많은 비로 단수 하, 

고온다우로 품질 하

▪배수 책 철 , 불경기(不    
耕起) 종기술의 도입 

자료: 일본농림수산성(2008).

표 5-9.  지구온난화에 따른 품목별 현상 및 적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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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영국

◦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행동은 이미 시작되어 많은 분야의 정부 

정책이 기후변화 관점에서 결합되어 있다. 정부는 자금지원을 통해 농업

부문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주체들의 적응을 도와

주고 있다.

◦ 영국은 농업부문의 물 부족, 겨울철 강수량 증가, 시장 ․ 가공 ․ 소비자 등

에 대응한 적응전략을 마련하였다<표 5-10>. 물 부족에 관한 전략으로 

물을 저장하고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작물을 도입함으로써 물 사용수준을 

통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겨울 강수량 증가에 대한 전략은 농업 토지가 홍수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농법이 강수량 증가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고려한다. 시장 ․ 가공 ․
소비자에 관한 전략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농기계 수요

의 기회로 활용, 이동하기 쉬운 가공공장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구  분  응  략

물 부족

▪ 농지에 작은 규모의 물 장시설 설치

▪ 보다 효율 인 물 사용(기술 , 생물공학 )

▪ 효율 인 사용 진을 한 물 책임/거래가능 허가 계획

▪ 농민들 사이의 장해놓은 물의 거래

▪ 토양 부식을 통제하기 한 기술의 선택

▪ 응력이 강한 작물 품종과 축종을 선택

▪ 여름의 물 사용을 해 표면에 수분을 보존하는 시설 설치 

겨울철 강수량 증가

▪ 한 보상을 통해 농민을 홍수에 취약한 지역의 리인이나 

고지 의 탄소 장 리인으로 환

▪ 집 호우로 경사면이 붕괴될 험 이기 해 식물품종 기술 

향상

▪ 비옥도를 높이기 어려운 진흙토양에 유기물을 첨가

시장․가공․소비자

▪ 개, 종, 수확을 한 새로운 유형의 농기계에 한 잠재  

수요에서 발생되는 기회를 극 으로 활용

▪ 작물재배지가 북쪽으로 이동해 감에 따라 짧은 기간 내 

설치하고 이동할 수 있는 유연한 가공공장을 만드는 데 투자 

자료: DEFRA.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Cross-Regional Research Program. 2006. 

표 5-10.  영국의 농업부문 적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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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호주

◦ 호주의 미래농업은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Climate Change Research Program),

농장준비(Farm Ready), 기후변화조정 프로그램(Climate Change Adjustment 

Progam)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호주의 정부 정책과 과학분야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이며 전략

적인 적응계획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기후변화에 대처

할 수 있는 실천방안과 도구를 요구하고 있다. 

◦ 적응정책과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농

업시스템의 복원력 배양, 자연자원 관리자와 시스템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 보완, 병해충 유입에 의한 악영향의 최소화,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기회의 장점 활용 등의 적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표 5-11>.

구  분 세부 략에 필요한 행동

농업시스템의 

복원력 배양

▪기후변화의 험을 기존  최근 리시스템에 통합시키는 동 인 

농업 리 기술의 개발

▪기후변화와 기후변동성 리도구 개발

▪ 응을 진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환경에 한 악 향의 완

화를 한 농업시스템 개발

▪과거 성공한 응 략 개선, 농업 환경 리시스템 개발

자연자원 리자  

시스템의 능력 배양

▪자연자원 리 계획과 투자에 기후변화에 한 험과 취약성 고려

하여 통합

▪다각화와 산업구조 조정 진

병해충 유입에 의한 

악 향 최소화

▪병해충, 잡  등 기후변화와 련성이 있는지를 평가

▪우선사항을 결정하여 이들의 험성에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  향을 정의

시장 기회의 

장  활용

▪기후문제를 설명하는 사회경제 , 시장 연구를 강화

▪연구결과가 농민들과 자원 리자들에게 충분히 달되도록 함

▪농업을 기후변화하에서 산업 생존력을 한 새로운 시장 략을 

찾는 것으로 평가

자료: www.daff.gov.au.

표 5-11. 적응의 세부 전략에 필요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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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중국

◦ 중국 정부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는 크게 온실가스 완화대책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온실가스 완화대책으로 저배출 

다수확의 논벼품종과 반가뭄식 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과학적인 

관개와 토양검정 시비기술을 채택하여 양질의 반추동물품종기술과 규모 

있는 사양관리기술 등을 연구 ․ 개발한다.

◦ 중국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다양한 재해에 대비하여 측정예보비상대응 

메커니즘, 다부서간 정책결정 메커니즘, 사회 전체의 포괄적인 참여 메커

니즘을 보완함으로써 극한기상재해 측정예보수준 수립을 강화하며 2010

년까지 경제사회에 일정한 기초적,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상재

해 방어공정을 구축하고자 한다. 

◦ 극단기상재해에 대응하는 종합측정예보수준, 방어수준과 재해저감능력을 

제고시킨다. 또한 농경지 기본건설, 재배제도 조정, 저항품종 선정육성, 

바이오기술 개발 등 적응성 대책을 강화하여 2010년까지 신규 개량초원 

2,400만ha를 증가시키고 퇴화, 사막화 및 알칼리화 초원 5,200만ha를 재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과 행동을 위해 중국 정부는 ｢농업법｣, ｢초원법｣, 

｢어업법｣, ｢토지관리법｣, ｢돌발중대 동물전염병 비상대책조례｣, ｢초원방화

조례｣ 등의 법률 ․ 법규를 제정하여 실시하였고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의 

정책법규체계를 구축 및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국은 또한 농업 인프라건설을 강화하고 농경지 수리기초건설을 추진하

였으며, 농업관개면적을 확대시키고, 관개효율과 농경지 종합배관 수준을 

제고하였다. 내한작물 절수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재해 방지저감능력과 종

합생산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양질의 다수확, 내고온, 병충해에 견디는 품

종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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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국 대응사례 시사점 

◦ 주요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일본, 영국, 

호주, 중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 첫째,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하므로 적응을 위한 품종 개발 및 재배관리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 둘째, 기후변화에 농업부문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로 구체적인 

적응전략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품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국 및 지역 수준의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 셋째, 향후 물 부족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관개시스템의 도입, 물 저장시설 

설치, 저장된 물의 거래 등 적절한 절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 넷째,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응한 기회의 활용, 재배적지 

이동에 따른 가공시설의 이동성 등을 포함하는 시장 ․ 가공 ․ 소비자와 

관련한 적응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 다섯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는 현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

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가 다각적인 차원에서 농업생산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새로 마련하

거나 정비하여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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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적응전략

4.1. 전략수립의 기본방향

◦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의 비전을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 체제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비전 달성을 위한 단기목표는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로 중장기 목표는 기후변화 위험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로 설정하였다. 단기 및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

부의 지원, 환경규제 및 보상시스템 같은 적절한 정책의 결합이 이루어져

야 하며,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역량 

강화를 기초로 안정적인 농업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의 기본 방

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 첫째,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과 농업인 수용력 분석을 기

초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제시한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효과

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실행프로그램 추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셋째, 농업부문 적응대책은 기술적․정책적․경영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한다. 넷째, 농업부문 적응대책은 지역적 특성

을 반영한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실

효성 있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유관기관, 농업인 

등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2. 기후변화 적응전략의 우선순위 결정

◦ 기후변화 적응수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의사결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였다. 기후변화 적응방안의 우선순위 



제

5

장

기후변화와 농업부문 대응 전략 ● 161

선정을 위해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농업인수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각 적응방안의 단기와 중장기적 관점에 따른 우선순위를 비교해보면 단

기나 중장기에도 품종 개발, 농업용수관리, 생산기술개발은 각 1, 2, 3위

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기에 상관없이 3가지 방안에 대해 가

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5-14>.

◦ 단기에는 기후정보시스템, 보험제도 확대, 교육 등의 중요도가 높았다면 

중장기에는 이들의 중요도는 감소하고 단기에 중요도가 낮았던 용수관리, 

토양관리와 같은 농가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과 관련된 적

응방안과 적응 및 취약성평가 등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5-14.  단기와 중장기의 적응방안 순위 비교

4.3. 기후변화 적응의 실천전략

◦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의 실천전략을 기술개발, 기반시설관리, 경제적 

수단, 법제도 정비, 인력양성 및 교육, 모니터링, 농가적용 기술․경영 등 

총 7가지 분야에 대해 제시하면 <표 5-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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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실  천    략

기술

개발

품종 개발

품종특성을 고려하여 품종개량과 함께 새로운 품종 개발, 지역  

특성을 반 하여 주산지 변동에 따른 새로운 품종 도입,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품종 개발 주체별 역할분담 등

생산기술
새로운 병해충·잡  응 방제기술  측모델 개발, 새로운 

시비‧작목 종  수확시기조  재배기술 개발 등

기반구축

기술

농경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물이용 효율 최 화설비 개발, 

인수(引水)소실 감기술 개발 등

자원 리

신

농업환경정보의 정책연계성 분석시스템 개발, 가뭄‧홍수 등 

재해 비 수자원 리시스템 개발 등

기후정보

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기상재해 모니터링  농업기상재해 DB 구축 등

기반

시설

리

농경지 논의 건답직   간단 개, 밭의 질소질 비료 사용량 감축 등

농업용수
물 약형 개기  설정과 재배환경 조건에 합한 맞춤형 물 

리 등

농업시설 시설하우스의 화, 수분증발산 억제 라스틱 필름 설치

경제  

수단
보조

메뉴방식의 직불제 도입, 수에 한 투자 인센티  도입, 고효율 

개시스템의 보조  지원 등

법제도

정비

보험제도

확

지역‧품목별 조건을 고려한 농업재해보험 확 , 농업재해보험 

약 에 실성 있는 기후조건의 반  등

자원 리

시스템 구축

농작물 피해량 산정  지원시스템 구축, 재해방지를 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지역별 계획 

수립

각 지역별 주산단지 특별 책단 는 특별작업반 구성, 지역단  

농업농  장기발 계획 수립 등

홍보  

교육

인력 양성
응 책 문인력 육성과 기후변화 응 선도농업인 육성을 한 

교육 로그램 운용

교  육
필지별 토양 자지도와 자기후도의 활용에 한 교육, 재와 

미래의 품목별 응 책 매뉴얼 개발  보  등 

모니

터링

응  

취약성평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농업생태계 변화, 벼 재배단지의 수자원 

부존량 변화, 작물생육과 생산성의 변화에 한 모니터링 등 

농가

용 

기술·

경  

생산기술

작물 성장속도 조 , 온실경작, 농약과 잡 의 조 , 병해 방, 

작물유형의 다각화, 이식일자 등의 조정, 당한 기후로의 재배 지 

환 등

토양
토양침식 방지를 쉽게 하기 한 밭의 세분화, 토양침식 방지를 

한 경작 회피  주변 식생 리 등

용  수 스 링클러 개, 하 개, 이  도랑 수로 이용 등 

농가재정
소득감소 험회피를 한 작물보험 활용, 소득 안정화 로그램에 

참여, 작물다각화 등을 통한 농가소득원 다양화 등

표 5-12.  기후변화 적응의 실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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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방안 우선순위 평가에서 첫 번째는 기술개발 분야의 품종 개발이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품종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

산물의 고유한 품종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품종을 도입

하여야 한다<표 5-13>. 

∙ 유가가 상승하고 감귤 출하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가온시설에서 감을 재배

하던 농가들의 수익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하우스 감귤을 재배하던 일부 농가들

은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지역에 열 과일을 도입하기로 하 다.

∙ 만 지의 사 답사를 통해 생산  소비 황을 조사하고 맛, 재배여건, 수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망고, 아떼모야, 용과 등 묘목을 들여와 재배하 으나 응재배기술 

부족으로 여러 차례 실패하 으며, 결국 종자를 수입하여 묘목을 직  재배하기에 이

르 다. 재 생산된 열 과수는 백화 , 마트 등에 직거래로 유통되고 있으며 비교

 높은 가격에 매되고 있다.  

∙ 2005년에는 정보교류, 재배기술 공유, 로확보 등을 해 다섯 농가로 구성된 제주

열 과수연구회를 조직하여 2009년 재 총 15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회는 순

수 민간주도형으로 응실험, 묘목재배, 시장개척 등 열 과일류 도입과 련하여 유

기 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았다. 

∙ 기후변화의 기회요인을 극 으로 활용한다는 에서 제주열 과수연구회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주도형 열 과일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극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사례가 보여주듯 열 과일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연구회에 한 가장 큰 어려움

은 시설투자, 응시험 등이므로 정부  지자체는 연구회에 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와 련된 기투자비  재배기술 컨설  등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5-13.  기후변화 대응 민간주도형 열대과일류 도입사례

◦ 적응방안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기반시설관리 분야의 농업용수관리로 향

후 수자원 부족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용수관리시스템의 

보완은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농업용수관리의 세부

과제로는 시설재배 작물의 물 절약형 관개기준 설정과 재배환경 조건에 

적합한 맞춤형 물 관리, 농업용수의 배수시스템 개선을 위한 파이프도랑 

수로 정비와 관개수로의 건설 등이 있다.  

◦ 적응방안의 세 번째 우선순위는 기술개발 분야의 생산기술로 새로운 

병해충·잡초 등에 대응한 방제기술 및 예측모델 개발, 새로운 시비·작

목파종 및 수확시기조절 등의 재배기술 개발, 새로운 재배적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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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결실 안정 기술, 난지작물 내륙지역 적응성 검증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목 ․ 지역별 재배기술 개발은 비용

효과적인 적응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농가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별 적응대책으로 벼의 경우 기상재해

시 침관수를 막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지정, 내병성 품종 선택, 시비량 조

절 등이 있고, 고온장해에 의한 백미숙립, 동할립, 고온불임의 발생에 대

응하여 고온내성의 품종 육성, 적절한 낟알 수 억제 및 유도, 재배밀도 

조정 등의 대책이 있다. 사과의 경우 착색기 고온에 의한 착색불량을 방

지하기 위해 쓰가루, 후지 등에서 착색 우량계통 선택의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며, 이밖에도 복숭아, 감귤류, 야채·화훼류, 두류 등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표 5-14>.   

품 목  향  응  책

벼

기상재해

침 수
▪재해 험지구 지정, 내병성 품종 선택, 

시비량 조

풍해
▪재배시기 조 , 내풍성 품종의 선별, 

방풍시설 설치

고온장해

 

백미숙립 ▪고온내성 조생품종 육성, 비료 3요소 

균형시비

▪이앙기 연기, 정 낟알수 억제·유도, 

재배 도 조정
동할립

사과
착색기

고온

착색불량

(과육연화, 

장성 하)

▪쓰가루, 후지 등에서 착색 우량계통 선택: 

반사필름 등에 의한 수  개선 기술

복숭아
성숙기 

고온

증상~

과육갈변병

▪조생품종 환, 정착과나 정수확 엄수, 

토양 리

감귤류

착색기

고온

착색불량 

부피과

▪반사 멀칭 자재에 의한 수  개선 기술

▪방장착과 등에 의한 큰 열매 억제

▪식물조 제에 의한 부피과 경감 기술 

여름 고온 생리  낙과 ▪지베 린 처리에 의한 생리낙과 억제 기술 

병해충 감귤그린병 ▪LAMP법을 이용한 신속진단법: 매개충 방제

야채·

화훼
병해충 담배거세미나방 ▪방충망, 성페로몬트랩

두류
여름․가을 

고온
한발해 ▪지하수  조 시스템 개발

자료: 김창길 외 4인(2009). p.207.

표 5-14.  주요 품목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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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의 적응전략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 농업인, 연

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관련주체별 적절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며 기후

변화 적응전략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5   결 론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농작물 재배지대가 북상하고 월동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는 등 농업생산성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영향에 관한 과학적인 진단과 평가는 미래농업의 비전 및 농

정 방향 설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 농업부문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주로 온실가스 완화대책에 초점을 맞추

어 왔으나 온난화의 불가피성과 특히 기후의존적인 농업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적응대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농업분야의 적응대책은 지금까지 주로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되었으나, 농

업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보급, 적응 매뉴얼 작성 보급, 교육, 적절한 인센

티브 프로그램 개발 등 더욱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 지금까지 농업생산기반 정비는 식량자급을 목적으로 주로 쌀 농업을 위

주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영농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농경지를 정비

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이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상에 대비하여 농업용수와 시설물 등의 관리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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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의 적응전략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 농업인, 

연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관련주체별 적절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통합관

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저탄소 녹색성장’이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발표되어 관련부처

별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녹색성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완화대책과 더불어 기

후변화 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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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운영 현황

1.1. 운영 현황

◦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의 본격적인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의 값싼 농산

물이 국산 농산물로 위장되어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고 농업인과 소비

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근거로 1993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수

출입품은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1991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적용 대상은 ‘농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

거나 가공하는 자’(｢농산물품질관리법｣)이며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

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 대상품목은 식품공전상의 기준․분류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현재 211개 품목이 적용 대상품목이다. 커피, 주류, 

당류, 식염은 표시 예외 품목이다.

가. 식품공  정의 품목

과자류(포장된 것, 12개 품목), 아이스크림제품류(3), 유가공품(16), 식육제품(2), 통ㆍ병

조림(15), 두부류(7), 식용유지류(21), 다류(4), 음료류(5), 면류(10), 특수용도식품(5), 조

미식품(15), 인삼제품류(12), 김치ㆍ 임식품(9), 기타식품류(20), 단순가공품(8)

나. 건강기능식품공  정의 품목

양보충용 식품(1), 인삼제품(4), 홍삼제품(4), 로얄젤리제품(3), 화분제품(4), 효소함유

제품(4), 배아유제품(4), 배아제품(5), 포도씨유제품(2), 식물추출물발효제품(1), 버섯제품

(2), 알로에제품(9), 매실추출물제품(2), 로폴리스제품(2) 

주: 특수용도식품은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
아식 등임.

표 6-1.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단위: 개

 

◦ 국내가공품 원산지표시는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 또는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를 대상으로 한다. 

특정원료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원료도 표시 대상이다. 

– 물, 식품첨가물, 당류, 식염은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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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는 국산원료는 ‘국산’, ‘국내산’ 또는 시·군명,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

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그러나 특정

원료에 사용되는 원산지와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으

로 바뀌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료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하거나 

혼합비율을 생략할 수 있다<표 6-2>. 

◦ 2008년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적발은 총 732건이 있었다. 이 중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8건(1.1%), 수입산 원료 458건(62.6%), 국산과 수

입산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266건(36.3%)이었다. 수입산 원

료의 경우 중국산을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 혼합원료의 경우 국산과 중

국산 혼합원료를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구분 주요 내용

표시 치
⋅성분(원재료)  함량 표시란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치

씨크기
⋅포장 표면 에 따라 8～20포인트 이상

⋅표시가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씨색깔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라벨지 등 이용 가능

복합원재료 ⋅원료농산물을 환산하여 원산지 표시

혼합원료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 사용하는 경우 2개국까

지의 원산지  혼합비율 표시

외

조

항

혼합

비율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3년간 연평균 3회 이상 변

경된 경우 는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상되는 경우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

개국 이상의 원산지국명 표시

‘수입산’

표시

⋅수입원료 사용시 최근 1-3년간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가 변경되거나 

최  1년 이내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상되는 신제품인 경

우,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 하는 수입 을 사용하는 경우는 원료원산

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표 6-2.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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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 동향

◦ 2008년 중국산 수입가공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 식품에 대

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공식품 원료 원산

지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9월 25일 식품안전관리대책을 통해 ‘수입산’ 

원료의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인 의견 수렴 및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으

로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확대, 예외조항인 ‘수입산’ 표시 및 혼합비

율 생략 규정 개선, ‘제조국’ 표시 도입 등이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소비자, 식품업계 등 관련인 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 

– 현재 21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의 

확대와 표시 예외 품목의 조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의 예외조항인 ‘수

입산’ 표시를 ‘수입국가명’ 표시로 전환하고, 혼합비율 생략 규정을 개

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2008년 중국에서 1차 가공되어 수입된 ‘새우깡’의 이물질 혼입사고 이

후 소비자의 가공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원료 원산지 외에 다른 국가에서 가공 또는 반가공된 제품의 ‘제조국명’

을 표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1.3. 해외 동향

1.3.1. 일본

◦ 일본은 가공식품의 원료가 다양화·글로벌화되고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2001년 단순가공식품 8개 품목에 대해 원료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2004년 10월에는 원재료가 품질을 좌우하는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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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군을 대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였으며, 2009년 10월부터 20개 식

품군에 녹차음료와 낙화생이 추가되었다. 

◦ 표시대상 식품은 원산지에서 유래되는 원료의 품질 차이가 가공식품의 

품질에 크게 반영된다고 인식되는 품목으로, 제품 원재료 중에서 단일 

농축산물의 중량비중이 50% 이상인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커피, 주류, 

당류, 식염은 우리나라와 같이 원산지 표시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다.

◦ 표시는 원칙적으로 일괄표시부분에 기재하고, 일괄표시부분 표시가 곤란

한 경우 일괄표시부분에 표시장소를 표시, 다른 장소에 기재할 수 있다. 

표시는 印字, seal 등도 가능하며, 본 상품에 사용된 원료원산지명에 ○

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분 품목 설명

1 건조버섯류, 건조채소  건조과실

2 염장버섯류, 염장채소  염장과실

3 삶거나  버섯류, 채소, 두류

4 이종혼합해서 자른 야채, 이종혼합해서 자른 과실과 그 외 야채, 과실

5 녹차  녹차음료

6 떡

7 칼집 난 낙화생(땅콩), 낙화생, 낙화생  두류

8 곤약

9 조미식육

10 삶거나  식육  식용조란(鳥卵)

11 표면을 구운 식육

12 튀김용으로 튀김옷을 입힌 식육

13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혼합해 분쇄한(기계로 간)고기와 기타 이종혼합된 식육

14
소(素)건어물류, 염건어물류, 쪄서 말린 어패류  다시마, 말리거나 구운 김, 기타 

말린 해조류

15 염장 어패류  염장 해조류

16 조미한 어패류  해조류

17 삶거나  어패류  해조류

18 표면을 구운 어패류

19 튀김용으로 튀김옷을 입힌 어패류

20 4와 13에 포함되지 않은 생선식품의 이종혼합

주: 상기의 20개 품목은 제품의 원재료 중 단일 농축수산물의 중량 비율이 50% 이상인 상품임. 20
개 식품군은 일본표준상품분류(총무성)에 근거해 제정됨.

표 6-3.  일본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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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원산지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중량 비중이 많은 순으로 기재한다. 

3개국 이상의 원료가 혼합되는 경우 중량이 많은 순으로 2개국을 기재

하고 그 외는 ‘기타’ 로 기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추가적인 원산지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적극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 원산지별 원재료 비중이 자주 바뀌는 경우 동일지역(북미지역, 남미

지역)내 생산에 한해서 실제 원료로 사용할 예정인 원료의 원산지명을 

원산지로 차례대로 기재한다. 단 이 경우 제조일에 사용되는 원료의 

원산지 및 원료중량 비중 등의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1.3.2. 기타 국가

◦ 미국과 EU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

하고 있으나 가공식품은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품목이 아니다. 그러나 예

외적으로 스위스가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 미국

◦ 미국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일반규정은 “통상무역법(Commerce and 

Trade Act)”에 명시되어 있다. 2002년의 “농업법(Farm Bill)”과 “추가

세출승인법안(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에서는 2004년 9월 30일

부터 소매점에서 포장상품의 원산지표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4년과 2005년에 집행이 유예되어 2008년 9월 이후로 시행이 연기

되다가, 2008년에 발생한 수입 토마토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등

으로 원산지 표시 실시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08년 9월 30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업계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본격적인 시행은 2009년 3월 16일부터 이루어졌다.

◦ 원산지 표시는 ‘신선 또는 냉동 과채류를 취급하며 연간 매출액이 최소 

23만 달러 이상인 소매업소’에 의해 적색육(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염소고기)의 근육살 및 분쇄육, 자연산 및 양식산 어류와 패류, 신선 및 냉동 

과채류, 견과류(땅콩, 피칸, 마카다미아 너트), 인삼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의무적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입 어패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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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공한 경우에는 원료 원산지와 가공지(미국)를 표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미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입어패류와 미국산 어패

류가 혼합된 경우에는 혼합된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 유럽연합

◦ 유럽연합(EU)은 “식품 표시 지침(Food labelling directive 2000/13/EC)”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시 

대상은 EU 역세권 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 어패류, 일부 신선 과일 및 

채소류, 와인, 꿀, 올리브 오일과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된 가금육 

등 특정 선포장식품(pre-packaged food)이다.

◦ EU 회원국은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식

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통특산품인증제도

와 지리적표시제도 등에도 원산지 표시규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공식

품은 의무적인 원산지 표시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EU의 원산지 표시제

는 EU의 역세권 밖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스위스

◦ 스위스는 “식품법(Lebensmittelgesetz)”을 근거로 특정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종 식품에 원재료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식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원재료의 산지가 일치하지 않으며, 식품의 명칭 

또는 기타의 표시에 있어서 원료의 원산지가 식품의 원산지로 표기된 나

라에서 유래되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원료 원산지를 표시하도

록 하고 있다.  

◦ ‘스위스산’ 표시는 전부 스위스에서 제조되거나 산출된 경우와 식품이 

스위스에서 충분한 가공을 통해 그 특징적인 성질을 획득하였거나 새로운 

물건 명칭을 획득한 경우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지의 표기를 통해 원재료 

또는 재료의 산지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제

2

부

174 ● 녹색성장과 새로운 활로

또는 재료의 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의 산지가 불명확하거나 

산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 원재료 또는 재료가 유래한 가장 근접한 

지역을 표기하여야 한다.

 

◦ 최종 식품에 원재료의 비율이 50%를 넘고, 식품에 표기된 산지와 원재

료의 산지가 일치하지 않고, 식품의 명칭 또는 기타의 표기에서 원재료

가 식품의 산지로 표기된 나라에서 유래되었음이 시사되는 경우 식품의 

원재료의 산지는 재료표기에 표시한다. 또한 비포장으로 판매되는 육류, 

육류가공물도 유추하여 재료표기에 표시한다.

2   가공업체의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실태 평가1)

2.1.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

◦ 가공식품 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63.4%의 업체가 가공식품 원산지 표

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시제가 필요한 주요 이유로는 소비

자의 선택권 보장(64.8%)과 불안감 해소(30.8%)가 제시되었다.

– 원산지 표시제의 도입 취지의 하나인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본 업체는 2.2%에 불과하였다.

1) 국 으로 147개 가공식품업체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결과의 표성을 확

보하기 해 조사 상 가공식품업체는 식품공 상의 기 ․분류를 기 으로 선정되었다. 주요 

생산품목의 분포는 조미식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35개(17.6%), 어묵 32개(16.1%), 두부류 

25개(12.6%), 음료류 23개(11.6%), 과자류 17개(8.5%), 면류 16개(8.0%), 다류 14개

(7.0%), 유가공품 7개(3.5%), 식용유지류, 김치 임식품류와 특수용도식품이 각각 4개

(2.0%), 아이스크림류, 식육제품, 인삼제품류, 떡류가 각각 3개(1.5%), 기타 6개(3.0%)

다. 월평균 매출액은 5천만원 미만 32개(27.2%),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1개(14.3%),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43개(29.3%),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6개(10.9%),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8개(5.4%),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4개(27.2%), 50억원 이상 5개

(10.2%)업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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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임
보통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합계

5(3.4) 6(4.1) 42(29.0) 76(52.4) 16(11.0) 145(100.0)

표 6-4.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 
단위: 개, %

구분 빈도수(%)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59(64.8)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28(30.8)

국내 농업 보호 2(2.2)

기타 2(2.2)

합계 91(100.0)

표 6-5.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 이유
단위: 개, %

◦ 가공업체들은 원산지 표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상당히 기여한다

고 평가하였다(60.7%). 이 밖에도 가공업체에 대한 신뢰도 증가(54.1%),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53.4%),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는데 어느 정

도 기여(51.4%)한다고 생각하였다.

구분
 기여 

안함

기여하지 

않는 편임
보통

기여하는 

편임

매우 

기여함
합계

소비자의 안 한 식품 

섭취

5

(3.4)
17

(11.6)
49

(33.6)
62

(42.5)
13

(8.9)
146

(100.0)

가공식품업체에 한 

소비자 신뢰도 증가

5

(3.4)
14

(9.6)
48

(32.9)
61

(41.8)
18

(12.3)
146

(100.0)

가공식품에 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6

(4.1)
10

(6.8)
52

(35.6)
67

(45.9)
11

(7.5)
146

(100.0)

소비자 선택권 보장
3

(2.1)
8

(5.5)
46

(31.7)
68

(46.9)
20

(13.8)
145

(100.0)

표 6-6.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식품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기여도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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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산지 표시 실태 및 개선에 대한 의견

2.2.1. 대상 품목

◦ 60.5%의 업체가 현재 211개 품목에서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축소 의견은 생산 품목에 상관없이 일정하였다.

–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품목으로는 자주 먹는 식품(20.8%), 소비량이 많

은 식품(18.8%), 가공식품 원료가 수입이 많이 되는 식품(16.9%) 등을 

주로 제시하였다. 

구분 빈도수(%)

원산지 표시가 꼭 필요한 품목 심으로 축소해야 한다 89(60.5)

상 품목수를 확 해야 한다 23(15.6)

행 로 운 되어야 한다 24(16.3)

잘 모르겠다 11(7.5)

합계 147(100.0)

표 6-7.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의 조정 여부 

단위: 개, %

구분 비

자주 먹는 식품 20.8

소비량이 많은 식품    18.8

가공식품 원료가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식품 10.0

가공식품 원료가 수입이 많이 되는 식품 16.9

가공공정이 단순하여 원료 농수축산물에 가까운 식품 7.3

원료의 원산지에 따라 가공식품의 품질 차이가 많이 나는 식품 16.4

식품 안 사고가 발생했던 품목  9.5

기타  0.2

합계 100.0

주: 우선순위 응답으로 가중치 부여(1순위×3+2순위×2+1순위×1)하여 전체 점수 중에서 해당 점수
의 비중을 계산함.

표 6-8.  원산지 표시 필요 품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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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원산지 표시 예외 품목인 커피, 주류, 당류, 식염 등에 대해서는 

식염이 53.8%로 적용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었다. 이 밖에 커피

(47.6%), 주류(44.4%), 당류(39.4%)순이었다.

구분
 필요 

없음

필요가 없는 

편임
보통

 필요가 있는 

편임
매우 필요함 합계

커피 13(8.8) 29(19.7) 40(27.2) 33(27.2) 30(20.4) 145(100.0)

주류 8(5.6) 29(20.1) 43(29.9) 30(20.8) 34(23.6) 144(100.0)

당류 16(10.9) 28(19.0) 43(29.3) 34(23.1) 24(16.3) 145(100.0)

식염 11(7.5) 21(14.3) 34(23.1) 37(25.2) 42(28.6) 145(100.0)

표 6-9.  예외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적용 필요성
단위: 명, %

2.2.2. 표시 대상 원료 수

◦ 생산품목에 상관없이 가공식품업체의 73.3%가 대체적으로 현행대로 

주원료 위주로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분 빈도수(%)

원료의 원산지 표시는 필요 없음 6(4.1)

주원료 주로 표시하는 행 로 추진 필요 107(73.3)

행 표시 원료 수보다 확 12(8.2)

원료 모두에 해 표시 21(14.4)

합계 146(100.0)

표 6-10.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개수의 적절성
단위: 개, %

2.2.3. 혼합원료

◦ 응답업체 중에서 동일원료에 대해 3개국 이상의 혼합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반수 이상인 61개(41.8%)였다. 이들 업체의 45.0%는 현재의 혼합

원료에 대한 2개국 원산지 표시 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품목별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치 않다고 

응답한 업체의 62.5%는 1개국만을 표시하는 데에 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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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치 

않음

하지 않은 

편임
보통  한 편임 매우 함 합계

7(11.7) 9(15.0) 17(28.3) 25(41.7) 2(3.3) 60(100.0)

표 6-11.  혼합원료 사용 제품의 현행 표시대상국 개수의 적절성
단위: 개, %

2.2.4. 예외조항

■ 혼합비율 생략

◦ 혼합비율이 자주 바뀌는 경우 혼합비율을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

국 이상의 원산지 국명만을 표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조사대상 

업체 중 52개(36.6%) 업체였다. 이들 업체 중 40%는 해당 규정이 적절하

다고 한 반면 적절치 않다고 한 업체는 절반 수준인 20%에 불과했다. 품

목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두부류와 어묵류 생산업체의 경우 각각 50.0%, 

36.4%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평균적으로 높았다. 

매우 치 

않음

하지 않은 

편임
보통  한 편임 매우 함 합계

3(6.0) 7(14.0) 20(40.0) 16(32.0) 4(8.0) 50(100.0)

표 6-12.  혼합비율 생략 규정의 적절성
단위: 개, %

■ 수입산 표시

◦ 조사대상 업체 중 사용원료에 대해 ‘수입산’으로 표시하는 제품을 생산

하는 업체는 82개 업체(55.8%)였다. 이들 업체 중에서 ‘수입산’표시를 

‘수입국가명’ 표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54개 업체(65.9%)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품목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매우 치 

않음

하지 않은 

편임
보통  한 편임 매우 함 합계

40(48.8) 14(17.1) 14(17.1) 9(11.0) 5(6.1) 82(100.0)

표 6-13.  ‘수입산’ 표시 규정의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에 대한 의향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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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매출액별로 ‘수입산’ 표시 규정을 전환할 경우 선호하는 방안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월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수입국가명’을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하는 방안, 10억원 이상인 경우 ‘수입국가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구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 으로 규정된 치에 표시 45.7 38.7 17.9

‘수입국가명’을 유통기한과 함께 별도로 인쇄한다. 17.1 16.2 6.0

‘수입산’표시를 유지하고 홈페이지에 ‘수입국가명’ 공개 17.1 22.5 31.3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을 모두 열거한다. 14.3 19.8 37.3

없음 5.7 2.7 7.5

합계 100.0 100.0 100.0

주: 우선순위 응답으로 가중치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전체 점수 중에서 해당 점수의 비중을 
계산하였으며 중복응답을 포함한 결과임.

표 6-14.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가장 수용 가능한 방안(월 매출액 별)
단위: 개, %

매우 어려움 어려운 편임 보통  가능한 편임 매우 가능함 합계

38(84.1) 26(32.9) 9(11.4) 6(7.6) - 79(100.0)

표 6-15.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즉시 적용 가능성
단위: 개, %

구분 빈도수(%)

표시 차 등 기술 인 사항의 변경이 어렵다 10(15.6)

표시방법을 환하는 데 비용 부담이 크다 39(60.9)

원료 수입선의 환이 단시간에 어렵다 10(15.6)

원료 수입선의 선택권이 없다. 4(6.3)

수입국이 수시로 변경된다. 1(1.6)

합계 64(100.0)

표 6-16. 표시규정을 즉시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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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기타 표시개선 사항

■ 제조국가 표시

◦ 수입산 원료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에서 가공 및 반가공된 제품을 생산하

는 업체는 31개 업체(21.5%)였다. 매출액 유형별로는 월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대체적으로 제조국가 표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부정적인 의견이 보다 많았다.

◦ 해당 제품 생산업체는 32.3%가 식료품의 원산지만 표시하는 것이 적절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 가공지와 원산지를 함

께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9.0%의 업체가 찬성하였다. 

구분
매우 치 

않음

치 

않은 편임
보통

한 

편임

매우 

함
합계

1억원 미만 - 2(22.2) 1(11.1) 6(66.7) - 9(100.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23.1) 3(23.1) 3(23.1) 4(30.8) - 13(100.0)

10억원 이상 3(33.3) 1(11.1) 3(33.3) 2(22.2) - 9(100.0)

합계 11(7.5) 21(14.3) 34(23.1) 37(25.2) 42(28.6) 145(100.0)

표 6-17. 다른 국가에서 가공·반가공된 제품의 제조국명 표시에 대한 의향

(월 매출액별)
단위: 개, %

구분 빈도수(%)

 식품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됨 10(32.3)

 가공지만 표시하면 됨 6(19.4)

 모든 식품에 해 원산지와 가공지 함께 표시 6(19.4)

 일부 품목( : 안 성 등에 문제가 된 품목)에 해서 함께 표시 9(29.0)

합계 31(100.0)

표 6-18. ‘제조국가’ 표시 의무화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의향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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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제품의 원료 사용

◦ 가공된 제품을 가공식품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방안에 대

해서는 현행대로 가공원료의 국가명 및 비중을 모두 표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34.8%). 이 밖에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방

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비교적 높게 나왔다(29.8%).

구분 빈도수(%)

가공제품 원료 투입시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42(29.8)

가공제품 원료 투입시 이 단계 투입원료명만 표시 18(12.8)

원산지명만 투입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 32(22.7)

재 로 가공원료의 국가명  비 을 모두 표시 49(34.8)

합계 141(100.0)

표 6-19. 가공된 제품을 가공식품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방안
단위: 개, %

■ 표시 인지

◦ 응답업체의 54.8%는 현재의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가 눈에 잘 띄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답한 14개 업체는 원

산지 표시위치를 제품 앞면에 하거나(57.1%) 글씨 크기를 크게 해야 한

다고 답하였다(28.6%).

 에 

띄지 않음

에 띄지 

않는 편임
보통

 에 잘 띄는 

편임

매우 에 

잘 띔
합계

1(0.7) 13(9.0) 51(35.4) 69(47.9) 10(6.9) 144(100.0)

표 6-20.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인지 가능 수준
단위: 개, %

구분 빈도수(%)

씨 크기를 크게 해야 함 4(28.6)

원산지 표시 치를 제품 앞면에 해야 함 8(57.1)

요품목만 표기 2(14.3)

기타 -

합계 14(100.0)

표 6-21.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인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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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활성화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지도 및 검사를 강화

해야 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44개 업체(30.3%)이며, 업계의 자율적 관리

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업체도 39개(26.9%)였다.

구분 빈도수(%)

표시 반시 사실공개 14(9.7)

반업자에 한 처벌 강화 14(9.7)

표시가 정한가에 한 행정지도  검사강화 44(30.3)

업계의 자율  리 강화 39(26.9)

주기  홍보  교육 30(20.7)

기타 4(2.8)

합계 145(100.0)

표 6-22.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 사항
단위: 개, %

3   소비자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이용실태 평가2)

3.1. 표시 이용실태 및 인식

◦ 소비자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음식점 원산지 표

시제는 62.8%,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는 55.2%가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가공식품 원산지에 대해서는 46.8%로 음식점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비해 인지도가 낮았다.

2)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부 500명을 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응답한 소비자의 

연령 는 20  6.1%, 30  24.0%, 40  33.5%, 50  26.1% 다. 고졸 이하가 29.8%, 

졸 이상이 70.2%이며, 월 소득을 기 으로는 200만원 미만 8.6%,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9.6%,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42.8%, 600만원 이상이 11.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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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공식품 원산지 음식  원산지 농산물 원산지

잘 앎 234(46.8) 314(62.8) 276(55.2)

보거나 들어본  있음 254(50.8) 185(37.0) 222(44.4)

잘 모름 12(2.4) 1(0.2) 2(0.4)

합계 500(100.0) 500(100.0) 500(100.0)

표 6-23.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 소비자의 93.6%는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주요 이유

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48.9%)과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48.3%)가 

주로 제시되었다. 가공업체와 유사하게 국내 농업 보호를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 이유라고 본 소비자는 많지 않았다(2.4%).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임
보통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합계

- 1(0.2) 31(6.2) 258(51.6) 210(42.0) 500(100.0)

표 6-24.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 
단위: 개, %

구분 빈도수(%)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229(48.9)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226(48.3)

국내 농업 보호 11(2.4)

기타 2(0.4)

합계 468(100.0)

표 6-25.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 이유
단위: 개, %

◦ 소비자가 제품 구매나 요리 주문시 원산지를 확인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76.6%가 확인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유사한 수준이며(78%) 농산물 원산지 표시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85%). 소비자는 수입산 사용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 미

신뢰를 원산지를 확인하는 주요 이유라고 답하였다.



제

2

부

184 ● 녹색성장과 새로운 활로

구분
확인하지 

않음

확인하지 

않는 편임
보통

확인하는 

편임

항상 

확인함
합계

가공식품 13(2.6) 20(4.0) 84(16.8) 237(47.4) 146(29.2) 500(100.0)

음식 1(0.2) 18(3.6) 91(18.2) 284(56.8) 106(21.2) 500(100.0)

농산물 3(0.6) 10(2.0) 62(12.4) 270(54.0) 155(31.0) 500(100.0)

표 6-26.  구매시 원산지 표시 확인 여부
단위: 명, %

구분 가공식품 원산지 음식  원산지 농산물 원산지

원료 원산지에 따른 맛 차이 10(2.6) 17(4.4) 27(6.4)

수입산 사용 제품의 안 성ㆍ품질 미신뢰 264(68.9) 288(73.8) 317(74.6)

구입하는 제품에 한 정보 확인 109(28.5) 82(21.0) 81(19.1)

기타 - 3(0.8) -

합계 383(100.0) 390(100.0) 425(100.0)

표 6-27. 구매시 원산지 확인 주요 이유
단위: 명, %

◦ 소비자들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가공식

품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신뢰도는 34.8%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와 유

사한 수준이었다(36.8%). 그러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신뢰도

(15.4%)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원산지 표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34.4%),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기(32.1%) 때문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구분
 신뢰 

안함

신뢰하지 

않는 편임
보통

신뢰하는 

편임
항상 신뢰함 합계

가공식품 8(1.6) 78(15.6) 240(48.0) 170(34.0) 4(0.8) 500(100.0)

음식 33(6.6) 161(32.2) 229(45.8) 76(15.2) 1(0.2) 500(100.0)

농산물 9(1.8) 67(13.4) 240(48.0) 181(36.2) 3(0.6) 500(100.0)

표 6-28.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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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26(11.8)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 발생 가능 71(32.1)

원산지 표시의 진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체계 구축 미흡 76(34.4)

정부의 제 로 된 표시 단속  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48(21.7)

합계 221(100.0)

표 6-29.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미신뢰 이유
단위: 명, %

◦ 소비자들은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가 가공업체에 대한 신뢰도 증가에도 

기여하며(86.2%),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83.8%)와 선택권 보장(86.0%)에

도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안전한 식품 섭취에 대한 기여도는 47.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분
 기여 

안함

기여하지 

않는 편임
보통

기여하는 

편임

매우 

기여함
합계

소비자의 안 한 

식품 섭취

3

(1.0)

12

(7.8)

54

(44.2)

315

(39.8)

116

(7.2)

500

(100.0)

가공식품업체에 한 

소비자 신뢰도 증가

3

(0.6)

12

(2.4)

54

(10.8)

315

(63.0)

116

(23.2)

500

(100.0)

가공식품에 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3

(0.6)

6

(1.2)

72

(14.4)

321

(64.2)

98

(19.6)

500

(100.0)

소비자 선택권 보장
3

(0.6)

3

(0.6)

64

(12.8)

308

(61.6)

122

(24.4)

500

(100.0)

표 6-30.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식품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기여도
단위: 개, %

3.2.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평가

3.2.1. 대상 품목

◦ 현재 211개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84.2%

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품목으로는 

자주 먹는 식품(19.4%), 소비량이 많은 식품(14.9%) 등 평소 섭취 가능성

이 높은 식품을 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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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

원산지 표시 상 품목 축소 5(1.0)

상 품목수 확 421(84.2)

행 로 운 27(5.4)

잘 모르겠음 47(9.4)

합계 500(100.0)

표 6-31.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 조정 여부
단위: 명, %

구분 비

자주 먹는 식품 19.4

소비량이 많은 식품    14.9

가공식품 원료가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식품 3.5

가공식품 원료가 수입이 많이 되는 식품 11.8

가공공정이 단순하여 원료 농수축산물에 가까운 식품 5.0

원료의 원산지에 따라 가공식품의 품질 차이가 많이 나는 식품 9.0

식품 안 사고가 발생했던 품목  11.3

기타  25.1

합계 100.0

주: 우선순위 응답으로 가중치 부여(1순위×3+2순위×2+1순위×1)하여 전체 점수 중에서 비중을 계
산함.

표 6-32.  원산지 표시 필요 품목 
단위: %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예외 품목 중에서 식염이 89.2%로 원산지 표시제

가 적용될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 밖에 당류(79.0%), 커피

(68.2%), 주류(61.2%)의 순이었다.

구분
  필요 

없음

필요가 없는 

편임
보통

 필요가 있는 

편임
매우 필요함 합계

커피 3(0.6) 46(9.2) 110(22.0) 237(47.4) 104(20.8) 500(100.0)

주류 6(1.2) 32(6.4) 156(31.2) 208(41.6) 98(19.6) 500(100.0)

당류 3(0.6) 8(1.6) 94(18.8) 227(45.4) 168(33.6) 500(100.0)

식염 1(0.2) 4(0.8) 49(9.8) 213(42.6) 233(46.6) 500(100.0)

표 6-33.  예외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적용 필요성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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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표시 대상 원료 수

◦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의 개수에 대해서는 현행의 표시 원료 수보다 확

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6.0%, 원료 모두에 대해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

견은 34.2%였다. 현행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다소 낮았다(28.2%).

구분 빈도수(%)

원료의 원산지 표시는 필요 없음 8(1.6)

주원료 주로 표시하는 행 로 추진 필요 141(28.2)

행 표시 원료 수보다 확 180(36.0)

원료 모두에 해 표시 171(34.2)

합계 500(100.0)

표 6-34.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개수의 적절성
단위: 명, %

3.2.3. 혼합원료

◦ 현재의 원산지 표시 규정은 동일원료에 대해 3개국 이상의 원료를 혼합

하여 사용하는 경우 2개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든 국가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소비자가 65.6%에 달했다. 

현행대로 2개국을 표시하는 규정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절반 수준인 

33.2%에 불과하였다.

구분 빈도수(%)

1개국만 표시해도 무방 6(1.2)

행 로 2개국 표시 166(33.2)

모든 국가 표시 328(65.6)

합계 500(100.0)

표 6-35.  3개 국가 이상의 원료 혼합 사용시 2개 ‘국가명’ 표시 규정의 적절성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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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예외조항

■ 혼합비율 생략

◦ 특정 원료의 혼합비율이 자주 바뀌는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

의 ‘혼합비율’을 생략하고 ‘원산지국명’만을 표시하도록 하는 현재 표시 

규정에 대해서 소비자의 63.4%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매우 치 

않음

하지 않은 

편임
보통 한 편임 매우 함 합계

103(20.6) 214(42.8) 87(17.4) 82(16.4) 14(2.8) 500(100.0)

표 6-36.  혼합비율 생략 규정의 적절성
단위: 명, %

■ 수입산 표시

◦ 수입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산’으로 표시

하도록 한 표시 규정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2.8%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

답하였다. ‘수입산’표시 규정을 ‘수입국가명’표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95.0%가 찬성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수입국가명’

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48.6%, ‘수입

국가명을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8.5%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치 

않음

하지 않은 

편임
보통 한 편임 매우 함 합계

118(23.6) 246(49.2) 84(16.8) 47(9.4) 5(1.0) 500(100.0)

표 6-37.  ‘수입산’ 표시 규정의 적절성
단위: 명, %

매우 반 반 보통 찬성 매우 찬성 합계

- 1(0.2) 24(4.8) 233(46.6) 242(48.4) 500(100.0)

표 6-38.  ‘수입산’ 표시 규정의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에 대한 의향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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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 으로 규정된 치에 표시 48.6

"수입국가명"을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 38.5

"수입산" 표시를 유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6.8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 열거 6.1

합계 100.0

주: 우선순위 응답으로 가중치 부여(1순위×2+2순위×1)

표 6-39. ‘수입산’ 표시 규정의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 방안에 선호도
단위: %

3.2.5. 기타 표시 개선사항

■ 제조국가 표시

◦ 원료의 제조국(중간가공지)에 대한 표시 도입에 대해서는 79.8%의 소비

자가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와 가공지를 함께 표시하는 방안에 찬성

하고 있었다.

구분 빈도수(%)

식품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됨 14(2.8)

가공지만 표시하면 됨 6(1.2)

모든 식품에 해 원산지와 가공지 함께 표시 399(79.8)

일부 품목( : 안 성 등에 문제가 된 품목)에 해서 함께 표시 81(16.2)

합계 500(100.0)

표 6-40. ‘제조국(중간가공지)’ 표시 도입에 대한 의향
단위: 명, %

■ 가공제품의 원료 사용

◦ 가공된 제품을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가공

원료의 국가명 및 비중을 모두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비자의 72.0%가 

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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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

가공제품 원료 투입시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31(6.2)

가공제품 원료 투입시 이 단계 투입원료명만 표시 24(4.8)

원산지명만 투입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 84(16.8)

재 로 가공원료의 국가명  비 을 모두 표시 360(72.0)

기타 1(0.2)

합계 500(100.0)

표 6-41. 가공된 제품을 가공식품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향
단위: 명, %

■ 표시 인지

◦ 소비자의 49.2%는 현재의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하였다. 소비자들은 원산지의 인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글씨를 크게 하거나(35.0%), 원산지 표시위치를 제품 앞면에 

하고(32.9%), 글씨 색깔을 눈에 띄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9%).

 에 

띄지 않음

에 띄지 

않는 편임
보통

에 잘 

띄는 편임

매우 에 

잘 띔
합계

23(4.6) 223(44.6) 175(35.0) 74(14.8) 5(1.0) 500(100.0)

표 6-42.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 인지 가능 수준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씨 크기를 크게 해야 함 86(35.0)

씨 색깔을 에 띄게 바꾸어야 함 76(30.9)

원산지 표시 치를 제품 앞면에 해야 함 81(32.9)

기타 3(1.2)

합계 246(100.0)

표 6-43. 가공식품 원산지 인지수준 향상을 위한 표시 개선 방향
단위: 명, %

■ 표시제에 대한 기타 의견 

◦ 원산지 표시사항 확인시 어려움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현재의 표시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고(39.4%), 원산지가 표시된 원재료수가 적어서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하였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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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

표시 반시 사실공개 100(20.0)

반업자에 한 처벌 강화 225(45.0)

표시가 정한가에 한 행정지도  검사 강화 134(26.8)

업계의 자율  리 강화 20(4.0)

주기  홍보  교육 18(3.6)

기타 3(0.6)

합계 500(100.0)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 강

화(45.0%), 행정지도 및 검사 강화(2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구분 빈도수(%)

원산지 표시내용이 어려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46(9.2)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재료수가 어서 충분한 정보제공을 못함 140(28.0)

원료 원산지 표시항목이 무 많아 혼란스러움 55(11.0)

원산지 표시사항이 확인하기 어려운 치에 있음 59(11.8)

원산지 표시 씨가 무 작아서 에 띄지 않음 197(39.4)

기타 3(0.6)

합계 500(100.0)

표 6-44. 원산지 표시사항 확인시 어려움
단위: 명, %

표 6-45.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
단위: 명, %

 

4   시사점

◦ 조사결과 나타난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주요 논의 쟁점인 원산지 표

시 대상품목, 표시 규정 예외조항, ‘제조국’ 표시 등에 대한 소비자와 가

공식품업체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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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현재 211개 품목이다. 소비자는 대체

로 대상 품목수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가공식품업체는 

원산지 표시가 꼭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이 높게 나타났다.

◦ 표시 예외 품목 중에서는 가공식품업체와 소비자 모두 식염이 가장 원산

지 표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

목 수의 확대에는 가공업체와 소비자 간에 견해 차이가 상당하다. 식염

과 같이 가공업체와 소비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높은 

예외 품목을 중심으로 우선 표시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분
주요 의견

가공업체 소비자

원산지 표시 

상 품목

표시 상 품목 수 상 품목 축소: 60.5% 상 품목 확 : 84.2% 

표시 외 품목 
식염에 표시 도입: 

53.8%

식염에 표시 도입: 

89.2%

표시 상 원료

 국가 수

표시 상 원료 수 행 규정 유지: 73.3% 원료 수 확 : 70.2%

표시 상 국가 수 재 규정 : 45.0% 모든 국가 표시: 65.6%

원산지 표시

외 조항

‘수입산’ 표시 규정
수입국가명 표시 
환 반 : 65.9% 

수입국가명 표시 
환 찬성: 95.0%

혼합비율 생략 규정 행 규정 : 40.0% 행 규정 부 : 63.4%

제조국( 간 가공지) 표시 표시 도입 찬성: 53.8% 
가공지와 원산지 함께 

표시: 79.8%

표 6-46. 가공업체 및 소비자의 쟁점별 인식 비교 
단위: %

4.2.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와 국가 수 조정

◦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개수의 조정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간 견해 

차가 뚜렷하다. 소비자는 표시 대상 원료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업체는 주로 현행대로 주원료 위주로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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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재 3개국 이상의 원료가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의 원산국명만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업체들은 대

부분 이 규정이 적절하거나 오히려 표시대상국을 줄여야 한다는 보는 반면, 

소비자는 모든 국가에 대해 표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표시대상 원료 개수와 혼합원료의 표시 대상 국가 수의 확대를 통해 소

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정보의 확대

에는 일부 제품의 경우 표시 공간, 글씨 크기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업체와 소비자 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

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4.3. 원료 원산지 표시 예외조항 개선

4.3.1. ‘수입산’ 표시 규정

◦ 현재 수입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산’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전환하여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업체의 경우 대체로 반대하는 반면, 소비자는 찬성

하는 의견이 많았다.

◦ 가공업체는 표시규정을 전환할 경우 원료 변경과 원산지 표시 변경 

시점을 맞추기 어려우며, 기존의 표시설비로는 전환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표시 전환에 의해 원료저장시설, 

인쇄기기 등 설비 추가, 포장재 제작 및 재고 처리 등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국가명’ 표시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큰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 ‘수입산’ 표시 규정 전환 방안에 대해서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체는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하는 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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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가 높다. 그러나 ‘수입산’ 표시 규정의 변경시행에 따라 원가부담이 

큰 대기업의 경우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을 모두 열거하거나, ‘수입

산’ 표시를 유지하고 ‘수입국가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들은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하는 방

안에 대해서 가장 선호하며, ‘수입국가명’을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

께 인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수입산’ 표

시를 유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낮다.

◦ 소비자의 식품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수요와 수입 원료에 대한 이력추적 

등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는 ‘수입산’ 표시 규정 예외 조항은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와 업체의 의견이 상당한 차

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

다. ‘수입산’ 표시를 ‘수입국가명’ 표시로 전환할 경우에는 업체의 입장을 

반영하여 표시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제도 변경시 유예기간도 업체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충

분하게 줄 필요가 있다. 

4.3.2. 혼합비율 생략 규정

◦ 현재 원산지 표시제 규정에서는 특정 원료의 혼합비율이 자주 바뀌는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혼합비율’을 생략하고 ‘원산지국명’

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하는 

반면, 소비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다. 해당 규정의 개정은 업체와 

소비자 간 의견 차이와 함께 ‘수입산’ 표시 규정의 개정과 연계하여 생각

할 필요가 있다. ‘혼합비율’ 생략 규정을 개정할 경우 이에 대한 유예

기간은 ‘수입산’ 표시 규정에 대한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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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조국(중간 가공지) 표시 

◦ 2008년에 중국에서 1차 가공되어 수입된 ‘새우깡’의 이물질 혼입사고 이후 

원료 원산지 외에 다른 국가에서 가공 또는 반가공된 제품의 ‘제조국명’ 

표시도입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졌다. ‘제조국(중간 가공지)’ 표시 

도입에 대해서는 업체의 경우 월 매출액 규모가 적을수록 긍정적이다. 

그러나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와 가공지를 함께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서는 선호하지 않았다. 소비자는 대체로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와 가

공지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 다른 국가에서 가공 또는 반가공된 제품은 ‘제조국명’ 표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입 범위와 품목에 대해서는 업체와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 이 제도는 우

리나라에서 가장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편이다.

◦ 그러나 2008년의 가공식품 이물질 혼입사고 이후 소비자의 가공식품 원

료 원산지 표시제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제도 개선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가공식품업계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는 있

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 소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표시제의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길 원한다. 그러나 식품업체의 경우 표시제의 개선에 수반

되는 기술적·비용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와 농업인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제도 개선에는 소비자에 대한 필요 정보의 제

공이라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표시를 

이행하는 당사자인 식품업계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특히 표시제 개선에 따른 식품업계의 비용 부담이 막대한 경우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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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이것이 전가될 수 있으며, 정보의 과다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

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소비자와 가공식품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합일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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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식세계화의 필요성

1.1. 추진배경

◦ 세계 식품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여 2005년 3.6조 달러 규모에서 

2008년 4.0조 달러, 2012년은 4.6조 달러로 연평균 3.2% 정도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속도가 가장 빨라 연평

균 4.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식품·음식산업과 

타산업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식품·음식산업이 IT 산업의 약 5.6

배, 자동차산업의 약 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표7-1).

구분 규모(십억 US$)

IT 784

자동차 1,729

식품․음식 4,389

자료: Data monitor('08)

표 7-1.  식품 ․ 음식산업과 타산업의 규모 비교('08년)

◦ 국내 식품산업도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7년 식품산업 

생산액은 약109.5조원으로 농림어업 생산액 41.6조원의 2.6배 규모다. 국

내 식품시장은 연평균 6.7%씩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음식산업의 부가가

치는 33.6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 오늘날 세계는 ‘음식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국의 음식 및 음식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아 정부 차원의 세계화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시장에서 우리음식(한식)은 고유품목으로 절대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화를 통해 경제적 효과와 국가 이

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세계적으로 웰빙,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열량식인 한식이 

부각되고 있어 한식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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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굿사마리탄 병원(Good Samaritan Hospital)에서는 

한식을 ‘영양적으로 가장 적절한 음식'이라고 평가하여 일부 환자들에게 

한식을 치료식으로 제공하였다.

–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가공음식으로 인하여 비만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한국음식은 적절한 영양적 균형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하였다.

– 2006년 미국 건강전문잡지 ‘Health’에서는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한식을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모범식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비빔밥(’98)과 비빔국수(’06)는 

가장 우수한 기내식으로 평가받았다. 

◦ 한식의 세계화는 한류열풍을 계기로 더욱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장금’ 등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한 한류현상이 자연스럽게 한식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대장금은 전통궁중음식을 통해 한국문화를 보여주는 컨텐츠로써의 역할을 

하였다. ‘약식동원(藥食同原)’의 사상이나 음식에 대한 사람의 정성 등

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잘 표현하였고,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타인의 

삶에 끼치는 영향과 나아가 사회관계까지 조직하는 과정을 잘 나타내었

다. 그 결과 대장금 방송 이후 궁중음식 등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

아졌다.

◦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도 한식세계화의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 2007년 우리나라를 방한한 외래 관광객은 6,448,000명

으로 전년 대비 4.8%가 증가하였고, 일본인(2,235,963명)>중국인(1,068,925명)> 

미국인(587,324명) 순으로 많이 방한하였다.

–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할수록 관광산업이 신장하고, 나아가 

한식의 확산, 농식품의 생산 및 수출 증대로 이어져 한국의 위상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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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필요성 

◦ 식문화라는 말이 있듯이 식생활은 한 나라의 문화유산 일부이다. 이에 

한식의 세계화는 한국문화의 세계전파라는 점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다. 

한식은 반만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다른 나라의 음식과 차별화

된 우수성을 가지고 있어 세계화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음식은 한 나라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 2009년 국가브랜드

위원회가 주한 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국의 이미지로 한복, 한글보다도 한식인 ‘김치와 불고기’를 

가장 먼저 꼽았다는 것도 이를 대변한다. 

그림 7-1.  주한 외국인 1,000명 대상 한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

– 2007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및 한국음식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 

대부분 한국 및 한국음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미국인이 일본인이나 중국인에 비하여 ‘매우 좋다’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7-2).



제

7

장

한식세계화 추진현황과 연구방향 ● 201

미국인 일본인 국인 체 χ2-value

매우 나쁘다 1(1.0) 1(0.9) 0(0.0) 2(0.4)

21.717**

나쁘다 1(1.0) 3(2.8) 1(0.4) 5(1.0)

보통이다 13(12.5) 24(22.4) 52(19.5) 89(18.7)

좋다 39(37.5) 49(45.8) 135(50.8) 223(46.8)

매우 좋다 50(48.1) 30(28.0) 78(29.3) 158(33.1)

체 104(100.0) 107(100.0) 266(100.0) 477(100.0)

**p＜0.01
자료: 한국외식정보(2007). FTA 대비 한식세계화 정책 방향 최종보고서.

표 7-2.  평소 한국 및 한국음식에 대한 이미지
단위: 빈도(%)

◦ 한식세계화는 자국음식을 육성하거나 관광상품화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우수한 식품을 확

보하여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태국 등이 발전단계는 다르지만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 한식의 세계화는 농식품의 수출증대로까지 이어진다. 피자나 우메보시가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으로 부상하면서 이탈리아의 모짜렐라 치즈 같은 

피자의 토핑용 식재료나 일본의 매실 같은 식재료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태국의 경우, 해외에 있는 태국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10%

에 해당하는 양념과 전통 식재료를 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 농식품의 수출액은 2007년 38억불에서 2008년 44억불로 17.2%가 증가

하였으며, 한식세계화 정책으로 농식품의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기대

된다. 식재료 수출은 한식재료 뿐만 아니라 현지 음식과 결합하는 퓨전

조리 및 현지 고유음식 재료로도 공급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농축수

산물 수출 제고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로컬

푸드나 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식세계화를 통해 한

국형 식문화 정착, 향토음식의 산업화, 로컬푸드와의 연계로 녹색식생활 

실천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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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국의 음식세계화 동향

2.1. 국가별 동향

2.1.1. 이탈리아

◦ 이탈리아 정부는 2000년 이전부터 이탈리아 음식을 세계에 보급하기 위

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조리학교 운

영 때문에 음식 세계화와 보편화에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이탈리아 음

식이 올바른 형태를 갖추고 고품질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외국 소재 이탈

리아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한 ‘리스토란테 이탈리아노 인증제’를 추진하

고, 외국인 인력양성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파스타, 빵, 올리브기

름, 와인, 치즈와 같은 중요한 이탈리아 식재료들을 각각 세분화된 품질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 레스토랑 인증제도

– 이탈리아 정부는 해외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02년 ‘리스토란테 이탈리아노 인증제도(Ristorante Italiano Certificate)’를 

실시하게 되었다. 

– 주무부처는 농림정책부 산하 해외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의 고품질 농산

물의 증대를 위한 기술 위원회(Technical Committee for the Enhancement 

of Quality Agro-Food Products in Italian Restaurants Abroad)로 생산활동

부, 외무부, 재외동포부, 국립무역협회, 해외상공회의소, 국립식품연구소, 

레스토랑협회 대표, 언론 매체 대표, 음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각국의 6만여 개 이탈리아 음식점에 조사원을 파견하여 이탈리아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목표이다.

– 인증서 관련기관 및 단체들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부온이탈리아(BuonItalia), 

인증심사를 담당하는 데트 노르스케 베리타스(Det Norske Veritas: DNV),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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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역에 따른 기술 표준안 수정을 제안하는 지역위원회(Country Committee),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국제 이탈리안 레스토랑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talian Restaurants: ARDI) 등이 관련되어 있다.

– 인증기술 표준조항으로는 HACCP 체크리스트의 이행여부, 고객관리를 

위한 레스토랑 조직구성, 레스토랑의 내부구조 및 환경, 음식의 특성 및 

준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점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용하는 식

재료 및 제품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

년이고, 인증서를 받은 레스토랑은 각종 프로모션 및 제품개발 참여 및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이탈리아의 음식을 세계에 전파하고, 나아가 

국제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인력양성 프로그램

– 토리노의 유명한 이탈리아 전문가와 해외 이탈리아 식당경영자들이 1991

년 이탈리아 음식을 보존하고자 ICIF(Italian Culinary Institute for Foreigners)

를 설립하였다. 이탈리아 음식과 와인에 대한 특화를 희망하는 외국인 전

문가(조리사, 소믈리에, 레스토랑 운영자) 그룹을 위해 마스터 과정, 단기 

과정(일반 코스와 테마별 코스), 재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 해외 사무실들은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학생들이 꾸준히 찾아올 수 

있도록 조리학교의 활동을 진흥하고 있는데, 현재 크게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의 4개 지역으로 나누어 활동 중이며 30개 이상의 나라에 

퍼져 있다.

– 이탈리아의 최고 조리사들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등의 언어로 

이탈리아 조리를 전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공동체의 

도움으로 다른 교육 시스템에 비해 학비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 향토음식(슬로우푸드) 지원정책

– 1986년 이탈리아 북부도시 브라에서 식품첨가물 문제로 손상된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슬로우푸드협회’를 결성하였고, 지역의 식문화를 보존하

고 미각의 다양성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사업을 진행하였다. 

– 농식품 분야와 접촉할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중시한다.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사와 주변환경을 존중하며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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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콘도타의 텃밭 프로젝트’를 고안하였다. 

성인에게는 음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자 ‘Master of Food’ 패키

지 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 과정’도 있다. 

– 슬로우푸드 식품 및 미각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은 병원, 사회복지기관, 

교도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환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2.1.2. 일본

◦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하에 일식의 세계화에 노력을 기울였고, 1981년 

농림수산성 산하에 외식 산업실을 설치하고 외식산업종합조사연구센터

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1964년 동경올림픽 때 매스컴

을 통해 세계인의 관심이 일식에 집중되었다. 미국에 처음 스시가 진출

했을 때 날로 먹는 음식이라고 부정적이었으나 지금은 세계의 가장 고급

스러운 음식으로 자리 잡아 일식 세계화에 성공하였다. 또한 음식의 세

계화 정책과 농수산물 수출 정책을 함께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 일본은 2005년 일식인구 배증(倍增) 계획하에 2010년까지 세계의 일본식 

인구를 6억 명에서 두 배인 12억 명으로 늘려 일식을 ‘프랑스 요리’, ‘중

국요리’에 이은 세계 3대 요리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민·관 공동으로 

일식 세계화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올바른 일본 식문화 보급을 위해 농

수산물 및 식품 수출을 지원하고자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Try Japan's 

Good Food’사업을 수행하여 대사관, 일본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해

당국가의 주요인사 및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일본산 고품질 식재료를 

사용한 일본식을 제공하는 등 일식 세계화정책을 펼쳐나갔다. 

◦ 해외 레스토랑 지원제도

– 일본은 자국음식 보호와 해외 일본 레스토랑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계 각지에 있는 일본 레스토랑에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레스토랑 인증

제도는 일본 음식점의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 수출을 

촉진하며, 나아가 일본 식문화의 올바른 보급과 일본 식품관련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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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을 후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국수주의의 부활이라

는 비판이 있어 일본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인증'제를 포기하고 이를 ‘지

원' 제도라는 형태로 바꾸었다. 

– 일본의 민간식품업계가 일본식 식당 해외보급추진위원회(JRO)를 설립하

여 일본음식의 조리법뿐만 아니라 조리원, 점포, 식문화 이해에 대한 전

반적인 심사를 거쳐 마크를 부여하였다. 해외보급추진위원회(JRO)는 일

본식 레스토랑의 공통된 과제를 해결하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해외 

일본식 현지지부 설립과 고평가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Zagat 가이드 발

행 등 새로운 음식의 전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밥 소믈리에’ 인증제> 

일본에서는 ‘밥 소믈리에’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밥 소믈리에가 되려면 

쌀의 품종과 밥맛 등의 기본사항과 밥의 영양과 건강, 과학적 근거 

등의 지식을 지녀야 하고 일본취반협회의 필기와 시식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인력양성 프로그램

– 일본조리는 날것 위주의 스시, 사시미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을 방지하고자 츠지모리 조리사학교에서 올

바른 조리방법을 전수하고 있다.

– 일본의 조리사들을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으로 파견해서 기술을 전

파하여 현지의 음식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조리를 배워 서

양인들의 기호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 일식레스토랑 해외보급추진기구에서는 또 다른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조리기술향상 교재 작성, 강습회를 통한 인재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 향토음식 지원(지산지소, 地産地消) 정책

– 농림수산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산지소 운동은 지역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등,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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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산지소 운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심리적 거리가 단축되고 커

뮤니케이션 효과가 증대되며, 지역농산물에 대한 애착심 고취와 소비확

대를 기대할 수 있다.

2.1.3. 태국

◦ 태국음식은 최근 세계 4대 음식으로 손꼽히며 세계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음식이다. 성공요인은 태국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과 체계적인 전략을 

기반으로 한 사업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음식 중 가장 단기간 내에 

세계화에 성공한 태국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지원이 밑받침되었다. 

정부는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음식의 개발뿐 아니라 

식료품, 향신료, 조리기구 등의 수출을 통하여 태국음식의 세계화에 성공

하였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 세계에 태국음식점을 확장하였다. 

◦ 태국정부는 2001년 글로벌 타이 레스토랑 프로젝트를 내걸고 2004년에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쏨킷 짜뚜씨피탁 전 부총리의 주도하에 Kitchen 

of the World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 태국음식의 표준화와 음식산업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Thai Select 레스토랑 인증제도, 해외 태국식당 프랜차이즈화, 

태국 조리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등이 있다.

– 프로젝트는 농림수산성 주관하에 있으며 국립식품과학연구소는 정보수집, 

연구, 교육담당을 맡고 있다.

◦ 레스토랑 인증제도

– 해외 우수 태국 레스토랑을 선별하고 태국음식을 대중화 및 세계화하기 

위하여 공식인증서를 발급하는 Thai Select Certification (타이셀렉트인

증) 프로그램을 2004년부터 실시하였다.

– 2010년까지 타이셀렉트 레스토랑을 1,000개로 늘리고 식자재 수출량을 

100억 달러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태국음식의 전 세계적인 소

비를 증가시키고자 한다. 타이셀렉트 인증 레스토랑으로 선정되면 수출

입은행으로부터 0.25%의 이자할인 혜택을, 중소기업 개발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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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리사 양성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그림 7-2.  각국의 레스토랑 인증로고 

◦ 인력양성 프로그램

– 태국음식의 교육기관으로 University of Kasetsart를 두어 태국식당 조리사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훈련한다. 전문 태국 조리사 양성과정은 영어로 수업

을 진행하며 태국음식에 대한 지식, 식품과 재료선택 및 보관방법, 조리

법, 조리영어를 주 교과과정으로 하고 있다.

– 해외주재 태국식당 전문관리자 과정에서는 태국제품을 이용한 홍보, 해

외의 태국식당 관리에 대한 지식, 태국식당 기획 및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및 예산책정, 관리, 마케팅 및 영업을 교육시키고 있다. 

– 교육기관인 University of Kasetsart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태국음식 조

리사 양성교육을 책임지고, 노동 및 사회복지부는 교육프로그램을 관

리하며 외무부에서는 해외에 나가는 데 필요한 수속을 처리하고 있다. 

2.2. 시사점

가)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수립 

◦ 세계화 단계별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경우 1964년 

동경올림픽을 세계 각국에 일본음식을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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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지속적으로 태국음식 세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국음식의 

세계화를 진행하였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정부와 여러 업계가 지속적

으로 관계를 맺어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 레스토랑 인증(지원)제도 도입 

◦ 세계에 퍼져있는 자국의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심사해서 기준을 갖춘 레

스토랑에 한해 인증을 부여하여 본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각국 음식의 고유한 맛을 지키고 음식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세

계 각국의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다) 전문인력 양성  

◦ 각국 음식세계화를 위하여 조리전문 교육기관에서 전문 조리사를 양성하

고 있다. 자국조리 품질의 관리뿐 아니라 자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국의 조리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조리교육을 시킴으로써 세계로 자국음식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ICIF와 프랑스의 Le 

Cordon Bleu가 있다. 

라) 관련 관광상품 개발 

◦ 세계화에 성공한 나라의 음식은 다른 문화적 요소와 결합하여 차별성을 

두었으며, 음식과 즐거움을 결합시켜 특별조리관광이나 조리실습관광, 

음식축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자국의 음식을 관광 상품과 연계시켜 개발

하였다. 일본은 축제(마쯔리)와 음식을 접목시키고, 태국은 전통조리를 

하루 동안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마) 향토음식 및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

◦ 각국은 고유의 음식과 음식문화 개발·보급을 위해 향토음식 및 로컬푸드 

지원을 하고 있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해외진출뿐 아니라 국내기반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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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식세계화 추진현황

3.1. 추진체계

◦ 한식세계화 정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합동으로 

‘한식세계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농식품부․문화부 장관, 

민간위원 1명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식품업계 CEO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다(위원구성 : 재정부, 외교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 학계, 식품업계, 문화계, 일반경제계 인사, 농어업인 등 총 35명). 

역할은 한식세계화 전략 수립, 법·제도 정비, 세계화추진 점검 등이다.

◦ 추진단 운영의 효율성과 위원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분과위원회(3개)와 

총괄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1

분과(R&D, 산업화, 해외진출), 2분과(인력양성), 3분과(홍보, 마케팅)으로 

구성되었다. 운영위원회는 추진단 민간공동단장, 3개 분과위원장, 농식품

부 식품유통정책관으로 구성하여 분과별 정책보고서 등, 추진단회의 안

건산정, 분과정보교류를 추진한다.

◦ 2010년에는 민간위주의 ‘한식재단’을 출범시켜 홍보사업, 해외 한식당 지

원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3.2. 한식세계화 T/F 부처별 추진현황

3.2.1. 농림수산식품부

◦ 한식세계화 비전 및 전략

– 농림수산식품부의 한식세계화 비전은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 한식’으로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는 해외 한식당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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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만개에서 2017년 4만개, 농식품 수출을 2008년 44억달러에서 

2012년 100억달러, 2017년까지 세계 일류 한식당을 100개 만드는 것이 

세부목표로 포함되어 있다<그림 7-3>. 

그림 7-3. 한식세계화 비전 및 목표

– 추진방향은 첫째, 단품 한식을 명품화하고, 고급 한정식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추진, 둘째, 대중식당을 통해 단품메뉴 중심의 프랜차이즈화 

유도와 고급 한정식의 전통을 바탕으로 현지화 및 고급화하는 차별화 

전략, 셋째 대상지역별 경쟁력 있는 한식메뉴의 발굴·확산과 음식의 

매운맛·짠맛 등의 등급화, 다양한 수요층을 공략하는 등 다양화 전략

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Eat’와 ‘Entertainment’ 즉, 음식에 예

술·재미를 융합한 ‘Eatertainment’를 각 한국식당에 접목해서 하나의 

‘한국문화원’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 세부추진 과제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식 문화”, “경쟁력 있는 한식

산업”을 위해 Inbound(국내기반)와 Outbound(해외진출) 대책을 세워 

Inbound로는 인프라 구축, 요리명장 양성, 스타 한식당 육성, 한식 체험

기회 확대를, Outbound로는 한식세계화 R&D확대, 국산 식재료 공급

시스템 구축, 한식이미지 UP프로젝트, 한식문화 알리기, 한식브랜드

10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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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한식세계화 추진방향 및 세부추진과제 

◦ Inbound(국내 기반구축) 추진

– 한식 산업기반 구축 프로젝트

 ∙ 외식산업의 창업촉진, 외식산업진흥시설 자금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의 

외식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한식 종합정보

포탈 구축 및 다국어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 한식 요리명장 프로젝트

 ∙ 유명 호텔, 대학 등과 연계하여 전문조리교육을 추진하며, 한식조리 특

성화 학교 지정(2010), 장기적 민 ·관 공동 국제한식요리아카데미 설립 

등 다각적 한식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한다.  

– 국내 한식당 고급화 지원

 ∙ 한식당의 고급화 디자인 개발 ·보급, 우수 한식당 컨설팅을 지원한다.

– 한식 체험기회 확대프로젝트

 ∙ G20, 2010 한국방문의 해 등 행사를 활용하며, 세계 1백만인 구전(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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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네트워크 구축, 외국인의 농어촌 체험기회 확대, 명소 마케팅 인프

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 Outbound(한식의 해외진출 확대) 추진

– 한식세계화 R&D프로젝트

 ∙ R&D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한식의 기능성 ·상품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확대하며, 산 ·학 ·연 R&D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 국산 식재료 공급시스템 구축프로젝트

 ∙ 세계 주요도시에 식재료 공동 물류센터를 설치(임차 활용)하며, 국산 

식재료 직거래 및 공동구매망을 구축한다. 또한 식재료의 규격화 및 안

전 공급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 한식 이미지 UP 프로젝트

 ∙ 한식에 스토리를 접목하고 위생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한식의 고급 

이미지를 구축하며, 한식조리법 표준화 등을 통하여 외국인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 한식문화 알리기 프로젝트

 ∙ 한식홍보를 위한 범부처적 네트워크 및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연계하며, CBS, NHK 등 해외공중파 방송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홍

보를 강화해 나간다.

– 한식브랜드100 프로젝트

 ∙ 2010년~2017년까지 세계적인 한식브랜드 100개의 육성을 추진하며, 

외식산업을 ‘벤처 비지니스’화하여 투자여건을 조성하며, 자본과 기술

을 가진 대형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및 M&A를 유도할 것이다. 

3.2.2. 외교통상부

◦ 한식세계화와 관련하여 해외역량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외공관, 정부산하단체, 글로벌기업, 동포역량을 융합, 조정하여 현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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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한식 고급화의 전진기지로 대사관저는 

‘현지 최고의 한식당’으로서 각종 공식행사와의 연계 및 한식을 소개하고,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시장정보 수집, 해외수출진흥활동, 현지 

진출업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3.2.3. 문화관광부

◦ 해외 조직망 전진기지를 활용(해외문화원 12개소, 공사 27개 해외지사)

하여 한식 조리강습 및 체험프로그램 강화와 한식 홍보영상의 상시 상영, 

사진전시 및 홍보물 배포, 방문객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 해외유력 미디어 홍보를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TV, 인쇄매체, 옥외, 인터

넷을 통해 특별 광고캠페인이 이루어지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대형 

이벤트와의 연계, 글로벌 PAN 미디어, 특별 광고 실시(Yahoo, Google 등 

유력 검색엔진 키워드 광고)를 통해 추진 할 예정이다.

◦ ‘한식’ 테마 방한상품 개발은 한식 및 6대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 천일염, 

고추장, 된장, 간장, 젓갈로 이루어져서 체험상품은 건강, 웰빙 지향 

트랜드 연계 고부가가치 관광상품화를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 

◦ 음식 관련 대형국제회의 유치(2012 세계조리사회 연맹총회)와 국내 개최 

국제회의(2009~2013년, 29개 행사), 해외 관광박람회(2009년, 100개 행사) 

등을 통해 한식을 홍보할 수 있다.

3.2.4. 지식경제부

◦ 농수산물의 마케팅 기회확대와 지원강화를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으로 해외 유력바이어 상담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 수출

금융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농수산물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확대할 전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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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전시회(연

132회)에 한식 관련물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

기관 홈페이지에 홍보, 농수산물 수출시 KOTRA 브랜드를 활용토록 우

선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수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KOTRA KBC(71개국 96개)가 농수산물 

수출 지원업체 60개 업체의 농수산물 수출지원기능 및 수출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수행한다.

◦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 공동물류센터의 적극 활용, 물류센터 기능뿐만 

아니라 공급상 역할까지도 수행한다.

◦ 농수산물수출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KOTRA, 무역협회 등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 인력양성규모를 연차적으로 50(2009년)명에서 100(2010년)명, 150명

(2011년)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 수출업체 유형별 특화지원으로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KOTRA 내 해외

진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및 해외진출가이드북 

제작과 보급(표준계약서 작성 및 성공사례, 분쟁사례 등), 국제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를 지원(미국, 중국, 일본 등)할 예정이다.

3.2.5. 농촌진흥청

◦ 한식세계화 및 전통식품 산업화기술 개발

–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기초기반 구축 연구

 ∙ 한식에 사용되는 용어와 한식 조리법을 표준화하여 보급하고, 한식 양념 

및 소스 표준화 기술과 이를 적용한 간편식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인이 

즐기는 한식을 만들기 위해 문화권역별로 외국인의 한식에 대한 관능

적 기호도를 조사하고, 국내외 한식당을 고급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평가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식

단 비교 및 한식섭취와 대사증후군 같은 건강·질병과의 관련성 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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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여 한식의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전통(발효)식품의 기능성 평가 및 상품화

– 전통 발효미생물의 유용기능성을 검정하고 발효산물의 기능성 평가 및 

활용성 증대 기술을 개발하여 전통식품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 프랑스 와인, 일본의 사케 같이 우리 전통주 역시 세계 명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주종별 전용 발효제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고서에 기록

되어 있는 전통주를 현대에 복원·발전시켜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전통

주를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 별미장의 제조법을 확립하여 상품화하고, 김치의 임상학적 기능성을 구

명함과 동시에 제조기술을 개선하여 김치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고 세계

에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 한국형 식생활문화 정립

–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발굴하여 집대성한 전국 9개도 

전통향토음식의 상품성 증진을 위해 스토리텔링 및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농산물의 활용 및 녹색식생활실천을 위해 급식·

외식과 연계한 한국형 로컬푸드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식재료 

생산 - 수요 연계 시스템을 개발, 현장에 적용하여 실용화할 계획이다.

◦ 국내외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은 농업현장과의 연계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에서 12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으로 특

성화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농식품의 현장적용 연구를 추진

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는 미국, 네덜란드, 중국 등 11개국의 국제(또는 국립) 연구기

관에 상주연구원을 파견, 해외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을 확대하여 국제 

공동연구와 자원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 이에 한식세계화 사업도 국제협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선진국 및 개발도

상국에 문화로서 한식을 전파하고 한식의 현지화·세계화 사업을 업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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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하고자 한다. 또한 한식세계화 사업이 현지에 자연스럽게 전파되도

록 식재료 자원의 수집·활용, 한식의 현지화 방안 연구, 홍보활동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식의 특성 도출 및 이미지 등록

– 2009년 4월 미래기획위원회와 농수산식품부가 주최한 ‘한식세계화 2009 

국제심포지엄’에서 농촌진흥청은 한식(HANSIK)의 특징과 이미지를 개

발하여 ‘이미지 등록’을 하였다.

 

 ‘Healthy 세계 최고의 건강식으로, Attractive 매혹 이고, Natural 자연에 

가깝고, Sensible 오감을 만족시키고, Imaginable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Korean cuisine 한국의 음식, 한식’

4   한식세계화의 연구개발 방향

4.1. 기본방향

4.1.1. 농림수산식품부

◦ 2009년 12월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에는 7대 분야 20개 세부사업에 대한 기술개발 추진전략이 수립되었

으며 그 중 ‘전통식품·한식세계화’ 분야가 1개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었다. 

◦ ‘전통식품의 개발을 통한 한식상품화 및 세계화’를 위해 저염화 발효·미

생물발효 제어에 의한 발효식품 개발, 천연 기능성 ·유용성분강화 우수 

전통식품 개발, 문화권별 한식 기호 ·마케팅 전략에 따른 한식브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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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발을 추진한다(본 계획은 농업과학기술 관련부처의 의견이 포함

되었으므로 일부 농촌진흥청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 본 계획의 비전 ·목표 ·중점추진 전략기술은 다음과 같다. 

비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 일류 통식품 산업육성

목표

– 농수산식품 수출확 ((’08) 44억불 → (’12) 100)  

통발효식품 수출확  ((’07) 1.1억불 → (’13) 3)

– 해외 한식당 수 확 ((’07) 1만 개 →(’17) 4만 개)  

세계 일류 한식 랜드 100개(’17) 설립

– 통발효식품 시장규모 확  : (’06) 7조 4천억원 → (’13) 10조원 

– 선진국 비 기술수 (격차) : 65%(Δ6년) (’09) → 87%(Δ3년) (’14)

기술

성과

우수 통․발효 개발에 의한 한식상품․ 랜드

발효조 ․제

어 시스템
발효식품

우수 통 

식품

통식품

제조공정
한식 랜드 한식상품

그림 7-5.  ‘전통식품의 개발을 통한 한식상품화 및 세계화’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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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기술

(Macro)

2009년 

기술수 (%)

2013년 

목표(%)
세부기술(micro)

생물 환  

발효 기술
67 86

– 생물 환기법에 의한 유용소재 개발

– 유용발효미생물 종균화  산업화 기술개발

– 발효 조 ․제어 기술개발

– 염화 발효기술  발효식품 개발

통식품 기술 70 88

– 통식품의 건강기능성 규명

– 우수 통식품 발굴   제조공정 개발

– 우리 술의 품질고 화  세계  명주 개발

– 유용 발효미생물 종균화  산업화 기술개발

– 인삼 유용성분 강화  신제품 개발

한식 상품화 기술 60 87

– 문화권별 한식 기호도 평가  지 용기술 개발

– 세계시장 확산형 고품  한식상품 개발

– 한식 랜드 개발  문화 마  략 구축

– 세계 식문화자원 발굴  라이 러리 구축

– 한식의 건강의학  우수성 구명

표 7-3.  ‘전통식품의 개발을 통한 한식상품화 및 세계화’ 중점 추진전략 기술

4.1.2. 농촌진흥청

◦ 2009년 연구시스템 개편으로 농업과학기술을 15대 Agenda로 나누어 연

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15번째 Agenda는 ‘한식세계화 및 전통식

품 산업화 기술개발’로 한식세계화를 지원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목

표와 중점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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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한식과 통식품의 세계  상품화

  – 국가 랜드 가치 제고 : (’08) 경제력의 30→ (’12)60%

■ 건 한 국민 식생활 육성을 한 한국형 식문화 확산     

  – 한식의 생활화를 통한 식품자 률 향상 : (’06) 59.7→ (’12) 70%

■ 통 발효식품의 품질 화를 한 기반기술 구축

  – 발효미생물  자원화  양조공정 수율 향상 : (’06) 30→(’12) 50%
■ 통 발효식품의 과학화 ․세계화를 한 선도기술 확보 
  – 통식품의 소재화  상품화 향상 : (’09) 1→(’12) 4품목

추진

방향

 

■ 한식세계화 기반구축  소득 연계기술 개발

  ○ 한식의 표 화, 규격화, 산업화 연구 

  ○ 문화권역별 기호도 평가  세계상품화 기술개발

  ○ 한식의 조리법 간편화, 건강기능  우수성 평가

■ 외식, 식연계 식재료 개발  건 한 식문화 정착  

  ○ 외식  식 등 농산물 량소비 연구(Local system 등)

  ○ 식 외식용 식재료 규격기   안 성 평가

  ○ 식생활 교육기본법 지원 로그램 개발

■ 통 발효식품의 건강기능성 평가  활용기술 개발 

  ○ 통 발효식품의 기능성 탐색·발굴·강화 연구

  ○ 통 발효식품의 품질제어  상품성 향상 

  ○ 통주, 김치, 장류 등 통식품의 품목 다양화 

  ○ 통식품의 양생리활성 구명  평가

그림 7-4.  ‘한식세계화 및 전통식품 산업화 기술개발’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 ‘한식세계화 및 전통식품 산업화기술 개발’은 ‘전통식품·식문화의 내수기

반 구축 및 세계적 상품화’를 목표로 한식과 전통식품의 세계적 상품화, 

건전한 국민 식생활 육성을 위한 한국형 식문화 확산, 전통 발효식품의 

품질 현대화를 위한 기반기술 구축, 전통 발효식품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한 선도기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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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WOT분석 및 추진 전략

한식세계화 및 

전통식품 산업화 

기술 개발

(기회 Opportunities)

◦ 한류를 통한 국가인지도 향상

◦ 외식․단체 식 시장 증가 

◦ 농식품부 식품산업발  종합 책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 입법

◦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연계 발효

   식품( 통주, 장류, 식 , 김치류)   

개발요구 증   신성장 동력산  

업으로 두

(  Threats)

◦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가 수입

   농산물 반입 

◦ 서구화된 식생활 문화  은 

세 의 통식품에 한 계승의식 

부족

◦ 일본, 국 등 주변국가와의 차별화 

   모호

(강  Strength)

◦ 농가, 테마마을 등 생산지나

   기술 용지역 연계 용이 

◦ 통음식  식생활 문화에

   한 지속  연구지도 

노하우 구축

◦ 지역 고유의 발효식품 

개발로 자가생산 농산물의 

소비통로 → 소비자의 

근성 향상  웰빙 

랜드화 가능

◦ 작목기  연계된 조직시스템  

 해외상주 연구  활용 

가능

◦ 약식동원의 개념을 용한 한식의 

우수성 홍보

◦ 통식품을 활용한 외식  식용 

메뉴 개발

◦ 농가맛집, 테마마을을 심으로 

   한 향토음식 산업의 활성화

   (스토리텔링 발굴 등)

◦ 농가연계 식재료산업 지원기술  

개발

◦ 다양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통 가공식품 개발확

◦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강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 경쟁국의 음식과는 차별화된 한식 

   고유의 랜드 이미지 정립

◦ 한식 편의제품 개발을 통한 국산 

농산물 수요확

◦ 자국민의 한식에 한 자 심 고취  

로그램 개발

SO 략 ST 략

(약  Weakness)

◦ 생산-소비 연계 기술 미진 

◦ 국가별 기호에 맞춘 상품

   (메뉴)의 지화 부족 

◦ 국제 경쟁력을 가진 

문인력 부족 

◦ 산업  차원에서 과학의 

목을 통한 제조기술 신 

 품질 개선 부재

WO 략 WT 략

◦ 생산에서 소비까지 food supply 

   chain 분석을 통한 농식품 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

◦ 다문화간 비교연구를 통한 한식 

선호 방향 설정  문화권역별 맛 

선호도 조사를 통한 메뉴 

표 시피 확립(해외상주연구 , 

해외네트워크 활용)

◦ 외식․ 식업체 상 통식품 구매  

지원 

◦ BT, NT, CT 등 신기술  문화․  

목

◦ 고유의 한식 패턴 정립  아시아권 

   음식과의 차별화

◦ 한식 정보 DB구축( 양성분, 만드는

   법, 메뉴, 스토리텔링 등)

◦ 통식품 제조기능보유자 발굴   

육성

◦ 한식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한 국민 캠페인 지원

◦ 농업과 연계된 통식생활 문화 

교육 강화  체험 로그램 개발

표 7-5.  ‘한식세계화 및 전통식품 산업화기술 개발’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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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진체계

그림 7-6.  ‘한식세계화 및 전통식품 산업화기술 개발’ 과제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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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요 추진방안

4.4.1. 한식세계화 및 한국형 식문화 정립분야

그림 7-7.  ‘한식세계화 및 한국형 식문화정립’ 분야 추진과제

□ 한식의 규격화 ․ 산업화 기술개발

◦ 한식의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메뉴·조리법 개발 및 표준화·위생성 제

고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떡볶이 등 한식양념 및 소스제품을 개발

하고, 소스를 활용하여 외국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편식 개발을 추

진하며, 한식의 산업화 연계를 위한 식재료 개발 및 브랜드화, 마케팅 등 

한식의 세계화전략을 개발한다.

– 산업체 연계 지역특산물 활용, 한국형 소스 개발 및 안전식재료 생산 및 

단순가공 식재료 개발·보급

– 쌀을 활용한 전통식품 제조용 프리믹스 개발, 떡류 노화억제 기술개발·

실용화

◦ 한식의 다국어화를 추진하며, 국문·영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실용

조리서를 발간한다. 스토리텔링 발굴과 같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

와의 결합을 통해 지역문화와 연계된 관광상품화를 촉진하며, 영화, 음악, 

문학과 같은 예술과의 연계를 통한 한식상품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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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의 글로벌 상품화 기술 개발

◦ 한식의 부가가치는 지역이나 국가의 고유성과 차별성에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고 상품화가 가능한 아이템 창출을 위해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전통향토음식의 지속적 조사·발굴·DB화를 추진한다.

– 전통향토음식, 발효기술 등 사라져가는 민간의 식품관련 기술들의 발굴, 

수집, 자료화

– 전통향토음식의 지식재산권화를 위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연계 

추진

◦ 한식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북미권, 아시아권, 유럽권과 같은 식문화 

권역별 또는 국가별 식문화 및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

여 현지인의 문화적 특성과 기호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 나라에 맞는 

한식문화의 재창조를 위한 지속적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권역별 한식에 

대한 외국인의 관능적 기호도 조사 및 상품화 지원을 강화한다. 

– 2010년부터 해외 식문화에 관한 정보를 수집·DB화,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의 외국인 입맛에 맞는 한식개발 ·전파

□ 한식의 건강 의학적 우수성의 과학적 구명 

◦ 식품영양학, 조리학, 의학, 인류학, 경제학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한식

의 개념 정립 및 특징을 도출한다. 국내 주요식단 유형을 도출하고 비만 

등과 같은 건강질병 요인과의 연관성을 탐색하며, 해외식단과의 비교 분

석을 통해 건강식으로서 한식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구명한다.

– 한국·미국·네덜란드 등의 국가간 식단·영양상태 분석을 통해 각 식단과 

생활습관형 만성질환과의 유병률·위험요인 등 평가 

◦ 또한 건강식으로서 한식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방안 모색과 한식 정보제공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 전통발효식품, 한식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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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활교육 지원 연구

◦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지원을 위한 학교, 지역 단위에서의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를 개발한다.

– 학교,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식생활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 농촌이 식생활교육 현장으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농촌체험마을 등 국내외 전통식생활 교육·체험 활동 

분석 및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를 활성화한다. 향후 식농(食農)교육

이 중요시 될 것이므로 농촌 생산가공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식생

활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식생활 교육, 가공기술 교육, 귀농인 영농기술교육, 전통기술 교육 등 교

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 지역생산 농산물의 활용 연구

◦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 지역  

소비 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학교 등 단체급식장에서의 지역농산물, 향토

음식 사용확대 방안을 강화한다. 

– 지역농산물 연계 학교급식 모델 개발 및 효과 평가 : 경제적 파급효과, 

소비자만족도 등

– 농가형 소규모 비즈니스, 가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 농가 맛집 같은 농가 단위 향토음식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파머스마켓, 농산물직거래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도시·농촌간 대안유통,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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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전통식품 산업화 기술개발 분야

그림 7-8.  ‘전통식품 산업화 기술개발’ 분야 추진과제 

□ 전통발효식품 응용기술 및 상품화 연구 강화

◦ 식품소비의 천연지향 트렌드에 따라 농가형 천연 양조식초 제조 및 상품

화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천연 식물성 재료 및 약재를 이용한 발효식품 

개발을 확대한다. 또한 발효 옻나무 이용, 양조산물의 기능성 소재화 기

술개발을 추진한다. 

– 옻의 식의약 소재화 및 상품화 기술개발, 발효 옻의 식품소재화 추진

– 과일 및 산야초 이용 발효음료 제조기술 개발, 막걸리 양조세트, 순무 

발효음료 현장적용·평가

◦ 김치 및 장류의 상품성 강화를 위한 소포장기술, 위생안전성 강화 기술 

등의 활용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 별미장 상품성 향상기술 개발 : 생맥장, 대황장 등

– 전통 발효식품 가공원료의 관리, 처리, 위생적인 가공법·포장·저장, 맛 

향상, 퓨전 발효식품, DIY 제품

□ 전통주의 양조기반 구축 및 제조법 과학화 연구

◦ 한 나라의 음식은 그 나라의 전통주와 더불어 발전하므로 한식세계화는 

한식과 잘 어울리는 전통주(酒) 개발을 동반해야 한다. 

◦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주의 복원을 위하여 양조기반을 구축하고 제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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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화·표준화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고문헌(古文獻) 속의 전통주 

제조법을 재현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관광상품화를 

위한 지역 특산물 활용 가양주 제조기술 및 간편한 양조법 개발을 강화

한다.

– 산가요록 수록 전통주 재현 : 벽향주(碧香酒), 석탄주(惜呑酒) 등

◦ ｢우리 술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우수 전통주의 발굴, 복원, 보존

연구, 주류원료의 이용 및 특성, 양조 관련 미생물 등 양조기술 기반 연

구, 발효관련 효소 ·신개량 누룩 ·양조 주 ·부산물 이용 등, 양조기술 개

발 응용연구, 품질 및 안전성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소비자 요구형 막걸리 품질 다양화

– 양조산물 이용 이 ·미용 제품 개발 

□ 전통발효식품 건강기능성 평가 및 활용기술 개발

◦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한 식품임을 인정받은 김치를 포함한 전통장류(별

미장 등) 전통발효식품의 임상을 통한 건강기능성 평가를 확대하고, 발효

식품 유래 기능성물질 구명 및 응용활용성 연구를 촉진한다. 

– 토종 발효미생물 발굴 · DB화 ·자원화 및 종균화 기술 개발

4.4.3. 그밖의 고려할 점

◦ 한식 진출을 위한 상대국의 식품규제 등 관련 제도·법령에 대한 사전조

사를 철저히 한다. 법률 및 제도, 상거래 관행에 대한 정보 부족은 현지 

정부로부터 차별적인 조치와 과도한 행정 철차, 조세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쉽게 대안을 찾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

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국내외 한식당의 경쟁력을 높인다. 방한 외국인의 여론주도층이 한식을 

접할 수 있도록 국내 특급호텔에 한식당을 늘리고, 해외 한식당에 대한 

권역별·국가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 관련 정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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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한식 전문교육기관 육성 및 한식조리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조리와 언어, 서비스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인력을 

길러내고, 해외 한식당의 경영주, 조리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국제협력시스템, 해외공관, 해외동포, 민간사절단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국제협력시스템이나 해외동포, 외국인 관광객·유학생 

등을 한식 애호가로 만들어 구전(口傳) 네트워크를 이용, 여러 계층에서 

한식을 알리는 홍보방법을 모색하고 개발한다. 

◦ 한식과 어울리는 테이블웨어와 조리용 기구를 개발한다. 한국음식 뿐 

아니라 한국 식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릇, 수저 등의 테이블웨어와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내도록 그 나라 실정에 맞는 조리기구와 설비의 개

발도 고려되어야 한다. 

◦ 한식세계화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전문

가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농식

품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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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가공식품의 산업 개황

1.1. 밀가루

◦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제분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왔는데, 2007

년 말 기준으로 한국제분공업협회 산하에 8개 제분회사의 11개 공장이 

가동 중이다.

– 1983년 밀 수입 추천권이 농림부에서 한국제분공업협회로 위임됨에 따

라 밀가루의 생산 및 판매 자율화 실시

– 1990년 밀 수입 자유화, 제분업의 허가제에서 등록제 전환, 외국인의 국

내 제분업 투자허용 등으로 자율경쟁체제로 성장

◦ 2007년 가공실적은 214만 2천톤으로 가공능력 308만 3천톤의 70% 가동률을 

보였는데, 이는 2000년 이후 73~83%의 가동률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 2006년의 경우 가공실적 225만 9천톤으로 가공능력 308만 3천톤의 73% 

가동률 유지

지역 제분업체
가공능력

1일 연간

서울
CJ 

선제분

10,275 3,082,500

인천

한제분

동아제분

삼화제분

아산 삼양 맥스

부산

한제분

동아제분

CJ

남제분

목포 한국제분

  주: 이 연구는 최근연도 자료를 구하지 못해 2007년 기준 자료를 제시함.
자료: 식품유통연감, 2008.

표 8-1.  제분업체 현황(2007년 기준)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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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용 밀 수입 대상국은 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2007년도 도입

량과 도입금액은 각각 207만톤, 4억 9천만달러다.

– 1983년까지는 전량 미국에서 수입하다가 이후 수입선 다변화가 진행되

어 2007년에는 미국 118만톤, 호주 80만톤, 캐나다 9만톤을 각각 수입.

◦ 최근 3년간 밀가루 시장현황을 보면, 대한제분과 CJ가 각각 전체 시장의 

약 25% 점유를 유지하고 동아제분이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기타업체들의 점유율은 10% 미만이다.

– 2008년에는 CJ의 매출액이 3,659억원으로 대한제분의 3,394억원을 추월

하여 제분업계 1위 자리를 차지

구분
2005 2006 2007

매출액 유율
1)

매출액 유율
1)

매출액 유율
1)

한제분 2,528 25.7 2,395 26.2 2,541 25.1

CJ 2,514 25.5 2,456 25.5 2,306 24.6

동아제분 1,541 16.5 1,405 16.1 1,446 15.6

선제분 648 7.0 607 6.9 695 7.5

남제분 281 4.2 236 4.0 269 4.2

기타 - 21.1 - 21.3 - 23.0

계 - 100.0 - 100.0 - 100.0

  주: 점유율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추정.
자료: 기업공시자료, 업계 자료

표 8-2.  제분업체의 매출액 및 점유율 추이
단위: 억원 %

1.2. 식용유(대두유)

◦ 1920년대 소규모 공장에서 출발한 우리나라 유지산업은 1971년 동방유

량(현 신동방)이 대두 가공공장을 설립하면서부터 식용유 생산을 시작하

였다. 현재 대두 3사로 불리는 CJ, 사조O&F, 삼양유지 중, CJ와 사조

O&F가 대두를 수입하여 식용유를 생산 ·판매하고, 그 외 업체들이 원유

를 도입하여 식용유를 가공, 또는 임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2)3) 

1) 동아제분은 2008년 12월에 ‘동아에스에 ’로 사명을 변경.

2) 사조O&F는 2008년 3월에 ‘사조해표’로 사명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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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 2사의 생산능력으로는 CJ가 64만톤, 사조O&F가 30만톤으로 추정 

구분 업체 생산능력1)

두 착유 업체
CJ 644,000

사조O&F 295,000

원유 가공업체

삼양유지

-

상

롯데삼강

웰가

샘표식품

삼 식품

삼양사

유맥

  주: 대두 처리량 기준.
자료: 업계 추정치, 기업 공시자료.

표 8-3.  대두유 생산업체 현황(2007년 기준)
단위: 톤

◦ 원료용 대두는 전량 수입되는데, 업체의 대두 도입가격이 국제 수급현황 

및 환율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수입산 대두 중 최근 브라질산과 

미국산이 가장 많고, 중국에서도 대두 수입이 많았으나 최근 품질 및 유

통과정 등의 문제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호주, 러시아연방, 캐나다 등에서도 일정 부분 수입.

◦ 최근 3년간 대두유 시장현황을 보면, 대두유의 시장 규모는 430톤에서 

450톤으로 소폭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

율은 CJ가 2005년 48%에서 2007년 45%로 소폭 감소한 반면, 사조O&F

가 31%에서 38%로 20% 상승하였다. 기타 업체군의 점유율은 2005년 

21%에서 2007년 17%로 감소하였다.

3) 삼양유지는 2002년에 CJ그룹의 일원이 되었고, 2006년부터는 국내산 두 원유를 정제하여 

식용유를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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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7

시장 규모 426 440 450
1) 

유율
2)

CJ 47.5 49.2 45.4

사조O&F 31.4 30.7 37.7

기타 21.1 20.1 16.9

계 100.0 100.0 100.0

  주: 1) 추정치
2) 점유율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추정

자료: 식품유통연감 2008 (일부 수정), 관련 업계 추정치

표 8-4.  가정용 대두유 시장 규모 및 점유율 추이
단위: 천톤, %

1.3. 설탕

◦ 1953년에 국내 최초로 제당공장을 설립한 이후, 우리나라 제당산업은 지

속적인 성장과 업체간 경쟁을 통해 현재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의 3개 업체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1985년부터 공장가동률 60~70% 이

상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다가 1998년 IMF 한파로 침체기를 겪은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제당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CJ제일제당이 48만톤으로 가장 크고, 삼양

사가 46만톤으로 근소한 차이 유지

업체 생산능력

CJ 제일제당 479,000

삼양사 462,000

한제당 400,000
1)

계 1,163,439

  주: 추정치
자료: 기업 공시자료

표 8-5.  제당 생산업체 현황(2007년 기준)
단위: 톤

◦ 설탕 제조를 위한 원당의 주 수입국은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과테말라 

등이며, 원료의 가격과 품질에 따라 태국, 쿠바 등에서도 일부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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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간 설탕 시장현황을 보면, 전체 시장규모는 2005년 5,498억원

에서 2007년 7,553억원으로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점유율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동안 각각 26%와 20% 감소한 반면, 대한제당의 점유율이 크게 늘

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2005년 2006년 2007 년

매출액 유율 매출액 유율 매출액 유율

CJ 제일제당 2,806 51.0 3,272 42.9 2,851 37.7

삼양사 1,697 30.9 1,926 25.2 1,857 24.6

한제당 1,350 18.1 1,090 31.9 2,846 37.7

계 5,498 100.0 7,630 100.0 7,553 100.0

자료: 기업 공시자료 

표 8-6.  설탕 제조업체의 매출액 및 점유율 추이
단위: 억원

2   원료 농산물 가격과 가공식품 가격의 연관성 분석

2.1. 가격변화 추이 

◦ 국제 밀 선물가격은 2008년 3∼12월 동안 빠르게 하락하다 2009년 들어 

189∼21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 밀 선물가격은 2008년 3월 톤당 

424달러까지 상승하였던 가격은 2006년 하반기 수준으로 하락하였다.4) 

◦ 국제 대두 선물가격은 2008년 7월 톤당 553달러를 정점으로 2008년 12월 

320달러까지 빠른 하락폭을 보였다. 대두 선물가격은 2009년 들어 6월 

445달러까지 다시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 349∼353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최근 가격은 2008년 7월 대비 약 37% 하락한 수준이다. 

4) 국제 곡물가격은 시카고 선물거래소(CBOT)에서 거래되는 근 월 인도 선물가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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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원당 선물가격은 밀과 대두 등 다른 곡물과는 달리 2008년 12월

(260달러/MT) 이후 2009년 8월 537달러까지 급등하였다. 2009년 8월을 

정점으로 11월 486달러까지 정점대비 약 10% 하락하였다. 2009년 국제 

원당 가격의 급등은 주산지인 인도의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브라

질의 폭우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사탕수수를 에탄올 생산에 사용한

데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옥수수, 대두, 대두박, 밀 가격), 뉴욕상품거래소(NYBOT) (원당).

그림 8-1.  국제 원료 농산물의 선물가격변동 추이 

◦ 국내 가공품 가격은 주요 원료인 국제 선물가격 뿐만 아니라 환율, 운임, 

시장 재고상황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환율은 2008년 9월∼2009년 3월 

동안 급상승하여 곡물가공품 가격하락을 제한하였다. 곡물운임은 2007년 

말부터 상승하여, 2008년 6월 정점을 이뤘으나,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수

입원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 국제 원료 농산물가격은 환율과 운임 이외에 선물시장 이용정도, 수송시

일, 국내 재고상황 등에 따라 국내 가공품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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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은행

그림 8-2.  원/달러 환율의 변동 추이

2.1.1. 국제 밀 가격과 국내 밀가루 가격변화 추이

■ 국제 밀 가격은 시차를 두고 밀가루 가격에 반영

◦ 밀의 국제 선물가격은 2008년 3월 최고치인 톤당 424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2009년 11월 현재 188.8달러까지 지속해서 하락하였다. 달러기준 

수입가격은 최고치였던 2008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0.6% 하락한 

반면, 원화기준 수입가격은 동기간동안 43.6% 하락하여 환율이 수입가격

하락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5)

◦ 밀의 가공품인 밀가루 소비자가격지수(2005=100)는 2008년 7월 206.5까

지 상승한 이후 하락하여 2008년 9월 172.6까지 정점대비 16.4%하락하

였다. 그러나 밀가루 가격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8월까지 

일 년 동안 추가적인 등락없이 169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밀가루가격은 

5) 수입가격은 국내 통 가격(CIF)을 기 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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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현재 밀가루 가격은 2009년 8월보다 16.3포인트 하락한 

152.4수준을 보였다. 

  주: 1) 밀가루가격 계열은 우축, 나머지 계열은 좌축을 사용
2) 수입가격은 국내 통관가격(CIF)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관세청, 통계청

그림 8-3.  밀의 국제 선물가격, 수입가격1), 국내 밀가루 가격지수 변동추이 

2.1.2. 국제 대두가격과 국내 식용유가격 변화 추이 

■ 국제 대두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용유 가격 지속 상승

◦ 대두(채유용)의 국제 선물가격은 2008년 6월 553달러/톤으로 사상 최고치

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여, 2009년 11월 현재 톤당 353달러로 36.9% 하락하

였다. 반면 환율변동을 반영한 원화기준 수입가격은 2008년 11월 856.2천

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이후 2009년 11월까지 30.9% 급격히 하락하였다 

◦ 대두유가 포함된 식용유의 소비자가격지수(2005=100)는 국제가격 및 수

입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12.5% 상

승한 145.8수준까지 지속해서 상승하였다.6) 

6) 두의 가공품인 두유 소비자가격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유가 포함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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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식용유가격 계열은 우축, 나머지 계열은 좌축을 사용
2) 수입가격은 국내 통관가격(CIF)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시카고상품거래소(CBOT), 관세청, 통계청

그림 8-4.  대두의 국제 선물가격, 수입가격1), 식용유가격지수 변화추이

2.1.3. 국제 원당가격과 국내 설탕 가격 변화 추이 

■국제 원당가격과 국내 설탕가격은 상승세 유지 

◦ 국제 원당 선물가격은 2008년 12월∼2009년 8월 537.2달러 수준까지 무

려 106.5% 급등하였다. 2009년 9∼11월 하락하였으나, 11월 현재 486.1

달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제가격의 급등은 인도 및 브라질 등 사

탕수수 주산지의 기상요인에 의한 수확량 감소와 에탄올 등 용도 전환에 

기인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 국내 설탕 소비자가격(2005=100 지수)은 2008년 11월까지 정체수준을 

보였으나, 2008년 12월∼2009년 11월까지 지속해서 상승하였다. 2009년 

11월 설탕 소비자가격지수는 147.7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25.5% 상

승하였다. 

용유가격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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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설탕가격 계열은 우축, 나머지 계열은 좌축을 사용
2) 수입가격은 국내 통관가격(CIF)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뉴욕상품거래소(NYBOT), 관세청, 통계청

그림 8-5.  원당의 국제 선물가격, 수입가격1), 국내 설탕가격(지수) 변화추이 

2.2. 가격변동의 반영 시차 분석

2.2.1. 국제 원료 농산물 가격변동의 파급 시차 

◦ 국내 생산 및 수입 곡물 등 여러 원재료가 포함되어 만들어지는 국내 가

공품의 가격은 생산 및 수입 이후 각 유통단계별 마진에 영향을 받을 뿐

만 아니라 국제 원료 농산물가격, 환율, 운송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선

물거래와 현물거래 비중에 따라 국제 원료 농산물가격이 수입가격에 영

향을 미치는 시차가 상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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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국내 가공품 가격의 유통단계별 연동 시차

◦ 실제로 국제 원료 농산물가격, 환율, 운송비 인상 등으로 원료가격이 상

승하여도 이를 국내 가공품 가격에 곧바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즉, 가인

상에 따른 판매감소, 재고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가

공품 가격에 반영된다.

◦ 국제 원료 농산물 선물가격이 수입가격에 미치는 시차와 수입가격이 국

내 가공품가격에 미치는 시차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외생시차분

포모형(Exogenous distributed lag model)을 이용하였다. 

   (1) Yt = α + β(w0Xt + w1Xt-1 + w2Xt-2 +․․․+wnXt-n )

 

  여기서 wo…wn은 시차변수들에 대해 부여되는 가중치를 의미한다.

   (2) Wt = w0Xt + w1Xt-1 + w2Xt-2 +․․․+wnXt-n 

 

◦ 국제 원료 농산물 선물가격과 수입가격간 시차분포모형에서 X는 국제원

료 농산물 선물가격, Y는 수입가격이 되고, 수입가격과 국내 가공품가격

간 시차분포모형에서 X는 수입가격이 되고, Y는 가공품가격이 된다. 

◦ 일반적으로 Wt를 하나만 구하느냐 아니면 여러 개를 구하는냐에 따라 일

반 시차분포모형(Distributed lag model)과 다항식 시차분포모형(Polynomial 

distributed lag model)으로 구분된다. 또한 가중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에 

따라 가중치를 점차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형태로 부여할 수 있다. 가중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 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차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므로 가중치를 모두 동일하게 주었고, 다항식 시차분포모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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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변수의 시차 설정은 업계 및 전문가의 시차에 대한 의견을 근거로 

이보다 충분히 긴 시차(6~8개월)를 부여하였다. 

◦ 국제 원료 농산물가격이 수입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제 

원료 농산물가격은 시카고와 뉴욕선물거래소의 선물가격(US$/톤)을 사용

하였으며, 수입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운송비가 포함된 달러기준 수

입가격(US$/톤)을 이용하였다. 

◦ 수입가격변동이 국내 곡물 가공품가격에 파급되는 시차분석을 위해 밀 

가공품인 밀가루 소비자가격지수, 대두 가공품인 식용유 소비자가격지수, 

그리고 원당의 가공품인 설탕 소비자가격지수를 사용하였다. 

◦ 국제선물가격이 수입가격에 미치는 시차 및 수입가격이 배합사료가격에 

미치는 시차의 결정은 시차분포모형의 추정결과 5% 유의수준 하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시차를 선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차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가장 유의한 시차와 곡물유통업체 및 가공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2.2.2. 주요 국내 가공품의 원료가격변동 반영시차

◦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이 국내 가공품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분석하기 

위해 다항시차분포모형을 이용하였다7).

◦ 추정결과, 밀 수입가격(달러기준)은 국제 밀 선물가격변동 이후 5개월 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두 수입가격은 국제 대두 선물가격변동

이후 3개월, 원당 수입가격은 원당 국제 선물가격변동 이후 4~5개월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곡물 가공품 중 밀가루 소비자가격은 수입가격변동 이후 1개월 이내의 

시차를 갖고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용유 소비자가격은 대두 수입

7) 분석모형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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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이후 1개월 이내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탕 소비자가격은 

원당 수입가격변동 이후 1개월의 시차를 갖고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품 원료곡물 국제가격→수입가격 수입가격→가공품가격 총 시차

가루 5개월 1개월 이내 5～6개월

식용유 두 3개월 1개월 이내 3～4개월

설탕 원당 4～5개월 1개월 5～6개월

주: 국제 원료 농산물가격이 가공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는 시차분포모형의 추정결과의 통계
적 유의성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실제 시장재고량 등 다른 변수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표 8-7. 수입 원료가공품의 국제 선물가격 파급시차

3   가공식품의 원가 및 유통구조 분석

3.1. 밀가루

3.1.1. 원료 농산물 도입과정

◦ 국내 제분업체들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밀을 구매하는데, 현물거래(플

랫(Flat) 방식)와 선물거래(베이시스(Basis) 방식)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현물거래를 통해 밀을 국내에 도입하고, 선물거래는 아예 하지 않거나 

현물거래의 위험(Risk)을 완화하기 위한 헤징(Hedging)의 수단으로 사용

하고 있다.

– 현물거래방식으로 밀을 구매하는 경우 대부분 2~5개월 이후에 인수할 

밀을 선도계약(Forward contract)을 통해 구매

– 현물거래가격(FOB 가격 기준)은 선물가격(Future price)에 베이시스(Basis)가 

더해진 형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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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제분업체들은 미국산 밀을 카길(Cargill), ADM, LDC, 미쯔이, 

미쯔비시 등의 밀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거쳐 구매하고, 미

국 북서부항(포틀랜드)에서 선적을 한다. 캐나다산 밀은 캐나다 소맥위원

회(Canadian wheat board: CWB)가 시장을 독점하기에 CWB와의 수의계

약으로 밀을 구매하여 캐나다 서부항(밴쿠버)에서 선적을 한다. 호주산 

밀은 과거 호주 소맥위원회(Australian wheat board: AWB)와 수의계약을 

하다가 2009년 1월부터 3~4개 업체와 공개입찰을 진행하여 호주 서부항

(프리멘틀)에서 선적하여 국내로 도입하고 있다.

◦ 밀의 구매 후 국내에 도입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

지만, 생산지에서 국내업체 사일로까지 도착하는 데 30~6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밀을 구매한 이후, 추가되는 비용으로는 해상운송비용과 금융비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해상운송비용은 2006년 2월에 $ 44/톤 수준이던 것

이 2008년 9월에 $ 95/톤까지 증가했다가, 2009년 3월에는 $ 50/톤 수준

으로 떨어졌다. 금융비용은 신용장에 대한 금리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시로 

국제금리에 추가되는 가산금리가 과거 1% 미만이던 것이 2007년 하반기

부터 3~4.5%까지 상승하여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원/달러 변동에 따른 환 헤지는 일부 대기업에서 실시하고는 있으나, 변

동성이 매우 커서 환 헤지 자체가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수

출물량이 있는 업체는 달러 결제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계속 보유

하는 등의 대응을 어느 정도씩 하고 있다.

3.1.2. 원가 구조

◦ 밀가루의 공장도가격은 특별한 주기가 없이 가격변동 상황이 발생한 경

우 경영진에서 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밀의 국내 도입가격변동 및 재고

8) 베이시스에는 재고 유지비용, 수출국 항구까지의 육상 운송비용, 품질 리미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장에서 거래하여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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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밀가루 상품재고수준 등에 대한 자료를 담당 부서가 제시하면, 경

영진에서 업체 경영수익 및 경쟁상황 등을 감안하여 가격 인상 또는 인

하 결정을 하고 있다.

– 국내 밀 시장의 경우, CJ, 대한제분 등의 소수 업체가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주요 업체가 가격결정을 주도

◦ 밀가루의 경우 종류별·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공장도가격을 2007년 

1/4분기에 670원/kg에서 2009년 1/4분기에 1,120원/kg으로 67%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기간 원료비는 2007년 1/4분기 470원/kg에서 

2009년 1/4분기 1,010원/kg으로 114%가 상승하여 공장도가격 상승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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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밀가루의 공장도가격 및 원료비 추이

◦ 구체적으로 공장도가격에 대한 원료비, 기타 생산비, 마진의 비중을 보면 

원료비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한 반면, 판매·관리비 비중은 소폭 감소

하고, 마진9)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료비용 상승에 대

한 압박을 기타 생산비용절감 및 마진인하 등으로 완화시키는 업체들의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9) 표 품목에 한 제조 마진임.



제

8

장

국제 원료 농산물 가격과 국내 가공식품 가격의 연관성 ● 245

– 원료비 비중이 2007년 79%에서 2009년 1/4분기 91%로 12%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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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밀가루의 원가 구조

◦ 한편 밀가루의 주요 원료인 밀의 국제 선물가격, 국내 수입가격(달러 기

준), 업체 도입가격(달러 기준)을 비교해보면, 밀의 선물가격이 2008년 

1/4분기 이후 하락한 것에 비해 밀의 수입가격 및 업체 도입가격은 2008

년 3/4분기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10) 이를 통해 밀의 국제 선물

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의 괴리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

내 제분업체들이 주로 현물을 선도계약(Forward contract)으로 도입해오

기 때문이다.11)

◦ 밀의 업체 도입가격을 달러기준과 원화기준으로 분리해서 비교해보면, 

원화기준 가격이 2008년 3/4분기 이후에 달러기준 가격에 비해 적게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08년 하반기에 급격하게 상승한 환율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10) 수입가격은 세청에서 집계된 자료로 국내 통 가격(CIF)을 기 으로 작성되었고, 업체 도

입가격은 업체 조사결과로 업체가 작성한 가격임.

11) 업계에 따르면 2007년 이후부터 선물과 물간의 시세 연 성이 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는

데, 선물시장의 투기세력(speculator) 증이 한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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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밀 구매 가격비교

3.1.3. 재고관리

◦ 주요 원료 1회 도입분의 사용기간을 보면 제분업체들이 밀을 평균적으로 

한 번에 10~30일간 사용할 분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

해 밀의 업체 도입가격 변화가 실제 밀가루가격에 반영되는 시차가 일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에 밀가루의 재고율은 20~35%정도이고, 재고 기간은 7일~10일정도

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제품 재고로 인한 원료 농산물가격변화의 밀가루

가격 반영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3.1.4. 유통구조

◦ 밀가루의 유통경로는 용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다른 가공식품 제조

를 위한 원료용 밀가루는 공장에서 바로 식품가공업체로 공급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소비자나 식당에 공급되는 밀가루는 도·소매 등을 

경유하여 유통된다.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는 대리점(도매상)을 경유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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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소비 또는 외식업체용 밀가루의 경우, 최근 대형할인점의 부상에 

따라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바로 대형소매업체로 공급되는 비중이 상

승하는 추세

– 전체 유통경로별 밀가루 공급비중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

로 가공용과 일반 소비 또는 외식업체용 밀가루의 공급비중이 서로 비

슷한 것으로 추정.

◦ 밀가루의 공장도가격과 소매가격을 서로 비교해보면, 분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장도가격이 소매가격의 70~75%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3.2. 식용유(대두유)

3.2.1. 원료 농산물 도입과정

◦ 국내 식용유 제조업체들은 제분업체와 유사한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현

물거래를 통해 대두를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 선물거래는 아예 하지 않

거나 현물거래의 위험(Risk)을 완화하기 위한 헤징(Hedging)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물거래방식으로 대두를 구매하는 경우 대부분 2~5개월 이후에 인수할 

대두를 선도계약(Forward contract)을 통해 구매

– 현물거래가격(FOB 가격 기준)은 선물가격(Future price)에 베이시스(Basis)가 

더해진 형태

◦ 대부분의 식용유 제조업체들은 미국산 대두를 카길, 마루베니, ADM, 분

기(Bunge) 등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거쳐 구매하고, 미국 동남

부항(뉴올리언즈)에서 선적을 한다. 브라질산 대두나 파라과이 대두 또한 

카길, 마루베니, ADM, 분기 등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거쳐 구매

하고 있다.



제

2

부

248 ● 녹색성장과 새로운 활로

◦ 대두의 구매 후 국내에 도입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

지만, 생산지에서 국내 업체 사일로까지 도착하는 데 33~7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대두를 구매한 이후, 추가되는 비용으로는 해상운송비용과 금융비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해상운송비용은 2007년 6월에 $ 74 / 톤 수준이던 것이 

2008년 6월에 $ 130 / 톤까지 증가했다가, 2009년 4월에는 $ 44 / 톤 수준

으로 떨어졌다. 금융비용은 신용장에 대한 금리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시로 

국제금리에 추가되는 가산금리가 과거 1% 미만이던 것이 2007년 하반기부터 

3~4.5%까지 상승하여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원 / 달러 변동에 따른 환 헤지는 일부 업체에서 실시하고는 있으나, 변동

성이 매우 커서 환 헤지 자체가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수출물량

이 있는 업체는 달러 결제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2.2. 원가 구조

◦ 식용유의 공장도가격은 특별한 주기가 없이 가격변동 상황이 발생한 경

우 경영진에서 결정한다. 

– 국내 식용유(가정용 대두유) 시장의 경우, CJ, 사조O&F 등의 소수 업체가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가격 결정을 주도

◦ 식용유는 종류별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공장도가격은 2006년 

4 / 4분기 1,500원 / 리터에서 2009년 1 / 4분기 2,100원 / 리터로 40%가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원료비는 2006년 4 / 4분기 520원 / 리터에서 2009년 1 / 4분기 

1,170원 / 리터로 125%가 상승하여 공장도가격 상승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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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0.  식용유의 공장도가격 및 원료비 추이

◦ 구체적으로 공장도가격에 대한 원료비, 기타 생산비, 마진의 비중을 보면 

원료비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한 반면, 기타 생산비와 마진 비중은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비용 상승에 대한 압박을 기타 생산비용 절

감 및 마진 인하 등으로 완화시키는 업체들의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

– 원료비 비중이 2006년 4/4분기 40%에서 2009년 1/4분기 60%로 50%상승

– 기타 생산비 비중이 2006년 4/4분기 15%에서 2009년 1/4분기 14%로 10%감소

– 마진 비중이 2006년 4/4분기 44%에서 2009년 1/4분기 25%로 43%감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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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 식용유의 원가구조

12) 표 품목에 한 제조 마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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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식용유의 주요 원료인 대두의 국제 선물가격, 국내 수입가격(달러 

기준), 업체 도입가격(달러 기준)을 비교해보면, 대두의 선물가격이 2008

년 2/4분기 이후 하락한 것에 비해 대두의 수입가격 및 업체 도입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대두의 국제 선물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의 괴리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 대두의 업체 구매가격을 달러기준과 원화기준으로 분리해서 비교해보면, 

환율의 급등에 따라 2008년 3/4분기이후 원화기준 가격상승율이 급격하

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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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2. 대두 원료 구매가격 비교

3.2.3. 재고관리

◦ 주요 원료 1회 도입 분의 사용기간을 보면 식용유 제조업체들이 대두를 

평균적으로 한 번에 15~30일간 사용할 분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는 대두의 업체 도입가격 변화가 실제 식용유가격에 반영되는 

시차가 일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 반면에 식용유의 재고율은 50~80%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재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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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3~7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제품재

고로 인한 원료 농산물 가격변화의 식용유가격 반영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3.2.4. 유통구조

◦ 식용유의 경우도 밀가루와 비슷하게 용도별 유통경로가 서로 다르게 나

타난다. 다른 가공식품 제조를 위한 원료용 식용유는 공장에서 바로 식

품가공업체로 공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는 대리

점(도매상)을 경유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소비자나 식당에 

공급되는 식용유는 도 ·소매 등을 경유하여 유통된다.

– 일반 소비 또는 외식업체용 식용유의 경우, 최근 대형할인점의 부상에 

따라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바로 대형소매업체로 공급되는 비중이 상

승하는 추세

– 전체 유통경로별 식용유 공급비중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가

공용과 가정 ․외식업체용 식용유의 공급비중이 약 7대3 정도인 것으로 추정

◦ 식용유의 공장도가격과 소매가격을 서로 비교하면, 분기별로 차이가 있

지만 공장도가격이 소매가격의 80~88%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3.3. 설탕

3.3.1. 원료 농산물 도입과정

◦ 국내 제당업체들도 앞의 경우와 유사하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현물거래를 

통해 원당을 국내에 도입하고, 선물거래는 아예 하지 않거나 현물거래의 

위험(Risk)을 완화하기 위한 헤징(Hedging)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 현물거래방식으로 원당을 구매하는 경우 대부분 2~5개월 이후에 인수할 

대두를 선도계약(Forward contract)을 통해 구매

– 현물거래가격(FOB 가격 기준)은 선물가격(Future price)에 베이시스

(Basis)가 더해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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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제당 제조업체들은 수입 원당의 60% 정도를 호주에서 구매하는

데 QSL(Queensland Sugar Limited)에서 수의계약으로 확보하여, 호주 퀸스

랜드항에서 선적을 한다. 나머지는 과테말라, 브라질, 태국 등에서 구매하

는데 대개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원당을 구매하고 있다.

◦ 원당의 구매 후 국내에 도입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

지만, 생산지에서 국내 업체 사일로까지 도착하는 데 29~5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원당을 구매한 이후, 추가되는 비용으로는 해상운송비용과 금융비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해상운송비용은 2006년 상반기에 $ 55/톤 수준이던 

것이 2008년 하반기에 $ 70/톤까지 증가했다가, 2009년 3월에는 $ 35/톤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비용은 신용장에 대한 금리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시로 국제금리에 추가되는 가산금리가 과거 1% 미만이던 것이 2007년 

하반기부터 3~4.5%까지 상승하여 부담이 되고 있다.

◦ 원/달러 변동에 따른 환 헤지는 일부 대기업에서 실시하고는 있으나, 변

동성이 매우 커서 환 헤지 자체가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수

출물량이 있는 업체는 달러 결제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계속 보유

하는 등의 대응도 하고 있다.

3.3.2. 원가구조

◦ 설탕의 공장도가격은 특별한 주기가 없이 가격변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에서 결정하는데, 이는 앞의 다른 품목과 같은 모습이다.

– 국내 설탕 시장의 경우, CJ, 삼양사, 대한제당의 3개 업체가 설탕을 공

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점 시장적 상황

◦ 설탕은 2006년 4/4분기 740원/kg이었던 공장도가격이 2007년 4/4분기 

665원/kg으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여 2008년 4/4분기에는 690원/kg으로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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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간 동안 원당 구매비용은 kg당 370원에서 230원/kg으로 하락 후, 

다시 470원/kg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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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3.  설탕의 공장도가격 및 원료비 추이

◦ 구체적으로 공장도가격에 대한 원료비의 비중을 보면 2006년 4/4분기 

49%에서 2009년 1/4분기 68%로 37%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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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5.  설탕의 공장도가격 대비 원료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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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설탕의 주요 원료인 원당의 국제 선물가격, 국내 수입가격(달러 기준), 

업체 도입가격(달러 기준)을 비교해보면, 원당의 선물가격이 2008년 1/4

분기 이후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한 것에 비해 원당의 수입가격 및 업체 

도입가격은 2007년 3/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밀, 대두의 경우와 같이 원료 농산물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시세 

차이로 인한 국제 선물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의 괴리에 따른 것으로 판

단된다.

◦ 원당의 업체 구매가격을 달러기준과 원화기준으로 분리해서 비교해보면, 

원화기준 가격이 2008년 3/4분기 이후에 달러기준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

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2008년 하반기에 급격하게 상승한 환율의 영

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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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뉴욕상품거래소(NYBOT), 관세청, 업체 조사결과, 기업공시자료

그림 8-15.  원당 구매가격 비교

3.3.3. 재고관리

◦ 주요 원료 1회 도입분의 사용기간을 보면 제당업체들이 원당을 평균적으

로 한 번에 20~30일간 사용할 분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원당의 업체 도입가격 변화가 실제 설탕가격에 반영되는 시차가 일

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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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설탕의 재고율은 25~35%정도로 약간 높은 수준이고, 재고기간도 

15~30일 정도로 조사된다. 따라서 제품재고로 인한 원료 농산물 가격변화

의 설탕 가격 반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3.4. 유통구조

◦ 설탕도 앞서 언급한 밀가루 또는 식용유의 경우와 비슷하게 용도별 유통

경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다른 가공식품 제조를 위한 원료용 설탕

은 공장에서 바로 식품가공업체로 공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는 대리점(도매상)을 경유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있음. 반면

에 소비자나 식당에 공급되는 설탕은 도 ·소매 등을 경유하여 유통되고 

있다.

– 일반 소비 또는 외식업체용 설탕의 경우, 최근 대형할인점의 부상에 따

라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바로 대형소매업체로 공급되는 비중이 상승

하는 추세

– 전체 유통경로별 설탕 공급비중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가공용과 ‘가정용 ․외식업체용’ 설탕의 공급비중이 약 7대3 정도인 것으

로 추정

◦ 설탕의 공장도가격과 소매가격을 서로 비교했는데, 분기별로 차이가 있

지만 공장도가격이 소매가격의 67~75%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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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4.1. 국제 원료 농산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국내 가공식품의 

가격 반영이 품목별로 상이하게 진행

◦ 국내 밀가루 가격은 시차를 두고 국제 밀 가격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었고, 

식용유는 최근 국제 대두가격 하락에도 가격하락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

었다. 또한 국내 설탕가격은 국제 원당 가격 상승에 의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품목별로 국제 원료 농산물의 가

격변동 반영 수준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생산 및 수입 이후 각 유

통단계별 마진, 환율, 운송비, 업체의 의사결정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관련 업체들의 자료와 각종 공시자료 등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밀가

루와 식용유 제조업체의 경우 대체로 공장도가격 상승율이 원료비용 상

승율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당업체들은 공장도가격에서 차지하는 

원료비 비중을 2007년 말까지 줄이다가 다시 상승하는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국제 원료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내 가공식품의 

가격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2. 국내 가공식품의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는 제한적으로 

대응이 가능

◦ 정부가 국내 가공식품의 가격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극히 제

한적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시장경제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서 기업이 제품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고유의 의사결정임을 인정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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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주요 가공식품의 시장이 과점형태(Oligopoly)인 상황으로 시장 실패

(Market failure)가 발생하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특

히 시장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정보의 불

균형 문제는 해결이 시급한 부분이고, 시장 자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 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안으

로는 첫째, 가격 관련 정보생성 및 보급확대 둘째, 시장경쟁 체제강화 셋째, 

원료 농산물도입 관련 사회적 인프라 제공 등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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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식업의 농축산물 수요

1.1. 외식업 현황 및 전망

1.1.1. 외식업 현황

◦ 소득 증가와 식생활 변화로 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식 산업의 규

모가 확대되고 있다. 2007년 외식업소는 총 55만 개 업소로 56조 9,518

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199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금

액이다. 

억  원

자료: 도소매총조사.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그림 9-1.  외식업체 현황

◦ 외식업의 업소 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현재 한식 57%, 기타 

24%, 분식 8%, 중식 5%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한식과 일식 업소는 2005

년보다 증가하고 양식․중식․분식 업소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2008∼2009년 경기 악화로 소액 창업이 가능한 한식 업소 개업이 증

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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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식 일식 양식 식 분식 기타

2005 54.6 3.0 4.1 5.2 8.5 24.5

2006 55.1 3.1 4.0 5.2 8.4 24.0

2007 55.8 3.1 3.8 5.1 8.2 23.8

2008 56.5 3.1 3.7 5.0 8.1 23.6

2009 57.0 3.1 3.6 4.9 7.8 23.5

2005년 비

증감률
4.5 1.5 -12.6 -6.6 -7.8 -3.9

자료: 음식업중앙회, 회원현황.

표 9-1.  업소 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1.1.2. 외식업 전망

◦ 2008년 가구당 월평균 명목 식료품비 지출액은 60만 7천원으로 1999년

보다 47% 증가하였다. 전체 식료품비 지출액 가운데 신선식품 구입에 

지출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12% 증가에 그친 반면 외식비 비중은 

2008년 46%로 1999년보다 93%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외식업의 증가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그림 9-2.  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중 외식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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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간편식 및 외식을 선호하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9%로 2008년보다 7% 

증가할 전망이다.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

%

추정치

주: 2009년부터 수치는 평활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추정치임. 

그림 9-3.  가계 식료품비 지출중 외식비 비중 추정

1.2. 외식업의 농축산물 소비 비중

◦ 농축산물은 식품 연관 산업과 관련된 최종 소비자의 경제적 활동을 경유

하여 소비된다. 최종 소비자는 농축산물을 원물형태로 소비하거나 외식 

및 가공식품의 형태로 소비하기도 한다. 

자료: 최지현 외 4인. 2009.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에서 수정하여 인용.

그림 9-4.  농산물 소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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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체의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하면서 외식업체가 농축산물 시장에 미

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일반 음식점1)의 농축산물 소비량을 추정한 결과, 

2009년 농축산물의 일반 음식점 소비 비중은 품목군별로 6~43%로 추정

된다. 일반 음식점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군은 양념채소류로 전체 국내 

공급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엽근채소류가 32%, 과채류가 

28%, 쌀이 24%, 축산물이 22%, 과일류가 6% 순으로 추정된다.  

구 분 국내 공 량(A) 음식  소비량(B) 비 (B/A)

5,790,000 1,378,776 24

엽근채소류 4,223,540 1,338,042 32

양념채소류 2,709,662 1,170,930 43

축산물 6,671,000 1,453,160 22

과일류 1,596,000 96,948 6

과채류 1,199,900 337,464 28

주: 1) 쌀은 정곡 기준이며 축산물은 정육기준임. 
2) 국내 공급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 재고량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

센터의 품목별 추정치임.
3) 엽근채소류는 배추, 무, 양배추, 양념채소류는 양파, 대파, 쪽파, 건고추, 마늘, 풋고추, 과

일류는 사과, 배, 귤,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임. 
4) 음식점 소비량은 기관구내식당업과 피자․햄버거점, 그 외 기타음식점업을 제외한 나머지 음

식점업을 대상으로 한 것임. 

표 9-2.  농축산물의 일반 음식점 소비 비중(2009년 기준)
단위: 톤, % 

1) 통계청의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에 따르면 음식 업은 일반음식 업과 기타음식 업으

로 크게 분류된다. 먼 , 일반음식 업은 다시 한식, 일식, 식, 양식, 기 구내식당업(직

식 제외), 기타로 나뉜다. 다음으로 기타음식 업은 피자․햄버거 , 분식  김밥 문 , 

그 외 기타음식 업으로 분류된다. 



제

2

부

264 ● 녹색성장과 새로운 활로

2   음식점의 농산물 소비 실태2)

2.1. 채소류

2.1.1. 채소류 구매량 

◦ 채소류의 주간 구매 횟수는 평균 2회였으며, 저장이 비교적 어려운 대파는 

3회로 나타났다. 주간 구매량은 반찬과 주메뉴에서 활용도가 높고 김치의 

주요 식재료로 쓰이는 배추가 72kg로 가장 많았고 양파 47kg, 무 43kg 순

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념채소류인 쪽파와 건고추의 주간 구매량은 10kg 

미만이었다. 

　구 분 선호구매단 1회 구매량 주간 구매 횟수 주간 구매량

엽  근

채소류

무 개 17.8 2.4 42.8 

배추 망(10kg) 31.3 2.3 72.0 

김치 kg 16.6 2.5 41.4 

당근 kg 10.7 1.9 20.4 

양배추 망(8kg) 11.8 2.1 24.7 

양  념

채소류

건고추 kg 5.8 1.7 9.8 

마늘 kg 6.3 2.1 13.3 

양 망(20kg) 24.7 1.9 46.8 

단(kg) 5.8 2.7 15.7 

쪽 단(kg) 3.1 2.3 7.1 

풋고추 박스(20kg) 6.8 2.0 13.7 

표 9-3.  채소류의 주간 구매량
단위: kg

2) 음식 의 농산물 소비 실태는 2009년 11월∼12월까지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조사는 서울 지역의 업소 형태별(한식, 식, 일식, 양식, 분식, 기타) 규모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252개 음식 을 상으로 직  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음식 의 

업종별 분포는 한식 64%, 일식 6%, 양식 4%, 식 4%, 분식 8%, 기타 15% 다. 치별 

비 은 상업 지역 52%, 주거 지역 35%, 기타 지역 9% 등 이었다. 주요 고객 규모는 3∼4인 

고객 방문 비 이 높은 업소가 67%로 가장 높았다. 음식  규모가 100㎡ 이하인 업소 비

이 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1∼300㎡이하, 300㎡ 과 순이었다. 월 매출액은 3천

만 원 이하 업소가 52%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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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품목별 주간 구매량은 업소 형태별 주요 메뉴에 따라 크게 달라진

다3). 업소 형태별 구매량은 한식에서 배추, 일식․양식에서 양배추, 중식에

서 양파, 분식에서 배추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

늘, 건고추와 같은 양념류는 한식 업소에서의 소비량이 많았다. 

구 분 한 식 일 식 양 식  식 분 식 기 타

엽

근

채

소

류

무 48.3 19.3 20.4 8.0 29.3 30.4 

배추 81.4 12.6 20.0 29.3 54.8 42.8 

김치 53.7 5.5 17.0 33.3 33.3 6.4 

당근 25.4 5.3 13.0 27.7 9.9 6.6 

양배추 26.5 29.0 46.0 18.7 15.8 15.9 

양

념

채

소

류

건고추 11.7 1.7 6.5 2.3 9.3 0.8 

마늘 16.5 2.1 7.3 2.6 9.0 4.0 

양 50.7 16.7 38.9 53.3 36.7 47.2 

18.4 2.9 4.0 5.3 19.7 7.1 

쪽 8.1 1.5 3.0 1.0 4.5 5.0 

풋고추 14.7 4.3 4.0 8.0 15.2 12.8 

표 9-4.  채소류의 업소 형태별 주간 구매량
단위: kg

2.1.2. 채소류 구매 시기 

◦ 구매 시기는 월요일에 구매한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고, 수요일 16%, 

금요일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수요일, 월․금요일 조합으로 주2회 

구매하는 행태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업종 분류상 한식 업소는 고기구이, 탕 문, 면 문, 일반 한식, 수산물을 취 하며, 기타 업소

는 간이주 (유흥주 , 단란주  제외)으로 호 집, 민속주 , 치킨집 등이 포함된다. 



제

2

부

266 ● 녹색성장과 새로운 활로

구분 월 화 수 목 토 일 매일

엽

근

채

소

류

무 38.5 9.4 15.6 10.4 15.6 4.2 2.1 4.2

배추 41.7 9.7 12.5 4.2 12.5 5.6 1.4 5.6

김치 38.6 13.6 11.4 13.6 15.9 0.0 0.0 6.8

당근 46.4 10.7 14.3 3.6 12.5 3.6 0.0 8.9

양배추 42.9 4.1 24.5 2.0 10.2 4.1 2.0 10.2

양

념

채

소

류

건고추 42.9 9.5 11.9 4.8 11.9 7.1 2.4 9.5

마늘 43.2 12.2 20.3 5.4 12.2 0.0 1.4 5.4

양 47.5 8.8 15.0 11.3 7.5 2.5 0.0 6.3

43.1 10.8 16.9 9.2 7.7 1.5 0.0 10.8

쪽 42.4 12.1 21.2 9.1 6.1 0.0 0.0 9.1

풋고추 46.2 7.7 13.5 7.7 15.4 1.9 0.0 7.7

표 9-5.  채소류의 구매 요일 비중
단위: %

2.1.3. 채소류 구입처

◦ 채소류의 주요 구입처는 재래시장과 도매상이며 다음으로 중도매인, 소

매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소스류와 반가공품을 제공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소 원물을 프랜차이즈사로부터 공급받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4). 

4) 채소  과채의 유통은 일반 으로 도매(공 )시장→ 도매인→도매상(할인 )→소매상(재래

시장)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차장사의 경우 음식 으로 주문량을 직  공 하는 소매상의 역

할을 하고 있지만 도매인들로부터 물건을 공 받는 경우가 많다. 직거래는 산지 농 이나 

농가를 통해 직  공 받는 것을 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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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8

엽

근

채

소

류

무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인 소매상 직거래 차장사 랜차이즈 할인

(29.4) (27.9) (19.9) (8.0) (5.1) (4.0) (3.6) (2.1)

배추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인 소매상 차장사 직거래 할인 랜차이즈

(33.3) (25.4) (21.1) (8.2) (4.3) (3.6) (2.5) (1.7)

김치
도매상 도매인 재래시장 직거래 랜차이즈 차장사 소매상 할인

(28.0) (22.0) (18.9) (9.7) (7.4) (7.1) (5.4) (1.6)

당근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인 소매상 직거래 차장사 랜차이즈 할인

(30.4) (25.2) (16.7) (8.0) (6.6) (4.3) (3.7) (5.0)

양배추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인 직거래 소매상 차장사 랜차이즈 할인

(30.6) (23.6) (18.7) (7.0) (8.5) (5.5) (3.9) (2.2)

양

념

채

소

류

건고추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인 직거래 차장사 소매상 랜차이즈 할인

(28.4) (23.5) (21.6) (5.0) (5.8) (5.0) (1.4) (0.2)

마늘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인 소매상 직거래 차장사 랜차이즈 할인

(31.4) (26.5) (20.5) (5.7) (5.4) (3.9) (4.2) (2.3)

양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인 소매상 직거래 차장사 랜차이즈 할인

(28.4) (24.2) (21.4) (7.3) (6.5) (4.9) (4.3) (2.9)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인 소매상 차장사 직거래 랜차이즈 할인

(30.0) (25.5) (21.3) (7.2) (6.0) (5.3) (3.2) (1.6)

쪽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인 소매상 직거래 랜차이즈 할인 차장사

(32.6) (26.6) (23.0) (6.6) (4.4) (2.4) (2.2) (2.2)

풋고추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인 소매상 차장사 직거래 랜차이즈 할인

(36.2) (23.3) (19.6) (5.4) (5.3) (4.9) (2.9) (2.4)

표 9-6.  채소류의 주요 구입처
단위: %

◦ 업소 규모별 채소류의 구입처를 살펴보면, 100㎡ 이하 규모의 업소는 주

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며, 101㎡이상 규모의 업소는 중도매인과 도매상을 

통한 구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가 큰 업소일수록 저

렴한 가격과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한꺼번에 대량의 채소류를 구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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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0㎡ 이하 101∼300㎡ 300㎡ 과

엽

근

채

소

류

무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상

배추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상

김치 도매상 도매인 도매상

당근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상

양배추 재래시장 재래시장 도매상

양

념

채

소

류

건고추 재래시장 도매인 도매상

마늘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인․도매상

양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인․도매상

재래시장 도매인․도매상 도매인․도매상

쪽 재래시장 도매인 도매상

풋고추 재래시장 재래시장 도매상

표 9-7.  업소 규모별 채소류 최선호 구입처

2.1.4. 채소류 구입 형태

◦ 품목별 구입 형태를 살펴보면, 국산 이용 비중이 높은 배추와 양배추는 

원물 형태 구매 비중이 각각 91%, 93%로 높았다. 반면 수입산 비중이 

높은 당근과 마늘은 단순 가공 형태 구매 비중이 51%, 66%로 나타났다. 

이는 마늘과 당근이 각각 다진 마늘․깐 마늘, 세척 당근 형태로 수입되어 

가격 경쟁력과 편리성을 동시에 갖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9-5.  채소류의 품목별 구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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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채소류 원산지 비중

◦ 2009년 채소류 국산 구매 비중은 모든 품목에서 2008년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실시된 배추와 김치의 국산 

비중이 높아져 2009년 국내산 구매 비중은 각각 95%, 88%에 달하였다. 

구 분
국산 국산

2008년 1/4분기 2009년 1/4분기 2008년 1/4분기 2009년 1/4분기

배추 32.0 95.0 68.0 5.0 

김치 34.2 87.8 65.8 12.2 

건고추 37.1 50.7 62.9 49.3 

마늘 50.5 60.4 49.5 39.6 

양 66.4 68.2 33.6 31.8 

당근 51.1 67.0 48.9 33.0 

주: 채소류 원산지 비중 변화는 2009년 5월∼8월에 시행된 음식점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임. 

표 9-8.  채소류의 원산지 비중 변화
단위: %

◦ 2009년 4/4분기 채소류 원산지 비중은 2009년 1/4분기 조사에 비해 국산 

구매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김치를 제외한 건고추, 마

늘, 양파, 당근의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의 산지 가격 상승

으로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같은 해 1/4분기에 비해 국산 구매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9-9.  채소류의 원산지별 비중(2009년 4/4분기)

구 분 국 산 국산 기 타

배추 96.5 2.9 0.6

김치 85.1 14.3 0.7

건고추 84.5 13.1 2.4

마늘 83.3 16.5 0.2

양 95.5 4.0 0.4

당근 85.2 12.0 2.8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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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 규모에 따른 원산지 구매 비중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수

입산 구매 비중이 높은 건고추, 마늘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국산 구매 비

중이 떨어졌다. 

표 9-10.  업소 규모별 원산지 비중

구분
100㎡ 이하 101∼300㎡ 300㎡ 과

국산 외국산 국산 외국산 국산 외국산

배추 96.4 3.6 94.8 5.2 100.0 0.0

김치 86.1 13.9 79.3 20.8 87.9 12.1

건고추 82.4 17.6 87.8 12.2 79.2 20.8

마늘 83.6 16.4 83.2 16.8 77.1 22.9

양 95.5 4.5 93.6 6.4 100.0 0.0

당근 84.6 15.4 93.7 6.3 60.0 40.0

단위: %

2.2. 과채류

2.2.1. 과채류 구매량

◦ 과채류의 주간 평균 구매횟수는 약 2회이며 주간 구매량은 오이류 19kg, 

호박류 16kg, 토마토류는 11kg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선호구매단 1회 구매량 주간 구매 횟수 주간 구매량

백다다기오이 박스(15kg) 11.2 1.8 19.5

취청오이 박스(10kg) 8.1 2.2 17.9 

애호박 개 8.9 2.2 19.5 

쥬키니호박 개 5.1 2.3 11.8 

일반토마토 박스(10kg) 5.0 2.0 9.9 

방울토마토 kg 5.2 2.5 13.0 

표 9-11.  과채류의 주간 구매량
단위: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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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 형태에 따른 특성상 오이류, 호박류, 토마토류의 선호 품종이 뚜렷

하게 나누어졌다. 한식 업소는 가정용으로 선호되는 백다다기오이, 애호

박 구매량이 많았고, 중식 업소는 조리 후에도 색과 모양이 뚜렷한 취청

오이, 쥬키니호박 구매량이 많았다. 양식 업소는 조리 편리성으로 방울토

마토를 일반토마토보다 많이 구매하였다. 

구분 한식 일식 양식 식 분식 기타

백다다기오이 22.3 7.3 25.0 8.0 - 3.8 

취청오이 21.1 9.3 20.0 11.7 1.0 15.5 

애호박 24.0 3.0 7.0 - 3.7 6.2 

쥬키니호박 13.2 - 10.0 13.0 3.5 -

일반토마토 9.4 - 10.1 - - 10.4 

방울토마토 11.6 1.5 19.1 15.0 5.0 14.3 

표 9-12.  과채류의 업소 형태별 주간 구매량
단위: kg

2.2.2. 과채류 구입 시기 

◦ 과채류 구입 시기는 월요일에 구매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수요일 17%, 금요일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소류와 마찬가지로 

월․수요일, 월․금요일 조합으로 주 2회 구매가 많았기 때문이다. 

　구분 월 화 수 목 토 일 매일

백다다기오이 39.3 10.7 25.0 7.1 7.1 0.0 3.6 7.1

취청오이 42.3 3.8 23.1 0.0 15.4 0.0 3.8 11.5

애호박 43.2 8.1 13.5 5.4 21.6 0.0 0.0 8.1

쥬키니호박 33.3 8.3 16.7 0.0 25.0 0.0 0.0 16.7

일반토마토 46.2 7.7 7.7 7.7 15.4 0.0 0.0 15.4

방울토마토 35.7 7.1 14.3 0.0 14.3 7.1 0.0 21.4

표 9-13.  과채류의 구매 요일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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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과채류 구입처

◦ 과채류의 주요 구입처는 재래시장, 도매상이며 할인점이나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한 구매 비중은 낮았다. 

　구분 1 2 3 4 5 6 7 8

백다다기오이
재래시장 도매인 도매상 직거래 소매상 할인 랜차이즈 차장사

(28.9) (24.0) (22.1) (8.7) (5.5) (4.1) (3.5) (3.2)

취청오이
도매상 재래시장 도매인 직거래 소매상 차장사 할인 랜차이즈

(31.2) (27.1) (18.7) (7.8) (6.0) (4.2) (3.7) (1.2)

애호박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인 소매상 차장사 직거래 할인 랜차이즈

(33.0) (24.1) (20.1) (8.9) (5.4) (4.9) (2.2) (1.3)

쥬키니호박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인 직거래 차장사 소매상 할인 랜차이즈

(30.8) (28.5) (16.9) (8.5) (8.5) (3.1) (2.3) (1.5)

일반토마토
도매상 재래시장 도매인 직거래 차장사 소매상 할인 랜차이즈

(37.5) (25.0) (17.9) (9.8) (5.4) (3.6) (0.9) (0.0)

방울토마토
도매상 재래시장 도매인 직거래 랜차이즈 차장사 소매상 할인

(32.3) (23.8) (16.2) (11.5) (6.2) (4.6) (3.1) (2.3)

표 9-14.  과채류의 주요 구입처
단위: %

◦ 과채류의 경우 업소 규모에 따른 선호 구입처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품목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량을 구입하는데다 채소류와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100㎡ 이하 101∼300㎡ 300㎡ 과

백다다기오이 재래시장 도매인 도매상.시장

취청오이 도매상 도매인.도매상 도매상

애호박 재래시장 도매인 도매인

쥬키니호박 도매상 재래시장 도매상

일반토마토 도매상 도매인.도매상 도매상

방울토마토 도매상 도매상 재래시장

표 9-15.  업소 규모별 과채류 최선호 구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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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일류

2.3.1. 과일류 구매량 

◦ 주로 후식으로 제공되는 사과․배․귤과 같은 과일류는 1회 구매량 및 주간 

구매 횟수가 채소나 과채류에 비하여 작으며 구매 업소도 드물었다. 과일

류의 경우 성출하시기에 따른 계절성이 강하므로 조사가 시행된 11∼12월

의 상대 가격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표 9-16.  과일류 주간 구매량

　구분 선호구매단 1회 구매량 주간 구매 횟수 주간 구매량

사과 박스(15kg) 6.0 1.6 9.7 

배 박스(15kg) 8.6 1.6 13.7 

귤 박스(10kg) 4.6 1.7 7.8 

단위: kg

◦ 업소 형태별로는 한식 업소에서 배, 양식 업소에서 사과와 귤, 중식에서 

귤의 구매량이 많았다. 

표 9-17.  과일류 업소 형태별 주간 구매량

구분 한식 일식 양식 식 분식 기타

사과 9.9 10.0 7.0 8.0 - 7.9 

배 14.0 - 2.0 - 8.0 7.1 

귤 8.1 4.0 7.0 11.0 - 7.2 

단위: kg

2.3.2. 과일류 구입처

◦ 과일류의 주요 구입처는 도매상과 재래시장이었다. 상대적으로 구매량이 

적은 과일류의 경우 구매 편의상 할인점 구매 비중이 4위로 나타나 채소

류와 과채류 같은 다른 품목군에 비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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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1 2 3 4 5 6 7

사과
도매상 재래시장 도매인 할인 직거래 차장사 소매상

(38.5) (17.3) (15.4) (11.5) (7.7) (7.7) (1.9)

배
도매상 재래시장 도매인 할인 소매상 직거래 차장사

(42.6) (24.1) (18.5) (9.3) (1.9) (1.9) (1.9)

귤
도매상 재래시장 도매인 할인 차장사 소매상 직거래

(32.5) (27.5) (12.5) (12.5) (2.5) (7.5) (2.5)

표 9-18.  과일류의 주요 구입처
단위: %

◦ 업소 규모별에 따른 구입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사과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배와 귤은 규모 101㎡ 이상일 경우 도매상을 가장 선호했다. 

구분 100㎡ 이하 101∼300㎡ 300㎡ 과

사과 도매상 도매상 도매상

배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상

귤 재래시장 도매상 도매상

표 9-19.  업소 규모별 과일류 최선호 구입처

2.4. 축산물

2.4.1. 축산물 구매량 

◦ 축산물 중 1회 구매량은 돼지고기가 22kg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20kg, 

닭고기 11kg 순이었다. 주간 구매 횟수는 평균 2.5회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9-20.  축산물의 주간 구매량

구분　 선호구매단 1회 구매량 주간 구매 횟수 주간 구매량

쇠고기 kg 19.7 2.4 47.4 

돼지고기 kg 21.6 2.5 53.9 

닭고기 kg 11.0 2.5 27.5 

단위: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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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 형태별 구입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한식 업소의 구매량이 각각 

53kg, 60kg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고기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들이 

한식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닭고기는 치킨집․호프집이 속한 기

타 업소에서의 주간 구매량이 38kg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21.  축산물의 업소 형태별 주간 구매량

구분 한식 일식 양식 식 분식 기타

쇠고기 53.3 7.0 20.2 32.0 11.0 34.0 

돼지고기 59.8 8.0 21.0 42.2 22.8 41.1 

닭고기 28.3 7.8 8.3 24.0 - 38.2 

단위: kg

2.4.2. 축산물 구매 시기

◦ 축산물의 주요 구매 요일은 월요일로 동일하지만 두 번째 구매 요일에서 

차이를 보였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금요일인데 반해 닭고기는 토요

일로 나타났다. 이는 닭고기를 주로 소비하는 치킨집의 주말 판매율이 높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9-22.  축산물의 주요 구매 요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월요일 38.8 월요일 36.7 월요일 36.0

요일 19.5 요일 17.9 토요일 11.8

목요일 12.4 목요일 13.6 요일 10.4

화요일 12.0 수요일 10.3 목요일 12.4

수요일 7.6 화요일 9.7 화요일 12.6

토요일 5.5 토요일 9.3 수요일 13.3

일요일 4.2 일요일 2.5 일요일 3.5

단위: %

2.4.3. 축산물 구입처

◦ 축산물 주요 구입처는 도매상과 정육점으로 조사되었다. 닭고기의 경우 

수직 계열화된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구매 비중이 19%로 쇠고기나 돼지

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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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쇠고기
도매상

(31.0)

정육

(24.7)

납품업체

(21.5)

형유통업체

(10.3)

재래시장

(9.4)

돼지고기
정육

(34.5)

도매상

(30.6)

납품업체

(13.7)

형유통업체

(11.0)

재래시장

(7.8)

닭고기
도매상

(30.4)

형유통업체

(18.5)

정육

(17.4)

재래시장

(17.3)

납품업체

(13.0)

표 9-23.  축산물의 주요 구입처
단위: %

◦ 업소 규모별 구입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규모 100㎡이하 업소는 

정육점, 101∼300㎡ 업소는 도매상, 300㎡ 초과 업소는 납품업체를 통한 

구매를 선호했다. 닭고기는 규모와 관계없이 도매상을 통한 구매량이 가

장 많았다. 

구분 100㎡ 이하 101∼300㎡ 300㎡ 과

쇠고기 정육 도매상 납품업체

돼지고기 정육 도매상 납품업체

닭고기 도매상 도매상
도매상. 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납품업체

표 9-24.  업소 규모별 축산물 최선호 구입처

2.4.4. 축산물 원산지 비중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국산 구매 비중은 각각 47%, 91%, 82%로 

kg당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고기의 국산 이용 비중이 높았다. 

쇠고기의 경우 호주산 구매 비중이 국산보다 다소 높은 49%로 조사되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호주산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축산물의 일반 인 유통경로는 도매시장(공 장)→도축장(도계장)→ 간유통업체→소매상(정

육 , 형 할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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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축산물의 원산지별 구매 비중

◦ 업소 규모에 따른 축산물의 원산지 비중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9-25.  업소 규모별 원산지 비중

구분
100㎡ 이하 101∼300㎡ 300㎡ 과

국산 외국산 국산 외국산 국산 외국산

쇠고기 49.5 50.5 39.4 60.6 45.6 54.4

돼지고기 83.3 16.7 72.3 27.8 88.9 11.1

닭고기 92.1 7.9 87.7 12.3 87.5 12.5

단위: %

2.5. 쌀 

2.5.1. 쌀 구매량 

◦ 쌀의 1회 구매량은 49kg이고, 주간 2회 구매하여 주당 93kg을 구매하였

다. 선호 구매단위는 20kg 포대였다. 

선호구매단 1회 구매량 주간 구매 횟수 주간 구매량

포 (20kg) 49.1 1.9 93.2

표 9-26.  쌀의 주간 구매량
단위: kg

◦ 쌀의 주간 구매량은 한식 업소에서 107kg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식 업소 

70kg, 분식 업소 67kg 순이었다. 



제

2

부

278 ● 녹색성장과 새로운 활로

한식 일식 양식 식 분식 기타

107.2 70.0 27.6 42.4 66.9 61.9 

표 9-27.  쌀의 업소 형태별 주간 구매량
단위: kg

2.5.2. 쌀 구입처

◦ 쌀의 주요 구입처는 도매상과 중도매인이었으며, 직거래를 통한 구매 비

율도 11%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1 2 3 4 5 6 7

도매상 도매인 할인 직거래 소매상 재래시장 기타

39.0% 21.5% 12.5% 11.0% 7.0% 6.0% 3.0%

표 9-28.  쌀의 주요 구입처
단위: %

◦ 음식점 규모에 따른 최선호 구입처는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도매

상으로 나타났다.

100㎡ 이하 101∼300㎡ 300㎡ 과

도매상 도매상 도매상

표 9-29.  업소 규모별 쌀 최선호 구입처

2.5.3. 쌀 원산지 비중

◦ 쌀의 원산지 비율은 국산이 97%로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국산을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의무수입물량(MMA)으로 수입된 쌀의 

15%만이 밥쌀용으로 시판되기 때문이다. 

원산지 비

국산 97.0

국산 2.3

미국산 0.7

기타 0.0

표 9-30.  쌀의 원산지별 구매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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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 규모별 원산지 비중은 규모가 작을수록 국산 구매 비중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쌀의 유통경로가 대형유통업체에서 대량으로 

음식점에 공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9-31.  업소 규모별 원산지 비중

100㎡ 이하 101∼300㎡ 300㎡ 과

국산 외국산 국산 외국산 국산 외국산

98.3 1.7 94.0 6.0 93.8 6.3

단위: %

3   시사점

3.1. 산지의 외식업체 마케팅체제 정비 

◦ 외식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농산물의 외식업 수요도 더욱 증가

할 전망이며 외식업계의 동향이 향후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외식업의 증가와 더불어 농산물의 수입량도 

일부 품목에서는 증가하고 있어, 금후 국내 농축산물의 자급률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도 가공 및 외식 수요에 대응한 국내 산지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산지 농가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가계 소비용 농산물의 도매시장 유

통을 중심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을 통한 위탁 출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공식품 원료 및 외식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부터 가공 및 외식용 농산물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품 기

획 등을 포함한 판매 담당자의 육성과 담당 부서의 설치 등의 노력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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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지에서의 맞춤 판매전략 수립 

◦ 품질, 수량, 가격의 안정성은 유통 단계 전반에서 필요하지만, 조사 결과 

음식점에서 더욱 뚜렷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공급은 공산품

과 달리 기상 여건 변화 및 병충해 발생 등의 변수가 많아 이러한  수요

자의 요구를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음식점에서는 농산물 품질보

다 가격에 더 민감하므로 ‘안정적 공급’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산지간 수평결합을 통해 연중 공급체계를 구

축할 필요가 있다. 채소류와 과채류의 경우 계절에 따라 주요 산지가 이

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요 산지간 결합을 통해 공동으로 음식점 수요

에 대처할 수 있다. 

◦ 일반 도매시장 유통의 경우 모양, 크기와 같은 품질(상품)의 중요성이 강

조되지만, 음식점 수요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가격과 편의성이 더 강조된

다. 따라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품 농산물을 1차 가공하여 판매

하는 경우 가격 경쟁력과 편의성 측면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3.3.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대응한 산지 판매전략 구축 

◦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

면서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산 비중이 감소하고 국내산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식품안전성과 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점차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응한 산지 마케

팅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쇠고기의 경우 지역 농협과 

음식점이 연계된 브랜드 축산물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어 일반 농산물에

의 확대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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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한 기업 간 거래(B2B) 활성화  

◦ 농산물의 현물거래는 유통비용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워 물류비

용의 과다를 초래한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다량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더욱이 비용절감을 요구하고 있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적인 직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 농산물 물류를 담당하는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서 기업 간 

거래(B2B)기능을 강화하여 산지와 음식점의 상호연계를 중개할 수 있다

면 현물거래에 따른 거래비용과 감모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그림 9-7.  농수산물 중개 거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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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선편이농산물의 의의

1.1. 왜 신선편이농산물인가? 

◦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하기 편리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이 형성된다. 외식

업체나 식품제조업체는 조리 및 기초가공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하며 

가정에서도 가계노동의 일부를 외부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위생적으로 

손질된 농산물, 즉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 신선편이농산물이란 겉껍질, 씨앗 부분 등 먹지 않는 부분을 없애고 살균, 

세척하여 조리하거나 먹기 좋도록 위생적으로 손질하여 포장한 농산물을 

말한다. 즉, 신선하면서도 이용하기 편리한 농산물이다. 소매매장에서 

깍지붙은 콩나물, 통마늘, 흙당근이 보기 어려워졌으며 손질이 힘들고 

구입빈도가 낮은 더덕, 밤, 생강, 연근, 우엉 등도 깨끗이 손질된 상태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세척콩나물, 깐마늘‧저민마늘과 같이 세척○○, 깐○○, 

편이○○ 등의 이름을 가진 것이 신선편이농산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 신선편이농산물산업의 발전은 외식업이나 식품제조업의 발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후방산업인 농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

선편이농산물은 소비자와 노약 계층의 신선농산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후생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2. 신선편이농산물의 범위와 종류

◦ 신선편이농산물협회에 의하면, 신선편이농산물이란 “신선한 상태로 다듬

거나 절단되어 세척과정을 거친 과일, 채소, 나물, 버섯류로 본래의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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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로 정의된다1). 신선편이농산물은 원물수확 후 ① 절단(박피, 

다듬기 포함) ② 세척 ③ 포장이라는 3가지 과정을 위생적으로 거친 농산

물을 일컫는다2) 

그림 10-1.  신선편이농산물의 개념

◦ 신선편이농산물은 ‘신선함’에서 가공식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식품공

전｣에서는 ‘신선편의식품’을 규정하여 이를 가공식품 관리대상으로 포함

하고 있다.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이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신선편의식품에 대

한 규정 문구가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모든 신선편이농산물로 확장될 여

지가 있다.

◦ 신선편이농산물은 신선편이처리(전처리) 수준에 따라 1차 신선편이농산

물과 2차 신선편이농산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신선편이농산물은 탈피, 

다듬기, 제핵, 세척, 소독‧살균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친 것이며, 2

차 신선편이농산물은 탈피, 다듬기, 제핵, 세척, 소독‧살균 외에 절단(또

는 세절) 과정을 모두 거친 것이다.

1) 미국에서는 fresh-cut produce 등으로, 일본에서는 生鮮( 는 生食用)カット野菜(컷 채

소), カット果實(컷 과일) 등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신선편이농산

물은 물리  변화, 즉 단과정을 거친 농산물을 일컫는다.

2) 이러한 정의를 따르면 단순히 겉껍질을 벗긴 것이나 단순 물세척한 것은 신선편이농산물에 해

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순 탈피하거나 물세척만 한 것은 신선편이농산물과 달리 살균과정

을 거치지 않아 생 인 측면에서는 원물 쪽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들을 모두 포함한 것에 

해서는 ‘사 처리 농산물’이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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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신선편이농산물의 전처리 공정 예

◦ 신선편이농산물은 상품 수요처와 용도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표 

10-1>. 수요처 특성을 따르면 업무용과 가정소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업무용이란 가공업체나 외식업체가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가정소

비용은 가정에서 조리하거나 바로 섭취하기 위한 것이다. 신선편이농산물

은 상품의 용도적 특성에 따라 가공·조리용과 즉석섭취용으로 구분된다. 

가공·조리용은 2차 가공이나 조리(ready to cook)를 위한 것이며, 즉석섭

취용은 샐러드, 새싹채소 등 바로 섭취(ready to eat)하기 위한 것이다. 

수요처 용 도 처리 수

업무용

가정용

가공․조리용

즉석 섭취용

1차 신선편이

2차 신선편이

표 10-1.  신선편이농산물의 종류

2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의 현황

2.1. 시장 규모

◦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

유통공사(2008)의 ｢식품산업분야별 현황조사 결과보고서｣와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 식품산업에서 이용되는 농산물 중 신선편이농산물 시장규모는 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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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억원이며, 농산물 시장의 3.3~3.9%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표 10-2>. 

업종별 신선편이농산물 시장규모는 식품제조업 900~1,080억원, 식품소매

업 240억원, 외식업 4,660~5,540억원으로 추정된다. 신선편이농산물 시장

은 외식업에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식품제조업, 식품소매업 순이다. 농

산물 시장규모에서 신선편이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식품제조업 2~4%, 

식품소매업 0.3%, 외식업 7~11%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분 농산물 구매액
신선편이농산물 시장규모

시나리오Ⅰ 시나리오Ⅱ

식품제조업
30,215

(100.0)

903

(3.0)

1,082 

(3.6)

식품소매업
93,901

(100.0)

300

(0.3)

300

(0.3)

외식업
50,515

(100.0)

4,663

(9.2)

5,535 

(11.0)

계
174,631

(100.0)

5,868

(3.3)

6,890 

(3.9)

주: 1) 시나리오Ⅰ은 일반농산물과 신선편이농산물의 단가가 30% 높다고 가정한 것임. 
2) 시나리오 II는 일반농산물보다 신선편이농산물의 단가가 1단계(세척/소독)에서 30% 높고 2

단계(절단)에서 100% 높다고 가정한 것임.
3) 식품소매업의 시장규모는 본 연구 조사치임. 

표 10-2.  식품산업 업종별 신선편이농산물 시장규모 추정(구매액 기준)
단위: 억원, (%)

◦ 식품산업에서 구입·이용되는 신선편이농산물 물량은 총 25만 톤으로 추

정된다. 이중 신선편이 처리단계에 따라 살균․세척한 것이 전체의 65.1%, 

절단․세절한 것은 34.9%를 차지하여 살균․세척까지만 이루어지는 1차 신

선편이농산물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선편이 단계별 이용량

살균․세척(1차) 단(2차) 소 계

물  량 163 87 250

비  65.1 34.9 100.0 

표 10-3.  신선편이 단계별 이용량과 비중
단위: 천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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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통 경로

◦ 신선편이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유통단계가 적은 편이다. 신선도 

유지가 원물에 비해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선편이농산물은 신선

편이업체에서 주로 생산되고 수요처에 직접 판매되거나 대형식자재업체

를 경유하여 유통된다<그림 10-3>. 한편 신선편이처리를 하기 위한 농산

물 원물은 주로 직접 생산자에게서 신선편이업체로 조달된다. 즉 신선편

이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는 농가 → 신선편이업체 → (대형식자재업체) 

→ 대형수요처(기업형외식업체, 대형소매업체, 단체급식소)로 요약된다.

주: 굵은 선은 주요 유통경로를 의미하며, 이 연구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냄.

그림 10-3.  신선편이농산물의 유통경로 

◦ 신선편이농산물의 유통단계는 적은 편이지만 용도나 유형에 따라 유통

경로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업무용의 경우, 물량이 큰 단위로 유통되

며 신선편이업체 → (대형식자재업체) → 대형수요처(기업형외식업체, 

단체급식소)로 유통된다. 업무용에서도 단체급식용은 신선편이업체 → 

대리점 → 단체급식소의 경로가 주를 이룬다. 가정소비용은 업무용과 달리 

주로 대형소매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신선도가 더욱 요구되는 즉석

섭취용이 많이 취급되기 때문에 신선편이업체 → 대형소매유통업체의 

직거래 경로가 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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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편이농산물 생산공급업체(신선편이업체 또는 공급업체로 부를 수 

있음)는 신선편이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업체로서 산지나 

소비지에 위치하며 현재 약 30개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선편이업체는 대부분 일 10톤 이하 취급규모의 중소업체들

이다. 이들의 운영주체는 민간업체이거나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다.  

◦ 대형식자재업체는 식재료 유통사업의 선두주자로 대부분 위탁급식업, 즉 

단체급식서비스업을 겸영한다. 대형식자재업체는 시설을 보유하고 원물 

식재료를 직접 처리하기도 하고 외부의 신선편이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하

기도 한다. 위탁급식업을 겸영하는 대형식자재업체는 아워홈, CJ프레쉬

웨이, 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시스템 등 9개소다. 농협경제연구소

(2009)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선편이청과물 취급규모는 상위 4개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이중 외부 구입액은 상위 3개사에 집중되어 있다. 

◦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나 중소식자재업체도 신선편이농산물유통에서 일

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식자재업체는 개인납품업자 또는 벤더로 불

리기도 한다. 이들은 주로 도매시장 인근에서 간단한 조리·가공용 농산

물을 생산·유통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생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소식자재업체는 대체로 이용량이 적거나 보완적 목적의 외식

업체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들은 단체급식소에 대해 신선편이업체를 

대신하여 납품하는 대리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식품소매업은 소비자가구를 판매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이중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소매유통업체가 신선편이농산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각 매출액 상위 3사에 대해 2008년 기준 신선편이청

과물 취급액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은 평균 7.9억 원, 대형마트는 63.5억 원

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신선편이청과물 취급규모는 백화점에 비해 8배 

많은 수준이다. 한편 대형소매업체의 전체 청과물 대비 신선편이청과물 

취급비율은 0.9%이며, 신선편이청과물 취급액은 2007년 대비 20%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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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상위 3사의 해당 업종점유율은 각 74, 71%로 

매우 높다. 특히 소수 대형마트업체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소수 

대형마트에 대한 집중화 현상은 가정용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에서 대형

마트가 신선편이공급업체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외식 소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식품산업 업종 중 가장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산업은 외식업이다. 외식업에서도 사업체규모가 큰 기업형 외

식업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형 외식업에는 패 리레스토

랑, 패스트푸드점, 피자, 한식체인(프랜차이즈) 등이 포함된다. 이들 중 

패스트푸드업은 1980년대 하반기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성장하였으며,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주요한 수요처로 기능하였으나 최근 수년간은 사

업 규모가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패 리레스토랑, 피자, 한식체인 등의 

외식업태는 2000년대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신선편이농산물의 주요 수요

처가 되고 있다. 

◦ 개인이 운영하는 생계형 음식점은 업체수는 많지만 신선편이농산물 이용 

비중이 매우 낮다. 

3   이용자의 구매행태

3.1. 외식업체

3.1.1. 이용‧구매 

◦ 외식업체 조사결과, 기업형 외식업체의 35%가 신선편이농산물을 이용하는 

반면 생계형 외식업체의 5%만이 신선편이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업형보다는 생계형 응답업체가 신선편이농산물을 전혀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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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신선편이농산물의 주요 소비업체가 기업형 

업체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선편이농산물의 용도는 조리

용과 샐러드용 비율이 각각 80%와 20%의 비율을 차지하여, 조리용도의 

신선편이농산물 수요가 높다. 샐러드용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품목은 

과일류와 엽채류 등이고, 양쪽 용도로 비슷하게 사용되는 품목은 양상

추로 조사되었다.

구  분 품  목

식재료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

5% 미만

당근, 생강, 무, 양배추, 멜론, 인애 , 

로컬리, 도라지, 우엉, 연근채, 쪽 , 부추, 

슬리, 몬, 단호박

5~10% 미만 마늘, 생강, 감자, 야채 모듬, 미나리

10~15% 미만 양상추, 양 , 리카, 콩나물, 호박, 오이

15~20% 미만

20% 이상 피망, 배

용도

조리용 우세
양 , 마늘, 당근, 생강, 무, 감자, , 피망, 

리카, 로컬리, 도라지, 우엉, 연근채, 쪽

샐러드용 우세
양배추, 야채모듬, 부추, 슬리, 

멜론, 인애 , 배, 몬

양자 비슷하게 사용 양상추

신선편이 처리 

상태

1차 처리 우세 , 로컬리, 부추

2차 처리 우세

양상추, 생강, 감자, 멜론, 인애 , 피망, 

야채모듬, 도라지, 우엉, 연근채, 쪽 , 

배, 슬리, 몬, 미나리, 콩나물, 호박, 오이, 

단호박

양자 비슷 양 , 마늘, 당근, 무, 양배추, 리카

표 10-4.  외식업체 이용 신선편이농산물의 종류

◦ 신선편이 처리상태는 평균적으로 1차 처리와 2차 처리가 각각 40%와 

60%로 나타나 2차 처리까지 거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신선편이농산

물의 수요 업체들은 단순 1차 처리보다는 2차, 즉 절단 처리가 완료된 

상품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파나 브로콜리, 부

추는 1차 단순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 외식업체의 신선편이농산물 구매처는 외식업체가 기업형인가 생계형인

가에 따라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외식업체의 구매처로 신선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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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46%, 개인납품업자 31%, 대형식자재업체 20% 등의 순으로 

많다. 즉, 기업형 외식업체는 신선편이공급업체와 직접거래하여 신선편이

농산물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 식자재공급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신선편이업체에는 민간업체, 영농조합법인, 농협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계형 음식점은 거의 신선편이농산물을 이용하고 있지 않

으며, 이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개인납품업자로부터 조달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시 말해 기업형 외식업체가 신선편이농산물을 주로 신선편이

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데 비해, 생계형 업체는 모두 개인납품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림 10-4.  신선편이농산물의 구매처  

3.1.2. 제품특성 평가

◦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효용은 제품이 보유하는 속성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별 속성에 대해 이용업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외식업체들은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해 신선도, 가격, 위생관리 노력, 공급

량 안정성, 급발주 대응력 등의 속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그림 

10-5>. 한편 이들 속성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제품 차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맛과 포장상태의 중요도는 높으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이용업체들은 신선편이농산물의 



제

10

장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의 기회와 과제 ● 293

가격에 민감하고 신선도, 맛, 위생관리 등 품질·안전성 특성과 공급량안

정성과 급발주 대응력 등의 공급능력을 중요시하며 맛 속성을 제외하면 

대체로 시장에서 차별화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업체들은 브랜

드, 친환경재배여부, 다양한 규격, 일괄공급 품목수 등의 속성에 대해서

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제품간 차별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으로 평가하였다.

주: 좌표 공간 내의 가는 선은 각각 평균치를 표시함.

그림 10-5.  신선편이농산물 속성별 중요도와 차별성 평가

◦ 신선편이농산물 이용업체는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민간신선편이업체, 농

협, 영농법인 등에서 공급하는 신선편이농산물을 높게 평가하였다<그림 

10-6>. 특히 민간신선편이업체는 가격, 농협은 품질요인에서 높게 평가되

었고, 개인납품업자가 공급하는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품

질 양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럽게 평가되었다. 이용업체는 안전

성과 공급력 측면에서 농협, 영농법인, 민간업체 순으로 높게 평가하였으

며, 개인납품업자나 할인점의 제품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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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좌표 공간 내의 가는 선은 각각 평균치를 표시함.

그림 10-6.  생산·공급업체 유형별 신선편이농산물 특성 평가

3.1.3. 속성별 부분가치 평가 사례(양상추)

◦ 양상추의 업체구매에 대한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 결과, 속성별 

중요도 중 가격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신선편이농산물 구매시 가

장 중요한 속성인 것으로 나타났다3). 이는 기업형 업체나 생계형 업체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으나, 기업형 업체의 중요도가 52%, 생계형 업체는 

72%로 계측되어 생계형 업체가 신선편이농산물의 가격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음으로 전처리 수준과 포장상태가 각각 18%와 11%로 나타났으며,  신

선편이농산물의 인증 여부는 8%로 가장 낮았다.

3) 이용업체들이 주요 선택 기 인 신선도나 안 성 등을 직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지 

않아 가격의 요성이 보다 높게 반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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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양상추의 선택속성별 중요도

◦ 세부적으로 속성별 부분가치를 보면, 전처리 수준과 포장상태는 그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가치를 부여받았다. 인증 여부에서는 인증이 있는 

경우가 보다 높은 가치가 부여되었고, 가격은 높을수록 부분가치가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업체 특성별로 보면, 전처리 수준에 대해서는 기업형 업체가 생계형 업

체보다 세척/절단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포장 수준에서도 

기업형 업체가 생계형 업체보다 진공포장에 대해 더 높은 선호를 보였다. 

그리고 인증 여부에서는 기업형 업체가 더 민감한 선호를 보였으나, 가격

에서는 생계형 업체가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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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양상추의 선택속성별 부분가치

3.2. 대형소매업체

◦ 소비자가구가 신선편이농산물을 주로 구입하는 곳은 대형소매매장이므

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각 매출액 상위 3개사에 대해 조사하였다.

◦ 대형소매업체의 신선편이농산물 구매업체는 평균 5개소로 품목당 1~2개

소로 나타났다<표 10-5>. 백화점에 비해 구매액이 많은 대형마트의 구매

업체수가 많은 편이다.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구매업체별 평균계약기간은 

1년이며 업체당 평균 거래지속기간은 5.2년으로 일반농산물에 비해 거래

업체수가 적고 거래기간은 길다. 업체당 거래지속기간은 백화점이 6.3년, 

대형마트는 4.0년이다. 유통업체 자체상표(PB)가 신선편이농산물에 사용

되는 비율은 일반농산물보다 낮았으나 업체간 편차가 심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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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 형마트 체평균

구매업체 개소수(사) 4 6.7 5.4

품목당 구매업체 평균개소수(사) 1.5 1.8 1.7

건당 평균계약기간(개월) 12 12 12

구매업체당 거래지속기간(년) 6.3 4.0 5.2

주: 백화점과 대형마트 중 매출액 기준 각각 상위 3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집계함.

표 10-5.  대형소매업체의 신선편이농산물 구매 현황 

◦ 대형소매업체가 신선편이농산물 구매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신선도 

등 품질관리능력과 위생안전관리능력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백화점은 

품질관리능력을 중시하는 데 비해, 대형마트는 위생안전관리능력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다. 한편 구매업체의 가격조건이나 판매협력정도는 구매

업체를 결정하는 데 고려사항이 되었으나, 공급능력은 고려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각 매출액 상위 3사에 대한 복수응답 조사결과임.

그림 10-9.  대형소매업체의 신선편이농산물 구매업체 선정 기준 

3.3. 소비자가구

◦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행태와 평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330가구로 하였다. 소비자가구의 농

산물 구입장소는 대형마트 45.8%, 재래시장 30.6%, 기업형슈퍼마켓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선편이농산물 구입장소는 대형마트, 



제

2

부

298 ● 녹색성장과 새로운 활로

기업형슈퍼마켓, 백화점 등의 순으로, 일반 농산물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는 신선편이농산물의 구입 장소가 상대적으로 현

대적인 시설을 갖춘 곳이라는 공통점을 나타낸다.

백화
형마트

(할인 )

기업형

슈퍼마켓
재래시장 기타 계

일반농산물 
8

(2.4)

151

(45.8)

61

(18.5)

101

(30.6)

9

(2.7)

330

(100.0)

신선편이농산물 
12

(6.5)

137

(73.7)

26

(14.0)

8

(4.3)

3

(1.6)

186

(100.0)

주: 기타는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등 

표 10-6.  소비자가구의 농산물 구입 장소
단위: 명, (%)

◦ 소비자가구 중 신선편이농산물을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56.4%로, 경험이 없는 가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3~4인이고, 맞벌이 부부 가구의 구입경험 비율이 높으며, 한편 독신이나  

외벌이 가구의 구입경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소득과 학력은 높을수록, 

연령은 낮을수록 구입경험 비율이 높다. 

◦ 신선편이농산물 중 가정에서 주로 구입하는 품목 부류는 쌈채류 27.4%, 

샐러드․새싹채소 22.7%, 조리용채소 15.5%, 나물류 10.2%, 과일류 9.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품목혼합품 선호부류도 순서는 비슷하지만 

쌈채류 29.7%, 샐러드류 25.9% 등의 즉석섭취용 종류에 집중되어 있다. 

샐러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외국과 달리 쌈채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쌈을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식문화와 관련되며 독특한 현상이다.

 
샐러드, 

새싹채소
채류

조리용

채소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곡류 기타 없음

구입품목부류 22.7 27.4 15.5 9.0 10.2 6.1 1.7 7.0 0.3

다품목혼합품

선호부류
25.9 29.7 13.0 5.1 2.8 1.9 1.3 4.1 16.1

주: 1) 복수응답 결과임.
2) 1순위에 가중치 2를, 2순위에 가중치 1을 주어 평균한 후 전체를 100으로 표준화한 것임.

표 10-7.  소비자의 주요 구입품목 및 다품목혼합품 선호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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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채소나 나물류 중 신선편이제품 구입비율이 높은 품목은 다음

과 같다<그림 10-10>.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은 마늘, 콩나물, 상추, 새싹

채소, 도라지,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양상추, 파, 양파 등의 순이다. 원

물에 비해 구입비중이 높은 품목은 마늘, 콩나물, 도라지, 브로콜리, 상

추, 새싹채소, 당근, 양상추, 양배추, 파 등이다. 소비자가 신선편이처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품목은 도라지, 마늘, 더덕, 새싹채소, 콩나물, 연

근, 토란, 브로콜리 순이다. 가정용 신선편이채소에서 신선편이처리수준

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구입빈도도 높은 품목은 마늘, 브로콜리, 새

싹채소, 콩나물, 도라지였다.  

그림 10-10.  신선편이채소 구입빈도와 처리수준 인식에 따른 분류

◦ 소비자들은 신선편이농산물을 이용시, 조리가공용이든 즉석섭취용이든 

대체로 ‘가볍게 씻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즉석섭취

용 신선편이농산물을 이용할 때, 그대로 이용한다는 비율이 9.7%인데 비

해 씻어서 이용한다는 비율은 80%를 넘게 응답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신선편이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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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로 이용
가볍게  

씻어 이용

일반  

농산물처럼 

씻어 이용

품목/외  

상태에 

따라 다름

구입경험 

없음

조리용제품의 경우 0.5 79.0 12.4 7.5 0.5

즉석섭취용의 경우 9.7 75.8 5.4 6.5 2.7

주: 응답자는 모두 구매경험자

표 10-8.  소비자가구의 신선편이농산물을 구입 후 이용 습관
단위: % 

◦ 소비자들은 신선편이농산물 특성 중 가장 개선되어야 할 특성으로 신선도 

23%, 유통기간 표시 18% 등을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가격 13%, 원료 

국내산 여부 11%, 안전성인증 9%, 위생포장 8% 등을 응답하였다<그림 

10-11>. 신선편이농산물의 특성별 중요도와 개선필요성 대한 소비자의 

평가는 신선도와 유통기간이 가장 중요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료 원산지, 위생과 안전성이 중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한편 소비자는 가격에 대한 중요도는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

으나 가격인하는 기대(응답률 13%)하는 등 다소 모순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 신선편이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제조일자 ․ 유통기한 표시 

42%, 외관 33%로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체 브랜드와 포장지 설명내용 

14%, 각종 인증표시 9%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신선편이농

산물의 안정성을 판단시, 인증표시나 설명내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이해

하기 어려워 제조일자‧유통기한이나 외관 등 자신이 쉽게 판단할 수 있

는 기준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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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1.  개선이 필요한 신선편이농산물 특성별 우선순위

4   생산 ․ 공급업체의 운영 실태

4.1. 운영 현황 

◦ 신선편이농산물 생산․공급업체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영업 지속이 확인

된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3개 업체가 설문

에 응답하였다. 조사 업체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해 보면, 조직형태는 농

업법인 10개, 일반 민간업체 9개이며, 농협은 4개소였다. 사업개시년도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2000년을 기준으로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업체가 전체의 56.5%를 차지하였다. 또한 대부분

의 업체들은 사업개시와 동시에 신선편이농산물을 취급하였으며, 그 외 

업체들도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에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신선편이농산물만을 취급하는 업체는 9개소, 신선편이

농산물과 동시에 원물 또는 2차 가공을 취급하는 업체는 14개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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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수 비율

 체 23 100.0

조직형태

 농 4 17.4

 농업법인( 농법인, 농업회사) 10 43.5

 일반 민간업체 9 39.1

사업개시년도

 1995년 이 5 23.8

 1995～2000년 이 3 14.3

 2000～2005년 이 7 33.3

 2005년 이후 6 28.6

신선편이농산물

취  기간

 1년 이하 1 5.0

 2년～5년 이하 8 40.0

 6년～10년 이하 6 30.0

 11년 이상 5 25.0

주: 무응답은 빈도수와 비율에서 제외시킴.

표 10-9.  생산 ‧ 공급업체의 일반적 특성

◦ 업체의 품질위생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업체의 61%는 생산품의 

품질위생관리를 위해 별도의 품질관리기술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품질위생관리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품질관리기술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

체는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 업체들도 제품의 품

질위생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업체 수 비 (%)

보유 14 63.6

미보유 8 36.4

합 계 22 100.0

주: 무응답은 빈도수와 비율에서 제외시킴.

표 10-10.  품질관리기술 전문가 보유현황

◦ 품질관리인증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업체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증은 GAP, 이력추적제, HACCP 등이었으며, ISO 보유 업체도 다

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체별 인증 보유개수를 살펴보면 

1개 보유 업체가 48%로 가장 많았고, 2개 보유가 30%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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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운영 성과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신선편이농산물 매출액 자료수집이 가

능한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신선편이 사업규모를 추정하였다. 이 

중 3개년 평균 매출액과 매출액 증가율이 뚜렷하게 높은 2개 업체를 제

외한 16개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약 37억 원이었으며, 평균 매출액 증가

율은 18.3%로 나타났다.

◦ 업체별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을 <그림 10-12>와 같이 좌표 공간에 표

시하였다. 매출액이 큰 업체는 M업체, K업체, S업체 등 민간업체와 B농

협, D농협 등이다. 한편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업체는 J업체, K업체 등 민

간업체와 A농협, B농협, S농협 등 농협 조직이 많다. 업체간 규모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평균 이하의 중소규모 업체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 중 

매출액도 크면서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K업체는 다국적 과일유통기업의 

한국현지법인으로 주로 수입과일의 신선편이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4) 

주: 2006~2008년 평균 기준임.

그림 10-12.  업체별 신선편이농산물 매출액과 매출액 증가율 분포

4) 형소매업체에 한 조사에서도 과일 취 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

선편이 과일이 수입 과일 주도로 확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생산자단체나 유통

업체에서는 오존수 등에 의한 세척사과, 조각과일 등 국내산 과일의 신선편이사업을 확 하는 

움직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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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업체의 신선편이 제품 1일 생산량은 2톤에서 9톤 사이이며 평균 5.2

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이업체들의 공장 가동일 수는 업체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며 평균적으로 연간 322일을 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능력대비 생산량을 의미하는 조업도를 살펴본 결과 업체 평균 

72.3%로 조사되었다. 

◦ 조직유형별 1일 생산량, 조업도, 공장 가동일 수를 살펴보면 가동일 수는 

비슷하며 1일 생산량은 농협이 7.6톤으로 가장 많고, 조업도는 민간업체

가 63%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업체의 경우 조업도는 

낮지만 수익성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인력운용을 비롯한 경비절감 등 사

업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 조사대상 업체들 중 18개 업체의 수익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8년 기준 

흑자 업체는 9개 업체였으며, 이들의 평균 순이익률은 약 15%로 집계되

었다. 또한 이들 중 농협계열의 업체는 없었으며, 농업법인 4개소, 민간

업체 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20>. 한편 적자를 기록한 업체는 마

찬가지로 9개 업체였으며, 농협계열 업체 4개소, 농업법인 3개소, 민간업

체 2개소가 이에 해당되었다. 또한 이중 1개 업체는 직접비용조차 회수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평균 이하 매출액이 평균 이상

흑  자 농업법인(3) 민간업체(4)

  자 농 (2), 농업법인(1), 민간업체(2) 농 (2)

주: 조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39.5억 원임(2008년 기준 분석가능 14개 업체).

표 10-11.  조사업체의 수익과 매출액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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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 전망과 과제

5.1. 시장 전망

◦ 우리나라의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향후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외식 ‧ 가공업의 임금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

식체인점의 확대와 현대적 시설의 유통매장 증가 등 식품산업의 변화와 

가구원수의 감소 또는 독신가구의 증가, 맞벌이 증가 등의 인구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신선편이농산물 판매액은 2007년 기준 155억 달러(약 14조원)이

며 농산물의 1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신선편이농산물 판매액이 연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신선편

이농산물 판매액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커서 신선편이농산물 수요가 

소득에 대해 탄력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신선편이농산물 판매액은 

2006년 기준 2,000~3,000억 엔(약 2~3조 원)으로 추정되며, 신선편이채소 

이용량은 약 60만 톤으로 채소 이용량의 5%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1970

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전반 불황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선편이업체의 

설립이 활발하였으며,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된 2003년과 2006년 사이에 

신선편이채소 이용량이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선편이농산물의 주 소비처인 외식업체들은 향후 시장규모가 단기적으

로는 정체되나 3~5년 후에는 확대될 것으로 보는 비율이 전체의 55.5%

로 높게 나타났다<표 10-12>.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업무용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형소매업체는 향후 신선편이사업을 1~2년간 급속히 확

대하거나 3~5년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많아 향후 가정소비

용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게 한다. 한편 소비자가

구는 향후 1~2년간 신선편이농산물 구입을 늘리겠다는 응답비율이 36%

로 나타났으나 줄이겠다는 비율은 5%에 불과하여 향후 가정용소비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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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많

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향후 가정용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소매업체와 소비자가구의 응답을 종합하면, 대형소매업체

들은 신선편이농산물 취급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려는 한편, 소비자가구는 

점진적으로 소비를 늘리려는 의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가정소비용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수요의 확대 정도는 대형소매업체의 마케팅 전략과 

소비자가구의 구입 경험과 선호변화에 달려 있다.

◦ 한편 신선편이업체들의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향후 1~2년 동안 급

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업체가 3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단

기간의 사업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공급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조기 사업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시장전망을 밝게 

보는 측면과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전략으로 규모화하려는 양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외식업체 형소매업체 신선편이업체

 1～2년간 속 확 6.7 50.0 30.4

 3～5년간 진  확 55.5 33.3 34.8

 재 수 과 비슷하게 유지 30.0 16.7 34.8

 시장 축(사업 축소) 6.7 0.0 0.0

 무응답 1.1 - -

합 계 100.0 100.0 100.0

표 10-12.  수요업체와 공급업체의 시장전망 및 사업계획
단위: %

◦ 이제까지 검토한 외국의 사례와 국내 외식업체, 대형소매업체, 신선편이

업체, 일반가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은 선

진국의 과거 추세와 같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향후 확대되고, 업무용

과 가정소비용 시장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외식업체와 

일반소비자들의 응답결과는 향후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이 점진적으로 증

대될 것을 예상하게 하지만, 신선편이업체는 사업을 급속히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어 수급상 불일치가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신선편이업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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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가 다른 품목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 부류는 업무용과 

가정소비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외식업체가 이용하는 

업무용은 조미채소류, 근채류, 양채류 등이며, 일반소비자가 이용하는 

가정용은 쌈채류, 샐러드, 과일류 등의 즉석섭취용이 많고, 조미채소류, 

근채류, 양채류 등의 조리용 채소도 포함된다. 

업무용 가정소비용

조리‧가공용 조미채소류, 근채류, 양채류 조미채소류, 근채류, 양채류

즉석섭취용 -
채류, 샐러드, 과일류, 나물

(특히 다품목 혼합품)

표 10-13.  시장확대 예상품목

5.2. 정책 방향

5.2.1 기본 방향

◦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은 아직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시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 첫째, 시장의 불완전 경쟁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신선편이농산물

의 구매자가 기업형외식업체, 대형식자재업체, 대형소매업체 등으로서 

신선편이농산물 공급자에 비해 교섭력이 우월한 입장에 있다.  

– 둘째, 정보의 불완전성(비대칭성)에서 오는 문제이다. 신선편이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는 믿지 못하고 생산공급자간 품질이나 안전성의 

차이가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선입견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는 안전성을 확인하는 

수단이나 기준과도 관련되기도 한다.

– 셋째, 현재는 규모가 작은 유치산업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을 때까지 각

5) 형소매업체의 취  확 를 한 마  략이 향후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가정소비용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은 아직 작지만 다소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가정소비용 

신선편이농산물에는 조리가공용보다 즉석섭취용이 많아 가정소비용 수요의 확 는 즉석섭취

용 생산‧공  경험을 쌓아온 기존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상된다.   



제

2

부

308 ● 녹색성장과 새로운 활로

종 인프라를 잘 구축하면 이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동태적 문제다.

◦ 신선편이산업의 성장이 원물 공급을 담당하는 농업이나 식재료로 이용하

는 식품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크다면 산업정책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신선편이농산물이 청소년층,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계층, 독신 가구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건강증진이나 유지에 도움이 

되며, 따라서 신선편이농산물을 정부의 식품정책 또는 보건복지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6). 

◦ 정부는 시장의 실패요소를 보정하거나 식품정책 또는 보건복지정책 차원

에서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요청된다. 현재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에 있다. 

◦ 신선편이 업계에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결과, 외식업체는 ‘공급․조달 가격

의 인하’를, 신선편이업체는 ‘소비확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였

다. 양 업체는 다음으로 ‘안정적 공급․거래 유지’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

다. 이밖에 외식업체는 ‘위생안전성 개선’과 ‘품질․규격 개선’을, 신선편

이업체는 ‘유통정보 확대’와 ‘품질․규격 개선’을 지적하였다. 양 업체가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안정적 공급․거래 유지’와 ‘품질․규
격 개선’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상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신선한 청과물이 함유하는 양소와 기능성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정부는 정책

으로 청과물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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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체별 응답 비 (%)

외식업체 신선편이업체

 공 ․조달 가격 인하 34.5 5.8

 안정 인 공 ․거래 유지 18.1 21.7

 품질․규격 개선 15.1 13.0

 생안 성 개선 18.1 8.7

 공 ․이용업체 련 유통정보 확 5.8 20.3

 소비 진‧증 4.7 30.4

 기타 3.5 -

합 계 100.0 100.0

주: 복수응답 결과이며, 기타에는 ‘필요 없음’도 포함.

표 10-14.  신선편이농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신선편이농산물의 특성에 대한 소비자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외식업체가 중요하다고 평가한 특성은 가격, 신선도, 안전성, 공급안정성, 

맛 등이다. 소비자가구가 중요하게 평가한 특성은 신선도, 유통기한, 가

격, 원료국내산 여부, 안전성 등이며, 대형소매업체도 품질과 안전성을 중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체와 소비자가구가 중요하게 평가하는 특

성 순위가 다른 것은 업무용 수요와 가정소비용 수요의 특성에 차이가 있

음을 의미한다7). 수요자 평가에 의해 도출되는 대응 방향은 수요의 성격

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공통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선편이농산물의 신선도를 제고하고 유통기한을 알 수 있게 한다. 

둘째, 가격수준을 인하하고 안정화한다. 셋째,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안전성관리 및 정보교류(홍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2.2 정책 과제

◦ 신선도는 이용업체나 소비자가구 모두가 중시하는 특성이므로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선도유지(보존) 기술개발을 촉진

하기위한 R&D를 지원하고 절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품종개발을 지원하

7) 업무용은 주로 조리가공을 한 재료로 사용되므로 가격요인이 더 시되는 반면, 가정소비용 

수요에서는 신선도와 유통기한 등 품질특성이 더 시되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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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쌈채소나 어린싹채소 등이 좋은 사례다. 이와 함께 저온유통

시스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수를 효율화하기 위한 ‘야간무인검수’ 

시스템개발을 지원하거나 대도시 주변 저온물류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저온유통시설․장비의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이력제(traceability), 우수제조관리제도

(GMP), 위해요소중점관리지침(HACCP)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1차 신선편이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GAP를 추진하고, 2차 

신선편이(절단)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신선편이농산물에 적합한 HACCP 관리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

여야 한다. 안전성관리는 시설을 적합하게 갖출 뿐 아니라 관리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지역별 기관 및 전문가에 의한 안전성관리 컨설팅과 교

육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식약청의 ‘신선편의식품’에는 대장균 불검출을 요구하는 등 선진국과 비

교하여도 지나치게 규제적인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장균에 대해 

일본은 업계 지침으로만 음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미국은 유해 미

생물별로 관리하며, 영국은 대장균 기준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불검출을 

강제한 경우는 없다. 식약청이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신선편이식품’이 신

선편이농산물과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신선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

으로 보는 데서 위생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관리 및 육성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신선편이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력을 제고하고 거래효율화 대책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신선편이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원

물생산자(조직)-신선편이업체(조직)-외식․가공․유통업체간 계약거래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강구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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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생산 및 물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표준규격을 제정하

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에 대해 적극 장려

하고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련사항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함께 표준산업분류체계에도 ‘농산물신선편

이업’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0141)이나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30)의 세세분류를 추가하여 구분하는 

안을 제안한다.

◦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전시상담회 개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나 일본은 전시상담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거래업체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고 신선편이농산물 관련 기술 및 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

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 생산․공급업체에 대한 시설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시범사업이나 지원분

야를 제한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선편이업체에 대한 시설 지

원은 ‘시설현대화자금’을 통해 향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

로는 신선편이업체의 시설 확장 및 신규업체 진입에 의한 생산․공급의 

과잉이 우려되므로 정부의 시설지원은 위생안전성관리 및 선도 등 품질

제고 위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행 조세법에서는 원형의 형상을 유지한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가공품이라 하더라도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선

편이농산물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신선편이업체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5.3. 생산 ‧ 공급업체의 대응전략

◦ 농산물 신선편이사업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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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농산물 원물 자체로는 농산물의 전반적인 과잉공급으로 가격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나 과거 

산지의 농산물 가공사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신선편이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자단체의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첫째, 농산물 신선편이사업은 단계별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확장 방향은 원물의 겉껍질 제거나 단순 물세척 등 단순 

탈피나 세척 과정만을 거치는 기초적 사전처리 단계, 주로 조리가공용을 

공급하기 위해 손질과 세척·살균 과정을 거치는 1차 신선편이 단계, 주

로 즉석섭취용을 공급하기 위해 절단·세절 과정까지 거치는 2차 신선편

이 단계, 즉석조리식품(가공식품) 등의 방향으로 확장해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왜냐하면 각 단계별로 공정의 난이도와 소요시설, 시장경쟁구조, 

그리고 위생 규제와 세제 문제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무리한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확장은 막대한 투자와 감가상각으로 

수익구조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둘째, 사업위험(risk)을 줄일 수 있도록 취급 품목수와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급하는 품목이나 상품유형의 확대는 신선편이 단계

별 사업확장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단일 사업이나 소수의 판로(거래

업체)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

를 들어, 동종의 조리가공용 신선편이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외식업체, 대

형소매업체, 급식업소 등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신선편이사업의 경영은 민간기업 방식을 도입·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이 거의 민간기업 방식으로 운영

되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틈새시장 공략과 생산효율

화 등을 통해 경영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협은 이용

업체로부터 품질, 안전성, 공급능력 측면에서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수익구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이사업은 

원물사업과 달리 관내의 일부 조합원의 물량확보는 물론 시기나 품목에 

따라 외부에서 원물을 조달해야 하고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며, 시장 상

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거나 공급을 조절하는 등 기민하게 

영업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농협이 수익구조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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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려면 신선편이 사업조직의 분사화, 공동사업법인 설립 등 일반 사업

과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유통매장은 신선편이농산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식자재매장과 일반소매매장에서 취급을 증대시킴으로서 구매력이 강한 

소수의 다른 유통경로에 대해 견제자 역할과 새로운 수요를 감지하는 

안테나숍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산지 신선편이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신선편이농산물 생산․공급업체의 마케팅전략은 목표 시장을 업무용과 가

정소비용, 가공조리용과 즉석섭취용 등으로 상품의 성격과 시장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용은 주로 가공조리용이 

중심이 되며, 가정소비용은 즉석섭취용이 주요 특성이 되므로 이러한 관

점에서 제품군을 구분하였다. 제품의 마케팅전략은 시장규모, 수요전망, 

공급특성, 소비자선호특성, 주요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정될 

수 있다.  

◦ 업무용 신선편이농산물은 기업형 외식업체, 급식업체가 주요 이용자로서 

시장 규모가 크고,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품목 

대량공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다수의 공급업체가 참여하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용자 조사결과, 업무용은 가격, 신선도, 안전관리노력

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무용 신선편이농산물의 경우 기

존 제품을 이용한 시장침투 및 개척전략이 요구된다. 시장침투전략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시장개척전략으로 급식 확대, 가공업체 이용확대 등이 

효과적이다. 

◦ 가정소비용은 시장이 아직 작은 편이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향

후 수요가 다소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소비용 제품의 공

급 특성은 다품목 소량공급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는 신선도, 유통기한, 

안전성, 다품목 혼합품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정소

비용 신선편이농산물의 경우에는 시장개척전략을 중시하되, 시장침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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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과 제품개발 및 다각화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시장개척전략으로 

급식 확대와 기업형 중규모 슈퍼마켓(SSM)이나 편의점에 대한 취급확대

가 효과적이다. 제품개발 및 다각화 전략으로 다품목 혼합품 개발, 친환

경‧기능성 농산물의 제품화 등이 유용할 것이다.

◦ 가정소비용 신선편이제품의 준거가격은 저품위제품이 원물보다 20%의 

프리미엄을 더한 수준이 적당하며, 고품위 제품은 45%의 프리미엄을 더한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리가공용 채소 시장은 가격인하에 

의해 확대될 수 있으며, 급식, 식품제조업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략이 요

구된다.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수요업체와 가정의 인지도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상담회 등을 활용한 업계의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특히 저연령층 소비자에 대한 홍보가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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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 수출환경

1.1. 세계 농식품 교역현황

◦ ’08년 세계 농식품 수출규모는 약 1조 5,775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2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FTA체결 확산 등으로 농식품 

교역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통계청은 ’15년에 세계 인구

가 약 73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농식품 수출의 기회요

인은 증가하고 있다.

자료: Global trade atlas(’08)

그림 11-1.  세계 농식품 수출규모 현황
  단위: 억달러

  

◦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동남아, 인도 등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농식품 소비시장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도 '08년 농식품 수

출액은 44억 달러로 세계 농식품 수출규모의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 가 수입규모 한국산(비 ) 주요 수입국

일본 81,269 1,478(1.8) 미국(26.1%), 국, 호주 등

국 62,648 341(0.5) 미국(22.4%), 라질, 아르헨티나 등

미국 111,425 387(0.4) 캐나다(24.6%), 멕시코, 국 등

러시아 34,860 129(0.4) 라질(11.7%), 미국, 독일 등

자료: Global trade atlas(’08)

표 11-1.  주요국 농식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비중 
단위: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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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현황

◦ 우리나라의 '09년 농식품 수출액은 48.1억 달러로 국가전체 수출액 3,638

억 달러 가운데 1.3%를 차지하였다.

– 농식품 수출액 규모는 점차 증가해 왔으나, 국가전체 수출액 대비 농식

품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1년 27%에서 '95년 2.7%, '00년 

이후 1.0%대로 하락하였다.

1971 1977 1998 2007 2008 2009(P)

국가 체(A) 1,068 10,046 132,313 371,489 422,007 363,770

농 식 품(B) 285 1,592 2,999 3,759 4,402 4,809

비  (B/A) 26.7 15.8 2.3 1.0 1.0 1.3

표 11-2.  국가전체 수출액 대비 농식품 수출비중 
단위: 백만달러, %

◦ 연도별 수출액은 '99년 32억 달러에서 '09년 48억 달러로 연평균 5.0% 

증가하였다.

– 주력 수출품목이었던 수산식품과 신선 농식품의 수출이 거의 정체된 반면 

가공 농식품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여 수출비중이 '99년 약 28% 수준에서 

'09년에 약 53%로 늘어났다.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그림 11-2.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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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10대 수출품은 '99년 주력품목이었던 돼지고기, 굴, 붕장어, 밤 등 

자연의존형 농식품이 탈락한 반면 '09년도에는 권련, 커피조제품, 소주 

등 가공형 식품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순
1999년 2009년(P) 1999년 

순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1 돼지고기 340 권    련 467 -

2 참    치 294 참    치 314 2

3 굴 111 커피조제품 194 -

4 붕 장 어 94 자    당 149 10

5 어    란 89 라    면 142 8

6 밤 85 소    주 113 -

7 인    삼 84 인    삼 109 7

8 라    면 79 오 징 어 108 -

9 김    치 78 김    치  85 9

10 자    당 73 김  75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표 11-3.  상위 10대 수출품목 비교
단위: 백만달러

◦ 수출시장별로는 일본으로의 수출의존도가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 미국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장다변화가 진척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대일본 농식품 수출비중 : ('99) 66% → ('09) 3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그림 11-3.  국가별 농식품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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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2.1. 기회요인

◦ 세계 농식품 시장규모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의 농식품 수입규모도 증가 추세에 있다.

– 우리 농식품수출의 61%를 점유하는 일본·미국·중국·러시아 4개국 수입

규모가 최근 5년간 17.1% 증가하였다.('08 Global trade atlas)

수입시장 규모(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미국 1,114억달러(12.1%), 일본 813억달러(9.4%), 국 626억달러(41.4%), 러시아 349억달러(41.2%)

◦ 각 지역 식문화의 글로벌화 및 웰빙·건강식품 선호추세가 빠르게 확산되

며 한식의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다.

– '08년부터 한식세계화 사업추진으로 식문화 수출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슬로우 푸드, 건강 ·기능성식품 수요증가에 따라 저열량 ·건강식으로서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특히, '09년의 경우 세계적 경기침체로 해외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

는 주요 선진농업국의 식품수출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우리 농식품 수출

은 지속 증가세('09년 6.9%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 주요국 농식품 수출감소율('09.10) : 미국 △20.3%, 일본 △16.7%, 국 △6.5%(9월)

◦ DDA/FTA 등으로 인한 관세 / 비관세 장벽 완화는 한국시장 개방과 동시에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2. 위협요인

◦ 현지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이 부족한 실정이다.

– 5천만 달러 이상 수출품목은 14개로 대부분 가공식품이고, 신선농산물은 

4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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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9 ’09(P)

신 선 돼지고기, 인삼, 밤, 김치 인삼, 김치, 리카, 배

가 공 자당, 라면, 소주, 합 권련, 커피조제품, 라면, 자당, 소주, 비스킷

수 산 참치, 굴, 붕장어, 오징어 참치, 오징어, 김, 넙치

표 11-4.  5천만 달러 이상 수출품목

◦ 수출업체의 난립으로 과잉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08년 농식품 수출기업 921개 중 1천만 달러 이상은 22개(전체의 2.4%)에 

불과하며, 1백만 달러 미만 수출업체는 689개(74.8%)에 달하고 있다.

◦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해외시장개척 및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다.

– 품목별 수출협의회 181개 회원사 설문('09.10) 결과 자금(44%), 해외시

장개척 지원(32%) 요청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농식품안전성 규제강화, 환율변동 확대, 

고유가 등으로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세계 경제성장율 망(The World Bank) : (’09) △2.9% → (’10) 2.0%

※ SWOT : 강 (Strength), 약 (Weakness),기회

(Opportunities), (Threats) 등 4 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경 기법

강 점 (S) 약 점 (W)

￭인근 거  잠재시장 존재

￭한국식품에 한 심 고조

￭높은 잠재 가능성(다양한 발

효식품, 우수한 식문화)

￭ 세한 수출 구조

￭국가 표 수출상품 부족 

￭기술  안 리 수  

등이 선진국과 격차

기

회

(O)

￭세계 교역규모  증가

￭안 ·기능성 심 증가

￭식문화 로벌 확산

S – O 전략

☞한식 세계화 략 구사

☞수출 상품화

☞수출지향 식품클러스터 조성

W – O 전략

☞수출 문 생산단지 설치

☞식재료  기능식 상품화

☞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위

협

(T)

￭세계  경제 침체

￭가격경쟁력 취약

￭구제역, AI 등 안 성

리 애로

S – T 전략

☞잠재력 높은 신시장 개척

☞수출유망품목 발굴 강화

☞수출상품 고부가가치화

☞수출상품 랜드화

W – T 전략

☞국가 표 수출상품 육성

☞수출 조직화  규모화

☞R&D를 통한 신품목개발

☞수출상품 안 체계 구축

그림 11-4.  농식품 수출 환경 분석(SW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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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목별 수출실태와 증대방안

3.1. 김치

3.1.1. 수출실태

◦ '04년 1억 달러 수출달성 이후 '05년 기생충알 파동영향으로 '06년에는 

7,030만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08년에는 8,530만 달러 수준까지 회복

하였다.

◦ '09년은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한 8,940만 달러가 수출되었는데 '06년 

이후 지속되던 무역적자가 흑자('09.11월말 기준 1,830만 달러)로 돌아선 

의미있는 해이다.

◦ 수출대상국은 48개국에 이르고 있으나, 일본이 전체 수출의 86.8%를 점

유하고 있어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단가

는 '95년 4.08달러/kg 이후 계속 하락하여 '05년 2.88달러로 최저점을 형

성하였으며, '09년은 전년대비 약1% 하락한 3.14달러를 기록하였다.

구  분 ’95 ’05 ’06 ’07 '08 ’09(P)

수 출
물량(톤) 12,476 32,307 25,600 26,470 26,897  28,506

액(천달러) 50,910 92,965 70,328 75,309 85,295  89,388

단 가 수출단가(달러) 4.1 2.9 2.7 2.8 3.2     3.1

표 11-5.  연도별 수출현황

◦ 1천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2개 업체가 총수출액의 53.0%를 점유하고 있

는 반면, 50만 달러 미만 16개 업체는 3.2% 점유에 불과하여 주력수출기

업의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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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50만 달러

미만

50만 달러~

100만 달러

100만 달러~

500만 달러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

이상

업체수 37업체 16업체 8업체 9업체 2업체 2업체

비 100% 3.2% 7.2% 22.9% 13.7% 53.0%

표 11-6.  수출규모별 업체수

3.1.2. 제약요인

◦ 수출대상국이 일본에 편중되어 있으나, 현지에서 김치생산이 증가하고 있

고, 식생활의 서구화로 일본 김치시장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일본 김치시장 규모(추정) : ('05)163.1천톤 → ('08)154.0천톤

◦ 일본의 주요 유통업체에서 에바라·우각 등 유명브랜드를 부착한 OEM 

김치를 저가에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어 개별제품의 브랜드 형성이 미흡

한 실정이다. 

– 브랜드 비중(추정) : OEM 70% / 자사 브랜드 30%

◦ 한국산은 페트 용기를 고집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트레이, 봉지 타입 등 

다양한 용기개발과 맛 개선 등 제품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

어 한국산 제품의 차별화 전략이 미흡하다.

한국산 일본산

∙각 업체의 용기형태가 비슷함

∙패키지 디자인은 빨간색을 기본으로 한 

것이 많음

∙ 400g 사이즈가 기본

∙산미기간 약 45일

∙포장용기가 볼륨감이 있고 clear면(보이는 

면)이 넓음

∙고객이 구입할 때 내용물을 보기 쉽고, 

제품이 선도감이 높음

∙산미기간 약 15일

표 11-7.  한국산과 일본산 김치의 포장용기 비교

◦ 배추가격·품질의 등락이 심하며, 일본소비자의 고품질·고안전에 대한 의

식이 높아지고 있어 생산이력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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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평균

2006 611 625 840 764 720 334 471 740 1,070 332 279 350 599

2007 277 229 268 291 272 332 598 606 965 948 771 631 515

2008 468 467 469 449 397 376 341 618 520 373 384 381 426

2009 385 396 624 1,155 1,295 427 482 685 685 436 358 365 56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KAMIS).

표 11-8.  배추 월별 도매가격(상품기준)
단위: 원/Kg

◦ 일본,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현지산 김치와 가격, 품질, 마케팅 등

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산 김치 선호 및 제조기술 향상으로 한

국산 소비가 정체되고 있다.

– 일본 바이어는 우리 김치에 대해 맛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가격이 

높다는 점을 불만족 요인으로 꼽고 있다.

만족 요인 주체 불만족 요인

∙맛 51

∙안 성/ 생 21

∙ 랜드 이미지 18

∙소비자 기호에 맞음 15

일본 바이어

∙가격 27

∙유통기한 15

∙포장재질/디자인 5

∙한국측 수출업체 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해외 바이어가 본 한국 농식품/’07.11).

표 11-9.  한국산 김치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 요인
단위: %

3.1.3. 증대방안

◦ 첫째, 김치 주재료인 배추의 안정적 확보와 김치 품질안전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특히 결구성이 낮고 가격이 고가(연평균 대비 27.7%)로 형성되

는 고랭지배추 생산시기(7∼9월)에 배추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

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고품질 제품생산을 위해 생산이력제 실시가 요구

된다. 또한 유통기간 중 발생하는 유산균에 대한 일본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산도억제에 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 둘째, 주 수출국인 일본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한국산 김치의 건강·

다이어트, 항바이러스 등 김치 효능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홍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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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데 현지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지 발효식품 전문가를 통

한 김치 효능 연구가 요구된다. 

◦ 셋째, 소비층이 폭 넓게 형성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대형유통업체와의 연

계를 통한 현지 소비자 대상 판촉홍보행사와 TV를 활용한 광고를 실시

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만, 홍콩 등 유망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2. 인삼

3.2.1. 수출실태

◦ 인삼수출은 '90년 1억 6,500만 달러에서 '02년 5,500만 달러로 감소했으

나, '0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02년 이후 연평균 14% 증가하였다.

– ('90)165백만 달러 → ('02)55 → ('05)82 → ('07)92 → ('09)109

◦ '09년의 경우 전년대비 12.0% 증가한 1억 890만 달러를 기록하여 1억 

달러를 회복하였으며, 농식품 전체 수출액의 2.3%를 점유하고 있다.

◦ 수출국별로는 원형삼 중심의 홍콩, 대만지역 수출비중은 정체되고, 일본, 

동남아 등 제품류 시장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 홍콩·대만 수출비중(%) : ('00)56.5 → ('05)36.4 → ('09)40.4

3.2.2. 제약요인

◦ 홍콩에서 고려인삼은 kg당 720달러에 판매되고 있어 미국삼의 2.3배, 중

국삼의 3.3배 수준으로 서양삼, 중국삼 등 타국삼과의 가격경쟁에서 열세를 

보이고, 홍삼 위주의 수출추진으로 수출확대에 애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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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 고려인삼 미국삼 국삼

가격(달러)/kg 720 307 215

표 11-10.  홍콩시장 홍삼 6년근(양삼 20지 중품) 소비자 가격

◦ 고려인삼의 고급 이미지로 저가 중국삼이 고려인삼으로 위장 유통되어 

한국삼에 대한 해외소비자의 인식이 저하되고 승열작용에 대한 오인식 

등으로 수요층 확대에 애로가 있다.

◦ 중국으로 수입되는 인삼은 반드시 의약품(뿌리삼) 또는 보건식품(가공제

품)으로 등록해야만 자국 내 수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대중국 진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 인삼 분류 품목분류

홍 콩 ◦ 자유무역항으로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필요없음(무 세) 약용식물

 만

◦ 홍삼(뿌리삼)과 인삼성분 100%인 분말형태, 타 렛형태 제품은 

   약품으로 분류되나 별도의 등록은 필요 없음

◦ 기타제품은 식품으로 분류되어 등록이 필요 없음 

약용식물

일 본

◦ 의약품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모든 인삼제품을 의약품으로 등록

   할 수는 있으나 ‘제약회사로 GMP시설 보유업체’만이 등록가능

◦ 따라서 뿌리삼 포함 부분 인삼제품을 식품으로 분류하여 지정 

   분석기 의 성분분석표만 제출하면 수출하는데 제한이 없음 

약용식물

미 국
◦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일반식품으로 분류)

  – 최  수출시 성분분석 결과, 라벨링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함 
약용식물

베트남
◦ ’03. 7월부터 뿌리삼 포함 인삼제품류 모두 등록하여야 수출 가능

  – 국이나 독일처럼 등록이 까다롭지 않고, 비용도 크지 않음
약용식물

 국
◦ 뿌리삼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약품 등록을 하여야 함

◦ 가공품은 식품으로 분류되어 보건식품 등록을 하여야 함
약용식물

표 11-11.  국가별 인삼류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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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증대방안

◦ 첫째,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마케팅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홍콩, 대만, 중국 등 뿌리삼 시장과 일본,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제품류 

시장을 차별화하여 마케팅 대상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둘째, 고려인삼의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홍보 및 명품 이미지를 부각시

키기 위해 학술세미나 등을 통한 고려인삼 약리효능의 체계적 홍보와 고

려인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명품 이미지를 홍보하여야 한다.

◦ 셋째, 세계 최대 수요시장인 중국시장에 대한 마케팅역량을 강화하고, 중국

시장 집중공략 및 유망･잠재시장 개척으로 시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구 분 수 출 여 건 마  방향

주력

시장

(홍콩,

국/

뿌리삼)

◦ 인삼 수출 51% 유

◦ 고려인삼에 한 승열효과 오인식

◦ 국 경제성장, 소득향상으로 인삼수요확

◦ 국은 의약품･보건식품 등록제도 운

◦ 불법 조삼 유통

◦ 목표 시장

 • 국 : 상류층 상

         도시 집

◦ 마  략

 •고려인삼 오인식 해소

 •문화  귀족마

주력

시장

(일본,

미국/

제품류)

◦ 인삼 수출 36% 유

◦ 북미는 교포마켓 비 이 큰 시장

 • 지인은 인지도가 낮고 히스패닉 심으로 

음료, 캡슐제품 선호

◦ 일본은 엑기스 등 제품류 심시장으로   

소비층이 장년층으로 제한

◦ 목표 시장

 •북미 : 교포→주류     

지 타민족 시장

 •일본 : 고령→ 은층

◦ 마  략

 •스포츠  한류마

 •인삼 효능홍보 강화

유망 시장

(동남아,

유럽)

◦ 인삼 수출 10% 유

◦ 동남아는 베트남을 심으로 시장확

 •싱가폴, 말련 등은 화교 심 뿌리삼시장이나, 

베트남, 필리핀 등은 제품류 심

◦ 유럽은 고가 한국인삼 수요기반 취약,   

원료용 국산 선호, 화기삼 수요증가

◦ 목표 시장

 •동남아 : 화교, 지인

 •유럽 : 아시아계, 지인

◦ 마  략

 • 지 지역축제연계 

마

 •고려인삼 효능홍보

그림 11-5.  국가별 인삼류 수출여건 및 마케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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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채소류

3.3.1. 수출실태

◦ 채소류는 고유가와 농부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일본의 안전

성 규제강화 등 어려운 수출여건에서도 파프리카, 딸기 등의 수출호조로 

'09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억 6,15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채 소 류 126,930 138,467 133,608 121,092 148,627 161,548

리카 43,401 53,145 45,732 47,154 54,166 53,293

딸    기 4,166 4,406 5,863 6,947 11,667 19,200

토 마 토 10,603 8,828 5,764 4,563 4,797 3,885

멜    론 4,598 4,599 3,083 2,176 2,384 5,299

표 11-12.  채소류 수출동향
단위: 천달러

◦ 파프리카는 최근 수출유망품목으로 인식되면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

으며, '00년 일본 파프리카 수입량의 20%를 한국산이 차지하는데 그쳤으

나 꾸준히 점유비중이 상승하여 '01년부터는 일본시장 점유율 1위를 유

지하고 있다.

– '08년 일본은 네덜란드산과 비슷한 품질에 가격경쟁력을 갖춘 한국산을 

전체 수입량의 75.6%인 약 1만 7천톤 수입하고 있다.

– '09년은 잔류농약검출(4월) 및 하기작 생산량증가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 수출단가 : ('08) 3.42달러/kg → ('09) 3.01

구 분
2000 2002 2004 2006 2008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체 42,417 10,326 67,328 22,465 79,569 23,834 86,355 22,803 81,782 22,424

한국 7,140 2,023 28,363 12,290 45,324 16,223 46,785 14,570 55,526 16,958

네덜란드 25,187 6,192 26,879 6,829 20,815 4,602 23,490 4,804 12,083 2,283

뉴질랜드 9,533 1,990 11,855 3,279 13,232 2,928 16,067 3,426 14,164 3,182

기타 557 121 231 67 198 81 13 3 9 1

자료: Global Trade Atlas('08)

표 11-13.  일본의 파프리카 국별 수입실적
단위: 천달러,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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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는 1990년대 초부터 ‘여봉’ 품종을 중심으로 수출되다가, '98년 레드

펄(육보)의 도입으로 수출량이 급증하였으나, '03년 일본의 자국품종 수

출금지 조치로 대일 수출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05년 이후부터

는 국내품종 ‘매향’ 중심으로 홍콩, 싱가포르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도 수출대상국이 다변화되고 있다.

◦ 토마토는 '00년까지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국내가격 호조, 일

본의 안전성 관리강화 등에 따라 크게 감소추세이며, 일본은 신선품 위

주, 중국·러시아·대만은 주로 케첩, 주스 등 가공품 위주로 수출이 이루

어지고 있다.

– '08년에는 일본의 방울토마토 전수검사조치로 신선토마토 수출이 감소

하였고, '09년에는 중국·러시아 등으로 수출되던 토마토케첩, 토마토페

이스트 등 가공품이 현지 경기침체로 인하여 감소하였다.

◦ 멜론은 국내가격 상승 및 일본의 잔류농약 검사강화로 수출이 정체상태를 

보여 왔으나, '09년에는 엔고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품질향상으로 

대일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대만의 태풍피해 이후 대 대만 수출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3.2. 제약요인

◦ 파프리카는 연중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 균일화가 미흡하다. 

생산시기가 고르지 못해 5월과 12월에 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다수의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간 과잉경쟁으로 수출단가

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플로니카

미드 잔류농약검출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 확보도 시

급히 요구된다.

    * 바이어 선호 비율: L 10%, M 75%, S 15% / 한국생산 황: L 37%, M 39%, 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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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네덜란드 한국

농가수 401 440

재배면 (천㎡) 11,875 3,200

생산량(천톤) 320 29

단수(kg/㎡) 26.9 9.1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

표 11-14.  네덜란드와 경쟁력 비교(’07)

◦ 딸기는 최근 로열티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산품종 개발·보급이 확대되어 

일본품종이 전체 재배면적의 44% 정도로 낮아졌다.

구분 매향 설향 향
드펄

(육보)

아키히메

(장희)
기타

2005~2006 9.2 - - 52.7 33.2 4.9

2006~2007 7.9 8.6 1.4 46.8 31.2 4.1

2007~2008 4.7 28.6 1.3 32.8 30.2 2.4

2008~2009 4.4 36.8 1.2 29.2 26.9 1.5

2009~2010(P) 4.0 49.3 1.4 20.3 23.2 1.8

표 11-15.  품종별 재배비율 변화(%)

◦ 토마토는 안전성 불신으로 일본에서 한국산 구매기피현상이 있으며, 과

육이 부드러운 일본 소비자 선호품종의 생산량이 부족하여 대일 수출확

대에 애로가 있다.

◦ 멜론은 대일 수출이 대부분 후식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품질개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농가 자체선별 및 포장으로 일본시장에 맞는 선별 및 포

장 또한 미흡하며, 연작피해 및 동절기 난방비 상승으로 연중 생산에 어려

움이 있다.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멜론은 고품질의 일본 현지산과 저품질

의 멕시코산 양극화된 시장에서 한국산 멜론의 진출에 제약이 있다.

3.3.3. 증대방안

◦ 파프리카는 수출 생산기반 현대화 및 확충으로 고품질의 안정적인 물량

공급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수출농산물 안전성 강화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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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일본허용 농약에 대한 국내 등록시험 추진과 시설현대화를 통한 

병해충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

업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과잉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도 

시급한 과제이다.

◦ 딸기는 국산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일본산 단경기인 6∼11월에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시장으로 국산품

종(매향) 겨울딸기 수출을 확대하고, 싱가포르, 홍콩 등 동남아시장 이외

에도 러시아 등 유망지역으로의 확대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토마토는 우수품종 개발 및 안전성 관리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수출

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수품종육성 및 고품질 농

산물 생산·재배·관리 기술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규모화·정예화

된 수출선도조직(업체) 육성을 통해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고, 수출가격 안

정화 및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

름철 생산과잉, 겨울철 에너지비용으로 인한 생산감소, 연중 수급불안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저장·가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멜론은 수출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공동생산, 공동출하, 공동브랜드 

사용, GAP인증 등 계열화 추진이 필요하며,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재배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의 생산체제를 벤치마킹하여 생산

기술 향상을 통한 품질개선과 고품질의 일본산과 저품질의 멕시코산 

양극화된 시장에서 한국산 멜론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틈새시장

(업무용, 컷트판매용) 공략이 요구된다.

3.4. 과실류

3.4.1. 수출실태

◦ 과실류는 배, 사과 등 국내생산 호조와 동남아, 중국, 중동 등 신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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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과 실 류 85,721 120,882 98,427 144,903 154,942 172,566

배 35,243.3 56,087.4 36,650.7 49,180.1 47,384.2 53,775

유자차   14,695   24,834   30,830 25,275 27,148 26,836

단  감 3,607 5,590 4,941 6,196 7,404 10,886

사  과     5,179    7,798    2,501 3,404 9,363 19,631

감  귤     5,618    3,396    3,186 2,908 1,893 2,903

표 11-16.  과실류 수출동향
단위: 천달러

수출 확대에 힘입어 '09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1.4% 증가한 1억 7,257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배는 중국산 동양배의 품질향상 및 수출확대로 기존 동남아 시장은 축소

되고 중국산 진입이 어려운 대만, 미국으로 수출이 집중되고 있다.

– 대만 동양배 시장에서 한국산 배의 시장 점유율은 약 90%로 독과점적

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미국의 경우 '08년 8만 6,200톤의 수입물량 중 8,900톤의 한국산 신고배를 

수입하여 전체 동양배 수입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Costco 등 주류사회까지 판매망이 확대되고 있다.

국  가 구 분 ’00 ’05 ’06 ’07 ’08 유율(%)

합  계
물  량 353 9,803 10,333 9,991 9,693 100.0

  액 604 13,880 15,106 14,016 14,260 100.0

한  국
물  량 - 8,870 9,752 9,117 9,052 93.4

  액 - 11,732 13,602 12,134 12,866 90.2

일  본
물  량 353 819 465 819 570 5.9

  액 604 2,000 1,288 1,774 1,262 8.9

자료: Global Trade Atlas('08)

표 11-17.  대만의 국가별 동양배 수입실적
단위: 톤, 천달러

◦ 유자차는 일본의 현지산 확대 및 시장정체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 대만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여 전체적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09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1%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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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6 ’07 ’08 ’09 년 비(%)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합 계 10,284 30,830 8,359 25,275 9,847 27,148 10,460 26,836 6.2 △1.1

 국 1,985 5,289 2,189 5,627 3,991 9,771 4,285 9,532 7.4 △2.4

일 본 3,935 13,159 2,771 9,982 2,157 7,438 2,477 8,082 14.8 8.7

홍 콩 1,663 4,307 1,278 3,610 1,523 4,033 1,404 3,536 △7.9 △12.3

 만 1,402 3,902 1,403 3,794 1,277 3,396 1,298 2,973 1.6 △12.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표 11-18.  주요 국가별 유자차 수출동향
단위: 톤, 천달러

◦ 단감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홍콩 등 동남아지역으로 수출

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08년의 경우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

출가격 하락 및 소비자 대상 판촉행사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소비층이 확

대되어 '09년 수출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 가 단 ’00 ’05 ’07 ’08 ’09(P)

합  계
물 량 3,060 4,273 4,683 7,389 10,255

 액 3,922 5,590 6,196 7,404 10,886

말 이시아
물 량 1,538 2,095 2,815 4,385  5,396

 액 1,887 2,373 3,112 3,737  4,791

싱가포르
물 량 662 294 362 932  1,470

 액 774 371 440 896  1,543

홍  콩
물 량 350 433 296 702  1,089

 액 415 617 486 847  1,31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표 11-19.  단감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톤, 천달러

◦ 사과는 '98년 대만과의 구상무역이 중단되기 전까지 한국산 사과가 대부

분 수입되어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았으나, 대만의 사과시장이 개방되면

서 고품질 일본산이 품종과 품질을 다양화하여 대만의 중·고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사과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08년부터 시작된 원화의 평가

절하 및 경쟁국 일본의 엔고현상에 따른 한국산 사과의 가격경쟁력 회복

으로 대만시장에서 회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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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단 ’90 ’00 ’05 ’07 ’08 ’09(P)

합  계
물 량 8,359 2,340 3,167 1,330 4,669 10,117

 액 21,287 1,819 7,722 3,034 9,222 19,631

  만
물 량 7,783 - 3,040 1,298 4,207 9,276

 액 20,440 - 7,360 2,934 8,141 17,949

인도네시아
물 량 15 446 1 17 127 196

 액 21 346 4 44 292 42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표 11-20.  사과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톤, 천달러

◦ 감귤은 주 수출시장인 캐나다에서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열세로 수출

이 감소하고, 러시아는 신흥시장으로 수출증가 추세였으나, '08년은 국내

가격 상승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3.4.2. 제약요인

◦ 배는 중국산 동양배 대비 가격경쟁력 열세로 대만, 미국을 제외한 수출시

장 대부분을 잠식당해 수출경쟁력 회복이 필요하고, 대과 중심의 생산패

턴으로 수입국에서 선호하는 중소과 규격품 확보에 애로가 있다. 또한 대

만, EU 등 수입국에선 잔류농약 규제강화 추세이나 농가의식 수준이 미

흡하고, 수출업체간 과잉경쟁으로 단가하락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유자차는 주 수입국인 일본, 중국의 시장포화 상태로 수출확대에 애로가 

있고, 수출업체간 과잉경쟁으로 가격하락 및 품질이 하락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 상품개발과 브랜드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 수출단가(달러/kg) : ('06) 3.0 → ('09) 2.6

◦ 단감은 해외에서 이스라엘산 샤론감과 경쟁하고 최근 저가의 중국산 탈

삽감이 동남아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대과 중심의 국내 생산패턴

으로 수입국에서 선호하는 중·소과 규격품 확보에 애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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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주 요 특 성 매가격

한 국

–주요 수출품종은 부유이며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장 이지만 씨가 있어 단 으로 작용

–당도는 13~15Birx로 미국산이나 이스라엘산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

미국(U$2.0~3.0/lb)

싱가포르(S$0.4/pc)

이스라엘

–이스라엘 샤론평야에서 재배한 감(Triumph)을 탈삽

  한 것으로 홍시에 비해 단단하지만 단감보단 무름

–씨가 없고, 크기가 으며, 당도가 높은 장 을 

지니고 있으며, 장기보 이 가능

미국(U$1.8~3.5/lb)

싱가포르($0.5/pc)

미 국
–씨가 없고 육질이 부드러운 편이며 당도가 높음

–육질이 연하고 쉽게 물러져서 장성이 떨어짐
미국(U$0.9~2.2/lb)

표 11-21.  단감 수출국별 품질경쟁력 비교

연 도  체 미국 일본 칠 뉴질랜드 한국

`06 0.86 0.77 1.54 0.71 0.67 1.43

`07 0.88 0.78 1.42 0.71 0.69 1.14

`08 1.08 1.16 1.62 0.78 0.81 1.24

자료: Global Trade Atlas('08)

표 11-22.  단감 수출국별 품질경쟁력 비교
단위: 달러/kg

◦ 사과는 대만 수출확대를 위한 품질향상(델리·아리랑 등) 및 홍보강화로 

높은 수출실적을 올렸으나, 중국산 사과와의 가격경쟁력 열세로 대만을 

제외한 수출시장 대부분을 잠식당해 수출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 주시

장인 대만에서도 한국산 수입단가가 미국산보다 고가이며, 고품질인 일

본산과는 가격차이가 축소되어 수출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 감귤은 저가 중국산 감귤의 품질향상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해

걸이 현상에 따른 국내 생산량 변동으로 연간 수출가격 진폭이 커 안정

적인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

3.4.3. 증대방안

◦ 배는 원예전문 생산단지 등 집단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기반 정비지

원을 통해 생산비절감 및 품질개선이 요구되며, 중소과 배 수출 전문단

지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물량확보가 필요하다. 미국(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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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으로 집중된 배 수출시장은 현지인 마켓 및 신흥시장 개척을 확대하

여야 하며, 수출협의회를 통해 수출업체간 과잉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유자차는 한국산의 경우 대부분 300g∼1kg 정도의 다소 큰 용기를 사용

하고 있으나, 일본인들은 소포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포장 제

품화를 확대하고, 유자차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품을 일본수요에 맞는 다

양한 신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출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수출업

체간 과잉경쟁을 방지하고 고품질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 단감은 한국산 단감은 100% 자연산으로서 이스라엘·중국산과 같이 가공

(탈삽)된 감과의 차이점을 해외시장에 집중 홍보하고, 중·소과 수출전문

단지 육성을 통해 안정적 수출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체제를 갖춘 ‘단감 수출연구사업단’ 등을 통해 수출

시 발생하는 저장·수송·유통상의 문제점 해결이 요구된다. 

◦ 사과는 원예전문 생산단지 등 집단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기반 정비 

지원으로 생산비절감 및 품질개선을 통해 수출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며, 

중국산 후지와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규 품종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주산지 지자체와 판촉행사, 바이어초청 등 협력을 통해 주 수출시

장인 대만으로의 수출확대가 필요하다.

◦ 감귤은 수출단지의 조직화, 계열화를 통해 기업적 규모의 생산 및 수출

을 유도하고 예냉 등 저장기술 부족으로 수출품 부패발생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감귤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부패방지 장기보관 

기술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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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화훼류

3.5.1. 수출실태

◦ 화훼류는 대일 장미 및 백합 수출호조와 더불어 선인장 등의 신규시장 

개척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09년의 경우 화훼류 주 수

출품목인 백합, 장미, 국화 등 3대 절화의 수출은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며, 

'09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7,718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최근 특수잉크 및 특수 제조기법을 접목시켜 부가가치를 높인 매직플라

워가 개발됨에 따라 향후 화훼류 수출확대가 전망된다.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화 훼 류 48,527 52,142 40,414 58,089 76,222 77,182

양    란   10,175   18,744   11,413 25,057 25,976 16,519

백    합   13,337   10,484    9,716 15,886 19,051 24,745

장    미   11,596   10,570    8,847 8,025 11,811 20,132

국    화     9,270    8,503    6,971 5,926 6,018 8,003

선 인 장     2,147    1,881    2,179 1,806 2,523 2,606

표 11-23.  화훼류 수출동향
단위: 천달러

매직 라워

      

        온도 장미                 빛 장미                 스텔 장미

  * 온도 장미: 설정온도에 따라 장미의 색상이 변화(핑크, 빨강, 블루, 그린, 보라)

  * 빛 장미: 자외선(햇빛)에 반응하여 색상 표

  * 스텔 장미: 무지개색으로 다양한 색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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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란은 고품질 심비디움의 중국 춘절 소비용(약 70%)으로 수출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09년의 경우 '10년 춘절시기인 2월에 맞춰 '10년 초에 

공급될 예정으로 수출이 부진하였다.

◦ 백합은 '04년 이후 환율하락, 고유가, 수입 구근값 상승 등 수출환경 악

화 등으로 수출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재배기술 향상 등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장미는 대규모 유리온실 생산에 따른 품질향상과 러시아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추진으로 매년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3.5.2. 제약요인

◦ 양란은 국산 품종개발 ·보급을 위한 우량종묘(조직배양묘) 생산시스템 

구축 및 품종(색상) 다양화가 미흡하고, 수출품종의 외국품종 의존으로 

로열티지불에 따른 경쟁력 제고에 애로가 있다.

◦ 백합은 생산비의 50∼60%를 차지하는 수입종구의 가격상승에 따른 경영비 

상승이 수출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한다.

◦ 장미는 국내 출원된 575개 품종 중 122개(22%)만 국산 품종이며, 국산 

품종 중 상업적 경쟁력을 갖춘 품종은 31개에 불과하다. 또한 일본 이외에 

유망지역인 러시아 등으로의 시장다변화가 요구된다.

3.5.3. 증대방안

◦ 양란은 수출국 기호에 맞는 화색, 화형, 생육이 왕성한 품종 및 우량종묘 

대량생산 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매직플라워 기술을 활

용한 고부가가치 매직양란 개발을 통해 수출확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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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합은 신품종 개발 및 종구 대량증식 기술개발 ·보급을 통한 백합종구 

자급화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농진청 국산품종 보 계획 : (`10) 3 → (`15) 10 

    * 종구가격 감 : ( 행) 500원/구 → (`12) 400 → (`18) 250 (50%↓)

◦ 장미는 R&D를 통한 수출국 선호품종 재배 확대 및 신품종 육종개발 등 

수출품종 다양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와 유망시장인 러시아지역 판촉

행사의 꾸준한 개최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 특히, '08년 러시아의 장미 수입규모는 2억 8,100만 달러로 시장점유율

을 1%까지 확대할 경우 240만 달러의 장미를 추가로 수출할 수 있다.

3.6. 버섯류

3.6.1. 수출실태

◦ 미국, 유럽, 호주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확대되고 중국산

에 대한 품질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 및 동남아 수출이 호조를 보

이고 있다. 

◦ '09년에는 새송이(Mush-M), 팽이버섯(KMC) 등 품목별 수출업체가 조직화

되어 수출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과잉경쟁해소 및 수출저변이 확대되었으

며,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42.4% 증가한 3,30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버 섯 류 3,112 2,819 4,166 8,633 23,185 33,024

팽이버섯 305 263 1,747 3,449 11,259 21,264

새송이버섯 229 948 1,631 3,455 7,298 3,397

표 11-24.  버섯류 수출동향
단위: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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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제약요인

◦ 재배공정이 점차 자동화설비로 전환되고 대규모 시설재배에 따른 품질경

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저가 중국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 균상재배의 경우 100평당 생산비는 1,686만원이며, 시설자동화에 의한 

병재배로 전환시는 424만 7천원으로 생산비가 297% 감소한다.

    * 새송이 소비자가격(‘09.11) : (미국, 유기농) 0.6달러/100g (한국) 0.50 ( 국) 0.55

       → 국산은 뿌리부분을 제거하여 매, 뿌리 무게 감안시 한국산보다 렴

    * 팽이 소비자가격(‘09.11) : 0.49달러/100g (한국산만 유통됨)

◦ 버섯류 주 수출국은 미국, 유럽 등으로 운송비가 많이 소요되고, 운송기

간이 길어 선도유지가 어려워 경쟁력 확보에 애로가 있다.

◦ 그리고, 국내 수출업체간 과잉경쟁으로 수출가격 하락 및 채산성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미국 수출가격 추이

    · 팽이버섯 : (‘06) 1.80 달러/kg → (‘08) 1.71 → (’09) 1.46

3.6.3. 증대방안

◦ 수출창구 단일화를 통해 과잉경쟁을 방지하고 미국, 중국, 스페인 등 유

망시장을 대상으로 버섯수출협의회 주관의 공동마케팅 확대가 필요하다.

◦ 중국·미국 현지 주류시장 공략을 위해 대도시 대형할인매장 입점 추진과 

시식·판촉전 개최 등을 통해 주류마켓 개척노력 강화가 필요하며, 현지

인이 선호하는 버섯요리 레시피 개발을 통해 소비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 또한, 버섯의 경우 신선도유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신속한 통관, 냉장창고·

유통망 보유, 도매시장에서의 유통 경험, 대형매장 입점 경험 등 우수한 

파트너 확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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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신품종 개발과 

기존제품에 대한 품질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3.7. 축산물

3.7.1. 수출실태

◦ 돼지고기는 2000년 구제역 발생 이후 동남아 중심으로 돈피, 지방 등 부

산물의 수출은 지속되고 있으나 주 수출시장인 러시아의 경기침체 및 국

내가격 상승으로 '09년 수출은 전년대비 34.2% 감소한 1,165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닭고기는 삼계탕 및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노계의 수

출호조로 전년대비 38.2% 증가한 1,77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축 산 물 162,663 172,665 172,171 181,009 215,070 139,550

돼지고기 27,333 34,290 23,863 25,619 17,716 11,653

닭고기 2,335 5,833 6,594 8,983 12,818 17,709

– 삼계탕 1,946 3,520 4,056 3,732 4,712 6,166

표 11-25.  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천달러

3.7.2. 제약요인

◦ 돼지고기는 구제역, 콜레라 등 질병 발생에 따라 예측불가한 수출 장애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질병 청정화와 수입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생육수출이 가능하나, 청정화 유지 및 수입국 정부와의 협상에 상당한 

노력과 기간이 소요된다. 한편, 정부는 '14년 돼지콜레라 청정국 선포를 

목표로 단계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돼지콜 라 청정화 단계 : 근 기간 구축단계(’08~’10), 청정화 확인단계(’11~’12),

청정화 달성단계(’13~’14), 청정화 유지단계(’15 이후)

◦ 닭고기도 AI(조류독감) 등 질병발생으로 예측이 어려운 수출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수출 목표국가와의 검역협정 및 수출작업장 승인 등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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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구축에 장시간 소요되고 있다. 삼계탕은 제한된 수출시장과 소비층에 

국한되어 있어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마케팅 강화가 요구된다.

3.7.3. 증대방안

◦ 돼지고기는 우선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내 질병 재발방지가 필요하

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이 있는 햄과 야끼부다, 소시지 등 열

처리 가공제품의 수출노력이 필요하며, 돼지고기의 수출재개를 대비하여 

기존거래 바이어와의 유대관계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  품
국내 지육가

(원/kg)

일본 수출가

(엔/kg)

일본 도매가(엔/kg)
비  고

국산 일본산

햄  야기부다

(등심, 뒷다리)
4,200 1,013.2 1,556 1,937 – 국·일본산과 경쟁 가능

소세지

(뒷다리)
4,000 959.5 1,000 1,500

–국내 지육가격 4천원 

이상시 경쟁력 하

돈까스

(안심,등심)
3,400 789.1 800 1,000

–국내 지육가격 3.4천원  

이상시 경쟁력 하

표 11-26.  열처리 가공제품 가격경쟁력 비교

◦ 삼계탕은 육류제품의 대미 위생협정 타결을 통한 신규 수출시장 발굴이 필

요하며, 일본 ·대만 ·홍콩 등 유망시장에서의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판촉과 

일본 외식체인과 연계해서 삼계탕의 메뉴화를 위한 홍보강화가 요구된다.

3.8. 가공농식품

3.8.1. 수출실태

◦ 가공농식품은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세계적 경기침체 

등 부정적 여건 속에서도 대만, 아세안 등 동남아 신시장 진출과 주력품

목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09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25억 

5,84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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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류는 일본, 중국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류 정착, 인지도 향상 등에 

힘입어 라면이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다.

◦ 소스류와 커피류는 대 러시아 수출호조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

나, '09년의 경우에는 러시아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 주류는 막걸리 및 제3맥주(맥아 성분이 없어 주세가 맥주의 1/3 수준)의 

대일 수출호조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아랍에미리트와 아프카니스탄 등 신흥시장 진출확대로 수출이 호조를 보

이고 있다.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가공농식품 1,534,198 1,613,427 1,768,785 1,934,658 2,279,392 2,558,449

면  류 214,256 191,857 165,988 179,366 200,281 207,297

소스류 66,744 81,427 94,956 107,172 121,717 109,489

주  류 204,290 189,106 192,599 191,646 236,144 242,100

당  류 92,998 111,499 154,384 155,271 152,761 181,299

커피류 81,812 110,645 125,184 160,784 197,987 198,543

과자류 182,662 204,031 205,807 225,519 246,508 249,444

연 류 234,071 270,567 350,314 413,679 463,890 478,098

표 11-27.  가공농식품 수출동향
단위: 천달러

3.8.2. 제약요인

◦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 농식품안전성 규제강화, 환율 

변동확대, 고유가 지속 등으로 수출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미국·동남아시아 등 각 국별로 자국의 농업보호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성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정부가 인증한 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육함량 2% 미만)만 수출 가능

    *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입품목의 수입등록  잔류농약 검사결과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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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인 기호에 맞는 주력 수출상품 육성이 미흡하며, 대부분 교포 중심

의 상품공급과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3.8.3. 증대방안

◦ 수출유망 신상품개발과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공급자 중심의 상품개발에서 벗어나 현지 바이어의 상품제안이나 마케팅 

등 협력방식을 통한 전략수출상품의 육성이 요구된다.

◦ 수출업체의 해외거래선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 벤더박람회 참가와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설명회 개최와 각국의 식품수입제도 

및 진출확대 전략을 수출업체에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 주력 식품기업 중심으로 Foodex Japan 등 거점지역 식품박람회에 테마관

을 운영하거나 주요시장 대형유통업체에서 공동마케팅을 확대하여 글로

벌브랜드를 육성하고, 미국 케이블 TV인 ‘Food Network’ 등 유력 TV채

널을 통한 판매·홍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소매 유통채널이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유통업체의 

시장영향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Wal-Mart, Costco, 

Auchan 등 현지인 마켓과의 전략적 업무약정 등을 정부차원에서 체결함

으로써 현지 마켓진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3.9. 수산물

3.9.1. 수출실태

◦ 수산물은 대부분 원물 또는 1차 가공품으로 수출되고 있어 어획 및 작황 

상태와 수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

2

부

344 ● 녹색성장과 새로운 활로

◦ 원양산 참치의 어획호조와 최근 대일 주력 수출품목인 넙치, 전복, 김 등의 

수출호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징어는 주원양 조업지역인 포클랜드 어장의 

어획상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굴 역시 작황 및 산지가격 등락으

로 안정적인 원료확보에 애로가 있어 수출이 정체되고 있다. '09년 수산물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5억 1,10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수 산 물 1,280,203 1,194,276 1,090,426 1,227,512 1,448,305 1,511,039

참치 259,481 233,006 239,618 293,458 293,189 314,323

오징어 113,020 102,131 47,399 123,768 126,536 108,057

김 45,031 54,244 61,731 59,728 75,313 81,472

굴 76,641 61,204 55,508 40,145 46,260 42,247

넙치 55,423 63,684 51,969 44,154 43,369 51,812

복 3,375 9,024 17,123 15,040 20,997 33,760

표 11-28.  수산물 수출동향
단위: 천달러

3.9.2. 제약요인

◦ 참치는 국제수산기구의 어획제한에 따른 조업확대 어려움과 수출시장이 

일본 중심으로 구축되어 새로운 시장개척에 한계가 있다.

   * 서양참치보존 원회 : ’07년이후 ’10년까지 연평균 12.3% 감축

◦ 오징어는 최근 원양 오징어 주 조업지역인 포클랜드 어장의 어획부진

으로 수출원료 확보에 애로가 있으며, 원어 중심의 수출형태에 집중되

고 있다. 

◦ 김은 해외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김을 이용한 식문화 전파를 위한 마케

팅이 필요하며, 과잉경쟁에 의한 저가상품 수출방지를 위한 고품질 및 

브랜드 제품개발이 필요하다.

◦ 넙치는 일본과 미국으로 한정된 시장에 다수의 수출업체가 시장공략을 

추진함으로써 과잉경쟁이 유발되고, 스시, 회 이외의 필렛이나 스테이크 

등 고부가 제품시장 진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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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은 일본으로의 활전복 수출집중으로 시장다변화가 미흡하다. 특히, 

가공전복을 생산하고 있으나 자숙가공의 초기단계로 일본, 홍콩의 요청

에 적합한 기술습득이 미흡하고 전문업체가 부재하다.

3.9.3. 증대방안

◦ 참치, 오징어 등 원양산 수산물의 경우 연안국 및 지역 수산기구와의 국

제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어장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수산물의 주 수출시장인 일본지역에 대하여는 일본 수입상사를 통한 시

장공략에서 일본 대형할인점 및 외식 체인본부 같은 최종 수요처와 직접

적 시장공략 추진이 필요하다.

◦ 한국산의 안전성 홍보로 소비확대를 유도하고 필렛, 냉동시설 설치 및 

전문가 초청으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한 시장개척 및 신규 수요창출이 

요구된다.

◦ 전복, 굴, 김 등 양식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국으로부터 안전성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이력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넙치, 전복 등 대표조직·연구회 운영활성화를 통해 산학관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상품개발, 해외시장개척, 수출수산물 상품성유지 등 수출

확대방안 강구를 위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제

2

부

346 ● 녹색성장과 새로운 활로

품 목 주력 시장 마  략

김 치

 ① 일 본

 ② 미 국

 ③  만

◦ 건강·기능성 효능의 과학  연구  홍보

◦ 지 형유통업체 공략 강화  주력매체 고

◦ 만, 홍콩 등 유망시장 확 를 통한 시장다변화

인 삼

 ① 홍 콩

 ② 일 본

 ③  만

◦ 시장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마  개

◦ 고려인삼의 과학  효능 홍보로 명품이미지 부각

◦ 최  수요시장 국 집  공략

채소류

 ① 일 본

 ②  만

 ③ 미 국

◦ 수출업체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과잉경쟁 방지

◦ 우수품종 개발 육성으로 수출경쟁력 제고

◦ 동남아, 러시아 등 신규시장 공략으로 수출다변화

과실류

 ① 미 국

 ②  만

 ③  국

◦ 수출 의회 운  등을 통한 과잉경쟁 방지

◦ 지인 마켓  신흥시장 개척 확

◦ 포장개선, 홍보강화로 국 등 경쟁국산과 차별화

화훼류

 ① 일 본

 ②  국

 ③ 네덜란드

◦ 해외 기호에 맞는 신품종 개발 보  확

◦ 러시아 등 유망지역 마  강화로 유율 확

◦ 고부가 창출이 가능한 매직 라워 집  마

버섯류

 ①  국

 ② 미 국

 ③ 홍 콩

◦ 수출창구 단일화로 수출업체간 과잉경쟁 방지

◦ 국, 미국 등 지 주류마켓 공략 강화

◦ 신품종 개발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축산물

 ① 일 본

 ② 베트남

 ③  국

◦ 열처리 가공제품 거래선 발굴  마  확

◦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상담회  우수성 홍보

◦ 유망시장   외식체인 연계 메뉴화 추진

가  공

농식품

 ① 일 본

 ②  국

 ③ 미 국

◦ 수출유망품목 발굴  수출시스템 구축 강화

◦ 각국 식품 수입제도  진출확  방안 

◦ 주력 식품기업 심 로벌 랜드 육성

수산물

 ① 일 본

 ② 태 국

 ③  국

◦ 지 형마켓  외식체인 공략

◦ 부가가치를 높인 가공제품 개발 확

◦ 품목별 표조직·연구회 네트워크 구축 확

그림 11-6.  품목별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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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물류환경 변화 전망

1.1. 농산물 물류 개념과 기능

◦ 농산물 물류는 생산된 농산물의 전체 유통과정에서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

는 모든 물리적 경제활동을 나타내며 효용창출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

시키는 모든 물리적 기능과 활동을 의미한다. ‘화물유통촉진법’에는 “물류

란 운송 ․ 보관 ․ 하역 ․ 포장 ․ 유통가공 및 정보통신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

한 재화의 흐름”으로 정의되고 있다.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류의 주요 기능은 직접기능과 지원기능

으로 구분된다.

물 유통

직 기능

지원기능

수송활동 장소효용

장활동 시간효용

선별․포장 상품화효용

가공활동 형태효용

하역활동 상류지원효용

물류정보활동 정보화효용

물류활동표 화 표 화효용

융지원활동 물류 융효용

그림 12-1. 농산물 물류활동 분류와 효용창출

1.2. 농산물 물류효율화의 목적과 요소

◦ 농산물 물류효율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체 물류흐름 상에서 불필요한 

물류기능의 제거와 축소를 통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는 데 있으며, 그 외

물류기능 수행방법의 혁신을 통한 물류비 절감, 물류활동의 효율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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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부가가치 극대화, 적정한 물류인프라의 구축과 물류장비의 확충

을 통한 노동력 대체 등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 농산물 물류합리화의 대상은 물류기능, 물류기법, 물류기능의 연계성, 물

류장비 및 시설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 요소에는 물류형태, 물류공동화,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 물류기계화, 물류시설․장비, 물류경로 등이 있다. 

합리화 상 단기 개선방법 개선결과

물류기능

물류기법

물류기능연계

물류시설

물류장비

합성 단

정성 단

효율성 단

규모, 기능, 

배치, 합성

기능제거

기능축소

물류체계변경

공동화, 표 화

연계기법

환, 변경

구조개선

장비확충

물류비 감

부가가치 제고

수 ․가격조

소비자니즈 충족

서비스제고

생산수취가 제고

그림 12-2. 농산물 물류실태 진단과 물류합리화의 틀

물류 효율화

물류주체 특성
▪물류규모

▪취 부류

물류 형태

물류 공동화

물류 표 화

물류 정보화

물류 기계화

물류 인 라

물류 경로

▪자가물류

▪아웃소싱

▪공동 수․배송

▪공동 선별․출하

▪ 렛트풀

▪ULS, 규격화

▪수발주시스템

▪POS, EDI, RFID

▪선별, 포장

▪하역 기계화

▪시설규모

▪시설 종류

▪물류규모

▪목표시장

물류 합리화

그림 12-3. 농산물 물류 효율화 요소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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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산물 물류환경 변화 전망

◦ 농산물 물류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크게 시장 및 유통환경

의 변화, IT산업의 발전, 물류관리환경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물류환경 주요 변화 내용

시장  유통환경

▪산지 유통활동의 조직화․규모화․공동화 진

▪ 세 유통구조에서 기업형 유통구조로 변화

▪유통부문에서 기업  시장 응과 응 시장행

▪산지 유통기능의 고도화(가공․상품화 비  증 등)

▪농산물 유통경로 다원화와 경로 간 경쟁 심화

IT산업 발

▪농산물유통의 디지털 경제화 진 (인터넷 기반 경제)

▪맞춤식 생산  고객차별화 략 일반화

▪물류표 화와 물류정보화 진   정보의 동시 교류

▪ 매처․ 매방식․ 매 략의 다양한 차별화 진

물류 리환경

▪농산물 물류에서 외부물류 비  증가(아웃소싱, 제휴 등)

▪기업화․상품화 진 에 따른 다양한 물류기능 수요 발생

▪농산물유통 가치사슬 상에서 물류 역할과 비  증  

표 12-1. 농산물 물류환경의 변화

◦ 현 단계의 농산물 물류는 수급 및 가격안정과 시장출하의 효율화를 목적

으로 하는 출하물류(Physical Distribution) 단계를 벗어나 부가가치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물류인 로지스틱스(Logistics) 단계라

고 할 수 있으며, 점차 공급사슬관리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이다.

구 분
출하물류

(Physical distribution)

종합물류

(Logistics)

공 사슬 리

(SCM)

시   기 ’80~’90년  반 ’90 반∼’00 반 ’00년  반이후~

물류 목 
시장출하효율화

수   가격안정

부가가치(상품성)제고

물류비용 감

공 체인 효율화

유통 략차별화

물류 특성 출하물류 심
조달․생산물류

매․회수물류

수익창출물류

물류요소 연계효율화

주요 기능 수송, 보 , 하역, 포장 생산, 가공, 포장 차별화( 랜드화), 가공 

활용 수단
송장제도, 화 약

하역노조 

POS, EDI, 표 규격화

공동출하․수송

자동수․발주, JIT

RFID, EDI, 아웃소싱

정책 상
수송수단․보 시설 확보

하역기계화, 포장율 제고

물류공동화, 물류표 화

물류기계화, 서비스제고

물류기능의 합리화

물류비용 감과 수익성

표 12-2. 농산물 물류의 발전추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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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물류의 패러다임은 물류기능, 수행형태, 관리형태, 물류대상, 중심

경로, 성과지표, 인프라활용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분 기존 패러다임 패러다임 변화 망

물류기능 ▪단순 기능별 심 ▪기능연계  로세스 심

기능수행
▪기능별 분업․독립  기능수행

▪물류기능별 문화 원칙

▪물류 기능별 연계의 효율화

▪물류사슬의 체 효율화 기능

리형태 ▪물류요소별 독립 리
▪다양한 물류요소의 통합 리

▪물류 가치사슬 리

물류 상
▪비차별화 량 농산물

▪불특정 다수 소비자 고객

▪목표시장별 맞춤 생산 상품

▪목표시장의 차별화된 고객

심경로
▪도매시장 유통경로

▪상․물 미분리 물류

▪유통경로 다원화

▪상․물 분리 지향  물류

성과지표
▪기능별 원가  비용 감

▪품질보호 심

▪ 체 통합물류비용 감

▪부가가치와 소비자만족도 증

경쟁형태 ▪물량기 , 생산성 기
▪시간기 , 서비스 기

▪만족도 기 , 수익성 기

인  라 ▪자체물류(자기, 2자) 심 ▪아웃소싱 물류(3자, 4자) 심

표 12-3. 농산물 물류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

2  농산물 물류 현황

2.1. 농산물 물류 현황

◦ 농산물 전체의 유통마진율은 2007년 43.4%로 2000년 이후 40~45% 수준에

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단계별로는 소매단계 22.0%, 출하단계 

11.8%, 도매단계 9.6% 순이다. 부류별 3개년 평균 마진율은 엽근채류

(70.0%), 조미채소류(60.4%), 화훼류(59.1%), 과일류(50.9%), 과채류(41.4%), 

식량작물(28.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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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출하 9.3 10.3 11.5 8.3 11.2 11.7 11.8

도매 9.9 10.2 9.6 9.1 10.2 9.1 9.6

소매 21.4 24.5 22.6 23.4 23.6 23.2 22.0

계 40.6 45.0 43.7 40.8 45.0 44.0 43.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각 년도.

표 12-4. 농산물 유통단계별 유통비용 비중
단위: %

구 분 주요 품목

60% 이상

(69.1), 당근(73.9), 가을무(75.1), 양 (70.9), 감자(73.3), 고랭지무

(73.6), 장양 (76.1), 장마늘(68.1), 가을배추(72.8), 배추(67.7), 

무(66.2), 상추(65.1), 고랭지배추(65.2), 고랭지감자(64.1), 고구마(60.8), 

장배(66.1), 난지마늘(64.1) 

50~60% 장사과(58.0), 생강(59.0), 복숭아(54.2), 감귤(51.5), 풋고추(52.8) 

40～50%
딸기(46.6), 오이(48.4), 방울토마토(46.5), 참외(45.7), 수박(45.6), 포도

(47.1), 단감(47.9), 배(47.5), 사과(41.7), 딸기(46.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각 년도.

표 12-5. 주요 농산물의 유통마진율 현황(3개년 평균치)

 

◦ 농산물 유통비용 중 물류비의 비중은 2007년 전체 소비자지불가격의 

15.8%를 차지하며, 총 유통비용의 36.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유통비

용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물류비의 비중은 점증하는 추세이며, 이는 소

비자의 농산물 구매패턴 다양화와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물류수요가 발

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류별 물류비 비중은 청과물이 

43.4%로 가장 높은데, 이는 청과물의 부피성, 중량성, 부패성 등에 기인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 도
생산자

출하액

유통비용
소비자 구입액

물류비 기타 유통경비

2006
320,545

(55.0)

80,840

(13.9)

181,424

(31.1)

582,810

(100.0)

2006
321,666

(56.0)

88,849

(15.5)

163,888

(28.5)

574,404

(100.0)

2007
315,540

(56.6)

88,069

(15.8)

153,882

(27.6)

557,491

(100.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2009.3).

표 12-6. 농산물 물류비 현황
단위: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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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식량작물 청과류 축산물 기타 계

2006
액 16,448 36,714 23,968 11,720 88,849

비 18.5 41.3 27.0 13.2 100.0

2007
액 15,134 38,265 24,189 10,481 88,069

비 17.2 43.4 27.5 11.9 100.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2009.3).

표 12-7. 농산물 부류별 물류비 비중
     단위: 억 원, %

◦ 물류요소별 현황을 살펴보면 선별 ․ 포장 ․ 가공비(40.0%), 수송비(30.8%), 

감모 ․ 청소비(10.1%), 하역비(9.1%), 보관비(6.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및 고도화로 인한 물류수요의 증대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물류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3.72%이며, 

요소별로는 선별․포장․가공비(6.74%), 저장비(5.59%), 수송비(4.69%)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포장․

가공비
운송비 하역비 보 비

감모․

청소비

물류

리비
계

농산물
 액 36,207 26,883 5,579 8,737 5,940 4,755 88,069

비 41.1 30.5 6.4 9.9 6.7 5.4 100.0

청과물
 액 15,307 11,780 3,495 2,396 3,877 1,410 38,265

비 40.0 30.8 9.1 6.3 10.1 3.7 100.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2009.3).

표 12-8. 농산물 물류비의 항목별 비중(2007)
단위: 억 원, %

구 분 2002 2004 2006 2007 ’07/’02

선별․포장․가공 113,640 104,994 148,536 157,447 6.74

운송비  92,780 111,271 115,171 116,687 4.69

장비  28,949  36,301  39,321  37,992 5.59

하역비  28,892  30,642  28,756  24,340 △3.37

감모․청소비  24,163  32,945  24,548  25,830 1.34

물류 리비  19,068  20,557  20,564  20,676 1.63

소 계 307,492 336,711 376,895 382,972 4.49

총물류비(억 원) 73,376 76,402 88,849 88,069 3.7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2009.3).

표 12-9. 물류요소별 단위당 및 총물류비 추이
                               단위: 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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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 품목(배추) 물류 현황

◦ 배추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작형별 배추 

생산량을 살펴보면 가을배추, 봄배추, 고랭지배추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고랭지와 봄배추가 각각 8.9%와 8.5%로 대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 분 종기
정식기

수확기( 배추)

수확기

성출하기( 배추)

배추
시설 1월상～3월하 3월 ～5월하 4월하

노지 3월 ～4월하 5월하～6월하 6월

고랭지

고랭지(1기작) 5월하～7월상 6월 ～7월하 7월하～9월하

고랭지

(2기작)

1기작 4월하～5월 5월상～5월하 7월상～8월상

2기작 7월상～7월하 7월 ～8월 9월상～10월

가을배추
부 8월 ～8월하 8월말～9월 10월말～12월상

남부 8월 ～9월상 9월상～9월하 11월상～12월하

겨울배추

(월동배추)
노지 9월 9월하～10월 1월 ～3월하

표 12-10. 배추 작형별 생육 및 수확시기

구 분
배추(노지) 고랭지

배추

노지

가을배추
계

노 지 시 설 월 동 소 계

생산량 445,408 179,341 405,643 1,030,392 287,285 1,249,450 2,567,127

비 17.4 7.0 15.8 40.1 11.2 48.7 100.0

주 : 최근 5개년(’03-’07)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작물통계｣, 각 년도.

표 12-11. 배추 세부 작형별 연간 배추 생산량 비중(’03~’07 평균)
단위: 톤, %

연 도
배추 재배면

생산량
고랭지 가을 계

2000 25,182 10,206 16,413 51,801 3,149,255

2005 19,700 6,502 11,001 37,203 2,325,330

2008 16,191 6,401 14,693 37,285 2,584,908

’08/’00 △8.45 △8.91 △2.19 △6.36 △3.87

자료: 통계청, ｢작물통계｣, 각 년도.

표 12-12. 전국 배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단위: ha, 톤

◦ 배추의 물류흐름은 다원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물류주체가 참여하고 있

다. 물류흐름의 다원화와 함께 물류흐름별 물류비와 물류효율성에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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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배추의 물류흐름(유통경로)은 약 20가지 내외로 

매우 다양화되어 있다.

평 균 생산자
생산자

단체

산지

유통인
도매상

간

도매상

형

유통업체
소매상

량

수요처
소비자

생산자 100 　 　 　 　 　 　 41 59 

생산자단체 25 　 - - -　 -　 - -　 -　

산지유통인 71 - 　 - - - -　 - -　

도매시장 4 3 56 　 - - -　 - -　

간도매상 - - - 8 　 - -　 - -　

형유통업체 - 5 -　 13 -　 　 -　 - -

소매상 - - - 33 8 - 　 - -

량수요처 - 17 15 9 - - -　 　 -

소비자 - -　 - - - 18 41 -　 　

주체별 유비 　 25 71 63 8 18 41 　 　

주: ’05~’07년 3개년 평균치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에서 재정리함.

표 12-13. 고랭지배추 물류흐름과 물류주체 비중(3개년 평균)
단위: %

◦ 배추의 물류흐름별 비용을 살펴보면 도매시장 경유 물류의 유통마진율이 

대형유통업체 직거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통경로에 관계없이 

물류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 목 유통경로
농가

수취율

단계별
비고

출하 도매 소매 계

배추

도매

시장

A 30.9 21.3 14.5 33.3 69.1 서산→서울

A 30.9 22.4 13.4 33.3 69.1 나주→서울

형유통업체 46.7 36.5 3.5 13.3 53.3 나주→서울

고랭지

배추

도매

시장

A 32.7 20.2 13.8 33.3 67.3 평창→서울

A 32.1 19.0 14.8 34.1 67.9 정선→서울

B 33.9 17.2 14.8 34.1 66.1 정선→서울

B 34.7 20.2 13.9 31.2 65.3 태백→서울

형유통업체 58.5 14.3 1.9 25.3 41.5 평창→서울

가을

배추

도매

시장

A 27.6 40.3 9.9 22.2 72.4 암→서울

A 27.1 41.3 8.7 22.9 72.9 당진→서울

형유통업체 59.3 21.8 3.4 15.5 40.7 고창→서울

주: 산지유통인→도매시장(A타입), 생산자단체→도매시장(B타입)으로 구분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07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에서 재정리함.

표 12-14. 배추의 대표적 물류흐름별 비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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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유통경로
유통비용 구성요소

물류비 간 비 이윤 계

도매시장

경유

배추 35.9 22.6 10.9 69.4

고랭지배추 26.8 14.8 24.9 66.5

가을배추 22.5 15.2 34.9 72.6

유통업체

직거래

배추 44.3 6.0 3.0 53.3

고랭지배추 20.6 14.1 6.8 41.5

가을배추 27.5 9.1 4.1 40.7

표 12-15. 배추의 물류흐름별 비용요소별 비교
단위: %

◦ 배추의 물류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여러 지역을 산지, 

도매, 소매 부문으로 나누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단 계 조사 지역 조사 상(개소) 조사 내용 비 고

산지

평창, 정선,

태백, 월

농 (5)

산지유통인

개별농가

▪산지 물류기능과 시설

▪유통참여자 취 실태

▪산지 물류체계 문제

▪고랭지

해남, 고창,

무안, 암,
농 (5)

▪산지단계 물류체계 실태 

 문제

▪산지단계 가공실태 

▪월동배추

▪ 배추

괴산, 무주,

당진
농 (3)

▪산지단계 물류체계 실태 

 문제

▪산지단계 가공실태 

▪ 배추

▪가을배추

도매
농산물

도매시장

가락동 도매시장,

 노은․오정

천안도매시장

▪시장 내 물류기능, 활동

▪시장 내 물류시설 실태

▪도매시장 물류 문제

▪설문조사

▪직 면담

소매
하나로 마트

종합유통센터

창동, 고양 

이마트(일산 )
▪ 매단   매형태 ▪면담조사

표 12-16. 물류체계 파악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실적(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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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경로별 물류체계 실태

3.1. 도매시장 경유 물류체계

3.1.1. 산지 출하물류

◦ 산지에서의 배추 출하주체는 크게 산지유통인, 지역농협, 개별생산자로 

구분되며, 모든 작형에서 산지유통인의 취급비율이 매우 높다.

구 분
산지 출하주체별 취  비

비고
산지유통인 지역농 개별농가 

배추 68.0 28.5 3.5 해남, 무안지역

고냉지배추 73.8 21.0 5.2 평창,정선, 태백

가을배추 80.0 5.0 15.0 당진 조사치

표 12-17. 작형별 조사지역의 배추 출하주체 취급 비중
단위: %

◦ 배추의 수확․상차와 관련된 모든 작형의 산지 유통기능은 수확과 동시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배추는 산지 저장기능이 미약하며, 수확과 

동시에 소비지로 수송된다. 수확 및 상차작업 여건이나 선별․포장 형태에 

따라 작업시간과 비용에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구 분 작업인원
1일

작업량

1일

작업시간

작업비용

작업비
포크 인 

사용료

령
8명

(여자 2)
3 /5톤

10시간 

(04～14시)

35만원/

5톤(망)
30만원/1일

정선

태백

12～14명

(여자 7)
2～3 /5톤 10～12

45～55만원/

5톤(망)
35～40만원/1일

해남

무안
8～10명 3 /5톤 9～10시간

35만원/

5톤(망)
30만원/1일

표 12-18. 도매시장 출하 배추의 수확 및 상차작업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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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포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하고 있는 별도의 표준등급 및 포

장규격이 있지만, 일반적인 선별 형태는 병반잎이나 오염된 겉잎을 제거

하고 뿌리를 짧게 자른 후 무게나 크기가 비슷한 낱개 3개를 선발하는 

형태이다. 또한 선별된 배추의 등급화는 전적으로 작업인부의 육안선별

로 이루어지고 있다.

◦ 배추의 포장형태에는 망포장, 골판지포장, PVC박스가 있다. 망포장은 대

부분 도매시장 출하용, 골판지박스(A1박스)는 파렛트 적재 출하용(유통

업체 물류센터 등), PVC박스는 대부분 김치공장 운송용이다. 이러한 포

장형태에 따라 적재 포기수와 포장비용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구 분 도매시장 유통업체물류센터 김치공장

포장방법 망포장(3포기/망) A-1 박스(3포기) PVC박스(6포기)

재포장 수 850～900 720～740 460~470

재포기 수 2,550~2,700 2,160~2,250 2,760~2,880

렛트 수 - 12 12

포장재비 140원×875개=122,500원 450원×730=328,500원 400원×465=186,000

렛트사용료 - 1,550원×12=18,600원 1,550원×12=18,600

비용

부담

자부담 12,250원 138,840원 81,840원

보조 110,250원 208,260원 122,760원

계 122,500원 347,100원 204,600원

주: 그물망과 PE대는 90%, 물류기기사용료 60%는 정부지원임. 

표 12-19. 배추의 출하처별 포장형태와 비용 산정(5톤)

 

3.1.2. 수송 

◦ 조사지역에서 서울 가락시장까지의 수송물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

송수단은 대부분 5톤 트럭이며, 저온수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차는 대부분 알선제 중심이며, 점차 지입제 비중이 증가추세이다.

◦ 수송비 결정은 알선제는 종량제, 지입제는 1년간의 계약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다. 수송비 결정요인 중 대부분은 주어진 조건이지만 공차율은 물

류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출하주나 운전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공차율은 90% 이상으로 전체 영업용 화물차(38.4%)보다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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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공차율 10% 감소 시 수송비 10% 감소 및 유류비 28.5% 절감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송형태는 대부분 망포장이며, 파렛트 적재 형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입물량의 1~2% 정도는 골판지상자 포장이지만 파렛트 

적재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 소매상의 수송수단은 대체로 0.5톤과 1톤 중심의 소형차량 위주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소매상의 1회 배추 구매량은 평균 약 30~50망 정도의 

영세한 수준이며, 소매상의 시장 내 배추구매 시간은 총 4~5시간 내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마켓

소형마트

재래시장

포
차량행상 리어카행상 일반식당 평균

50~100

(150~300)

30~40

(90~120)

40~50

(120~150)

10~20

(30~60)

10망 내외

(30포기)

30~50

(90~150)

자료: 가락시장 D청과법인(배추 전문취급법인) 중도매인 청취조사 결과(’09. 08).

표 12-20. 소매상별 도매시장에서 배추 1회 구입량

구분 형유통업체 차량
일반소매상

차량(평균)
비고

주차  기
4~5시간

(주차공간 확보 2~3시간)
2시간

지방차량 주변도로, 시장 내 

특정장소 주차공간 확보 해 

2~3시간 기

구매소요시간 3시간 3시간 진입․주차․구매

총시장이용시간 8시간 5시간

자료: 가락시장 D청과법인(배추 전문취급법인) 중도매인 청취조사 결과(’09. 08).

표 12-21. 소매상 도매시장(가락시장) 배추 구매물류 실태

3.1.3. 하역

◦ 배추의 하역은 산지 출하차량 상차, 도매시장 하차․진열, 점포이송, 소매

차량 상차, 소매상점포 하차, 진열 작업 등이 포함된다. 산지 출하하역의 

경우 수확·선별·포장·상차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상차 관련 하

역비는 따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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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의 도매시장 내 하역은 차상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단위 경

매 후 하차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역형태이다. 현재 가락시장의 경우 전

부 인력하역으로 시장 내 물류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으며, 기계하역과 인력하역의 하역시간과 비용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 현실적으로 산지 파렛타이징의 고비용 구조,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공

간협소, 물류기기의 원활한 공급․회수시스템 미흡, 시장 운영시스템 부적

합, 하역노조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하역기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계(지게차)하역 인력하역

하역시간

하역형태 지게차하차+선별․진열 인력하차+선별․진열

상품형태 렛트(PVC상자, 12 렛트) 망포장 (850망)

투입기기 지게차+1명(운 ) 인력 3~4명

하역시간 5~6분/5톤 120~160분/850망

하역비용 40,000원/5톤 81,000~104,400원/5톤

자료: 전국항운노조 가락지부와 하역현장조사 결과 및 하역노조원 청취조사.

표 12-22. 가락시장 배추 하역형태별 하역시간과 하역비용 비교

◦ 경매제 하에서 가락시장 반입 트럭의 경매 대기시간은 평균 5~6시간이

며, 하차까지의 시장 내 대기시간은 평균 12시간(최고 18시간) 정도로 장

시간의 대기는 물류비 상승과 상품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경매물량의 약 50~60%는 즉시 반출되지 못하고 중도매인 점포로 이송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락시장 중도매인(86명)당 1일 평균 구

매량은 0.6차량(4.8톤) 수준이며, 1대 이상 구매자는 13명(15.1%), 0.5대 

미만 구매자는 45명(52.3%)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3.1.4. 저장 ․ 가공

◦ 배추의 산지 저장 가능기간은 봄배추 2개월, 고랭지배추 1개월 정도이지

만 실제 산지 저장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산지에서 가공공장을 운

영하는 농협의 경우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저장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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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추의 산지 저장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저장비 회수와 가격변동의 불확

실성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랭지배추의 경우 8~9월 포전폐기율

이 높아질 경우 7~8월에 저온저장된 배추가 있다면 수급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산지 유통주체들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주산지 농협의 경우 현

재 배추 저장시설 확보를 통하여 성출하기 물량의 30%까지 저장하면 저

장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저장에 필요한 파렛트, PVC 

상자 등 물류기기의 임대료가 높고 필요한 시기에 조달이 용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도매시장에서의 배추 저장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시장 내에서 

실질적인 저장수요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도매인의 

구매당일 재고 발생률은 구입량 대비 10% 미만이지만 성출하기나 소비

가 부진한 계절에는 30% 이상 발생하고 있다. 재고발생 시 단기간(1~3

일)의 저온저장 수요가 발생하지만, 저장시설 부족으로 상품성 저하 및 

시장 내 감모요인이 되고 있다. 시장 내 저장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과다

한 저장비용, 짧은 재고기간, 저장시설의 절대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거래물량 온유통물량 온유통비율

가락시장 2,500.690 250,069 10.0

강서시장
경매제  219,296  61,403 28.0

시장도매인제  227,493  68,248 30.0

구리시장  309,552  88,330 28.5

시장  115,042  57,521 50.0

구시장  361,928  32,318  8.9

계 3,734,001 557,889 14.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물류지원부 및 도매시장 현지조사 결과 정리.

표 12-23. 주요 도매시장 저온유통 비율(2007)
단위: 톤, %

◦ 대규모 소매점포를 제외한 일반 소매점에서는 상온에서 진열․판매되며 

일반 소매점에서는 당일 구매량의 약 20% 이상 재고가 발생하여 폐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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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상품성 하락에서 오는 손해는 판매비용에 반영되고 있다. 또한 소

매점포의 여름철 감모비율은 10~1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1.5. 가공

◦ 배추 가공은 산지 절임배추 가공, 도매시장 내 다듬기․재선별․재포장과 

소매상의 재선별․재포장 등 단순가공 활동이 있다. 절임배추는 김치공장

을 운영하는 일부 농협과 민간 김치공장과 공급계약을 맺은 일부 생산자

조직이 수행하고 있다.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생산자조직은 배

추 물류비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산지 절임배추 가공을 통한 출하

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절임배추 가공은 수송비, 저장비 등의 절감과 저장기간 연장으로 안정적

인 물류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중 안정적인 출하처가 

없어 절임배추로 가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8월부터 가락

시장에서 절임배추 상장 경매가 시작되었으나, 시장 내 저온경매․판매시

설이 없어 절임배추의 판매는 겨울철만 가능하다. 

3.2. 직거래 물류체계

3.2.1. 선별․포장

◦ 직거래 물류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대형유통업체 물류센터나 또는 대량수

요처(가공업체, 식재료공급업체 등)까지 연결시키는 물류흐름을 의미한

다. 이는 물류흐름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시간이 단축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출하조직과 물류센터 간 거래는 엄격한 의미의 직거래 물

류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물류센터에서 하역, 선별․가공, 배송 같은 다

양한 물류기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에서 소매

점포까지 직송되는 소비지 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간 물류

흐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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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 물류흐름에서 수확 및 선별은 도매시장 물류흐름과 동일하며, 포

장과 하역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직거래 물류흐름의 경우 대부분 

망포장 대신 골판지박스 포장으로 파렛트에 적재되어 상차되고 있으며, 

5톤 트럭 기준 수확․선별․포장․상차까지의 작업시간은 도매시장 경로보다 

약 1시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작업인원
1일

작업량

1일

작업시간

작업비용

작업비 지게차사용료

령
8명

(여자 2)
3 /5톤

12시간 

(04~14시)
40만원/5톤(박스) 30만원/1일

해남

무안
8~10명 3 /5톤 11~12시간 35만원/5톤(박스) 30만원/1일

자료: 현지조사 결과.

표 12-24. 직거래 배추의 수확 및 상차작업 실태

◦ 직거래 물류와 산지 물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포장형태와 파렛트 적재 

여부이며, 하역기계화를 고려한 골판지박스 포장 물류비용은 망포장보다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포장비용 비고

포장방법 A-1 박스(3포기) 3포기/박스

재포장 수 720~740 5톤 트럭

재포기 수 2,160~2,250 5톤 트럭

렛트 수 12 -

포장재비 328,500원 450원×730개

렛트사용료 18,600원 1,550원×12개

비용

부담

자부담 138,840원 -

보조 208,260원 347,100원×0.6

계 347,100원

주: 물류기기사용료 60%는 정부지원임. 

표 12-25. 배추의 직거래물류 포장형태와 비용 산정

 

3.2.2. 수송 및 하역

◦ 산지 조사지역에서 소비지 농협 하나로클럽으로의 출하비중은 80% 이상이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송수단은 대부분 파렛트가 12개 적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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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톤 트럭이며, 대형 냉장탑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차량은 

농협 자차가 약 30%, 나머지는 용차이며, 지입제 비중이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수송비를 조사한 결과 도매시장 물류경로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

으며, 귀로 시 공차율은 자차와 지입제 차량 비율이 높기 때문에 도매시장 

경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배추의 산지물류가 APC나 선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밭에서 수확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장재와 파렛트 적재여부를 제외하면 물류경

로별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파렛트 단위로 적재되기 때문에 물

류기기는 망포장에 비해 파렛트와 지게차가 더 필요하며, 적재율은 망포

장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소비지 점포 하차시간

은 12개의 파렛트를 기준으로 하면 약 8~9분 정도가 소요되며, 하역시간

은 도매시장보다 1시간 이상 단축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하역비는 

12개 파렛트 기준 30,000~35,000원 수준으로 망포장의 인력하역비 약 10

만원의 30~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내용 비고

하역형태 지게차하차+진열 지게차 2,5톤 기

상품형태 렛트(골 지상자) 12 렛트

투입기기 지게차+1명(운 ) -

하역시간 8~9분 5톤 트럭

하역비용 35,000~40,000원 5톤 트럭

자료: 현지조사 결과.

표 12-26. 농협 물류센터 내 배추 기계하역 비용

3.2.3. 저장 및 가공

◦ 직거래 물류 배추의 경우 산지 저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저장비 회수 및 가격변동의 불확실성과 함께 저장 배추의 

상품성 유지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장 후 출하 시 일관저온물류체계

의 미구축으로 결로현상 등으로 선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현재 산지에서 농협이 수급조절용으로 매취물량의 일부를 저장하

지만 매우 미미하여 배추시장의 전체 수급이나 가격조정에 큰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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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관령원협 유통사업소의 경우 2008년 

1,400톤 정도의 고랭지배추 저온저장 물량이 있었으나 대부분 김치공장 

납품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지 대형점포로 반입되는 배추는 대부

분 판매량을 예측하여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발생하기 않아 별도

의 저장수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거래 물류흐름에서 직접적인 가공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계절별로 산지에서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회원조합으로부터 배추를 

납품받아 주로 김장철에 한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물류흐름별 효율성 비교

3.3.1. 물류비용

◦ 몇 가지 물류활동별 비용을 기준으로 전체 유통효율성을 단정할 수는 없

다. 또한 물류경로별로 물류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경로를 비교

하여 물류효율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물류경로별 물류비의 비교는 각각의 물류활동의 적합성 등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와 함께 물류경로별 물류 효율화를 위한 개선요소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물류흐름별 물류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직거래의 물류비가 도

매시장 경유 물류비의 약 8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지단계의 경

우 직거래 물류가 도매시장 경유 물류보다 높으며, 소비지 물류의 경우 

직거래 물류비가 절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가수취가격 

대비 총 물류비의 비중은 도매시장 경유 물류비가 114.8%인데 비하여 

직거래 물류비는 76.5%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물류의 경우 시장 내 물류

효율화와 동시에 산지 및 소매물류와의 연계물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직거래 물류의 경우에는 산지 출하물류 특히 포장물

류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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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흐름

물류

기능

도매시장 경유 물류 직거래 물류

물류비 비 물류비 비 

산지

수확․상차 116.5 38.4 110.0 28.5

포장 24.5 8.1 69.4 18.0

수송 75.0 24.8 75.0 18.4

소계 216.0 71.3 254.4 65.9

도매

하역(하차) 20.8 6.9 6.0 1.6

하역(이송) 5.3 1.7 - -

하역(상차) 2.1 0.7 - -

감모 15.6 5.1 - -

소계 43.8 14.4 6.0 1.6

소매

운송 44.4 14.7 - -

감모 43.5 14.4 35.0 9.1

소계 87.9 29.0 35.0 9.1

총물류비 347.7 114.8 295.4 76.5

매가격 303 100.0 386 100.0

자료: 현지조사 결과.

표 12-27. 배추의 물류흐름별 물류비 비교
단위: 원/kg, %

3.3.2. 물류시간 및 상품성

◦ 두 가지 물류 경로의 산지단계 소요시간은 6~10시간 내외로 비슷하다. 

그러나 도매시장을 포함한 소비지의 경우 도매시장 경유 물류가 약 

23~43시간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시간이 도매단계에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거래의 겨우 도매단계가 없기 때문에 1시간 미만인 것으

로 나타났다.

◦ 물류 경로별 배추의 상품성을 비교해 보면, 도매시장 경유 물류의 경우 

산지에서 소매단계까지 약 20% 수준, 직거래 물류의 경우에는 약 5% 수

준의 신선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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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계 물류기능
물류흐름 속도(시간) 상품성(신선도)

도매시장 직거래 도매시장 직거래

산지

수확․선별 1.5~2.0 1.5~2.0 100% 100%

포장․상차 1.5~2.0 2.5~3.0

수송 3.0~5.0 3.0~5.0 95 95

소계 6.0~9.0 7.0~10.0 - -

도매

경매 기 5.0~6.0 - 92 -

경매 1.5~2.0 - 92 -

하차, 매 기 7.0~12.0 - 90 -

분산 기 5.0~15.0 - 85 -

소계 18.5~35.0 - -

소매 수송․진열 4.0~8.0 0.5~1.0 80 95

합 계 28.5~52.0 14.5~21.0 - -

주: 산지농협 담당자, 도매시장 경매사, 중도매인, 트럭운전자, 농협물류센터 담당자, 소매상에 대
한 면담조사 결과를 요약함.

표 12-28. 배추의 물류흐름별 속도 및 상품성 비교

4  농산물 물류효율화 방안

4.1. 농산물 물류의 문제점

4.1.1. 도매시장 경유 물류

◦ 도매시장 경유 물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류기능 및 물류속도의 문제로 

나타났다. 물류기능상에서는 비효율적 물류기법, 물류기법의 일관적인 

연계미흡, 물류시설이나 장비의 낙후성과 부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또

한 물류속도와 관련하여 장시간의 물류시간은 비효율적 물류체계의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 또한 제도 및 정책적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물류주체와 규모의 영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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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지원제도의 비효율성, 도매시장 제도의 경직성과 물류시간의 지연, 

물류단계별 물류인프라 연계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4.1.2. 도매시장 물류의 세부 문제점

1) 하역기계화 미흡

◦ 도매시장 내 물류효율화의 핵심이 하역기계화이기 때문에 산지 하역기계

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도매시장과 산지의 하역기계화 기반이 동시에 충

족되어야 한다.

2) 수송차량의 높은 공차율

◦ 농산물 수송의 높은 공차율은 수송의 비계획성과 수송차량의 특성으로 

인한 용도 제한 등에 기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낮은 산지 가공비율

◦ 산지의 낮은 가공비율과 가공상품의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산

지와 도매시장의 인프라 미비와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으므로 배추의 경우 연중 절임배추의 소비지 판매가 가능한 인프라가 구

축되어야 한다.

 

4) 낮은 저장비율과 일관저온물류체계 미비

◦ 산지와 도매시장에서 저장수요가 상시 발생하고 있으나, 저장비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저장비율이 매우 낮거나 전무한 상태이다. 즉 농산물 

저장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일관저온물류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도매시장 내 물류시간의 장기화

◦ 도매시장 내 물류시간은 매우 길어 전체 물류비 증가와 상품성 하락과 

물류속도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추의 경우 도매시장 내 물

류시간은 전체 물류시간의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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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류주체와 물류규모의 영세성

◦ 물류주체와 물류규모의 영세성은 물류효율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추는 산지유통인의 취급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생산자조직의 

취급비율을 높이면서 산지유통인의 물류개선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

다. 배추의 경우 단일 농협 취급물량은 물류합리화 추진이 거의 불가능

한 규모이며, 대부분 농협들은 자체적인 물류합리화 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중도매인과 소매상 취급규모의 영세성은 물류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7) 물류지원제도의 비효율성

◦ 산지 및 도매시장 내 물류기기나 장비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물류자재의 적시․적량 확보의 어려움, 상대

적으로 높은 임대료, 회수 및 조달시스템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

고 정부의 물류합리화 사업에서 임차료 지원수준, 지원대상을 수송기능 

외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물류기기나 자재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

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도매시장 제도의 경직성과 물류시간 지연

◦ 도매시장 경유 물류체계에서 도매시장 내 물류시간은 전체 물류시간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추의 경우 경매시간이 23:00로 고정되어 

시장 내 체류시간 장시간화 요인이 되고 있다.

9) 물류단계별 물류인프라 연계 미흡

◦ 산지 물류시설의 건설 및 운용과 소비지 물류 효율화 전략은 제도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산지의 거점 유통시설은 종합물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물류기능이 소비지와 효

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1.3. 직거래 및 대형유통업체 물류 

◦ 도매시장 내 물류체계의 문제점을 제외하면 물류기능상의 문제점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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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당일 배송과 당일 판매 원칙하에 산지와의 계약

에 의한 소량 다빈도 물류 특성으로 물류속도의 문제점 등은 거의 나타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직거래 및 대형유통업체 물류는 산지 물류에서 상대적 비효율성이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배추의 경우 산지 물류비가 도매시장 물

류비보다 높으며, 물류시간은 도매시장 물류보다 약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역기계화용 포장박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수송과 관련해서는 직거래의 경우 수급계획에 의한 소량 다빈도 수송형

태로 저온수송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품(절임배추)을 연중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 미흡

으로 산지가공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일부농협의 즉석

김치 사업은 배추의 물류효율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농산물 물류효율화 방안

1) 일관하역기계화 추진조건 개선

◦ 하역기계화를 위한 고비용 포장 및 하역방법을 개선이 필요하며, 골판지

박스 포장대신 다단식 목재상자 형태의 파렛타이징이나 물류기기 풀 회

사로부터 임차한 PVC 상자 중심의 파렛트화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지 

영세소매상을 고려하면 기존의 망포장을 다단식 목재상자 담는 파렛트화

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소비지 도매시장 내 충

분한 하역 공간의 확보는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져

야 하며, 우선적으로 기존 시설공간의 하역기계화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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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송물류의 효율화

◦ 수송물류의 효율화는 우선적으로 공차율을 저감시키는 것이며, 그 외 제

3자 물류 활용, 적재율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공산품의 경우 공차율을 

10% 저감시키면 유류대를 포함한 수송비가 약 13% 이상 절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수송차량 중심의 농산물 물류중개회사를 

육성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매단계 수송물류 효율화는 중도

매인의 배송기능을 규모화하여 소매단계의 수송비 절감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3) 저장물류의 효율화 및 일관저온유통시스템 구축

◦ 산지에서 출하조절이 가능한 충분한 저장시설이 필요하며, 다품목․다목적 

활용을 위하여 주산지 생산자단체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일관저온물류체계를 확립을 위해 소비지 도매시장 내에도 충분한 저온저

장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물류효율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4) 산지 가공비율의 확대 

◦ 배추의 경우 상품적 특성으로 산지에서 가공비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

하다. 또한 주산지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산지가공시설 건설에 대한 지

원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소비지에서 가

공품(절임배추 등)을 연중 거래할 수 있는 저온거래장과 저온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5) 산지 및 소비지 물류주체의 규모화 

◦ 주산지 생산자조직의 연합 및 공동마케팅에 선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지 물류효율화를 위해서는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과 중

도매인의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총 거래규모 등을 농안법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과 중도매인의 운영통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6) 도매시장 내 물류효율화 제도 개선

◦ 경매제로 인한 시장 내 장기간 체류문제점 해결을 위해 품목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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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양한 거래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

는 중계기능을 강화시켜 도매시장 중심의 상 ․ 물 분리 유통체계 구축을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7) 정부의 물류지원제도 개선

◦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의 경우 수송용뿐만 아니라 저장용, 소비지 도매

시장 내 물류주체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류기기 구

입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냉동 ․ 냉장차량, 지게차 등 고가장비 

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다. 물류기기 풀 회사의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는 정책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8) 직거래 산지물류 개선

◦ 직거래 물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수집과 대량거래의 물류특성

이 없어 도매시장 물류와의 직접 비교는 의미상의 한계가 있다. 현재 직

거래물류의 가장 큰 개선부문은 산지물류라고 할 수 있으며, 배추의 경

우 산지 물류 개선은 파렛트화 포장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

장재 비용이 높은 포장형태를 다단식 목재상자나 PVC 상자 등비용이 낮

은 포장형태로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하며, 가공효율화를 위해서는 가공

상품인 절임배추를 연중 거래할 수 있는 저온 ․ 냉장매장 시설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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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농업개발의 영향요인

1.1. 주요 요인

◦ 해외농업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글로벌 식량위기, 글로

벌 금융위기,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 바이오연료 생산증가 등을 

들 수 있다.

– 2007년/2008년의 글로벌 식량위기는 식량수입국들로 하여금 국제곡물무

역의 한계를 인식시켰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확인시켰으며 이에 따라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을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 2008년 9월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식량가격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국제식량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해외농업

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UN은 전 세계의 절대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빈곤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새천년개발목표(MDG)을 제시하였으며 이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농업개발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외농업개발은 국제적 농업개발투자에 직접 연계되어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하여 바이오연료 생산을 늘이고 있

으며 이에 따라 농지 이용에 있어 식량 생산과 바이오연료 생산간의 경합

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농업개발에 있어 식량과 바이오연료 생산간의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다.

– 이와 같이 해외농업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그림으로 표시

하면 다음 <그림 1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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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해외농업개발의 주요 영향요인

1.2. 글로벌 식량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향후 글로벌 식량위기의 가능성 검토

◦ 국제기구(OECD-FAO)나 국제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 식량

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

하여 식량수요가 급감하면서 국제식량가격이 하락하였고, 이에 글로벌 

식량위기는 잠재워졌지만, 향후 다시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세계 식량위기를 초래한 식량수급 불균형 요인 중에 유가상승이나 단기

적 국제투기자본의 영향 같은 일부 요인을 제외하고는 국제식량수급구

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 수요 요인 : 거대인구 국가들의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

 ∙ 공급 요인 :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공급 감소, 물 제약으로 인한 식량

공급의 제약, 개도국들의 농업투자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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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곡물가격은 2009년 12월 현재 2008년 7월 최고가 대비 39.4% 하락

하였으나, 2006년 초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품목

별로 보면, 옥수수 가격은 최고가 대비 43.6%, 밀 가격은 51.4%, 콩 가격

은 31.5% 하락한 상태이다.

기 구분 재가 최고가1)

변동률(%)

최고가 비 '08 비 '07 비4)

FAO2)

농산물 
가격지수

171.9
213.5

(2008. 6)
▽19.5 19.9 11.6

곡물 
가격지수

170.9
281.1

(2008. 5)
▽39.4 ▽2.0 2.3

KREI3)
곡물 

가격지수
171.3

276.0

(2008. 3)
▽37.9 8.4 ▽25.2

  주: 1) 최고가 밑의 괄호는 최고가를 기록한 년월임.
2) FAO 가격지수는 2002~2004년간 대상품목들의 평균 수출량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동기간의 

가격을 100으로 간주하였음.
3)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곡물 중 주요품목인 밀, 옥수수, 콩의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가

격을 가중평균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가중치는 밀 44.6%, 옥수수 31.0%, 콩 24.4%(USDA/FAS 
2005/06년 교역량 기준)를 각각 적용한 후 2006년 1월 가중평균 가격을 100으로 환산하여 산출
하였음.

4) FAO 가격지수 중 2007년 대비는 2007년 평균대비이고, KREI 가격지수 중 2007년 대비는 
2007년 12월 대비임.

자료: http://www.fao.org/worldfoodsituation/FoodPricesIndex/en/

표 13-1.  곡물가격지수의 최고가 대비 현재가(2009.12 기준)

구분 옥수수 두

재 가격($/톤) 156 196 379

최고 가격($/톤) 276 (2008. 6) 406 (2008. 3) 553 (2008. 6, 7)

최고 가격 비(%) ▽43.6 ▽51.4 ▽31.5

2009년 11월 가격 비(%) 1.4 ▽1.3 2.3

2008년 12월 가격 비(%) 8.7 ▽0.9 18.7

2007년 12월 가격 비(%) ▽6.3 ▽42.0 ▽10.2

  주: 밀은 Hard Red Winter(HRW) 2등급,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콩은 Chicago 1등
급임.

자료: CBOT.

표 13-2.  곡물별 최고가 대비 현재가(2009.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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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CBOT

그림 13-2.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의 변화(2000.1~2009.12)

◦ OECD-FAO(2009)는 향후 10년간(2009~2018) 실질 국제곡물가격은 과거 

10년간(1996~2005)보다 10%~20%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가격 불안정성

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FAO의 고위전문가전략포럼(2009. 10. 12~13)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2007년 / 2008년의 글로벌 식량위기 이후에 국제곡물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언급하였다.

– Kitty Smith(ERS) : 지난 세계 식량위기는 향후 미래에 발생할 상황을 

예견한 사건

– Homi Kharas(Brooking Institution) : 기후변화, 금융투기자본, 대규모국가의 

식량수요, 불안정한 유가 등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 잔존

– Jacques Diouf(FAO) : 국가별 바이오연료산업의 지속적인 경쟁확대

– Jikung Huang(중국정부 경제자문관) : 지난 세계식량위기는 농업을 중시

하라는 경고(Wake-up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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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단기적 수요급감으로 인한 국제곡물가격하락 이외에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는 없으므로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향후 글

로벌 식량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 세계식량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 선진국들의 농업보조금 제공과 국제무역체제 등과 같은 근본 문제 

해결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곡물시장의 특징은 소수 수출국과 곡물메이저에 의한 수요독과점시장, 

교역량이 10%~12%에 불과한 엷은 시장(Thin Market), 에너지 문제와 식량

문제와의 연계, 국제시장구조가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3. 새천년개발계획(MDG)의 달성

◦ UN은 21세기를 맞아 개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빈곤, 질병, 환경오염 등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UN총회에서 빈곤 완화를 포

함한 8개의 기본목표를 담은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하였다.

– 밀레니엄 개발목표는 1996년 OECD/DAC가 21세기 개발협력전략으로 

채택한 21세기 개발협력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을 토대로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설정한 세계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 밀레니엄 개발목표 8개 중에서 국제적인 농업투자와 가장 관련 있는 것

은 첫 번째 개발목표인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이다. 첫 번째 목표의 세부

목표는 2015년까지 하루 수입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 비율과 기아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 UN의 M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들의 농업투자가 크게 확

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도국들의 농업투자가 감소하였으며 

오히려 개도국들의 식량문제가 선진국들의 농업원조에 의존하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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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었다. 따라서 식량수입국들을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을 통하여 개

도국에 대한 농업투자를 확대하면 이들 국가들의 절대빈곤 및 기아문제 

완화에 기여하게 된다.

◦ 해외 국가나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의 농업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이들 

국가의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는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

다. 그 결과 <그림 13-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식품이용성, 식품접근성, 

식품공급성, 식품활용성을 높이게 된다.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그림 13-3.  해외농업개발의 식량안보 영향

1.4.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

◦ 바이오연료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농업생산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중국, EU, 미국, 인도 등이 바이오연료 

생산을 증가시키면서 지난 번 글로벌 식량위기 상황에서 보듯이 국제

곡물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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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국가들은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소비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바이오연료 생산도 이들 소수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 향후 전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

제기구 전망에 따르면 2017년 바이오연료 생산은 2007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하여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와 함

께 바이오연료 관련 농업생산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분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총계
물량 세계 생산 비 물량 세계 생산비

세계 52,009 100.0 10,204 100.0 62,213

라질 19,000 36.5 227 2.2 19,227

캐나다 1,000 1.9 97 0.9 1,097

국 1,840 3.5 114 1.1 1,954

EU 2,253 4.3 6,109 59.9 8,361

인도 400 0.7 45 0.4 445

인도네시아 - - 409 4.0 409

말 이시아 - - 330 3.2 330

미국 26,500 50.9 1,688 16.5 28,188

기타 1,017 2.0 1,186 11.6 2,203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p.105 재인용.

표 13-3.  주요 국가들의 바이오연료 생산(2007년)
단위: 백만 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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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농업개발의 실태

◦ 2007년과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식량위기를 계기로 식량수입국들을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7년 후반에 

있었던 주요 식량수출국들의 수출제한으로 인하여 식량수입국들은 자국

의 식량안보에 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전 세계적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가 확대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식량위기에 대비한 식량안보 때문이지만, 또 다른 이유는 세계 식량수급

구조가 공급중심의 구조에서 수요중심의 구조로 전환되는 와중에 세계 

식량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이를 민간기업들이 투자수익의 창출 

기회로 인식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 민간기업들에게는 해외농업개

발이 향후 만성적인 식량공급부족 시대에 좋은 투자수익원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 향후 세계 곡물수급의 불안정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곡물 수입국을 중심

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인 농지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그 결과 국제

적으로 식량자원도 미래를 대비하여 확보해야 할 중요한 국가전략자원으

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 대표적인 해외농업개발 투자국가는 중동국가(GCC)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이 있으며, 아프리카국가로는 이집트와 리비아, 

아시아국가로는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말레시아 등이 있다.

– 2008년 Grain Report에 의하면 2008년 한 해에만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100건 이상의 해외농업투자가 이루어졌다.

◦ 해외농업개발투자는 크게 보면 ➀ 국가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 식량

공급선을 확보하는 투자(해외농업개발수입), ➁ 국내 민간기업이 수익을 

얻기 위하여 해외 농식품분야에 투자하는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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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③ 개도국들의 빈곤완화, 농업 및 농촌개발, 경제성장을 도

와주기 위하여 원조(개발협력)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해외농업개발투자(해

외농업개발협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 국내 농림어업의 해외직접투자(FDI) 실태

◦ 우리나라 총 해외직접투자와 농림어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08년 9월 글

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총 해외직접투자액(flow): 50.6억불(2000) → 210.9억불(2007) 

→ 216.3억불(2008)

– 우리나라 농림어업 해외직접투자액(flow): 1,805만 4천불(2000) → 1억 

72만 7천불(2007) → 8,546만불(2008)

– 농림어업의 FDI 규모는 2001년 이후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의 농림

어업 FDI 규모는 2000년에 비하여 거의 10배나 증가하였다(<그림 13-4> 참조). 

–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FDI는 2000년 이후 

0.4%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3-5> 참조).

그림 13-4.  농림어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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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FDI 업종별 투자비중 추이(2005~2009)

그림 13-6.  FDI 업종별 투자금액 추이(200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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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어업 FDI 지역별 투자는 2008년 이전까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유럽 비중이 높다(<그림 13-6>과 <그림 13-7> 참조).

– 농림어업 FDI 분야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비중: 37.2%, 12.5%(2006) → 

51.0%, 16.9%(2007) → 57.8%, 33.1%(2008)(<그림 13-6> 참조)

–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 미국의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의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3-7> 참조).

그림 13-6.  지역별 농림어업 FDI 추이

그림 13-7.  국가별 농림어업 FDI 추이



제

13

장

해외 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 385

2.2. 농식품산업 FDI의 국제적 추세

◦ 최근 FDI 추세에 따르면 농식품산업의 글로벌가치체계(Grobal Value 

Chain)에서 과거 다국적기업(TNC, Trans National Corporate)들의 비중이 

축소되고 개도국 농식품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농식품기업들도 해외직접투자 비중을 증가시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 글로벌 식품가치체계의 변화에 따라 농식품기업들은 직접생산보다 전후

방산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다국적 농식품기업들은 아래 <그림 13-8>에서와 같이 생산보다 전후방 

산업과 관련된 기능(투입, 물류, 가공, 교역, 소매 등)에 참여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림 13-8.  글로벌 식품가치체계의 변화

◦ 전 세계 FDI에서 개도국에서도 규모화된 농업 다국적기업(TNC)들이 증가

하기 시작하면서, 남남(South-South) 투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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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FDI 흐름에서 과거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의 비중이 적어지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캐러비안 국가들의 비중들이 증가하고 있다.

– 전 세계 농식품산업에 있어 최상위 다국적기업(TNC) 25위 안에 들어가는 

개도국 다국적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참고 <표 13-4>).

지역

FDI 유량(Flow) FDI 량(Stock)

유입 유출 유입 유출

’89-’91 ’05-’07 ’89-’91 ’05-’07 1990 2007 1990 2007

농림수산 분야

세계
0.6

(0.3%)

3.3

(0.2%)

0.5

(0.2%)

1.1

(0.1%)

8.0

(0.4%)

32.0

(0.2%)

3.7

(0.2%)

10.2

(0.1%)

선진국
-0.0 0.0 0.5

(0.2%)

0.6 3.5

(0.2%)

11.8

(0.1%)

3.4

(0.2%)

7.5

(0.1%)

개도국
0.6

(1.8%)

3.0

(0.8%)

0.0

(0.7%)

0.5

(0.4%)

4.6

(1.3%)

18.0

(0.5%)

0.3

(1.5%)

2.4

(0.1%)

남서유럽,

CIS

0.3

(0.7%)

0.0

(18.2%)

2.2

(0.7%)

0.3

(1.3%)

식품∙음료 분야

세계
7.2

(3.8%)

40.5

(2.8%)

12.5

(5.6%)

48.3

(3.3%)

80.3

(4.1%)

450.0

(2.9%)

73.4

(4.1%)

461.9

(2.8%)

선진국
4.8

(3.2%)

34.1

(3.2%)

12.2

(5.6%)

45.7

(3.4%)

69.9

(4.4%)

390.7

(3.4%)

73.1

(4.1%)

458.1

(3.2%)

개도국
2.4

(6.8%)

5.1

(1.4%)

0.3

(4.1%)

2.6

(1.9%)

10.4

(2.9%)

46.9

(1.2%)

0.3

(1.4%)

3.5

(0.2%)

남서유럽,

CIS

1.4

(3.2%)

-0.0

(-4.5%)

12.4

(4.2%)

0.3

(1.7%)

표 13-4.  농식품산업 및 식음료 분야의 FDI(추정)
단위: 10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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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농업기반 식·음료 소매

1 Sime Darby Bhd.(Malaysia) Nestle SA Wal-Mart Sores

2 Dole Food Company. Inc. Inbev SA Metro AG

3 Fresh Del Monte Produce Kraft Foods Inc. Carefour SA

4 Socfinal SA Unilever Tesco PLC

5
Charoen Pokphand Foods Public

Company Ltd.(Thailand) 
Coca-Cola Company MaDonald Corp.

6
Chiquita Brands International, 

Inc.
SAB Miller Delhaize Group

7 
Kuala Lumpur Kepong Bhd.

(Malaysia)
Diageo Plc Koninkiike Ahold NV

8 KWS Saat AG Pemod Richard SA Sodexo

9 Kulim Bhd(Malaysia) Cadbury PLC Compass Group PLC

10 Camellia PLC Bunge Limited
Seven & 1 Holding 

Company Ltd.

11 Seaboard Corp. Heineken NV
China Resource 

Enterprise(Hong-Kong)

12 Sipef SA Pepsico Inc. Yuml Brands Inc.

13 Anglo-Eastern Planatation PLC
Molson Coors Brewing

Company
Autogril

14 Tyson Foods Inc.
Kim Holdings Company 

Limited
Alimentation Couche Tard 

Inc.

15 PPB Group Bhd.(Malaysia)
Archer-Daniels Midland

Company
Safeway Incorporated

16
Carson Cumberbatch PLC

(Sri Lanka)
Associated British 

Foods PLC
Sonae Sgsp

17 TSH Resources Bhd.(Malaysia) Carlsberg A/S George Western Limited

18
Muti Vest Resources Bhd

(Malaysia)
HJ Heinz Company

Dairy Farm International
Holdings Ltd(Hong-Kong)

19
Bakrie & Brothers Terbuka

(Indonesia)
Damone Jeronimo Martins SA

20 PGI Group PLC
Anheuser-Busch 
Companies Inc.

Kuwait Food Company
(Kuwait)

21 Firstfarms A/S
Willmar International Ltd.

(Singapore)
Kesko OYJ

22
New Britain Palm Oil Ltd.
(Papua New Guinea)

Sara Lee Corp. Starbucks Corp.

23 Karuturi Global Ltd.(India) Constellation Brand Inc. Burger King Holdings

24 Nirefs SA
Fraser & Neave Ltd

(Singapore)
Manuha Nichiro Holdings

25
Country Bird Holdings Ltd

(South Africa)
Danisco A/S Familymart Company

표 13-5.  다국적 농식품기업 중 최상위 25개 기업(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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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실태

◦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해 왔으나 진출기업

들의 사전타당성 검토미비, 전문경영인 및 현지전문가 확보 실패, 생산된 

농산물 판로확보 실패, 시범사업 후의 사후관리 미흡, 정부정책 지원 미

비, 비전 및 전략 부재 등과 같은 문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 /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를 계기로 정부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2009. 6) 다시 해외농업개발정책을 도입⋅시행하기 시

작하였다.

◦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의 추진전략

– 해외농업개발 추진의 기본 방향은 민간주도, 실수요자 중심의 해외개발을 

추진하고 정부는 측면지원하며, 국제사회와 상생하는 협력모델을 창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주요 추진과제로는 유형별, 지역별, 품목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으로 설정하였다.

◦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2009년)은 다음 <표 13-5>와 

같다.

구분 산(억원) 지원조건 사업시행 주체

해외농업개발 

사업(융자)
210

- 소요사업비의 70% 이하

- 5~10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1.5%

- 시행주체: 한국농어 공사

- 지원 상: 해외농업진출 법인

해외농업개발 

지원(보조)
30

- 보조 100%, 단 해외농업

  환경조사는 보조 70%,

  자부담 30%

- 시행주체: 한국농어 공사

- 지원 상: 해외농업진출 법인

주: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농장형(10년 거치)과 유통형(5년 거치)으로 구분

표 13-6.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조건

◦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는 체계는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

하고 조정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이 있으며 실무

기구로 한국농촌공사가 상설적으로 관련사무를 지원하는 해외농업개발



제

13

장

해외 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 389

지원센터가 있다. 또한 영농기술·법률·제도 및 시장조사·유통 등 전문분

야별로 직면하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 지역별로 전문

가 풀이 만들어져 있다.

그림 13-9.  해외농업개발 추진체계

◦ 해외농업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는 해외농업개발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동안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으로 주로 

해외 농업환경조사사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홈페이지 구축, 물류연구사업 

등 관련 연구용역사업, 사업평가단 운영, 워크숍 개최 등과 같은 사업이 

이루어졌다.

지원사업 지원 내용

해외농업환경조사

∙맞춤형실수요자조사 : 11개 기업 7개국(러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뉴질랜드, 키르기스스탄)

∙정책조사(한국농어 공사 주 ) : 5개국(우즈베키스탄, 

라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문인력 양성교육
- 국내 : 충남 학교(12일, 44명)

- 해외 : 캄보디아(14일, 22명), 러시아 연해주(13일, 22명)

홈페이지 구축 - 해외농업개발 정보의 허  역할

연구용역 사업
- 해외농업개발 펀드조성 타당성 연구(2009. 5~9) 조사

- 해외농업개발 농산물 물류조사(2009.10~12)

워크 - 상·하반기 해외농업개발워크 (2009. 5월. 12월)

표 13-7.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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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우리나라는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한(2009.6)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아직 해외농업개발투자에 

관한 성공모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정부는 해외농업개발 투자방식으로 직접생산(농장형)과 유통망확보(유통

형)를 병행하는 원칙을 수립하였으나, 농장개발 중심에서 유통거점 확보 

등 선진방식으로 점진적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성공모델은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다.

–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보다는 우선 진출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 민간기업 해외진출 현황(’09.12. 현재)을 살펴보면 28개 기업이 10개국에 

진출하여 198,765ha 확보하고 이중에서 55,413ha를 경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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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업체/단체명
진출

연도

면 (ha)
재배작물

향후 목표 확보('09) 경작('09)

10개국 28 340,393 198,765 55,413

러시아

(연해주)

소 계 (7) 259,215 156,629 40,406

(주)유니베라 '98 2,150 200 200 황 , 콩

한농복구회 '96 106 106 106 콩, 채소 등

(유)상생 농 '99 130,923 130,923 30,000 벼, 콩, 

(주)바리의꿈 '99 1,586 1,000 1,000 , 콩, 야채

아로 '08 50,000 12,000 3,100 , 옥수수, 콩

(주)서울사료 '08 54,450 3,000 3,000 , 옥수수, 콩

공업 '09 20,000 9,400 3,000 콩, 옥수수

인도네시아

소 계 (3) 30,000 100 100

씨디엠인터내셔날 '09 30,000 100 100 옥수수

(주)팜스코 '09 - - - 옥수수

상(주) '08 - - - 옥수수

라오스

소 계 (3) 10,450 1,450 383

코라오에 지 '09 - - - 옥수수

(주)에코 라임 '09 10,000 1,000 383 콩

다움에 앤비 '09 450 450 -

몽골

소 계 (3) 15,111 15,111 3,000

(주)굿모닝팜 '99 3,000 3,000 3,000 콩, 

(주)삼인정보 '01 - - - 옥수수, 감자, 콩

동 문개발 '09 12,111 12,111 - , 옥수수

필리핀

소 계 (3) 19,300 19,300 1,300

(사)한농복구회 '94 1,000 1,000 1,000 야콘

신명알앤디 '08 18,000 18,000 - 옥수수

코  농산 '08 300 300 300 옥수수

베트남 진기업 '04 0.2 0.2 0.2 시설원 (난)

우크라이나 이크림 코리아 '08 3,477 3,477 2,592 콩

캄보디아

소 계 (3) 4,841 1,049 50

충남해외농업개발 '09 3,842 50 50 옥수수

(주)코지드 '09 - - - 옥수수

이 선 '08 999 999 - 옥수수

국

소 계 (3) 248.9 248.9 248.9

손성렬 '06 1 1 1 버섯

유 신 '09 230 230 230 콩, 옥수수

그린피스 농장 '09 17.9 17.9 17.9 팽이버섯

라질 돌나라통상 '09 8,200 1,400 1,400 옥수수, , 콩

표 13-8.  민간기업의 해외농업진출 현황(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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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한 지역들을 보면 러시아 

연해주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들 해외 진출지역들의 공통된 특징은 남미국가인 브라질과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모두 체제전환경제(Transition Economy)국가라는 것이다. 체

제전환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는 공산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자국의 농업기반이 붕괴된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토지, 인구, 

기후 등 농업여건이 좋은 농업국임에도 불구하고 체제상의 문제로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한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 진출하는 것

은 농업생산에 많은 유리한 장점이 있음에도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은 단

점들도 있다. 따라서 진출시에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과 투자준비가 필요

하다.

그림 13-10.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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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외 국가들의 해외농업개발 실태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크게 식량안보 차원과 수익성 차원으로 구분되어진다.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은 주요 식량수입국들 위주로 추진되며, 수익을 위한 해외

농업개발은 민간기업들 위주로 투자되고 있다.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식품관련기업 이외에도 국제금융 및 

국제자본투자 전문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국제금융기업이나 국제 투자전문회사들이 수

익성을 목적으로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였다.

목 참여 국가 는 기업 비고

식량안보 차원

- 아시아: 국, 인도, 일본, 

          말 이시아, 한국

- 아 리카: 이집트, 리비아

- 동: 바 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 이트

- 극 으로 참여하는 국가: 국, 

동국가들

수익성 차원

일본과 동국가들의 농식품 무역 

 가공 기업들

- 일본: 미츠비시, 이토추, 미츠이, 

  마루베니, 수미모토

- 해외에서 수익 창출

- 가공, 유통, 무역, 소매 등에 참여

- Deutsche Bank, Goldman Sachs: 국 축산업 투자

- Black Rock Inc.: 해외농지 확보자 으로 3천만불 배정

- Morgan Staley: 우크라이나 4만ha 확보

- Black Earth Farming(스 스 투자그룹): 러시아 331천 ha 확보

- 다른 스 스 투자회사: 128천 ha

- 국 투자그룹: 우크라이나 십만 ha 확보

표 13-9.  해외 국가 및 민간기업들의 해외농업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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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해외농업개발(2008년)

상국가 진출 상

라질 콩, 옥수수

국 채소, 과일, 축산

국 우유제품

국

국, 남미, 동남아시아

이집트 채소, 기름, 설탕, 우유, 채소 등

뉴질랜드 우유

미국

표 13-10.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대상국가 및 대상

◦ 중국의 해외농업개발(2008년)

상국가 진출 상

아 리카, 앙아시아, 러시아, 남미, 동남아시아 콩

호주, 쿠바, 카자흐스탄, 멕시코, 러시아, 남미

라질 콩

Burma

카메룬

카자흐스탄 콩, , 축산

라오스 곡물, 수산

라오스 , 카사바

모잠비크

필리핀 , 수산, 옥수수, 사탕수수, 수수

러시아 , 콩, 채소

Sub-Africa, UK

탄자니아

우간다 , 옥수수

짐바 웨

표 13-11.  중국의 해외농업개발 진출 대상국가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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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해외농업개발 관련 국제 논의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식량수입국들의 해외농업개발-특히 해외농지를 확보

하기 위한 투자-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크게 식량수입국의 

해외농지구입을 크게 신식민주의(Neo-Imperialism 또는 Land Neo-colonism)

와 농지착취(Land Grab)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과 새로운 농업발전의 기회

창출(New Opportunity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또는 국가간의 상호보

완되는(Win-Win) 전략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으로 구분된다.

◦ 이런 관점들이 충돌하는 와중에 최근 FAO식량정상회의(2009. 11)에서는 

해외농지 확보와 관련하여 일 년 이내에 국제규범(Code of Conducts for 

Foreign Land Investment)을 제정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외

농업개발 정책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기구들이나 제프리 삭스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 및 국제여론

(Financial Times 등)들은 해외농지착취의 대표적 사례로 우리나라 대우

로지스틱의 마다가라스타 농업개발사례(180만 정보의 농지확보)를 거론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이미 세계은행은 관련 국가나 민간투자기업들이 해외농지를 확보함에 있

어서 준수해야 할 국제기준을 제시한 바(2009. 9. 30) 있다. 이들 주요 준수 

국제기준으로는 토지 및 자원의 권리존중(Respecting land and resource 

rights), 식량안보의 확보(Ensuring food security), 투명성과 선량한 관리 

및 투자환경 확보(Ensuring transparency, good governance, and enabling 

environment), 협의와 참여(Consulting and Participation), 경제적 실현가능

성과 책임감 있는 농업투자(Economic Viability and Responsible agro-

enterprise investing), 사회적 지속성(Social sustainability), 환경보전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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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농업개발의 과제

3.1. 효과적인 해외농업개발전략 수립

◦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 수립 이후에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진

전이 있음에도 현재 미처 수립되지 않고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현재 당

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별로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로 농업개발을 하기 위한 기업(공기업 포함)을 

위하여 해외농업 개발전략을 맞춤형으로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급히 수립해야 할 주요 전략으로는 첫째, 유형별·지역별·전략작물별·단계

별 전략이다. 농식품분야 FDI적 해외농업개발, 식량자원확보 차원의 해외

농업개발, 공적개발원조 차원의 해외농업개발, 원조와 사업이 동시에 진행

되는 해외농업개발 등 여러 유형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전략작물별·단계별로 조합하여 이들 유형별 해외농업개발전략이 수립되어

야 한다.

  

◦ 둘째, 해외농업개발의 상대국과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합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체제전환국가들은 에너지자원

과 광물자원이 풍부하지만 농업이 붕괴되어 있고 농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자원 협력과 농업협력을 종합 패키지화하여 상

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자원 및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상대국

들로부터는 에너지, 자원, 식량을 확보하는 win-win 방식을 채택

– 상대국들의 농업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농업협력위원회 등과 같은 채널

을 통하여 에너지 및 자원 분야와 동반진출을 유도하며 상생의 협력방

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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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한국 농업발전과 농촌개발경험을 전수하는 한편 식량자원을 확보

하는 연계형 모델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UN의 새천년목표(MDG)을 

달성하는 전략과 동반하여 한국의 농촌개발방식을 전수하는 한편, 이들 

국가들로부터는 농업생산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다.

◦ 넷째, 우리나라가 해외농업개발을 하였을 때 어느 분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내 농식품산업의 핵심역량을 파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농식품가치체계를 분석하는 한편, 해외부문을 기

반으로 가치창출의 비중이 높은 전후방 관련산업에 진출하는 방안 및 진

출분야의 수직적·수평적 통합 모형을 개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내 농식품산업의 핵심역량 분야-일정부문 국제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 전략을 수립

◦ 다섯째, 현재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진출할 때 단일 기업이 현지에서 직

접생산방식을 택하기보다 관련기업들이나 산 ·학 ·연과 효과적으로 연계하

는 등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다수의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들이 택하고 있는 방식은 단일 기업

이 체제전환국에 직접 진출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 여섯째, 해외농업개발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중요하다. 현재처럼 정부의 융자 중심의 재원만으

로는 여러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민간재원을 조달하여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3.2. 해외농업개발과 해외농업협력과의 효과적 연계

◦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도 크게 증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 ODA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해외농업개발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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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농업개발협력과 해외농업개발을 효과적으로 연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경제에서 농업과 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들 분야의 개발수요(특히 한국의 농촌개발 경

험)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절대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DAC 참여국가들의 역할증대가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 ODA는 

2012년까지 GNI의 0.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경우 

농업 ODA 규모는 GNI의 0.01%~0.015%(농업 ODA를 전체 ODA의 

4%~6%로 가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투자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들 사업

이 농업개발협력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될 경우 투자 상대국의 신뢰도 및 

관련사업지원의 효율성이 높아져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농업개발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약조건

들을 정부의 ODA사업으로 보완할 수 있다.

–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민간 중심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반면, 해외농업협력

(ODA적) 사업은 정부 중심과 기반구축(국가간 협력기반 포함) 등이 

강조된다.

– 식량자원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장기간·저수익·고위험사업인 

관계로 공익성(비수익성), 기술이전 및 정보축적 등이 강조되는 농업

협력사업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 농업 기술·교육·지원 등 농업협력사업을 해외농업개발사업과 연계·조정

하여 해외사업의 시너지효과 제고

◦ 정부는 해외농업개발과 해외농업협력의 연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민

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해외농업협력에 축적된 정보를 적극적

으로 공유·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보다 원조규모가 큰 일본이나 중국 등은 대규모의 개발협력(개

발원조)을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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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농식품분야의 개발조사·기술협력·연수생 초청·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무상원조 협력사업과 EDCF자금을 활용한 유상원조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농업개발의 성과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아울러 해외농업개발과 해외농업협력의 연계를 높이기 위하여 농식품

관련 유관기관에서 수행하는 농업분야 협력사업도 연계·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모범 사례

3.3.1. 국내 일반경제 분야

◦ KOICA사업인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개발 타당성조사사업(’99~’01/1,000

천불)과 리비아 알파타대 과학대학 전산화사업(’01~’03/2,000천불)을 통

하여 관련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 하노이 신도시개발 타당성조사사업으로 대우 등 5개 건설업체가 본 사

업(약 300억불)을 수주(’06. 3)

– 리비아 알파타대 과학대학 전산화사업으로 한전 KDN, 리비아정부(노동

성) 발주 정보연구원 구축사업(59.5억) 수주

– 도미니카 관세청 정보화사업에 EDCF차관(28.9백만불)을 제공하고 운영 노

하우를 전수하였으며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S/W 및 H/W을 민간이 공급

3.3.2. 국내 해외농업개발 분야

◦ 농림부 ODA사업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시작한 베트남 씨감자 생산·기술

지원 사업

– 우리나라 농식품부가 베트남이 수입에 의존하던 가공용 씨감자 생산기

술을 지원함으로써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 오리온스낵(주)에게는 안

정적인 원료공급을, 베트남 농가에는 소득증대를 시켜 해외농업개발사업과 

해외농업협력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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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관·학의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3년 동안 씨감자생산 관련 기자재와 

관련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시행하였다

 ∙ 한국 측은 농식품부, 강원대학교, 오리온스낵(주), 베트남 측은 농업농촌

발전부, 하노이 농대가 참여

 ∙ 2011년부터 오리온스낵은 베트남 2만 농가에 가공용 씨감자를 보급할 

예정이며, 계약 재배 후 전량 수매할 예정

그림 13-11.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추진체계

3.3.3.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분야

◦ 일본 정부(JICA)의 브라질 세라도 농업개발사업

– 일본은 1973년 미국의 대두 수출금지를 맞아 식량수입국의 다각화 및 

해외식량공급기지를 건설해야 했으며, 이에 일본정부는 JICA(일본 국제

협력단)를 통하여 브라질 정부와 농업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 장기간(1979~2001, 22년간)에 걸쳐 브라질 8개주에 21개 입식지를 조성

하고 34.5만ha를 개발한 결과, 2001년에 세라도 지역의 대두 생산량이 

2,382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브라질 전체 대두 생산량은 4,100만 톤으로 

늘어났으며 전 세계 2위의 콩 생산국가가 되었다. 아울러 세라도 지대에 

착유공장을 다수 건설하는 성과도 얻었으며 일본은 이 사업을 통하여 

비상시에도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콩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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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2.  브라질 세라도 농업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3.4. 국제규범과 해외농업개발 추진방향

◦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농업개발에 관한 국제논의에 무관심하였으나 향

후 국제규범이 제정되면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추진방향에 직 ·간접적

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은 공식적·적극적으로 해외농업개발에 관해 ‘해당 정부정책이 전혀 

없고 민간기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외교 전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제기구(World Bank, FAO, IFAD 등)와의 공동 세미나나 공동 심포지움 

같은 것을 통하여 효과적인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 추진방안 등을 논의

–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관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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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들과 공동으로 해외농업협력사업이나 해외농업

개발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행

◦ 해외농업개발 관련 국제논의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
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센터의 센터장이 정부 측 인사로 되어 있어 

순수 민간기업 중심의 추진이라는 것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3.5. 효과적인 해외농업개발 지원인프라 구축

◦ 맞춤형 해외농업개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체계가 해외법인 설립

지원이나 해외농장 설립지원 등과 같은 기술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

농업개발 기업에 맞추는 시장조사나 투자환경조사 등을 실시·지원한다.

– 정기적·체계적으로 해외 농산물 물류시스템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제

공하는 것이 필요

◦ 국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특징과 어려움을 반영한 해외농업개발 지원

제도를 구축한다.

– 2010년부터 해외농업개발사업자금의 지원조건이 1.5%(금리), 8년~13년

(농장형 거치/상환 10년/3년, 유통형 5년/3년)에서 2.0%, 10년(3년 거치/7년 

상환)으로 축소될 예정

– 변경된 지원조건은 장기간·고위험·저수익 사업 특징을 지닌 초기 단계의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농림수산자원도 광물, 에너지 자원과 동일하게 융자상환에 대한 면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투자위험에 대한 보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구축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운영한다. 

즉 정기적인 이용실적 분석과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제공정보, 카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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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편의성 등)를 통하여 현재 구축되고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해외농업개발 관련기업(기진출 기업 및 진출희망 기업 

모두)의 D/B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경영성과를 조사, 분석(관심업종, 지역, 

진출형태별)한다.

◦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의 수단으로 해외

농업개발에 특성화된 기관이나 대학 등을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인

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를 들면, ‘해외농업개발 아카데미(가칭)’를 

통하여 현장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법률, 회계 등

에 지원할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해외농업개

발의 특징 중의 하나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련 산·학·연이 

연계된 네트워크가 잘 작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을 활성화하여 네트워크 체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보와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적절한 자문을 받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4   정책 시사 및 결어

◦ 국제기구나 국제전문가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식량수급구조가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당분간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시대를 가정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수급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국내에서는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지만, 쌀 이외에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들은 매우 부족하고, 또 

언제 글로벌 식량위기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식량안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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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해외농업개발의 의의가 있으며 여러 시나리오별로 비상시를 대비한 식량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제 국제적으로 식량자원도 중요한 전략자원이 되었고,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중국, 일본, 중동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해외농업개발에 뛰어 들고 있

으므로 제한된 재원과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외농업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

◦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해외농업개발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요인

으로 그 성과가 매우 미약하였다. 2007년/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를 계

기로 우리나라도 다시 해외농업개발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 수립이후 해

외농업개발에 진출한 국내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을 살펴보면 주로 체

제전환국 진출 ↔ 단일 기업 진출 ↔ 단독 투자 ↔ 생산중심 투자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은 매우 투자위험이 높은 방

식이므로 진출 국가를 다변화하거나, 여러 기업들이 컨소시움을 구성하

여 진출하거나, 합작투자나 유통⋅판매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등 위험을 

분산하고 보다 철저한 투자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 수립 이후 전략수립과 지원체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높은 전략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로 진출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 높은 사업이므로 해외농업협력과 보다 유기적인 연계

를 갖거나, 상대국이 원하는 것과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여 에너지나 광

물자원 협력과 패키지로 진출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성공적인 농촌개발방

식이나 농업기술 및 농업정책수립 전수 등과 함께 연계하여 진출하는 방

식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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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개발은 민간 주도의 추진방식이므로 상대국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정보나 전문지식의 활용 측면에서 해외농업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추

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 갈수록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질 예정이므로 해외농

업개발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을 주지 않도록 

보다 외교적이고 세련된 조치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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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기준의 개념과 도입의 의의

◦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 항목과 수준’을 의미한다.

– 여기서 최소한의 항목과 수준이란 어떤 농어촌 지역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향상에 있어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

가적 최소 수준(national minimum)을 의미한다.

– 정주공간으로서 농어촌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나아가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을 촉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유도

하기 위한 선진적 정책 수단이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설정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주거, 교통, 교육, 보

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의 8대 부문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인간의 사회적 삶의 가장 기본적 단위인 가정을 지탱하는 주거나 근린

의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여 지역 간 이동과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교통 서비스, 그리고 그 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비

스 부문으로 확대된 것이다.

– 8대 서비스 부문은 선행연구의 검토, 전문가들 및 관련 공무원들의 검토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선정하였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 첫째, 농어촌의 현실과 특수성이라는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발전과 주민들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둘째,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도입을 통해 삶의 질이 낙후된 농어촌의 서

비스 공급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초생활권 정

책의 목표, 즉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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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발전정책 추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도·농 간 격차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셋째,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 방안의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농어촌 서비스 공

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전달체계의 구상

과 실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 넷째, 농어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국민으로서 누

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의 수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는 데에 기여한다.

– 다섯째,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설정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정책 

목표의 수립, 기준 설정과 이의 실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 마

련, 소관 부처별 농어촌 관련 정책의 상호 조정 등 정책 과정의 선진화

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외국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영 사례

◦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영국과 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되

어 있다. 또 최근에는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농어촌 지역에 대한 

효과적·효율적 서비스 전달을 위한 정책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진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 영국은 광우병 창궐로 인한 농촌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쇠퇴가 심화되

자, 악화된 농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그러한 정책적 조치의 하나로 농촌 서비스 기준

(rural services standard)을 제정·운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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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최초의 농촌 서비스 기준은 농촌에 대한 진단, 농촌정책의 비전 및 

목표, 농촌정책의 전략들을 담아 범정부적으로 발표한 ｢농촌백서｣(2000)

의 한 부분으로 공표되었다.

– 영국의 농촌 서비스 기준은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지역에서든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받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주요 서비스

의 국가적인 최소 수준이다.

◦ 영국의 농촌 서비스 기준은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거나 중장기적으

로 개선이 필수적인 서비스 항목에 한정하여 설정되고 있으며, 각 기준은 

농촌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검토되어 업데이트된다.

– 서비스 기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실제 농촌지역에 성과라 할 수 

있는 변화 발생 유무를 평가한 후 매년 ｢농촌 서비스 기준 경과보고서｣
(Rural Services Standard Progress Report)를 발간하고 이에 의해 농촌 서

비스 기준을 해마다 업데이트한다. 

–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농촌 서비스 기준은 2006년 기준이며, 이는 교

육 및 아동 서비스, 광대역 통신(broadband),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우

체국 서비스, 보건, 인터넷 접속, 긴급서비스, 교통 등 8대 서비스 분야에 

13개 서비스 기준으로 구성되고 있다.1)

◦ 영국의 농촌 서비스 기준은 서비스마다 지니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

양한 방식으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 첫 번째 방식은 서비스 기능 또는 시설의 폐지 방지이다. 학교, 우체국, 

우편배달 서비스, 철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두 번째 방식은 접근성 수준 지표의 제시이다. 보육서비스, 버스, 1차 진

료기관, 사회서비스, 법률서비스, 도서관, 구직센터 등이 해당된다. 

– 세 번째 방식은 반응(응답) 시간으로 앰뷸런스 서비스, 소방서비스, 경찰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1) 국의 농  서비스 기 은 매년 업데이트를 통해 차 간소화되고 있다. 를 들어 2000년 

｢농 백서｣에 처음으로 발표된 것은 14개 서비스 부문에 한 35개 기 이었다. 2004년도에

는 11개 서비스 부문의 33개 서비스 기 을 발표하 다. 이에 비해 2006년 서비스 기 은 상

으로 매우 간소화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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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서비스 기 세부 내용

교육  

아동

서비스

1. 2010년까지 모든 농 지역 학

교에 핵심 인 확 서비스  

활동(extended services and 

activities) 제공

∙연  오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높은 수 의 

육아서비스(wraparound childcare)

∙학습지도활동 등 다양한 활동 제공

∙부모의 육아 지원

∙ 범 한 문 서비스에 한 소개

∙정보통신기술(ICT), 스포츠  술시설, 성

인교육 등에 한 지역사회의 폭넓은 근 

제공

2. 2008년 3월까지 2500개의 “Sure 

Start Children's Center” 설립*)

∙잉 랜드 내 최  낙후지역 30% 커버

∙2010년까지는 모든 지역사회에 설립(3500개 

센터)

3.농 학교 폐쇄에 한 억제

∙지침의 발간을 통해 폐쇄 제안 검토시 지역

사회를 한 농 학교의 활용방안을 고려하

도록 요구

역

통신

(Broad

band)

4. 2006년까지 모든 학교에 

역 통신망 연결

∙2006년 3월 말까지 90%의 학교가 역 통

신망 연결

사회  

돌

5.노인 취약층 주민들이 가능한 

한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과 독립

성 개선

∙2007-08년 기간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

도록 지원받는 노인층 매년 1% 증

∙2008년까지 해당 지원을 받는 체 노인층 

비율을 34%까지 증

우체국 

서비스

6. 2006년까지 농  우체국 네트

워크가 유지되도록 공식 으로 

요구하고 폐쇄 방지

-

보건

7. 2005년 12월부터 모든 병원이 

환자의 편의에 따라 약

∙환자와 의사(GP)가 본인들의 필요에 맞는 

병원과 컨설턴트를 보다 쉽게 선택하도록 편

의 도모

∙계획된 입원치료를 해 환자들이 어도 

4~5개의 의료기   하나를 선택할 수 있

도록 제시

8.농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환

자들이 24시간 내 1차 진료 

문가의, 그리고 48시간 내 의

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인터넷 9. 2005년까지 원하는 모든 사람 -

– 기타 전화서비스, 온라인 접속, 교통요금 지원 등의 서비스 기준 설정 방식

이 활용되고 있다. 

표 14-1.  영국의 농촌 서비스 기준(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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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서비스 기 세부 내용

속
들이 인터넷 속이 가능하도

록 보장

긴  

서비스

10(a). 구 차 응답시간

∙NHS(국민건강보험) 구 차 서비스가 생명이 

한 경우(범주 A)의 화요청 시 치와 

계없이 75%가 8분 내에, 생명이 하지 

않은 경우(범주 B) 95%의 요청에 해 19분 

내에 도달

10(b). 소방서비스
∙각 소방당국 사고 장에 보낼 소방차의 수와 

임무수행 목표시간(소방ㆍ구조) 결정

10(c). 경찰서비스
∙각 경찰 가 해당 지역의 환경에 맞게 목표

시간 설정

교통

11. 1시간 이하 간격으로 운행되

는 버스 서비스에 도보로 10 

분 내 거리에 거주하는 농

인구 비율을 37%에서 2010년

까지 50%로 증

-

주: Sure Start 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퇴치하는 정부 주도의 정책 
프로그램임. 슈어스타트(Sure Start)란 빈곤층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이 인생을 어려
서부터 확실하게(Sure) 시작하도록(Start) 돕는다는 의미. Sure Start Children's Center는 이러
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서비스 허브로서 기능하는 지역 센터임. 

◦ 영국의 농촌 서비스 기준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는 관련된 여러 정부 부

처 간 참여와 역할 분담을 촉진하고 있다.

– 농촌 서비스 기준은 농촌 이슈에 대한 정부의 전문 자문기구로서 DEFRA 

(환경식품농촌부) 산하에 설립된 CRC(농촌위원회: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가 각 항목을 선정하고 내용을 설정한다. 

– CRC는 또한 매년 농촌 실태 파악을 위한 ｢농촌실태｣(State of the 

Countryside)를 발간하여 농촌 서비스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수행한다. 

DfT(교통부)는 접근성과 도달시간 등에 대한 지표를 설정한다. 

– 내각 농촌문제 분과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Rural Affairs)는 CRC

와 농촌의 이해당사자인 국가 및 지역 패널들의 관점에서 농촌 서비스 

기준 운영 실태를 매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연간 평가서로 발간한다.

◦ 독일은 1949년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Basic Law)의 공표 시 법률조항

에 ‘전 국토에 대한 등가치적 생활조건 확립’(establishment of uniform 

living condition)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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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일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한 것을 의미한다.

◦ 독일의 전 국토에 대한 등가치적 생활조건 확립 원칙은 서비스 공급 시

설의 배치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정책수립 가이드라인이다. 

– 각 주(Land)정부는 연방정부의 전 국토에 대한 등가치적 생활조건 확립 

원칙하에서 해당 주의 실정을 감안하여 서비스 공급 기준을 설정한다.

– 주정부는 지역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일반적으로 3단계의 중심지별

(기초, 중간, 상위 중심지)로 또는 4단계의 중심지별(소규모, 하위, 중위, 

상위 중심지)로 주요 공공서비스 부문마다 시설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바이에른주의 예를 들면, 소매 중심성과 고용 중심성을 기준으로 중심지를 

4단계로 구분한다. 또 서비스를 일반 서비스,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교

육, 공공교통, 관청·법원의 6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총 28개 서비스 항목

으로 세분하고 있다. 

– 각 단계의 중심지에서 갖추어야 할 서비스 항목과 각 중심지 세력권의 적

정한 인구 규모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소규모 중심지는 5천 명 이하, 하위 중심지는 1만 명 이하, 

중위 중심지는 3만 명 이하, 그리고 상위 중심지는 3만 명 이상으로 인

구규모가 제시되고 있다.

– 인구 5천 명 이하인 소규모 중심지의 경우,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볼 

때 ‘면’ 정도의 규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에른주의 예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1~2개 면마다 우체국, 금융기관, 일반의, 치과의, 앰뷸런스 

서비스, 초등학교, 대중교통이 1일 3회 이상 왕복 운행하는 정류소, 행정

타운 등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 OECD의 경우 최근 농촌지역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

한 정책수단 개발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의제를 

상정하고, 농촌의 서비스 공급 개선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를 보다 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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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의제는 우리 농어촌의 서비스 공급 

정책이나 서비스 기준 도입 시에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 첫째, 농촌 공공서비스의 정의

– 둘째, 오지 농촌(remote areas)에 대한 서비스 전달

– 셋째, 복잡한 양상의 인구 전출·입 및 인구 이동의 역동성

– 넷째,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

– 다섯째, 서비스 공급의 최소 기준 마련

– 여섯째, 서비스 공급자의 범위 및 역할분담

– 일곱째, 서비스 전달을 위한 비용 조달

– 여덟째, 혁신적 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의 도입

– 아홉째, 정부의 각 부문 정책에 대한 농촌영향평가제도 도입

– 열째,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 참여 및 ‘농촌의 목소리’(rural voice) 강화

◦ 외국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사례 검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첫째, OECD 논의처럼 농어촌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효과적·효율적 서

비스 전달을 위한 정책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 둘째, 이러한 정책수단으로 영국과 독일의 경우처럼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셋째,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달성해야 

할 국가적 최소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마다 해당 기준을 

재조정하는 유연한 운용이 요구된다.

– 넷째,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도입과 운용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체

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

하다.

– 다섯째, 영국의 경우처럼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도입 초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운용이 필요하지만, 해당 제도의 안정기에는 지역의 다양한 현실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준 운용 권한에 대한 지방 이양 역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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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의 서비스 공급 실태와 수요

3.1. 개요

◦ 서비스 공급 실태 분석은 앞서 제시한 8대 서비스 부문의 지역별 분포밀

도 분석, 서비스 접근성 분석, 전국 시·군 기획담당 및 공공서비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 서비스 분포밀도 분석은 시·군별로 구득 가능한 통계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서비스 항목별로 면적당 분포, 인구당 분포 등 이른바 서비스 분포의 밀

도를 측정하였다. 이들 측정값을 다시 표준화점수(Z-score)로 전환하여 

서로 다른 측정 단위를 비교 가능하도록 ‘서비스공급지수’로 전환하여 

군, 도농통합시, 일반시 간 서비스 공급 실태를 비교하였다. 자료의 한계상 

모든 서비스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2005년 기준으로 동일하게 맞추었다.

◦ 서비스 접근성 분석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설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도

달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 내에 얼마나 많은 공간 또는 지역이 포함되는

지를 분석하는 일종의 서비스 도달 범위 분석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작·운영하는 웰촌 포털의 원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

석 방법으로는, 

– 첫째, 주요 서비스 공급 시설의 위치 정보(POI)와 실제 도로망을 나타낸 

네트워크 데이터를 GIS 기반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 둘째, 주요 생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데 적당한 이동시간 

및 이동방법을 관련 연구의 내용과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적정 도달

시간 또는 도달거리로 설정하였다. 단 도달시간 산정 시 도보는 시속 4㎞, 

자동차 이용 시는 시속 60㎞로 그 속도를 고정하였다. 

– 셋째, GIS 기반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서비스 시

설로부터의 적정 도달시간 또는 도달거리의 범위를 공간적으로 그래픽

화 하여 해당 서비스 소외 지역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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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개 시·군의 기획담당 공무원이나 서비스 분야별 담당 공무원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대 서비스 부문 중 집합적 효용보다는 개

인적 효용이 보다 중요한 주거 부문, 그리고 수요 대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중심으로 어느 선진국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정보통신 부문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의 6개 

부문의 서비스 공급 활성화 정도에 대해 주로 조사하였다. 151개 시·군

에서 조사에 응답하였다.

◦ 농어촌의 서비스 수요 실태는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에서 8개 

시·군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 조사 방법으로는 해당 시·군의 기획담당 및 공공서비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주민 대상 설문조사는 강원 화천군, 충북 괴산군·증평군, 충남 공주시, 

경북 봉화군, 경남 함양군, 전북 진안군, 전남 신안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14-1.  농어촌 서비스 수요 조사 지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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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비스 공급 실태

◦ 서비스 공급의 분포밀도 분석 결과를 서비스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시·군이 일반시에 비해 8대 서비스 부문 모두에서 부문별 서비스공급지

수가 낮게 나타난다. 특히 군 지역은 부문별 서비스공급지수가 모두 전

국 시·군의 평균(5.00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2)

– 특히 8대 서비스 부문 중 일반시와 군 지역 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부문은 정보통신, 사회복지, 응급,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문화여가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통신 부문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 응급, 주

거 등 주민의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 부문일수록 

농어촌지역의 서비스 공급 실태가 열악한 상황이다.

– 도농통합시 역시 교육, 사회복지, 응급의 3개 부문에서 부문별 서비스공

급지수가 전국 시·군 평균(5.000)을 하회하고 있다.

– 교육 부문의 서비스공급지수가 도농통합시를 상회하는 이유는 각급 학

교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는 등 일부 

분포밀도 분석의 약점을 드러낸 결과라 할 수 있다. 

◦ 서비스 접근성 분석 결과, 전국 시·군 중 특히 농어촌 시·군이, 그리고 

농어촌 시·군 중에서도 면 단위 지역이 주로 서비스 공급 소외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3)

2) 서비스공 지수는 서비스 부문별로 환된 표 화 수에 음수(-)를 제거하기 해 5 을 일

으로 가산하여 도출하 다. 따라서 부문별 서비스공 지수와 8  서비스 부문을 모두 종합

한 종합서비스공 지수의 평균은 모두 5 이다.

3) 근성 분석은 공 시설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항목  자료 구득이 가능한 5개 부문 17개 서

비스 항목에 해서만 실시하 으며, 서비스 이용을 해 이동하는 시간을 도보의 경우 시속 

4㎞, 자동차 이용의 경우는 시속 60㎞로 일  용하 다. 분석 상은 교육 부문의 유치원·

등학교(도보 30분, 2㎞), 학교·고등학교·사설학원(자동차 15분, 15㎞),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보건의료시설·약국(도보 30분, 2㎞),종합병원(자동차 30분, 30㎞), 사회복지 부문의 노

인여가복지시설(도보 30분, 2㎞), 시·군민회 (자동차 15분, 15㎞), 응  부문의 경찰서·

출소와 소방·119구 (자동차 8분, 8㎞), 그리고 문화여가 부문의 도서 · 화 ·공연장·미

술 ·박물 (자동차 30분,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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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60분
도보  30분
유치원

(a) 유치원 근성 분석 결과

자동차  30분
종합병원

(b) 종합병원 근성 분석 결과

도보  60분
도보  30분
약국

(C) 약국 근성 분석 결과
 

그림 14-2. 주요 서비스 항목의 접근성 분석 결과

◦ 지역별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를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군 지역 공무원들의 경우 서비스의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평균(3.00) 

이하로 평가하였다.

지역 구분 양  측면 질  측면

일반시(17) 3.53 3.29 

도농통합시(51) 3.27 3.24 

군지역(83) 2.76 2.77 

체 시·군(151) 3.02 2.99 

주: 5점 만점 평가: 1=매우 부족하게 공급(매우 낮은 수준), 2=부족하게 공급(낮은 수준), 3=보통, 
4=풍부하게 공급(높은 수준), 5=매우 풍부하게 공급(매우 높은 수준)

표 14-2.  서비스의 양적·질적 만족도 평가

◦ 서비스 부문별로 가장 취약한 서비스는 군 지역의 경우 교육과 문화여가, 

도농통합시는 교육과 보건의료, 일반시는 교통과 교육 부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 군 지역은 교통 부문 중 대체 이동수단 이용, 보건의료 부문 중 의료인

력 전문성, 사회복지 부문 중 육아보육지원, 문화여가 부문 중 고급문화

시설 부족, 응급 부문 중 신속성 취약을 지적하고 있다. 

4) 앞서 지 한 로 공무원 상 설문조사는 주거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을 제외한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 , 문화여가의 6개 부문에 해서만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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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가장 취약한 서비스 가장 큰 문제

일반시

(17)

교육(41.2%)

교통(17.6%)

서비스 공 인력 부족,

서비스 시설 부족  노후화

도농통합시

(51)

교육(27.5%)

건강 리(27.5%)

서비스 시설 부족  노후화,

서비스의 낮은 품질

군지역

(83)

교육(38.6%)

문화여가(28.9%)

서비스 시설 부족  노후화,

서비스 공 인력 부족

표 14-3.  시군별 가장 취약한 서비스 부문

3.3. 서비스 수요 실태

◦ 사례지역 공통적으로 주거 부문 서비스와 관련해 난방비 지원에 대한 수

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농어촌 가구는 대부분 난방을 위해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가구의 난방비는 도시가스 이용 가구에 비해 2배에 달한다. 월평균 소득 

대비 난방비 비중 또한 도시가스 사용자의 경우 3.2%이지만 등유 사용

자의 경우는 9.2%에 이르고 있다.5)

–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난방비 저감을 위한 지원 프로

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 내 공동시설은 거의 모든 마을에 설치되어 있

으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비율이 74.1%에 이르고 있다.

– 동 시설의 활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연료비(35.8%), 취미·여가

활동을 위한 장비(26.5%), 강사초빙 주민 대상 교육·학습(10.0%) 등의 

순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현재 시·군 중심지까지 가는 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버스보다 

자가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이용하게 되길 

바라는 교통수단으로는 버스(52.0%)를 지적하는 비율이 자가용(32.3%)보다 

훨씬 높아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하면 대중교통의 운행 경로와 빈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5) 2005년 기  도시가스 보 률은 동부 59.4%, 읍부 29.7%, 면부 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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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실태 수요

주거

마을회 , 노인정 등 시설 충분

마을 단  로그램 미운  

마을 상수도 이용 보편 . 수질 문제 제기 

 역상수 로 연결 비용 부담

도시가스 미공 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

도서지역은 상수도 설치  상수 공

  어려움 

마을회 , 노인정 등을 다목

  문화복지센터로 운  지원

마을상수도 보   수질 리

  (이를 한 앙의 지원) 

난방비 지원, 등유-화목겸용보일러, 

  태양  설치 지원

교통

오지마을은 버스 1일 3~5회 운행

마을 안길 주도로 미포장

마을 입구까지 버스 운행하여 불편 

군 는 면 직 버스 운행으로 환 

  어려움, 그러나 성공  운  사례도 있음  

도서지역은 근성 면에서 특히 취약

인도나 자 거도로 설치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서비스 

  운 (순환형버스, 택시쿠폰제 등)

농 지역 운행 버스의 사이즈 축소

최소한의 버스 운행 횟수 확보

  (지역에 따라 의견 차이)

교육

성  우수 학생들 인근 소도시 진학

우수 교사 부족 

학교로의 시간 ․수단  근성 낮음

폐교시 스쿨버스 운행. 하지만 하교시 1회 

운행으로 불편. 보편 으로 학원버스 이용 

자체  교육시스템, 교육 담부서 등을 

  통한 자구 노력도 나타남 

폐교 최 한 지양,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운  희망 

  ※반  의견도 있음(신안군)

우수 교사  체능 교사, 어 

  교사 확보

학생 수요에 따라 방과후학교 로

  그램 제공

표 14-4.  사례지역 서비스 부문별 이용 실태 및 수요 요약 

◦ 시급히 확충할 교육 여건으로 통학 수단 제공(16.1%), 방과 후 학교 및 

공교육프로그램 확충(14.8%), 우수 교사 확충(13.6%) 순으로 많이 지적

되고 있다.

◦ 가벼운 증상이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보다는 주

로 일반 병의원(65.5%)을 이용하고 있으나, 보완 면접조사 결과 이는 보

건소 등의 제한적인 진료과목 설치와 해당 시설에 대한 좋지 못한 접근

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례 지역 주민들의 경우 

90% 이상이 전혀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시설까지 이동의 어려움

(25.4%), 재가 및 방문복지 서비스 부족(14.1%)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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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물리치료실, 주민건강 리 로그램 등

  주민 호응(수요) 비 부족

 심지에 병의원 집  

공공보건서비스의 지역  편재(偏在)  

  지역간 시설 수  차이 

 질병은 인근 소도시 소재 병원 이용

방문진료서비스 확

필수 유지 진료과목 규정  인력 

  확보

물리치료실 설치·운

사회

복지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 공 . 그러나

  등  외 노인들은 서비스 사각지  치 

아동복지, 유아보육시설 부족

인구집 지역에 시설  로그램 집  

도서지역은 도서(읍면)별 시설 운

찾아가는 서비스 확

장기요양보험 등 외 노인 상 

  서비스 확

노인의 시설 근성 향상을 한 

  차량 운행

 유아  아동복지시설 마련

응

응 조치 가능한 병원 부족, 상당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소도시 소재 병원까지 

  재이송

응 환자 응시간 40~50분 소요되는 

  지역도 있음, 도서지역은 최장 1시간 30분

  소요

응 환자 이송체계 구축 

특히, 구 차로 이송하는 동안 응

  처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면단  보건지소 구 기능(시설, 

  인력 등) 강화 

문화

여가

문화여가시설 부족, 부분 심지에 집

수  높은 로그램 부족

낮은 근성으로 인해 문화여가 서비스

  에 한 이용 조

찾아가는 문화·여가서비스에 한 주민

  반응은 정 이나 운  측면에 어려움 있음

시설보다는 로그램 기획·운

우수 강사진 유치, 수  높은 로

  그램 마련

서비스 근성 제고(찾아가는 서비

  스 등)

서비스 달체계 개선(도서  등)

정보

통신

 부분의 지역에서 고속망 속 가능

도서지역의 경우 일부 사용불가 지역 존재 
-

◦ 응급 부문에 대해 많은 농어촌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는 ‘응급의료만 해결

되어도 농어촌의 의료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례

지역 주민 조사 결과 응급환자 대응시간은 평균 10분에서 1시간 30분까

지 사례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신안군과 같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응급환자 대응시

간이 사례지역 중 가장 길어, 지역 특수상황에 맞는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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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여가 시설의 경우 주요 시설별로 이용 경험이 전혀 없는 주민의 

비율이 85~9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시설 부족보다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부족과 이동 불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정보통신 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지역에서 초고속망 접속에 큰 어려

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4. 농어촌 자치단체의 서비스 혁신사례

◦ 농어촌의 서비스 공급실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주민들의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서비스 혁신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

되고 있다.

◦ 신안군은 군 직영 공영버스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읍·면 소재지까지 활성화시키고 있다.

– 신안군은 과거 각 읍·면에 1개씩 총 14개의 버스회사가 노선버스를 운

영하였지만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영적자로 인해 벽지노

선 운행을 축소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였다.

– 신안군은 2007년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기

존의 버스회사들을 설득하여 목포와 연결된 압해면을 제외한 13개 읍·

면의 버스회사를 모두 군에서 인수한 후, 2009년 1월부터 읍·면마다 

1~2대의 군 직영 공영버스 운행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 공영버스를 배 운항 시간에 맞추어 마을마다 1일 평균 5~6회, 오지마을은 

3회, 소재지 인근 마을은 10회 정도 운행하고 있다.

– 군 직영 공영버스 운영 예산은 연간 12억원으로 벽지노선 보조금(연간 

2억 5천만원)에 비해 매우 높지만 군 직영 공영버스의 운행으로 주민들의 

교통 이용이 편리해지고 버스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소재지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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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도읍은 45인승 버스(좌), 나머지 읍·면에서는 25인승 버스(우)를 운행하고 있음.

그림 14-3.  신안군의 군 직영 공영버스

◦ 화천군은 군 직영의 학습관을 운영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 화천군은 지역 인재 육성, 정주의식 고취, 인구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학습관을 건립하여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학습관은 관내 중·고교 재학생 중 상위 8% 내 성적 우수학생(64명)을 

선발하여 매일 방과후 5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다.

– 교육 내용은 상시 교육과정인 국·영·수 과목과 선택 교육과정인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로 구성되며, 인성교육과 기타 특강도 운영하고 있다. 학생 

지도를 위해 수도권의 우수 강사들을 교사로 채용하고 있다.

– 학습관 운영 결과 1인 1인재 육성 후원계좌에 358명이 가입하는 등 주

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정주의식이 고취되었으며, 학습관 입교 학생 

전원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관내 학생수가 증가하였고, 인구 또한 

2008년 3월의 2만 2,780명에서 동년 12월 2만 4,111명으로 증가하는 등

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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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습  경                         (b) 학습  강의실

그림 14-4.  화천군 학습관

◦ 이외에도, 김해시는 관내 경로당 30개소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운동·교육·

여가·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을 다기능 문화 공

간으로 전환하고 있다.

◦ 옥천군의 안남면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인 ‘배바우 작은 

도서관’을 아이들의 방과후 놀이방, 먹거리를 만드는 주방, 주민들의 교

육장 및 회의장 등으로 활용하여 면 단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다.

◦ 함양군은 노인체조의 개발과 보급, 노인체조 경연대회 개최, 노인영양식 

보급, 간디스토마 제로화 사업, 노인 게이트볼장 건립, 1마을 1경노·모당 

건립, 노인장수환경 인프라 조성, 85세 이상 장수노인 정기 순회 진료, 

독거노인 대상 요구르트 배달사업 등 ‘100+100운동’ 차원에서 군 자체의 

다양한 노인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5. 시사점

◦ 농어촌의 서비스 공급 및 수요 실태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의 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설정 시 인구 과소화, 고령화, 인프라 미비 등 농

어촌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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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가장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항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예산의 한계 등으로 관련 정책을 일

시에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셋째, 시설의 규모와 개수 등 양적 증대보다는 질적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 넷째, 물리적 시설 설치를 통한 서비스 전달보다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측면의 서비스 전달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 등

이 요구되고 있다.

◦ 다섯째, 서비스 기준 설정 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농

어촌은 지역마다의 실정이 상이하여 일률적이고 무차별적인 서비스 기준

보다는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 끝으로 실질적 수요보다는 잠재적인 수요에 초점을 두어 서비스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여가 서비스는 이른바 문화자본이 체화되지

(embodied) 않으면 해당 서비스의 수요가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

서 서비스 소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4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설정

4.1. 서비스 기준 설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설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 항목들은 

공급과 소비의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해당 공급

기준 역시 서로 다른 유형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주택, 상·하수도 등은 고정적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서비스 유형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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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서비스 항목에 대한 기준 설정은 ‘보급률’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 교통서비스의 경우는 제공의 빈도 또는 이용 가능 횟수가 중요한 서비

스이기에 ‘버스운행 횟수’ 형태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여가 부문의 서비스와 같이 접근성 개선 

및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 유형도 있다.

– 응급 부문의 서비스는 대응시간의 신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서비

스에 대한 필요 발생시점으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공급되는 데까지 걸리

는 ‘대응시간’ 형태로 서비스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삶의질향상특별법｣ 제2기 계획에 맞추어 2014년

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로 설정

된다.

– 첫째, 최근 통계 분석 결과보다는 상향치의 기준을 달성해야 할 정책 목

표로 설정한다.

– 둘째, 부처별로 달성 목표가 있는 경우는 이를 최대한 수용한다. 단, 이

럴 경우라도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정된 결과를 2014년에 달성할 

서비스 기준으로 채택한다.

– 셋째, 앞서 분석한 공급시설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 

공급시설의 적정 배치안 분석 결과를 서비스 기준 설정 시 고려한다.

– 넷째, 관련 통계 및 부처별 목표, 시설배치 기준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이 

없는 경우는 설문조사, 현장 인터뷰 조사, 전문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서비스 기준을 제시한다.

– 다섯째, 농어촌 서비스 기준으로 제시된 구체적 내용들은 관련 부처 담

당 공무원 의견 수렴, 전문가 대상 확인 설문조사, 사례지역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에 의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안)의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안으로 채택한다.

◦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기 앞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표 14-5>의 3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이들 항목의 구체적인 기준은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반복적으로 조정

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으로 수렴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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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착안 사항 항목

주거

일정수  주택에서 거주하며, 안

한 물을 사용하는 등 쾌 한 주

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거주가능주택

도시가스 보   난방비 감 지원

마을 공동시설(경로당, 마을회 ) 내 커뮤

니티 로그램 보

안 한 마실 물

오폐수 처리

교통
도보 거리의 정류장에서 교통 

이용이 원활하다.

교통 운행 

수요 응형 공공교통 로그램

도서지역 여객선 운행 

도로정비(차도와 구분된 인도 확보)

교육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가까운 곳

에서 기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학교 유지(읍면당 유치원, 등학교

최소 1개교 유지)

폐교 요건(통학  재활용 안 모색)

고등학교 과목별 담교사 배치

방과후학교 로그램 

평생교육

보건의료
질병 방, 진료, 치료 등을 원활

히 받을 수 있다.

1차 진료서비스

순회진료

의약품 구입 근성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유아 계층별로 

원하는 복지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노인 복지

청소년 복지

아동 복지

유아 돌

응
응 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응 

서비스가 신속하다.

구 서비스

소방서비스

도난방지 서비스(방범용 CCTV)

경찰서비스

문화여가
다양한 문화여가 로그램 향유가 

가능하다.

독서(도서 열람  출)

문화시설

문화 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

정보통신
온라인 정보교류가 불편 없이 

가능하다.
TV, 고속망 

표 14-5.  농어촌 서비스 기준(안) 구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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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비스 기준 적합성 검토

◦ 이렇게 잠정적으로 제시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 첫째,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서

비스 기준이 해당 부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지, 또는 기준연도(2014년)

까지 달성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였다.

◦ 둘째, 10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계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8대 서비스 부문과 30개 서비스 항목의 상대

적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 셋째, 전국의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적합성 검토에 참여한 농어촌 거주자들은 426명의 

KREI 현지통신원이다.

◦ 넷째, 충청남도 공주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

였다. 지역 공무원들에게는 공주시의 현재 서비스 수준을 감안할 때 제

시된 기준이 5년 내에 달성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서비스 기준에 대한 필요성 정도 내지 선호도를 물었다.

4.2.1. 관련 부처 공무원의 적합성 검토

◦ 전체 30개 서비스 항목 중 다음과 같은 6개 안에 대해서 달성하기 어려

운 조건이거나 정부 정책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또는 ‘수용 

곤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중 90%

–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대중교통 하루 6회 이상 이용 가능 

마을 80% 이상으로 증대

– 읍면당 유치원·초등학교를 최소 1개교씩 유지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보건팀 또는 공중보건직원의 해당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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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마을당 월 1회 순회방문

– 농어촌 거주 75세 이상 노인 재가방문 복지서비스 제공

– 112 신고 시 90% 이상 5분 내 현장 도착

◦ 일부 서비스 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소관 또는 지방 교육감의 소관이

라는 이유로 ‘수용 불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 가급적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분리된 인도 확보 병행

–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한 지역사회 동

의 획득

– 고등학교에 주요 교과목별 전담교사 배치

–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의 주요 간선도로 길목 설치

4.2.2. 계층화 분석법에 의한 전문가의 적합성 검토

◦ 서비스 기준 설정 대상 8대 부문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에서는 보건의료

(17.5%), 응급(16.4%), 사회복지(16.4%)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문화여가(7.1%)와 정보통신(4.0%) 부문의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분

석되었다.

– 이는 국민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공급되어야 

하는 생활 서비스 기준 가운데 보건의료, 응급, 사회복지 부문이 상대적

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된 것을 의미한다. 

– 반면 문화여가와 정보통신 부문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에서 후위로 밀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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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부문 

가 치
항목

항목 

가 치
체 가 치

우선

순

주거 13.4

거주가능주택 24.2 3.2 13

난방 18.8 2.5 19

마을 공동시설 로그램 13.5 1.8 25

안 한 마실 물 24.8 3.3 12

오폐수 처리 18.7 2.5 20

교통 10.4

교통 운행 35.1 3.7 9

수요 응형 공공교통 로그램 33.4 3.5 10

도서지역 여객선 운행 14.3 1.5 29

도로정비(인도 확보) 17.2 1.8 26

교육 14.8

학교 유지 31.3 4.6 6

폐교 요건 13.8 2.0 23

고등학교 과목별 담교사 21.1 3.1 14

방과후 로그램 20.2 3.0 16

평생교육 13.6 2.0 24

보건의료 17.5

1차 진료서비스 45.3 7.9 2

순회 진료 32.6 5.7 3

의약품 구입 근성 22.0 3.9 8

사회복지 16.4

노인 복지 31.9 5.2 4

청소년 복지 17.4 2.8 18

아동 복지 20.9 4.9 5

유아 돌 29.8 3.4 11

응 16.4

구 서비스 50.0 8.2 1

소방서비스 18.0 2.9 17

도난방지 서비스(방범용 CCTV) 13.1 2.1 22

경찰서비스 19.0 3.1 15

문화여가 7.1

독서(도서 열람  출) 19.1 1.4 30

문화시설 23.8 1.7 28

문화 로그램 32.1 2.3 21

찾아가는 문화공연 25.0 1.8 27

정보통신 4.0 고속망 - 4.0 7

주: 전체 가중치 = 부문 간 가중치 × 항목 간 가중치

표 14-6.  계층화 분석법에 의한 서비스 부문·항목 우선순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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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화 분석법에 의한 전체 가중치를 토대로 30개 서비스 항목 간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구급서비스(8.2%)가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구급(응급 의료) 서비스만 해결되어도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될 것이라는 주민 수요 조사 결

과와 일치하고 있다.

– 다음으로 보건의료 부문의 1차 진료서비스(7.9%)와 순회 진료(5.7%)가 

중요한 서비스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 상대적으로 후위에 있는 서비스 항목은 도서 열람 및 대출(1.4%), 도서지

역 여객선 운행(1.5%), 문화시설(1.7%), 찾아가는 문화공연(1.8%) 등이다. 

4.2.3. 농어촌 주민의 적합성 검토

◦ 농어촌 주민에 의한 적합성 검토 결과 대부분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대해 80% 이상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30개 세부 항목 중 ‘적합’ 평가 의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교육 부

문의 ‘중·고등학교에는 주요 과목별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항목(94.2%)

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적합’ 평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교통 

부문의 ‘도서지역의 경우 (부속도서를 제외한)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편도 2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되도록 한다’ 항목(73.9%)이다.

– 부문별로 가장 높은 ‘적합’ 평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정보통신 부문(평균 

92.7%)이며, 반면 가장 낮은 비율의 ‘적합’ 평가를 보이는 것은 문화여가 

부문(평균 81.4%)으로 나타났다.

◦ 전체 30개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항목 중 ‘불필요’하다는 평가 비율이 10% 

이상인 항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교과과목, 특기적성 등 수요 대비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비율을 100% 달

성한다’ 항목(15.8%)과 ‘읍·면 단위로도 분기별 1회 이상 찾아오는 문화향

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항목(15.4%), 그리고 ‘문화시설별로 월 1회 이상

의 문화컨텐츠 상영과 분기별 1회 이상 찾아오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항목(14.9%)이 ‘불필요’ 평가를 가장 높은 비율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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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관련 기준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낮은 질)이 작용하고 있으며, 문화향유 프로그램 및 문화컨텐

츠 상영 등과 관련된 기준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농한기에나 잠시 가능

한 일이며, 비용도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에 주로 기인한다. 이외에도 문

화향유를 위한 여유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 그러나 제시된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의 비율은 항목에 따라 최소 

0.7%에서 최대 8.0%에 그치고 있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2.4. 사례지역의 적합성 검토

◦ 서비스 기준을 두고 공주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주시의 현재 수준을 

5년 내에 기준에서 제시하는 정도로 달성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고 공주

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준에 대한 필요성 정도 내지 선호도를 물었다. 

◦ 18개 기준에 대해서는 공급자 측이나 수요자 측이나 이견이 없이 ‘적정’

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농산물 등의 도난방지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CCTV를 설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이와는 반대로, 2개 기준에 대해서는 공급자 측이나 수요자 측이나 모두 

‘과도한 기준’이며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소방서비스와 경

찰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

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증대한다’와 ‘112 신고시 경찰이 

90% 이상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한다’는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전

문가 조사에서는 우선순위가 중간 정도를 차지하였던 항목으로 기준의 

하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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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항목 공  측면 수요 측면 비고

주거

거주가능주택 정 90% 이상은 무리 고령화 고려

난방
읍면소재지 외 
도시가스 보  어려움

은층 인구 유입을 
해 도시가스 필요

읍소재지 심으로

마을 공동시설 로그램 정 정, 추가지원 희망 정, 추가 지원 필요

안 한 마실 물 정 정 정

오폐수 처리 정 100%까지 확 수요가 큼

교통

교통 운행 정 정 정

수요 응형 공공 
교통 로그램

재정  문제 어려움 정 도입 필요성 공감

도서지역 여객선 운행 - - 정(신안군)

도로정비(인도 확보)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지역은 불필요

정
통행이 많은 도로 
인도 확보 

교육

학교 유지 정
정( 학교 이상은 

양질의 교육여건 고려)  
정

(유치원, 등학교)

폐교 요건 정 정 정

고등학교 과목별 담교사 정 정 정

방과 후 로그램 정 정 정

평생교육
정

( 로그램다양화)
정(수요가 많음)

정( 근성  
로그램 다양화)

보건

의료

1차 진료서비스 정 정 정

순회 진료
필요하나 재정력, 
인력 문제로 어려움

 필요 근성, 편의성 강조

의약품 구입 근성 정 정 정

사회

복지

노인 복지 정 80세 이상 고령인구 과다

청소년 복지 정 정 정

아동 복지 정 10분 이내 도달 수요가 큼

유아 돌 정 10분 이내 도달 수요가 큼

응

구 서비스 정 정 정

소방서비스 불가능(과도한 기 ) 불가능(과도한 기 ) 부 합

도난방지 서비스 
(방범용 CCTV)

정(매우 필요) 정(매우 필요) 정

경찰서비스 불가능(과도한 기 ) 불가능(과도한 기 ) 부 합

문화

여가

독서(도서 열람  출) 정 정 정

문화시설 정 정 정

문화 로그램 정 정 정

찾아가는 문화공연 정 연 2회(농번기 고려) 연 2회(농번기 고려)

정보

통신
TV, 고속망 정 정 정

표 14-7.  생활 서비스 기준(안)의 사례지역 적합성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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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 측에서는 달성 가능성을 인정하는데 수요자 측에서 그다지 필요

하다고 여기지 않는 기준도 4가지가 있었다. 

– 가령, 거주가능주택 90% 달성을 공주시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주민들은 

어렵다고 본다. 융자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신청한 만큼 공급이 따르지 못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기준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읍·면별로 1개소씩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 공주시

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주민들은 교육경쟁력이 있는 학교가 유지

되어야지 단지 학교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바람직한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다.

–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도 공주시에서는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에 주민들은 8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경우 공주시에서는 적정성을 인정했으나 주민들은 

연 2회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거주가능주택 달성을 위해서는 주택 투융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책 방

향을 전제로 서비스 기준을 확정짓되 나머지 3개 기준에 대해서는 주민

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 나머지 6개 기준의 경우는 수요자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는 높으나 재정적 문제와 인력 문제로 공주시 입장에서 달성 가능

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 난방비 저감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의 경우 읍 ·면 소재지 이외에는 보

급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 보급은 읍 ·면 소재지 

중심으로 하더라도 난방비 저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수단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나 도로 정비시 인도 

확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그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

는 반면에 공주시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순회진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공주시에서는 재정적 어려움과 인력 문제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관련 부처의 정책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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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개수)
련 항목 서비스 기 (안)

련 

기

주거

(5)

거주가능

주택
∙최 주거기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농식품부

국토부

지자체

난 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 률을 50% 수 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 이 어

려운 지역은 신재생에 지 보  등 난방비 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지경부

산림청

공동시설 

로그램

∙경로당, 마을회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 리  로그램을 지원

한다.

지자체

농진청

표 14-8.  농어촌 서비스 기준(안)

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서 주민들의 바람을 

정책적 목표로 받아들여 일정한 기준 달성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지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 밖에 아동 복지 및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경우 주민들은 기준에서 

제시한 것보다 접근성이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공주시에서는 

현재의 기준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4.3. 서비스 기준

◦ 이처럼 다양한 적합성 검토를 거쳐 <표 14-8>과 같이 8개 분야 31개 항

목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였다.

– 적합성 검토 후 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등과 최종 조

정을 통해 최종적인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채택하였다. 최종 조정 과정

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었다.   

◦ 제시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현재 상황에서 향후 5년간 달성을 목표로 

설정된 것이며, 서비스 공급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제시된 서비스 기준의 내용 중 자동차로 20분 내 도달 가능한 거리란 

읍·면 소재지를 의미하며, 30분 내 도달 가능한 거리는 시·군청 소재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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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개수)
련 항목 서비스 기 (안)

련 

기

안 한 

마실 물

∙면지역 상수도 보 률을 75% 이상으로 높인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

검사와 먹는 물 수질기 에 따른 수질 리를 해야 한다. 

환경부

지자체

농식품부

오폐수 처리 ∙하수도 보 률을 71% 이상으로 높인다. 환경부

교통

(3)

교통

운행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교

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응형 공공

교통 로그램을 도입한다.

지자체

(국토부)

여객선 운행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

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국토부

지자체

인도 설치
∙읍‧면 소재지에 근하는 주요 농어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

분된 인도 확보가 병행되도록 노력한다.

지자체

(행안부

국토부)

교육

(6)

‧ 등학교 
∙ ‧ 등학교의 복식수업  상치교사 운 을 자제하고, 학생들에게 

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교과부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교과부

폐교요건
∙폐교시 학생들의 통학  폐교시설의 재활용 안에 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과부

지자체

방과후학교

로그램 

∙교과 과목, 특기 성 등 방과후학교 학생들의 참여 비율을 70% 이

상으로 제고한다.
교과부

교육발

원회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시‧군별 교육운

원회를 설치한다.
교과부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 시설이 1개 

이상 운 된다.

교과부

문화부

지자체

보건

의료

(3)

1차 진료

서비스

∙각 시‧군 내에서 내과, 치과, 소아과 등 요과목 의사의 진료가 가

능하다. 
복지부

순회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복지부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복지부

지자체

사회

복지

(5)

노 인
∙농어  거주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주1회이상 재가방문 복지 서비

스를 제공한다.

지자체

(복지부)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복지부

아 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등학생들을 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 시

설에 도달할 수 있다.

복지부

교과부

지자체

농식품부

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복지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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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개수)
련 항목 서비스 기 (안)

련 

기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

설에 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농식품부

응

(5)

응 서비스
∙응 환자 발생 시 기본 인 응  장비가 마련된 구 차가 30분 이

내에 도착하여 응 처치를 한다.

복지부

소방청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소방청

해경청

소방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증 한다.
소방청

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지자체

(경찰청)

경찰서비스 ∙112 신고 시 90% 이상 5분 내에 장에 도착한다. 경찰청

문화

여가

(3)

독 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출이 가능하다. 문화부

문화시설

 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 술회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문화시설에서는 월 1회 이상 문화컨텐츠 로그램이, 분기별 1회 이

상 문 공연 로그램이 운 된다.

문화부

지자체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 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 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문화부

지자체

정보

통신(1)
고속망

∙농어  어디에서나 고속망 속이 가능하고, 80% 이상에서 IPTV

시청이 가능하다.
방통

5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및 운영 방안

5.1. 서비스 기준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정부 권고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

기관 및 지자체의 정책 목표 설정, 사업 추진, 성과 판단의 근거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 송미령 외(2009)와 같은 기존 논의에서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정과 운영

의 잠재적 근거 법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장단점을 비교한 바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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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대안 중 예산과의 연계성, 평가의 구속력 증대 등의 일부 문제를 

해결한다면 ｢삶의질향상특별법｣을 근거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

는 방안을 보다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5.2. 서비스 기준 운영의 추진체계 확립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용을 위해서는 주체별 역할 분담과 협력을 위해 

조밀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도입과 운용의 법률적 근거를 ｢삶의질향상특별법｣
에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삶의질향상위원회 내에 ‘농어촌 서비스 기준 위

원회(RSS 위원회)’를 두고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삶의질향상특별법｣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관련 부처들이 서비스 기준 도입과 운용에 함께 참

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 이 경우 RSS 위원회는 중앙정부 관련 부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생활 서비스 기준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배정, 자문, 평가 등

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는 ‘RSS 운영 지원

단’을 두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 RSS 위원회(RSS 운영 지원단)는 중앙정부 관련 부처, 광역 및 기초 지

자체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생활 서비스 기준 달성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 실태를 매년 모니터링하고, 서

비스 기준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그 결과를 국

무총리 등에게 보고하며 다음 해의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야 한다. 특히 모니터링·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 서비스 기준과 관련되는 

정책 추진 관련 예산에 인센티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생활 서비스 기준 관련 정책 추진 예산은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사업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역시 생활 서비스 기준 추진 실태를 RSS 위원회에 

6) 송미령, 김 선, 박주 (2009). ｢기 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  설정에 한 연구｣. 한국농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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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고하고 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

만, 지자체의 경우는 서비스 기준 달성의 우수사례인 경우 이를 홍보하

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 

– RSS 위원회(RSS 운영 지원단)는 5년마다 생활 서비스 기준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사무국에서는 RSS 위원회

와 함께 생활 서비스 기준에 대한 대정부,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그림 14-5.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영 추진체계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 도입의 효용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농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으로 제

시되어 있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지자

체별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

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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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 경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 농어촌 경관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산, 하천, 숲 등 자연

적 요소와 농경지로 이루어진 농업적 요소, 주택들로 구성된 마을 등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농어촌 경관이 형성된다. 

– 이러한 농어촌 경관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산물이며, 도시 경관에 비할 

때 비교적 긴 세월에 걸쳐 형성된다.

– 그러한 까닭에 농촌 경관은 그 지역의 오래된 관습과 문화, 생활양식 등

이 배어나며 전통성이 더 강조되는 편이다.

– 그래서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가 이루어진 농어촌 경관을 일컬어 ‘문화

경관’(cultural landscape)이라 지칭할 수 있다.

◦ 최근에는 농어촌 경관이 갖는 잠재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경관을 잘 

가꾸는 것이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 무엇보다 농어촌 경관은 축제 개최 및 도농교류를 통해 소득 증대와 공

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이미 경관을 고장

의 자산으로 활용하여 지역마케팅에 성공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 문학적 소재를 살려 운치 있는 메밀밭을 조성한 평창군, 청보리밭으로 

경관농업의 대표 사례로 떠오른 고창군, 바다와 어우러진 다락논 경관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남해군 등이 그 사례이다.

◦ 농어촌은 농업 생산 공간인 동시에 도시민이 거주하는 정주 공간 성격도 

커지고 있는데, 이처럼 도시민의 정주를 유도할 때 농어촌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래 농어촌 이주 의향이 있는 

도시민들 중 61% 이상은 이주 장소 결정 시에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좋은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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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농어촌 경관은 그 잠재력이 높은 동시에 난개발의 영향에 취약하

여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경관관리의 필요

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 그동안 급격하게 이루어진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대도시 주변 및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역 등 도시화 압력이 높은 농어촌에서 나타난 난개발 

문제는 폭넓게 지적되어 왔다.

– 대도시권에 속하지 않은 일반적인 농어촌지역 역시도 난개발 문제에서 

예외는 아니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농업용 시설이나 공장,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농어촌 경관이 훼손되는 사례는 전국 어디서나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 심지어는 농어촌에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 관광객 대상 시설이 과도하게 

입지하여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 농어촌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

하므로 이를 유도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 농어촌 경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 까닭에 시각적으로 매력 있는 

장소를 공공의 주도로 조성하는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경관관리가 이루

어질 수 없다.

– 따라서 경관관리가 절실하다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인식함으로써 주민들

의 관련 활동이 확산되는 것이 효과적인 농어촌 경관관리의 관건이며,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이런 문제 인식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농어촌 경관관리정책의 추

진 현황과 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이 지향할 방향과 과제를 제

시할 것이다.

– 특히 농어촌 주민이나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이 경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관보전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요청되는 과제들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1) 송미령 등. 2007. ｢살기 좋은 농  만들기를 한 정책재편 방안(1/2차연도)｣. 한국농 경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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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농어촌 경관관리제도 개황

2.1. 경관 관련 법률 현황

◦ 경관관리와 관련되는 법률로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토지이용의 근간이 되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2007년 제정된 ｢경관법｣에서 경관계획 및 관리와 관련되

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은 경관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규정이 조문화되어 있다. 또한 용도지역을 세분하

여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 ｢경관법｣은 여러 법률들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경관 관련 규정들을 총

괄 조정할 근거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7년에 제정되었다. 

  경관계획과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에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관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계획이다.2) 

–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은 지자체에서 경관형성조례, 자연경관보전

조례 등에 의거하여 경관형성계획이나 자연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근

거로도 활용되고 있다.3)

– 이 밖에도 ｢산림기본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에관

한특별법｣ 등 여러 부처에서 소관하는 개별법에 자연환경, 지역문화 등 

경관 관련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2) 경 법에서는 자연경 , 역사ㆍ문화경 , 농어  경  등 다양한 경  유형에 따라 련 부처 

장 과 국토해양부 장 이 공동으로 경 계획 수립 기 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특별히 농어  경 에 합한 리수단을 마련하는 데는 삶의질법과 같은 농림수산식품

부 소 의 법률  농어 개발사업을 극 으로 연계하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3) 2004년 ｢자연환경보 법｣ 개정 시에 자연환경의 개념이 기존의 ‘생태’에서 ‘자연경 ’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 되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자연공원법｣, ｢습지보 법｣ 등도 기존의 자

연환경에 ‘경 ’ 개념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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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는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

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법) 제정을 통해 농어촌 경

관에 대한 보전 ‧ 관리의 법적 근거를 본격적으로 마련하였다.

– 삶의질법 제30조에서는 농산어촌의 경관보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필요

성을 명시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이러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그리고 최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2010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각종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시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을 세워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명시하였다.4)

2.2. 현행 농어촌 경관관리제도의 한계

◦ 농어촌 시 ․ 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관관리제도 현황을 크게 계획, 

지구,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농어촌 경관관리 수단으로는 ① 각종 법률에 기반하여 수립되는 계획

(때로는 법적 근거를 갖지 않는 임의계획 방식으로도 수립)에 의거하는 

경우, ② 토지이용 및 경관 보전과 관련되는 각종 지구 지정을 통해 이

루어지는 경우, ③ 실제 경관 보전‧형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에 기

반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를 도식화해 보면 <그림 15-1>과 같다.

4) 한 ｢농어 정비법｣ 제64조에서는 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농어 의 빈집을 정비하

여 농어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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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농어촌 경관관리를 위한 각종 계획, 지구, 사업 현황

◦ 현행 농어촌 경관관리제도가 갖는 한계로서, 첫 번째는 경관 관련 계획에 

관해 지적할 수 있다.

– ｢경관법｣, 삶의질법 등 여러 법률에서는 지자체의 경관관리 방향이나 시책 

등을 담은 경관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5) 대개의 계획

들이 공통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선언적인 계획에 그치는 등 실천

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경관 관련 시책이나 단위사업 추진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 내용상의 문제도 있는데, 특히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경우 도시 

이미지 제고나 시가지 디자인 등 도시 위주의 경관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수립되고 있어 농어촌 경관관리에 적합한 내용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 삶의질법에 근거하고 있는 농어촌경관계획의 경우 현재로는 시 ‧ 군 단위

에서는 계획 수립 사례 자체가 없는 등 현실적 활용도가 낮은 것도 문

제이다.6)

5) 이때 지자체 체를 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일부 사업지구 혹은 구역의 일부만을 상으

로 하는 등 계획마다 상 범 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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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경관 보전과 형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각종 지구의 경우 대체로 다

양한 경관요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경관관리에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 국토계획법에 의한 경관지구는 농어촌에 적합한 용도로 세분되어 있지 

않으며, 조례에 의해 융통성 있게 운용하기 힘들다. 또한 연계 사업 지

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 위주의 조항이어서 농어촌 경관관리 수단으

로 폭넓게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경관의 관리를 고

유 목적으로 하여 도입된 까닭에 생활경관이나 농업경관 등의 요소를 

포함한 경관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 그 밖에 다양한 개별 법률로 보전지구가 지정되기도 하지만 농어촌 경

관관리가 주된 목적이라 할 수는 없다.7) 특정 용도를 대상으로 행위 제

한을 하는 것이 그러한 개별 법률의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 셋째, 이처럼 지구 지정이나 경관계획 등을 통한 농어촌 경관관리의 제

도적인 기반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현행 농어촌 경관관리활동의 상당수는 

각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 경관 보전과 형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책 사업으로 농림수산식

품부의 경관보전직불제가 대표적이며, 그 밖에도 각종 마을개발사업, 경

관주택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이러한 농어촌 경관관리사업들 중 다수는 주민보다 공공 주도로 활동이 

추진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8)

6) 농어 경 계획 수립 황에 해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악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80개 

시․군 가운데 삶의질법에 의거한 농어 경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주인‧박주 . 2009. ｢농어  경 리사업의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 마을종합개발, 녹색농 체험마을 등 일부 마을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경 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지만 이는 특정 사업지구에 한정되는 것이다.

7)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지자체 조례에 의거해서 경 농업지구 등이 지정되기도 하지만 이는 보

편 인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8) 이에 해서는 제3 에서 다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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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종

합할 수 있다.

– 첫째, 농어촌 경관상의 문제가 발생될 시설이나 행위에 대해 계획적으로

든 지구 지정을 통해서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각종 농어촌

개발사업의 경우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경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되거나, 사업에 편승해 진행되는 난개발 행위에 대해 대응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

– 둘째, 법률적인 토지이용 규제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어느 정도 그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계획제도나 용도지역 ‧ 지구, 사업 등에서는 그와 같이 주민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9)

3   농어촌 경관관리정책의 성과 및 한계

3.1. 농림수산식품부의 경관관리정책 동향

◦ 그동안 농어촌의 경관관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경관관리 분야를 농촌정책의 영역으로 확대하려

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는 2006년 12월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이

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촌 경관 관련 각종 시책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종합대책은 농촌 경관지표 설정, 경관맵 작성, 경관협약매뉴얼 마련 등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개발 등 각종 농어촌개발사업 추

9) 물론 제도 인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 으로는 지역사회  농어  주민들 스스로가 경 리의 

필요성을 실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도 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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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시에 농어촌 경관을 고려하고, 경관 관련 사업내용들을 포함할 것을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토록 하였다. 예컨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권역기본계획에 경관정비계획을 포함하게 되었다.

– 2008년 12월에는 지자체가 농어촌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를 원활하

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 업무

편람｣(이하 ‘업무편람’)을 발간하였다. 이는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 

경관관리․활용 매뉴얼, 경관맵 작성 ·활용 매뉴얼 등을 담고 있다.

–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삶의질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을 7대 부문별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마을 경관 개선활동 

확대와 농어촌경관계획 수립 유도 등의 추진과제를 명시하였다.

◦ 기존에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는 토지이용 및 경관 관련 제도가 농어촌 

경관관리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

서 일련의 경관 분야 시책을 통해 전체적인 경관관리의 방향과 가이드라

인을 설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틀을 제시했다는 점

은 의의가 크다.

–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시책들의 현장 활용도는 낮은 편이며,10) 실제로는 

일부 단위 사업을 매개로만 농어촌 경관관리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이다.11)

◦ 다른 시책들의 추진이 저조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농어촌 경관관리정책 

분야 사업인 경관보전직불제만은 2005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사업량이 

괄목할 만큼 늘어났다. 

– 당초 470ha의 면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는데, 2008년에는 그 면적

이 5,814ha로 늘어났으며, 2009년에는 1만 6,171ha로 더욱 증가했다. 

– 사업 참여 마을도 크게 늘어났다. 2005년에 47개 사업지구(동일 지구에서 

동 ․ 하계 참여하는 경우 각각 계산)가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했지만 2008년

에는 그 수가 412개, 2009년에는 총 809개로 확대되었다(그림 15-2 참조).12)

10) 앞서 살펴보았듯 시‧군 단 의 농어 경 계획 수립 사례가 극히 드물고 경 맵 같은 작업 

결과물도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11) 농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경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농어  경 정책

을 표하는 사업으로는 사실상 경 보 직불제가 유일하다는 이 이러한 사정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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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량의 확대 추이

3.2. 사업 중심의 농어촌 경관관리정책 추진 실태

◦ 법률적인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 경관관리사업이 추진될 경우 농어촌 경관관리에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 농어촌 경관관리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법률적 규제나 구속력 있는 계

획에만 의거해서는 안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밑바탕을 이루어

야 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근 몇 년간 확대 추진해온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경관관리 효과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계는 무엇인

지 평가하여 향후 경관관리정책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 경관보전직불제는 작물 지원에 그치며 농촌 경관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에 대해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기도 했지만,13) 

12) 사업 참여 시‧군도 2005년 32개 는데, 2008년에는 82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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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시행된 각지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 무엇보다 경관작물 개화와 연계하여 축제를 개최한 곳에서 급격히 방문

객이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변화이다(표 15-1 참조). 

– 시범사업 기간인 2005~2007년 동안 전국적으로 투입된 국비 예산이 총 

6억~10억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액수였음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큰 성

과라 할 수 있다. 

상지역 시행 시행 후 비  교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20만 명 25만 명 1.25배 증가

고창군 부안면 송 리 10만 명 20만 명 2배 증가

나주시 다시면 신 리 2만 명 5만 명 2.5배 증가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 1만 5천 명 수요 신규 창출

장흥군 회 면 산 리 300명 5만 명 100배 이상 증가

하동군 북천면 직 리 250명 46만 명 150배 이상 증가

함양군 백 면 오천리 - 6천 명 수요 신규 창출

  주: 정확하게 집계된 수치는 아니나 방문객들이 소비한 음식이나 차량대수 등을 기준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산정한 결과임.

자료: 성주인 ‧ 박주영, 2007, ｢농촌경관 관리 및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15-1.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시행 전후의 마을 방문객 비교

◦ 그러나 이전 시점과 최근의 사업 평가 결과를 비교할 때 경관보전직불제의 

긍정적인 성과가 확대되지 않고 정체하거나 퇴보하는 모습이다.

– <그림 15-3>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지자체 공무원 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과 2009년의 성과 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14)

– 마을경관 개선, 방문객 증가, 농가소득 향상, 마을 공동체의식 향상, 주민의 

경관관리 인식 증대 등의 성과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성과점수를 매겨서 

두 시점 간의 성과 평가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2009년에는 ‘주민 소득 향

상’ 부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성과점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성주인. 2005. ｢농 의 경 리 실태와 정책방안｣. 한국농 경제연구원.

14) 성주인‧박주 (2007)은 2007년도에 주민  지자체 공무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 보

직불제의 성과를 마을경  개선, 방문객 증가, 농가소득 향상, 마을 공동체의식 향상, 주민의 

경 리 인식 증  등 크게 다섯 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바 있다. 2009년도에도 동일

한 항목을 기 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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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점 척도로 점수화한 성과점수를 비교하였으며, 5점에 가까울
수록 성과가 높고 0점에 가까울수록 낮음.

그림 15-3.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대한 부문별 성과평가 결과 비교

◦ 2008년부터 청보리나 밀 같은 사료작물 및 식량작물이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대상 작물에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위의 조사결과에 반영되

었다고 볼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사료작물 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동계 유휴 농

지를 대상으로 2008년도에 제2녹색혁명을 추진하였으며,15) 이를 경관보

전직불제와 연계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청보리, 밀, 호밀, 라이그라스 등

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 작물을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을 받아 재

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 이처럼 청보리나 밀 같은 작물을 식재한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경관관리

활동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16)

– 시 ·군별 재배작물 종류에 따라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성과를 비교한 

<표 15-2>의 공무원 조사 결과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15) 2008년에 제2녹색 명이 추진된 것은,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용 증가로 생

산 농가에 부담이 가 된 데 기인하 다. 이에 따라 겨울철 유휴 농지를 활용한 조사료의 안

정 인 국내 생산․공 이 필요하다는 공감 가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제2녹색 명 추진의 

일환으로 경 보 직불제를 통해 사료작물을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16) 농가들이 경 리 목 보다는 소득 증 를 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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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한 작물 구분

사업 성과

소득작물 식재

시‧군 (n=10)

비소득작물 식재

시‧군 (n=47)

마을 경  개선에 기여 20.0 31.9

마을의 방문객 증가 10.0 12.8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60.0 23.4

마을의 공동체의식 향상 - 8.5

주민의 경  가꾸기에 한 인식 증 10.0 23.4

합  계 100.0 100.0

주: 1)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경험이 있는 지자체의 공무원 응답 결과를 집계함.
   2) 청보리 ‧ 밀 등 사료‧식량작물을 소득작물로, 그 외의 경관작물은 비소득작물로 분류.

표 15-2.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가장 큰 성과(경관작물별 비교)
단 : %

  청보리 등 소득작물을 지원한 시 ‧ 군 응답자의 경우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는 응답 비율이 60.0%로 가장 높다. 반면에 소득이 거의 발

생하지 않는 타 경관작물을 식재한 시 ‧ 군에서는 해당 응답률이 

23.4%로 상대적으로 낮고 ‘마을경관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 비율이 

31.9%로 높아서 대조를 보인다.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2009년부터는 마을 경관보전 활동비(ha당 30

만원)를 추가로 제공하여 주민들이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상당수 지자체 담당자들 스스로가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표 15-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원금 액수 제한, 마을 역량이 부족, 경

관직불금을 받지 않는 일반 농가의 참여 어려움 등의 문제에 대해 지자

체의 농정분야 담당자들 중 과반을 훨씬 넘는 응답자가 ‘동의한다’는 의

견을 나타냈다. 

– 이러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새로운 지원 수단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와 연계한 마을 단위의 경관보전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17)

17) 실제로 장조사 결과, 다수 마을에서 마을 경 보  활동비를 마을 행사를 개최하는 데 사용

하거나 종자 구입 등 경  형성과 직 인 련이 없는 항목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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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결과

주요 문제

매우

그 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지원 (30만원/ha)이 고 용도가 제한 22.9 48.2 19.3 7.2 2.4

계획수립 역량을 갖춘 마을이 어 비 실 17.8 47.6 19.0 13.1 2.4

경 작물 재배 않는 일반농가는 참여가 어려움 26.5 54.2 12.0 6.0 1.2

주: 지자체의 농정 업무 담당자(84명이 해당) 응답 결과를 집계.

표 15-3.  마을 경관보전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
단위: %

◦ 경관보전직불제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농어촌 경관관리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농어촌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 중에는 공공 주도

의 사업이 주를 이룸을 알 수 있다.

– 지자체에서 지원한 각종 농어촌 경관관리사업 내역을 조사한 <표 15-4>

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 다수 시 ‧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나 푸른들가꾸기의 경우 

작물재배에 대한 공공의 지원책 성격이 강하며, 그 밖에 응답률이 높은 

꽃길 조성, 가로수 식재와 같은 사업은 대개 지자체 주도로 시행되는 사

업이라 할 수 있다.18)

–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로 농어촌 경관관리 활동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지자체는 현재까지 

드문 실정이라 할 수 있다.

18) 반면에 주택이나 돌담 정비, 통일된 간  조성같이 주민들의 보다 극 인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실시 인 시‧군이 상 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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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리사업 내용 사업 시행 시‧군 황

경 보 직불제 실시 43 (54.4)

푸른들가꾸기 사업 참여 52 (65.8)

통일된 모양으로 간  정비 21 (26.6)

빈집 정비 47 (59.5)

주택 지붕 색채, 재료, 모양 등 통일 10 (12.7)

꽃길 조성 66 (83.5)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 37 (46.8)

마을의 돌담, 울타리 가꾸기 11 (13.9)

기타 7 (8.9)

주: 1) (   ) 안은 설문에 답한 79개 시‧군 대비 해당 항목 응답 시‧군 수의 백분비임.
   2) 강조 표시한 사업은 과반수 이상 시‧군에서 시행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임.

표 15-4.  추진 중인 농어촌 경관관리사업(시‧군 공무원 조사)
단위: 개, (%)

3.3. 농어촌 경관관리정책의 문제점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경관관리정책은 무엇보다 단위 사

업을 위주로 구성되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하

다는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 그 결과 경관 보전이 필요한 곳에 바람직하지 않은 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다른 한편으로 토지이용제도와 연계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경관을 적

극적으로 형성해 가는 데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 둘째, 경관 관련 법제도에 공백이 있다면 사업을 통해 이러한 허점을 보완

하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경관관리 활동 참여를 촉발하는 수단이 마련되

어야 하는데, 현행 경관관리사업은 그러한 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예컨대 경관보전직불제의 경우 지원되는 직불금이 개별 농가 소득으로 

귀결될 뿐 공동체 차원의 활동을 일으켜 이를 지속시키는 데 그다지 기

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는 마을

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에 참여한 452개 지구 가운데, 4년 연속

으로 사업을 추진한 곳은 10개에 불과하다(그림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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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 기간별로 사업지구 구성비율을 재집계.

그림 15-4.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기간별 사업지구 수 구성

◦ 셋째, 농어촌의 경관보전에 대한 큰 밑그림도 부재하다. 그 결과 지역 또

는 마을 차원에서 농어촌 경관관리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담은 경관계획

에 근거하지 않은 채 경관관리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 모든 사업이 반드시 사전 계획에 근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 

부재할 경우 역량 있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경관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4   국외 경관관리 사례

4.1. 영국의 환경관리사업(Environmental Stewardship)
19)

◦ 영국에서는 1987년에 농촌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환경민감지역사업(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ESAs)을 도입하였고, 

1991년에 농촌경관 보전과 함께 레크리에이션(그린투어리즘) 향상을 위

한 보조금 지원제도로서 전원관리사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19) 채혜성․안동만, 2008, “농 경  보 을 한 보조  지원제도 연구”, 농 계획 vol.14, 

No.2를 참고하여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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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을 시행하였다. 2005년부터는 농촌환경 및 경관을 통합적 맥락에서 

관리 ․ 보전하기 위하여 ESAs와 CSS를 합쳐 환경관리사업(Environmental 

Stewardship: ES)을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다. 

◦ 환경관리사업(ES)은 농촌환경 여건과 질적 수준에 따라 지원등급을 초급

관리(Entry Level Stewardship: ELS), 유기농초급관리(Organic Entry Level 

Stewardship: OELS), 고급관리(Higher Level Stewardship: HLS)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협약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 초급관리(ELS)는 모든 농민 및 토지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시행지

침서에 제시된 협약내용에 준하여 각자 이행하고자 하는 항목별 점수를 

산정한 결과가 ha당 30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유기농초급관리(OELS)는 ELS의 한 갈래로, ELS의 지원조건에 덧붙여 

소유한 토지가 유기적(organic) 혹은 전통적(conventional) 가치가 있어야 

한다. 시행지침서에 제시된 협약내용에 준하여 ha당 60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적 토지(organic land)인 경우 자동적으로 30점을 부여받

게 된다.

– ELS와 OELS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정 가능한 토지 각각에 

대하여 목표점수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목표점수 달성을 위하여 50여 

가지 협약항목 중 해당 토지에 적합한 항목을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현

황도면, 협약도면, 유기적 토지로서의 등록증명서(OELS만 해당)와 수행

일정을 지원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 고급관리(HLS)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ELS나 OELS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고, 각 지역의 HLS 미래상(targeting statement)을 바탕으로 환경적 우

선순위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지속되며, 5년째에 해제할 수 있다. 

보조금은 6개월마다 농민 각자의 협약내용에 상응하여 지급된다.  

◦ ELS와 OELS에 의해 관리하여야 할 10가지 대상과 세부항목을 마련하여 

농민들이 경관관리 계획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였다. 농민들은 

<표 15-5>를 참고하여 각자의 농장 실정에 맞는 관리대상을 선택하여 기

입하고, 관리대상별 규모와 이에 따른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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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뿐 아니라 세부항목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 예컨대, 산울타리 관리(양쪽)는 100m당 22점을 부여하고 ‘1.5m 이상의 

높이’, ‘산울타리를 중심으로 2m내 비료, 거름, 살충제 금지’ 등을 따르

도록 한다.   

구분 리 상 세부 항목의 

1 경계부 특성 산울타리 리, 돌담유지, 도랑 리

2 수목과 산림 경작지, 지, 휴경지 내 수목보호

3 역사경  특성 보호 경작물 외의 역사  유 지의 선정

4 완충녹지, 가장자리 경작지와 휴경지의 2~4m 완충지

5 경작지 겨울나기, 그루터기, 벌 서식 제방

6 곡류 잔존 장려 지에 씨앗과 화분, 화  등 잔존

7 토양 보호 침식 험 경작지 리  감방안

8 조건불리지역 외 지 지 리되지 않는 토지의 모서리 부분

9 고지 (조건불리지역) 황무지와 거친 목 지

10 리계획 토양 리, 양 리, 비료 리 등

출처: RDS(2005), RDS(2006); 채혜성․안동만(2008) 재인용

표 15-5.  ELS/OELS 관리대상 및 세부 항목

◦ 환경관리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환경적 건전성, 생태적 안정성, 역사․문화성, 심미성, 레크리에이션 등 농

촌경관의 가치를 다양하게 파악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목표

를 설정하고 있다. 

–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경관특성을 규정하고 있는 잉글랜드 경관특성도

(The Character of England), 지방 단위의 조인트 특성 지역(Joint Character 

Areas: JCA), 다시 지역 차원의 경관특성평가(Landscape Character Assement) 

등 국가-지방-지역별로 경관 특성을 정의하는 등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에 근거한 경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각 관리대상에 대한 자세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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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본의 경관관리 사례

4.2.1. 경관법 제정과 지자체 동향

◦ 2004년 제정된 일본의 경관법은 경관이 국민 공통의 자산임을 강조하고 

규제와 동시에 지자체 자주 조례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다. 아울러 규제와 동시에 규제 완화, 세제 ‧ 재정 등을 지원토록 한다. 

– 경관법은 크게 ‘경관계획’과 ‘경관지구'의 2단 체계으로 구성된다. 경관

계획이 신고 ‧ 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완만한 규제인 반면, 경관지구는 이

보다 규제가 엄격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경관 형성을 도모할 지구를 대

상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디자인에 대해 경관인정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의 인정을 받도록 하였다. 

◦ 또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이 포함된 ‘경관정비기구’를 구성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여타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 

상 중요한 건축물이나 수목 등을 지정해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도 주민 합의에 의해 상세한 경관 규칙을 만드는 ‘경관협정’, 행정‧주민‧
공공시설 관리자 협의에 의해 경관 규칙을 만드는 ‘경관협의회’ 등이 시

행되고 있다. 

◦ 일본의 경관법은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전국 3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 농촌까지 74개의 경관계획이 수립되

었다. 중앙정부는 경관형성종합지원사업, 주민형 마찌즈쿠리 펀드 등을 

통해 경관 보전 및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4.2.2. 오부세정의 경관 가꾸기 사례
20)

◦ 나가노현에 속한 오부세정에서는 1984년부터 민간부문의 여러 주체들이 

스스로 협력하고 양보하여 아름다운 오부세정 거리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20) 송미령․김정섭, 2007, ｢일본 농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가꾸기｣의 일부를 참고하여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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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특히 건축업과 조경업에 종사하는 몇몇 인물들이 선구적으

로 활동했다. 

– 이러한 움직임에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지역 내 밤 가공회사들도 참여하

기를 희망하여 2명의 개인, 3명의 사업자, 행정 등 6개의 주체들이 역할을 

나누어 1989년까지 5년간 소재지 거리 가꾸기 사업을 진행했다.

 

◦ 100회 이상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회의를 통해 ‘환경디자인 협력 기준’

을 제정하였다.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자기 집 내부는 

근대화하더라도 외부는 오부세정에 살거나 방문하는 모든 이를 위해 전

통적 ․ 향토적 방식으로 꾸민다’는 원칙이 정해졌다. 

– 환경디자인 협력 기준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주택 등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것이다. 지붕은 삼각형 모양으로 하되 기와를 얹고, 

벽은 흙벽으로 하거나 적어도 흙색으로 칠하도록 되어 있다. 

◦ 이 사업이 토대가 되어 오부세정 행정기관이 경관조례를 제정하게 되었

고, 지금은 ‘경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오부세정의 주민 모두가 공

유하게 되었다. 

◦ 2006년까지 경관조례는 강제성이 없는 ‘협력 조례’에 불과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오부세정 외곽에 맨션아파트 등의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을 제

재할 수 없었다. 게다가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집을 신축할 때 행정

지도를 하지만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2004년에 제정된 ‘경관법’에 맞추어 조례를 위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을 강화했다.  



제

15

장

농어촌 경관관리정책의 추진동향과 과제  ● 461

0201

01 삼각형 지붕의 전통 가옥 형태의 상점.
02 전통적이고 향토적인 방식으로 지은 건물과 가로의 모습.
자료: 송미령․김정섭. 2007. ｢일본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가꾸기｣.

그림 15-5. 오부세정 거리  

4.3. 사례에서 얻는 시사점

◦ 영국의 환경관리사업은 농어촌 경관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데 비

해 우리의 농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인 경관보전직불제는 

작물재배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경관 형성에 그치고 있다.

– 농어촌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전통․역사적 자원(우물, 서낭당, 전통 건축

물 등), 자연생태적 자원(고수령 당산나무, 마을숲, 마을하천 등), 생활문

화적 자원(돌담, 생울타리, 농수로 등)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 더욱이 주민 주도의 자발적 경관보전 활동이 촉진되지 못한 채 농업형 

직불제 위주의 정부의존형 프로그램으로 퇴색하고 있다. 일본 오부세정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속적인 경관관리 활동은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 주민, 시민단체 등이 농어촌 경관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이 필요하다.    

◦ 영국의 환경관리제는 각 관리대상에 대해 환경 ․ 생태적 측면, 역사 ․ 문화

적 측면, 심미적 측면이 고려된 관리지침을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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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효율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우리의 경관보전직불제가 주민 주도형 자발적 경관보전 활동을 장려․촉
진하는 경관보전종합대책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관작물 외에 

보전 ․ 형성 ․ 관리해야 할 경관요소와 이를 보전 ․ 형성 ․ 관리하기 위한 효

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 그간 우리도 ‘어메니티자원도’, ‘농촌경관맵’을 작성하는 등 지역별 농촌

경관 특성을 반영한 도면을 구축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아직 초기단계로 도면들 간의 위계나 내용적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실제 이용에 한계가 있다. 영국과 같이 국가‒지방‒지역 차원의 위계에 따

라 경관 특성을 정립함으로써, 각 경관 특성에 기초한 지역별 경관관리 

비전과 목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농어촌 경관관리정책의 방향과 과제

5.1. 농어촌 경관관리의 기본 방향

◦ 농어촌 경관 가꾸기는 무엇보다 지역 차원의 노력이 출발점이다. 따라서 

먼저 지역에서 경관관리를 위한 공동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구성

원들이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자체와 주민들이 벌이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은 경관작물 재배 중심으로 진행된 그동안의 경관

관리사업을 벗어나 보다 다양한 경관관리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도록 정

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 참고로 <표 15-6>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농어촌 경관관리 수단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보여준다. 지자체 담당자들 중 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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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경관사업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농어촌 경관계획의 수

립을 답한 비율도 비교적 높다.21) 

–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에 한정하지 않고 지원수단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응답자 구분

농어 경 리 수단

응답자 담당 업무 구분
체

(n=112)농정

(n=84)

지역개발‧경

(n=28)

농어  경 계획으로 계획  리 22.6 35.7 25.9 

조례로 지원하는 지구 지정 7.1 7.1 7.1 

경 보 직불제와 연계한 경 작물 식재 16.7 3.6 13.4 

별도의 경 사업 신설 33.3 39.3 34.8 

기존 농어 개발사업을 통한 리 19.0 10.7 17.0 

기타 1.2 3.6 1.8 

합  계 100.0 100.0 100.0 

표 15-6.  가장 효과적인 농어촌 경관관리 수단
단위: %

◦ 단위사업에 의거해서만 경관관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궁극적으

로는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제도 및 경관관리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농어촌의 경관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현행 국토계획법의 한

계를 보완하여 농어촌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지이용관리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5.2. 향후 정책 과제

◦ 이상에서 언급한 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6년 

마련한 바 있는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의 내용들을 재점검하는 작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21) 업무 성격에 따라 농정 분야와 지역개발‧경 리 분야로 응답자를 구분하여 집계한 결과, 

농정 담당자보다는 지역개발‧경  담당자가 경 사업 신설  농어  경 계획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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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6>에 제시된 경관개선종합대책을 보다 정교화하여 현장 적용

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2009).

그림 15-6.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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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차원의 경관보전 활동을 활성화하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

– 경관보전직불제 자체에 대해 부분적인 개선책을 도입할 수는 있으나,22) 

그것이 경관관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궁극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작물 이외의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

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23)

– 단기적으로는 경관관리 활동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에 대해

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작물재배 이외에 보다 다양한 활동을 추진

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별도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 

마을에서는 현행 경관보전직불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경관관리 성과가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형태로 보

다 높은 수준의 경관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 토지이용제도와 연계하도록 농어촌활력증진지구 등의 수단을 도입하여 

농어촌 마을 특성에 맞으면서도 보다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24)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토계획법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므로 향후 도

입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책 마련과 병행하여 지자체 나름대로도 경

관관리 활동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경관관리는 한 단계씩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학습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지자체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및 실무 담당자들이 이러한 

22) 경 작물 범 를 분명히 규정하여 명백한 소득작물을 지원 상에서 제외한다거나, 직불  단

가를 차등화하여 청보리 등의 작물은 지원 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 

한 ha당 30만원의 지원 으로 추진되는 마을경  보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업지구에 한 사

후 인 리를 엄격히 하여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도 부분 인 안이기는 하다.

23) 무엇보다 작물에 한 생산비 보조 성격을 갖는 행 경 보 직불제의 지원방식을 더 이상 

확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4) 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개의 용도지역을 행 로 유지하되, 용도지구를 농어

산업활성화지구, 농어 휴양지구, 축산발 지구, 농어 경 지구 등 농어 의 공간 특성에 

맞게 추가 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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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25)

– 특히 특정한 사업지구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관보전직불제

를 비롯한 각종 경관관리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 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경관보전직불제에만 의지하기보다는 별도의 경관 가꾸기 사업을 지자체

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의 예산사업이 만들어진 후 추

진하기보다는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먼저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사업

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예컨대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농어촌 경관 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마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지자체 차원의 사례가 축적될 경우 정부 차원의 보다 폭

넓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작업도 용이해질 수 있다. 

◦ 또한 지자체에서는 경관 분야 업무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

야 한다.

– 경관 분야 업무의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문제26)를 극복하도록 통합

적인 업무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 농어촌의 경관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가꾸고 활용하는 활동에는 민간 주

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자체의 파트너로 활동할 민간 

주체들을 사회적 일자리 방식 등을 통해 지원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25) 이러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에 해 앙에서는 마을‧경  리 활동을 체계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문가를 활용한 교육, 컨설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경 맵, 

경 가이드라인같이 주민들이 경 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 로그램을 발 시키고 

보 하는 것도 요구된다.

26) 경 보 직불제 업무는 체로 농정 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농어  경  분야와 

히 련되는 농 개발사업의 경우는 지역개발과 는 건설과 등의 조직에서 담당한다. 

한 경 계획 련 업무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추진하며, 일부 지자체는 경 리 조직(별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서 담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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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 발전과 농촌 학교의 관계

◦ 우리 경제가 도시 중심의 2·3차 산업 위주로 발전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촌 경제가 침체되면서, 지난 50년 넘게 농촌인구의 유출은 농촌 학교 

학생수 감소로 이어졌다.

◦ 농촌의 열악한 사교육 환경과 더불어, 소규모 농촌 학교의 교육의 질이 

저하되면서 도·농간의 학력격차가 심화되었다. 그에 따라 농촌 주민들은 

학교를 불신하고 자녀를 도시로 보내게 되었다.

◦ 자녀의 도시 유학은 부모들까지도 도시로 나오게 만드는 이농의 원인이 

되며, 그로 인해 농촌인구는 계속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

어졌다.

농촌학교 교육문제

자료: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2002. 농어촌 교육 발전방안 연구. 재구성

그림 16-1.  농촌 발전과 농촌 학교의 관계 

◦ 농촌 학교 교육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농촌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농촌주민 이촌의 

주된 이유가 자녀교육에 있으며, 도시지역 청장년이 귀촌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역시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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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방에서는 폐교 직전의 농촌 학교가 다시 살아나면서 농촌지역이 

살아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농촌 학교를 통해 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농촌 학교 현황과 문제

◦ 농촌 학교에는 농촌(행정구역상 읍면)에 위치한 초·중·고· 대학교가 모두 

포함되지만, 이 글에서는 전통적으로 농촌의 문화중심지로서 의미가 깊고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성 측면에서 관련성이 높은 초등학교를 중

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2.1. 기본 현황

◦ 2000년 이후 전체 학교수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농촌 학교수는 지속

적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대 초기만 해도 농촌 학교는 전체 학교수의 

절반이상(51.1%)을 차지했지만,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

합 정책에 따라 2008년에는 44.8%를 줄어들었다<표 16-1>. 

– 농촌 학교수는 2000년 2,691개에서 2008년에 82개가 줄어 2,609개였다. 

반면 도시 학교수는 동일기간 24.4% 증가하였다. 

– 농촌에서도 동일 기간 읍지역의 학교수는 오히려 15.2% 늘어났지만, 면

지역, 그리고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수 감소가 컸다. 

– 본교기준으로 전국 읍(212개)소재 평균 초등학교수는 2.9교, 면소재 평균 

초등학교수는 1.34교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1). 전국 1,205개 면 가운데 

21개면은 초등학교가 없으며, 그 중 14개 면은 분교도 없었다.2)

1) 소규모학교의 정규모화를 한 종합 인 육성방안 추진(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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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학교수 변화

도시지역 2,576   2,722   2,883   3,083   3,204   24.4%

농 지역 2,691   2,662   2,658   2,650   2,609   -3.0%

읍지역 539   593   620   617   621   15.2%

면지역 1,676   1,706   1,672   1,642   1,605   -4.2%

도서벽지 476   363   366   391   383   -19.5%

    체 5,267   5,384   5,541   5,733   5,813   10.4%

  주: 학교수 변화율 = 
년통계치

년통계치년통계치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0~2008. 교육통계연보.

표 16-1.  2000년 이후 지역규모별 학교수 변화 
단위: 교

◦ 2002년 이후 전체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농촌 학교 학생수의 

감소가 도시 학교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2008년 현재 전체 학생 중 

농촌 학생은 16.6%를 차지하고 있다<표 16-2>. 

– 농촌 학교 학생수는 2000년 706,705명에서 2008년 609,385명으로 13.8%가 

감소한 반면, 도시 학생수는 동일 기간 7.6%가 감소했다.

– 도시 학생수도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동일 기간 읍지역 학생은 오히려 

늘어나(+3.1%), 다른 농촌지역(면지역, 도시지역)의 급격한 학생수 감소 

추세와 대조적이었다.

지역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학생수 변화1)

도시지역 3,313,286  3,423,750  3,416,989  3,278,159  3,062,822  -7.6%

농 지역 706,705   714,616   699,206   646,884   609,385   -13.8%

읍지역 319,742   361,577   372,773   345,369   329,647   3.1%

면지역 325,482   301,893   276,302   252,696   230,100   -29.3%

도서벽지 61,481   51,146   50,131   48,819   49,638   -19.3%

    체 4,019,99   4,138,366  4,116,195  3,925,043  3,672,207  -8.7%

  주: 학생수 변화율 = 
년통계치

년통계치년통계치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0~2008. 교육통계연보.

표 16-2.  2000년 이후 지역규모별 학생수 변화
단위: 교 

2) 등학교 없는 면(강기갑 의원실 보도자료.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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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 환경

○ 농촌 학교가 도시 학교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은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도시보다 적어 이상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는 있지만, 정도가 과하여 과소학급(10명 이하 학급), 

나아가 복식학급(복수학년이 한 학급 구성)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16-3>. 

–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30명이 넘는 도시 학교에 비해 농촌 학교는 20명 

이하다. 다만 읍지역은 도시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

– 하지만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면지역은 전체 학교의 36.8%, 

도서벽지는 56.7%였다. 이에 따라 면지역은 과소학급이 전체학급의 

42.7%, 도서지역은 75.9%를 차지하였다.

– 소규모 학교는 앞으로도 점차 증가하여 2010년 농촌 학교(초·중·고)의 

43%, 2015년에는 50%, 2020년에는 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3) 

지역구분 학 당 학생수 소규모 학교a 과소 학 수b 복식 학 수

도시
도시 31.1 59  (3.7) 17  (1.1) 17

소도시 34.4 145  (9.0) 50  (3.2) 52

농

읍 29.3 89 (14.3) 115 (17.9) 132

면 18.1 590 (36.8) 743 (42.7) 569

도서벽지 14.6 217 (56.7) 523 (75.9) 866

체 30.2 1100 (18.9) 1,448 (23.3) 1,636

  a: 분교 413개(도시 12개, 농촌지역 401개)는 포함되지 않았음.
  b: 학급당 학생수가 10명 이하인 학급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8. 교육통계연보.

표 16-3.  지역규모별 주요 학교 규모 지표 
단위: 명, 교, 개 (%)

 

◦ 소규모 학교에서의 과소학급, 복식학급은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곤란하게 한다. 

무엇보다 학급편제, 교직원 인사·배치, 업무분장 등 학교 경영상의 애로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농촌 학교 근무를 기피하게 만든다

<표 16-4>.

3) 교육인 자원부. 2006. 농산어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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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 많아요4)

시내에 비하면,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업무가 5

배 정도 많은 거 같아요. 거기선 한 가지만 맡았지

만, 여기는 인원수가 적으니까.(D초등학교 교사)

그런데 사무가 좀 많지요, 업무가 공문이 아침 10

시쯤 와도 12시까지 보내라, 뭐 이런것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가 한 주임이 해야 할 일

을 다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방과

후학교만 하지만, 먼저 6학급 학교에서는 윤리업

무 다하고 또 보건업무 다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

까 선생님들이 공문 쓰다가 볼 일을 못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시간을 많이 빼먹지요. 특히 공문

이 그래요, 급하게 갑자기 오는 게 많으니까(K초

등학교 교사).

– 한만길 등(2008)의 농촌 학교 교사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일부는 자신

이 원해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농촌 학교 교사는 행정상의 배치

(신규배치나 순환근무)에 의해(65.4%), 또는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승진

상의 가산점 때문에 농촌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지역구분
신규배치에 

의한 배정

순환근무제에 

의한 배치
승진 가산

본인이 원해서

(생활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기타

읍 32.8 24.5 11.2 20.7 10.8

면 37.6 18.9 12.0 18.2 13.4

도서벽지 26.2 7.7 56.9 4.6 4.6

체 34.5 20.9 14.6 18.5 11.5

자료: 한만길 등. 2008. 농어촌 교육복지 실태분석 연구: 초·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표 16-4.  농촌 학교 교사의 현재 학교 근무 이유 

– 또한 농촌 학교에 장기근

무하고자 하는 교사 비율

은 40% 정도였고, 도서벽

지로 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44%

의 교사가 타지역에 거주

하며 통근을 하고 있었는

데, 그 이유는 주로 자녀

교육(37%)이나 문화생활

(22.6%)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 학

교 교사들은 농촌 학교의 

근무여건과 관련하여 ‘공

문처리가 많다’. ‘잡무로 수업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다(한만길 2008)<표 16-5>.

4) 한만길 등(2008)의 보고서의 교사 인터뷰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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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장기근무의사 타지역 거주

읍 44.3% 41.6%

면 37.4% 47.5%

도서벽지 31.3% 41.5%

   체 40.4% 44.2%

자료: 한만길 등. 2008. 농산어촌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초·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표 16-5.  농촌 학교 교사의 장기근무의사, 타지역 거주 비율

◦ 농촌지역 학생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보습학원이나 예체능학원 등 사교육

시설이 부족하여 도시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며, 이는 

도농간 학력차이를 심화시키고, 도시지역으로의 유학을 부추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5).

– 기초생활권6) 세 유형간 사교육 여건(컴퓨터학원, 보습학원, 예능학원)을 

비교한 결과 농산어촌이 도농연계형이나 도시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이었다<표 16-6>.

사교육 지표
기 생활권

평균
농산어 형1) 도농연계형2) 도시형3)

컴퓨터학원 분포(개소/㎢) 0.0 0.0 0.1 0.0 

보습학원 분포(개소/㎢) 0.0 0.3 2.3 0.7 

능학원 분포(개소/㎢) 0.1 0.3 2.5 0.8 

  주: 1) 인구 10만 명 미만 군지역으로 농산어촌적 성격이 강한 지역
2) 행정구역상 동으로만 구성된 일반시나 농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구 20만 명 미만의 

일반시, 인구 20만 명 미만 도농복합시, 중소도시와 연계가 많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군 
지역

3) 대도시에 인접해 있으며 대도시 통근·통학권역에 포함되는 시지역과 인구 20만 명 이상의 
거점도시 지역

자료: 송미령, 김광석, 박주영. 2010.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재구성.

표 16-6.  농촌과 도시의 사교육 여건 비교

  

5) 박 식, 최경환, 박주 . 2009.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 추진평가  제2차 기본계획 수

립 연구. 한국농 경제연구원.

6) MB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서는 국을 역시 이외 지역을 기 생활권이라 구분하여 근하고 

있다. 그리고 기 생활권 내에서도 시․군 단 별로 인구규모와 심도시로부터의 거리 기 에 

의해 도시형 기 생활권, 도농연계형 기 생활권, 농산어 형 기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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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농촌지역 학부모의 자녀의 사교육 기회에 대한 만족도도 

도시지역 학부모에 비해 낮았다(박대식 2009). 사교육 기회에 대하여 

도시지역 학부모의 불만족 비율이 29.7%(만족 13.5%)인데 반해, 농촌은 

46.7%(만족 7.0%)였다.

2.3. 교육 성과

◦ 소규모 학교운영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와 교사들의 근무기피, 그리고 학

교외 사교육 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도·농간 학력격차가 발생하였다.

– ’02년~'07년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면 도

시와 농촌 학생들간의 기초학력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도시 학생에 비해 낮았다. ’07년 조사결과를 

보면 읍·면지역의 읽기 및 쓰기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중소도시의 

2배 이상이었다<표 16-7>.

역

지역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미도달 

학생수

미도달

비율

미도달 

학생수

미도달

비율

미도달 

학생수

미도달

비율

미도달 

학생수

미도달

비율

미도달 

학생수

미도달

비율

미도달 

학생수

미도달

비율

읽

기

도시 1,079 3.3 309 3.1 288 2.7 262 2.9 214 2.4 213 2.4

․소도시 726 2.7 141 2.2 276 2.8 114 2.0 123 2.2 145 1.6

읍․면지역 681 5.5 216 5.2 109 3.9 196 4.2 124 2.8 102 3.6

쓰

기

도시 914 2.8 338 3.4 275 2.6 228 2.5 161 1.8 130 1.5

․소도시 630  2.3 173 2.7 248 2.5 109 2.0 113 2.0 87 1.0

읍․면지역 615  4.9 264 6.3 118 4.2 176 3.8 113 2.5 56 2.0

기

수
학

도시 2,066 6.3 454 4.5 452 4.2 414 4.6 332 3.7 214 2.4

․소도시 1,599  6.0 271 4.3 413 4.2 208 3.7 222 4.0 208 2.4

읍․면지역 1,266 10.2 339 8.1 214 7.6 348 7.5 288 6.4 102 3.6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8. ’07년 초등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발표. 보도자료(7.15.).

표 16-7.  지역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수(명)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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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녀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지역에 비해 낮

았고, 이는 이촌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촌지역 주민의 자녀교육 여건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13.9%(불만족 36.0%)로 도시(만족 20.5%, 불만족 

24.3%)보다 적었다.

– 농촌주민들의 이촌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교육이었다<표 16-8>.

구분 이농이유별 2003 2005 2007

체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아서 3.5 3.2 11.9

자녀들 교육을 해서 29.9 30.5 39.5

소득이 어서 30.2 31.1 13.8

농사가 더욱 어려워 질 것 같아 25.2 19.2 9.4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 1.9 7.4 8.6

40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아서 2.2 2.2 1.7

자녀들 교육을 해서 37.8 45.1 55.1

소득이 어서 26.7 22.5 13.1

농사가 더욱 어려워 질 것 같아 25.6 13.8 3.6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 4.4 9.3 11

자료: 농촌진흥청. 2003~2007. 농촌생활지표조사

표 16-8.  농촌 주민들의 주요 이촌 이유
단위: % 

 

3   농촌 학교 활성화 요인

◦ 농촌 학교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농촌 학교에 대한 사례조사와 더불어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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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활성화 사례 조사

◦ 언론(신문, TV)보도, 관련 선행연구,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정책

에서 성공사례로 언급된 학교들을 정리한 후, 이 중 5개를 선정하였다.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면담일자를 정한 후 연구진이 방문하여 학교장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한산초등학교]7)

◦ 학교 활성화 과정

– 2000년 3월, 전교생 27명 3개 복식학급으로 폐교가 결정된 학교에 새로 

교장(정연탁)이 부임한 이후 지역사회 유지(대학교수, 마을 이장, 동문

회장)와 성남시내 시민사회단체(동화를 읽는 어른 모임)가 주축이 되어 

학교를 살려냈다.

– 2000년 10월부터 교장이 성남지역 학교를 일일이 방문하여 학부모 대상

으로 남한산 초등학교로의 전입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하였다. 이후 뜻 

있는 교사들이 합류하였고, 20여 차례 학부모 토론회를 통한 남한산 초

등학교 만들기 기초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 

도교육청, 시교육청, 교육시민단체, 도의회 등이 참여하여 새학교 만들기 

방안을 협의하였다.

– 2001년 3월 103명의 학생으로 6개 학급 개학, 유치원 재개원 등으로 

2009년 12월 현재 15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 학교의 특징

–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함께 일구는 학교: 교사, 학부모 공동으로 교육문

제를 논의하고, 교육계획을 입안·평가하는데 학부모를 참여시키며, ‘남

한산 학부모 다모임’ ‘남한산 아카데미’ 등 학부모와 교사 공동의 정기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의 다양한 체험중심 활동에 학부모 

및 전문가 지원인력풀(30명)을 구성하여 자원봉사자로 참여시키고 있다.

– 자율적인 교사문화: 민주적인 교사 주례회의, 방학중 교사 자체워크샵 

등 교사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천적 대안을 

7) 경기도 주시 부면 소재(http://www.namhansan.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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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 나가는 자율적인 교사문화가 존재한다.

– 특색있는 학교프로그램 운영: 통합학습(교과통합, 학년통합, 영역통합) 

프로젝트 수업, 블록수업시간제(80분 수업, 30분 휴식) 운영 및 토요체

험학습, 여름·겨울방학 계절학교, 시설봉사체험 등 정규교육과정의 재구

성 및 다양한 방과후 활동과 재량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남한산 초등학교 인근 지역사회의 변화8)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남한산초등학교가 알려지면서 전입이 계속적

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 살리기를 

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점점 밀려드는 전입생 

때문에 지역사회도 변하기 시작했다.

남한산성 내에 위치한 학교 주변은 신·증축 

불가 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나마 상가지역이라 

음식점이나 찻집 외에 일반 주택은 거의 없다. 대개 전입하는 가정은 상가의 반지하방, 

도심으로 떠난 사람들이 남겨놓은 빈집, 무허가 집에 세를 드는데, 그나마 물량이 많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남한산 초등학교 학구는 산성리를 포함해 주변 세 개 리(里)이다. 가족 전체가 이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부모의 전출로 이사를 가게 되면 아이도 전학을 보내는 등, 까다

로운 조건이 붙었지만 전입학의 문의와 시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덕분에 지역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학교는 다시 지역사회의 문화와 소통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남한산성 지역에 활력을 주

었다. 시들었던 마을 축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일부러 오는 전입생도 있지만 지역주민 중에서 도시로 떠났던 자녀들이 학부모가 되어 

다시 시골로 오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마을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도시생활과는 다른 시골생활의 독특한 삶을 즐기고 있다.

8) 임연기 등. 2009a. 농산어  학교운  우수사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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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내용

-주제가 있는 월별 연수: 생태교육, 

발도르  교육, 성교육, 문학교육, 

술교육, 생태철학, 미디어비평교육

-담임과 함께하는 학년별 연수

-정기연수

실시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상 거산 등학교 교사  학부모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거산 초등학교에

는 매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

는 연수가 있다. 

이는 학부모와 교

사의 학교에 대한 

시각을 일치시키고 교육철학과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담보

해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학부모의 자기자식

에 대한 이기주의와 같은 거시적인 학교 운영의 철학에 맞

지 않는 잘못된 교육법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산의 교육주

체로서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간다.

[거산초등학교]9)

◦ 학교 활성화 과정

– 1992년 본교에서 분교로 전락한 이후 교육당국은 지속적으로 인근 학교에 

통폐합하려고 하였다. 이에 2001년부터 천안·아산지역의 학부모 모임(독

서 모임)의 주도로 활성화가 시도되었다. 4학급 34명의 학생이 재학하여 

복식수업을 해야 했던 거산 분교는 과밀화된 도시 공교육의 한계를 절

감한 교사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이 합세하여 2002년 96명의 학생들이 전

학해 왔다. 이후 본교 격상운동을 실시하여 2005년 3월부로 본교로 격상

하였다(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된 최초 사례)10).

– 현재 14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35명의 지역 학생외에 대다수 학생이 

천안, 아산 등에서 통학하고 있다.

◦ 학교 특징

– 상향식 학교운영 풍

토11): 대다수 교사가 

전교조 출신으로 농

촌교육에 대한 열의

를 가지고 있고, 농

촌 학교 교육과 관

련한 체계적 연수를 

받아온 교사들이다. 

학부모들 역시 대안

9)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소재(http://www.keosan.es.kr)

10) 1935년 설립 이래 54회 졸업생을 배출해 오던 거산국민학교는 인구의 도시유출로 인해 

1992년 분교로 락하 다. 이후 인근 송학면 동화리에 치한 동화분교장과 함께 통폐합하

려 했으나 동화분교장만 송남국민학교에 통폐합되었고 거산분교장은 통폐합에 반 하여 왔다. 

그 후, 1996년 송남국민학교가 송남 등학교로 개칭되면서 거산분교장 통폐합을 놓고 이를 

추진하는 교육당국과 학교를 지키려는 학부모들의 끈질긴 다리기가 계속되다가, 2002년 들

어 거산분교장은 새로운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임연기 등. 2009a).

11) 이를 해 박장진 교장은 권한 임형 리더십, 상황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한다. 열의가 있

는 교육주체들의 역량을 꺽거나 다른 방향으로 힘들게 끌고가려 하지 말고 선순환 구조를 만

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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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학생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았다. 이런 교사와 학부모들의 열의를 다양

한 토론과 참여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하여 학교교육이 상향식으로 운영

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교내 갈등이 없고, 학부모들 민원이 없어졌다. 

–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지역사회·전문가·시

민단체 등과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예: 텃밭 가꾸기(유기농민 협력), 동물 기르기(수의사 지도), 꿀

벌 기르기(양봉전문가 협력), 거산 가족 한마당(학부모 참여) 등).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사서도우미, 학습부진아 동아리, 생태학

습도우미, 각종 동아리 지도교사로 활약하고 학생 통학을 위해 차량(45

인승 2대)을 운영하고 있다.

– 독서·글쓰기 프로그램과 체험중심의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과단위 시간이 주당 3시간 이상인 교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환경생태

교육, 농촌체험, 미술체험, 문화예술체험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재미와 

즐거움이 넘치는 계절체험학습(여름 체험학습 3일, 가을 체험학습 3일), 

행사체험학습(뒤뜰야영, 학교 축제) 등도 실시한다.

[면온초등학교]12)

◦ 학교 활성화 과정

– 2005년 폐교 직전(당시 학생 21명)이었던 학교로 당시 강원도교육청은 봉

평면의 봉평초등학교와 통합을 추진했고, 학부모들도 폐교에 동조하는 분

위기였다13). 2006년 새로 부임한 교장(서대식)은 학교 인근의 민족사관고

등학교와 지역 내 레저휴양시설업체, 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들을 찾아다니며 학교 살리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리

고 교사들이 열성적으로 학교 회생에 발 벗고 나서자, 모두들 흔쾌히 후

원을 약속했다. 면온초등학교가 다시 살아난 이후 봉평면 주민, 지역출신

자, 동문, 지역유지 등의 힘을 모아 봉평중·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120억원 

투자 유치도 하였다. 이를 통해 매년 초등학교 졸업 이후 외지(원주)로 빠

12) 강원도 평창군 평면 소재(http://www.meonon.es.kr/)

13) 당시 학교운 원장(조성철)은 “당시 시설투자가 안돼 비가  새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복식수업까지 받게 되자 학부모들이 폐교시키라고 민원을 낼 정도로 여건이 열악했다”고 말

했다(농민신문. 20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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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학교에서 학생들이 떠나는 이유14)

학부모와 학생들이 (농촌)학교를 떠난 이유가 단지 사회적 환경 때문만은 아니다. ‘학교

의 가치’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제대로 논의하거나 합의해 본 적이 없고, 기존 교육과정

과 교육방법이 학생들에게 흥미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 내 관료주의에서 비롯

된 것이다. 학교 내 관료주의는 ‘학교의 사사화(私事化), 교육의 행사화, 교사의 석고화’

로 풀어서 말할 수 있다. 학교의 사사화는 학교와 교실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그들(교장 

또는 교사)만의 왕국’을 뜻한다. 교육의 행사화는 인사권을 지닌 교육청에 잘 보이기 위

해,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되기보다 각종 이벤트성 행사들에 치중하는 학교행정을 가

리킨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석고화는 ‘그들만의 왕국’에 갇혀 전문성을 상실해 가는 교

사 집단을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관료화의 근간엔 무분별한 ‘공문’이 자리잡고 있다. 

한달에 한 교사가 받게되는 공문은 200여 통에 달한다. 읽기에도 벅찬 개수다. 과도한 

공문은 교사가 학생에게 집중하기보다 행정업무 처리에 집중하게 만든다. 공문처리에 

바쁜 교사들은 수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교장이나 교감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중심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할 학생은 자연스럽게 소외된다.

져나가던 학생들을 지역학교로 연계시킬 수 있게 되었다.

– 2009년 12월 현재 15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이중 18명만이 지역 

학생이며, 나머지는 외지학생으로 서울·경기권이 85%이다.

◦ 학교 특징

– 학부모의 교육 참여: 대다수가 교육을 이유로 외지에서 유입해 온 부모

들이기에 일상의 무료함과 더불어 학교교육에 대한 지나친 관심(비판적 

시각)을 가지기 쉽다. 하지만 학교는 이들의 교육열의를 긍정적인 학교 

참여(학교 발전의 동반자)로 활용하였다.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어 학

교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동시에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였으며, 재능 있는 

학부모를 학교 강사(13명)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각종 기업의 지원(8억)

으로 이루어지는 외부강사초빙 프로그램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부모들을 

참여시켰다(오전: 학부모 교육, 오후: 학생 교육).

– 지역자원의 활용: 민족사관고 학생·인근 스키장 직원·작가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

– 5G(Gaily, Genius, Global, Green, Governance) 프로그램: 야간돌봄, 주말

14) 서길원 작은학교 교육연  표 인터뷰(한겨 신문 2009년 5월 1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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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멘토링15) 학습 등으로 기초학습능력 향상과 더불어 돌봄기능을 

가미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Gaily 교육). 이밖에 영어교육(Global 교육), 

재능교육(Genius 교육), 체험중심 환경교육(Green 교육)과 더불어 찾아

가는 문화활동(서울 소재 각종 문화·예술시설 방문, 지역의 명소 방문), 

찾아오는 문화활동(기업체, 각종 동호회, 대학동아리의 학교 방문을 통해 

연극, 음악 발표회 등 개최) 등을 실시한다.

[조현초등학교]16)

◦ 학교 활성화 과정

– 학부모들 대부분이 농업과 상업 등에 종사하는 이 학교는 폐교 위기에 

몰린 적은 없지만 도시 학교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늘 정체돼 왔다. 하지만 2007년 교장 공모제17)에 의해 전교조 

출신의 한 평교사가 새로 교장(이중헌)으로 부임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

났다. 2007년 9월 교장이 온 후 6개월 동안 교장과 교사들은 새로운 

학교 탄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노력으로 이 학교만의 독특한 프로그

램인 ‘꿈자람 교육과정’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 

프로그램, 교육비 추가부담 면제 등 확실한 교육복지를 실현시켰다.

–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조성, 그리고 초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학생수가 2006년 98명에서 2009년에는 130명으

로 증가하였다. 지난 2년간 150~180명의 전학면담을 받았지만, 학교 수

용 능력 부족, 학교 주변에 새로 들어와 살 집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20명 정도만 추가로 받았다. 

15) 민족사 고등학교 학생과 1주일에 두 번씩 교류하게 하고 있다.

16)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 리 소재(http://johyeon.es.kr/)

17) 승진에 의한 임용방식을 벗어나 공개모집을 통해 유능한 교장을 발굴하기 해 도입한 제도

이다. 정년퇴직을 앞둔 교장이 있는 학교가 우선 상이며, 상학교는 학부모의 찬반의견을 

수렴해 공모제 신청여부를 교육청에 보고한다. 2007년 9월에 도입되었으며, 재 392개 학

교에서 시범 운 되고 있다. 공모제 유형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 빙형’, 

경력 15년이상의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외부 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의 세 가지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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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특징

– 조현 꿈자람 교육과정: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육과정 9형태(디딤돌 학습, 

문화예술학습, 생태학습 등)와 학력향상, 독서교육, 인성교육 분야 등 10

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에 숲속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산책로·생태쉼터·야외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농장, 

생태연못, 테마식물원을 조성하여 체험·관찰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 꿈나무 학교: 저소득, 결손가정(전체 학생의 25%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

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과 정서지도를 해주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꿈나무 학교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 학년 전담제: 전체 교사가 1~6학년중 1개 학년을 연속적으로 담임을 맡

는다. 이를 통해 매년 학년 교육과정의 수정과 재구성, 교과별 수업모델 

적용, 학습자료와 학습지 개발, 학습준비물 완비, 학년별 필독도서 및 교과

관련 도서 구비, 교과과정의 지역화 및 특성화 등 학년의 전문성을 신장

시키고 있다.

작은학교 교육연대18)

농촌 소규모 학교 교원들을 중심으로 

매년 두 차례씩 각 학교의 사례를 

공유하고 작은 학교가 나아갈 방향

과 학교교육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접근을 토론(작은학교간 워크샵)하는 

모임(2005년 7월 출범)이다. 회원 학교

로는 남한산초등학교, 거산초등학교, 

조현초등학교, 삼우초등학교, 상주남

부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별량초등

학교 송산분교 등이다.

18) http://smallscho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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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초등학교]19)

◦ 학교 활성화 과정

– 1946년 개교 이래 한때 전교생이 200여 명까지도 갔었지만, 농촌인구 

감소와 더불어 2007년에는 전교생이 25명으로 급감해 폐교위기를 맞았다. 

2007년 평생교육담당 장학사 출신의 현 교장(서기봉)이 부임하면서 평생

교육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농촌 학교 활성화에 접목시켰

다. 총동창회를 다시 부활시켜 학교 살리기에 동문들이 나서게 만들었

고, 면장·군의회 의원 공동으로 ‘찾아오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하였으며,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습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학교를 살려냈다. 

– 2007년 폐교직전이었던 학교(학생수 25명)는 3년 만에 학생수 125명의 

학교가 되었다. 지역주민 자녀 외에 100여 명의 학생이 전주시 등 외지

에서 유입된 것이다. 현재는 1, 2학년은 전학생을 받지 못할 정도이고, 

학교 입학을 위한 우선권을 받기 위해 유치원부터 너무 몰려서 선별적

으로 받고 있다.

◦ 학교 특징

– 주 5일제 수업실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교시 수업실시 및 방학기

간을 단축하여 주 5일 수업을 한다. 그리고 토요 설레임학교(가족단위 

교육: 8개 프로그램), 일요 신바람학교, 야간 반딧불학교, 찾아가는 마을

사랑학교 등 모든 토요일, 휴업일에 학부모·주민 평생학습 및 부모와 함

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인근 교회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아리랑 한글사랑방, 노인건강교실, 어르신 컴퓨터교실, 이성골 소리문화

교실, 이성골 바둑문화교실, 이성 아카데미(바이올린, 수영, 태권도),  

이성골 선비문화체험교실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연간 790여 명이 참여). 

19) 북 완주군 이서면 소재(http://www.iseong.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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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촌 학교 설문조사

3.2.1. 조사 및 분석 개요

◦ 일방화시킬 수 있는 농촌 학교 활성화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명하기 

위해 농촌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교육부(2006)의 각급학교 주소록을 기초로 230개 초등학교를 선정20)하여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 총 85개 학교가 응답하였고(응답률 37.0%), 이 중 불성실응답 사례학교 

1부를 제외하고 84개 학교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설문지는 크게 학생수 변화상황과 농촌 학교 활성화관련 변인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농촌 학교 활성화관련 변인을 한만길(2008), Barely 

등(2007), Masumoto(2009) 등의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

출하였다. 농촌 학교 활성화관련 요인은 크게 일곱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 도시와의 거리, 지역주민의 학력·경제력 수준, 

지역의 사교육·문화·체육시설 여건, 학교규모, 결손/취약계층 비율, 다문

화가정 비율

– 교장의 기본특성: 성별, 연령, 교육경력, 현재 학교 근무년수, 장학/연구

관(사) 경험, 최종학력, 교장임용유형, 교원단체 가입경험, 거주지역

– 교사의 기본특성: 성별, 연령, 교직경력, 현재 학교 근무년수, 가입교원 

단체종류, 거주지역

– 교장의 역량: 학교비전, 리더십유형, 교사와의 교류, 학부모와 지역주민

과의 교류, 농촌개발사업 참여

– 교사의 역량: 농촌 학교에 대한 전문성, 교장 리더십에 대한 참여, 학생

에 대한 기대수준, 농촌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 학부모·지역주민의 역량: 학교에 대한 지원, 학교행사에 대한 참여, 혁신

의식, 자녀에 대한 기대

20) 조사 상 학교  1/2은 각종 정책사업에 선정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학교, 1/2은 무작  표집

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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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개설프로그램: 학생 프로그램(기초학습 부진아, 성적우수자, 결손가정, 

자존감 회복, 직업체험, 문화·예술체험, 지역배우기, 학생자치·동아리, 방과

후 공부방, 도시학교 교류, 방학중 특별프로그램), 주민프로그램(학업·진로

상담, 사회교육, 문화·예술·체육, 시설개방)

리더십
- 공유된 미션과 목표
- 변화 진자로서 교장
- 수업 리더로서 교장

수업

- 개별화된 수업
- 수업을 한 다양한 자원
-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연계
- 특별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한 

로그램
- 기 어 학습자를 한 로그램
- 학생의 학습을 한 구조  지원

교사 문
성

- 교사 채용
- 교사의 근속
- 교사 문성 개발
- 교사간 동
- 학교(교장) 리더십에 교사의 극  
참여(몰입)

학교환경

- 학생 자료 사용
- 학생들의 높은 기
- 부모의 참여
- 안 하고 건강한 학교
- 훈육

농촌 학교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 한만길 등(2008)이 “농산어촌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초·중학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농촌 학교 혁신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 혁신의 계기와 동력을 

① 새로운 학교비전 설정, ② 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③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

의, ④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유도, 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⑥ 각종 연구학교, 

시범사업 참여 등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었다.

○ Barley 등(2007)의 “농촌 학교 성공요

인” 연구에서 매우 열악한 농촌 환경에

서도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교를 

선정하여 농촌 학교를 대상으로한 연구

에서 이들 학교의 성공요인을 4개 영역

에 19개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그

들은 성공사례 학교 방문조사를 통해 

대다수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으로 ① 학교와 지역사회

의 밀접한 관계, ② 교사들의 장기 근

속과 학생들에 대한 높은 기대, ③  교

장의 리더십, 학생에 대한 자료활용, 부

모의 참여, 학교의 학업성취 지원구조, 

방과후 활동에 대한 강조, 돌봄문화 등

을 들었다.

○ Masumoto(2009)는 고빈곤지역이지만,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농촌 학교에서 

교장의 리더십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성공적인 농촌 학교에서 발

견되는 공통특징을 ① 분배적 리더십, 수업지원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등 급격히 

변화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맞는 리더십, ② 학교의 미션을 성취하고, 학생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메카니즘, ③ 명확하고 

직접적인 수업, 표준, 기대에 대한 강조, ④ 교사들의 능력, ⑤ 학생의 다양한 요구

지원시스템 등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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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분석에 있어 유의미성은 0.1 수준에서 판단하였다. 통상적으로 사회

과학에서는 0.05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연구는 학생수 변화와 관계변인을 

광범위하게 탐색한다는 차원에서 0.1 수준으로 하였다.

3.2.2. 분석결과

◦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에서 언급된 주요요인과 농촌 학교의 (최근 5년간)

학생수 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가

지는 변인은 28개가 있었다<표 16-9>.

련 변인
학생수 변화(최근 5년간)

피어슨 상 계수 유의도

학교･지역사회

특성

도시와의 거리 -0.360 0.001

지역주민의 학력 수 0.389 0.000

지역주민의 경제력 수 0.313 0.004

결손가정 학생 비율 -0.203 0.079

교사

기본특성

재학교근무년수 0.243 0.032

가입 교원단체 0.273 0.013

주체

역량

교장

역량

비 존재 0.228 0.041

학부모･지역주민 0.225 0.042

교사

역량

농 학생 이해 0.235 0.034

소규모학 0.342 0.002

학부모 교류 0.300 0.006

지역자원 활용 0.183 0.099

학생에 한 기 수 0.201 0.070

지역

주민

역량

재정 지원 0.243 0.028

인력 지원 0.321 0.003

시설･장비 지원 0.247 0.025

학교행사 참여도 0.379 0.000

신의식 0.368 0.001

자녀에 한 기 0.294 0.008

학교

로

그램

학생

로

그램

정규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0.309 0.005

자존감 회복 로그램 0.307 0.005

직업체험 로그램 0.231 0.037

문화, 술 로그램 0.215 0.052

지역배우기 로그램 0.217 0.050

학생자치･동아리 활동 0.218 0.049

방과후 공부방 로그램 0.190 0.087

주민

로

그램

학업･진로상담 0.377 0.000

사회교육 0.263 0.017

표 16-9.  학교/지역사회 특성과 학생수 변화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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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지역사회 특성: 농촌 초등학교의 학생수 증가는 도시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교이며 그리고 지역주민의 학력과 경제력이 높았고, 결손가정

학생이 적은 지역(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 교사 특성: 학생수가 증가하는 농촌 초등학교에는 상대적으로 현재 학교

에서 근무연수가 긴 교사가 상대적으로 많고, 전교조 가입 교사도 많았다.

◦ 주체 역량 

– 학생수가 증가하는 농촌 초등학교일수록 학교구성원이 공유하는 비전이 

존재하였고, 교장이 학부모나 지역주민과 교류가 많았다. 

– 그리고 교사들은 농촌학생에 대한 이해, 소규모 학급운영 능력, 학부모 

상담 등, 학부모와의 교류,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의 활용 

등 농촌 학교 전문성이 높았고, 학생들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았다. 

– 또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재정, 인력, 시설·장비 측면에서 지원이 

많았고, 학교 행사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였으며, 또한 혁신의식도 높았

고,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았다. 

◦ 학교 프로그램 

– 학생수가 증가하는 학교일수록 정규교육과정의 재구성 노력이 있었고, 

자존감회복 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역

배우기 프로그램, 학생 자치·동아리 활동, 방과후 공부방 활동 등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 학생수가 증가하는 학교일수록 학부모들에게 학업 및 진로상담 프로그

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역시 활발하

였다.

◦ 농촌 학교의 학생수 변화를 좀 더 간명하게 잘 설명해주는 변인군을 구명

하기 위해 상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학생수 변화에 따른 집단 구분(감소 집단, 유지 집단, 증

가 집단)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표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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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의 학생상담 등 학부모와의 교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의 

혁신의식이 떨어지고, 교육과정 재구성 노력이 활발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자존감회복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할수록 학생수 감소가 심화

되었다.

– 교사들이 학부모와의 교류와 관련한 전문성이 적더라도 소규모 학급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수록, 지역주민들의 학교행사에 대한 참여

도가 높을수록, 자존감회복 프로그램이 활성화 정도가 낮더라도 학부

모를 위한 자녀 학업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활성화될수록 학생수 

증가가 촉진되었다. 

변인

학생수 변화(기  집단=유지)

감소 증가

B Exp(B) 유의도 B Exp(B) 유의도

상수항 16.428 0.002 4.658 0.458

도시와의 거리 -0.919 0.399 0.179 -3.256 0.039 0.002

지역주민 학력 0.696 2.005 0.351 0.748 2.113 0.488

지역주민 경제력 -0.502 0.606 0.508 -0.335 0.716 0.698

교사 문성: 소규모 학 1.139 3.122 0.142 3.522 33.851 0.004

교사 문성: 학부모 상담 -1.406 0.245 0.029 -1.900 0.150 0.030

지역의 인력지원 -0.559 0.572 0.243 0.022 1.023 0.967

학교행사 참여도 0.589 1.802 0.344 1.568 4.797 0.064

지역주민 신의식 -1.326 0.266 0.094 -1.481 0.228 0.148

자녀에 한 기 -0.549 0.578 0.379 -0.961 0.382 0.254

교육과정 재구성 -1.389 0.249 0.069 -1.661 0.190 0.121

자존감회복 로그램 -1.824 0.161 0.064 -2.306 0.100 0.053

학업․진로상담 0.982 2.671 0.265 2.926 18.655 0.017

주: 1) LR χ2=69.446 df=24 sig=0.000 -2LL=88.007
2) 셀의 음영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

표 16-10.  농촌 초등학교의 학생수 변화관련 변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택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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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사 결론: 농촌 학교의 활성화 요인

◦ 농촌 학교의 사례조사를 통해 농촌 학교 활성화에는 혁신을 주도한 교장

의 리더십과 그 리더십을 따라주는 교사, 이들 학교구성원이 만들어낸 

농촌형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주민의 활발한 학교운영 참여가 중요하다

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농

촌 학교 활성화에는 학교의 도시와의 접근성도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교

사들이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면서 농촌 학생들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과 

함께, 전문성(학생에 대한 이해, 소규모 학급운영, 학부모와의 교류, 지역

자원 활용)을 발휘하면서 학교 변화를 주도하였다. 학교장은 학교 발전의 

비전을 설정한 후 지역주민과 교류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시켰고, 지역

주민은 높은 혁신 의식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인력, 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활성화된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해 자존감회복, 직업체험, 

문화·예술, 지역배우기, 학생자치․동아리, 방과후 공부방 프로그램 등, 도

시에서는 사교육으로 보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공교육을 통해 모두 

재공하고, 학생들의 학업․진로와 관련한 학부모 상담, 각종 사회교육 프

로그램 등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 농촌 학교 활성화에는 혁신을 주도할 교장의 리더십(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폐교 직전이던 학교가 불과 몇 년후에 학생들이 너무 몰려서 도시 학생

들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학교로 바뀐 경우, 이면에는 학교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끈 교장의 리더십이 있었다.

– 교사들이 초임시절 가졌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이들을 움직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나아가 학부모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그리고 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이 학교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를 

만들었다.



제

2

부

490 ● 녹색성장과 새로운 활로

– 학교 활성화 초기에는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활성

화된 후에는 혁신적 학교문화의 정착을 위해 교사들에 대한 권한이임과 

학부모와 지역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였다. 특히 교

사가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한데, 활성화 이후에

는 교장이 중심에 서지 않고 환경조성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혁신의 

분위기가 학교풍토로 자리잡도록 하였다.

◦ 농촌 교육에 열정을 발휘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 상당수 농촌 학교의 활성화가 교장의 리더십이 먼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교사들이 그 리더십에 동참해서 교육에 대한 열정을 발휘하여 학교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특히 도시 아이들, 학부모와 비교해 자신감이 부족

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농촌 아이와 학부모들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농촌은 떠나야 할 곳이 아닌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미래를 걸어볼 만한 곳임을 깨닫게 해주는 교사가 있기에 학교 변화가 

가능했다. 또한 학생의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특성

이 반영된 농촌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혁신적인 교장이 떠나간 이후에도 학교가 지속적

으로 활성화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학교의 의사결정이 상향식으로 이루

어지는 학교 풍토를 만들고 지켜낸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했다.

◦ 농촌에서도 아이들이 미래(희망)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농촌형 교육프로

그램이 구현되어야 한다.

– 활성화된 농촌 학교에서는 도시 학교와는 달리,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가정에서의 돌봄기능이 가미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더불어 사교육 없이는 힘든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해주고 있었다. 

– 자존감회복을 위한 인성교육,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 성공해야

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있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및 지역의 성공사례 등 지역 배우기, 지역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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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살 만한 곳이고 희망이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

어주고 있었다. 또한 농촌지역사회의 사라져가는 문화를 발굴, 보존하고, 

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농촌형 교육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었다.

◦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이 함께하는 농촌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 농촌 학교의 혁신이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

다. 학교를 혁신시킨 교장과 교사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지역주민의 혁신

적 참여가 보장된다면 그 학교의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 참여풍토 조성을 위해 대부분의 활성화된 학교는 먼저 

지역주민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학교에서 학생을 위한 질 높은 교육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동시에 그 프로그램의 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있었다.

– 농촌 학교를 학생을 위한 교육 이상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 오후 5

시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개방하고, 방과후나 

주말 등을 이용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교육, 

아이들 문제에 대한 상담지원을 통해 학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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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 학교 역할 강화 방안

◦ 농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 글에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현 정책들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또는 일부 보완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4.1. 농촌 학교 관련 정책 현황

◦ MB정부 들어 농촌교육 관련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교육정책

측면에서는 ‘교육복지정책’(2008.12)21), ‘지방교육 활성화대책’(2009.9)22)이 

있고, 농촌정책 측면에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기본계획’(2009.12) 하에 추진되는 정책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정책에서 제시된 여러 사업들 중 농촌 학교와 관련성이 높은 것 위주로 

정리하였다.

◦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1982년부터 시작된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은 

MB정부에서도 계속되는데,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郡) 지원, 통합운

영학교 육성,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 등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2012년까지 500여 개를 통폐합할 계획이다.

◦ 전원학교 사업: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을 육성하고

자 2009년 7월 시작된 사업으로, 농촌 소규모 초․중학교 중에서 자연친화

적인 환경과 e-러닝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영어 등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1)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 책’(2008.12.17)으로 총 54개 과제에 5년(’08~’12)간 약 17조 

2,239억원을 투자한다.

22)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발 원회에서 발표한 책(200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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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 학교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프

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학교 중심

의 지역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자 2008년 시작된 사업이다. 지역교육청당 

3~5개의 평생교육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매뉴얼 개발·보급, 연수, 컨설팅 등 제도적 기반을 

지원한다.

◦ 연중 돌봄학교 사업: 교육·문화 시설 등 인프라가 열악하고 취약계층 학

생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학교를 대상으로 365일 교육복지를 지원하기 위

해 2009년 시작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농촌 학교에서 ① 기초생활

안정망(급식, 교통, 건강관리)을 학교에서 책임, ② 기초학력 미달자의 학습

지원, ③ 사회문화적 역량개발, ④ 심리정서적 안정과 발달, ⑤ 특기적성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기 중에는 학습·문화·복지 프로그램, 

주말에는 체험·생태학습·봉사활동, 방학 중에는 돌봄교실, 영어캠프 등을 

운영한다.

◦ 기숙형 공립고 사업: 농촌 지역사회의 부족한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돌

아오는 농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되었

다. 이 사업을 통해 농촌뿐 아니라 등 교육낙후지역의 기숙형고교 150교

에 기숙사 시설비, 학교운영 프로그램 개발, 운영매뉴얼 개발, 교직원 연

수 등을 지원한다.

◦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삶

의 질 계획):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해 2010년부터 추진되는 제2차 계획은 

‘농어촌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교육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는 <표 16-11>과 같다. 이 계획과 더불어 도농간 공공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해 중앙·지자체의 농어촌 정책추진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기준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2009.12)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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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23)

혁신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이 2009년부

터 추진하는 교육개

혁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①교원의 자

발성과 학부모의 참

여로 운영되는 학

교, ② 학생과 지역

사회 실정에 적합한 

학교교육, ③입시교

육 및 사교육을 극

복하고 교육내용의 

다양화와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소

수의 수월성에서 다

수를 위한 수월성 

교육, ④ 교육소외, 

격차 해소 등 학교

추진과제 세부내용

농어  특성을 

반 한 학교 육성

-농산어  원학교 육성

-연  돌 학교 육성

-농어  정규모 학교 육성

-기숙형 학교 확

-농어  평생교육기반 확충

-시군 교육발 원회 설치, 활성화

공교육 강화
-우수 어공교육 로그램 제공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강화

-농어  학교 우수교원 유치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교육비부담 경감 

 기회 확

-농어업인자녀 등 학자  지원, 융자 확

- 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       -지역균형 선발제 확  유도

자료: 재정경제부 등. 2009.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안). 재구성.

표 16-11. 제2차 삶의 질 계획의 교육부문 추진과제 및 세부내용

◦ 도농교류 활성화 정책: 농림수산식품부는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와 농

어촌 만들기’라는 비전하에 도농교류의 촉진을 위한 2009년 12월초 ｢도
농교류 5개년계획('10~’14)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을 통해 초·중등

학생 농어촌체험 교육 활성화, 농어촌유학 활성화, 농어촌체험·휴양기반 

확충 등, 농촌 학교 활성화와 관계된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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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누구든지 어디서나 만족하는 교육을 추구한다. 혁신학교에서

는 교육과정운영의 다양화·특성화,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구축, 대폭적인 행정권한 위임

으로 자율성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학교교육은 획일화된 교육과 산업화시대 

학교운영의 틀에 머물렀으나, 학교공동체의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적 본질에 충실한 토

론과 협력이 활성화된 학교 자율화정책을 통해 교육과정과 교직원 인사 등 핵심적인 권

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별,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사 스스로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적인 수업과 연수를 운영하며, 불필요한 행사와 회의에 대한 과감한 축소와 행정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교원들이 오로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청과 학교

장에 집중된 행정권한을 전체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권한체제로 변환하며,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전인적 성장을 위한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학생인권 개념을 적용, 

정서와 감수성발달 프로그램을 중시하며, 학부모.지역사회·혁신학교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학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농촌 학교 정책의 시사점]

◦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조는 불변이다. 대신 학교 통합에 따른 통

학시설 지원과 더불어 적정 규모화된 학교에 대한 각종 제도적,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내실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농업·농촌정책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경우라도 소규모 학교가 남아있을 수 있다면 좋겠

지만, 지난 30여년 가까이 진행되어온 규모의 경제에 근거한 정부의 소

규모학교 통폐합 기조는 당분간 변화되기 힘들 듯하다. 

◦ 최근의 농촌 학교 정책의 큰 흐름은 농촌 학교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학

교 뿐만 아니라 지자체,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연계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원학교, 돌봄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활성화 등의 사업을 보면 학교가 교

육활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활성화의 중심지로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구성원 전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23) 경기도 교육청. 2009. 신학교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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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조를 변화시키기 힘들다면 기존의 소규모학

교가 더 이상 통폐합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주체들이 농촌 학교를 다시 

살리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 농촌 학교를 살리려는 많은 교사, 시민단체

의 노력의 결실이 최근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주요정책(사업)으로 구현

되어, 주요주체들이 농촌 학교를 살려내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와 지자체는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에 

다가가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은 교육계에 대한 수동적 냉소주의나 무기

력함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학교를 다시 지역활성화의 구심점으로 탈바

꿈시킬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라 평가된다.

4.2. 농촌 학교 역할 강화를 위한 과제

◦ 최근 정부에서 펼치는 일련의 농촌 학교 관련정책 사업은 그동안 관련 

전문가와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해오던 문제들을 상당 부문 해소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농촌 발전과 농촌 학교의 연계강화, 즉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 학교의 역할강화 측면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4.2.1. 기본 방향

◦ 농촌 발전과 농촌 학교 활성화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 귀농·귀촌 인구가 많아져 지역이 살아남으로써 농촌 학교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농촌 학교가 살아나 농촌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도 한다.

– 지금까지 농촌 학교 문제를 농촌활성화를 위한 부차적 문제로 접근한 

측면이 있는데, 최근의 많은 농촌 학교 활성화 사례는 학교가 돌아오는 

농촌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농촌지역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촌 학교를 살리는 

것이다.

– 학교가 존재하면 농촌의 주민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생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결국 학교가 존재해야 농촌이 살 수 있으며 농촌의 주민이 

존재해야 ‘느끼며 배우며’ 능동적인 농촌공간이 만들어져 도시민들에게 새

로운 배움의 장으로 자리잡으며 다시 찾고 싶은 욕구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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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지역개발 차원에서 농촌 학교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 농촌 학교가 살면 농촌이 살고, 이를 통해 국가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하다. 

도시민 유치에 관심이 많은 농촌기반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활성화를 위해 

각종 농업·농촌 개발정책을 수행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보다 많은 

농촌 학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 농촌은 도시와 달리 학교 이외에 사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의 교육·

문화 하드웨어 인프라가 전무하다. 농촌 학교에 집중투자를 통해 학생 및 

일반 주민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의 구심점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농촌 학교와 농촌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이 추

진되어야 한다.

– 농촌 학교의 방과후 유휴시설을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

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지역의 인재로서 농촌 학교 교사의 전문성이 충

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 지역주민은 지역살리기 차원에서 각종 학교활동에 활발히 동참해야 한

다. 동시에 농촌 마을은 교육공간으로서 활용되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사회의 강점을 살리고, 동시에 지역을 살리는 농촌형 교육 프로

그램이 운영될 수 있다.

4.2.2 활성화 과제

◦ 농촌 학교 활성화 과제를 크게 농촌발전과 농촌 학교의 연계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관련 주체의 역량강화, 연계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나누어 제시

하였다.

[연계 강화의 기반 구축]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 학교]24) 농촌 학교와 농촌 지역의 농업관련 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

24) 각 과제별로 [ ]안에 주요 시행 주체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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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역농협 등 농촌에는 농업·농촌의 발전만을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존재한다.

– 농촌 학교에서는 평소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이들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력, 시설·장비를 농촌 학교의 학생교육 및 주민 평생교육에 활용하도

록 하고, 농업 관련기관에서도 이들 기관의 농촌 학교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 농업기술센터의 실험·실습포를 활용한 농촌 학교의 농촌체험학습장 운영 지원

지자체의 농촌 개발과 농촌 학교 연계25)

청정지역 전북 진안군의 주요한 군정 목표는 ‘아토피 퇴치'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000여억 원을 투자, 아토피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6년간 매년 연간 예산의 

10% 정도를 아토피 사업에 투자하여 진안군을 대한민국 최대의 ‘아토피 프리 존(free 

zone)'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진안군은 2013년까지 마이산과 용담댐 일대 165만여㎡ 

부지에 치료와 교육, 연구·레저, 관광, 유통 등 5개의 주제로 아토피 클러스터를 조성키

로 했다. 우선 군은 조림초등과 외궁초등 2개 학교에 6개월 과정의 아토피환경친화학교

를 신설한다. 군은 이곳에서 인스턴트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썰매 타기, 

연 만들기 등 자연친화적인 놀이와 심신단련 체조 등을 실시해 실생활을 개선하는데 도

움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약초동산, 산책로, 삼림욕장 등을 갖춘 체험마을 1곳도 조성키

로 했다. 또한 진안군은 동향면 능길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초·중생 30명과 부모가 함께하는 ‘아토피 제로 자연학교'를 열었다. 또 전북교육청

과 진안교육청의 협력하에 산촌유학 3개월 과정 프로그램도 짜놓았다. 아토피체험 시범

학교로 정천 조림초등학교와 성수면 외궁초등학교를 선정해 황토와 편백나무책상 등 친

환경소재로 교실시설을 개선했다. 초등학교 인근에는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약초동산과 

산책로, 산림욕장 등 다양한 체험장을 만들게 된다. 또한 아토피 연구 및 제품생산, 아토

피 치유·치료, 국내·외 아토피 환자 치유로 의료관광산업의 선진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

다. 이같은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진안군은 아토피케어 전문인력 양성 위탁교육을 

비롯해 학술대회, 아토피 친화학교 운영, 아토피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 학교] 농업·농촌 관련 장학재단을 활용한다.

– 대부분 농촌 학교가 받고 있는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한시적 사업 

예산으로 사업이 끝나면 추가 지원은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가지만, 대다

수 지자체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농촌 학교에 대한 지원

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25) ‘진안군 규모 아토피 치료단지 추진 ’(국민일보 기사 2008.2.15)



제

16

장

농촌 발전과 농촌 학교의 역할 ● 499

농협문화복지재단26)

농촌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

진을 위한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유지·발

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와 농촌이 균형있게 발전하는데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2003년 농협중앙회 이사

회의 의결로 설립된 재단이다. 여기에서는 

농촌문화사업, 복지증진사업, 장학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 교육활동지원비, 방과후 학교

운영비, 학교급식비 전액지원, 

통학버스 운영비 등 예산이 

갑자기 중단되면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활동을 전개하

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활

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교사 수당, 또는 강사 

초청에 필요한 경비, 교육자료

의 개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담당할 교사의 연구활동, 연수

활동에 대한 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이 필요하다.

– 운영예산 마련을 위해, 새로이 

장학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역의 장학재단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

업·농촌 분야와 관련된 전국적 규모의 다양한 장학재단들의 사업을 잘 활용

해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재단의 사업에 농촌 학교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마련이 필요하다.

  예)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농촌청소년미래재단, 

한사랑농촌문화재단,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경기농림진흥재단, 다솜둥지

복지재단,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 학교의 도시민 홍보를 지원한다.

– 획일화된 교육에 대한 대안적 교육 요구, 학교 부적응 등 정서상, 또는 

아토피 등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도시 학교를 떠나 농촌 학교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많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도시 학교교육

26) http://jaedan.nonghy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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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안적 모형을 제시하고, 최근 다양한 농촌체험, 산촌유학 프로그램

을 실시하는 농촌 학교에 대한 홍보를 대행해 줄 필요가 있다.

– 대다수 농촌 학교가 교육정책 이외에 학교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

한 농업·농촌 정책과 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농촌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발굴과 

동시에 최근 도농교류와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그리고 각종 농

업관련 장학재단의 사업 등, 농촌 학교가 학교교육 및 주민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 도시민의 농촌 학교에 대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 얼마나 많은 도시민 가정에서 농촌 학교로 오고 싶어하는지, 구체적인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 농촌 학교 이주의 규모·이유·시기 그리고 장애요

인 등을 조사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인지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된 바로는 도시민 가정의 농촌 학교 이주의 이유

에는 대한학교 요구, 정서 또는 건강상의 부적응 등이 많았고, 대다수 

몇 달 또는 초등학교 기간 동안의 유학에 그치고 있었다. 그리고 주거나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이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기 유

학에 그치는 사례를 어떻게 장기 체류로 이끌어 가고, 아이들이 어떻게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농촌 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을 강화한다27).

– 사례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농촌 학교의 활성화에 있어 교장의 리더

십과 열정있는 교사가 필수적이다. 교장과 교사가 도시의 규모화된 학교

에 적합한 정규교육과정의 운영틀과 순환근무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농촌 학교에 오래 근무하면서 교육에 대한 자신의 열의를 마음껏 펼칠 

27) 박 식, 최경환, 박주 . 2009.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 계획 추진 평가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 경제연구원. 재구성



제

16

장

농촌 발전과 농촌 학교의 역할 ● 501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농촌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각 농어촌학교에서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도시지역

에 비해 농촌 학교에 대한 우선적인 자율학교 지정 및 기준완화를 해주

어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농촌 학교의 (예비/현직) 교사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 농촌 학교 교사에게는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만 해결이 안되는, 도시 학

교와는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 농촌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더불어 소규모학급을 제대로 운영하고, 학부모들과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역주민과 교류를 원활히 하고, 나아가 농촌이라는 지역사회와 어울리

고 이를 교육에 활용할 줄 아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 최근 전원학교, 돌봄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등 농촌 학교의 지역사

회와의 공식적 연계활동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새로 투입되는 이러한 각종 사업의 책무성 확보차원에서 농촌 학교 교

직원에 대한 다양한 연수가 필요하다. 

– 농촌 학교로 이직할 예정이거나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농촌교육 연

수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사양성과정에서 예비

교사들이 농촌 학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 농촌 학교 교육과 관련된 교과를 편

성·운영해야 한다. 또한 농촌 학교교사, 교육관련 전문가, 정책입안자 등

이 참여하는 연구대회를 개최하여 농촌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해

결방안과 우수사례를 공유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농촌 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특별 채용한다.28) 

– 농촌 학교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욕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하고, 이들은 

특정기간의 의무복무 기간 동안 해당 농산어촌 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산어촌 학생에게 교육장이나 교장 등 지역의 

추천에 의해 교대, 사대 특례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28) 임연기. 2009b. “한국 농산어  교육 육성 방향과 과제”. ｢제3회 우리 농어업 희망찾기 연속

토론회 자료집｣. 농어업회생을 한 국회의원모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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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교육전문 교사로 양성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면 다시 출신지

역 학교로 임용시켜 일정기간 동안 의무복무시키는 농촌교사 특별양성 

및 채용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촌출신 입학생들을 위탁교육시키고, 

자격을 부여하는 교대와 사대는 농촌 학교 교사양성과정 인증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 학교에 진출할 예비 교사에 대한 장학지원을 한다.

–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젊고 우수한 농림수산업전문 인력을 양성한

다는 차원에서 ‘후계인력양성 장학금’을 농림수산계열 학과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농림수산업의 자녀29)에게 지원하고 있다.

– 농촌 학교 활성화를 통해 농촌을 다시 살리는 농촌에 남다른 애정을 가

지고 있는 농촌출신 교사의 농촌 학교 진출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 학교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예비교사(사범대·교대생)에게도 장학

금 지급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농촌 학교]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

사·학부모연수를 활성화한다.

–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촌 학교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

인 중 하나가 교사와 학부모와의 교류였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아이들 

학업과 진로문제로 다가가고, 학부모는 교사에게 아무 스스럼 없이 찾아

가 자신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학교 혁신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사항이다. 

– 교사·학부모 연수를 통해 남한산 초등학교의 ‘남한산 아카데미’ 뿐만 아

니라 거산 초등학교의 교사·학부모 연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에 대한 시각을 일치시킴으로서 학교 운영의 교육철학과 정

체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다.

[연계 프로그램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 학교] 농촌 학교의 ‘지역배우기·지역교류’ 프로그

29) 2009년 1학기까지는 농 거주자 자녀가 지원자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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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농촌 학교의 교육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초·중등

학교 교육을 통해 지역을 아는 인재양성이 중요하다. 자라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생이 되어준 자신의 고향과 지역주민을 제대로 모르면, 이후 

성공해서 돌아와도 지역에 이바지할 여지가 적어진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학교의 지역 

교류와 관련한 환경생태 체험교육 실시, 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학교

참여 등을 포함하여, 각종 농촌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을 농촌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방과후 활동에 지역배우기 또는 지역과의 교류프로그램

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촌 학교] 자연경관이 수려한 농촌의 

초등학교에 기숙사시설을 마련하여 도시학생을 위한 ‘산촌유학’30)을 지

원한다.31) 

– 대안적 교육에 높은 열의를 가진 학부모뿐만 아니라, 도시의 과밀학급에

서 적응하지 못한 자녀, 아토피 등 건강상의 이유를 가진 자녀를 둔 부

모는 교육의 질 여부를 떠나 소규모 농촌 학교를 찾고 있다. 그런데 귀

농·귀촌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처럼 현재 농촌에는 마땅한 빈집을 찾기가 

힘들다. 특히 농촌 학교 근처로 이주하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 오고 

있다. 이는 많은 도시민의 농촌이주를 가로막고 있으며, 초등교육 이후 

중학교 교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인근 도시로 떠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경관이 좋은 학교를 중심으로 도시 학생들이 전학을 와서 1년 이상 농

산어촌 학교를 체험할 수 있는 산촌유학 프로그램을 공모제에 의해 시

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30) 1960년  후반 일본에서 처음 시작한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부터 민간에서 도

입되어 2000년  반 ‘도농간 교류체험학습’이란 이름으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북 덕치 등학교의 ‘섬진강 참 좋은 학교’, 북 완주의 고산센터, 강원도 양양의 

철딱서니 양양산 유학센터, 충북 단양의 한드미 마을 등이 잘 알려져 있다.

31) 임연기. 2009b.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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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기반이 구축되면 중학교 단계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홈스테이, 민간시설 활용, 부모참여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산촌유

학을 고려할 수 있지만, 기숙사형 산촌유학이 가장 적절하다. 홈스테이

나 민간 산촌유학원 등은 학생들이 거주할 공간과 시설을 구비하기가 쉽

지 않고, 학생을 책임 있게 지도하기가 어렵고, 민간이 운영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숙사 건립에는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농촌에서의 기숙사생활 프로그램을 학교와 공동개발·운영하

도록 한다.

강원도 양양군의 산촌유학센터32)

폐교 위기에 내몰린 농촌지역 벽지학교를 살릴 대안으로 산촌유학센터가 주목받고 있

다. 양양군은 올해 초 서면 공수전리 상평초교 공수전분교에 ‘철딱서니 양양 산촌유학

센터'를 유치해서 폐교 위기의 학교를 되살렸다. 이를 모델로 양양군은 산촌유학센터를 

내년에 5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확대대상 학교는 한남초교, 현북초교, 현상초교, 

회룡초교, 인구초교 임호분교 등 5곳이다. 임호분교는 학생수 11명에 교직원 6명, 현북

초교도 학생수 15명에 교직원 10명 등, 대부분 학생수 50명 미만의 미니 학교다. 이들 

학교는 급속한 농촌화와 주민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으로 학생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내

몰리기 직전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내년에 5개교에 모두 100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산촌유학센터 

운영은 공수전분교의 철딱서니 학교와 연계하는 방안과 별도의 운영주체에게 맡기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6개월에서 1년 단위이며, 1인당 월 유학비용은 60만

원 정도다. 이 중 30%를 양양군이 지원한다. 학생들은 학교 근처의 농가나 센터에 마련

된 별도의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다. 정규수업을 마치면 자연과 동화되는 각종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양양군은 산촌유학센터가 학생과 학부모 1명 이상의 주민등록 이

전을 전제로 입학이 가능해 5곳에 100명의 학생이 모집되면 최소 200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학부모와 지역을 연계한 활발한 도농교류도 기대된다.

◦ [교육과학기술부, 농촌 학교] 지역별 농촌 학교간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 농촌 학교는 개개 학교별로 보면 제한된 인적자원, 예산, 교육공간이 제

한적이어서 그로 인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특정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간 네트워크형성을 지

32) “벽지학교 산 유학으로 되살린다” (조선일보 기사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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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거나 또는 학교간 네트워크형성 지원을 위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사례 1) 성당초등학교와 인근 3개교(금성, 웅포, 함라) 학교군

  사례 2) 남한산초등학교와 광지원초등학교, 번천초등학교, 분원초등학교의 EDUBELT

  사례 3) 홍동중학교의 온마을 학교

  사례 4) 충남교육연구소의 청소년 문화학교(느티나무)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마을 공부방 설치운영을 활성화한다.

– 농촌의 일정 규모 촌락에는 보육시설을 갖춘 마을 공부방을 설치, 운영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마을의 초·중·고등학생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마을주민들을 위한 복합교육 및 문화센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 마을 공부방이 활성화 되면 지역의 관련 공공기관과 자원인사가 참여하

고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하는 농촌지역연계형 교육발전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농촌 학교 학부모단체의 학교참여 활

동을 지원한다.

– 농촌 학교가 학생,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농촌교육과 더불어 농촌 학교의 부족한 인적

자원 문제가 해결가능하다.

– 최근 교육과학기술부(2009. 8)33)에서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선 학부모 교육강화, 학부모 참여활성화, 학부

모 서비스 강화 등을 골자로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 농업·농촌 정책차원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을 특화하여 농촌 학

부모의 학교 참여, 특히 지역개발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3)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부모정책의 추진방향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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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농촌 학교를 중심으로 삶의 질 계획을 통합적으로 실

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삶의 질 계획 하의 각종 사업은 범정부적 계획으로 외형상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기존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단순취합 수준에 

그쳐 있다.

–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삶의 질 계획하의 각종 사업을 특정지역에서 통합

적으로 구현하여 발전시키는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 학

교는 대다수 농촌지역에서 마을의 교육·문화·복지 등의 측면에서 구심

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농촌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면

서 삶의 질 계획의 다른 영역(지역발전, 복지)의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동시에 해결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 1군에 최소 1개 농촌 학교 또는 1개 농촌 학교군을 중심으로 ‘(가칭) 농산

어촌 삶의 질 모델학교’34)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원학교, 방과후 학교, 연중돌봄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산촌유학 등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연계시키고, 나아가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복지 지원, 예술·체육·문화 활동 지원과 더불어 농촌지

역개발 사업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호 상승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34) 임연기(2009)가 제안한 ‘농산 어  통합형 복지모델학교’를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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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귀농귀촌정책의 필요성

◦ 작년 2009년은 귀농의 관점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 귀농가구 

수로 볼 때도 1998년과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귀농가구 수가 예상된다. 

◦ 1996년부터 귀농운동을 시작한 전국귀농운동본부는 그동안 귀농교육을 

받고 각 지역에 귀농한 귀농자들의 모임을 바탕으로 상주, 홍성, 완주, 괴

산, 춘천, 화순, 화천 등 7군데에 귀농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 지자체는 2007년 전남 강진이 전국귀농운동본부와 MOU를 체결하고 귀

농지원조례를 갖춘 이래 강진의 귀농지원조례를 모범으로 하여 귀농지원

조례를 갖춘 곳이 50여 군데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귀농지원센터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에서도 1998년과 1999년에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지 못한 실

패를 거울삼아 발 빠르게 2009년 4월 2일 ‘귀농귀촌 종합대책’(이하 ‘종합

대책’으로 줄임)을 내놓았다. 

◦ 이렇게 민간, 지자체, 정부가 빠르게 변화를 모색한 데는 오늘날 우리 

농촌의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농가인구는 2006년 330만 명, 2007년 327만 명, 2008년 318만 명으로 해

마다 줄고 있다. 농가수도 2006년 124만 가구, 2007년 123만 가구, 2008년 

121만 가구로 줄었다(2008.12.1. 통계청 자료).

◦ 이렇게 농촌인구가 줄고 농가수가 줄어드는 것은 기존의 농부들이 나이 

들어서 사망하거나 도시로 이사를 가는 반면 새로 농사지으려고 들어오

는 사람들이 없어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다. 이에 따른 농촌의 고령화

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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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농가인구 318만 명 가운데 고령화율의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 

인구는 106만 명으로 고령화율이 33.3%나 되었다. 이 수치는 전국 고령

화율 평균인 10.3%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고령화율이 

7~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농촌은 이미 초고령사회를 넘어 초초고령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2008.12.1. 통계청 자료).

◦ 이러한 농가인구의 감소 추세와 고령화율은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과 생활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 최근 석유 값의 고가 행진과 석유 재고 

잔량이 줄어드는 지점을 지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고령화 추세는 우리의 식량 자급화와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도 전 국민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또 자연의 위기에 따라서 무역에서도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상황이 되

었다. 이제 농촌을 잘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은 무역에서도 주도권과 이

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길임이 명확해졌다. 또 다른 

것을 다 제쳐두더라도 자연을 되살리고 농촌을 되살리는 일은 인류의 생

존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따라서 현재 귀농은 이 시대의 과제를 

풀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열쇠이며 사명이 되었다. 

◦ 하지만 귀농귀촌을 선택한 많은 이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현

장에서 실패하고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농촌의 현실로 보나 한 개

인으로 보나 너무나 큰 국력의 낭비다. 

◦ 따라서 본 원고는 먼저 정부의 ‘종합대책’을 살펴보고, 괴산군에서 실시

한 귀농자 실태조사를 살펴본 뒤 민간·지자체·정부가 귀농자를 지원하는 

데서 어떻게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체계를 갖추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다. 단, 본 원고에서는 귀농귀촌정책 중에서 귀농정책을 중심

으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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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농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

2.1. 너무 늦은 귀농정책

◦ 지난 2009년 4월 2일 농식품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반가운 일이지

만 너무 늦었다. 되돌아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귀농인구

가 급증했지만 대다수가 실패하고 도시로 다시 돌아갔다. 이때 귀농한 

가구들은 대다수가 가난하고 젊은 귀농자들이었다. 농촌에 꼭 필요한 사

람들이었다고 생각한다.

◦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의 귀농자들이 실패한 걸 두고 귀농자들의 잘못으

로 돌린다. 도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시골로 가고, 도시 경기가 살아나

니까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는 거다. 하지만 가치의식으로 무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돼야 하고 그렇게 되도

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소수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 

◦ 98년 도시에서 몰린 사람들이 시골을 선택했을 때 약간의 뒷받침이라도 

있었다면 귀농의 실패율을 단 몇 %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전국귀농운동본부가 창립된 게 1996년 9월이다. 1997년에 IMF 외환위기

가 왔다. 1998년에 귀농가구가 6,409가구(농식품부 자료)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늦어도 1999년에는 귀농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야 했다. 그 뒤 젊고 가난하고 농촌에 꼭 필요한 귀농자들의 수는 

줄어들었다. 2004년부터 다시 귀농자들이 늘긴 하지만 연령이 40대 이상

으로 높아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오기보다는 그저 농촌이 좋아

서 오는 귀촌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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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90～’97 ’98 ’99 ’00 ’05 ’06 ’07 ’08

가구수 28,081 7,186 6,409 4,118 1,154 1,240 1,754 2,384 2,218

  계 28,081 7,186 13,595 17,713 18,867 23,943 25,697 28,081 30,299

구성비(%) 100 23.7 21.2 13.6 3.8 4.1 5.8 7.9 7.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17-1.  연도별 귀농현황

 

◦ 1998년에 귀농한 가구가 6,409가구로 1998년 한 해 귀농한 가구 수가 

1990년부터 1997년까지 8년간 귀농한 가구 수와 비슷하다. 1999년 4,118

가구로 줄기 시작해서 2000년부터는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간다. 2004년

부터 다시 늘기 시작하는데 이때 귀농 연령의 구성비는 1998년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난다. 1998년에는 4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62%나 되

는 반면 2004년 21%, 2005년 27%, 2006년 21%, 2007년 18%, 2008년 

16%에 불과하다. 

구분 합계 ’90～’97 ’98 ’99 ’00 ’05 ’06 ’07 ’08

계
30,299

(100%)
7,186 6,409 4,118 1,154 1,240 1,754 2,384 2,218

29세 이하
1,907

(6.9)
473 809 361 65 54 70 44 31

30～39세
9,966

(36.4)
2,836 3,222 2,077 515 287 315 386 328

40～49세
7,388

(28.3)
1,824 1,544 1,206 391 393 565 766 699

50～59세
4,719

(18.7)
1,345 659 422 155 319 481 706 632

60세 이상
2,483

(9.6)
708 175 52 28 187 323 482 52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17-2.  연령별 귀농현황

 

◦ 2008년에는 귀농가구 수가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약간 줄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귀촌자들을 움츠리게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2009년에는 상반기에만 2,510명으로 2008년 한 해 귀농한 가구 

수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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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가 귀농자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기 시작한 때는 2005년쯤으

로 보인다. 2006년 1월 12일에 농식품부에 제출된 ‘최근 귀농실태와 지

원대책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강대구’(이하 ‘보고서’로 줄임)란 보고서가 

귀농자에 대한 나름대로 체계 있는 귀농지원정책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또 3년이란 세월이 더 흘렀다. 도시 경기가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나서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종합대책’이 발표됐

다. 왜 우리 정부는 현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속도가 이리도 늦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2.2. 귀농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 2006년 1월 12일 농식품부에 보고된 보고서를 보면 귀농의 단계를 네 단

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들어놓았다. 

<귀농인식단계>

① 정규/비정규 교육기관의 귀농관련체험 활동 개설 지원

② 매스컴 종사자 대상 교양농업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

③ 방송사의 귀농프로그램 편성 지원

④ 귀농성공사례집 발간 및 보급

⑤ 농업 ․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⑥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농업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귀농탐색 및 결심 단계>

① 지역단위의 농업발전계획수립과 효과적 귀농모델 제시

② 농업에 대한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과 비전 제시

③ 선도 귀농자들에 대한 가정방문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④ 귀농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⑤ 지역단위 실습을 지도할 지도농업사 제도 도입

⑥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⑦ 귀농관련 단체들의 귀농 탐색프로그램 운영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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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준비단계>

① 인터넷을 통한 귀농종합포털사이트 구축과 귀농정보 제공, 운영

② 인정귀농자 제도 도입(자금, 포장, 지원체제, 상담과 교육, 컨설팅 제공, 

귀농지원센터 전담자 배치와 지원)

③ 귀농준비과정에 대한 체계적 안내와 지원(귀농컨설팅, 지역컨설팅인력 

육성, 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귀농준비 이후의 체계적 정보 

제공)

<귀농실행단계>

① 빈집 정보 제공과 집수리 보수 비용 지원

② 농업전문기술교육에 대한 바우처(Voucher) 제도 확대

③ 귀농자단체 조직 및 운영 지원

④ 귀농자 상담카드제 도입

⑤ 귀농자금제도 개선(신규후계농업인 자금 운영 변경, 농지구입단가의 

상향 조정과 대출조건 조정, 귀농자금의 별도 배정과 지원 활성화, 귀

농자금 조건 완화, 농업경영자금 지원, 농기계 구입자금의 장기저리 지

원 또는 농기계 리스제도 도입)

⑥ 농기계 공동사용 지원

⑦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공동판매조직 구성과 운영조직, 농산물 개인상

표제나 귀농자 공동상표제, 온라인상의 홈페이지 개설 지원)

⑧ 지역적응에 대한 지원(지역주민과의 관계설정부분을 교육과정에 반영, 

귀농후견인제도 도입)

⑨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협약학교 운영 지원, 교육과정의 자율편성과 임

시강사제도의 허용, 자녀교육에 대한 바우처(Voucher) 지원, 귀농자 자

녀들에 대한 기숙사와 기숙사비 제공)

⑩ 문화·복지·의료 지원(귀농자 할인카드제, 의료지원, 문화상품권, 사고로 

다친 사람들에 대한 무상 의료 지원과 복지 지원)

◦ 이상처럼 귀농지원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하지

만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실행하려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밖

에 없고 그러려면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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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귀농의 단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귀농학습단계–지역영농실

습단계–마을정착실험단계–정착단계라는 네 단계가 핵심이다. 그 다음에

는 귀농지원센터, 귀농자단체 조직 및 운영, 귀농자 상담활동 등은 어느 

단계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귀농학습단계-지역영농실습단계-마을

정착실험단계–정착단계라는 네 단계를 관통하면서 일관되게 귀농상담과 

교육, 영농상담과 교육, 귀농자의 영농기획과 자금지원에 대한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 현실에서는 각 지역의 ‘귀농자모임’이 이런 일들을 부분적으로 대신했고 

귀농본부의 흐름과 만나 ‘귀농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이어졌지만 자금지

원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그러면 2009년 4월 2일에 발표된 농식품부의 ‘종합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번 ‘종합대책’은 귀농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들어놓았다. 

<정보탐색단계>

① 귀농·귀촌 매뉴얼, 성공사례 제공

② 온라인 교육, 농가체험프로그램

<결심단계>

① 지역·작목 등 맞춤형 상담교육

② ‘귀농인의 집’ 체험기회 제공

<실행정착단계>

① 영농실습, 농산업인턴제도 지원

② 주택 및 농지 알선

③ 창업자금·컨설팅 지원

④ 지자체 연계, 멘토링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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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단계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농협에 두

겠다고 한다. 

◦ 보고서보다는 실행 가능한 쪽으로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약

간의 혼란은 계속 남아 있다. 농식품부의 안을 제 방식대로 분류한다면 

귀농학습단계에 온라인교육과 농가체험프로그램이 들어간다. 지역영농실

습단계에 지역, 작목 맞춤형 상담교육이 들어가고 실행정착단계에 들어 

있는 영농실습은 이 단계에 속해야 한다. 결심단계에 있는 ‘귀농인의 집’ 

체험은 마을정착실험단계로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

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귀농학습단계>

① 귀농·귀촌 매뉴얼, 성공사례 제공

② 온라인 교육, 농가체험프로그램

<지역영농실습단계>

① 지역·작목 등 맞춤형 상담교육

② 지역영농실습

<마을정착실험단계>

① ‘귀농인의 집’ 체험기회 제공

<정착단계>

① 농산업인턴 제도 지원

② 주택 및 농지 알선

③ 창업자금·컨설팅 지원

④ 지자체 연계, 멘토링제도 운영

◦ 그리고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농협에 두겠다고 했는데 농협이 과연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농협은 대부분 은행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종합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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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추진 목적에 대해서

◦ ‘종합대책’의 목적은 ①일자리 창출 ②타 산업인력을 유입해 농식품 산

업의 경쟁력을 강화 ③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강조해야 할 것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서 사람들을 농촌으로 보내서 농촌을 어떻

게 되살려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 즉 ‘종합대책’의 목적은 생명의 가치를 바탕으로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인력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

제,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다양한 인력을 키우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하다. 농식품부는 농업밖에는 다루지 않으므로 각 부의 농촌 해당 업무

를 총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점점 증대하는 농촌의 다원적 가치 면에

서도 그렇다.    

2.2.2. 추진 배경에 대해서 

◦ ‘종합대책’은 추진배경을 ①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 취업

자는 다소 증가하고 ②경영능력이 있으면서 농촌에 정착할 의향이 있는 

계층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 경기가 침체될수록 농림어업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도시민

의 63.2%가 귀농하고 싶어한다는 통계는 잘 알려져 있다. 다만 경영능력

도 중요하지만 자연을 보전하고 사람과 더불어 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 농촌에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     

2.2.3. 추진의 원칙에 대해서 

◦ ‘종합대책’은 귀농․귀촌 희망자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신중한 결정을 돕는 

데 주력하기로 하고, 정부의 ‘종합대책’에만 의존해 귀농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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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면 귀농학교 때부터 면밀한 상담교육체계가 필요하고 상담교육 자

료를 자료화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귀농하기 전에

는 귀농상담, 귀농한 후에는 영농정착상담이 필요하며, 귀농학교와 각 지

역의 귀농지원센터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2.2.4. 추진기구에 대해서

◦ ‘종합대책’은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

보․교육․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지역조직이 있고 영농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협에 설

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 하지만 농협의 경우 은행의 의미밖에는 없는데 이런 일을 잘할지 의문이다. 

오히려 귀농자 모임을 활성화하고 그 기반 위에서 귀농지원센터를 설립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2.2.5. ‘정보 제공 항목’에 대해서 

◦ ‘종합대책’은 귀농․귀촌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 가정이 경험하는 사례를 실감나게 구성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

해 귀농 결심과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면서 한결이네 귀농

일기(34회, 회당 15분)와 창업농업 길라잡이(80회) 등을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교육과정 또한 오프라인과 똑같이 ‘생태귀농교육’의 

내용도 담아야 한다. 

2.2.6. 실습체험기회 제공에 대해서 

◦ ‘종합대책’은 교육 이수자에게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실습체험 기회도 

제공하기로 하고, 1인당 참가비 15만원 기준으로 80%를 지원(3,000명; 

자부담 20%)하겠다고 한다. 

◦ ‘종합대책’에서 말하는 교육 이수자를 한국농업대학, 천안연암대, 여주농

업전문대에 한정하지 않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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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대학 귀농교육 확대에 대해서

◦ 지원대책은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업대(버섯), 여주농전(과수) 등 대학

이 운영하고 있는 실습전문 합숙교육을 현재 총 90명에서 840명으로 대

폭 확대[1인당 교육비 200만원 기준 80% 지원(750명; 자부담 20%)]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 귀농교육 뿐만 아니라 민간 귀농교

육 쪽도 확대해야 한다. 

2.2.8. 농산업인턴제 확대

◦ ‘종합대책’은 농업학교․ 귀농학교 출신, 군 제대자 등을 선도농가, 농기업

체 등에 인턴으로 보내는 농산업 인턴제를 대폭 확대[월 120만원 기준 

지원(750명; 국고 50%, 지방비 30%, 업체 자부담 20%)]해 자질이 우수하

고 젊은 귀농 후보군을 넓혀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책은 선

도농가나 전업농에 치우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중소농이나 귀농자를 포

함해야 한다.  

2.2.9. 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

◦ ‘종합대책’은 시군별로 마을협의회 등이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1개소 

당 3천만원 이내 지원(100개소; 국고 70%, 지방비 30%)]을 마련, 일시 

거주하면서 주택·농지 등 창업 준비를 하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귀농인의 집, 후견인, 텃밭이나 휴경지, 중고농기계 지원은 한 사슬로 연

결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또한 지자체에서는 10년 동안 땅을 내놓아야 ｢귀농인의 집｣ 건축을 허락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귀농인의 집｣ 조성을 더디게 하고 있다. 또 

‘종합대책’ 정착을 위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는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수리비는 일부 보조하는 방안[구입비 융자(3천가구; 2천만원 이내, 3%), 

수리비 보조(3천가구; 5백만원 이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종합대책’은 가난한 귀농자에게만 해당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축의 경우에도 해당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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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창업자금 지원과 컨설팅 제공

◦ ‘종합대책’은 초기단계 시행착오가 정착률을 낮추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

고 있어 창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또 

귀농자가 농지․ 축사를 마련하기 위한 영농정착자금을 기존 이차보전예

산을 활용해 지원하되, 현재 농업인과 같은 조건(지원규모 1,500억원, 1

인당 2천만~2억원, 금리 3%, 농신보 보증률 90% 적용)을 적용하기로 했

다고 한다. 

◦ 하지만 이 대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기존 농민처럼 귀농자

도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다. 창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 귀농교육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일관된 귀

농상담교육, 영농상담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농지 구입의 경우 엄선

하여 농신보 보증을 공시지가가 아닌 현 시가로 해줄 필요가 있다. 

◦ 또 ‘종합대책’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 임차

하는 대상에 귀농인을 포함하여 농지 마련을 돕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책은 귀농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

겠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 임차료가 비싸서 전업농이나 임차할 수 있다. 

오히려 임차료를 높여서 귀농자들은 임차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 지원대책은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도 지원[1인당 컨설팅 비용 

150만원 기준 지원(750명; 국고 80%, 자부담 20%)]하며, 개인별 컨설팅 

내역은 DB화하는 등 후속 관리도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자문료는 정부

가 책임져야 하고 자문의 결과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70년대

에 대만에서 교육을 받은 농민한테서 들은 이야기다. 한 달간 교육을 받고 

나서 소감문을 쓰는 시간에 모두들 쩔쩔매고 있는데 한 사람이 금방 쓰고 

나가더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소감문을 보니 단 한 문장 “한국의 농민

으로 태어난 게 불쌍하다.”였단다. 그 당시 이미 대만은 농민이 기획한 사

업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모든 전문가들이 그 기획을 성공시키기 위

해서 노력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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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농자 실태 조사 - 괴산군 사례를 중심으로

◦ 괴산귀농지원센터는 2009년 1월부터 2월까지 괴산에 귀농한 212가구 가

운데 30%에 해당하는 55가구에 대해서 설문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전입연도와 귀농연도가 꼭 일치하지 않지만 귀

농연도를 보면 5가구 이상 귀농한 해가 ’98년, ’99년, ’03년, ’06년, ’07년, 

08년으로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귀농년수는 

5.6년으로 귀농 초기 단계를 지나서 농민과 거의 비슷한 의식을 가질 단

계이지만 영농조건으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귀농한 가구의 나이 분포도를 보면 20대 이하가 32%, 20대가 5%, 30대

가 12%, 40대가 28%, 50대가 12%, 60대 이상이 8%로 40대 부모가 주를 

이루면서 20대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다.  

◦ 귀농하기 전 직업은 회사원(26), 자영업(12), 교사공무원(8), 사회운동(7) 

순으로 교사나 사회운동 출신이 많다는 게 특이하다. 

◦ 귀농이유로는 농촌생활이 좋아서(29),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서(23), 건강

을 위해서(14), 도시생활의 어려움(10) 순으로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서 

귀농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아주 높다. 그밖의 항목에서도 영성추구, 삶의 

진실을 찾아서, 자녀교육과 건강한 정신, 대안공동체 등으로 답한 게 눈

에 띈다. 

◦ 괴산으로 귀농한 까닭으로는 깨끗한 지역이어서(17), 연고자가 있어서

(13), 수도권과 가까워서(9), 괴산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9) 순으

로 괴산이 깨끗하다는 게 귀농의 가장 큰 이유라는 점이 중요하고 괴산

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란 답이 많은 것도 꼭 눈여겨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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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으로 귀농한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조사가구의 8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만족도가 아주높게 나타났다. 괴산으로 귀농한 걸 

만족해하는 까닭으로는 자연이 좋아서(26), 사람이 좋아서(12), 접근성이 

좋아서(4) 순으로 사람이 좋아서가 많다는 건 먼저 귀농한 선배들의 활

동에 대한 긍정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 밖의 항목에 자연재해에 안전해

서라고 대답한 게 있는데 이는 타지역에 비해 자연재해 발생율이 낮기 

때문이다.

◦ 귀농 초기에 들어간 비용은 이사비가 평균 125만원, 농지 마련비가 평균 

3,447만원, 집 마련비가 평균 2,770만원, 농업관련 시설투자비가 평균 

1,769만원, 그 밖의 비용이 평균 1,300만원으로 1가구 평균 9,423만원을 

썼다. 귀농 초기 비용은 응답자의 72%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하였다. 

◦ 영농규모를 묻는 질문에 답한 36가구는 실제로 농업으로 정착하려고 노

력하는 귀농 가구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영농규모는 1ha 미만이 20가구

로 소농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매출액도 1천만원 이

하(11가구), 1천만~2천만원(8가구), 2천~3천만원(7가구) 순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 귀농 전에 농사 경험이 없는 경우가 29가구로 전체 조사 가구의 52%에 

달했다. 

◦ 귀농해서 겪은 어려움으로는 농사시설자금(20), 농사기술(19), 농산물 판

매(17), 농지원부 마련(14), 토지구입자금(14), 교통수단(13), 문화소외

(10), 노동력 확보(10), 교육(9), 주민과 관계(8), 농업경영기술(8), 농지전

용(7) 순으로 영농교육의 필요성과 영농기획 단계에서 시설자금이나 토

지구입자금에 대한 귀농자의 접근이 더 쉬워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주민과 관계 맺는 데 대한 어려움으로는 농사방법이 달라서(7), 주민들의 

텃세(7), 길 문제(5), 이장이나 마을 지도자가 협조를 안 해서(4) 순으로 

주민 화합을 위한 군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장이나 마을 지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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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길 문제는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의 하나인

데 땅을 보상도 못 받고 내놓았는데 세금은 내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

의 불만이 귀농자들에게 표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 주 작목은 35가구가 있었고, 없는 가구는 12가구에 불과했다. 주 작목으

로는 채소(15), 논벼(8), 과수(8), 두류서류잡곡(8)이 많았다. 주 작목을 바

꾼 횟수는 2회(7), 1회(6) 순으로 한두 번 바꾸었다. 

◦ 농사로 생활을 못 꾸린다고 답한 가구 수가 37가구로 총 조사 가구의 

67%에 달했다. 농사로 생활을 못 꾸리는 까닭은 농사기술 부족(8), 노동

이 힘들어서(8), 작물 값이 싸서(6), 시설투자비 부족(5), 땅 부족(5) 순으

로 영농교육과 시설투자나 땅 구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 부족한 생활비의 마련 방법은 부업이었고, 부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었다. 모두 옮긴다. 건축(5), 천연염색(2), 일용노동(2), 자동차 보험 

판매, 농사일 관련 품팔이, 방과후 교사, 이장 일로 휴대폰 비용과 경조

사비 해결, 초중학생 과외 교습, 글쓰기, 정보화마을 관리자, 컴퓨터 강

사, 초등학교 계약직 출근, 광고업 등으로 나타났다. 

◦ 농사짓다 다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6가구로 총 조사 가구의 29%에 달

하므로 귀농 초기부터 농협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이 필요하다. 

◦ 귀농에 대한 만족감은 그래도 80%로 높은 수준이었다. 현재 가장 큰 어

려움 한 가지를 들라는 물음에는 경제의 어려움(8), 집터 농사터 구입(5), 

일손 부족(3), 판로의 어려움(2) 순이었다. 

◦ 여성 귀농자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보수적인 남성 위주의 생활에서 외

로움과 문화생활의 부재로 고통받는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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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농사규모나 종류를 확대(11), 그대로 유

지(8), 부업을 가질 생각(8), 농업을 부업으로(8), 농사 규모나 종류 축소

(7) 순으로 그래도 어렵지만 농업을 계속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 괴산 귀농자의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일로는 정착자금 융자지원

(21), 주거지 정보 안내와 지원(19), 취농정보와 상담(18), 농지구입정보 

제공(17), 지속적인 영농상담(13), 주민화합(13), 농가·농장 체험(12), 취농

자 교육과 연수(10), 정기적인 농사기술 교육과 지도(9) 순이었다.

◦ 괴산에서 농사 이외에 꼭 하고 싶은 일로는 문화(10), 공동체(9), 명상(8), 

생태에너지(7), 교육(7), 귀농자 지원(6), 의료·사회복지(5), 언론(5), 농산

물 유통(4), 건강(2), 가공 판매, 청소년여행학교나 클럽, 무가지신문 발

간, 체육, 무예, 체험학습, 삶의 진실을 찾는 일, 가족 쉼터에서 가족 상

담 겸하는 시설 운영, 학교급식, 여성, 마을사업 등이었다.

4   결어 / 귀농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장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대응

은 뒤처지고 있다. 작년 2009년을 맞이해서 민간부문, 지자체부문, 정부

부문 모두 현장에 가까이 접근했고 이제 앞으로 체계만 잘 잡는다면 우

리나라의 귀농지원체계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제도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올해 2010년은 

귀농활성화를 위한 체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정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그러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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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민간 부문

◦ 괴산군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귀농자를 돕는 사람들은 귀농자들의 어려움

과 외로움을 이해하는 선배 귀농자들이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임을 

만들거나 모임이 아니더라도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를 돕고 있다. 이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귀농자 모임 또는 귀농지원센터의 공간, 

상근자 확보, 홈페이지 운영, 여러 가지 학습과 문화활동을 위한 예산들

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귀농자들이 전국 단위에서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모범사례를 배

울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귀농자들의 어려움을 판단하고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민간부문의 상담지원센터로 넘기고, 정부 기관은 초기의 어려움

을 극복하고 정착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귀농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영농상담을 맡도록 지자체에 대한 지도와 조정이 필요하다. 

4.2. 지자체 부문

◦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 귀농과 관련한 독립 업무를 맡는 담당자가 없어

서 귀농업무가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지자체의 귀농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가 운

영하는 귀농지원센터의 경험을 공유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

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귀농희망자들의 접근을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즉 상담의 

전문화와 일원화이다. 상담 전문 요원을 두고 전화, 온라인 상담을 두루 

담당할 수 있어야 하며 상담전화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전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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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425(일자리오)로 통일하였고, 경북에서는 1577-2377(이사하세요)로 

통일하였다. 또 도시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나 지자체 사무실에도 이 

전화번호를 알리는 포스터나 스티커를 붙이면 좋을 것이다. 

◦ 귀농자들이 맨 처음 겪는 고통은 집 문제이다. 귀농자의 집을 많이 확보하

고, 휴경지를 조사해서 귀농자의 실습지로 쓰고, 귀농선배들을 후견인으로 

해서 귀농 초기에 귀농자들이 주민과 잘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

다. 이 세 가지를 한 지역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역동적일 

것이다. 

◦ 귀농지원센터와 군 농촌상담소(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산하 면 

출장소)의 유기적인 결합 체계가 필요하다. 실태조사에서도 많이 언급되

었지만 귀농자들은 영농기술과 지속적인 영농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

다. 군에서는 기숙형 실습지를 많이 확보하여 귀농희망자들에게 지역에 

맞는 영농 실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실습 뒤에는 지속적인 영

농상담으로 이어져서 영농기획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교육을 해야 한다. 

◦ 농협이나 농지은행의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귀농지원센터의 상담과 

군 농촌상담소의 영농 실습과 교육, 상담을 통해서 귀농자의 영농기획을 

검토하고 그에 맞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각 지자체가 나아가려는 방향에 맞는 귀농정책 수립을 돕는 자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4.3. 정부 부문

◦ 어쨌든 뒤늦었지만 농식품부에서 처음으로 귀농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체계 

있게 내놓았다.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농식품부도 귀농의 현실에 맞춰서 

지원체계를 잡아보려고 애쓴 흔적도 보인다. 귀농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동안 귀농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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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방향도 더욱 정확해져야 한다. 긴 

안목도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도 현실에 맞는 단계 구분, 각 단계에 맞는 

지원책, 각 단계를 관통하면서 일관되게 귀농자들을 안내할 수 있는 지

원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 또 젊고 가난하지만 농촌에 꼭 필요한 귀농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책, 

약간은 여유 있는 귀촌자들에 대해서는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삶의 

질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살

리는 다양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 각 지자체가 어떤 귀농귀촌자

를 유치해서 지자체를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정립을 할 수 있

도록 자문하는 등의 과제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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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양곡연도 가격 및 수급 동향

1.1. 산지 가격 동향

◦ 산지 벼 가격은 2008년 추석 이후 하락세를 보여 왔다. 동년 11월 중순 

통계청이 전년대비 증가한 쌀 생산량을 발표함에 따라 2009양곡연도

(’08.11~’09.10) 산지 벼 가격은 하락폭은 작지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12월 말 52,100원/40kg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9년 1월 들어 소폭 상

승세를 보이며 동년 3월 중순에는 52,476원을 기록하였다. 

◦ 이처럼 3월까지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일부 소규모 업체들이 매입가격이 높은 

농협 원료곡을 구입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임도정공장 

등 소규모 업체들은 수확기에 자금부족으로 원료곡을 대량 구입하지 못하고, 

1월 이후 조곡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농협의 원료곡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 3월 하순 이후 산지유통업체들의 재고부담이 늘어나자, 산지 벼 가격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어, 3월 25일에는 전년 동기대비 0.9%, 수확기대비 

0.6% 하락한 52,177원/40kg 수준을 보였다. 

(조곡가격)   (정곡가격)

43,000

45,000

47,000

49,000

51,000

53,000

55,000

57,000

11/5 12/5 1/5 2/5 3/5 4/5 5/5 6/5 7/ 5 8/5 9/5 10/5

2007양곡연도

2008양곡연도

2009양곡연도

원/40kg

132,000

138,000

144,000

150,000

156,000

162,000

168,000

11/5 12/5 1/5 2/5 3/5 4/5 5/5 6/5 7/ 5 8/5 9/5 10/5

원/80kg

2009양곡연도

2008양곡연도

2007양곡연도

자료: 통계청.

그림 18-1.  전국 평균 산지 조곡 및 정곡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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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연도
연평균가격

(11~익년 10월)

수확기 가격

(10~12월)

단경기 가격

(7~8월)

계 진폭

(%)

2000 157,205 156,063 159,402   2.1

2001 159,009 158,927 160,196   0.8

2002 152,758 152,165 154,754   1.7

2003 160,370 159,508 161,062   1.0

2004 165,921 161,593 168,406   4.2

2005 158,163 162,288 159,535  -1.7

2006 142,651 140,130 147,748   5.4

2007 149,367 148,083 151,647   2.4

2008 157,164 150,200 161,461   7.5

2009 157,016 162,424 152,883  -5.9

자료: 통계청.

표 18-1.  연도별 계절진폭 변화
단위: 원/정곡80kg

 

◦ 산지 쌀 가격은 2008년 10월 초들어, 가격 조사대상이 햅쌀로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9양곡연도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정체하였으며, 

2009년 3월 중순까지 16만 2,000원/80kg 수준을 유지하였다.

 

◦ 쌀 판매부진과 재고부담으로 산지 쌀 가격은 2009년 3월 하순 이후 수확기 

가격보다 낮은 수준(역계절진폭)을 보였다. 2009년 8월 말에는 전년 동기

대비 7.5%, 수확기 대비로는 7.8% 낮은 14만 9,800원/80kg 수준까지 하락

하였다.  

◦ 2008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산 

수확기(’08.10~12) 벼 가격은 5만 2,485원/40kg으로 전년 동기대비 9.2%, 

쌀 가격은 16만 2,424원/80kg으로 전년 동기대비 8.1% 상승하였다. 

◦ 이는 2008양곡연도 단경기 가격이 16만 1,641원/80kg으로 전년보다 6.7% 

높게 형성되었고, 생산요소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매입가격 인상

요구를 산지유통업체들이 수용한 결과이다. 2009년 단경기들어 역계절

진폭 발생에 의한 적자누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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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양곡연도 단경기(7~8월) 쌀 가격은 수확기(10~12월)에 비해 5.9% 

하락한 15만 2,883원/80kg으로 역대 최고의 하락률을 보였다. 단경기 가격이 

수확기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산지유통업체들의 적자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 소비지 가격 및 소비자 구매행태

◦ 2009양곡연도의 평균 쌀 소비자가격은 4만 2,114원/2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낮은 수준이다. 산지 쌀 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지 가격도 하락

하였으나, 산지 쌀 가격에 비해 하락폭이 적게 나타났다. 

양곡연도
2007

(06.11~07.10)

2008

(07.11~08.10)

2009

(08.11~09.10)
’08/’07 ’09/’08

국 40,572 43,061 42,114 6.1 -2.2

백화 42,083 43,824 43,349 4.1 -1.1

할인 40,026 42,680 41,573 6.6 -2.6

슈퍼 42,798 44,447 43,539 3.9 -2.0

  주: 양곡연도는 전년 11월~익년 10월까지이며, 가격은 물량으로 가중 평균한 가격임.
자료: 링크아즈텍.

표 18-2.  소매업태별 쌀 판매 가격
단위: 원/20kg

 

◦ 소비자조사1) 결과, 가정에서 밥하는 하루 평균 횟수는 1회 50.2%, 2회 

30.2%로 전년에 비해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감소 27.4%, 변화 없음 

54.1%, 증가 18.3%). 

◦ 밥하는 평균 횟수가 감소한 이유로는, ‘외식을 자주하기 때문에’가 30.3%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고기나 빵 등 밀가루 가공품을 많이 먹거나

(27.2%), 밥을 거르는 경우가 늘어났기(26.5%) 때문이라는 응답 순으로 

많았다.  

1)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정보센터에서는 국의 소비자 1,000명을 상으로 2009년 12월 

31일～2010년 1월 4일 소비자의  소비  구매행태에 한 E-mail 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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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 2순 3순

 구입시 고려요인 맛(32.5) 안 성(25.9) 가격(25.7)

 선택기 생산지(30.9) 품종(17.7) 생산연도(16.9)

자료: 2009년 12월 31일~2010년 1월 4일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1,000명 대상 E-mail 조사 결과.

표 18-3.  소비자들의 쌀 구입 시 고려요인 및 선택기준
단위: %

 

◦ 쌀을 구입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맛(32.5%)’이 가장 높았으며, 

‘안전성(25.9%)’, ‘가격(25.7%)’ 순이었다. 밥맛 좋은 쌀을 고르는 선택기준은 

‘생산지(30.9%)’, ‘쌀 품종(17.7%)’, ‘생산연도(16.9%)’, ‘가공일자(13.6%) 

순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가정에서 밥을 먹는 횟수와 먹는 양은 ‘약간 줄어들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았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공기술 및 가공제품 개발

(32.0%)’이 가장 높았고, ‘맛좋은 고품질 쌀 개발(29.8%)’, ‘영양소(건강요소)를 

보강한 쌀 개발(19.3%)’, ‘안전성 확보(17.4%)’ 순으로 나타났다.  

1.3. 수입쌀 가격 동향

◦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은 2009년 들어 톤당 590달러 내외 수준을 보이다 

8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11월에는 전월대비 4.9% 상승한 

톤당 538달러를 기록하였다. 최근 장립종 쌀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인도

의 강우량 부족, 필리핀의 태풍 피해 등으로 이들 국가의 쌀 생산이 크게 

감소하여, 11월 이후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장립종 쌀의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의 생산이 

감소하고, 이들 국가의 기말재고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장립종 쌀 

가격은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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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중립종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1등급, 장립종은 태국산 100% B등급임.
자료: USDA, Rice Outlook, RCS-09i, December, 11, 2009.

그림 18-2.  국제 쌀 가격변동 추이 

◦ 미국 캘리포니아의 중립종 쌀 가격은 2009년 4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11월에는 전월대비 3.9% 하락한 톤당 816달러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4월 

이후 중립종 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미국 남부지역의 중립종 

쌀 재배면적이 늘었고, 캘리포니아의 중립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 미국의 중립종 쌀 생산이 늘었지만, 이집트와 중국정부가 국내 식량의 

가격안정과 공급확보를 위해 여전히 쌀의 수출제한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중립종 쌀 가격은 앞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 쌀 가격 상승과 더불어 환율도 함께 상승하여, 우리나라의 2009년 

밥쌀용 쌀 수입가격은 전년대비 58.2% 상승한 톤당 1,079달러였다. 최근 

국제 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2010년에 도입될 수입쌀 가격은 

톤당 850달러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0년 수입쌀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였지만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수입량이 늘면서 

국내 쌀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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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밥 용 수입

도입량(A) 매량(B) 잔여량(A-B) 매율(B/A)

국산

1등 26,349 13,388 12,961 50.8

3등 15,717 0 15,717 0.0

소계 42,066 13,388 28,678 31.8

미국산

1등 15,191 11,311 3,880 74.5

3등 3,798 974 2,824 25.6

소계 18,989 12,285 6,704 64.7

태국산 1등 2,000 2,000 0 100.0

합계 63,055 27,673 35,382 43.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표 18-4.  2009년 밥쌀용 수입쌀 판매결과(12월 30일 기준)
단위: 톤, %

 

◦ 2009년 12월 30일 기준 밥쌀용 수입쌀 판매율은 43.9%로, 7월에 전량 판매

되었던 전년보다 크게 저조하였다. 중국산 1등급과 미국산 1등급 판매율은 

각각 50.8%, 74.5%를 보였으며, 미국산 3등급은 10월 22일 첫 공매 후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 중국산 3등급도 거래가 전혀 없다.

◦ 2008년에는 2007년산 작황이 부진하여 국내 쌀 가격이 상승하자, 급식업체 

등 대형 수요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쌀을 선호하게 되어, 수입쌀이 

전량 판매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 2009년 초기에는 국제 쌀 가격 상승과 함께 환율상승으로 인한 도입가격 

상승 등 제반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입쌀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줄어들어 수입쌀 수요가 감소하였다. 

◦ 수입쌀 판매실적이 좋지 않자 2009년 4월 말 이후 수입쌀 가격이 지속적

으로 하락하여 국내산과 가격차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 

재고가 많아 국내산 쌀 가격이 하락하였고, 원산지표시제 등으로 대형 수요

처뿐만 아니라 중·소형 식당들도 수입쌀 이용을 꺼렸기 때문에 수입쌀 

판매율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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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평균 낙찰가격 가격비율(%)

2006(A) 2007(B) 2008(C) 2009(D) E/A E/B E/C E/D

미국산1등 22,760 27,260 30,780 24,020 63.6 73.0 78.3 63.7

국산1등 25,480 27,140 29,740 23,587 71.2 72.7 75.7 62.0

태국산1등 11,100 19,060 22,640 24,866 31.0 51.0 57.6 70.5

국내산가격(E) 35,784 37,342 39,291 37,723 - - - -

  주: 2009년 수입쌀은 2009.4.2~12.30 평균 낙찰가격, 국내산은 2009.4.5~12.25 산지 평균가격임.

자료: 수입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내산은 통계청.

표 18-5.  밥쌀용 수입쌀 낙찰가격과 국내 산지 평균가격
단위: 원/20kg

 

◦ 2009년 4월 2일 수입쌀 첫 공매에서 미국산 1등급과 중국산 1등급은 각각 

3만 3,240원/20kg, 3만 2,580원에 낙찰되었지만, 4월 말 이후 가격이 하락

하기 시작하여 12월 30일에는 2만 3,000원까지 떨어졌다. 

◦ 2009년 밥쌀용 수입쌀의 20kg당 평균 낙찰가격은 미국산 1등급이 2만 

4,020원, 중국산 1등급이 2만 3,38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2.0%, 21.4%

(각각 6,760원, 6,360원) 하락하였다.  

◦ 밥쌀용 수입쌀이 도입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수입쌀과 국내산 

가격차는 2009년 들어 미국산 1등급이 63.7%, 중국산 1등급이 62.0%로 

전년(각각 78.3%, 75.7%)보다 확대되었다. 

1.4. 수급 동향

◦ 2008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9.9%(43만 5천 톤) 증가한 484만 3천 톤

으로 나타났다. 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2009양곡연도 총공급량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579만 톤으로 추정된다.

◦ 2009양곡연도 쌀 수입량은 25만 7천 톤으로, 이중에서 가공용은 19만 

4,059톤, 밥쌀용은 6만 3,055톤이었다. 전년도에 2009양곡연도 도입 계획량 

중 가공용 2만 9,503톤이 앞당겨 수입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량과 차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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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연도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공

량

년이월 1,335 850 832 830 695 690

생    산 5,515 5,000 4,768 4,680 4,408 4,843

수    입 154 192 238 246 258 257

소    계 7,004 6,042 5,838 5,756 5,361 5,790

수

요

량

식    량 4,145 3,815 3,860 3,789 3,755 3,704

가    공 337 324 373 424 583 541

북지원 400 309 168 173 - -

감모, 종자, 기타 675 762 607 675 333 699

소   계 5,557 5,210 5,008 5,061 4,671 4,944

기말재고량 1,447 832 830 695 690 846

재고율(%) 26.2 16.6 17.4 14.9 15.7 17.5

1인당 연간소비량(kg) 87.0 80.7 78.8 76.9 75.8 74.4

자 률(%) 107.0 102.0 98.5 95.8 94.4 98.0

  주: 1) 2007양곡연도까지 확정치, 2008양곡연도 잠정치, 2009양곡연도 전망치임.
2) 자급률은 가공용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표 18-6.  전체 쌀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 2009양곡연도 쌀 총수요량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497만 4천 톤이지만,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2009양곡연도 자급률은 98.0%로 높아졌다.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0년대에 연평균 2.6% 감소 추세를 보이며, 

1990년대보다 감소율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곡물가공품 가격상승

으로 쌀 소비가 늘면서 감소율이 둔화되었다. 2009양곡연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4.4kg으로 전년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판매시점 정보(POS, point-of-sale) 표본자료 분석결과, 2009양곡연도

(’08.11~’09.10) 소매업체의 평균 쌀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7.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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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연도
2007

(06.11~07.10)

2008

(07.11~08.10)

2009

(08.11~09.10)
’08/’07 ’09/’08

국 122,662(100) 122,478(100) 101,098(100) -0.2 -17.5

백화  14,020(11.4)  13,757(11.2) 12,167(12.0) -1.9 -11.6

할인  95,321(77.7)  95,103(77.6) 70,883(70.1) -0.2 -25.5

슈퍼  13,320(10.9)  13,618(11.1) 18,048(17.9)  2.2  32.5

  주: 1) 소매업태별 판매량은 전년 11월~10월까지의 합계이며, (  )는 판매 비중임.
2) 일반식품점과 편의점 판매량은 슈퍼에 포함됨. 

자료: 링크아즈텍.

표 18-7.  소매업태별 판매량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단위: 톤, %

 

◦ 매장형태별로 보면, 경기침체로 할인점 등의 매장판매가 감소한 반면,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구입이 편하고 가격이 저렴한 쌀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 농업관측센터 산지유통업체 조사결과, 2009년 홈쇼핑 쌀 판매량은 전년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하였고, 인터넷 판매량은 전년대비 4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점 등 매장판매보다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비중도 전년에 비해 5%p 증가하였다(’08년 13%→’09년 18%).

홈쇼핑 인터넷 합계

193.3 40.2 87.5

자료: 2009년 12월 1일~9일 농업관측센터 산지유통업체 526개 대상 팩스 및 전화조사 결과.

표 18-8.  산지유통업체들의 2009년 홈쇼핑, 인터넷 판매량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톤, %

 

◦ 2009양곡연도 말 쌀 재고량은 84만 6천 톤으로, 전년대비 15만 6천 톤

(22.6%) 증가하였다. 이는 2008년산 쌀 생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09양곡연도 말 정부 쌀 재고는 69만 5천 톤으로 공공비축용 쌀 비축규

모(72만 톤)에 거의 근접한 양이다. 이처럼 정부 쌀 재고가 늘어난 것은 

생산량 증가로 쌀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해 군관수용, 민수

용, 가공용 등 정부 방출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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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후반 들어 벼 재배면적의 증가와 소비감소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재고량이 누적되어 2002양곡연도에는 국내 소비량의 26.2%인 

144만 7천 톤에 달하게 되었다. 

◦ 2002년부터 국내산 쌀의 대북원조를 추진하여 쌀 재고는 2007양곡연도 

말 기준으로 14.9%까지 하락하였다. 2009양곡연도 재고율은 2008년산 

생산이 크게 늘어 17.5%로 다시 높아졌다.  

0

3 0 0

6 0 0

9 0 0

1 , 2 0 0

1 , 5 0 0

1 , 8 0 0

'9 5 '9 6 '9 7 '9 8 '9 9 '0 0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9
0 . 0

5 . 0

1 0 . 0

1 5 . 0

2 0 . 0

2 5 . 0

3 0 . 0
천 톤 %

재 고 량
재 고 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그림 18-3.  재고량, 재고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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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양곡연도 가격 및 수급 동향

2.1. 2009년산 생산 동향

◦ 2009년 벼 재배면적은 92만 4천ha로 전년보다 1.2%(1만 1천ha) 감소하였

지만, 감소폭은 전년(-1.5%)과 2000년대 평균 감소율(-1.7)에 비해 둔화되

었다.

◦ 2009년 쌀 단수는 534kg/10a으로 전년 단수(520kg/10a)보다 14kg(2.7%)

이 증가, 평년 단수(496kg)보다도 38kg(7.7%) 증가한 것으로 역대 사상 

최고치이다. 연이은 풍작으로 단수가 평년단수를 크게 상회한 이유는 

기상조건이 좋았고 주남, 호품 등 다수확품종 재배면적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주남벼 재배면적 비율은 2008년 11.0%로 2007년대비 1.3%p 증가하였고, 

2009년에도 전년 면적을 유지하였다. 호품은 2008년에 처음으로 재배되어 

면적비율은 미미하였지만, 2009년에 8.9% 재배면적 비율을 보이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추청 주남 동진1호 호품 남평 일미 운

2009 13.4 10.9 10.6 8.9  8.8 8.0 5.9

2008 13.6 11.0 18.0 1.1 12.1 7.3 5.0

2007 13.4  9.7 20.2 0.0 12.3 7.6 3.3

단수(kg/10a) 453 576 567 600 528 520 586

  주: 품종별 단수는 품종 개발 시 시범재배를 통해 얻어진 3개년 단수를 평균한 수치임. 이는 현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별 실제 단수와 다를 수 있음. 

자료: 농촌진흥청.

표 18-9.  벼 품종별 재배면적 비율 및 단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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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남벼는 주로 충남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으로, 면적비율도 2007년 

54.9%에서 2009년 72.5%까지 증가하였다. 호품벼는 2008년에 대부분 충남

(81.9%)에서 재배되다가, 2009년에 들어 호남지역에서의 재배면적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재배비율을 보면 충남이 34.6%, 전북이 

34.1%, 전남이 19.4%로 나타났다. 

◦ 주남과 호품벼는 다수확품종이지만 쌀 품질이 낮은 단점이 있다. 질소 

비료를 많이 줄 경우 장마나 태풍에 의하여 도복이 많이 발생하고, 이는 

쌀 품질저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쌀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에서 

이러한 품종들의 재배면적 증가는 쌀 가격의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 2009년 벼 재배면적은 감소한 반면, 단수가 크게 증가하여 2009년 쌀 

생산량은 491만 6천 톤으로 전년에 비해 1.5%(7만 3천 톤) 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

그림 18-4.  벼 재배면적과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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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확기 가격 동향

◦ 2008년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데다 수확기 가격(10~12월 평균 16만 

2,424원/80kg)이 높게 형성되어, 2009양곡연도 들어 쌀 판매부진과 재고

부담으로 쌀 가격은 8월 말 14만 9,800원/80k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9년 8월 말에 2008년산 1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다.

◦ 정부의 조치로 9월 이후 산지 쌀 가격 하락세는 둔화(9월 -3.1%→10월 

-1.4%)되었지만, 예년처럼 당겨먹는 물량이 없고 오히려 2008년산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 산지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 2008년산 벼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2009년산 조생종 품질이 좋지 

않아, 9월 초 산지 벼 가격은 전년보다 14.2% 낮은 4만 8,123원/40kg에 

형성되었다. 

◦ 전년에는 단경기 가격이 수확기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산지유통업체

들의 적자폭이 크게 발생하였고, 2009년에는 쌀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산지 유통업체들이 벼 매입을 꺼려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벼 가격은 9월 말 4만 5,812원/40kg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자료: 통계청.

그림 18-5.  2009년 쌀 가격과 정부의 시장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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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벼와 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2009년 9월 말 정부는 2009년산 수확기 

쌀시장 안정을 위해 2009년산 생산량 중 평년작(457만 6천 톤)을 초과한 

물량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0월 6일 통계청의 예상생산량

(468만 2천 톤) 발표 이후 정부는 평년작을 초과한 11만 톤을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으로 시장에서 격리하였다. 

◦ 이에 산지 벼 가격은 10월 중순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어 12월 15일까지 

4만 4,700원/40kg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불안감이 커진 비RPC농협들이 매입가격보다 낮게 벼를 판매하면서 2009년 

1월 5일 기준 산지 벼 가격은 4만 4,131원/40kg으로 전년 동기보다 15.0% 

낮고, 12월 대비 1.3% 하락하였다.  

◦ 정부가 11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 

예상보다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산지 쌀 가격이 상승세로 반등되지는 

못하고, 하락세가 둔화되는데 그쳤다.

◦ 11월 12일 통계청은 2009년산 쌀 실수확량이 예상생산량보다 많은 491

만 6천 톤으로 발표하였고, 정부는 추가로 시장에서 23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10월 들어 구곡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투매현상이 발생하였고, 신곡과 

구곡이 혼합된 저가쌀이 유통되면서 산지 햅쌀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연고미 증가와 임도정공장에서 저가로 판매하는 쌀이 많고, 

수확기에 벼를 충분히 매입하지 못한 민간RPC들이 벼 매입자금을 얻기 

위해 가격을 내려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년에 매출이 크게 감소한 할인점들이 대형구매처인 식자재업체 등에게 

쌀 판매를 늘리기 위해 대도시 중도매업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것도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이다. 1월 5일 기준 14만 944원

/80kg으로 전년 동기보다 13.0% 낮고, 12월 대비 0.5% 하락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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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최근 산지 거래 동향

2008년(A) 2009년(B) 증감률(%) 계획량(C) 계획 비(%)

공공비축미  400  365 -8.8  370  98.6

 - 포 벼  360  330 -8.3  330 100.0

 - 산물벼   40   35 -12.5   40  87.2

시장격리    0  286  340  84.1

RPC자체매입 2,044 1,987  -2.8 2,330  85.3

 -농 RPC  961  989   2.9 1,055  93.7

 -비RPC농  544  477 -12.3  552  86.4

 -민간RPC  539  521  -3.3  723  72.1

체 2,444 2,638   7.9 3,040  86.8

  주: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매입기간은 9월 22일~11월 20일, 포대벼는 10월 12일~1월 31일까지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표 18-10.  산지유통업체들의 수확기 벼 매입 실적(12월 30일까지)
 단위: 천 톤/정곡

 

○ 12월 30일까지 산지유통업체들의 2009년산 벼 자체매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198만 7천 톤으로 집계되었다. 업체별 매입실적을 보면, 

농협RPC는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한 98만 7천 톤인 반면, 비RPC농협

과 민간RPC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3%, 3.3% 감소한 각각 47만 7천 

톤, 52만 1천 톤으로 조사되었다. 

○ 2009년산 쌀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우려되자, 정부는 산지유통

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를 낮추는 등 매입을 더 늘리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농협도 벼 매입

자금을 전년보다 1천억원 늘린 1조 4천억원을 지원하면서 2009년 산지유

통업체들의 벼 자체매입계획량은 전년보다 12.6%(2만 6천 톤) 증가한 233만 

톤이었다.

○ 하지만, 12월 30일 기준 산지유통업체들의 계획량대비 벼 자체매입량은 

85.3% 수준으로 업체별로는 농협이 93.7%, 비RPC농협과 민간RPC가 각각 

86.4%, 72.1%로 나타나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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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이 하락세에서 반등되지 못하자, 향후 시장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특히 전년에 적자폭이 큰 비RPC농협들은 

매입을 주저하였고, 민간RPC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다. 

○ 또한, 수확기 가격이 전년에 비해 상당히 낮게 형성되었고, 정부의 시장격리로 

단경기에 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 농가(주로 대농)들이 수확기에 

벼를 팔지 않고 재고로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비축미 37만 톤과 시장격리 물량 34만 톤은 계획대비 91.7%의 실적을 

보였다. 2010년 1월 31일까지 포대벼 형태로 전체 계획량을 모두 매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량 연고미 자가소비 재고량

-3.0 12.0 1.0 39.3

자료: 2009.12.28~2010.1.8 농업관측정보센터 논벼 표본농가 1,615명 대상 전화조사 결과.

표 18-11.  2009년산 농가재고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단위: %

 

○ 산지유통업체들의 수확기 벼 자체매입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처럼, 농가의 

벼 판매량도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농업관측정보

센터 논벼 표본농가 1,615명 대상 전화조사 결과).

○ 도시 친인척에게 보내는 쌀인 연고미는 수확기 가격이 낮고, 생산량이 

많아 전년 동기대비 1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12월 말 농가 재고량은 전년 동기대비 39.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고미가 증가하였음에도 벼 재고량이 늘어난 이유는 2009년산 

생산량이 전년보다 많고, 수확기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산지유통업체

들에게 벼 판매를 줄였기 때문이다. 특히 대농 위주로 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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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 수급 및 가격 전망

3.1. 2010양곡연도 수급 전망

○ 쌀 생산과 수입이 늘어 당초 2010양곡연도 민간부문 시장공급량은 전년

보다 8.0% 증가한 492만 2천 톤으로 전망되었다.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가 

평년작을 초과한 물량을 매입하면서, 2010양곡연도 시장공급량은 전년보다 

2.8% 증가에 그친 458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양곡연도 2009(잠정) 2010년(추정) 증감

기민간이입량(A)
1)

-56 72 127

생산량(B) 4,843 4,916 73

산물벼 방출(C) 10 0 -10

밥 용 수입미(D)
2)

24 119 94

기타 정부방출량(E)
3)

418 422 4

정부매입량(F)
4)

400 370 -30

시장격리(농 )(G)
5)

100 340 240

기본감모․종자․기타(H)
6)

282 237 -45

시장공 가능물량

(A+B+C+D+E-F-G-H)
4,456 4,582 125

주: 1) 2009양곡연도 전기민간이입량은 2008년 9월 신곡판매비중으로 9~10월에 당겨먹는 물량을 
추정한 수치임. 2010양곡연도는 10월 말 기준 농협 재고 35,721톤, 통계청의 민간RPC(임도정 
포함) 재고 36,114톤 조사치를 합한 것임.

2) 2010양곡연도 밥쌀용 수입미는 2010년 도입량 79,810톤과 2009년 재고 38,794톤을 합한 수
치임.

3) 정부 수급관리계획량(군관수용, 민수용, 주정용을 제외한 가공용, 공공용) 중 산물벼 방출과 
밥쌀용 수입미를 제외한 수치임.

4) 정부의 공공비축 매입량임.
5) 정부가 농협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한 물량임.
6) 기본감모는 생산량의 4%를 적용한 것임.

표 18-12.  2010양곡연도 민간부문 수급 추정
 단위: 천 톤/정곡

 

○ 2009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에 이은 풍작으로 전년대비 1.5%(7만 3천 톤) 

늘어난 491만 6천 톤이지만, 정부가 34만 톤을 시장에서 매입함으로써 

시장공급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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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대의 풍작으로 큰 폭의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로 시장유통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2010양곡연도 수급

상황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2010양곡연도 연평균 쌀 가격은 

14만 3천원~14만 8천원/80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전년대비 5.3~8.5% 하락한 수준이지만, 2009년산 수확기보다는 0.6~3.7% 

높은 수준으로, 2010양곡연도에는 계절진폭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시장에서 격리한 물량은 시장상황이 회복되지 않는 한 방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2010양곡연도 쌀 가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009양곡연도 평균 가격 2010양곡연도 평균 가격 증감률(%)

15만 7,016원 14만 3천원～14만 8천원 -5.7～-8.5

주: 가격 신축성 계수는 1.4~1.7, 쌀 소비량은 1.4~2.4% 감소할 것으로 가정함.

표 18-13.  2010양곡연도 연평균 쌀 가격 전망
단위: 원/80kg

 

3.2. 2010년산 수확기 가격 전망

○ 2010년산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1.1% 감소한 91만 5천ha로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강원은 전년대비 

2.3%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크고, 충청과 호남이 1.0%, 영남이 0.4%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생종 / 만생 계

경기･강원 -2.1 -2.4 -2.3

충청 -8.9 -0.6 -1.0

호남 -8.0 -0.5 -1.0

남 -4.5 -0.1 -0.4

국 -4.6 -0.7 -1.1

자료: 2009.12.28~2010.1.8. 농업관측정보센터 논벼 표본농가 1,615명 대상 전화조사 결과.

표 18-14.  2010년산 벼 재배의향면적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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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별 재배의향면적은 조생종이 전년대비 4.6% 감소, 중/중만생종은 0.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생종 면적 감소폭이 중/중만생종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전년에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낮았고, 찰벼 가격이 높아 중산간

지역의 농가들이 찰벼를 재배하려는 의향이 높았기 때문이다. 

○ 찰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2.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충청·호남이 각각 25.8%, 25.7%로 증가폭이 가장 크고, 

영남이 17.0%, 경기·강원이 15.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산 벼 재배면적은 논벼 표본농가 조사치인 91만 5천ha을 가정, 단수는 

507~534kg/10a으로 가정하면, 2010년산 생산량은 463만 7천~488만 4천 톤

으로 추정된다. 

2009년산 2010년산

면 (천ha) 924 915

단수(kg/10a) 534 507～534

생산량(천 톤) 4,916 4,637～4,884

주: 1) 2010년산 재배면적은 논벼 표본농가 조사치.
2) 2010년산 단수는 최근 품종변화로 2007~2009년 평균 단수를 최소, 2009년 단수를 최대로 

가정함.

표 18-15.  2010년산 쌀 생산량 전망

 

○ 수확기 가격은 생산량, 단경기 가격(계절진폭), 쌀 소비감소율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히 생산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10년산 쌀 생산량이 

463만 7천~488만 4천 톤으로 추정되어, 2010년산 수확기 가격은 생산량이 

463만 7천 톤(507kg/10a)일 때 14만 5천원~15만 1천원/80kg, 488만 4천 톤

(534kg/10a)일 때 14만 3천원~14만 9천원/80kg 수준으로 전망된다.  

구분

생산량(단수)

463만 7천 톤

(507kg/10a)

476만 톤

(521kg/10a)

488만 4천 톤

(534kg/10a)

수확기 가격(10～12월)

(원/80kg)

14만 4,808원～

15만 903원

14만 3,704원～

14만 9,753원

14만 2,637원～

14만 8,640원

년 비 증감률(%)

(‘09년산 14만 2,861원)
1.4～5.6 0.6～4.8 -0.2～4.0

주: 쌀 소비량은 1.4~2.4% 감소할 것으로 가정함.

표 18-16.  2010년산 수확기 가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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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 수급 및 가격 전망

4.1. 시나리오 설정

○ 2009년 11월 말 각료회의에서 2010년 말까지 DDA 농업협상을 종료하겠

다고 발표하였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는 개도국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선진국 중심의 협상구도가 붕괴되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대립

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렵게 되었고, 협상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경제적 

득실을 따지기 어려워 협상의 실질적 논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

○ 이에 DDA 농업협상내용은 시나리오 설정에서 제외하였다. 중장기 쌀 수급 

및 가격 전망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안은 중도관세화와 소득보전

직불제의 목표가격 결정이다. 

○ 목표가격은 초기에 3년마다 변동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7년부터 5년

간(2012년까지) 17만 83원/80kg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후 어떻게 결정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 따라서,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을 시장가격과 연계하지 않고 현재 

수준(17만 83원/80kg)으로 고정시키고, 2011년부터 중도관세화를 하느냐 

아니면 2014년까지 관세화유예를 지속하느냐 하는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2) 배종하, “수 에 빠진 DDA, 언제 헤어날까?”, 시선집  GSnJ 92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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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급 및 가격 전망

○ 생산보다 소비감소가 더 빨라 국내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관세율과 

국제 쌀 가격이 높아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격은 국내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의무수입량(MMA)이외 물량은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관세화유예(시나리오Ⅰ)시 MMA 물량은 2014년에 40만 9천 톤까지 연차적

으로 늘어나고, 이후 매년 40만 9천 톤이 도입된다. 2011년에 중도관세화

(시나리오Ⅱ)할 경우, 2010년의 의무도입량인 32만 7천 톤이 매년 도입

된다. 이에 관세화유예가 중도관세화보다 수입량이 많으며, 장기적으로 

매년 10만 2천 톤의 수입량을 추가로 더 도입해야 한다.

○ 재배면적은 시나리오에 따라 큰 차이 없이 2015양곡연도에는 89만 5천

ha~89만 6천ha, 2020양곡연도에는 85만 3천ha~85만 6천ha로 전망된다. 

농가판매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쌀소득보전직불금(변동직불금)으로 목표가

격 대비 하락분의 85% 수준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농가의 재배면적 결정

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연도 재배면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1인당소비량

(kg)

2010 915 4,916 307 73.1

2015
시나리오Ⅰ 895 4,599 409 68.1

시나리오Ⅱ 896 4,606 327 67.7

2020
시나리오Ⅰ 853 4,397 409 61.7

시나리오Ⅱ 856 4,409 327 61.4

  주: 2010양곡연도 이후의 중장기 쌀 수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KASMO 전망치임. 
자료: KREI-KASMO 2009.

표 18-17. 시나리오별 중장기 수급 전망
단위: 천 톤

○ 시나리오에 따라 재배면적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양곡연도 생산량은 459만 9천 톤~460만 6천 

톤이고, 2020양곡연도 생산량은 439만 7천 톤~440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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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REI-KASMO 2009.

그림 18-6. 시나리오별 생산량과 1인당 소비량 추이

○ 시나리오별 1인당 소비량은 2015양곡연도 67.2~67.6kg, 2020양곡연도 

60.6~60.4kg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이후 쌀 

소비감소율이 연평균 -1.7%로 나타나 생산 감소율(-0.8%)보다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2010년 이후 시나리오별 10년간 누적수입량을 보면, 2020양곡연도에 관세

화유예(시나리오Ⅰ)시 396만 7천 톤으로 중도관세화(시나리오Ⅱ) 327만 톤

보다 69만 7천 톤의 수입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화유예를 지속할 경우 중도관세화시보다 상대적으로 수입량이 많고 

수입금액도 증가한다. 생산보다 소비감소폭이 더 크게 발생하여 국내 쌀 

재고가 늘어나고, 수입량 누적재고가 늘어나는 등 중장기적 쌀 수급관리

의 부담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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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REI-KASMO 2009.

그림 18-7. 시나리오별 누적수입량 전망

○ 관세화유예(시나리오Ⅰ)시 농가판매가격은 2015양곡연도 13만 2천원

/80kg, 2020양곡연도 12만 2천원/80kg으로 전망되고, 중도관세화(시나리오

Ⅱ)시 농가판매가격은 2015양곡연도 14만 1천원/80kg, 2020양곡연도 13만 

2천원/80kg으로 전망된다. 

○ 관세화유예의 경우 MMA 수입량이 늘어 공급량이 증가하여 중도관세화

보다 가격이 약 1만원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가판매가격이 하락하여도 쌀 직불금(변동직불금)을 포함한 농가수취

가격은 16만 3천원~16만 7천원/80kg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목표가격에 대한 농가수취가격 비율은 관세화유예(시나리오Ⅰ)시 

2010년 98.1%에서 2020년 95.8%로 하락하여, 중도관세화(시나리오Ⅱ)시 

2020년 96.6% 수준보다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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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REI-KASMO 2009.

그림 18-8. 시나리오별 농가판매가격 전망

○ 또한 관세화유예(시나리오Ⅰ)시 농가판매가격의 하락으로 2018양곡연도 

이후 변동직불금지급액이 국내 농업보조금(AMS) 한도(1조 4,900억원)를 

초과하기 시작하여 2020양곡연도에는 1조 5,980억원으로 전망된다. 

○ 중도관세화(시나리오Ⅱ)할 경우, 2020양곡연도에 변동직불금이 1조 1,660

억원으로 AMS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고정직불금을 더하면 

정부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도 

운영에 있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쌀 농가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을 고정하고, 변동직불금 지급 조건인 ‘벼 재배’를 완화하여 생산과 

연계되지 않게(de-coupled) 하는 등 여건 변화에 맞추어 제도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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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콩 수급 및 가격 동향

1.1. 국제 콩 수급 동향

◦ 세계 콩1) 재배면적은 지속적인 소비 증가에 따라 1999년부터 꾸준히 증가

하다가 2007년 들어 감소하였다. 2007년 세계 콩 재배면적이 감소한 

이유는 미국의 콩 재배농가들이 콩 대신 옥수수 재배면적을 늘려 미국 

콩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세계 콩 재배면

적은 다시 증가하여 2009년 1억 149만 ha로 전년대비 5.4% 증가하였다. 

2009년 기준 국가별 콩 재배면적 비중은 미국 30.6%, 브라질 22.4%, 

아르헨티나 18.5%, 인도 9.5%, 중국 8.7% 등이다. 이들 5개국의 콩 

재배면적은 세계 전체의 89.7%를 차지하여 콩의 주요 생산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0

2 0 ,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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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 0 0 0

1 0 0 , 0 0 0

1 2 0 ,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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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 0 0 0

1 0 0 , 0 0 0

1 5 0 , 0 0 0

2 0 0 , 0 0 0

2 5 0 , 0 0 0

3 0 0 , 0 0 0
재 배 면 적 생 산 량

천 h a 천 톤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fas.usda.gov/psdonline/)

그림 19-1.  세계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

◦ 2009년에는 세계적으로 단수와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 콩 생산

량이 증가세를 보였다. 2009년 세계 콩 생산량은 전년대비 18.7% 증가한 

2억 5,025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의 

생산량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88.2%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

1) 여기서 콩은 두(soybean)를 의미하며, 팥, 완두 등은 제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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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는 2009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8년 심각한 

가뭄으로 수확면적이 감소하고, 단수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2008년산 콩 생산량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연도
1)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 ’09/’08

증감률

세계 

재배면  61,063 75,439 92,916 90,724 96,271 101,487 5.4%

 생산량 124,706 175,759 220,670 221,129 210,870 250,254 18.7%

 수출량 31,643 53,756 63,804 79,519  76,891 79,609 3.5%

 수입량 32,462 53,052 64,129 78,162 75,966 77,790 2.4%

 미국 

재배면  24,906 29,303 28,834 25,959 30,222 31,007 2.6%

 생산량 59,174 75,055 83,507 72,859 80,749 90,336 11.9%

 수출량 23,108 27,103 25,579 31,538 34,925 36,469 4.4%

 수입량 121 97 92 269 361 218 -39.6%

 라질 

재배면  10,950 13,934 22,229 21,300 21,700 22,700 4.6%

 생산량 24,150 39,500 57,000 61,000 57,000 63,000 10.5%

 수출량 3,458 15,469 25,911 25,364 29,986 23,750 -20.8%

 수입량 1,050 733 63 150 50 150 200.0%

 

아르헨티나 

재배면  5,980 10,400 15,200 16,371 16,000 18,800 17.5%

 생산량 12,480 27,800 40,500 46,200 32,000 53,000 65.6%

 수출량 2,103 7,304 7,249 13,837 5,746 10,150 76.6%

 수입량 92 320 584 2,954 1,285 300 -76.7%

 국 

재배면  8,127 9,300 9,591 8,750 9,130 8,800 -3.6%

 생산량 13,500 15,400 16,350 14,000 15,500 14,500 -6.5%

 수출량 222 208 354 453 400 500 25.0%

 수입량 795 13,245 28,317 37,816 41,098 41,000 -0.2%

  주: 1) 유통연도(Market Year) 기준으로 아르헨티나·브라질·중국은 10월~익년 9월까지, 미국은 
   9월~익년 8월까지임.
2) 2009년은 전망치임.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fas.usda.gov/psdonline/)

표 19-1.  세계 콩 수급 동향
단위 : 천 ha, 천 톤

 

◦ 세계 콩 단수는 2009년 기준 247kg/10a이며, 국가별로는 재배면적의 

90% 이상을 유전자 변형 콩으로 생산하는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각각 

10a당 291kg과 282kg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의 경우 165kg로 우리나라 

198kg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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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세계 콩 수출량은 7,961만 톤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 45.8%, 브라질 29.8%, 아르헨티나 12.7%로 이들 

3개국의 수출비중이 88.3%에 이른다. 중국은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콩을 수출하는 국가이지만, 세계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로 

미미하다. 

◦ 콩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EU, 일본으로 이들 3개국의 수입량은 2009년 

기준 세계 콩 수입량에서 각각 52.7%, 16.3%,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1990년대 초까지 콩의 주요 수출국이었지만, 중국내 콩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어, 이제는 세계에서 콩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1.2. 국제 콩 가격 동향

◦ 바이오에탄올 원료용 수요 급증과 세계적인 곡물 소비 증가로 2006년 

말부터 국제 콩 선물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국제 콩 선물가격은 

2008년 7월 톤당 553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2009년에는 국제 콩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 후, 10월부터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2009년 12월 국제 콩 선물가격은 톤당 

379달러로 전월대비 2.3% 높고, 전년 동기보다는 18.7%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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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 달 러 /톤

  자료: 시카고선물거래소(CBOT)

그림 19-2.  국제 콩 선물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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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지역의 가뭄으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2008년산 콩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중국의 수입증가로 미국의 기말재고가 감축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2009년 국제 콩 가격은 강세를 보였다.

1.3. 국제 교역 여건

◦ 우리나라는 UR 농산물협상에서 콩을 관세상당치로 개방하면서 1995년

부터 시장접근물량2)을 운용해 오고 있다. 시장접근물량의 운용은 식용콩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국영무역으로, 채유 및 탈지 대두박용을 

포함한 사료용 콩은 실수요업체가 직수입하고 있다. 

◦ 콩의 시장접근(CMA3): Current Market Access)물량은 1988∼1990년 평균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국내생산 감소 및 소비 증가로 시장

접근물량만으로는 국내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추가로 증량하여 운용하고 

있다. 국영무역으로 수입하는 식용 콩의 관세는 5%, 민간무역으로 수입

하는 식용 콩의 관세는 487%이다.

표 19-2.  콩 시장접근물량 및 증량 물량 추이
단위 : 천 톤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세

(%)

국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민간 535.6 508.6 503.2 497.8 492.4 487.0 487.0 487.0 487.0 487.0 487.0

CMA 물량 186 186 186 186 186 186 186 186 186 186 186

증량 108 129 129 108 88 109 121 98 62 109 96

합계 294 315 315 294 274 295 307 284 248 295 28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팀

  

2) UR 농산물 상의 원칙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세상당치로 개방할 경우, 농산물 수출국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하여 기 연도(1988~1990년) 국내 소비량의 3~5% 수 인 일정 

물량은 행의 낮은 세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 음. 이를 시장 근물량이라 하며, 행

시장 근(CMA)물량과 최소시장 근(MMA)물량으로 구분함.

3) UR 농산물 상에서 세화한 품목의 기 연도(1988~1990)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를   

과할 경우, UR 이행기간 동안 기 연도의 시장 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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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협상 결과, 식용 콩은 현행 관세(487%)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이 수입쿼터로 들어오며, 이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무관세 수입쿼터는 1년차 1만 톤, 2년차 2만 톤, 3년차 2만 

5,000톤, 4년차부터 매년 3%씩 복리로 시한 제한 없이 증량하도록 되어 

있다. 착유 및 대두박용과 장유박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착유 및 대두박용은 할당관세가 1%이며, 장유박용은 5%이므로 관세를 

즉시 철폐하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한·EU FTA 협상 결과, 콩나물 콩은 현행 관세(487%)를 유지하고 채유 

및 박용은 5년 뒤 철폐한다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 EU 콩의 경쟁력이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영향은 미미

할 전망이다.4)

2   국내 콩 수급 및 가격 동향

2.1. 콩 생산 동향

◦ 우리나라의 콩 재배면적은 논콩 차등수매제가 실시되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갈등, 밭콩·논콩 간 

형평성 논란, 시장왜곡 등의 이유로 논콩 수매가격이 2005년부터 하향조

정되었고, 2007년부터는 밭콩 수매가격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콩 재배면적은 2006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09년산 콩 재배면적은 7만 265ha로 전년보다 6.6% 감소하였다. 이 중 

논콩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31.4% 감소한 4,833ha이고, 밭콩 재배면적의 

경우 전년보다 4.1% 감소한 6만 5,432ha로 나타났다. 2009년산 콩 재배

4) 최세균, 2009, “한-EU FTA와 농업”, 농업·농 경제동향 2009년 호(2009. 5.), 한국농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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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감소한 것은 2008년산 수확기 벼 가격 인상과 논콩 차등수매제가 

폐지되어 논콩 면적이 감소한 데다, 돌려짓기로 인한 타 작물로의 전환이 

많아 밭콩 면적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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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생 산 량콩  재 배 면 적

생 산 량 ( 천 톤 )면 적 ( 천 h a )

 년 도

 자료: 통계청

그림 19-3.  콩 재배면적과 생산량

◦ 2009년 지역별 콩 재배면적을 보면 제주와 강원 지역이 각각 전년대비 

21.5%, 4.6%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충청 지역이 가장 많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3.3% 줄어든 1만 

4,531ha를 기록하였다. 2009년산 콩 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일부 주산지의 재배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통계청

그림 19-4.  지역별 콩 재배면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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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단수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4% 증가하였다. 2009년산 콩 

단수는 198kg/10a로 전년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사상 최고치에 해당

한다. 2009년산 콩 단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개화기 및 성숙기(8~10월)에 

집중호우와 태풍피해가 없었고, 기상여건이 좋아 결실상태가 양호하였기 

때문이다.

자료: 통계청

그림 19-5.  연도별 콩 단수 추이

◦ 2009년산 콩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6.6% 감소하였으나, 단수 증가로 

2008년산 콩 생산량은 13만 9,251톤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생산량이 2만 5,014톤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2만 

4,079톤, 충북이 1만 7,738톤으로, 이들 지역의 콩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48.0%를 차지하고 있다. 

2.2. 콩 수입 동향

◦ 콩 수입량은 가축의 사료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8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9양곡연도 콩 수입량은 156만 톤이며, 이 중 

식용 비중은 17.7%, 사료용 비중은 82.3%이다. 사료용을 포함한 콩 

자급률은 8.4%에 불과하며, 식용콩 자급률은 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다소 상승한 3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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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09양곡연도는 잠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그림 19-6.  양곡연도별 수입량 및 식용 콩 자급률 

◦ 2009양곡연도 식용콩 수입량은 총 27만 5,014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보다 9.4%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국영무역 수입량은 전년대비 1.1% 감

소한 25만 9,687톤이며 민간 수입량은 62.6% 감소한 1만 5,327톤이다. 

2009양곡연도 식용콩 수입량이 감소한 이유는 2009년 들어 국제 콩 가격이 

강세를 보였고 상반기에는 환율도 높아서 민간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양곡

연도
구분

년

11월

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2
0
0
8

국 5,944 32,993 28,100 10,326 54,104 11,056 24,678 37,929 45,525 8,576 0 3,300 262,531

민간 5,005 6,498 6,945 6,007 4,360 3,197 1,718 2,729 1,275 1,110 934 1,226 41,004

합계 10,949 39,491 35,045 16,333 58,464 14,253 26,396 40,658 46,800 9,686 934 4,526 303,535

2
0
0
9

국 22,541 27,800 28,102 30,705 31,207 30,914 5,700 28,146 23,420 22,380 3,219 5,553 259,687

민간 1,576 2,510 1,947 858 1,658 1,771 1,016 1,137 507 1,473  350 524 15,327

합계 24,117 30,310 30,049 31,563 32,865 32,685 6,716 29,283 23,927 23,853 3,569 6,077 275,01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 두류관리팀, 한국무역협회.

표 19-3.  식용콩 수입 실적
단위: 톤

◦ 국가별 식용콩 수입량을 살펴보면 2006양곡연도까지는 미국산 콩의 수입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2006년 11월부터 국제 콩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국제유가도 2007년 2월부터 상승함에 따라, 

2007양곡연도부터는 미국산 콩 수입량이 감소하고 대신 중국산 콩 수입

량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제

2

부

제

3

부

564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19-7.  식용콩의 국가별 수입량

◦ 2009양곡연도에는 중국과 미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각각 76%, 22%로 중국 

콩의 수입 비중이 높아졌다. 식용콩 전체 수입량 중 중국과 미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 2009양곡연도 콩나물콩 수입량은 전년대비 8.1% 감소한 3만 9,033톤이

었다. 기타콩(일반콩)의 수입은 전년대비 9.6% 감소한 23만 5,981톤으로 

콩나물콩 수입량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다. 국가별로는 콩나물콩의 경우 

전체 수입량 중 95%인 3만 7,081톤이 중국에서 수입되었고, 미국에서는 

1,952톤이 수입되었다. 일반콩 수입량의 경우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각각 

73%, 25%로 전체 수입량의 98%를 차지하였다.

양곡

연도
구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2
0
0
8

콩나물

콩
4,152 7,476 5,276 6,060 6,220 3,435 3,506 2,481 984 838 863 1,166 42,457

기 타

(일반콩)
6,797 32,015 29,769 10,273 52,244 10,818 22,890 38,177 45,816 8,848 71 3,360 261,078

2
0
0
9

콩나물

콩
3,359 5,982 1,610 1,763 4,308 6,880 5,811 2,782 2,802 2,652 491 593　39,033

기 타

(일반콩)
20,758 24,328 28,439 29,800 28,557 25,805 905 26,500 21,124 21,201 3,079 5,485 235,98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 두류관리팀, 한국무역협회.

표 19-4.  품목별 식용콩 수입량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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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양곡연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한 콩의 용도별 소비실적을 

보면 두부용이 50.6%로 가장 많았고 장류용이 18.4%, 두유용은 11.3%, 

메주용은 1.5%, 가격조절용은 6.4%로 나타났다.

구분 2007양곡연도 2008양곡연도 2009양곡연도 평균 비 (%)

용도별 

소비실

두부용 120,866 113,882 122,073 50.6

장류용  44,352  43,687  41,402 18.4

두유용  28,575  27,251  23,915 11.3

메주용   3,317   3,577   3,995  1.5

가격조 용  13,994  12,949  18,463  6.4

(부산물)  23,902  29,015  28,434 11.6

수용     349     335     281  0.1

소계 235,355 230,696 238,563 100.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표 19-5.  국영무역 식용콩의 용도별 소비실적
단위: 톤

2.3. 콩 소비동향 및 소비자 구매행태

2.3.1. 콩 소비동향

◦ 콩의 기본 식량 소비량은 1990년 이후 평균 1.9kg 수준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가공 소비량은 평균 6.7kg으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식량 소비량과 가공 소비량을 합한 총 소비량은 가공 소비량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양곡연도 1인당 연간 콩 

소비량은 8.0kg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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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09양곡연도는 잠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 통계청.

그림 19-8.  1인당 연간 콩 소비량 추이

◦ 콩 가공품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큰 두부시장은 2004년 3,770억원에서 

2008년 4,430억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하였으며, 포장두부는 연평균 

12.5% 증가하여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두부제품 중 포장두부가 전체 두부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약 60%로 추정된다. 포장두부는 대부분 국산콩으로 만든 것으로 수입콩

으로 만든 두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금액측면의 

비중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추정)

포장두부 시장
1,660

(44.0)

2,050

(51.4)

2,250

(54.0)

2,500

(58.0)

2,660

(60.0)

체두부 시장 3,770 3,990 4,170 4,310 4,430

  주: ( ) 안은 전체 두부시장에서 포장두부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식품저널, 식품유통연감 2009.

표 19-6.  두부시장 규모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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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소비자 구매행태

◦ 소비자를 대상으로 콩과 콩 가공품에 대한 구매행태를 조사한 결과,5) 콩 

구입시 선택기준으로 국산콩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응답자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맛)’ 20.1%, ‘가격’ 12.5%, ‘요리용도’ 

12.0% 순으로 나타났다. 

◦ 대표적인 콩 가공제품인 두부와 콩나물을 구입할 때에도 국산콩 사용 

여부가 각각 30.7%와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부의 경우 소비자

들이 브랜드, 품질,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콩나물은 품질과 

요리 용도를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 두부 콩나물

국산콩 여부 42.8 30.7 29.9 

품질(맛) 20.1 16.9 16.6

가격 12.5 12.5 12.8 

요리용도 12.0 11.9 14.7 

친환경 표시 8.1 8.8 11.1 

랜드 3.0 17.6 14.3 

기타 1.5 1.6 0.6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조사(2009년 12월 16~20일 조사)

표 19-7.  콩과 콩 가공품 구입시 선택기준
단위: %

◦ 많은 소비자들이 국산콩의 가격, 품질, 안전성에 대하여 ‘조금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64.4%가 국산콩 가격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 국산콩의 품질과 안전성의 경우도 각각 80.6%, 

61.2%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2009년 12월 16~20일 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패  1,000명을 상으로 조사하여 800명이 

응답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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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품질(맛) 안 성

매우 낮다 0.3 0.0 0.4 

조  낮다 2.9 0.9 4.0  

보통이다 42.4 18.5 34.4 

조  높다 45.0  55.8 47.6 

매우 높다 9.4 24.8 13.6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조사(2009년 12월 16~20일 조사)

표 19-8.  국산콩에 대한 평가
단위: %

◦ 중국산과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각각 

45.8%와 39.6%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산 및 미국산 콩을 사용한 콩나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각각 42.9%와 28.4%로 조사되었다. 

0.0

20.0

40.0

60.0

80.0

100.0

중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0.0

20.0

40.0

60.0

80.0

100.0

중국산 콩으로 만든 콩나물 미국산 콩으로 만든 콩나물

구매경험 있음 구매경험 없음

45.8
54.2

39.6

60.4

42.9

57.1

28.4

71.6

%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조사(2009년 12월 16~20일 조사)

그림 19-9. 중국 및 미국산 콩 가공품 구매경험

◦ 국산콩 가공품에 대하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산과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각각 응답

자의 86.8%, 76.5%가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고, 콩나물의 경우도 

각각 85.7%, 79.8%가 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소비자들은 미국산보다 중국산 콩으로 만든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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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콩나물

국산 미국산 국내산 국산 미국산 국내산

매우 낮다 48.8 30.7 0.8 48.9 32.8 1.2

조  낮다 38.0 45.8 1.7 36.8 47.0 2.8

보통이다 12.2 22.1 20.3 13.2 18.7 26.3

조  높다 0.5 1.1 60.8 0.6 1.1 57.0

매우 높다 0.5 0.3 16.4 0.5 0.4 12.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조사(2009년 12월 16~20일 조사)

표 19-9. 원산지별 콩 가공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단위: %

◦ 향후 소비자들의 중국산 및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구매의향은 각각 

26.7%, 33.7%로 나타났고, 콩나물의 경우 각각 응답자의 27.5%, 28.5%가 

구매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26.7
33.7

73.3

66.3

27.5 28.1

72.5 71.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조사(2009년 12월 16~20일 조사)

그림 19-10. 중국 및 미국산 콩 가공품 구매의향 여부 

◦ 중국산 및 미국산 콩 가공품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 콩과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각각 

1,093원 / 400g, 1,192원 / 400g이었다. 중국산과 미국산 콩으로 만든 콩나

물의 지불의향 금액은 각각 610원 / 230g, 666원 / 230g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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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콩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지불의향 금액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소비

자들이 중국산 콩의 안전성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0

5 0 0

1 ,0 0 0

1 ,5 0 0

2 ,0 0 0

2 ,5 0 0

3 ,0 0 0

두 부 콩 나 물

두  부: 원/400g
콩나물: 원/230g

중국산콩 미국산콩

국산콩

중국산콩 미국산콩

국산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조사(2009년 12월 16~20일 조사)

그림 19-11. 중국 및 미국산 콩 가공품 지불의향 금액 

◦ 콩과 콩 가공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보도자료나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7%가 광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의 장점과 관련된 광고를 접한 이후 응답자의 60% 이상이 평소보다 

콩과 콩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0.0

20.0

40.0

60.0

80.0

100.0

있다 없다

1~20% 증가
47.4%

20~40% 증가
10.3%

감소 0.2%
50%이상 증가

2.7%

평소와 비슷
39.4%

% 95.7

4.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조사(2009년 12월 16~20일 조사)

그림 19-12. 광고 경험 이후 소비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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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콩 가격 동향

◦ 1995양곡연도부터 2009양곡연도까지 콩 생산량이 연평균 1.1% 감소함에 

따라 콩 도매가격은 연평균 2.7% 상승하였다. 1995~2009양곡연도 콩 생산

량과 도매가격의 상관계수는 -0.64이다. 

-

1 ,0 0 0

2 ,0 0 0

3 ,0 0 0

4 ,0 0 0

5 ,0 0 0

6 ,0 0 0

1 9 9 5 1 9 9 7 1 9 9 9 2 0 0 1 2 0 0 3 2 0 0 5 2 0 0 7 2 0 0 9
5 0 ,0 0 0

7 0 ,0 0 0

9 0 ,0 0 0

1 1 0 ,0 0 0

1 3 0 ,0 0 0

1 5 0 ,0 0 0

1 7 0 ,0 0 0

1 9 0 ,0 0 0

2 1 0 ,0 0 0
원 /kg 생 산 량 (톤 )

백 태 ( 상 품 )  도 매 가 격

콩  생 산 량

양 곡 연 도

자료: 통계청,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림 19-13.  콩 도매가격 동향(백태 상품, 양곡연도 기준)

◦ 2002년부터 논콩 차등수매제가 실시되면서 2004양곡연도부터 2006양곡

연도까지 콩 생산량은 연평균 32.1% 증가하였으며, 백태(상품) 도매가격은 

연평균 26.6% 하락하였다.

◦ 2008년에는 콩 생산량이 전년보다 16.1% 증가하여 2009양곡연도 국산콩

(백태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3,639원 / kg으로 전년보다 14.7% 낮았다. 

중품 도매가격도 3,367원 / kg으로 전년보다 15.0% 낮은 수준이었다. 국산

콩 도매가격은 2009년 초 수입콩과 국산콩의 가격차이가 줄어 수요가 증가

하면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9년 4월부터 안정세를 보인 후 2009년산 

콩이 수확되기 시작하면서 10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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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콩(백태 상품) 수입콩(백태 상품)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림 19-14.  국산콩과 수입콩 도매가격 추이

◦ 국제 콩 가격 강세와 상반기 환율 상승으로 2009양곡연도 수입콩 중품 평균 

도매가격은 3,146원 / kg으로 전년보다 4.3% 높은 수준이다. 수입콩 도매가격은 

국제 가격 및 환율 상승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따른 환율 하락으로 2009년 7월 이후 안정세를 보였다. 

3   콩 수급 및 가격 전망

3.1. 단기 전망

◦ 2009년산 정부비축 콩 수매실적은 전년에 비해 70.8% 감소한 1,272톤

이다. 이 중 논콩은 509톤으로 수매계획대비 5.0% 수매되었으며, 밭콩은 

763톤으로 수매계획대비 19.1% 수매되었다. 전년보다 정부수매가격이 

5%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비축 수매실적이 저조한 것은 2010양곡

연도 수확기 산지가격이 정부 수매가격(콩 대립종 1등급 3,168원 / kg, 

콩나물콩 소립종 1등급 수매가격 3,290원/kg)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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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08년 실
수매계획 수매실 수매율(%)

논콩

일반콩 10,000 505  5.1 3,392

콩나물콩    100   4  4.0    11

소계 10,100 509  5.0 3,403

밭콩

일반콩  3,000 453  15.1   955

콩나물콩  1,000 310 31.0 -

소계  4,000 763 19.1   955

합계 14,100 1,272 9.0 4,35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표 19-10.  2009년 정부비축 콩 수매 현황
단위: 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콩 표본농가 644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0년산 

콩 재배의향 면적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7만 1,649ha일 것으로 전망된다. 

◦ 콩 재배의향 면적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타 작물에서 콩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고, 2009년 기상여건이 좋은 데다 병충해 피해도 적어 단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산 콩 가격도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밭콩 논콩 합계

2009년 65,432 4,833 70,265

2010년 66,632 5,017 71,649

증감률(%) 1.8 3.8 2.0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콩 표본농가 644호 대상 전화조사 결과(2009.12.21.~2009.12.28 조사)

표 19-11. 2010년 콩 재배의향 면적
단위: ha

◦ 논콩과 밭콩별로 재배의향 면적을 살펴보면, 옥수수와 채소 등 타작물에

서 콩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아 밭콩 재배면적의 경우 전년대비 1.8% 

늘어난 6만 6,632ha로 전망된다. 전체 콩 면적의 10% 미만인 논콩 재배

면적의 경우, 쌀의 공급과잉으로 2009년산 쌀 가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논콩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5,017h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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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10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19-15.  밭콩, 논콩 재배면적 추이

◦ 2010년산 콩 재배의향 면적인 7만 1,649ha에 단수를 172~187kg/10a으로 

가정하면, 2010년산 콩 생산량은 12만 3,236~13만 3,984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0년산 콩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2009년산 콩 단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여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산 2010년산

면 (ha) 70,265 71,649

단수(kg/10a) 198 172~187

생산량(톤) 139,251 123,236~133,984

주: 1) 2010년산 재배면적은 콩 표본농가 조사치,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2) 콩나물콩을 포함한 전체 콩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망임.

표 19-12. 2010년산 콩 생산량 전망

◦ 농업관측정보센터 콩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0년 콩나물콩 재배의향 

면적은 8,654ha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콩나물콩의 주산지인 제주가 

전년보다 2.9% 증가하고, 전남은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과 충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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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산 콩나물콩 재배의향 면적에 단수를 159~172kg/10a로 가정하면, 

콩나물콩 생산량은 1만 3,760~1만 4,885톤으로 전년보다 8.3~15.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산 2010년산

면 (ha) 8,451 8,654

단수(kg/10a) 192 159~172

생산량(톤) 16,226 13,760~14,885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단수는 제주도 단수를 기준으로 추정함.

표 19-13. 2010년산 콩나물콩 생산량 전망

◦ 2010년산 전체 콩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산 수확기 콩 가격(백태 상품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2.5~8.6% 

상승한 3,764~3,985원/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산 2010년산

생산량(톤) 139,251 123,236~133,984

수확기 가격(11~12월) 3,671원/kg 3,764~3,985원/kg

주: 2010년산 생산량 및 수확기 가격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표 19-14. 2010년산 수확기 가격1) 전망

3.2. 중장기 전망

◦ 중장기 전망을 위한 시나리오는 한․미 FTA 및 한·EU FTA가 2011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한·미 FTA 발효 시 식용콩의 무관세 수입

쿼터는 1년차 1만 톤,  2년차 2만 톤, 3년차 2만 5,000톤, 4년차부터 매년 

3%씩 복리로 시한 제한 없이 증량하게 된다. 한편 한·EU FTA 발효 시에는 

식용콩의 현행 관세(487%)가 유지된다.

◦ 세계적으로 유전자 변형(Genetically Modified, GM) 콩 재배면적과 생산

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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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콩에 대한 신뢰와 수요가 높아, 국산콩 재배면적은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콩 재배면적은 2015양곡연도에 8만 1,000ha, 2020

양곡연도에 9만ha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연도
재배면

(천ha)

단수

(kg/10a)

생산량

(천 톤)

식용 수입량

(천 톤)

1인당 소비량

(kg)

2009 75 176 133 275 8.0

2010 70 198 139 297 8.9

망

2015 81 184 149 321 9.5

2020 90 189 169 327 10.1

자료: 통계청, KREI-KASMO 2009.

표 19-15.  콩 수급 전망

◦ 중장기적으로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인해 콩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콩 생산량은 2015양곡연도에 14만 9,000톤으로 늘어나고, 

2020 양곡연도에는 16만 9,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 발효로 인하여 무관세 수입쿼터량이 증가하면서 식용콩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5양곡연도 식용콩 

수입량은 32만 1,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양곡연도에는 32만 

7,000톤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 1인당 콩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콩 소비량은 

2015양곡연도에는 9.5kg, 2020양곡연도에는 10.1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콩과 콩 가공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향후 콩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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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곡물 수급 및 교역 동향

◦ 국제 곡물1)시장의 특징은 미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에 

의해 수출이 주도되고 있는 반면, 수입은 다수의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요 수출국의 수급 여건 변화에 따라 국제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 국제 곡물시장에서 생산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중 소비는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생산은 연도별 변동이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국제 곡물가의 등락은 소비보다 생산의 변화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주: 2009/2010은 전망치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fas.usda.gov/psdonline)

그림 20-1.  세계 곡물 수급 추이(1980/81~2009/10)

1) 본 연구의 상 곡물은 옥수수, 두, 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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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년 기준으로 곡물 생산량 중 옥수수, 대두, 밀의 생산량 비중은 

각각 44.2%, 16.4%, 39.4%이고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2%, 25.8%, 47.0%이다. 또한 옥수수, 대두, 밀의 생산량 대비 수입량

의 비중은 각각 10.2%, 36.3%, 20.4%며, 상대적으로 옥수수 수입 시장은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적은 얇은 시장임을 알 수 있다.

◦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한 곡물 재고율은 2007/08년 20.0%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 인도 등 거대인구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그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다. 그 후 곡물의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이 

늘어나 2008/09년 재고율은 22.9%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1.1. 옥수수

◦ 2008/09년 기준 옥수수는 상위 5개국(미국, 중국, EU-27, 브라질, 멕시코)의 

생산량이 세계 생산량의 7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전체 

대비 41.5%를 생산하고 있다.

◦ 2000/01년 이후의 세계 옥수수 재고율은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중국, 

인도 등 거대 인구국들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육류 소비 증가, 원유가 

상승, 바이오 연료용 수요의 증가, 특히 옥수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미국(세계 소비량 중 33.4%)의 소비증가(2001년 대비 2008년 28.9%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 세계 옥수수 시장에서 미국의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58.2%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수출 상위 5개국(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

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86.5%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수입량은 

세계 시장의 20.5%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의 옥수수 수입 국가

이며 전체 수입량의 8.9%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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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09/2010은 전망치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fas.usda.gov/psdonline)

그림 20-2.  세계 옥수수 수급 추이(1980/81~2008/2009)

◦ 향후 세계 옥수수 수출입을 전망해 보면 2018/19년 미국의 수출량이 

전체 대비 65.7% 수준까지 증가하고, 중국은 현재 옥수수 수출국이나 

2018/19년에는 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브라질의 수출량

은 2008/09년 12.9%를 점유하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8/19년에는 

5.9%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의 

수출량은 2008/09년 각각 12.9%, 5.0% 수준이지만 2018/19년에는 17.1%, 

5.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2)

1.2. 대두

◦ 대두는 2008/09년 기준 상위 5개국(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이 전체 생산량의 92.2%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개국이 80.5%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2) 자료: Food and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2009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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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의 재고율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장기적

으로는 증가해 왔다. 하지만 1995/96~1996/97년과 2007/08~2008/09년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였다.

  주: 2008/2009는 추정치, 2009/2010은 전망치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fas.usda.gov/psdonline/)

그림 20-3.  세계 대두 수급 추이(1980/81~2008/09)

◦ 세계 대두 수출 시장에서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개국의 비중은 약 

92%로 편중되어 있어, 이 나라들의 생산 및 재고량에 따라 국제시장의 

가격이 급등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수입은 중국의 수입량이 약 4,100

만 톤(54.1%)으로 세계 1위로 나타났으며, EU-27가 1,300만 톤, 일본이 

340만 톤을 수입하여 이 3개국이 전체 수입량 중 약 75.7%를 차지하고 

있다.

◦ 세계 대두 수출량은 2008/09년 7,200만 톤에서 2018/19년 9,600만 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4

개국의 수출량은 2008/09∼2018/19년간 전체 수출량의 97.9% 이상을 차

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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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밀

◦ 2008/09년 세계 밀 생산은 상위 5개국(EU-27,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이 

전체 생산량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밀 생산량 대비 EU-27은 

22.2%, 중국 16.5%, 인도 11.5%, 미국 10.0%, 그리고 러시아가 9.3%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 캐나다, 우크라이나, 호주도 각각 4.2%, 

3.8%, 3.1%를 생산하고 있어 밀의 국가별 생산은 옥수수, 대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 2008/09년 기준 밀 수출 상위 5개국은 미국, EU-27, 캐나다, 러시아, 호

주로 세계 수출량의 72.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입은 상위 5개국

(이집트 7.1%, 이란 6.7%, EU-27 5.6%, 브라질 4.6%, 알제리 4.6%)이 

28.5%를 차지해 수출에 비해 국별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우리나라의 수입량은 전체 밀 수입 대비 

2.4%로서 14번째이며, 일본의 수입량은 3.7%로서 7번째로 많다.

  주: 2009/2010은 전망치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fas.usda.gov/psdonline/)

그림 20-4.  세계 밀 수급 추이(1980/81~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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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까지 세계 밀 교역량은 9,900만 톤에서 1억 2,000만 톤까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수출은 2008/09

년 2,400만 톤에서 2018/19년 2,66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캐나다는 2008/09년 1,870만 톤에서 2018/19년 1,550만 톤으로 감소하고, 

호주는 2008/09년 129만 톤에서 2018/19년 177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수출량

은 큰 폭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국제 곡물시장 물류체계: 미국을 중심으로

2.1. 물류체계

◦ 미국은 세계 최대 곡물 생산 및 수출국의 하나로, 국제시장에서는 곡물

수출의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이다. 국제시장에서 미국산 곡

물이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요인으로는 생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진 

광대하고 비옥한 토지와 진보된 생산기술, 시카고 곡물거래소에서의 

가격 변동 리스크의 헤지(hedge)시스템, 정비된 수로․육로, 선진화된 

항구와 각종 내륙 및 수출항 엘리베이터(elevator)3) 등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의 곡물, 특히 옥수수, 대두의 수출 물류 주요 경로는 생산지인 중

북부 대평원지대를 관통하고 있는 미시시피(Mississippi)강과 그 지류인 

일리노이(Illinois)강, 그리고 오하이오(Ohio)강이다. 한국으로 가는 옥수수의 

대부분은 바지선을 이용해 미시시피강을 따라 뉴올리언스(New Orleans) 

항구에서 선박에 선적한 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여 한국에 도착하는 

수로 경로로 운송된다.

3) 엘리베이터는 곡물 집하·보 용의 창고이다. 컨트리(Country), 리버(River), 터미 (Terminal), 

수출(Export) 등의 종류가 있고 기능 한 다르다.



제

2

부

제

2

부

제

3

부

584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 구체적으로 생산자는 곡물을 근접한 마을 및 지역단위의 리버 엘리베이터

(River elevator: 미시시피강을 따라 만들어진 바지선 선적용 엘리베이터)로 

운반한다. 리버 엘리베이터는 이것을 단기간 보관하면서 바지선에 선적

한다. 바지선은 5일(Memphis)에서 20일(Minnesota)에 걸쳐 미시시피 강 

하류를 따라 뉴올리언스 항에 도착, 수출 엘리베이터 가까이에 계류되어 

차례로 하역한다. 그 후 사일로(Silo)에 단기간(통상 며칠 이내) 보관되어 

미국 농무성 연방곡물검사국에 의한 수출검사를 거쳐 본선에 선적되며 

출항 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여 약 35일 만에 한국에 도착한다.

그림 20-5.  미국 곡물 수출 물류 흐름(미국 → 한국)

◦ 포틀랜드(Portland) 항이 위치한 서해안(West Coast)은 걸프(Gulf)에 버금

가는 미국 곡물 수출지역이다. 원래 산지가 가까운 밀의 수출기지로 발달

해 왔지만 대두와 옥수수 수출 증가에 따라 아시아의 주요 수입국으로의 

운송기간이 짧고 미시시피 수계의 대안으로서도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 이 경로는 ‘생산지 → 철도로 서해안 → 태평양 → 한국’이다. 바지선 대

신에 철도를 이용하는 것 외에 수송방법은 걸프 지역과 같다. 서해안∼

한국 항로는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만으로 간단해서 좋고 파나마운하와 

같은 수송의 장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까지의 항해일수는 통상 

2주일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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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시피강 유역에 건설되어 있는 리버 엘리베이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터미널 엘리베이터(Terminal elevator)는 주요한 철도간선과 지선을 따라 

건설되며 통상 유닛트레인(Unit train), 또는 셔틀트레인(Shuttle train)으로 

불리는 화차에 곡물을 싣기 위한 시설이다. 1편성은 화차 110∼120량으

로 되어 있고, 1차량에 약 100톤이 적재 가능하며 약 1주일 만에 중북부

에서 서해안까지 수송된다.

2.2. 곡물메이저와 물류체계

◦ 곡물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세계적 

규모로 연결시키는 대규모 곡물 유통업자들이다. 국제적으로 곡물수출

경쟁력의 우위성은 기업의 선적능력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북미 지역 

항구에서 수출 엘리베이터의 선적능력은 2008년 기준 카길과 ADM이 

각각 13.7%씩 27.4%를 점유하고 있다.

◦ 4대 메이저［카길(Cargill), 에이디엠(ADM), 벙기(Bunge), 루이스드레피스

(Louis Dreyfus, LDC)］소유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항구수는 23개로 전체 

항구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곡물 저장능력과 

선적능력은 각각 370만 톤(약 45%)과 시간당 5.4만 톤(약 46%)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카길의 처리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ADM, LDC, 

그리고 벙기순이다.

◦ 카길은 8개 항구에 수출입 곡물 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장 및 

선적 능력은 각각 20%와 17% 수준이다. ADM도 마찬가지로 8개 항구에 

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장 및 선적 능력은 각각 12%와 13.5% 

정도이다. 일본 전농(Zen-Noh)이 소유한 루이지애나주 소재 수출입 곡물 

엘리베이터는 11만 톤 규모이며 선적능력은 시간당 약 3,300톤이다.



제

2

부

제

2

부

제

3

부

586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리회사
소재 항구수 장능력 선 능력

비 비 비

4  

메이져

카길 8 13.79 1,609,228 19.62 20,304 17.17 

ADM 8 13.79 989,830 12.07 15,967 13.50 

LDC 5 8.62 707,603 8.63 10,348 8.75 

벙기 2 3.45 386,460 4.71 7,185 6.08 

소계 23 39.66 3,693,121 45.04 53,804 45.50 

젠노 1 1.72 108,862 1.33 3,266 2.76 

기타 34 58.62 4,398,147 53.63 61,194 51.74 

계 57 100.00 8,200,130 100.00 118,264 100.00 

자료: USDA-GIPSA, Directory of Export Elevators at Export Port Locations including Facility 
Data, 2009.

표 20-1.  미국 ․ 캐나다의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현황
단위: MT, %

◦ 수출을 위한 리버 및 터미널 엘리베이터 수에 대해서도 선적 및 저장

능력과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미시시피수계의 리버엘리베이터 

보유비중은 1994년에 카길 6.5%, ADM 9%, 벙기 18.9%와 일본자본

(젠노, 이토츄)인 시지비(Consolidated Grain & Barge, CGB)는 10.4%

였으나 2006년에는 각각 18.4%, 15.5%, 15.5%, 16.7%로 카길과 

ADM, CGB의 점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벙기의 전체적인 비중은 높지만 세인트루이스(Saint Louis) 남부 여러 

주에 치우쳐 있고, 반면 주요 곡물생산 주인 아이오와, 일리노이, 네브

라스카, 미네소타, 그리고 사우스다코타를 중심으로는 카길, ADM, 

CGB 3사가 주요 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 철도수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터미널 엘리베이터도 카길과 ADM의 

점유율은 타사를 능가하고 있다. 소유 터미널수의 비중은 1994∼2006년 

사이에 카길은 3.7%에서 10.8%로, ADM은 18.3%에서 23.3%로 확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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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엘리베이터 수 비

1994 2006 1994 2006

리버 엘리베이터

카길 13 32 6.5 18.4

ADM 18 27 9.0 15.5

벙기 38 27 18.9 15.5

LDC 7 2 3.5 1.1

콘티넨탈 17 - 8.5 -

CGB 21 29 10.4 16.7

기타 87 57 43.3 32.8

계 201 174 100.0 100.0

터미  엘리베이터

카길 10 30 3.7 10.8

ADM 49 65 18.3 23.3

기타 209 184 78.0 65.9

계 268 279 100.0 100.0

자료: “Milling & Mills Annual” by Sosland Publishing.Company,1994, 2006.

표 20-2.  미시시피수계 리버 및 터미널 엘리베이터 수
단위: 개소, %

◦ 곡물메이저 중 카길은 현재 사기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회사로 성장하

였으며, 2008년 39억 5천만 달러(약 4조 7,000억원)의 순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거대한 기업규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주식을 공모하지 않으며 재무제표를 공개할 의무는 법적으로 지니지 않

는다. 반면 벙기는 2001년 뉴욕 주식시장에 일부의 주식을 공개상장하면서 

가족경영회사에서 공개주식회사로 일부 전환하였지만 대부분의 주식을 

가족이 관련된 투자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가족 경영체제라 할 

수 있다.

◦ 다국적 곡물메이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이들은 농지 등의 생산수단에 집착하지 않고 유통과정을 점유함

으로써 국제곡물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 곡물거래가 신

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액의 거래에는 신용과 비밀보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가족체제의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방식을 현재



제

2

부

제

2

부

제

3

부

588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까지 유지하고 있다. 3) 4대 곡물메이저들은 스위스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곡물거래에 따른 자금결제를 대부분 동 법인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스위스의 경우 법인세율이 매우 낮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울 뿐 아니라 비밀

계좌의 보유가 가능하여 곡물거래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 최근 곡물메이저들은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생명공학 기업들과 합작관계를 추진, 유전자 변형 농산물까지 

역량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곡물생산의 기초인 종자에서

부터 사료, 식용유지, 식품, 에탄올 생산 등으로 사업영역 및 범위를 넓

히고 있다. 특히 과거부터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한 곡물의 생산, 가

공, 포장, 운송 및 판매망을 일괄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은 물론 관련 곡

물메이저와 합작투자 등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국제 곡물시장에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   국제 곡물가격 결정요인

◦ 국제 곡물가격은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선물가격의 변화와 제반 유

통비용을 포함한 베이시스(Basis)4)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베이

시스는 국내 운송비 및 기타 비용과 연관된다. 따라서 국제 곡물가격은 

선물가격과 베이시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3.1. 선물가격

◦ 현재 CBOT의 주된 역할은 ① 가격변동리스크의 헤지(hedge), ② 국제시장 

4) 베이시스(Basis)란 유통비용을 구성하는 수송비, 반출입비, 보 료, 리, 보험료 등을 합산

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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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형성, ③ 투기매매에 의한 이익발생기회의 제공 등이다(금융투자

협회, 2009). CBOT 자체는 거래의 장소 및 체계의 제공자이며 곡물 가격 

형성의 구체적 과정에는 개입하지 못한다.

◦ 선물시장에는 전 세계의 현물거래 담당자인 헤저(Hedger: 생산자, 중개

업자, 수출자, 수입자, 최종수요자)5)와 스페큘레이터(Speculator: 투기

목적의 투자자)6)가 참여한다.

◦ 헤저는 보유하고 있는 현물의 판매 또는 매입의 계약과 반대의 매매를 

해서 곡물의 거래에 잠재해 있는 미래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헤지(hedge)

하여 수익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가치 변동에 의한 

이익 획득 기회를 포기하는 동시에 손실도 회피하는 것이다. 

◦ 스페큘레이터는 헤저의 리스크를 떠맡아 가격변동의 차익금을 노려 투기적 

매매로 이익을 도모한다. 이렇게 해서 다수의 시장참가자에 의한 선물

거래를 통해 선물시장가격은 형성되며, 또한 시카고 선물 가격이 국제적

으로 통용되는 선물거래의 지표로 고려되어 왔다.

◦ 옥수수의 경우 2009년 12월 CBOT의 선물가격은 톤당 156달러로 전월에 

비해 1.4% 상승하였다. 옥수수 가격은 국제가격 급등기인 2006년 하반기 

이후 2008년 6월 $276/톤까지 상승하였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

었다.

◦ 대두 역시 옥수수, 밀과 마찬가지로 2006년 후반부터 가격이 상승하여 

2008년 6, 7월에는 $553/톤으로 역사상 최고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

하다가 2009년 1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12월 CBOT의 

선물가격은 $379/톤으로 최고가 대비 31.5% 하락한 수준이다.

5) 보유하는 융․증권․상품자산 등의 가격변동리스크의 회피수단으로서 선물거래나 옵션거래 

등의 생상품을 사용해서 헤지(hedge)거래를 하는 사람

6) 융․증권․상품거래 시장 등에서 리스크를 각오하고 주로 단기 인 매매행동에 의해 리스크․

헤지(hedge)없이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래참가자



제

2

부

제

2

부

제

3

부

590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주: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HRW) Wheat 2등급,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콩은 Chicago 1등급 기준

자료: CBOT

그림 20-6.  선물가격 추이(2000. 1~2009. 12)
단위: USD/톤

◦ 2009년 12월 기준 CBOT의 밀 선물가격은 $196/톤으로 1986년 1월 이후 

최고를 기록하였던 2008년 3월($403/톤) 대비 51.4% 하락한 수준이다. 

또한 전년 동월 가격($143/톤)에 비해서는 8.7% 상승하였다. 국제 밀 

가격은 2008년 3월 이후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2009년 1월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3.2. 베이시스

◦ 시카고 선물시장의 옥수수 거래 월7)은 3, 5, 7, 9, 12월 5회이고, 지정 거래 

장소는 미시시피수계의 일부인 일리노이강 북부지역의 리버 엘리베이터

이다. 그러나 실제의 현물거래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이루

어진다. 따라서 어떤 지역의 현물가격과 시카고 선물가격과의 사이에는 

시간차, 거리차, 그리고 지역별 수급상황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를 

베이시스(basis)라고 부른다.

7) 선물거래에서 매매 약정을 최종 으로 결제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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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시스는 항상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로서 나타내며, 로컬 베이

시스(산지), FOB 베이시스(수출항)와 C&F 베이시스(CFR, 수입항)로 

구분된다.8) 이 중 로컬 베이시스는 다른 베이시스 거래의 기초가 되는 

가격이다.

◦ 베이시스의 출발점은 항상 시카고 선물가격이다. 현물을 시카고선물의 

인도 장소까지 수송하는 비용은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어 베이시

스로서는 마이너스의 값이 된다. 한편 시카고선물의 인도 장소에서 수요

지까지 수송하는 비용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베이시스로서는 

플러스의 값이 된다. 따라서 베이시스는 항상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

로서 나타낸다.

3.3. 최종가격 결정과정

◦ 곡물의 최종가격 결정과정은 생산자가 엘리베이터에 곡물을 판매하고 

엘리베이터가 즉석에서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헤지(hedge)거래를 했을 

때 발생한 로컬 베이시스로부터 시작된다. 이후의 로컬 베이시스에 수송․
보관료와 마진을 추가하여 베이시스 매매계약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리버 엘리베이터는 바지선 ․ 핸들링 ․ 보관료와 마진을 추가하여 뉴올리언스 

항에 있는 수출 엘리베이터에 CIFNOLA9) 베이시스로 판매한다. 수출 

엘리베이터 또한 핸들링 ․ 보관료와 마진을 추가한 FOB 베이시스, 혹은 

FOB 베이시스에 해상운임을 추가한 C&F 베이시스로 수입업자에게 

판매한다.

◦ 로컬 베이시스 이외의 베이시스 거래는 최종적으로 특정 시기의 시카고 

선물가격을 이용해서 최종확정가격으로 변환된다. 최종실수요자가 가격 

실행 지시(Pricing order)를 내고, 베이시스 거래에 관계된 당사자 모두에

8) FOB 베이시스는 수출항까지의 운송  부 비용을 나타내며, C&F 베이시스는 수입국의 수

입항까지의 운송  부 비용을 나타낸다. 

9) CIFNOLA는 루이지애나주(LA) 뉴올리언스(NO)항의 CIF가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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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거래의 순서를 거슬러 올라가 신속하게 전달되어 시카고 선물시장에 

헤지(hedge)팔기를 하고 있었던 거래당사자(통상은 리버 ․ 터미널 엘리베

이터)는 그것을 즉각 다시 매입하여 차액금 결제를 한다. 다시 매입한 시

카고 선물가격에 각 단계에서 미리 계약되어 있는 베이시스를 더해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 C&F 베이시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통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상운임이다. 2001∼2006년의 기간 중 걸프에서는 146.9%, 미국 서해안

에서는 181.5% 급등하였다. 또한 해상운임은 변동이 심하다는 특징도 보

이고 있다.

◦ 아울러 미국의 국내 바지선운임과 철도운임의 상승도 유통비 상승의 주

요 요인 중 하나이다. 2005년 가을 허리케인 카트리나(2005년 가을 미 

남부를 강타한 태풍)의 영향으로 폭등한 후, 2004년보다 더 높은 수준으

로 상승하여 현재까지 비슷한 운임을 유지하고 있다.

4   우리나라 곡물수입 방식

4.1. 곡물수입 현황

◦ 우리나라는 순수 곡물 수입국으로 옥수수, 대두, 밀의 수입량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1,300만 톤에서 1,470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2002년과 2003년에는 1,400만 톤 이상을 수입하였다.

◦ 쌀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08년 기준으로 26.2%이나 옥수수, 대두, 

밀의 자급율은 각각 0.90%, 7.13%, 0.3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8년 

옥수수, 대두, 밀의 수입량은 각각 900만 톤, 130만 톤, 270만 톤에 달하며, 

이들 품목은 수입량이 전체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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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쌀을 제외한 주요 사료 및 식용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밀과 옥수수는 거의 100%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도 옥수수 두 계

1998 7,119,187 1,413,420 4,696,157 13,228,764

1999 8,126,495 1,443,814 4,189,562 13,759,871

2000 8,728,800 1,496,421 3,329,969 13,555,190

2001 8,505,048 1,365,302 3,629,703 13,500,053

2002 9,130,007 1,503,041 3,863,203 14,496,251

2003 8,799,927 1,535,254 3,769,040 14,104,221

2004 8,386,568 1,297,183 3,381,875 13,065,626

2005 8,552,097 1,348,403 3,671,708 13,572,208

2006 8,686,331 1,147,660 3,558,902 13,392,893

2007 8,597,840 1,210,559 3,251,013 13,059,412

2008 9,039,014 1,346,879 2,742,798 13,128,69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09.

표 20-3.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량
단위: 톤

◦ 옥수수의 경우 1992∼2008년간 50개국으로부터 약 1억 4,000만 톤을 수

입하였고, 그중 미국,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량은 전체의 

98.6%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49.1%를 차지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41.6%를 차지하고 있다.

◦ 하지만 2000년 이후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량이 증가

하여 2000∼2008년간 우리나라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11.9%(1992~1999

년간 2.6%)를 차지하였다. 2001년에는 브라질에서 133만 톤, 아르헨티나

에서 96만 톤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량의 26.8%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 향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옥수수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으

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아르헨티나가 세계 옥수

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

하고 있던 비중을 어느 정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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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의 경우 우리나라는 1992∼2008년간 총 35개국에서 약 2,300만 톤

의 대두를 수입하였다. 그중 미국, 브라질, 중국으로부터 전체 수입량의 

99.2%를 수입하여 지역 편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세계 총 수입량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입

량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별로 

없을 전망이다.

◦ 동 기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대두는 총 1,820만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78.4%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브라질산 대두가 16.5%를 점유하였다. 

특히 브라질로부터 수입된 대두는 2001년부터 증가하여 2006년에는 미국

산보다 많았다.

◦ 향후 국제 대두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브라질이 차

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대두 수

입은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하고 브라질 등 남미로부터의 수입이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는 1992∼2008년간 밀을 64개 국가로부터 약 6,000만 톤을 수

입하였으며, 그중 미국, 호주, 캐나다, 우크라이나, 중국으로부터 93.2%를 

수입하였다. 우리나라 밀 수입 시장에서 상위 5개국은 최저 77.0%, 최대 

99.7%를 차지하였다.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밀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37.1%를 차지하였고, 호주는 25.3%, 그리고 캐나다는 17.5%를 차지하였다.

◦ 향후 우리나라는 신흥 밀수출국인 러시아와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상기후 등의 요인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밀 수입선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미국과 호주가 많은 비

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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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입방식

◦ 곡물의 국제가격은 현물의 기준인 선물가격과 운송 및 기타 비용을 포함

한 베이시스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선물가격과 베이시스를 합해 수입가

격을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을 플랫(Flat) 거래라고 하며, 선물가격과 베이

시스를 별도로 확정하는 것을 베이시스 거래라고 한다. 

◦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보유비용, 둘째는 

국내 운송비용, 셋째는 해당지역의 수급상황이다. 베이시스는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간의 상대적인 변동을 반영하므로 현물 및 선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변함에 따라 함께 변동한다. 베이시스 변동의 중요한 특

징 중 하나는 현물가격이나 선물가격 수준의 절대적인 변동에 비하여 훨

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계절적 변동패턴을 지

닌다는 점이다. 선물계약의 만기시점에는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이 서로 수

렴하게 되므로 베이시스는 수송비에 의한 차이만을 반영하게 된다.

◦ 우리나라의 곡물수입은 대부분 플랫 거래를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선물

이나 베이시스 거래에 관한 정보와 전문가가 부족하고, 또 단기간의 성

과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베이시스거래는 곡물가격의 변동추이를 보아가

며 선물을 매입함으로써 가격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베이시스 자료를 분석하여 현물거래에 이용한다면 플랫 거래보다 

더 경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매일 곡물거래가격의 동향을 살펴야 하며 

시장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FOB와 C&F를 병행 

구매하였으나 IMF 사태로 대형 선박회사들이 도산함에 따라 밀 이외의 

곡물은 대부분 C&F 조건으로 구매방식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구매방식

의 전환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공급업체와 선박회사 간의 전략적 제휴

를 통한 C&F 제시가격이 구매자가 FOB가격에 별도로 운임을 포함하는 

도입가격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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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에 제출된 우리나라 이행계획서(C/S: Country Schedule)상에 시장접

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TRQ 물량한

도내에서 쿼터내(in-quota) 세율로 수입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

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화가 유예된 미곡 등에 대해서는 

WTO 이행계획서상의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양곡관리법｣ 제12조).

구분
옥수수 (종자용 이외: 

사료용, 팝콘, 가공용)

두

사료용

(탈지)
기타(가공용)

2006

시장 근물량 6,102,100 846,365 185,787

증량 4,195,247 567,635 98,310

소계(A+B) 10,297,347 1,414,000 284,097

2007

시장 근물량 6,102,100 846,365 185,787

증량 4,175,629 353,635 62,000

소계(A+B) 10,277,729 1,200,000 247,787

2008

시장 근물량 6,102,100 846,365 185,787

증량 6,563,900 568,600 109,200

소계(A+B) 12,666,000 1,405,965 294,987

2009

시장 근물량 6,102,100 846,365 185,787

증량 5,055,963 368,600 96,200

소계(A+B) 11,158,063 1,214,965 281,987

표 20-4.  옥수수와 대두의 시장접근물량 및 증량 실적
단위: 톤

◦ 우리나라의 경우, 옥수수와 대두 등 주요 곡물의 경우에는 관세가 매우 

높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높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량은 

별로 없으며,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TRQ물량으로 

수입을 요청하고 있다. 

◦ 곡물 중 TRQ를 운용하는 품목은 옥수수, 대두, 보리, 전분류, 녹두․팥, 

메밀, 매니옥 등이 있다.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최종소비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요자가 요청하는 대로 매년 TRQ 물량이 증량되고 

있어 사실상 TRQ물량 한도의 의미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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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원료용 옥수수를 구입하는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료회사가 회원사로 되어 있는 사료협회를 통한 공동구매와 농협사료의 

단독구매가 있다. 곡물 운송은 주로 벌크선으로 운송되며 벌크선 용량이 

대개 5만 5천 톤급 내외이기 때문에 중소규모 사료회사들은 단독으로 구

매하기 어렵다. 한편 국내 항구의 사이로 저장시설도 부족하고 사료회사의 

곡물 저장능력에도 여유가 없어 보통 1개월 정도 사용할 원료곡을 매월 

수입하는 실정이다.

◦ 사료협회의 옥수수 수입은 주로 C&F 플랫구매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농협사료는 베이시스 거래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2007년 농협사료 

전체 수입물량의 26%, 2008년 47%, 2009년 9월말 기준으로는 50%가 

베이시스 거래로 수입되었다. 입찰은 C&F와 FOB 두 가지 방식을 다 

활용한다. 이는 국제 해상운임의 추이를 지켜보며 경우에 따라 FOB, 

C&F를 취사선택하여 원가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거의 

C&F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입찰방식은 주로 공개입찰에 의한 저가낙찰로 

이루어진다.

◦ 대두 채유회사는 당초 CJ제일제당, 사조해표(전 동방유량), 삼양유지 등 

3사체제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삼양유지가 CJ제일제당에 합병되어 지금은 

2개 회사가 있다. 2008년도 판매실적은 CJ제일제당이 58%, 해조사표가 

42%를 차지하고 있다.

◦ 식용대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해서 실수요자에게 분배하고,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대두는 대두가공협회에서 수입추천권을 갖고 대두가공 

회사에 선착순 배분을 하며 각 회사가 직접 수입한다. 공개 경쟁입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C&F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FOB

로 수입한다. CJ의 경우 일부 물량에 대해 선물계약을 활용하기도 한다.

◦ 밀의 경우 지역별로 대규모 회원사가 중심이 되어 월별로 각 회원사의 

밀 수입물량을 취합한 후 공동으로 용선하여 밀을 구매하고 일부 회원사는 

단독으로 용선한 후 밀을 구매한다. 밀의 경우에는 안전수송 및 운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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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로 장기용선 계약방법에 의거해 용선하는 

방식을 취한다.

◦ 밀 구매 회원사는 외국 곡물업자(밀 공급자)와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오퍼(Offer)상으로서 한국제분공업협회에 입찰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사에게 밀 구매입찰안내서를 송부하고 경쟁입찰에 의해 최저응찰자와 

밀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5   곡물 수입방식 개선방안

◦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곡물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플랫 거래 비중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이 방식은 

인도일과 비교하여 평균 3개월 전에 5만~5만 5천 톤 수준의 대량 곡물을 

C&F 플랫가격으로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낙찰된 곡물이 

우리나라 수입항 도착시 국제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그 

가격변동은 수입곡물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

라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 폭이 큰 시점에서는 위험요소가 증가하여 그 

파급영향은 대부분 국내 시장으로 흡수되어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

공업자 및 최종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이시스 거래를 활성화하여 단기적

으로는 베이시스 거래 + 선물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곡물

메이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이시스 거래 + 선물거래 + 직접

구매를 병행하여야 한다.

◦ 이를 보다 구체화하면, 첫째, C&F 플랫가격 중심의 거래에서 베이시스 

거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C&F 플랫 거래는 곡물수입을 위한 거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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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단순화시키고 거래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제시장에서의 

위험요소를 회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선물거래와 수출항 엘

리베이터에서 국내항까지 운반되는 곡물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인 베이시

스로 분리(가능하다면 해상운임도 별도로)하여 거래를 한다면 위험요소를 

분산시키는 수단이 된다.

◦ 둘째, 베이시스 거래에 수반되는 선물시장을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선물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베이시스의 절대적 수준 및 변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의 축적이 미흡하고, 공동구매 관행

으로 인해 구매가격이 동일해짐으로써 다양한 전략 및 선물거래 활용에 

대한 이유가 감소하고 있으며, 구매부서에서 선물거래를 전담할 전문 인력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따라서 선물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선물거래사를 양성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물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이 손해를 

발생시키면 단기간에 면직되고 비전문적인 사람이 선물거래를 담당하는 악

순환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거래에 치우쳐서 실질적인 선

물거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국제 선물시장에 적극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곡물 전문 선물거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 셋째, 직접구매를 위한 체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베이시스 거

래와 선물시장 활용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최근 국제곡물시장의 영향을 100% 회피할 수는 없다. 선물가격은 

일반적으로 국제곡물의 현물 기준가격으로 고려되지만 국제시장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선물가격은 

국제 곡물수급 여건, 투기자금 유입 정도, 주요 수출국의 곡물정책 변화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물구매는 위험요소

를 회피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정적인 곡물 

확보와 국내 곡물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

안으로는 직접구매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구매

에서부터 우리나라 수입항 도착까지의 일괄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국제 

곡물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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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로 일본은 1970년대 초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수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본농협(젠노)의 자회사인 젠노그레인(Zen-Noh Grain Co.)의 

설립을 추진하여 미국 곡물수출의 최대항구인 뉴올리언스항에 수출 엘리

베이터를 건설하였다(1982년 10월 준공, 초기투자 비용: 2,770만 달러). 

또한 젠노는 1988년 CGB를 인수(젠노 50%, 이토츄상사 50%)하여 내륙 

및 미시시피강 유역의 곡물 엘리베이터 50여 기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뉴올리언스항 수출 엘리베이터는 1,100만 톤/년 처리가 가능하며, 일본으로 

운송되는 모든 곡물을 선적하고 있다(일본 사료 곡물수입의 약 30% 처리).

 자료: 젠노 내부자료

그림 20-7.  일본의 각 공급사별 가격 변화 및 판매량 누계(2006. 7~2008. 9)

◦ 젠노는 철저하게 곡물메이저를 배제한 구매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 달리 C&F 플랫 방식의 구매를 배제하고 베이시스 거래가 주를 

이룬다. 최근 국제곡물 가격 급등시 사료 및 식용 곡물원료의 약 30%를 

직접 공급하는 동시에 기타 민간기업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 과거 10년 평균 일본 곡물 수입 2,900만 톤 중 850만 톤 공급

–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한 2006년 말부터 2008년까지 평균 약 10% 낮은 

가격으로 회원사에 공급(그림 20-7 참조)

– 특히 2008년 7∼9월에는 타 기업보다 무려 29% 낮은 가격으로 회원사에 

공급하여 국제시장이 일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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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수입

은 최종수요자인 사료 및 가공업체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 정부는 

TRQ관리만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할 중

요한 자료 및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입곡물 관련 자료, 즉 입찰시 낙찰가격, 이행시기 등의 중요

한 정보가 민간 기업들에 의해 축적되고 경영의 비밀자료로 취급되기 때

문에 장기적인 정책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곡물 수급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주요 민간기업들과 협의 하여 구

축하여야 한다.

◦ 또한 국제 곡물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미국 농무성(USDA), FAO 등의 국제기관이 제공하는 주요 곡물의 

전망치에 의존하는 정보망은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곡물의 주요 생산지를 파종, 수확기 등으로 구분하여 직접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정부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개별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지출을 감소시키고 유

관기관과 정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구축되어 장기적인 곡물 수급 변화

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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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의 가치와 의미

1.1. 쌀의 개요 

◦ 쌀은 세계적으로 주요한 곡식으로서 벼의 알곡이며, 도정 정도에 따라 

불리는 이름과 양도 각각 다르다. 볍씨에서 왕겨를 제거하면 현미가 

되며, 일반적으로 도정도가 92% 이상인 경우를 백미라고 한다. 

◦ 세계에서 쌀의 최대 수입국은 인도네시아이며, 최대 수출국은 태국이다. 

세계에서 쌀 거래량은 6~7% 정도로 거래량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국내에서도 모든 지방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쌀 시장개방도 이미 시작되었으며 최근 곡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식량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쌀에 대한 관심은 과거의 생산량 증가를 위한 정책에서 친

환경적인 생산과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려는 노력과 최근에는 쌀면 생산을 

위한 가공용 다수확 품종을 재배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최근 쌀에 대한 기능성 소재로 알려진 물질을 코팅하여 기능성 쌀을 제조

하려는 연구와 쌀 자체에 기능성을 부여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초기에 식이섬유와 단백질, 무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으로 도정을 적게 한 현미를 권장했다. 그러나 밥맛이 좋지 않아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되지 않자 현미를 발아하여 발아현미를 현미 대용품으로 제시

했다. 현미가 발아될 때 생성되는 기능성 물질을 강조함으로써 쌀의 

새로운 면을 부각시켰다. 또한 도정과정 중에 생산되는 부산물인 배아도 

중요한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1)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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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쌀의 영양성분 및 기능성분

◦ 쌀의 구조는 왕겨, 과피, 종피, 호분층, 배유, 배아 등으로 구성되며, 양

분은 쌀눈에 66%의 양이 분포하고, 미강에 29%, 백미에 5%의 양분

이 분포하고 있다.

자료: 한농 경기도 연합회. www.hannong21.or.kr

그림 21-1.  쌀의 구조와 영양분포

◦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 밀에 비해서는 양성분 함량이 다소 떨어지지만 

필수아미노산 함량과 라이신 함량이 높다. 쌀의 일반 양성분은 백미를 

기준으로 하여 100g당 372Kcal를 내며, 당질이 81.6g, 단백질 6.4g, 지방 

0.5g, 회분 0.4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무기질과 비타민의 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구분
일반성분(%) 무기질(mg) 비타민(mg)

수분 단백질 지질 당질 회분 칼슘 인 B1 B2 나이아신

(미) 10.8 6.4 0.5 81.6 0.4 4 140 0.11 0.04 1.5

10.6 10.6 1.0 73.6 2.0 52 254 0.43 0.12 2.4

자료: 농촌진흥청. 식품성분표 (2006).

표 21-1.  쌀과 밀의 영양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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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분 함유량 기능

당질 81.6 g

- 백미에 당질이 가장 많이 포함

- 당질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열량공 원의 역할

- 뇌 조직에서는 포도당만이 에 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뇌활동에 

요한 역할이며 인체 내 열량공 원으로 사용

- 우리나라 식생활에 있어 당질의 주된 공 원은 로서 그 당질의 

부분은 분임.

식이섬유 -

- 식이섬유는 소화효소로 가수분해되지 않는 탄수화물

- 소장에서 당질의 흡수를 지연시켜, 식사 후 당치의 격한 상승을 억제

- 콜 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하며, 장내 독성물질을 흡착하여 배설

- 포만감 부여로 과식을 방지하여 비만 방과 치료

- 지방을 흡착하여 흡수속도를 늦추고 배설을 진하여 지방축 을 감소

- 장액 분비를 진시켜 소화를 돕고, 수분을 많이 흡수하여 쾌변을 유도

- 유익한 장내세균을 증식시켜 당을 분해하고 유기산을 산출하여 장운

동을 진

단백질 6.4 g

-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유기물질로서 인체를 구성하는 표

 성분으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기본단 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음 

- 단백질은 인체 성분구성에 필수 인 요소로 우리 몸의 근육, 골격, 

액 등을 구성하며, 신체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요함

- 한 항체의 구성요소로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원균 등의 항원을 

막아내어 질병에 한 항력을 가지도록 하는데 요한 작용을 함 

- 액에 있는 단백질인 알부민과 로부린 등은 체내 수분의 평형을 

유지시켜주며, 액의 pH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 생체 내에서 요한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호르몬이나 효소, 신경

달물질 등을 형성함

-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에 지원으로서 역할이 부족할 경우에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는 데 이용되기도 함

지방 0.5 g

- 의 지방함량은 미에는 약 2.1g, 백미에는 약 0.5g으로, 밥으로 섭

취하는 지방량은 하루에 3g 정도

- 지방 섭취량이 많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악 향이 있지만, 에는 지

방함량이 으며, 부분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에 포함된 지방으로 성인병이 유발될 험은 낮다고 볼 수 있음

회분 

무기질

0.4 g/

373 

mg

- 에는 회분 함량으로 백미에 약 0.4g/100g이 함유

- 무기질로는 인과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철분이 함유되어 있으

며, 특히 100g당 140mg으로 인의 함량이 높음

- 무기질은 골격과 치아를 구성하는 경조직의 구성성분일 뿐만 아니라 

핵단백질, 세포핵, 신경조직 등을 구성하는 연조직의 구성성분이며, 

체액의 구성요소로서 기능

- 신체 조 작용으로서 수분의 평형을 조 하고, 산과 염기의 평행조 , 

근육의 기능조 , 신경의 기능조 , 액의 응고작용 등의 역할

비타민
2.0 

mg

- 에는 비타민 B1, B2 등 비타민 B군이 풍성하다 

- 비타민 B군은 열량생성  신진 사에 필수

- 신체의 생물반응과 화학반응을 가속화하는 효소를 돕는 코엔자임으로 

사용되며, 세포의 증식을 돕는 기능

표 21-2.  100g당 쌀(백미)의 영양성분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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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단백질은 다른 곡류에 비해 단백가가 높고, 카제인, 생선단백질, 대두

단백질 등 다른 단백질보다 체내에서 혈중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농도를 

낮게 유지시켜 준다2). 

종류 백미 미 옥수수
가루

보리 오트 조
박력 력 강력

아미노산가 65 68 32 44 41 38 62 76 35

단백가 81 85 37 56 52 48 78 89 44

자료: 하태열. 쌀의 양학적․기능적 우수성 (2002).

표 21-3.  곡류의 아미노산가와 단백가

트리 리세리드 총 콜 스테롤 HDL 콜 스테롤

설탕 83.44±9.86a* 105.2±5.71a 46.77±4.53ns

옥수수 분 49.58±7.74b 97.43±3.53ab 39.70±1.36

미 42.15±6.61b 78.22±4.22bc 43.82±1.73

백미 32.90±8.91c 69.03±7.58c 42.65±4.60

57.60±9.11ab 77.57±5.53bc 46.18±2.47

  주: abc-ANOVA 사후검정
자료: 하태열. 쌀의 양학적 ․ 기능적 우수성 (2002).

표 21-4.  탄수화물 급원에 따른 혈중 지질함량의 변화
단위: mg/100mL

◦ 쌀 식이섬유 중에 헤미셀룰로오스가 효소작용으로 아라비녹시란(오탄당의 

고분자)이 생성되어 발아현미로 섭취하 을 때 면역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다. 최근 개발된 다이어트쌀은 아밀로오스 함량을 증가시킨 쌀로 저항

전분을 포함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피트산은 외피에 함유된 성분으로 무

기질의 흡수를 저해하는 물질로써 최근 피트산 함량이 낮은 벼품종을 개

발하 으며, 쌀이나 대두에 함유된 이노시톨 6인산염(IP6)이 항암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 감마 오리자놀(γ-oryganol)은 미강과 쌀배아 중에 함유된 성장촉진 물질인 

지용성 유효성분으로 산화방지효과와 항암효과 등이 있음이 밝혀져 있다. 

또한 토코트리엔올은 미강유에 함유된 항산화물질로 비타민E에 속한다. 

2) 하태열. 쌀의 영양학적·기능적 우수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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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에 들어 있는 페룰산(ferulic acid) 등의 항산화작용을 하는 페놀성 화합

물도 있다. 

◦ 쌀에 함유되어 기능성 성분을 구분하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거나, 항

산화효과, 혈압조절효과, 당뇨조절 및 암 예방효과, 과산화지질 생성 ․ 억
제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기능성 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은 소화장애를 주며 아토피성 질환의 

원인 단백질이나 쌀 단백질은 그렇지 않아 쌀 가공식품은 건강 기능성식

품으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성분명 주요기능

식이섬유

(헤미셀룰로오스, β-glucan 등)

- 동물실험 결과 청  간장 콜 스테롤치 억제효과, 장

에 서식하는 비피더스균 prebiotics

- 발암 흰쥐 장암 발생 억제

토코페롤, 토코트리엔올
- 항산화, 콜 스테롤 하, 암세포 성장억제, 노화방지, 소

염작용

γ-오리자놀
- 성장 진 작용, 간뇌기능 조 작용,  콜 스테롤 억제

작용, 일상 인 자율신경 조 , 갱년기 장애

Ferulic acid

- 지질산화에 한 억제작용, 자외선 조사에 의한 리놀 익

산 산화억제

- 암세포  AIDS 바이러스 증식억제

페놀화합물

(ferulic acid, lipid acid 등)
- 충치 방, 심장병 방, 항산화효과

멜라토닌
- 추신경계에 한 신경조 물질, 면역계는 신경내분비계

의 조 을 받으므로 면역증강 기능에 여

GABA(γ-aminobutyric acid) 호흡조 , 심장박동 조 , 체온조  등 신진 사

피틴산

- α-amylase, β-amylase, protease, β-glucosidase, lipase 
등 효소작용과 미네랄 흡수 해(역작용)

- 조 작용 증진, 항암효과,  콜 스테롤 하, 비만방

지와 당뇨병 방

유색미 C-3-G - 항산화 기능

기타 항산화성분
- Phytosterols, phytophenols, amino acids, flavones and 

proanthocyanidins 등

자료: 하태열, 신말식. 쌀의 양학적·기능적 우수성 (2002).

표 21-5.  쌀에 함유된 주요 기능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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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쌀 가공산업의 현황과 특성 

2.1. 쌀 가공식품의 정의 

◦ 현재 쌀 가공식품이란 무엇인지 식품공전상의 뚜렷한 정의는 없다. 쌀이 

100%로 구성된 식품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쌀이 1% 이상만 

첨가된 식품을 일컫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쌀이 첨가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막연한 정의만 있을 뿐이다. 

◦ 또한 쌀이란 원료를 이용하여 2차적으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서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쌀 가공식품의 

시장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식품공전상의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쌀 가공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실정이라 과거와는 달리 쌀 가공

제품으로 표기 가능한 제품은 쌀이 2~3%만 들어가도 가능하다(80년대에는 

쌀이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이처럼 쌀을 조금만 함유

하여도 쌀 가공식품으로 인정하는 현 상황에서 쌀 가공제품으로 신규시장 

진입을 고려중인 경우 단기적으로는 다소 용이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 쌀을 많이 함유한 제품은 쌀의 가공적성이 좋지 않아 맛과 품질면에서 

보다 많은 연구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쌀이 5%만 들어 있는 

제품도 쌀 가공제품이라고 인정해주면, 쌀을 많이 함유한 제품일수록 제도

적 혜택을 많이 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쌀을 50% 이상 함유한 

쌀 가공제품만 쌀 제품으로 인정해주면 다양한 신규제품이 개발되는 것이 

제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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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소분류 생산품목

떡류

재래시장유통떡류 통 떡류 가래떡, 인 미, 편, 증편 등

랜차이즈유통떡류 통 떡류, 떡 익 통 떡류, 떡 익

가공 떡류

냉장떡, 냉동떡
주정·진공포장 등으로 냉장·냉동 유통

제품

건조떡 라면, 국수 등의 즉석제품에 첨부

즉석 떡류 즉석 열수 조리가능한 떡국떡, 떡볶이떡

면류

생면 조리면 고수분면으로 고품질 숙면

건면 즉석면, 조리면 수분면으로 즉석건면, 조리면

라면 유탕라면,비유탕라면 유탕라면, 비유탕라면

가공

밥류

무균포장밥 무균포장 즉석밥 무균화포장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밥

토르트밥 트르트 밥 고압멸균시스템

냉동밥 볶음밥, 냉동 필라 볶음밥, 주먹밥, 냉동 필라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으로 유통되는 가공밥류

죽류

랜차이즈유통죽류 조리죽류 통 죽류

가공 죽류

무균포장죽 무균화포장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죽

토르트죽 토르트죽

즉석죽 즉석 죽, 마시는 죽, 지 죽

분말죽 리믹스 조리용 죽

과자

과자 비스킷, 건빵, 스낵 과자

한과류 통 한과류 강정, 유과 등 통한과류

튀밥 팽화과자류 을 단순히 퍼핑한 형태

룽지
룽지

끓임용 룽지, 즉석 룽지, 즉석 

룽지탕

룽지형태의 과자 룽지 형태의 과자

가루

건식미분 생미분
을 건식으로 단순분쇄 후 건조한 수

분 10% 후 가루

반습식미분 반습식미분

 표면을 세척 후 수분 20~25%의 

상태로 을 반습식 분쇄로 건조한 

가루

습식미분 습식미분

침지 등으로  심부까지 수분포화

(약40%) 시킨 후 습식분쇄하여 건조 

생산한 가루

알 미분 알 미분
알 미분, 활곡, 익스트루더 미분, 볶음

가루 등의 호화된 형태의 가루

리믹스 혼합미분
 주원료와 최종제품에 합한 부재료

를 혼합하여 포장한 제품으로 가정에서 

표 21-6.  국내 쌀 가공식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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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소분류 생산품목

RTE할 수 있는 가루 제품

음료

식혜 식혜 식혜류 제품

숭늉 숭늉 룽지 음료, 숭늉

추출음료 추출음료  추출음료

주류

탁약주, 청주 탁약주, 청주 탁주와 약주, 청주

소주 소주 소주

맥주 맥주 원료에  일부 첨가 맥주

조미

식품

엿류 엿류 엿  조청류

장류 장류 고추장, 된장, 간장

식 식 식 류

기타 기타 제품

빵 빵류

꼬치류 꼬치에 끼운 제품

스낵 부원료 스낵류 과자 부원료

선식류 미숫가루 등 선식

자료: 한국쌀 가공식품협회(www.krfa.or.kr,) 한국식품연구원(www.kfri.re.kr).

2.2. 쌀 가공산업의 규모 및 전망

◦ 최근 발표한 농식품부의 쌀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약 1조원 수준이다3). 

전체 식품매출액의 2%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했으나, 한편으로는 세부 

품목별 시장규모를 조사한 결과, 약 1조 8천억원으로 집계할 수도 있다. 

쌀가루 원료시장과 최종제품이 중복되거나 베트남 쌀국수시장 등의 집

계방법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 떡류 1조 1천억원(떡볶이떡 2,262억원, 일반떡 8,738억원), 면류 1,165억원

(쌀라면 15억원, 쌀국수 100억원, 베트남 쌀국수 1,000억원, 쌀생면 50억원), 

주류 1,870억원으로 시장규모가 큰 편이다. 최근 밥류 1,600억원(무균

포장밥 1,200억원, 냉동밥 400억원), 죽류 1,440억원(즉석죽 400억원, 

프랜차이즈 죽전문점 1,000억원)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쌀과자 

400억원, 쌀가루 500억원, 음료 380억원으로 시장이 다양화되고 밀가루 

소비에 대한 대체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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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가공식품 시장은 떡면류, 쌀과자, 쌀음료, 쌀가루, 밥류, 죽류, 주류 등

의 시장을 통해 추정할 수 있으며 이들 각 분야의 시장규모를 종합하여 

전체 쌀 가공식품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 8,000억원대 시장에서 

2007년 9,136억원대 시장에 이르렀다가 2008년 1조 8천억원에 이르는 시

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에 약 2배의 쌀 가공식품의 규모증

가는 정부의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른 사용량 증가도 있었지만, 

그 이전의 쌀 사용량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추정치로 발표되

었으며 2008년에서야 좀 더 자세하고 냉동밥, 냉장밥 등을 포함하는 확

대된 시장분류에 의한 추청치가 발표되었다. 

제  품  군
시장규모(억원)

’08( 재)

총   시장규모 18,315

밥류

총 규 모 1,600

무균밥 1,200

냉동밥 400

떡류

총 규모 11,000

일반떡 8,738

떡볶이떡, 떡국떡 2,262

면류

총 규 모 1,165

생면 50

건면(라면,국수) 115

베트남 국수 1,000

과자류 400

죽 류 1,400

음료류 380

주 류 1,870

가루 500

  주: 1) 각사 매출액 집계 방식 적용 
2) 떡면류 통계는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와 한국쌀 가공식품협회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가공용 

수입쌀과 국산쌀을 사용하는 일반가공업체와 즉석제조업체의 쌀 사용량을 추정 금액
자료: 한국쌀 가공식품협회, 농림수산식품부, 전지공시, 뉴스, 업계종합, 알앤디비즈 응용예측 (2008) 

표 21-7.  국내 쌀 가공식품 시장규모

◦ 쌀 가공식품별 전체 시장대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떡류가 60%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뒤를 주류가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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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밥류는 9%로 세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상

위 3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죽류와 

면류를 각각 8%와 6%로 뒤를 잇고 있으며 쌀가루와 쌀과자는 3%대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2.3. 쌀 가공산업의 국내 현황 

◦ 국내 쌀 가공산업은 한국쌀 가공식품협회에서 수입쌀 소비를 기준으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떡면류가 47%, 주류 20%, 쌀과자 17%, 기타 16%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쌀 가공식품을 제외하고는 계속 정체시장

으로 경쟁력 확보가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자료: 한국쌀 가공식품협회 (2007).

그림 21-2.  국내 쌀 가공식품 시장 점유율

자료: 한국쌀 가공식품협회 (2008).

그림 21-3.  가공용 쌀 소비추이 및 재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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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류 등 기타는 주류, 조미식품은 당류, 식초, 미림 등과 전통식품, 기타(죽류, 식혜, 쌀배양균) 
등 포함.

자료: 한국쌀 가공식품협회 (2007).

그림 21-4.  연도별 품목별 가공용 쌀 공급량(소비량)

◦ 2007양곡년도 가공용쌀 공급량을 분석해 보면 총량 기준 101,273톤을 사용

하 으며, 전년대비 3,956톤 증가하여 약 4.0% 신장되었다. 2007양곡년도 

떡면류 업체에서는 전체 가공용쌀 공급량의 57.6%(58천톤)를 사용하 으며, 

전년 56천톤보다 2천톤 증가하 다. 

2.4. 쌀 가공산업의 일본 현황 

◦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쌀에 대한 연구는 벼의 품종과 재배방법 등의 

연구가 중시되었으며, 쌀의 다양한 조리 및 가공과정에 따른 연구는 근래에 

활성화 되었다. 1970년 후반부터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청에서는 쌀의 가공

적성을 규명하고,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를 선도하여,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기에 이르렀으며, 일본의 쌀 가공식품의 종류는 모찌류, 

미과류, 조미료류, 곡분류, 주류 및 음료, 쌀밥류, 가공미류, 포장떡류, 

당고류, 즉석 죽류, 빵류, 스낵류, 국수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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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소분류

모 류 백옥모 , 냉동백옥모 , 즉석모  등

미과류 아라래, 센베이 등

조미료류 식 , 된장 등

곡분류 백옥분, 알 미분 등

주류  음료 청주, 소주, 라이스와인, 미차 등

밥류 토르트 밥, 밥통조림, 즉석 밥, 알 화미, 냉동 밥, 자 인지용

가공미류 강화미, 비타민 강화미 등(간단히 취반할 수 있는 미)

포장떡류 포장모 (세 형, 상형, 구형)

당고류 냉동멥 당고, 진공포장당고 등

즉석죽류 미죽, 죽, 이유식 등

빵류 하이스 드, 크래커타입 등

스낵류 미죽, 죽, 이유식 등

국수류 라이스 들, 생면, 건면 등

자료: KRFA(한국쌀 가공식품협회), www.krfa.or.kr(2007).

표 21-8.  일본 쌀 가공식품 종류

◦ 전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일본에서의 쌀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일본의 전체 쌀 생산량의 약 15%가 가공용으로 소비되고 있어 

‘주식용쌀’과 별도로 ‘가공용 쌀시장’이 형성되어 쌀 가공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다. 1976년 이후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스낵류 등을 포

함하여 50여 종의 다양한 품목을 100여 개의 식품업체에서 제조판매하

고 있으며, 이들 제품 중 레토르트쌀밥, 냉동쌀밥 등 쌀밥류가 전체 쌀 

가공식품 생산량의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간편식 쌀밥류가 쌀 

가공식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분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된장 - - - 417 412 398 387 387 375

과자 202 219 214 212 210 207 212 219 219

가루  96 119 107 128 111 115 101 103 115

포장떡  37  55  56  57  57  52  53  54  53

가공밥 151 190 208 244 248 265 270 283 282

합계 486 802 585 1,058 1,038 1,037 1,023 1,046 1,044

자료: 농림수산성. 일본의 쌀 가공식품 생산동향 조사연보 (2007).

표 21-9.  일본의 쌀 가공식품 생산량 추이
단위: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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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과자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7년에 대기업의 생산이 활발하여 

219천톤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하 다. 

◦ 과거 일본 시장에서 대표적인 쌀 가공제품은 쌀과자(센베이)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일본의 쌀과자 생산량은 2002년 210천톤으로 연간 2,311억엔

이었으며 과자류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었다.

◦ 쌀과자는 니카타 기업의 판매액이 전체의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동경 

등 소비지에서는 수작업을 중심으로 한 세공장이 대부분이다. 카메다 

제과(Kamedaseika)의 점유율은 23% 정도이며, 상위 20개 업체의 매출액

이 전체 70%를 상회하고 있다. 쌀과자는 연말선물 및 답례 등으로 폭 넓

게 이용되고 있다. 

◦ 쌀가루는 주로 화과자용으로 사용되며 2007년에는 수입량은 감소하 고, 

생산량은 115천톤으로 전년대비 11.1%가 증가하 다. 

◦ 가공밥 생산량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간편지향적 소비자 욕구를 

충족한 제품으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2007년에는 냉동밥 등의 감소로 282천톤이 생산되어 전년대비 0.4% 감소

하 으나 무균포장밥의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 다. 

◦ 포장떡은 연초에 많이 소비되는 계절상품의 특성이 있으며, 전국떡공업

협동조합 회원사에 의한 생산량 통계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2007년에는 

53천톤으로 전년대비 7% 감소하 다. 

◦ 일본의 쌀 가공식품 시장동향을 보면, 포장모찌 등 떡류시장은 정체되어 

있으며, 가공밥 시장은 계속적인 성장추세에 있다. 그중 냉동밥과 무균

포장밥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레토르트밥, 통조림밥, 건조밥 등은 감소

하거나 정체상태이다. 일본 내 쌀과자 시장은 2000년대 들어 조금씩 성장

추세에 있으며 아라레, 센베이 등의 전통 과자류와 더불어 쌀빵, 비스켓 

등 신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시장이 다양화되고 있다. 쌀가루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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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99년을 정점으로 약간 하락하 으나, 최근 미세쌀가루 등 다양한 

제품에 응용가능한 미분기술의 발달로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 일본의 업체들은 미세한 쌀 분쇄법을 개발하여 양질의 쌀가루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되었으며, 제조공정의 매뉴얼화, 프로그램화를 

통하여 제조하고 있다. 과거보다 입자를 잘게 부수는 제법이 개발되어 

쌀가루제품 보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쌀빵의 경우 겉보기는 밀가루빵과 

비슷한데 쫄깃한 맛이 더하여 쌀빵시장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국제 밀가루 가격의 급등과 더불어 일본의 밀가루 가격도 

동반상승함에 따라 쌀가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과거 쌀과자, 

경단을 만드는 정도에 사용되었던 쌀가루의 용도를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빵, 케이크, 면류, 일반 스낵류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음식

체인점 들과 편의점에서는 쌀빵을 판매하고 있으며, 100% 쌀가루로 만

든 면을 출시하 고, 전국 학교에 쌀빵을 급식하도록 하여 쌀가루의 소

비량이 약 4배 이상 증가하 다. 뿐만 아니라 주류 제조회사들이 발효쌀

을 이용해 기초 화장품을 만들어 인기를 얻고 있다.

◦ 일본의 쌀 가공식품이 발달하게 된 것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정부는 쌀의 수급조정, 비축운  등을 통해 유통의 

합리화를 꾀하는 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 농림수산성은 

쌀가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 6월에 쌀가루 관련 설비투자와 생

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 다. 

◦ 일본의 쌀 가격도 1994년 60kg들이 23,507엔을 정점으로 2007년 14,635엔

으로 크게 떨어져 쌀 가공식품이 확대되는 데 한몫하 고, 또 쌀가루를 

이용한 새로운 가공제품과 가정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편의식 메뉴를 

점진적으로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4). 

4) 한겨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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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쌀 가공산업의 주변환경과 특성

3.1. 쌀 가공산업의 문제점

◦ 1986년 이후 쌀의 여유분이 800천톤 이상 발생하게 됨에 따라 쌀 가공식

품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러나 현

재 쌀 가공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양은 쌀 생산량의 약 5% 수준으로 

이는 일본의 쌀 생산량 기준 15% 수준에 비하여 우리나라 쌀 가공산업

은 아직 기술개발이나 생산량에 있어서 초보단계라고 볼 수 있다.

◦ 쌀 가공산업이 초보단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쌀의 가공식품 전

면금지라는 식량정책차원의 제도적 장치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

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각종제도를 조정하여 1986년 혼식폐지, 1990년 

쌀 막걸리 생산허용 및 각종 가공식품 이용가능에 이어 1991년 9월부터

는 증류식 소주제조에 쌀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쌀은 밀가루에 비하여 

원료의 가격이 3배 이상 비싸므로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보여 가공용 쌀

에 대하여 저가공급으로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좋은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설비가 필요하여 현대화 자금

을 장기저리로 지원하 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쌀 가공식품업체 중 일

반 가공업체는 300여 개사로 종업원 10명 이하가 60%이며, 공장규모가 

세할 뿐 아니라 생산시설도 매우 낙후된 실정이다. 업체의 연간 매출

액이 5억원 이하가 전체의 63%나 되어 경 상태도 매우 열악하여 신제

품 개발에 자력으로 투자할 능력이 없을 만큼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 쌀 가공산업의 문제점은 첫째, 가격경쟁력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쌀가루 

가격이 밀가루(40,000원/40kg) 대비 약 3배(120,000원/40kg) 정도 높다. 

쌀가루 가공비용도 kg당 500~600원 정도로 밀 가공비용보다 높다. 또한 

밀가루에 비하여 글루텐 성분 등이 없어 가공적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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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공적성을 높이는 연구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그리고 쌀 가공제

품은 짧은 시장주기와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하다. 기술이전 업체의 기술

개발능력 미흡으로 실용화 및 기술개선이 미진하며 연구비 및 연구기간 

제한으로 지속적인 사후 기술지원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고품질

의 쌀 가공제품 생산이 매우 제한적이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초연구의 미흡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단순 쌀 가공수준의 가공제

품에 관한 연구, 또는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리차원의 연구과제의 

선정수준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소재 및 물성을 갖는 제품에는 기초연구

가 필수적인데, 신제품 개발에만 투자가 이루어져 기초연구 과제에 대한 

투자는 거의 허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 둘째로 원천기술개발 및 생산저해기술보다 제품개발에 치중하여 기업체와 

차별화되지 못한 제품개발로 인하여 실용화가 매우 미흡하다. 과다한 

기술이전 비용과 신규 시설투자에 대한 업체의 비적극성 및 쌀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가공시스템에 관한 연구도 미흡한 편이다. 더불어 쌀만의 

제품개발 시도로 인하여 탄산음료 및 커피에 어울리는 제품개발이 전무

하여, 신세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제품개념의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세대에 대한 의식구조 및 기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세대에도 적합한 쌀 가공제품의 개발이 절실하다. 

◦ 셋째로 간편한 식사 대체용 쌀 가공제품의 기술개발이 부진하다.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아침식사 대용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 

수입쌀을 이용하여 밥류 가공제품 등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도 시도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우리의 식문화에 어울릴 수 있는 밥

과 과자의 중간제품이 필요한데, 이러한 제품개발을 위한 노력이 미비한 

형편이다. 

◦ 끝으로 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쌀가루, 가공제품, 기능성 및 가공설비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며 규모화 된 국가지원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 쌀 관련해서는 운  및 연구비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중장기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중장기 계획에는 반드시 연구관리, 산 ․ 학 ․ 연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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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이 필요하며 연구방

향을 과제 제목으로 설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고, 대외 정보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3.2. 쌀 가공산업의 여건 변천

◦ 쌀 가공산업의 변천을 4단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쌀 가공산업의 

변천 여건 중 첫 번째 단계는 1985년을 기점으로 쌀을 가공원료로 금지

하던 시기이다. 이 때에는 다수확계통 통일벼로 녹색혁명의 공으로 생산

량이 증대하 고, 1980년 초반에 일시적인 흉년으로 각국에서 대량으로 

쌀을 수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미의 도정기준을 7분도 및 9분도로 

가공하여 공급하고, 쌀을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추진

되었다. 동시에 혼식장려로 쌀 소비량을 1인당 130kg수준으로 감소하는 

정책이 진행되었다.

◦ 두 번째 단계는 쌀을 가공원료로 허용하기 시작한 시기이다(1986~2000). 

국내 생산량 증대 및 긴급 수입에 따른 재고미가 800천톤 이상으로 발

생하기 시작하여 1986년부터는 쌀을 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혼식

정책을 폐지하 다. 1990년부터는 쌀을 가공식품 원료로 소비하도록 유

도하기 시작하 고 쌀 막걸리 제조도 허용하 다. 1991년 가공용 쌀을 

저가로(2만원 / 80kg) 공급하면서 증류식 소주의 제조도 허용하 다. 

1988부터 1991년까지 쌀 가공업체(39개소)에 대한 시설현대화 자금 285억

원도 지원하 다. 또한 쌀 가공이용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91년 한국

식품연구원 내부에 쌀이용연구센터를 설립하 다. 그러나 1996년 한때 

국내 쌀농사의 흉작으로 가공용 쌀의 가격인상으로 원료사용제한 및 시설

투자 지원중단 등 각종 지원을 폐지하 으나 1999년부터 정부 지원이 

다시 재개되었다.

◦ 2000년부터는 쌀이 식품가공원료로서 쌀 소비증대의 일환으로 매우 필  

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기 시작하 다(2001~2007). 이때부터 국내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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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쌀 소비량은 계속적으로 감소폭이 증가하 고, 가공용 수입쌀

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완전미 생산율 증가로 싸라기 발생이 

급증(10%)하여 쌀 가공제품 원료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소비량이 감소

하면서 재고미의 증가에 따른 보관비용 증대로 정부의 재정부담도 확대

되었다. 2004년도에는 쌀 가공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소재인 쌀가루산업

이 태동하고, 친환경 습식 및 반습식제분의 기술개발로 인하여 가공적성

이 우수한 쌀가루가 생산되어 유통되었다. 2005년도에는 산⋅학⋅연⋅관

이 함께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식품연구원 내 쌀 가공산업 

기술혁신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을 시작하 다.

◦ 2008년부터는 쌀 가공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관련시장의 확대시기다. 국

제곡물가격(시장)의 폭등으로 식량자원을 안보차원에서 확보해야만 하는 

시기다. 정부의 쌀 가공사업 활성화 정책발표(2008.11)에 이어 수입쌀의 

쌀면용 저가공급 및 적극적 홍보가 시작되었으며, 밀 알레르기 대체용 

쌀 소비요구의 증가, 쌀의 양학적 우수성 등이 알려지면서 쌀 가공산

업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점이다.

4   쌀 가공산업의 육성 및 확대방안

4.1. 쌀 가공식품의 가공기술

4.1.1. 떡류 가공기술

◦ 떡류 시장은 근년에 들어 제법 활발해지고 있으나 떡의 유통상 제한점으로 

시장개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떡류 제품의 품질향상 및 저장성 증진에 

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제

2

부

제

3

부

622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 증편을 예로 들면, 제조공정은 익반죽한 쌀가루에 막걸리를 넣고 발효시킨 

뒤 틀에 붓고 고명을 얹어 찌는 것이다. 고명으로는 주로 대추, 석이버섯, 

잣 등이 쓰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국화잎, 맨드라미잎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증편은 징편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전통적인 제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방향에 맞춰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증편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장성의 문제이다. 

또한 공정의 표준화 및 기계화가 미흡하므로 제품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대부분의 

떡류에서 나타나는 공통사항으로 떡류의 산업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 떡국용 흰떡은 가정 단위로 직접 방앗간에서 즉석 제조방식으로 제조

되어 왔으므로 전국적인 생산동향을 통계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는 

흰떡을 세규모에서 벗어나 위생시설(HACCP)과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공장규모로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쌀을 

가공하는 업체에서는 흰떡을 기본 품목으로 제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업체 중에는 떡볶이용 가래떡도 생산하고 있다. 건조 흰떡은 원래 흰떡의 

저장성이 시간적인 제약을 받으므로 압출성형 공법으로 가수 복원성이 

우수한 즉석 흰떡을 만들어 유통 안전성을 갖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한편 

흰떡을 이용한 떡국을 상품화하는 방식은 역시 냉동식품 분야에서 해결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떡류 중 기호성이 좋으며 상품성 있는 떡류를 

발굴하여 1주일 이상 보존이 가능한 떡의 장기저장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압출성형기 등 간단한 공정에 의한 대량생산공정과 표준화, 위생

관리 메뉴얼화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1.2. 면류 가공기술

◦ 일반적인 쌀국수(즉석면류)의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된 쌀국수 

관련 특허(6건)를 분석한 결과, 쌀가루 제조조건, 배합비, 공정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일반적인 공정은 이미 정립된 상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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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쌀국수의 일반적 제조공정

4.1.3. 밥류 가공기술

가. 밥류의 전반적 가공기술

◦ 밥류를 대량 취반, 제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설비 공정은 ① 가스식 연속

취반 시스템, ② 스팀식 연속취반 시스템, ③ 무균포장팩 취반 시스템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작업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배열을 달리

한 몇 가지 변형 모델이 더 있으나 세 가지 모델이 기본이 되고 있다. 

◦ ①번의 공정 시스템은 흰밥을 만드는 기본 라인이며, 주먹밥, 냉동밥이나 

레토르트밥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조미액 공급기, 성형기, 충전․포장장치, 

냉각․동결장치, 살균기 등의 설비가 추가된다. ②번의 공정 시스템은 취

반솥 대신 컨베이어에 쌀을 놓고 직접 증기로 가열하여 취반하는 시스템

이다. 스팀식은 가스식에 비하여 취반공정이 간단하여 가동비용이 약 

25% 절약된다. 이 공정도 조미액 주입 컨베이어, 냉각장치 등을 부착하

여 여러 가지 가공 쌀밥류를 만들 수 있다. ③번의 무균포장밥 생산공정

시스템에 사용하는 포장용기는 이미 성형된 용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무균포장밥은 레토르트밥보다 밥맛이 훨씬 좋은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이상의 취반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는 밥맛을 

좋게 하는 취반기술과 식미의 보존 ․ 유지 기술이며 이는 포장시스템의 

선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 레토르트밥

◦ 레토르트밥은 장기보존성과 품질면에서 가공밥류 중 유력한 제품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정에 전자레인지가 널리 보급되면서 2분 

복원 무균포장밥의 인기로 레토르트 밥류는 감소하는 상태이다.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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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토르트 밥류인 통조림밥은 끓는 물에서 20분이 소요되며 레토르트 파

우치에 넣은 밥류는 약 10분이 소요되나 전자레인지 상품인 무균포장밥

은 통조림의 1/10인 2분이면 가능하다. 레토르트밥의 변천을 보면 레토

르트 파우치의 등장 이래 기술적인 향상으로 가장 발전된 식품 중 하나

이다. 

◦ 레토르트밥의 제조공정 중에는 다른 가공밥류와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쌀을 씻고, 침지하는 공정은 같으며, 쌀을 어떤 상태로 용기에 넣고 어떻

게 밀봉하는가가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이다. 레토르트밥은 가공식품 중

에서도 원료가격이 제품가격에 미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원료의 양 조

절이 중요하므로 충진 정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레토르트밥의 제조공정은 생쌀을 충진하는 방식, 쌀을 쪄서 충진하는 방식, 

그리고 밥을 지어서 충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각 회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다.

다. 무균포장밥

◦ 무균포장밥의 제조공정 중 레토르트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충진밀봉 

후에 고압가열살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균포장은 청정실에서 계

량충진과 포장이 실시되므로 열처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포장용기

에 충진한 레토르트밥과 모양은 유사하지만 살균공정이 틀리다.

◦ 기본적인 제조의 흐름은 전처리 공정에서 가능한한 내열성균을 감소시켜 

취반공정에서 무균밥을 제조하고, 이것을 청정실에서 포장하는 것이다. 

한 개씩의 소형솥으로 취반하여 그대로 무균용기에 충진하는 방법과 대형

솥으로 밥을 지어 풀어 헤친 다음 무균용기에 충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낙하균이 혼입되어 곰팡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제품에는 탈산소제가 봉입되어 30~180일의 품질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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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J. 쌀 가공 이용제품 현황 (2003).

그림 21-6.  무균포장밥의 일반적 제조공정

라. 냉동밥류 및 냉동필라프

◦ 초기의 냉동밥은 용기에 넣어 제조하는 블락 동결제품이 주류 지만, 근

래에는 토막상 동결제품 기술이 개발되어 현대의 냉동밥 품질이 크게 개

선되었다.

◦ 동결밥은 필라프 형태가 이에 속하며 새우필라프, 건조카레용, 치킨필라프, 

게필라프 등이 있다. 동결밥은 구운밥, 피자틀, 초밥, 코로케 등이 있다.

자료: CJ. 쌀 가공 이용제품 현황 (2003).

그림 21-7.  냉동밥의 일반적 제조공정

4.1.4. 죽류 가공기술

◦ 전통 죽의 산업적 제조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죽이 형성되고 

그 물성이 변화 또는 유지되는지 과학적인 정의가 연구되어야 한다5). 우선 

5) 죽의 물성은 주로 죽 자체가 지니는 유동학  특성(rheological property)에 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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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에 대한 고문헌 상의 고찰에서 죽의 물성과 제법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다소 보인다. 李用基(1943)가 林圓十六志를 근간으로 편찬한 朝鮮無雙新
式科理製法에는 ‘죽이란 물만 보이고 쌀이 보이지 않아도 죽이 아니오, 

쌀만 보이고 물이 보이지 않아도 죽이 아니라, 반드시 물과 쌀이 서로 조

화하여 부드럽고 기름지게 되어 한결같이 된 연후에야 죽이라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李用基는 가열방법에 대하여 ‘천천히 만화(慢火)로 오래 

삶으면 쌀즙이 다 나와서 죽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

하여 볼 때 옛날부터 죽의 물성은 이미 잘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 따라서 죽의 물성에 관여하는 인자들을 정리하면, ①원료의 성상 ②수분

함량과 고형분의 비율 ③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④첨가재료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원료의 품질, 물의 질, 가열용기의 종류에 따

라서도 다양한 향을 받는다. 한편 죽을 만들 때의 물성은 후에 보관, 

저장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향을 준다. 따라서 현대화 생산공정 설정

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용도별 제품개념 확립과 포장

형태 적용기술이다.

자료: www.ottogi.co.kr.

그림 21-8.  즉석죽 제조공정

4.1.5. 전통 쌀과자 중 강정의 가공기술

◦ 강정, 산자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만드는 기본 제법은 모두 동

일하며 모양과 고물에 따라 명칭이 다를 뿐이다. 찹쌀 반죽을 갸름하게 

썰어 말렸다가 기름에 튀겨 고물을 묻히면 강정이고, 네모로 편편하게 

만들면 산자이다. 고물에 따라 매화산자, 세반산자, 메밀산자, 밥풀산자, 

묘화산자라고 하 다. 한편, 반죽을 팥알만큼씩 썰어 기름에 지진 후 꿀에 

버무려 네모난 틀에 부어 굳혀서 다시 작은 네모로 썬 것은 빙사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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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빙사과는 모양에 따라 임모빙사과, 밤빙사과가 있고, 색에 따라 호

박빙사과, 청빙사과, 삼색빙사과, 사색빙사과 등이 있다. 사용되는 고물은 

산자류의 경우에는 주로 매화가 사용되며, 강정류에는 매화뿐만 아니라 

세반, 흑임자, 깨, 콩, 잣 등이 사용되어 그 종류가 다양하다. 매화란 좋

고 잘 마른 찰벼를 볶은 것으로 쌀이 터져 나오면서 껍질은 벗겨지고 쌀

이 꽃모양으로 튀겨진 것이고, 세반은 불린 찹쌀을 쳐서 덩어리지지 않

게 하나하나 떼어 말려서 바싹 마른 것을 굵은 체에 내려서 가루는 적당

히 이용하고 굵은 것만 기름에 튀긴 것이다.

4.1.6. 쌀가루 가공기술

◦ 쌀 가공제품 소재인 쌀가루는 대부분 롤밀을 이용한 80~120mesh 수준으로 

가공물성이 단순하여 가공제품을 다양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류분쇄기술로 500mesh 정도로 가공제품의 편의성 부여를 위해서는 

초미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제분방법 가공 기술

습식제분

일정시간 침지하여  심부까지 수분포화(약 40%) 시킨 후, 습식 분쇄하여 

생산한 가루

(벼→건조→제 →정백→침지→탈수→분쇄→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됨)

반습식

제분

 표면을 물로 분무 세척 후, 수분 20~25%의 상태로 반습식 분쇄한 가루

(벼→건조→제 →정백→세척→탈수→분쇄→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됨)

건식제분
을 건식으로 단순 분쇄한 가루

(벼→건조→제 →정백→분쇄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됨)

자료: 박종대. 쌀가루 정의 (2008), 금준석. 쌀가루 제조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식품연구원 보
고서 (1995), 김 진. 쌀의 적정제분기법 개발연구, 한국식품연구원 보고서 (1993).

표 21-10.  제분방법에 따른 쌀가루의 정의 및 가공기술

◦ 일본은 쌀가루의 물성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가공식품 제조기술을 확립

하려는 추세이나 근본적으로 쌀의 분자구조 및 길이에 따른 물성변화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초미세 분쇄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가

공기술의 연구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쌀 소재화 기술과 관련하여 일본은 

기류분쇄 방법들을 이용하여 500mesh까지 쌀가루를 제조하여 쌀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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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등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일본의 쌀가루 제조설비를 도

입하여 쌀빵 등이 제조되고 있으나 원료가격이 높아 대량생산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의 쌀가루 가공공장에서도 동일한 

실정이다. 일본의 쌀 주 생산지인 니카타현의 니카타 제분에서는 다양한 

쌀가루를 생산하고 있으며, 크게 일반습식 제분과 효소처리 제분으로 구

성된다.

4.1.7.  쌀음료 가공기술

가. 식혜 제조공정

◦ 엿기름 추출액 및 식혜밥에 전분분해 효소를 첨가하여 당화하고 레토르트 

살균하여 장기유통 및 보관이 가능한 즉석식혜 가공기술이다. 비락식혜는 

1993년 파우치 용기에 담겨 판매되기 시작하다가 캔 제품으로 재탄생 되었다.  

자료: http://www.yakult.co.kr.

그림 21-9.  비락식혜 제조공정

자료: http://www.wjfood.co.kr.

그림 21-10.  아침햇살 제조공정



제

21

장

쌀 가공기술 개발 및 가공산업 확대방안 ● 629

나. 누룽지 음료 제조공정

◦ 누룽지 음료는 누룽지 농축액, 식물혼합추출액, 혼합오곡추출액, 누룽지

쌀 추출액, 혼합차 추출액 등이 있으며, 티백 형태의 원재료는 발아현미, 

둥글레, 누룽지쌀, 현미 등으로 주로 구수한 맛과 향이 있는 곡물로 이루

어져 있다. 

자료: 박종대. 전통 누룽지 음료 개발연구 (2008).

그림 21-11.  맑은 타입 누룽지 음료 제조공정

4.2. 쌀 가공산업 육성 및 확대방안

◦ 우리들의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 다양화, 고급화되어가고, 핵가족화 및 

독신자의 증가와 더불어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외식 빈도가 잦아지면서 

외식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1986년 4조 6천억 원에서 근래에는 20조 원을 

넘는 막대한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쌀 가공식품 개발 방향도 

이러한 외식산업에 편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또한 쌀이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외국에서도 쌀 수요가 증가하기 시

작하 으며, 특히 쌀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쌀의 기능성 및 다이

어트 식품으로서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부가가치를 

높인 쌀 가공제품이 역수출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 정책적으로 쌀 가공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쌀 소비촉진 및 쌀 가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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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쌀 가공기술 개발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며 규모화된 R&D 

지원을 통하여 쌀 가공식품의 수요를 확대하고, 세계시장에서 쌀 가공식

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방안 및 

기대효과를 알아본다.

◦ 가공원료 경쟁력 확보 기술개발이다. 이를 위해서는 밀가루 원료비용이 

1,000원/kg인데 비하여 반습식쌀가루는 3,000원/kg, 건식쌀가루 2,500원/kg, 

파쇄미가루 1,500원/kg, 수입쌀가루 경우는 1,100원/kg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대한 밀가루 가격과 경쟁할 수 있는 비용과 장기적이고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습식 쌀가루 제조시스템을 국산화하여 대량

생산(톤/시간)으로 가공비용을 1,000원~700원/kg에서 300원/kg(수입설비

가격 80억원→국산화 설비 20억원)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완전립 

100% 생산시 파쇄미 공급량이 약 8% 증가할 수 있고, 재고쌀을 사용함

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 두 번째로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쌀 가공제품 개발이다. 우선 무균포장밥

(즉석밥) 및 냉동밥시장 확대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즉, 별

미밥(냉동필라프), 기능성밥(당뇨예방, 다이어트제품 등) 등이 개발되면 

현재 무균밥에서 사용양은 1만톤(1억식)으로 전체사용량에 0.2%를 차지

하고 있는 시장이 5만톤(5억식) 약 1%의 시장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 그

리고 냉동밥, 외식용밥 및 죽류에서 5만톤 사용규모의 신규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원가절감을 위한 포장용기 국산화 기술개발 및 

냉동밥제품 위생안전성 체계확립 및 안전유통시스템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 노화억제 기술개발, 유통기간 연장시스템 및 청소년층 기호에 적합한 떡류

(냉동떡, 퓨전떡 등)의 개발을 통해서 현재 110천톤 사용량을 150천톤 떡류 

소비시장으로 확대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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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밀가루 대체 가공기술 개발이다. 쌀라면, 쌀파스타 등, 쌀면류 

및 쌀과자 등의 최적 가공기술 개발과 쌀전분 용출억제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를 통하여 년간 120천톤의 신규 소비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 발효기법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 및 주류 가공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기

호성을 갖는 쌀 가공제품 개발이다. 숙면음료, 면역증강음료, 치매예방음

료, 탁주 및 청주 등의 기능성 및 기호성을 겸비한 제품개발로 사시사철 

쌀 가공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 또한 쌀 가공 제조설비 국산화 및 수출상품 개발이다. 무균밥 제조설비가 

국산화되면 수입가격 대비 약 70%(무균밥 설비 : 200억원→60억원) 수준

으로 절감할 수 있다. 냉동밥 제조설비 역시 약 50%절감(냉동밥 설비 : 

80억원→40억원)효과가 있어서 쌀 가공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광의의 관점에서 쌀 가공산업의 확대방안은 

첫째, 주식의 편의화이다. 국민소득 1만5,000달러 시대의 급속한 산업화

와 도시화에 따른 식품산업, 교통수단 및 유통산업의 발달로 전반적인 

국민 식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독신세대의 증

가 등으로 외식산업의 규모도 크게 성장하 다.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 

그 소비형태를 보면 전체 쌀 생산 95% 이상이 밥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

다. 가공용은 주류를 포함해서 5% 내외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밥은 집

안에서 가정주부의 조리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식산업의 

증가와 도시락산업, 학교 급식을 비롯한 단체급식소의 활성화로 대량 취

반에 의한 대량공급의 개념을 지닌 중앙공급방식의 대형 밥공장과 상온

에서 장기 유통이 가능한 무균포장밥류의 개발로 밥류가공업도 식품산

업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 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밥의 대량생산을 위한 위생적인 

연속취반시스템의 확보가 선결 문제다. 합리적인 운 시스템의 확립으로 

기존의 세한 도시락산업 및 단체급식소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대형 밥공장의 안정된 운 으로 얻은 대량취반 및 조리기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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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축적한 후에 각종 포장밥류의 단계적인 산업화가 바람직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밥류 가공산업은 세한 도시락산업이 주도하여 

왔으나, 최근 대량 취반설비의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대형 밥공장의 

설립되었고 현재는 상온에서 장기 유통이 가능한 무균포장밥을 비롯한 

가공밥류를 생산하고 있어 기존의 냉동밥과 더불어 점차 시장형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 둘째, 쌀가루산업 활성화 및 가공식품의 다양한 개발이다.

   쌀 가공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쌀을 가루로 만들기 위한 적정 

제분방법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거나 가공업체에서 중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쌀가루 가공공장 설

치가 시급하다. 현재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용도별로 쌀가루를 제조하여 공급하면 쌀 가공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보이며, 유망한 품목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쌀 가공제품

들을 고급화하고 다양한 소비자층에 맞게 변화시켜 주고 신제품들이 개

발되면 쌀 가공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

◦ 셋째, 쌀 가공식품의 시설현대화 및 세계화 가공기술 개발이다.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은 그 종류가 매우 많으나 설비의 세성과 기술 

등이 따르지 못하고 있어 대량생산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시설이 

현대화되고 가공기술이 발달하면 수입자유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떡류의 장기보존, 쌀된장, 전통명주, 한

과류, 식혜, 숭늉 등의 제조설비 현대화 및 대량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이 

절실하다고 본다.

◦ 넷째, 쌀의 품종별 가공용도 및 양학적 특성 구명이다. 

판매되고 있는 쌀은 지역별 또는 품종별로 가공특성과 양학적 특성이 

구명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가공특성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향후 쌀의 등급화에 관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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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고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복합 쌀 

가공공장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한 지역에 여러 공장이 설

치되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 가공 및 유통사업을 통해 쌀 소비

량이 증가하고 농가소득과 경쟁력이 향상 된다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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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 축산업 생산액은 1998년 7조 5천억 원에서 2008년 13조 6천억 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하였다. 농업 생산액 중 축산의 비중은 1998년 25.3%

에서 2008년 35.3%로 높아졌다. 

◦ 2008년 축산업 생산액 중 한육우는 26.1%, 돼지는 30.1%, 우유는 11.8%, 

육계는 10.5%를 차지하였다.

1998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농  업 29,760 31,968 32,164 36,156 35,089 35,232 34,685 38,470

축  산 7,515 8,082 9,052 10,840 11,767 11,676 11,277 13,593

한육우 1,836 1,879 2,136 2,894 3,148 3,273 3,478 3,548

우  유 1,091 1,352 1,573 1,516 1,551 1,521 1,551 1,604

돼  지 2,390 2,372 2,918 3,667 3,759 3,609 3,320 4,085

육  계 858 821 729 948 1,113 1,330 1,028 1,429

계  란 778 651 732 988 1,085 867 854 1,159

기  타 562 1,007 964 827 1,111 1,076 1,047 1,768

축  산/농업 25.3 25.3 28.1 30.0 33.5 33.1 32.5 35.3

한육우/축산 24.4 23.2 23.6 26.7 26.8 28.0 30.8 26.1

우  유/축산 14.5 16.7 17.4 14.0 13.2 13.0 13.8 11.8

돼  지/축산 31.8 29.3 32.2 33.8 31.9 30.9 29.4 30.1

육  계/축산 11.4 10.2 8.1 8.7 9.5 11.4 9.1 10.5

계  란/축산 10.4 8.1 8.1 9.1 9.2 7.4 7.6 8.5

기  타/축산 7.5 12.5 10.6 7.6 9.4 9.2 9.3 13.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표 22-1.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 비중

단위: 10억 원(경상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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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고기 소비 증가로 산지가격 상승

◦ 2009년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 정육점형 식당

의 증가로 한우고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우 산지가격도 

2009년 6월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신뢰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2009년 전반

기에는 환율도 높게 형성되어, 2009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한우 산지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한우 사육마리수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 ․ 미 및 한 ․ EU FTA 타결 내용이 2011년부터 이행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 40%에서 15년에 걸쳐 철폐된다는 가정 하에 한육우 

사육마리수와 산지가격을 추정하였다. 단, 한 ․ EU FTA가 국내 한육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010년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280만 마리로 2009년(264만 마리)보다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11년을 정점으로 2012년부터는 사육마리수

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육마리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2010년 한우(600kg) 수소 산지가격은 2009년보다 

17.4% 상승한 520만 원으로 전망된다.

□ 젖소 마리당 산유량 증가로 원유 생산량 증가 

◦ 원유 감산정책과 수익성 저하에 따른 폐업농가 증가, 저능력우 도태 등

으로 2009년 젖소 사육마리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44만 5천 마리였다. 

사육마리수 감소와 사료비 부담에 따른 사료 급여 차질로 2009년 원유생산

량은 2008년보다 1.1% 감소한 212만 톤이었다.

◦ 2세 이상 사육마리수가 감소함에 따라 2010년 젖소 사육마리수는 2009년

보다 다소 감소한 44만 1천 마리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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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량 증가와 사료품질 개선으로 마리당 산유량이 증가하여 2010년 원유 

생산량은 2009년보다 0.6% 증가한 214만 톤으로 전망된다.

□ 돼지 사육마리수 증가로 지육가격 하락

◦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과 수입량 감소, 국제곡물가격 하락에 따른 사료비 

부담 완화, 백신 보급의 확대로 자돈 폐사율이 개선되어, 2009년 돼지 연평균 

사육마리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929만 마리였다. 사육마리수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여 돼지고기 

평균 지육가격은 2008년보다 9.0% 상승한 4,472원 / kg이었다.

◦ 2009년 모돈수 증가에 따라 2010년 돼지 사육마리수는 2009년보다 2.6% 

증가한 954만 마리로 예상된다.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여 

지육가격은 전년대비 3.5% 하락한 4,315원으로 전망된다.

□ 산란계 사육마리수 감소로 계란가격 상승 

◦ 2009년 산란계 사육마리수 증가에 따라 계란생산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다. 계란 1인당 소비량 역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다. 계란

생산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의 계란 생산량 감소와 함께 사료

가격 인상분이 계란가격에 반영되어 2009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0.2% 

상승한 1,175원(특란 10개당)이었다.

◦ 2009년 산란 종계 입식 마리수 감소에 따라 2010년 산란계 사육마리수 

및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계란 소비

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11.1kg으로 전망되며, 생산량 감소로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3% 상승한 1,190원으로 전망된다.

□ 국내 닭고기 생산량 증가로 육계 가격 하락

◦ 종계 입식 증가로 2009년 육계 사육마리수는 전년보다 19.3% 증가한 

7,600만 마리였다. 사육마리수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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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와 사료가격 인상분이 산지가격에 반영되면서 육계 평균 산지가격은 

2008년보다 23.5% 상승한 1,933원/생체kg이었다.

◦ 2009년 육용 종계 입식 마리수 증가에 따라 2010년 육계 사육 마리 수는 

2009년보다 5.0% 증가한 7,980만 마리로 예상되며, 생산량 증가에 따라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9.6% 하락한 1,748원으로 전망된다. 

축  종 품  목 2009 2010 2015 2020

한육우
사육마리수(만 마리) 262 280 270 253

산지가격(만원) 457 520 471 463

낙농
사육마리수(만 마리) 44 44 43 42

생 산 량(만톤) 212 214 219 223

돼지
사육마리수(만 마리) 923 954 869 836

지육가격(원) 4,472 4,315 4,442 4,524

산란계
사육마리수(만 마리) 6,163 6,009 6,432 6,621

계란산지가격(원) 1,175 1,190 1,249 1,389

육계
사육마리수(만 마리) 7,600 7,980 8,200 8,431

산지가격(원) 1,933 1,748 1,957 2,022

주: 2009년은 추정치이며, 2010년도 이후는 전망치임. 한육우 및 젖소 사육마리수는 해당 연도 12월 
1일자 기준이며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마리수는 연평균치임. 한육우 가격은 한우 수소(600kg) 
기준, 돼지 가격은 1kg 기준, 계란 가격은 특란 10개 기준, 육계 가격은 생체 1kg 기준임.

표 22-2.  축종별 사육마리수와 산지가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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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육우

1.1. 한육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동향

1.1.1. 사육 동향

◦ 2001년 140만 6천 마리까지 감소한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이후 연평균 9.3%의 

증가율을 보여 왔다. 2009년 12월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264만 마리로 

2008년보다 8.4%(20만 마리) 증가하였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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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50

70

90

110

130

총 사 육 마 리 수 (만  마 리 )
2세 이 상  암 소 마 리 수 (만  마 리 )

총 사 육 마 리 수

2세 이 상 암 소 마 리 수

  주: 매년 12월 1일 기준 자료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그림 22-1.  한육우 사육마리수

◦ 장래 사육 환경에 대한 불안으로 번식우 소득이 줄곧 하락해 오면서 암소 

도축률은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암소 도축률은 전년보다 1.3%p 

상승한 26.2%로 나타났다. 

◦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큰 폭의 가격하락을 보이던 송아지 가격은 2008년 

8월 이후 회복세를 보였지만, 2009년 평균가격은 평년(217만 원)대비 

11.8% 하락한 191만 원이었다. 사료가격이 여전히 높아 2009년 번식우 

마리당 소득은 2008년의 5만 원보다 감소한 3만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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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소 도축률이 상승한 이유는 송아지 가격이 평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 

형성되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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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4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50

-

50

100

150

200

암 소 도 축 율 마 리 당 소 득 (만  원 )

번 식 우 소 득

암 소  도 축 율

  주: 1) 암소도축률 전년도 세 이상 암소 마리수
전년도 세 이상 암소 중 올해 도축된 마리수

2) 2009년 번식우 1마리당 소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22-2.  암소도축율과 번식우 마리당 소득 추이

1++등 1+등 1등 2등 3등

조수입     7,412       6,769    6,270    5,389    4,400 

일반비     5,093       5,093    5,093    5,093    5,093 

가축비     2,088       2,088    2,088    2,088    2,088 

사료비     2,810       2,810    2,810    2,810    2,810 

기타비용       195         195      195      195      195 

소득     2,319       1,676    1,178      296 △    693 

  주: 1) 2009년 조수입은 당해년 등급별 경락가격 및 평균 생체중(652kg), 지육율(59%)를 이용해 
환산한 수치임.

2) 2009년 가축비는 2007년 4월~2008년 3월 송아지 평균가격임(비육기간 607일 감안).
3) 2009년 사료비는 사료구입지수 증감율을 적용하였으며, 기타비용은 구입가격지수를 적용함.

자료: 축산물등급판정소, 농협중앙회.

표 22-3.  2009년도 비육우 등급별 마리당 추정 소득
단위: 천 원

◦ 비육우 마리당 소득은 등급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1++

등급은 232만 원 / 마리, 1+등급은 168만 원, 1등급은 118만 원, 2등급은 30만 

원으로 추정된다. 3등급은 △69만 원으로 마이너스 소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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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수급 동향

가. 공급 동향

◦ 2008년 12월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2009년 6월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으로 한우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고, 정육점형 식당이 확산되어, 2009년

에는 한우고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 한우고기 수요 증가로 2009년(1~11월) 한육우 도축 마리수는 2008년 동기간

보다 7.8% 증가한 74만 5천 마리였다. 이중 한우 암소 도축은 27만 5천 마리

(전년대비 15.8% 증가), 수소는 31만 3천 마리(7.7% 증가), 육우는 10만 3천 

마리(0.2% 감소)였다. 

2 5

4 0

5 5

7 0

8 5

1 0 0

2 0 0 7년  5 6   6 4   4 0   4 4   4 7   4 1   4 3   4 8   7 8   5 0   5 0   5 5  

2 0 0 8년  9 1   4 0   4 6   5 3   4 7   4 4   4 9   6 6   7 9   5 9   5 8   7 3  

2 0 0 9년  9 8   4 8   5 8   6 2   5 4   5 7   5 5   5 9   1 0 4   5 3   6 8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천  마 리

2 0 0 9년

2 0 0 7년

월

2 0 0 8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그림 22-3.  한육우 도축 마리수

◦ 도축 마리수 중 거세우 비중은 2008년의 67.8%에서 2009년 69.7%로 

1.9%p 상승하였다. 거세우 비중 상승으로 거세우 1등급 출현율도 2008년 

75.7%에서 2009년 78.8%로 3.1%p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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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0

60

80

1등 급 출 현 율 33.3 35 .9 47 .9 44 .5 50 .6 54 .0 56 .2

  -  암 소 54.4 56 .2 66 .5 65 .2 60 .0 56 .2 56 .5

  -  거 세 우 55.1 60 .1 70 .4 71 .3 71 .3 75 .7 78 .8

거 세 우 비 중 27.9 35 .1 49 .4 40 .6 59 .5 67 .8 69 .7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거 세 우  비 중

암 소  1등 급  출 현 율

한 우  1등 급  출 현 율

거 세 우  1등 급  출 현 율

자료: 축산물등급판정소.

그림 22-4.  한우 성별 1등급 이상 출현율과 거세우 비율(전국)

◦ 암소 1등급 출현율은 2005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 왔다. 이는 번식 소득 

하락과 암소 도태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09년에는 암소 1등급 

출현율이 2008년 56.2%에서 0.3%p 상승한 56.5%를 보였다. 거세우 및 

암소 1등급 출현율 상승으로 한우 1등급 출현율은 전년보다 2.2%p 상승한 

56.2%였다.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감이 사라지지 않았고, 2009년 전반기에는 환율도 

높게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수입 쇠고기 소비가 감소하였다. 2009년 쇠고기 

수입량은 2008년보다 11.7% 감소한 19만 8천 톤에 그쳤다.

◦ 국가별로는 호주산 11만 7천 톤(59%), 미국산 5만 톤(25%), 뉴질랜드산 

3만 톤(15%), 기타산 1천 톤(1%)이 수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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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기타 합계

2004년 0 0 86 (65) 0 0 46 (35) 1 (1) 133 (100)

2005년 0 0 101 (71) 0 0 39 (27) 2 (2) 143 (100)

2006년 0 0 137 (76) 0 0 40 (22) 3 (2) 179 (100)

2007년 15 (7) 148 (73) 0 0 38 (19) 3 (1) 203 (100)

2008년 53 (24) 130 (58) 0 0 37 (17) 3 (1) 224 (100)

2009년 50 (25) 117 (59) 0 0 30 (15) 1 (1) 198 (100)

  주: (  )안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22-4.  국별 쇠고기 수입실적(검역 기준)
단위: 천 톤(%)

◦ 한우고기 수요 증가로 2009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12.3% 

증가한 19만 5천 톤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반면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1.7% 감소한 19만 8천 톤이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총 공급량은 2008년

보다 6.4% 증가한 46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 2009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전년보다 6.6% 증가한 8.0kg으로 추정된다. 

한우고기 생산 증가 및 쇠고기 수입량 감소, 이월재고 증가 등으로 쇠고기 

자급률은 5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2)

공 년 이월 100 50 28 35 40 73

생산 145 152 158 171 174 195

수입 133 143 179 203 224 198

계 378 345 366 409 438 466

수요 국산소비량 145 152 158 171 174 195

수입소비량 183 164 172 198 191 194

차년 이월 50 28 35 40 73 77

계 378 345 366 409 438 466

총소비량 328 317 331 369 365 389

자 률(%)1) 44.2 48.1 47.8 46.4 47.6 50.1

1인당 소비량(kg) 6.8 6.7 6.8 7.6 7.5 8.0

  주: 1) 자급률= 쇠고기 총소비량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

2) 2009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22-5.  쇠고기 수급
단위: 천 톤(정육 기준)



제

22

장

제

22

장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 645

나. 수요 동향

◦ 가정 내 쇠고기 구매패턴을 살펴보면, 쇠고기 구매량은 설 및 추석에 최고

치를 보이다 이후 점차 감소하는 계절적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소비자 1가구당 4주 평균 쇠고기 구매량은 1.5kg으로써 2008년보다 

11.1% 증가하였다. 동 기간의 평균 구매금액은 33,217원으로 전년보다 

6.4% 증가하였다.

◦ 특히, 2009년 9월에는 추석 수요와 맞물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쇠고기 

수요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해당 월의 4주 평균 구매량은 2.1kg, 구매

금액은 48,983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4.1%, 7.2% 증가하였다.

1.0

2.0

3.0

4.0

1/1 1/25 2/22 3/22 4/19 5/17 6/14 7/12 8/9 9/6 10/4 11/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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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구매금액(천 원)쇠고기 구매량(kg)

2008년 구매금액

2009년 구매금액

2008년 구매량

2009년 구매량

자료: TNS World.

그림 22-5.  소비자 1가구당 평균 쇠고기 구매량 및 구매금액 

◦ 소비자 조사결과, 2009년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22.1%로 나타

났다. 2003년(캐나다 광우병 발생) 이전에 캐나다산 쇠고기를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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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입경험 있음 구입경험 없음 총계

2009년 미국산 169(22.1%) 595(77.9%) 764(100%)

2003년 이 캐나다산 99(13.1%) 655(86.9%) 754(10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캐나다산은 2009년 12월, 미국산은 2010년 1월 조사).

표 22-6.  미국 및 캐나다산 쇠고기 구매경험
단위: 명

◦ 2010년에는 소비자의 21.7%가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2010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요는 2009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산 

쇠고기 유통을 가정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의향(15.6%)은 미국산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도 구입 희망함 구입 희망치 않음 총계

2010년
미국산 166(21.7%) 598(78.3%) 764(100%)

캐나다산 117(15.6%) 634(84.4%) 751(10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캐나다산은 2009년 12월, 미국산은 2010년 1월 조사).

표 22-7.  미국 및 캐나다산 쇠고기 2010년 구매의향
단위: 명

◦ 미국산 쇠고기 구입시 어떤 육류의 소비량을 줄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비자의 18.0%는 국내산 한우고기를, 47.3%는 호주산 쇠고기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돼지고기 13.2%, 닭고기 3.6%, 줄일 생각 

없음이 18.0%로 나타났다. 캐나다산 쇠고기 구입시에는 호주산과 미국산 

쇠고기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전체의 63.6%에 이른다.

육류종류
국산 

한우고기

호주산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일 생각 

없음
총계

미국산 30(18.0%) 79(47.3%) - 22(13.2%) 6(3.6%) 30(18.0%) 167(100%)

캐나다산 13(10.7%) 28(23.1%) 49(40.5%) 12(9.9%) 1(0.8%) 18(14.9%) 121(10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캐나다산은 2009년 12월, 미국산은 2010년 1월 조사).

표 22-8.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 구매시 타육류의 소비의향 변화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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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및 수입 쇠고기의 등심에 대한 구매의향 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조사한 결과, 600g당 구매의향 금액은 한우 1등급(냉장) 21,766

원, 미국산 등심(냉동)은 6,396원, 캐나다산 등심(냉동)은 5,685원, 호주산 

등심(냉동)은 8,000원으로 조사되었다.

◦ 한우 및 수입 쇠고기의 갈비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을 조사한 결과, 600g당 

구매의향 금액은 한우 갈비 21,699원, 미국산 갈비(냉동)는 7,608원, 캐나

다산 등심(냉동)은 6,740원, 호주산 등심(냉동)은 10,000원으로 나타났다.

◦ 수입 쇠고기 중에서 미국산과 캐나다산 쇠고기의 구매의향 금액이 전반

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미국산과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감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등심 갈비

한우 한우

호주

호주

미국
미국

캐나다
캐나다

원/600g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캐나다산은 2009년 12월, 미국산은 2010년 1월 조사).

그림 22-6.  한우 및 수입 쇠고기의 지불의향 금액(2009년 12월)

◦ 한우고기 및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향 금액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12월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는 2009년 4월에 비해 한우고기 등심 

및 갈비 지불의향이 수입 쇠고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한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반면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감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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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등 심 갈 비

2009년 4월 2009년 12월 2009년 4월 2009년 12월

한우고기/미국산 3.11 3.40 2.58 2.85

한우고기/캐나다산 3.52 3.84 2.90 3.22 

미국산/캐나다산 1.13 1.12 1.12 1.13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

표 22-9.  한우고기 및 수입 쇠고기 부위별 소비자의 지불의향 변화
단위: 배

다. 수요 확대 요인 분석

◦ 쇠고기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할 목적으로 2008년 12월부터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였고, 2009년 6월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

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한우고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 정읍 산외마을, 영월 다하누촌, 예천 참우마을 등 정육점형 식당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러한 유형의 식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정육점형 식당은 주로 중저가의 한우고기를 중심으로 판매하며, 최근에는 

고품질의 브랜드 한우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점포(한우 프라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육점형 식당의 확산으로 한우고기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한우고기 

소비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 2008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음식점원산지표시제에 대해 소비자의 93.4%가 

시행여부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소비자가 제도 시행을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의 한우 소비 

비율이 소폭(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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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총계

소비자 인지 668(93.4%) 47(6.6%) 715 (100%)

쇠고기 소비변화 한우고기 수입 쇠고기 총계

시행 이 60.1% 39.9% 100%

시행 이후 63.3% 36.7% 10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2009년 8월 및 12월 조사).

표 22-10.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여부 인지도와 쇠고기 소비 변화
단위: 명

◦ 2009년 6월부터 시행중인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해 소비자의 78.5%가 

시행여부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의 한우 

소비 비율이 소폭(4.0%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정육점형 식당에 대해 소비자의 70.3%가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총계

소비자 인지 593(78.5%) 162(21.5%) 755(100%)

쇠고기 소비변화 한우고기 수입 쇠고기 총계

시행 이 66.2% 33.8% 100%

시행 이후 70.2% 29.8% 10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2009년 8월 및 12월 조사).

표 22-11.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여부 인지도와 쇠고기 소비 변화
단위: 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총계

정육 형 식당 이용 510(70.3%) 215(29.7%) 725 (10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2009년 8월 및 12월 조사).

표 22-12.  정육점형 식당 이용여부

◦ 지난 2009년 5~8월 음식점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 이후 60.0%의 업소가 한우고기 사용 비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

났다. 한우고기 사용비율이 제도 시행 이전 46.1%에서 제도 시행 이후 

75.0%로 28.9%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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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고기 수입산 쇠고기 합계

시행 이 46.1% 53.9% 100%

시행 이후 75.0% 25.0% 100%

자료: 한국외식정보(2009년 5~8월 조사)

표 22-13.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에 따른 음식점 쇠고기 소비 비율 변화

◦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이력제 시행 및 정육점형 식당의 증가로 한우고기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중 각 제도 시행 및 

정육점형 식당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09년 6∼12월),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추적제, 그리고 

정육점형 식당 확산 현상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43.4% 가격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수소 가격 등락율 도축, 수입, 소득 요인
원산지표시제, 이력추 제, 

정육  등

09.1 -22.6% -11.1% -11.5%

2 -20.5% -8.8% -11.7%

3 -14.5% -30.1% 15.7%

4 -7.7% -14.3% 6.5%

5 0.7% -10.7% 11.5%

6 6.9% -32.9% 39.8%

7 14.8% -14.0% 28.8%

8 39.6% 5.3% 34.2%

9 44.4% -25.2% 69.6%

10 47.1% 24.6% 22.5%

11 51.1% 4.6% 46.4%

12 57.2% -5.3% 62.5%

주: 가격 등락율은 전년 동월대비임.

표 22-14.  한우가격 등락요인별 기여도 

1.1.3. 가격 동향

◦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으로 한우고기 수요가 증가

하여, 2009년 한우(600kg 기준) 평균 산지가격은 수소 443만 원(2008년 

대비 14.0% 상승), 암소 503만 원(11.4% 상승), 수송아지 204만 원(18.1% 

상승), 암송아지 182만 원(12.2% 상승)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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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7 0 0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암 소 (6 0 0 kg)

수 소 (6 0 0 kg)

수 송 아 지

암 송 아 지

만  원 /마 리

  주: 한우산지가격은 명목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가격정보｣.

그림 22-7.  한우 산지가격

◦ 특히, 2009년 8∼9월에 한우 수소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추석 

물량 확보 및 정육점형 식당 증가, 개학에 따른 학교 급식 및 군납용 

물량 증가 등 비거세 수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7

1 0

1 3

1 6

1 9

2 2

0 8 .1 3 5 7 9 1 1 0 9 .1 3 5 7 9 1 1

1 + + 등 급

3 등 급

2 등 급

1 등 급

1 + 등 급

천  원 / k g

월

자료: 축산물등급판정소.

그림 22-8.  등급별 한우 도매가격 

◦ 한우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등심 1등급 한우고기는 34,650원/500g으로 

전년보다 10.2% 상승하였으나, 수입육(호주산 냉장 등심) 가격은 1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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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년보다 5.3% 하락하였다. 한우고기 가격 상승과 수입(호주) 쇠고기 

가격 하락으로 한우고기와 호주산(냉장) 쇠고기 평균 가격비는 전년(1.5배)보다 

높은 1.8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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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24,000

28,000

32,000

36,000

40,000

08.1 3 5 7 9 11 09.1 3 5 7 9 11

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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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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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0

수입육가격

원/500g

한우가격/수입육가격

한우가격

한우가격/수입육가격

월

  주: 한우 등심 1등급과 호주산 냉장 등심의 소비자가격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림 22-9.  한우고기와 호주산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

1.2. 쇠고기 교역여건 전망

◦ 2009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2.2% 감소한 5,678만 톤으로 

추정되며, 2010년에는 2009년보다 0.7% 감소한 5,640만 톤으로 추정된다. 

◦ 2010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2009년보다 6.6% 증가한 83만 7천 톤으로 

전망되나, 호주 및 뉴질랜드는 각각 2.9%, 1.5% 감소한 135만 톤과 51만 

7천 톤으로 예상된다(USDA).

◦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2010년 미국산 쇠고기(냉동)의 도매 원가는 2009년

보다 12.2% 하락한 8,402원/kg으로 예상되며, 호주산 쇠고기의 도매 

원가도 2009년보다 하락한 5,937원/kg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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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 미 FTA 타결 내용을 2011년부터 이행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율(40%)이 낮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9
 망

2010 2011 2015 2020

환율1)

(원/US$)
1,268 1,050 1,050 1,050 1,050

수입단가2)

($/kg)

미국 4.67 4.95 5.13 5.33 5.36

기타3) 3.30 3.50 3.63 3.77 3.79

세율4)

(%)

미국 40.0 40.0 37.3 26.7 13.3

기타 40.0 40.0 40.0 40.0 40.0

도매원가5)

(원/kg)

미국 9,575 8,402 8,545 8,194 7,364

기타 6,766 5,937 6,156 6,400 6,428

주: 1) 환율은 2010년 이후 1,050원으로 가정함.
2) 2009년 수입 단가는 관세청 수입 실적을 이용하여 계산함. 2010년 이후 수입단가는 미국 

FAPRI 2009 전망치를 이용하여 CIF 기준가격으로 환산함. 
3) 기타 국가의 경우 수입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단가를 적용함.
4) 관세율에 대한 가정은 2010년 한 ․ 미 FTA가 이행되어 미국산 쇠고기 관세율 40%를 15년에 

걸쳐 철폐함.
5) 도매원가는 국제가격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임.

표 22-15.  수입 쇠고기 가격 전망

1.3. 한육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전망

1.3.1. 한육우 사육의향 변화

◦ 2009년 3~10월 한우 정액 판매량은 전년대비 11.3% 증가(159만 스트로우)

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1~8월 송아지 생산마리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상반기 암소 사육 비육 경영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암소 사육 비육 경영지수의 하락은 송아지 생산이 

암소도축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2010년도 사육

마리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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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소 사 육  비 육 경 영 지 수

경 영 지 수 ( 배 )전 년 동 기 대 비 증 감 률 ( % )

암 소 도 축 률 증 감 률

  주: 암소사육 비육경영지수 월별 송아지산지가격
월별 암소산지가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ASMO 2009). 

그림 22-10.  암소 사육 비육 경영지수

1.3.2. 쇠고기 수급 전망

◦ 한 ․ 미 및 한 ․ EU FTA 타결 내용을 2011년부터 이행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율 40%를 15년에 걸쳐 철폐된다는 가정 하에, 국내 한육우 

사육마리수와 산지가격(수소)을 추정하였다.

◦ 2010년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280만 마리로 2009년(264만 마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번식의향이 감소함에 따라 2011년을 정점으로 

2012년부터는 사육마리수가 감소하여 2015년 270만 마리, 2020년 253만 

마리로 전망된다.

◦ 사육마리수 증가로 2010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1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2011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15년에는 21만 2천 

톤, 2020년에는 20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 사육마리수 증가에 따라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한 ․ 미 FTA,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이 예상됨에 따라 쇠고기 수입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0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8.8kg으로 예상되며, 2015년에는 

11.1kg, 2020년에는 13.0kg으로 전망된다.



제

22

장

제

22

장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 655

◦ 2010년 한우(600kg) 수소 산지가격은 2009년보다 17.4% 상승한 520만 원

으로 전망되며, 2015년 471만 원, 2020년 463만 원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0년 초 발생한 구제역의 영향에 따라 추정치는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200

250

300

350

40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300

350

400

450

500

550

만 마리 만원

수소산지가격

사육마리수

그림 22-11.  한육우 사육마리수 및 수소 산지가격(600kg) 전망

2009

(추정치)

망

2010 2011 2015 2020

년이월 73 77 61 58 55

당년공 393 413 445 547 639

차년이월 77 61 62 57 54

총소비 389 429 444 548 640

1인당소비(kg) 8.0 8.8 9.1 11.1 13.0

한우수소600kg 

산지가격(만 원)
443 520 493 471 46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ASMO 2009).

표 22-16.  쇠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천 톤(정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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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젖 소

2.1. 젖소 사육과 원유 수급 동향

2.1.1. 사육 동향

◦ 2002년 이후 시행된 원유감산정책과 수익성 저하에 따른 폐업농가 증가, 

저능력우 도태 등으로 젖소 사육마리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우유 소비가 

회복됨에 따라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 2009년 12월 젖소 사육마리수는 44만 5천 마리로 2008년 12월보다 0.2% 

감소하였지만, 가임 암소 마리수는 30만 4천 마리로 같은 기간 동안 

0.3%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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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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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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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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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12 3
2005

6 9 12 3
2006

6 9 12 3
2007

6 9 12 3
2008

6 9 12 3
2009

6 9 12

42

49

56

63

70

사육마리수(천 마리) 가구당 사육마리수(마리)

사육마리수

착유우
도태정책

낙농폐업/원유감산 정책

잉여원유차등가격제 및
원유생산쿼터제

가구당 사육마리수

  주: 2008년 3월 가축통계 표본 개편으로 이전 추세와 층이 발생함.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그림 22-12.  젖소 사육마리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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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연령별 사육마리수는 1세 미만 마리수가 8만 8천 마리로 

2008년 12월보다 2.2% 감소하였지만, 1~2세 마리수는 1.9% 증가하였고, 

2세 이상 마리수는 2008년 12월과 비슷하였다. 

◦ 젖소 사육농가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2월 젖소 

사육농가 수는 6천 8백 호로 2008년 12월보다 2.9% 감소하였다. 50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감소하고 있지만, 5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소폭 증가하였다. 

◦ 2009년 12월 50마리 미만 사육농가의 사육마리수는 2008년 12월보다 1만 

4천 마리(15.1%) 감소하였으나, 50마리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마리수는 

2008년 12월보다 1만 3천 마리(3.7%) 증가한 36만 6천 마리였다. 규모화의 

진전에 따라 호당 사육마리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구당 사육마리수는 

2008년 12월 63.7마리에서 2009년 12월 65.7마리로 2.0마리 증가하였다. 

2.1.2. 원유 수급 동향

◦ 젖소 사육마리수 감소와 사료비 부담에 따른 사료 급여 차질로 2009년 

원유 생산량은 2008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09년 9월 

이후 사료비 부담이 다소 완화되어 사료급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성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 2008년 원유 생산량은 2007년보다 2.3% 감소한 213만 8천 톤이었고, 

2009년 생산량은 2008년보다 1.1% 감소한 211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 2008년 8월 우유 가격 인상 이후 원유 소비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유업체들의 스포츠스타와 미디어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우유 수요가 회복되어, 2009년(1~11월) 원유 소비량은 276만 톤으로 

2008년 동기보다 1.1% 증가하였다.

◦ 원유 생산량 감소와 유제품 소비량 증가, 국내산 유제품 수출 증가에 따른 

국산 분유 소비 증가로 2009년 11월 분유 재고는 2008년 동월보다 

48.7% 감소한 4,009톤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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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제품 소비 증가와 국내산 분유 재고감소로 2009년 유제품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2009년(1~11월) 유제품 수입량은 84만 4천 톤(원유 환산)으로 

2008년 동기간보다 5.2% 증가하였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공

년이월 94 68 116 53 107 96

생산 2,255 2,229 2,176 2,188 2,139 2,116

수입 842 898 882 968 885 935

계 3,192 3,195 3,174 3,209 3,131 3,147

수요

소비 3,124 3,079 3,121 3,101 3,035 3,098

차년이월 68 116 53 107 96 49

계 3,192 3,195 3,175 3,209 3,131 3,147

1인당 소비(kg) 63.9 62.7 63.6 63.0 61.3 62.1

  주: 2009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22-17.  원유 수급
단위: 천 톤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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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12000

15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톤

평 년

월

2007년

2008년

2 0 0 9 년

자료: 한국유가공협회.

그림 22-13.  연도별 분유 재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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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젖소 가격 동향

◦ 2008년 말에는 사료비 부담으로 인해 젖소 산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

였다. 2009년에는 유제품 소비 증가와 국내산 분유 재고감소로 유업체의 

원유 구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회복세를 보였다. 

– 유업체의 쿼터량 회복과 잉여원유 구매량 증가로 낙농가의 초임만삭우 

또는 산유능력이 검증된 착유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

우가격 상승과 육우고기 홍보 강화로 육우고기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

서 비육용 수송아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초임만삭우와 수송아지 가격은 각각 255만 원과 20만 1천 원

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가 일정한 초유떼기 암송아지 

가격은 7∼8만 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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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그림 22-14.  젖소 산지가격

2.1.4. 우유 소비패턴 분석

◦ 2009년 12월 상순까지 가구당 4주 평균 우유 구매량은 6.11kg으로 2008년

보다 2.0% 증가하였으며, 4주 평균 구매금액은 1만 4,233원으로 2008년

보다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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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1회당 우유 평균 구매량은 2007년 1.52kg, 2008년 1.67kg, 2009년

(12월 상순까지) 1.85kg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반우유 1회당 구매량은 

2007년 1.52kg에서 2009년 1.88kg으로 23.7% 증가하였고, 저지방우유 

구매량 역시 2007년 1.24kg에서 2009년 1.54kg으로 24.2%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공우유 1회당 구매량은 2007년 0.91kg에서 2009년 0.82kg으로 

9.9% 감소하였다. 

◦ 1회당 우유 평균 구매금액은 2007년 2,820원에서 2009년(12월 상순까지) 

4,310원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일반우유 1회당 구매금액은 4,346원, 

저지방우유 구매금액은 3,635원이었다. 구매량이 감소한 가공우유 구매

금액도 원유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하였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구매량

(kg)

흰우유 1.62 1.52 1.69 1.88

기능성유 1.58 1.67 1.71 1.78

지방유 1.23 1.24 1.43 1.54

가공유 0.92 0.91 0.86 0.82

체 우유 1.62 1.52 1.67 1.85

구매액

(원)

흰우유 2,956 2,777 3,224 4,346

기능성유 3,440 3,879 4,330 5,099

지방유 2,108 2,233 2,808 3,635

가공유 2,050 2,080 2,139 2,404

체 우유 2,996 2,820 3,240 4,310

  주: 2009년은 12월 상순까지 실적임.
자료: TNS World

표 22-18.  가구 1회당 우유 소비동향
단위: kg, 원

◦ 한편, 소비자는 우유 선택시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비자는 신선도(39.5%)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브랜드

(21.6%), 안전성(12.5%), 가격(12.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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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랜 드
21.6%

신 선 도
39.5%

안 전 성
12.5%

기 타
0.4%

맛
7.0%

영 양 성 분
7.0%

가 격
12.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조사(2010년 1월 조사)

그림 22-15.  소비자의 우유 선택기준

2.2. 유제품 교역여건 전망

◦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치즈는 뉴질랜드, 미국, 호주 등에서 주로 수입되고, 혼합

분유는 대부분 네덜란드에서 수입되며, 프랑스에서도 일부 수입되고 있다. 

버터와 탈지분유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다. 

– 유제품 수입액 기준으로 뉴질랜드산이 2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호주산 24.0%, 미국산 21.7%의 순이다. 수입액이 가장 많은 

치즈는 뉴질랜드산 37.3%, 미국산 27.7%, 호주산 17.8%의 비중이다.

2008 2009

수량(A)

(톤)

액(B)

(천 $)

단가(B/A)

($/kg)

수량(A)

(톤)

액(B)

(천 $)

단가(B/A)

($/kg)

네덜란드 23,064 89,102 3.86 18,297 44,546 2.43

뉴질랜드 31,094 165,709 5.33 30,481 97,873 3.21

미국 39,688 107,718 2.71 32,539 71,880 2.21

호주 21,559 94,409 4.38 28,547 79,463 2.78

랑스 12,080 51,106 4.23 8,950 37,722 4.21

  주: 2009년은 1∼11월 자료임.
자료: 낙농진흥회.

표 22-19.  주요 수입처별 유제품 수입 현황(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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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제품 소비 증가와 분유 재고 감소, 국제 유제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009년 

유제품 수입량은 2008년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 보면, 

수입비중이 높았던 혼합분유의 수입량이 감소한 반면, 수출이 증가한 조제

분유의 원료인 탈지분유 수입량과 버터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2009년(1~11월) 치즈 수입량은 2008년 동기와 비슷한 4만 3천 톤이었으며, 

혼합분유 수입량은 2만 3천 톤으로 2008년 동기보다 1.2% 감소하였다. 

탈지분유 수입량은 8천 3백 톤으로 2008년 동기보다 84.1% 증가하였고, 

버터 역시 전년 동기보다 75.8% 증가한 5천 1백 톤이 수입되었다. 

◦ 2009년 유제품 수입 단가는 kg당 2.85달러로 2008년보다 30.3% 하락하

였다. 국제 유제품 소비 감소와 호주·뉴질랜드 등의 원유 과잉생산으로 

국제 유제품시장 공급량이 증가하여 유제품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수입

액(천$) 432,814 448,105 582,691 673,123 452,219

수입량(톤) 177,939 185,046 191,820 164,719 158,872

단가($/kg) 2.43 2.42 3.04 4.09 2.85

치즈

액(천$) 143,526 146,219 178,992 238,876 168,584

수입량(톤) 44,017 44,017 49,471 47,385 42,835

단가($/kg) 3.26 3.32 3.62 5.04 3.94

혼합분유

액(천$) 72,656 67,602 103,782 107,229 63,487

수입량(톤) 28,708 26,527 31,723 26,042 23,481

단가($/kg) 2.53 2.55 3.27 4.12 2.70

탈지분유

액(천$) 14,636 15,475 17,624 20,179 19,651

수입량(톤) 6,168 6,735 4,994 5,022 8,273

단가($/kg) 2.37 2.30 3.53 4.02 2.38

버터

액(천$) 12,807 8,346 11,298 13,390 12,261

수입량(톤) 5,047 3,206 4,096 3,092 5,125

단가($/kg) 2.54 2.60 2.76 4.33 2.39

  주: 2009년은 1∼11월 수입 실적임.
자료: 낙농진흥회.

표 22-20.  유제품 수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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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기준, 뉴질랜드산 치즈 수입단가는 kg당 3.25달러, 호주산 3.52달러, 

네덜란드산 3.73달러, 미국산 4.12달러, 프랑스산 10.50달러이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산 치즈가 유럽연합 국가(주로 프랑스)에서 생산된 치즈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고 있다.

◦ 치즈 수입단가가 2009년 수준에서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국가별 치즈 

관세율 변화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한 ․ 미 FTA, 한·EU FTA가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입량 변동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 현행 치즈 관세율 36%는 한·미 FTA 시행에 따라 미국산 치즈의 관세율

이 2020년에 관세가 철폐되며, 한 · EU FTA 시행으로 유럽연합 국가의 

치즈 관세는 15년에 걸쳐 감축되어 2025년에 철폐된다.

◦ 프랑스의 치즈 가격이 높아 관세율이 변해도 호주, 미국보다는 낮아지지 않지만, 

호주와 미국 사이, 호주와 네덜란드 사이에는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 이에 따라 치즈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뉴질랜드, 호주산 치즈 

수입이 감소하고 미국과 네덜란드산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네덜란드 미국 랑스

2009 3.52 3.73 4.12 10.50

2010 3.52 3.73 4.12 10.50

2011 3.52 3.63 4.01 10.23

2012 3.52 3.53 3.90 9.95

2013 3.52 3.43 3.79 9.67

2014 3.52 3.34 3.68 9.39

2015 3.52 3.24 3.58 9.11

2016 3.52 3.14 3.47 8.84

2017 3.52 3.04 3.36 8.56

2018 3.52 2.94 3.25 8.28

2019 3.52 2.84 3.14 8.00

2020 3.52 2.74 3.03 7.72

주: 해당연도 수입가격 하락률 = 수입단가×(1-관세 감축후 관세율)/1년 전 수입단가

표 22-21.  치즈 수입단가 전망 
단위: 달러/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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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젖소 사육과 원유 수급 전망

◦ 2010년 젖소 사육마리수는 2세 이상 사육마리수가 감소하여 2009년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쿼터제 하에서 우유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젖소 사육마리수는 장기적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4 0

3 8 0

4 2 0

4 6 0

2 0 0 8 2 0 1 0 2 0 1 2 2 0 1 4 2 0 1 6 2 0 1 8 2 0 2 0

1 7 5

2 0 0

2 2 5

2 5 0

사 육 마 리 수 (천  마 리 ) 착 유 우 마 리 수 (천  마 리 )

총 사 육 마 리 수

착 유 우 마 리 수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

그림 22-16.  젖소 사육마리수 전망

◦ 젖소 사육마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료급여량 증가와 사료품질 개선으로 

마리당 산유량이 증가하여 2010년 원유 생산량은 2009년보다 1.0% 증가한 

213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제역이 확산되어 원유출하가 제한될 

경우 생산량은 전망치보다 적을 수 있다.

◦ 2009년 하반기 분유 재고가 크게 감소하였고, 국내 유제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 유제품 수입량은 2009년보다 8.0% 증가한 101만 

톤으로 전망된다. 

◦ 수요 회복 추세가 2010년에도 이어지고, 수입 유제품의 단가 하락이 예상

되어 수입 유제품 소비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인당 우유 소비량은 

2009년보다 0.8kg 증가한 62.9kg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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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분유 재고량은 1999년 이후 최저수준이었다. 2010년 분유 재고량은 

우유 소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량이 늘고 유제품 수입량도 

증가하여 2009년보다 4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
 망

2010 2015 2020

공

년이월 96 49 108 110

생산 2,116 2,138 2,182 2,216

수입 935 1,010 1,214 1,376

계 3,147 3,197 3,500 3,702

수요

소비 3,098 3,115 3,342 3,592

차년이월 49 72 108 110

계 3,147 3,197 3,510 3,702

1인당 소비(kg) 62,1 62.9 67.8 71.7

  주: 소비에는 수출량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2009년은 추정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

표 22-22.  원유 수급 전망
단위: 천 톤

3   돼 지

3.1. 돼지 사육과 돼지고기 수급 동향

3.1.1. 사육 동향

◦ 2009년에는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 상반기 환율상승과 가공육 재고 

누적에 따른 수입량 감소로 국내산 돼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그리고 

국제곡물가격 하락에 따른 사료비 부담완화와 백신보급 확대에 의한 

폐사율 개선으로 2009년 돼지 사육마리수는 2008년보다 증가하였다. 

◦ 2009년 연평균 돼지 사육마리수는 2008년보다 1.8% 증가한 929만 마리

였고, 모돈수 역시 94만 마리로 전년보다 1.2%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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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돼지 사육마리수는 2008년 동월보다 5.3% 증가한 956만 

마리였고, 모돈수 역시 97만 마리로 전년 동월보다 5.8% 증가하였다. 

◦ 사료비 부담으로 폐업하였던 소규모 농가들이 양돈업에 복귀하면서 2009년 

돼지 사육농가 수는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2009년 12월 돼지 사육농가 수는 

8천 호로 2008년 12월보다 300호(3.9%) 증가하였다.

– 국제곡물가격 안정으로 사료비가 인하되었고, 2009년 돼지 가격도 강세

를 보여 2009년 양돈 농가의 수익성은 2008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 양돈업의 규모화와 전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2009년 12월 5,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의 사육마리수는 254만 마리로 2008년 동월보다 17만 

마리(7.3%) 증가하였다. 

– 2009년 12월 가구당 돼지 사육마리수는 1,204마리로 2008년 12월보다 

21마리(1.8%) 증가하였다.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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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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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1,000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0

90

100

110

120

총사육마리수(만 마리) 모돈수(만 마리)

총사육마리수

모돈수

  주: 2008년 3월 가축통계 표본 개편으로 이전 추세와 층이 발생함.
자료: 통계청,「가축동향」.

그림 22-17.  돼지 사육마리수와 모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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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08년 3월 가축통계 표본 개편으로 이전 추세와 층이 발생함.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그림 22-18.  돼지 사육 가구수와 가구당 사육마리수

3.1.2. 돼지고기 수급 동향

◦ 2009년에는 사육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 출하마리수도 증가하여 도축

마리수는 2008년보다 0.9% 증가한 1,392만 마리였다. 도축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 2009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71만 9천 톤으로 

추정된다. 

◦ 2009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1만 톤으로 2008년보다 2.1% 감소하였다. 

국내 돼지 가격이 높게 유지되었지만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과 신종

인플루엔자A(H1N1)의 영향으로 수입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감소하여 가공용 

돼지고기의 재고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환율상승도 

수입량 감소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2009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열처리부분육의 대일 수출 재개와 동남아시

아로의 부산물 수출이 늘어 2008년보다 10.6% 증가한 1만 1,500톤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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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돼지고기 소비량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와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위축되어 2008년보다 2.4% 감소한 90만 4천 

톤으로 추정된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공

년이월  39.8  24.7  46.7 47.7 57.6 44.0

생산 747.7 701.5 677.4 709.6 709.3 718.8

수입 108.8 173.6 210.6 248.3 214.3 209.9

계 897.2 899.9 934.6 1,005.7 981.2 972.7

수요

소비 856.7 838.5 874.7  931.4 926.8 904.3

수출  15.8  14.7  12.2    12.6 10.4 11.5

차년이월  24.7  46.7  47.7   57.5 44.0 56.9

계 897.2 899.9 934.6 1,005.7 981.2 972.7

1인당 소비(kg)  17.9  17.4  18.1 19.2 19.1 18.5

  주: 2009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22-23.  돼지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3.1.3. 돼지고기 가격 동향

◦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이전인 2009년 4월 하순 이전까지 돼지고기 가격이 

지육 1kg당 5천원을 돌파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2009년 5∼6월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간보다 7.9% 

하락한 4,419원이었다. 

◦ 여름철 돼지고기 수요가 회복되어 2009년 7∼9월 돼지고기 지육가격은 

4,759원으로 전년보다 2.5% 상승하였다. 그러나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된 

10월 이후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2월 

가격은 전년보다 7.9% 낮은 4,128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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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그림 22-19.  돼지고기 일별 지육가격

3.1.4.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패턴

◦ 2009년 12월 상순까지 가구당 1회 평균 돼지고기 구매량은 1.17kg으로 

2008년과 비슷하였으며, 1회 평균 구매금액은 1만 3,346원으로 2008년보다 

939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의 4주간 돼지고기 평균 구매량은 2007년 2.02kg에서 2009년(12월 

상순까지) 2.07kg으로 증가하였다. 부위별 구매량을 살펴보면, 삼겹살 

구매량은 2007년 1.39kg에서 2009년 1.42kg으로 2.2% 증가하였으나, 목심 

구매량은 2007년 1.20kg에서 2009년 1.18kg으로 1.7% 감소하였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다양한 요리법 보급으로 저지방 부위인 전 ·후지 구매량은 

2007년 1.15kg에서 2009년 1.22kg으로 6.1% 증가하였다. 

◦ 4주 평균 돼지고기 구매금액은 2007년 19,424원에서 2009년(12월 상순까지) 

2만 3,763원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삼겹살 4주 평균 구매금액은 2만 950원, 

구매량이 감소한 목심의 구매금액은 1만 5,875원이었다. 저지방 부위인 

전·후지의 구매금액은 2008년보다 1,013원 증가한 9,587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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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구매량

(kg)

삼겹살 1.44 1.39 1.41 1.42

갈비 2.01 1.99 2.03 2.01

목심 1.23 1.20 1.25 1.18

·후지 1.20 1.15 1.19 1.22

등·안심 0.78 0.75 0.71 0.75

돼지고기 평균 2.03 2.02 2.09 2.07

구매액

(원)

삼겹살 17,848 16,909 19,346 20,950

갈비 18,529 18,311 19,951 21,318

목심 13,634 12,962 15,240 15,875

·후지  7,773  7,392  8,574  9,587

등·안심  6,283  6,010  6,257  7,046

돼지고기 평균 20,007 19,424 22,271 23,763

  주: 2009년은 12월 상순까지 실적임.
자료: TNS World

표 22-24.  소비자가구 4주 평균 돼지고기 소비 동향
단위: kg, 원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 발표하는 2003∼2009년 10월 지육가격과 

부위별 도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가격변동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가격의 

변이계수는 지육가격이 20.9%로 나타났다. 

◦ 부위별로는 갈비 13.3%, 삼겹살 18.6%, 목심 20.1%로 분석되어 선호부위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뒷다리는 26.6%, 등심 23.8%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돼지고기의 다양한 요리법 보급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저지방 부위의 

소비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육가격 삼겹살 갈비 목심 앞다리 뒷다리 등심 안심

평균 3,595 10,473 6,125 8,710 4,685 3,205 3,964 4,309

표 편차 752 1,945 817 1,747 967 853 945 881

변이계수 20.9 18.6 13.3 20.1 20.6 26.6 23.8 20.4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표 22-25.  돼지고기 부위별 변동성 분석 
단위: 원/1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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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돼지고기 교역여건 전망

◦ 우리나라는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의 35.7%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칠레 17.3%, 캐나다 12.5%, 프랑스 6.8%의 순이다. 2009년 돼지고기 

수입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8년보다 

3.5% 증가하였으며, 2008년의 다이옥신 파동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던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입량은 2008년보다 86.4% 증가하였다.

◦ 돼지고기 수입량의 50.2%를 차지하는 삼겹살은 칠레가 23.9%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 13.2%, 오스트리아 11.9%, 네덜란드 

10.7% 순으로 수입되고 있다.

◦ 수입량의 31.2%를 차지하는 앞다리는 미국이 76.5%, 캐나다 17.1% 등 

대부분 북아메리카에서 수입되고 있다.

연도 총수입량 미국 캐나다 칠 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2004 108,829 12,888 8,692 17,366 12,493 6,854 16,769 9,438

2005 173,598 38,665 20,183 25,357 18,270 9,228 16,887 9,481

2006 210,462 60,862 26,060 22,348 18,245 10,971 18,539 10,746

2007 248,343 70,384 29,505 31,898 21,540 14,002 16,830 13,502

2008 214,378 72,320 28,476 19,472 17,274 16,387 14,212 11,386

2009 190,780 74,821 26,266 36,302 14,207 12,839 10,600 11,27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22-26.  우리나라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
단위: 톤

◦ 미국의 2010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사료비 부담과 돼지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2009년보다 2.5% 감소할 전망이다. 수입국의 경기회복과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2009년보다 6.9% 

증가할 전망이다. 

◦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정부보조와 세금감면, 사육규모 확대 등으로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9년보다 

3.7% 증가할 전망이고, 돼지고기 수입량은 자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2009년보다 20.0%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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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U(27개국) 미국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공

생산 46,205 48,500 50,300 22.596 22,000 21,900 10,599 10,446 10,185

수입 91 99 102 - - - 377 373 390

계 46,296 48,599 50,402 22,596 22,000 21,900 10,976 10,819 10,575

수요

소비 46,412 48,300 50,300 21,025 20,800 20,750 8,806 8,925 8,557

수출 223 230 240 1,726 1,250 1,200 2,117 1,887 2,018

계 46,635 48,530 50,540 22,751 22,050 21,950 10,923 10,812 10,575

자료: 미농무부(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표 22-27.  주요국의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 유럽연합(EU-27)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사료비 부담과 수익성 악화에 따른 

사육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9년보다 0.5% 감소할 전망이며, 돼지고기 수출량은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별 돼지고기 관세율 변화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한·미 

FTA, 한 · EU FTA가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한 ·미 FTA 시행에 따라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는 2011년부터 관세율

이 감축되어 2015년에 관세가 철폐되며, 한 · EU FTA 시행에 의해 유럽

연합 국가의 돼지고기 관세는 2011년부터 8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

0

5

1 0

1 5

2 0

2 5

3 0

2 0 0 9 2 0 1 1 2 0 1 3 2 0 1 5 2 0 1 7 2 0 1 9 2 0 2 1 2 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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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 산 )

( 유 럽 산 )

칠 레 산

그림 22-20.  국가별 돼지고기 관세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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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칠레 FTA 타결 이후,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은 2005년부터 

점차 낮아지고 있고, 2014년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산 돼지고기는 

2015년에 관세가 철폐되고,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2018년부터 

관세가 없어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 이에 따라, 수입단가가 가장 낮은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이후에는 EU산 돼지고기의 평균 수입단가가 

칠레산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3. 돼지 사육과 돼지고기 수급 전망

3.3.1. 중기 선행 관측

◦ 사료가격 부담이 완화되어 2009년 12월 모돈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10년 3월, 6월 돼지 사육마리수는 2009년 동월보다 3.8∼6.5% 증가한 

953∼963만 마리로 전망된다.

◦ 사육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축마리수도 증가하여 2010년 1∼6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9년 1∼6월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9년 동기간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0년 1월 초 발생한 구제역의 영향으로 수출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물량이 아직은 적어 수급 및 가격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돼지고기 공급량 증가와 구제역의 영향으로 2010년 상반기의 돼지고기 

지육가격은 2009년보다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4월 지육가격은 

1kg당 4,000∼4,200원대로 전망되며, 5∼6월 지육가격은 신종인플루엔자로 

가격이 하락하였던 2009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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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2010년 상반기 돼지 사육마리수 및 지육가격 전망

3.3.2. 장기 수급 전망

◦ 사료비 부담완화와 여름철 가격상승에 따른 소규모 농가가 양돈업에 

복귀함에 따라 2009년 모돈수가 늘어 2010년 돼지 사육마리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FTA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 등 장기

적으로 사육마리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사육마리수 증가로 돼지 도축마리수도 2009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축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육마리수가 감소하여 돼지고기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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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육마리수는 연평균 마리수임.
자료: 농림부, 「가축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ASMO 2010).

그림 22-22.  돼지 사육마리수와 지육가격 전망

◦ 경기가 회복되고 백신접종 확대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어 

2010년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9년보다 증가한 19.4kg으로 전망된다.  

◦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소비가 회복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9년보다 증가할 전망

이다. 

◦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돼지 출하마리수가 늘고 수입

량도 증가하여 2010년 돼지 지육가격은 2009년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육마리수가 감소함에 따라 국내산 돼지

고기 공급량이 감소하여 지육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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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망

2010 2015 2020

공

년이월 44.0 56.9 58.6 68.2

생산 718.8 723.0 697.6 672.0

수입 209.9 222.3 294.9 370.4

계 972.7 1,002.2 1,051.1 1,110.6

수요

소비 915.8 949.6 990.6 1,040.5

차년이월 56.9 52.6 60.5 70.1

계 972.7 1,002.2 1,051.1 1,110.6

1인당 소비(kg) 18.5 19.4 19.8 20.8

지육가격(원/kg) 4,472 4,315 4,442 4,524

  주: 소비에는 수출량이 포함되어 있고, 지육가격은 명목가격임. 2009년은 추정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

표 22-28.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천 톤

4   산란계

4.1.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동향

4.1.1. 산란계 사육 동향

◦ 2009년 산란 종계 입식마리수는 2008년(52만 마리)보다 9.7% 감소한 46만 

7천 마리였지만, 평년(40만 마리)에 비해서는 23.1%나 증가한 수준이다.

◦ 이는 2008년 상반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발생에 따른 종란 및 종계 도태로 2008년 신규 입식물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제

22

장

제

22

장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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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란  종 계  입 식 마 리 수

자료: 대한양계협회.

그림 22-23. 산란 종계 입식마리수

◦ 과거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국내에서 HPAI가 발생하여 산란계 

도태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그 결과, 2004년 3월 산란계 사육마리수가 

저점을 기록하였지만, 이후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12월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6,290만 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하였으며, 사육가구당 마리수는 3,730만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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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당  사 육 마 리 수 (천  마 리 ) 사 육 마 리 수 (백 만  마 리 )

호 당  사 육 마 리 수

사 육 마 리 수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그림 22-24. 산란계 사육마리수 및 호당 사육마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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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계란 수급 동향

◦ 산란계 배합사료 생산량이 소폭 증가한 점으로 볼 때, 2009년 계란 생산

량은 2008년보다 1.4% 증가한 54만 9천 톤으로 추정된다. 1∼3월 배합

사료 생산량은 2008년보다 감소하여 계란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4월 이후에는 계란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 2009년(1~11월) 조란 및 계란 가공품 수입량은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2008년 동기(1,694톤)보다 14.3% 감소한 1,452톤이었다. 계란 가공품 

수입량은 국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2008년 기준 0.3%)이 매우 낮으며, 

신선란은 검역 절차상 수입되지 않고 있다. 

◦ 2009년 1~11월까지 조란(구운란) 수입량은 2008년 동기간(458톤)보다 

7.5% 감소한 424톤이었다. 계란 가공품 중 난백은 2008년보다 8.5% 

감소한 294톤이었으며, 난황은 2008년보다 19.7% 감소한 734톤이었다.

연도 조란(구운란) 난백 난황(건조) 난황(기타) 합계

2004 598 256 196 1,222 2,272

2005 757 401 319 1,725 3,203

2006 570 450 263 1,675 2,957

2007 517 578 245 1,404 2,744

2008 498 356 243 698 1,795

2009(1-11) 424 294 317 417 1,452

자료: 대한양계협회.

표 22-29. 계란 가공품 수입현황
단위: 톤

◦ 2005년 하반기 이후 3년간 계란 생산량 증가로 계란 가격이 하락하여 

1인당 계란 소비량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8년에는 HPAI 발병으로 

1인당 소비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전년보다 

0.7% 증가한 11.3kg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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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생 산

수 입

508.0

2.3

514.8

3.5

537.4

3.2

543.8

3.1

541.8

1.9

549.3

1.9

1인당 소비  10.6  10.8  11.2  11.3  11.2  11.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

표 22-30.  계란 수급
단위: 천 톤, kg

4.1.3. 계란 가격 동향

◦ 사료비 인상분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2009년 평균 계란 가격은 2008년보다 

10.2% 상승한 1,175원(특란 10개당)이었다.

◦ 2009년 1,2분기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대규모 할인행사, 계란 유통상인의 

재고 감소 등으로 계란 산지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3분기에는 

산란계 생산성 저하로 계란공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계란 가격은 

전년보다 높게 유지되었다.

◦ 그러나 계란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산란용 사육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란 생산량이 증가한데다가,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추석 이후 

계란 소비가 감소하여, 2009년 10월부터 계란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세를 

보였다.

◦ 또한 병아리 입식증가와 노계도태 지연에 다른 산란용 마리수 증가, 

사료가격 인하조치 등으로 계란 생산량은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여, 10월

부터 12월까지 계란 가격은 전년대비 약세상황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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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900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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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원 /특 란 10개

평 년

월

2009년 2008년

  주: 평년은 2003∼07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그림 22-25.  계란 산지가격

4.1.4. 계란 소비패턴 분석

◦ 2007년~2009년 시기별(4주간) 평균 구매량 지수를 보면, 계란 소비는 

명절수요 증가에 따라 1~2월, 9~10월에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명절 직후에는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과 외식소비가 증가하는 12월에 가구당 계란 구매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0.95

0.97

0.99

1.01

1.03

1.05

1/25 2/22 3/22 4/19 5/17 6/14 7/12 8/9 9/6 10/4 11/1 12/6 12/31

  주: 2007년~2009년 시기별 평균구매량을 지수화하였음. 
자료: TNS World

그림 22-26.  시기별 4주간 평균 구매량 지수(2007~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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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시기별 4주간 가구당 계란 평균구매량은 41개로 2008년(36개) 대비 

14.2% 증가하였다. 이는 2008년 상반기 HPAI의 발병 및 확산에 따라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한편, 소비자들의 계란 선택기준을 보면 신선도(36.3%)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안전성(24.3%), 가격(22.6%), 브랜드(9.3%)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32

34

36

38

40

42

44

1/1 2/22 4/19 6/14 8/9 10/4 12/6

단 위  : 개

2009년

2008년

  주: 2009년은 12월 상순까지 실적임.
자료: TNS World

그림 22-27.  시기별 4주 평균 가구당 계란 평균구매량 변화

가 격
22.6%

브 랜 드
9.3%

신 선 도
36.3%

안 전 성
24.3%

영 양 성 분
6.7%

기 타
0.8%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2010년 1월 조사)

그림 22-28.  소비자의 계란 선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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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란 교역여건 전망

◦ 한 ·미 FTA가 2011년부터 이행될 경우, 조란(신선란 관세율 41.6%)은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난황(관세율 27%)은 12년, 난백(관세율 

8%)은 5년에 걸쳐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계란 가공품 수입물량은 주로 가공식품(제과 및 제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계란 가공품 수입물량이 국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07년 0.6%, 08년 0.3%). 따라서 FTA 발효에 따른 관세율 인하가 

국내 계란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중국산 계란의 경우 현재 가공식품(맥반석 계란)으로 수입되고 있다. 중국

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중국내 가축질병문제

(HPAI 등)가 해결된다면 중국산 수입량이 현재보다는 더 증가할 수 있다.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조란 관세율(41.6%)

기타국가 관세율

한미 FTA 이행시 관세율

그림 22-29.  미국 및 기타국가의 조란 관세율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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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전망

◦ 2009년 산란 종계 입식마리수는 52만 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9.7% 감소

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2010년 상반기 병아리 생산잠재력을 추정한 결과, 

2010년 상반기 산란 실용계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2009년보다 1.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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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 생산잠재력(천수)

2010년

2009년

2008년

월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그림 22-30.  병아리 생산잠재력

◦ 2009년 산란 종계 입식마리수 감소에 따라 2010년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2009년 대비 2.5% 감소한 6,009만 수로 추정된다. 향후 2010~2020년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계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산란계 사육마리수가 감소함에 따라 2010년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54만 3천 톤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산란계 

사육마리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계란 생산량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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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인당 계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11.1kg으로 전망되며, 

2010~2020년 1인당 계란 소비량은 소득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증가세로 

전망된다.

◦ 생산량 감소에 따라 2010년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3% 상승한 

1,190원으로 전망된다. 2010~2020년 동안 계란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산지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2009

(추정치)

 망

2010 2015 2020

사육마리수 만 수 6,163 6,009 6,432 6,621

계란 생산 천 톤 549 543 581 597

1인당 소비 kg 11.3 11.1 11.8 12.1

계란 산지가격 원/특란10개 1,175 1,190 1,249 1,389

  주: 사육마리수는 분기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2009).

표 22-31.  계란 수급 전망

5   육 계

5.1.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동향

5.1.1. 육계 사육 동향

◦ 원종계 농장들이 규모를 확대하면서 2009년 육용 원종계(Grand Parental 

Stock, GPS) 병아리 입식마리수가 2008년보다 9.9% 증가한 14만 4천 

마리였다. 2009년 육용 종계(Parents Stock, PS) 병아리 입식마리수 또한 

2008년보다 7.6% 증가한 586만 마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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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에는 국내 육계 가격강세를 보임에 따라 종계도태가 지연되면서 

2009년 육계 사육마리수는 2008년보다 19.3% 증가한 7,600만 마리였다.

◦ 2009년 종계 입식추이를 보면, 2010년 상반기(특히 4월 이후) 잠재력은 

2009년 동기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사육마리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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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900

1,200

1,500

1,800

2,100

종계 입식수수(천 수)사육수수 잠재력(천 수)

육용 종계 입식수수

육계 사육수수 잠재력

  주: 2010년 3월, 6월 사육마리수 잠재력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자료: 대한양계협회.

그림 22-31.  종계 입식마리수와 사육마리수 잠재력

5.1.2. 닭고기 수급 동향

◦ 사육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 2009년 국내 닭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11.2% 증가한 41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환율변동과 국내산 닭고기 

수요 증가로 2009년 닭고기 수입량은 2008년보다 7.5% 감소한 5만 8천 

톤이었다. 

◦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도입으로 국내산 닭고기 소비가 증가하여 2009년 

닭고기 1인당 소비량은 2008년보다 7.1% 증가한 9.6kg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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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추정치)

공 319.6 359.2 424.9 445.5 452.8 468.9

  생산 287.7 300.7 349.3 380.3 376.6 415.4

  수입 31.9 58.5 75.6 60.0 70.2 58.0

  이월 - - - 5.2 6.0 7.5

수요 319.6 359.2 419.7 439.5 445.3 468.9

  소비 318.9 356.4 419.7 433.8 436.0 466.4

  수출 0.7 2.5 2.9 5.7 9.3 9.5

 재고 - - 5.2 6.0 7.5 -

1인당 소비(kg) 6.6 7.6 8.6 8.9 9.0 9.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

표 22-32.  닭고기 수급
단위: 천 톤

5.1.3. 닭고기 가격 동향

◦ 2009년에는 육계 사육마리수 증가로 국내 닭고기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아리와 사료가격 인상분이 가격에 반영되어 육계 평균 산지

가격은 2008년(1,564원)보다 23.5% 상승한 1,933원/생체kg을 기록하였다.

◦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육계가격은 연초부터 강세를 보였다. 2009년 상반기 

육계 생체 kg당 산지가격은 2008년 동기(1,388원)보다 45.5% 상승한 

2,021원이었다. 

◦ 7월 이후 육계 산지가격은 사료가격 인하조치 등으로 전년대비 가격격차가 

줄어들었으며, 일시적으로 전년보다 낮게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10월 

이후에는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월 육계가격은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1월 14일 현재 2,2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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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0

1 , 2 0 0

1 , 6 0 0

2 , 0 0 0

2 , 4 0 0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2 0 1 0 년

월

평 년

2 0 0 9 년

원 / k g

  주: 평년은 2004∼08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그림 22-32.  육계 산지가격

5.1.4. 닭고기 소비 동향

◦ 닭고기는 일반적으로 여름 복절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09년의 

경우 복절기의 기상악화로 7∼8월의 소비는 일시적으로 전년보다 감소

하였으나, 2009년의 가구당 4주 평균소비량은 2008년보다 15.1% 증가한 

1.94kg이었다.

◦ 닭고기 부분육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중 날개의 경우 4주 평균 

구매량은 2008년의 0.88kg에서 2009년 1.16kg으로 32.2% 증가하였으며, 

가슴살은 전년보다 19.0% 증가한 0.9kg, 닭다리는 10.4% 증가한 1.22kg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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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80

2.20

2.60

1/1 2/22 4/19 6/14 8/9 10/4 12/6

단위 : kg

2009년

2008년

자료 : TNS World.

그림 22-33.  시기별 4주 평균 가구당 닭고기 평균구매량 변화

2008

2008

2008
2009

2009

2009

0.0

0.2

0.4

0.6

0.8

1.0

1.2

1.4

가슴살 날개 다리

단위 : kg

자료 : TNS World.

그림 22-34.  4주 평균 가구당 닭고기 부분육 구매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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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닭고기 교역여건 전망

◦ 환율상승과 국내산 닭고기 수요증가로 우리나라의 2009년 닭고기 수입량

(검역기준)은 2008년보다 7.5% 감소한 5만 8천 톤이었다(2009년 1∼11월 

통관기준 수입량 6만 2천 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국가별 닭고기 시장 

점유율은 미국 42.2%, 브라질 42.1%, 중국 5.1% 등이었다. 

◦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브라질산은 주로 정육형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HPAI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중국에서는 대부분 열처리 

가공육 형태로 반입되고 있다.

2008년 2009년(1∼11월)

기타

8,386

12.0%

미국

34,123

48.7%

중국

6,576

9.4%

브라질

21,030

30.0%

기타

6,611

10.6%
미국

26,223

42.2%

중국

3,182

5.1%

브라질

26,189

42.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림 22-35.  냉동 닭고기 국가별 수입량(통관기준)
단위: 톤

◦ 2010년에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닭고기 수출국들의 수출량이 2009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USDA), 환율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육류업체인 JBS-프리보이가 베르틴1) 및 필그림스 프라이드2)를 

인수 ·합병하면서 브라질의 수출물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2010년 닭고기 수입량은 2009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라질의 육류업체

2) 미국의 육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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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는 환율하락으로 수입 닭고기 단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미국산 닭고기 단가는 kg당 1,921원, 브라질산 2,955원, 

덴마크산 3,251원으로 전망된다.

◦ 한 ·미 FTA 및 한 · EU FTA 타결로 미국 및 덴마크의 닭고기 관세율은 점차 

하락하고, 브라질의 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됨을 가정할 경우 2020년 

브라질산 닭고기의 가격은 미국 및 덴마크산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산 닭고기의 점유율(2009년 기준 42.2%)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09
 망

2010 2015 2020

환율1)

(원/US$)
1,268 1,050 1,050 1,050

수입단가
2)

($/kg)

미  국 1.3 1.3 1.4 1.5

라질 2.0 2.0 2.2 2.3

덴마크 2.2 2.2 2.4 2.5

세율
3)

(%)

미  국 20 20 12 3

라질
4)

20 20 20 20

덴마크 20 20 12 3

도매원가
5)

(원/kg)

미  국 2,285 1,921 1,913 1,870

라질 3,515 2,955 3,163 3,342

덴마크 3,866 3,251 3,237 3,165

  주: 1) 환율은 2010년 이후 1,050원으로 가정함.
2) 2009년 수입단가는 관세청 수입실적을 이용하여 계산함. 2010년 이후 수입단가는 미국 

FAPRI 2009 전망치를 이용하여 CIF 기준가격으로 환산함. 
3) 미국 및 덴마크는 FTA 이행으로 관세율 20%를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철폐함.
4) 브라질은 현행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됨.
5) 도매원가는 국제가격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

표 22-33.  수입 닭고기 가격동향과 전망

◦ 2009년 미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7천만 톤) 중 22.3%(1천 

6백만 톤)를 차지하였다. 2010년 미국의 닭고기 수출량은 자국내 닭고기 

소비증가가 예상되며, 러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9년보다 4.7% 감소한 285만 톤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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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2010년 수출량은 홍콩, 일본, 사우디아

라비아, EU-27 등으로의 수출증가,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 등으로 2009년

보다 6.2% 증가한 335만 톤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USDA).

미  국 라질

2008 2009(p) 2010(f) 2008 2009(p) 2010(f)

공 16,596 16,016 16,258 11,033 10,980 11,420 

   생산 16,561 15,980 16,222 11,033 10,980 11,420 

   수입 35 36 36 0 0 0

수요 16,584 16,055 16,260 11,033 10,980 11,420 

   소비 13,427  13,058 13,402 7,791  7,830 8,075 

   수출 3,157  2,997 2,858 3,242  3,150 3,345 

  주: 2009년은 추정치이며 2010년은 전망치임.
자료: USDA, FAS,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Nov. 2009).

표 22-34.  미국과 브라질의 닭고기 수급
단위: 천 톤

5.3.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전망

5.3.1. 중기 선행관측

◦ 육용 종계 입식마리수를 이용하여 병아리 생산잠재력을 추정해보면, 종계 

입식마리수의 증가로 2010년 1∼6월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2009년 동기

간보다 4.0% 높게 나타났다.

◦ 병아리 생산잠재력 증가로 육계 사육마리수는 2010년 1∼5월까지는 

전년보다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6월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국산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원산지

표시제가 배달용 치킨에도 확대 적용될 경우 닭고기 소비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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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마리수 증가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육계 2월 산지가격은 1,800∼

2,000원대로 전망된다. 이후 5월까지 산지가격은 하락세를 보인 뒤, 사육

마리수가 전년대비 감소하는 6월부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구제역이 확산될 경우 전망가격보다 높을 수 있다.

(사육마리수 망) (산지가격 망)

40,000

70,000

100,000

130,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천마리

2009년

2010년

평년

900

1,300

1,700

2,100

2,5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원/kg

평년

2009년

2010년

월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 및 전망치      

그림 22-36. 2010년 상반기 육계 사육마리수 및 산지가격 추이

5.3.2. 중장기 전망

◦ 한 ·미, 한 · EU FTA가 2011년부터 이행되어 닭고기(냉동)의 현행 관세율 

20%에서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감축하여 2020년에는 무관세가 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 2010년 1~6월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2009년 동기간보다 높게 나타나, 2010년 

육계 사육마리수는 2009년보다 5.0% 증가한 7,980만 마리로 전망된다. 

◦ 사육마리수 증가로 2010년 닭고기 생산량은 2009년보다 5.0% 증가한 43만 

6천 톤으로 전망된다. 환율안정에 따라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8.3% 

증가한 6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 닭고기 생산량 및 수입량 증가로 2010년 육계 가격은 2009년보다 9.6% 

하락한 1,748원으로 전망된다. 2010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전년보다 

6.4% 증가한 10.2kg(정육 기준)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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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4,500

5,000

5,5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8년

2010년

2009년

병아 리 생 산잠 재력 (천수 )

월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 및 전망치.

그림 22-37.  병아리 생산잠재력 추이

◦ 중장기적으로 소득상승에 따른 닭고기 수요증가로 육계 사육마리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8,200만 마리, 2020년 8,431만 마리로 전망된다. 

따라서 닭고기 생산량은 2015년 44만 7천 톤, 2020년 45만 8천 톤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한 ·미, 한 · EU FTA 이행에 따른 관세 하락으로 닭고기 단가가 하락하여 

수입량은 2015년 9만 3천 톤, 2020년 11만 9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 및 수입량 증가에 따라 향후 1인당 소비량은 2015년 10.8kg, 

2020년 11.5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지가격은 2015년 1,957원, 

2020년 2,022원으로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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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09

(추정치)

 망

2010 2015 2020

사육마리수1) 만 마리 7,600 7,980 8,200 8,431

생 산 천 톤 415 436 447 458

수 입 천 톤 58 69 93 119

1인당 소비2) kg 9.6 10.2 10.8 11.5

산지가격
3)

원/생체kg 1,933 1,748 1,957 2,022

  주: 1) 사육마리수는 연평균임.
2) 1인당 소비량은 정육기준임.
3) 산지가격은 명목가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ASMO 2009).

표 22-35.  닭고기 수급 전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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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ASMO 2009).

그림 22-38.  육계 사육마리수와 가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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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급조사료의 중요성

1.1. 사료자원으로서의 중요성

◦ 조사료를 근간으로 하는 초식가축은 육성기 때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섭취해야 골격과 소화기가 발달하며, 가축의 정상적인 사양 및 번식관리

가 가능하게 된다. 한우와 젖소에의 조사료 급여는 큰 소가 되어서도 질

병이 적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품질이 좋은 고기와 우유를 생산할 수 있

게 한다(김, 2006; Woodward and Wheelock, 1990).

 

◦ 우리나라는 연간 약 16,300천 톤의 사료를 수입하고 있어 수입 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한우와 젖소의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

는 비중은 각각 45%와 55%에 달한다. 따라서 국제곡물가격 및 유가상승

으로 인한 사료 값의 폭등은 축산농가의 경영을 어렵게 한다(농림수산식

품부. 2009). 

– 바이오에너지용 곡물의 수요 증가와 해상운임의 상승 등으로 육우용 배

합사료 가격은 (2007.12) 299원/kg→(2008.12) 442원→(2009.6) 427원으로 

상승

– 2009년 6월의 조사료 수입가격은 2007년 12월 비교해서 14~34% 상승 

◦ 많은 전문가들은 높은 사료가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서는 사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1) 따라서 양질의 자급조사료를 생산해서 사료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양질의 자급조사료를 충분히 생산․공급할 경우 수입 사료용 곡

류를 대체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1) J’Onell Consulting,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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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면적 기능으로서의 중요성   

◦ 조사료, 특히 초지의 주된 구성단위인 목초는 토양 내 유기물을 증가시

켜 토양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토양의 입단구조형성으로 토양수분과 

공기의 확보력을 강하게 하여 토양보전에 기여한다.2) 또한 두과목초에 

의한 질소고정으로 화학비료를 절감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김 등, 2001).

◦ 초지는 환경오염방지와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퇴비나 폐기물 등 각

종 오염원인 침전물의 운반을 줄여 주며, 질소나 인산 등을 정화하여 수

자원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유해가스를 흡수하거나 방출된 유독물 

입자를 식물체 표면에 붙잡아두고, 불경운과 퇴비시비로 토양탄소의 축

적이 크며, 메탄의 흡수 등의 공기정화기능을 갖고 있다(김 등, 2001).

◦ 초지는 삼림, 하천, 호수 등과는 달리 특유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초지에 의존한 생물의 생육장소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초지의 감소 및 

쇠퇴로 인하여 많은 초지 생물종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절멸위

기종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초지의 적정 이용, 관리에 의해 초지의 생

물다양성 보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陽, 1999). 

◦ 초지는 어메니티(amenity) 등 초지경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지경관

은 그 개방성, 심미적 기능 등에서 귀중한 자원이며, 드넓은 초지에서 가

축이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목가적 정경은 일상생활의 번잡함에서 해

방시켜주는 기능도 수행한다(陽, 1999, 성, 2006).   

1.3. 경제성 측면에서의 중요성

◦ 국내산 조사료와 수입조사료의 사료가치를 비교하면, 볏짚은 가소화영양

소총량(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이 38.2%로 사료가치가 낮으나 

2) 표층 붕괴, 토양 유출  홍수 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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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및 청보리는 63.6%로 수입 알팔파 건초와 같은 수

준으로 매우 우수하다. 따라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청보리는 영양적

인 측면에서 볏짚에 비해 월등히 좋고, 수입 조사료와 대등한 수준으로 

영양적 가치가 우수하다<표 23-1>.

구   분 ADF NDF 조단백질 TDN

볏    짚

청 보 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티 머 시

귀    리

알 팔 

45.5

32.0

32.7

37.4

37.5

31.9

69.0

53.3

55.3

64.5

59.6

43.8

4.4

7.1

10.1

10.4

11.2

17.6

38.2

63.6

63.4

59.5

59.2

63.6

  주: ADF(산성세제 불용성 섬유소)이 높으면 소화율이 감소되고, NDF(중성세제 불용성 섬유소)가 
높으면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자료: 농촌진흥청, 2007 

표 23-1.  청보리와 수입 조사료의 사료가치 비교(건물 기준)
단위: %

◦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청보리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면 수입건초가 

2배 이상 비싸며, 곡류사료와 수입건초 가격이 상승할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 23-2>에 의하면, TDN 기준으로 이탈리안 라

이그라스나 청보리보다 수입건초인 티머시, 귀리, 알팔파 등의 가격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축산농가들은 자급조사료 재배를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구  분
가 격 (원/kg) 청보리 비 

(TDN 기 )*원물 건물 TDN

청 보 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톨페스큐 짚

티머시 건

귀리 건

알팔  건

120

120

338

566

423

572

300

300

376

629

470

636

469

469

588

1,048

783

994

100

100

125

223

167

212

  주: 청보리 TDN대비 백분율(%)
자료: 농촌진흥청, 2007 

표 23-2.  청보리와 수입 조사료의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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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자급조사료 생산이 경제성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

리나라의 농산물은 3~5%만 과잉생산이 되어도 가격이 폭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만, 자급조사료는 과잉생산 되더라도 다른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시장교란이 없다. 둘째, 최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곡류사료를 대체하면서 귀중한 외화를 절약할 수 있고 사료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셋째, 화학비료 없이도 가축분뇨만을 이용하

여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자원순환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 넷째, 우

리 품종을 이용하여 우리 땅에서 자란 조사료를 우리 가축에게 먹일 수 

있어 신토불이 친환경 안전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2   국내 조사료 수급동향과 전망

2.1. 조사료 수급동향

◦ 소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조사료 공급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조사료 공급량은 2008년보다 148천 톤(3.6%) 증가하였다.

– 조사료 공급량: ('06) 4,222천 톤 → ('07) 4,617 → ('08) 

5,054 → ('09) 5,202(148↑)

◦ 우리나라 조사료 총공급량은 2009년 5,202천 톤으로 이중 수입 조사료가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산 조사료(목초, 사료작물, 볏짚 등)는 

4,373천 톤으로 84%이다. 나머지 공급량은 볏짚 등 품질이 낮은 조사료

가 2,272천 톤(51.9%)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23-3>. 

◦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은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부존자원 이용활성화 

및 조사료 수입감소 등으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조사료 자급률: ('06) 82.1 → ('07) 78.4 → ('08) 81.3 → ('09)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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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 내 생 산

수입(B)
합계

(C=A+B)

자 률

(A/C)목 사료작물 볏짚 등 소계(A)

2006 294 1,032 2,139 3,465 757 4,222 82.1

2007 290 1,200 2,128 3,618 999 4,617 78.4

2008 286 1,506 2,315 4,107 947 5,054 81.3

2009 280 1,821 2,272 4,373 829 5,202 84.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표 23-3.  연도별 조사료 공급현황
단위: 천톤, %

◦ 정부에 의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 ․장비지원 강화 등으로 유휴농경지 

이용이 증대되어 2009년 조사료 재배면적은 2008년 대비 24.9% 증가되

었다. 그러나 초지면적은 초지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다.

– 조사료 재배면적: ('06) 145천ha → ('07) 164 → ('08) 193 → ('09) 241

– 초지면적: ('06) 42.1천ha → ('07) 41.4 → ('08) 40.8 → ('09) 40.1

◦ 양질 사료작물 재배실적은 정부 시책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청보리 사업을 중심으로 한 겨울철 사료작물, 즉 답리작 재배면적은 

2009년 234천ha로 2007년에 비해 42%나 증가하였다. 2012년의 경우에는 

청보리 10만ha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중심으로 기타 겨울철 사료작물 

16만ha를 재배할 계획이다. 또한 옥수수와 수단그라스를 비롯한 여름철

에 재배, 이용하는 사료작물도 2009년 40천ha로 2007년 32천ha에 비해 

25%나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자급조사료 생산의욕이 매우 높고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을 알 수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2.2. 조사료 수급전망

◦ 단기적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른 재배면적 확

대와 유가(油價), 환율안정 등에 따른 수입 조사료의 원할한 공급으로 당분간 

안정적 수급이 기대된다. 소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 사료원료 가격 

및 수급 불안 등으로 국내 조사료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소사육두수: ('07) 2654천두 → ('08) 2,876 → ('09.6) 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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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장기적으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로 재배여건

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경관 ․녹비작물 등의 조사료 이용확대가 예상되

어 안정적 공급이 기대된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 녹비작물(녹비보리) 재배면적 확대 계획: ('10) 65천ha → ('11) 80 

→ ('12) 90 → ('13) 100

– 경관작물직불금 및 재배면적 확대 계획: ('08) 26억 원(5,747ha) 

→ ('09) 96(16,171)  → ('10) 155(16,600)

◦ 2012년 국내 조사료 총수요는 소 사육두수와 급여비율 등을 감안할 때 

6백만 톤 내외로 추정된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 조사료 급여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높일 경우, 2012년 조사료 

수요량은 612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합사료(60%)
배합사료(40%)

조사료

(60%)

612만 톤

수입산(78만 톤)

조사료

(40%)

462만 톤

수입산(100만 톤)

국내산(자 율 90%) : 534만 톤

 – 볏짚 : 150만 톤

 – 사료작물 등 : 384만 톤

국내산(자 률78%) : 362만 톤

 – 볏짚 : 213만 톤

 – 사료작물 등 : 149만 톤

⇒

(2007년) (2012년)

그림 23-1.  국내 조사료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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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료 생산 ․이용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3.1. 추진성과

◦ 정부는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을 위해 1998년부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내용으

로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유통비, 기계․장비, 볏짚 처리, 종자 구입

비, 가공시설, 초지조성․보완, 기반시설지원 등이 있다. 사업 결과, 국내산 

조사료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09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 지원실적: ('06년까지) 1,870억원 → ('07) 271 → ('08) 414 → ('09) 819

– 조사료 재배면적: ('09년 계획) 234천ha → (실적) 241 (7천ha↑)

– 조사료 생산량: ('09년 계획) 4,185천 톤 → (실적) 4,373(188천 톤↑)

◦ 보리수매 감소 등으로 휴경지가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

면적 확대 및 조사료 전용품종 개발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휴경지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곡실용보다 생산량이 많고 기호성이 우수한 청보리 전

용품종의 개발과 보급으로 동 ․하계 사료작물의 재배가 증가되고 있다. 

◦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부존자원 이용활성화 및 조사료 수입감소 등으로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운영하고 있다.

– 할당관세 물량: ('07) 817천 톤 → ('08) 765 → ('09.6) 682

◦ 축산현장에서 국내산 조사료 생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료 생산관련 경영체 수도 증가되고 있다.

– 경영체 수 : ('07) 362개소 → ('08) 517 → ('09)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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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제점 분석

3.2.1. 생산기반 분야

◦ 청보리 재배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수요와 공급이 지역적으로 

불일치하고 있다. 호남지역은 청보리 생산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경기․강
원지역의 경우 농지 임차료가 높고, 기후 여건상 2모작의 어려움 등으로 

생산여건이 열악하다

◦ 조사료 재배농가의 선호도가 높고, 지역별 재배여건에 적합한 다수확 우

량 사료작물 보급이 필요하다. 현재 청보리 위주의 대책 추진으로 수요

자의 사료작물에 대한 선택폭이 제한되어 있으며, 청보리 전용품종 종자

부족에 따른 자가채종 확대로 보급종 공급계획 대비 감소추세에 있다.

◦ 기계․장비 보조율이 과도하게 높아3) 조사료 생산보다 기계․장비를 우선지

원 받고자 하는 경영체 증가 및 정부의존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 결

과 조사료를 생산하는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 조사료 경영체 수: ('07년) 362개소 → ('08년) 517 → ('09년) 849

◦ 청보리의 경우 수확 작업일수가 짧아 기후불순 시 적기수확이 어려워 기계

장비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벼 재배면적 감소에 대응하고 조사료의 

연중 공급체계 구축 및 생산증대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 확대가 필요하다.

3.2.2. 유통 분야

◦ 유통되는 자급조사료 형태는 대형 원형 곤포사일리지로 부피가 크고 유

통비용이 높아 유통활성화에 장애요인이다. 500~600㎏ 크기의 대형 곤포 

사일리지 형태의 유통은 보관․운송 등이 불편하며, 소규모 농가의 조사료 

수요 확대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동시에 완전배합사료(Total Mixed Ration; 

TMR) 업체와 축산농가는 일시 대량구매로 인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 국고 40% + 지방비 40% + 자기부담 2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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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거리 조사료 유통비를 조합간 유통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어 생산지역

과 소비지역간 유통활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조합에 포함되지 않는 

공급자의 판매애로와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3.2.3. 품질안전성 분야

◦ 원형곤포 청보리 사일리지 등의 품질관리 및 규격화 미흡에 따른 수분과다, 

이물질 혼입 등, 불량품 유통으로 축산농가 ․ TMR 제조업체 ․브랜드경영체 

등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청보리의 경우 수분함량 과다로 가축섭취

량이 감소하여 영양부족 및 산유량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사료용 볏짚 등 축산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사료의 경우, 

사료품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    

4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방안

◦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중점추진과제는 <그림 

23-2>과 같다. 구체적인 추진분야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조사료 유통 

활성화, 조사료 소비확대를 위한 품질과 안전관리강화 및 교육 ․홍보 강

화 등이 있다(농식품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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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축산물 공

정책

목표

◈ '12년까지 조사료 재배면  370천ha 달성

 ◉ 조사료 재배면  : ('07) 164천ha ⇨ ('12) 370천ha

 ◉ 조사료 자 율 : ('07) 78% ⇨ ('12) 90%

 ◉ 여비율(조사료 : 배합사료) 개선 : ('07) 4:6 ⇨ ('12) 6:4

분야  추진과제 보완 과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o 다수확 우량품종 

  개발  보 확

－조사료 재배작물의 다양화

－다양한 품종의 종자공

－ 기 종수확을 한 작부체계 개발

o 벼 체 사료작물

  재배 확 (논이용)

－벼 체 사료작물 재배단지확

－소득증 를 한 다각  소득 보

o 규모 조사료 생산

  단지 조성

－조사료 생산거  조합 육성

－기술개발  지원

o 실수요자 심으로

  사업추진

－조사료 산 지자체 심으로 조정

－실수요자 지원확 를 한 보조율 조정

o 수입 조사료 할당

  세 탄력  운용
－할당 세 물량 연차  감축운

조사료

유통활성

o 유통주체 확   규격

  의 다양화

－ 유통주체확   유통, 수매 산 확

－소포장조사료 유통지원(유통비,시설장비)

o 조사료 유통기반

  확  

－ 경주마 등 신규수요 확보

－ 수출추진 등 소비확

품질  

안 리 

강화

o 생산실명제 실시
－재배농가 등 품질향상 유도 

－생산실명제 표기

o 조사료 품질평가

  체계 구축

－조사료에 한 등 구분의 필요성

－품질등  구분(안)

o 조사료의 안 성 

  강화(신설)

－안 성 강화를 한 조사․홍보

－유통조사료 모니터링 조사 실시

－조사 기   방법 등 제도개선

교육․

홍보강화

o 국내산 조사료의 

  우수성 홍보

－순회교육, 연찬회 등 실시 

－소비행사, 경진 회, 시연회 개최

o 조사료 생산ㆍ이용

  기술 개발  보

－고품질 조사료 생산 선진지 지조사

－홍보자료 제작 배포

그림 23-2.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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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4.1.1. 다수확 우량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 청보리는 기존의 영양보리보다 최근 육종된 우호․유연보리 품종에 대한 

농가 선호도가 높으므로 종자 생산량을 감안하여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전용품종 종자 공급량을 2012년까지 소요량의 

50%를 생산․공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종면 (천ha) 30 40 50 60 70 80

종자소요량(천 톤) 6 8 10 12 14 16

공  

계획량

(천 톤)

계 0.2 1.5 2.1 2.4 5.0 8.0

종자원 0.2 1.1 1.7 2.0 4.0 6.0

농  - 0.4 0.4 0.4 1.0 2.0

용품종 보 율(%) 3 19 21 20 36 50

  주: 보급율이 낮은 이유는 자가채종 및 시 ․군 시범포산 종자생산 확대에 기인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조사료생산,이용활성화대책’. 2009

표 23-4.  청보리 전용품종 보급종 공급계획

◦ 2009년 기준 사료용 옥수수종자 보급량은 294톤이나 이중 국내산은 48

톤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입종이다. 국내산 옥수수 자급률은 16%로 저조

하므로 국내산 옥수수종자 보급 확대를 위해 옥수수 보급종(광평옥) 채

종포 단지를 신규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급종 생산이 안 되는 강다

옥 등 우량품종은 통상실시를 통해 지자체 및 민간업체의 종자 보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4) 

–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산 옥수수종자 공급은 2008년 47톤에서 2009년 

48톤, 2010년 87톤 및 2012년 100톤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talian Ryegrass: IRG)는 작물재배 수요에 대응하여 

국내산 보급종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촌진

4) 옥수수는 잡종강세(F1)를 이용한 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량 채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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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청에서 개발한 보급종 생산확대를 위해 민간업체와의 계약체결(2009년 

5개 업체)로 대량증식 체계를 구축하고, 2014년까지 IRG 종자소요량의 

전량 보급(2,400톤/6만ha)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4

재배면 (천ha) 21.7 30 37.5 42 50 60

종자소요량(톤) 760 1,200 1,500 1,680 2,000 2,400

보 계획(톤) 60.8 120 300 600 1,000 2,400

종자자 률(%) 8 10 20 36 50 100

  주: 종자소요량=보급계획 × IRG 파종량(40kg/ha)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대책". 2009

표 23-5.  IRG 보급종 생산량 및 공급계획

◦ 현재 호밀과 귀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귀리와 트리티케일은 

국내 종자생산을 위해 3개 업체에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 호밀은 종자

생산 통상실시권 기술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내 육성 조

사료 품종의 조기보급을 위한 대규모 종자 생산기반을 확대 운영하기 위

하여 채종단지 235ha, 신품종 이용촉진단지 6ha 및 민간단체 50ha의 시

범단지에서 청보리, IRG, 귀리, 트리티케일 및 호밀을 재배할 예정이다.

◦ 재배작물을 다양화하여 수요자의 작물 선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재배

특성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고품질, 내재해성, 다수확 작물 위주의 사료

작물 개발 및 공급을 추진하고, 청보리, IRG, 옥수수, 귀리 및 트리티케

일 등, 조사료용 사료작물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성된 사료작

물의 증식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종자회사와 연계한 계약재배를 통해 

신품종 종자 증식을 실시하며, 조생종 보급으로 생산지역을 중북부지역

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청보리, IRG 등 조사료 전용품종 종자의 공급방식을 개편하여 경영체 등 

대규모 생산조직에 공급량을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자 공급

계획 수립 전에 수요량을 미리 파악하여 수급을 조절하기위해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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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및 수요량을 사전주문신청(7월)을 하고, 다음년도 9~10월에 공급하

는 파종전 공급계약 체결에 의한 사전주문생산공급제를 검토할 수 있다.  

◦ 조사료의 연중생산과 적기 파종․수확을 위한 작부체계 개발이 중요하다. 

작물별로 최적기에 수확하면 품질이 향상되고 작업기간도 확대되어 기계․
장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즉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작물 위주로 종

자의 개발과 공급을 추진하고, 호밀, IRG 및 청보리 등의 동반재배로 수

확시기의 분산, 품질향상, 및 기계장비의 활용일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

– 청보리, IRG, 귀리, 밀, 트리티케일의 혼파로 수확시기에 도복이 감소하

며, 수량과 영양성분이 증대되고, 가뭄 ․다습 등 기상이변에 적절한 대응

이 가능하다. 맥종간 혼파시 청보리 단파대비 20% 증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국립축산과학원, 2008).

◦ 작부체계 개발시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의 충분한 

생육기간을 충족시켜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료 작물 및 품종을 

선발해야 한다. 둘째, 논 재배의 경우 토성 및 배수성을 감안하여 사료작

물을 선정하며, 청보리, 옥수수 등 사료작물의 논 재배시 습해에 의한 수

량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관리와 다양한 맥(초)종의 특성을 조합해야

하다. 셋째, 지역별 합리적 작부체계에 의한 종자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을 위하여 청보리 및 IRG 품종의 숙기별 다양화를 도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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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체계와 개선체계 비교 >

 (   행)  작업일 10일 (청보리 주의 단기 생산체계)

           고가의 기계장비 활용도 조,  품질 균일도 하

행

4월 5월 6월

20 25 30 5 10 15 20 25 30 5 10

청보리

 (개  선) 작업일 50일 (다양한 숙기의 맥류를 이용한 효율  생산체계) 

          노동 피크 분산  기계장비 활용도 제고 

개

선

4월 5월 6월

20 25 30 5 10 15 20 25 30 5 10

호 청보리
귀리,

트리티 일

IRG ,귀리

그림 23-3.  조사료 생산의 효율적 작업체계

◦ 수요자가 다양한 조사료 선택을 하도록 동계, 하계 및 연중 사료작물 재

배를 위한 표준 작부체계 개발 ․보급 및 대농민 지도 ․홍보를 위한 재배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필요가 있다. 

4.1.2. 하계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확대  

◦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청보리 등 동계작물 재배위주에서 하계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논 이용 

사료작물)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9년 10월 말 현재, 쌀 재고가 

2008년 대비 13만톤 증가한 82만톤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고증가분

을 감안하면 약 10만톤(20천ha)의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가 가능할 것으

로 추정된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 09년도 하계사료작물 재배면적 46천 ha중 논재배가 487ha('10년 약 3천

ha예정), 하계사료작물 생산량 41천톤 중 논에서 25천톤을 생산한다. 

– 쌀 생산여건 고려시 평년작의 경우에도 매년 평균 20만톤, 대풍작인 

2009년의 경우에도 40만 톤의 잉여물량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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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논에서 사료용 벼를 생산할 경우 가존의 재배, 관리 및 수확 등에

서 기존의 식용벼 생산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논에 가장 적합한 작물이 벼이므로, 안정적인 조사료 수량확보와 일부 

농후사료 대체효과 및 논의 공익적 기능을 살릴 수 있다. 

◦ 옥수수 등 하계작물 재배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 대규모 하계작물 계

약재배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경영체에 조사료 

원료 수매자금을 우선 배정하며, 옥수수 등 하계작물 수확을 위한 기계 ․
장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생산현장에서 시연회 개최로 품질규격화 및 우

수성을 홍보하도록 한다.

– 벼 대체 사료작물로 논에 옥수수를 재배할 경우 벼 재배보다 ha당 31천 

원의 소득이 향상되는 것으로 계측된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 간척지 ․논 등 하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재배단지는 국내 

조사료 수급상황, 간척지 토양 특성, 기계 ․장비 지원 등을 고려하여 연

차적으로 확대한다.

– 재배면적: ('10) 3,100ha(간척지 1천) → ('11) 5천ha(2천) → ('12) 1만ha(4천)

   ＊‘10년 하계 사료작물 재배계획 : 약 58천ha

◦ 조사료 생산․유통 거점조합 등 경영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원하도록 한

다. 간척지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에 농․축협을 포함(‘09.12.15. 농어

촌정비법 시행령 개정)하여 참여조합에 종자비를 일부 지원, 기술지도 및 

성공사례를 전파하도록 한다. 또한 활용 가능한 간척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계약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

해 부지, 사용현황, 재배특성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소득보장을 위한 사

용료 면제, 장기임대(5년) 및 2모작을 허용하며, 간척지 내 사료작물 재

배단지를 별도로 구획한다. 조사료 생산․유통 거점조합을 육성하기 위하

여 거점조합을 선정하고 사업장려 등을 위한 무이자 자금을 지원한다. 

◦ 논 이용 사료작물 생산 효율화 지원을 위해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을 

확대한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10년 예산 1,002억원)을 통한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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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수요급증에 대비, 농기계 은행 등을 통한 조사료 

기계 ․장비 임대사업을 활용한다. 사료용 벼 재배 전에 기계 ․장비 수요

파악 및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재배면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료용 벼 재

배 전에 유통을 주관하는 조합과 사료용 벼를 재배하는 농업법인 등과 

재배면적 및 물량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 생산성 향상 및 소득보전을 위한 재배기술을 보급한다. 배수관리 및 토

양 특성에 적합한 품종선택 등 수확량 증대기술 등 간척지의 토양 특성

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표준 작부체계를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 기술을 

개발 ․보급하도록 한다.

◦ 생산량 증대를 위해 재배단지에 액비 살포에 대한 지원으로 간척지 인접 

지역에 액비유통센타 신규지정을 요구 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저

장조, 살포장비, 운반차량 등).

◦ 하계 사료작물 재배유도를 위해서는 수확량 및 소득증대를 위한 다각적

인 지원이 필요하다. 옥수수의 경우 ha당 수확량이 60톤 수준이면 사일

리지 제조비 지원단가가 2만원/톤일 경우에도 쌀 대비 284천원 정도 소

득이 증대되지만, 현실적으로 단수가 50톤/ha 정도로 추정되며, 이 경우 

지원 단가를 1만원/톤 인상하여도 1,116천원/ha 소득이 저하될 것으로 예

상된다. 사료용 벼의 경우 소득 감소폭이 더욱 커질 것(2백만원 이상/ha)

으로 예상된다(습해에 강해 옥수수를 재배할 수 없는 논에 재배 가능).

 



제

2

부

제

2

부

제

3

부

712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작물명*
수량

(톤)
1)

단가

(kg/원)
2) 액

보조

(ha)
3) 조수입 경 비

4)
소득

소득

비고
5)

보조

(톤당)
6)

벼 5.2 1,949 10,135   - 10,135 3,896 6,239    -

옥수수 50  170  8,500 1,000  9,500 4,877 4,623 △1,616 2만원

옥수수 50  170  8,500 1,500 10,000 4,877 5,123 △1,116 3만원

사료용 벼 44  135  5,940 1,320  7,260 3,168 4,092 △2,147 3만원

청보리 22.2  130  2,886 1,332  4,218 1,537 2,681 △3,558 6만원

＊ 논농업 직불금은 제외하였음
주: 1) 벼는 ’08년도 평균 쌀 생산량, 옥수수(50톤/ha)는 생초수량 70톤/ha(국립축산과학원) × 0.95 

(국립축산과학원 대비 농가) × 0.9(밭 대비 논)에서 60톤이나, 현실적으로는 단수 50톤으로 
추정, 사료용 벼는 ’08년 지적공시계통 평균생초수량을 적용함.  

2) 벼, 옥수수는 ’09 익산군산축협 수매가격, 사료용 벼 단가는 농식품부 조사료 생산이용활성화 
대책자료를 적용함

3) 옥수수와 사료용 벼 보조금은 농식품부 조사료 생산이용활성화 대책자료 적용.
4) 벼는 통계청의 논벼(쌀) 생산비, 옥수수는 익산군산축협자료 적용, 사료용 벼는 농식품부 자

료를 적용함. 
5) 벼 소득과의 비교수치임.
6) 보조는 톤당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가임

표 23-6.  벼대체 사료작물 재배 시 소득분석(ha당 기준)
단위: 톤, 천원

◦ 농식품부의 소득보전(안)을 보면 사일리지 제조비를 현행 2만원/톤에서 

3만원으로 하고, 간척지에서 사료작물 재배시 간척지 사용료 감면(평균 

805천원/ha) 및 쌀 이외의 작물 2모작 및 장기임대(5년)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 간척지 옥수수 재배시 추정소득은 염해 ․습해 등의 요인으로 20% 수확

이 감소할 경우(40톤/ha) 소득은 3,123천원/ha로 추정하고 있다(사일리

지 제조비 3만원/ha). 이것은 벼 재배시의 소득(6,239천원/ha)에 비해 

3,116천원/ha이 낮은 것이다. 소득보전을 위해 간척지 사용료 감면(805

천원/ha) 및 2모작으로 동계 청보리 재배소득(2,681천원/ha)이 추가발생

하여 쌀 재배시보다 370천원/ha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시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배수관리 미비시 습해로 

인한 수량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논 토양 중 배수가 양호한 지역의 선

정이 필수적이다. 둘째, 물 관리 및 기계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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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가 유리하다. 셋째, 파종 ․수확 장비 부족시 적기에 작업지연으로 인

해 생산성이 감소하므로 동계작물 중심의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하계작물

로 확대지원하도록 한다.

4.1.3.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 전국 11개 간척지 56,504ha 중 농지 7,828ha의 임대대상 자격자에 농 ․축협

을 포함하여 간척지에 조사료 시범생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여조합에 

대한 종자비, 비료대 일부를 지원하고 기술지도 지원 및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또한 조사료 생산사업을 위한 조합간 협력 체계를 유도하여 관련 조

합간 경쟁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규모화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 정부는 조사료 생산 ․유통 거점조합을 매년 10여개씩 육성하여 2012년까

지 50개로 육성하며, 생산된 조사료의 일부는 관외로 유통하여 조사료 

수급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선정기준은 재배면적 300ha이상, 또는 연

간 생산 5천 톤 이상 조합 주도로 유통하거나 2개 이상의 경영체를 확보

한 조합에 대해 사업 손익보전 또는 사업장려를 위한 무이자 자금을 개당 

약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규모화된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생산조직 육성과 생산여건에 맞는 

작부체계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료 재배결과에 대하여 생

산성 등을 평가 ․분석하며, 간척지 조사료 생산의 경우 적합한 작부체계를 

개발보급하고 농가지도를 하도록 한다.

4.1.4.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사업 추진 

◦ 정부는 조사료 기계 ․장비 및 종자 ․볏짚 지원의 자부담비율 상향조정으로 

정부의존 심리를 배제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농림

수산식품부, 2009).

– 기계 ․장비: (현행) 국고 40%, 지방 40%, 자담 20% → (조정) 국고 30%, 

지방30%, 자담40%

– 종자 ․볏짚: (현행) 국고 40%, 자담 60% → (조정) 국고 30%, 자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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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기존의 민간경상보조(전체)에서 민간경상보조(유통비, 안전성 분야) 

및 지자체 경상보조(제조비, 기계 ․장비, 종자 ․볏짚, 초지조성 ․보완, 조사

료 가공시설)로 예산과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4.1.5. 수입 조사료 할당관세의 탄력적 운영

◦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FTA 확대 등에 대비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수입 조사료 할당관

세 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 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배합사료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입 조사료 중 식물성 박류(2308류)는 감축 운영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한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 감축계획: ('07) 860천 톤 → ('09) 765 → ('10) 720 → ('12) 630

4.2. 조사료 유통 활성화

4.2.1 유통주체 확대 및 규격의 다양화 

◦ 조사료 생산지와 소비지간 원할한 수급을 위해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지급대상인 유통주체 범위를 현행의 조합간 유통에서 지자체가 추천한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통비는 투명한 집행을 위해 

농 ․축 ․낙협에서 집행하며, 조합 이외의 공급 ․구매자간 유통시 관할조합

에서 개별약정에 의해 유통비를 지급하도록 한다.5)

– 공급자: 농 ․축협 및 영농 ․농업법인(타도 판매계약 물량 및 유통능력 등

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천한 법인)

– 구매자: 지역 농 ․축 ․낙협, 섬유질가공사료업체, 종축개량협회 등 

◦ 소규모 축산농가의 조사료 구입 ․활용 편의도를 높이기 위해 25kg 규격

의 소포장으로 유통되는 조사료에 대해서도 유통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5) 유통비는 유통활성을 해 구매자 측에게 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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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조사료 유통의 경우 경영체에서 생산한 곤포 사일리지를 섬유질 

사료공장(TMR)을 소유한 공급자가 수매한 후 소포장 사일리지로 조제하

되, 품질등급 및 생산실명제를 적용하여 유통하도록 한다. 이때 농협은 

소포장 조사료의 유통시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서를 확인 후(미계약분은 

보조대상에서 제외) 유통비를 지원한다.

4.2.2. 조사료 유통기반 확대

◦ 국내산 조사료의 연중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포장 기계 및 트랜치형 

등 각종 사일로 설치자금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6) 지원대상 선정은 

조사료 유통에 참여하는 TMR 제조업체 중 국내산 조사료 사용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비닐로 랩핑하지 않고 사일로에 저

장 후 필요시 소포장제조 또는 TMR 원료로 이용하여 조사료 연중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곳에도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내산 조사료 생산시 일시 대량구매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하

여 조사료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지원대상은 타 시 ․도로 유

통하는 조합 ․법인 등의 경영체 및 국내산 조사료 사용실적이 우수한 

TMR 제조업체 등이 해당될 수 있다.

◦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 ․소비주체(조합, 경영체 등)간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조사료 생산지와 소비지간의 상생협력으로 국내산 조사료 유통확대 

및 유통질서 확보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국내산 조사료 생산 ․유통

체계의 흐름을 보면 <그림 23-4>와 같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 <그림 23-4>에서 재배농가는 사료작물 재배희망농가로서, 경영체와 계약

이 되어 있는 농가, 시범포로 운영되는 농가, 축산농가와 연계를 위해 사

육 규모가 많은 지역과 인접한 농가, 기계화, 규모화되고 농지를 확보한 

농가, 복합영농 농가 등이 해당된다. 

6) 수평형 사일로(트랜치, 벙커)와 탑형 사일로(기 , 원형)설치 등이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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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료 생산 ․유통 경영체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 ․낙농조합 

및 지역 농 ․축협, 한우회 ․낙우회 등이며, 지원대상은 동 ․하계 사료작물 등

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비용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운송비 등이다. 

사료작물 재배

(지역조합, 경 체, 재배농가)

– 경 체당 30ha 이상

경 체 운  형태

 작업단 운

 조사료 수확  사일리지 제조

 자체 TMR 제조공장 소비

 축산농가  TMR 

   제조업체에 매

조사료 생산․유통 경 체

(지역조합, 농법인 등)

자체 TMR

제조공장
축산농가  TMR 제조업체

직 재배 는

계약재배

조사료 생산

(수확)공

자가소비
사일리지

    
사일리지 공

그림 23-4.  국내산 조사료 생산 ․유통체계

4.3. 조사료의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4.3.1. 생산실명제 도입

◦ 원형 곤포사일리지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품질보증과 상품에 대

한 신뢰도가 낮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추진한 ‘생산실명제’ 실시를 제도화

하여 재배농가 및 경영체의 조사료에 대한 품질 고급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은 관외유통비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생산실명제 정착을 위하여 책자 발간 및 현지지도를 실시한다.

– 생산실명제 표기내용에는 상품명, 생산 ․공급지역 및 연락처, 생산일자, 

품질등급, 첨가제 처리여부,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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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조사료 품질평가 체계구축

◦ 품질 고급화를 위해 유통되는 조사료의 품질등급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며, 

등급에 의한 제품차별화로 고품질 조사료 생산 ․유통을 유도해야 한다.

◦ 유통되는 조사료에 대한 품질을 유통주체(공급자)에 의해 등급을 구분하

도록 한다. 유통물량에 대해 현장에서 품질등급을 표시한 후 유통을 추

진하며, 유통주체는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 발생시 보상 등에 대하여 대

응하도록 한다. 자체등급표시로 품질에 대한 유통주체의 책임의식을 강

화도록 한다. 현장검사에 필요한 수분측정기 및 중량측정 장비를 사전에 

준비하며, 세부 품질등급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면 된다. 현재의 

외관이나 경험 등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품질평가 체계를 지양하고 수

분함량 및 중량에 의한 등급으로 구분한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구   분
원형 곤포 사일리지(1롤)

다소 부족   정 다소 과다 과  다

수분함량 (%) 50내외 55~65 70내외 75이상

   량 (kg) 450내외 500~600 650내외 700이상

등  (A~C) A A B C

표 23-7.  조사료 품질등급(안)

4.3.3. 조사료의 안전성 강화

◦ 수입 조사료 대체용으로 볏짚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어 국내산 조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조사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사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가축에 급여되는 조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실태파악 및 부적합품의 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사료용 볏짚을 

포함하는 조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한 제도개선으로는 국내산 조사료 모니터링 검사(사료공정서 제12

조에 단서 신설), 조사료의 잔류농약 검사기준 (연도별 사료검사 및 검정

계획) 및 사료용 볏짚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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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홍보ㆍ교육 강화

4.4.1. 국내산 조사료의 우수성 홍보 및 교육 

◦ 지자체 공무원, 조합, 관련협회 관계자, 경영체,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조사료 생산 ․이용 ․소비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

록 한다. 교육 내용에는 조사료 정책방향, 조사료의 우수성 및 안전성, 

소비확대 지원사항, 생산실명제 및 품질등급제 실시사항, 조사료 이용 우

수사례 소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국내산 조사료의 우수성을 축산농가 및 조사료 소비단체 등에게 홍보하

여 국산 조사료 소비확대 붐 조성을 유통주체 지역조합별로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조사료 공급주체에서 부스를 설치하여 상품특징, 생산과

정 소개 및 품질관리 내용 등을 홍보하며, 전문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

고홍보도 실시한다.

◦ 사일리지의 품질균일화 및 품질개선을 유도하여 생산농가와 이용농가의 

상호신뢰 회복 및 양질 조사료 생산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산 조사

료 사일리지 품질평가 및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품질평가 기

준에 따라 우수기관 및 경영체에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한다 

– 평가기준: 생산량, 수확시기, 외관평가(냄새, 색깔, 이물질 함량 등), 수분

함량, 산도(pH), 영양가치 

◦ 조사료 생산지역에서 소비 ․유통단체를 초청하여 시연회 개최로 조사료

의 우수성을 경종 ․축산농가 및 조사료 생산 ․소비단체 등에게 홍보하여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 참여확대 붐을 조성하도록 한다. 또한 조사료 생

산이용 활성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여 조사료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당면 현안을 교육한다.



제

23

장

조사료 이용 활성화 방안 ● 719

4.4.2. 조사료 생산ㆍ이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지속가능한 친환경 조사료 생산 ․제조 ․이용 확대를 위해 선진지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시책개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료의 생산 ․이용 기

술, TMR 등 조사료 가공방법, 해외우량수입종자 직구매, 해외조사료 시

장조사 등 미래형 조사료사업 시책 개발을 위한 선진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선진지 연수교육을 통해 조사료 분야의 새로운 수요창출과 정책개

발에 활용하도록 한다.

◦ 조사료 급여 매뉴얼, 표준 작부체계 등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도록 한다. 하계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며, 급여 매뉴얼을 통해 축종별 급여효과 및 사양단계별 

급여방법, 소득향상 효과 등 조사료 생산 ․이용 우수사례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

5   중장기 발전과제

5.1. 초지(다년생 목초)에 의한 자급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 21세기 축산은 친환경 축산(지속가능한 축산, 유기축산)이며, 이를 실현

하기 위하여 자급조사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초지(다년생)목

초를 기반으로 하는 자급조사료 생산은 사료로서의 본래 기능 이외에 다

면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지축산은 가장 적합한 생산 ․
이용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아주 적다.

◦ 지금의 사료작물(단년생) 위주의 조사료에 대한 연구나 정책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21세기 친환경축산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EU, 일본 등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초지를 사료자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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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적 기능 및 문화경관 유지의 기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재검토할 시

기이다. 이를 위해 초지축산을 위한 실증연구와 기반조성에 대한 정부차

원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 초지축산의 새로운 방향으로 저투입, 방목형 축산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

하는 것이다. 즉, 산지나 유휴지를 활용한 초지중심의 방목형 축산을 전

개하는 방법은 초지면적에 상응하는 적정사양두수의 축산경영을 통하여 

풍토를 살리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한국형 초지축산이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특히 초지중심의 친환경 낙농(저투입, 방목형 낙농)은 자원순환을 고려한 

개별경영의 형태가 가능하므로, 우유 생산조절이라는 지금의 낙농경영 

환경하에서 새로운 형태의 낙농 전개방식이므로 지역적, 지형적 특성을 

감안한 과감한 시도가 요구된다. 

5.2. 조사료 관련 R＆D투자의 지속적 강화

◦ 가축의 기호성과 사료가치가 우수하고 기후변화 등에 재배적응성이 안전

한 품종개발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기상, 지형, 토양, 배수 조건, 농가 

이용 목적 및 농기계 보유 등을 고려한 다양한 작부체계 이용기술에 대

한 제시가 시급하다. 또한 새로운 조사료 자원의 탐색 및 사료가치 향상

을 위한 가공 및 장기저장기술, 품질평가체계 구축 및 조사료 위주의 가

축사양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 과학적인 조사료 재배 ․이용을 위한 DB 구축, 웹서비스 제공, 지역별(면

단위) 적정 초종과 작부조합을 제공하고, 그 동안 축적된 조사료 연구의 

체계화를 위하여 전국단위의 조사료 생산 ․이용에 대해 전자지도를 작성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토양 및 기후 등 미세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조사료 선택, 작부체계, 논과 밭에서의 적절한 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조

사료 생산농가에게 맞춤형 재배기술을 제공하는 원 클릭(one click)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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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가능하도록 조사료 생산매핑 시스템(mapping system)을 구축하도록 

한다.

◦ 기후 온난화에 따른 초지 생산성, 재배적지 예측 및 이에 따른 생산기술, 

그리고 목초 ․사료작물의 종류별, 재배지의 형태 및 관리방법에 따른 

CO2 흡수량 및 배출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동시에 초지의 공익적, 

다면적 기능에 대한 발현 메커니즘, 경제적 평가 및 환경평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부존자원의 사료화를 위한 시스템구축을 통하여 조사료 또는 농후사료의 

일부를 대체하여 사료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농산부산물 등 부존자원이 실제로 축산농가에서 이용가능하도록 기존의 

다양한 연구결과(부존자원의 종류, 생산량 및 사료적 특성과 가축 급여효

과 등)에 대하여 정리한다. 부존자원의 사료적 특징이나 지역별, 농가별 

사료여건 등을 고려한 부존자원 사료화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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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의 안전관리 현황

1.1. 축산물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관심 증대

◦ 국내외적으로 식품과 관련한 요소들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식품에 대

한 국민의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식품분야에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식품교역이 확대되고 인적 ․ 물적 자원도 함께 

이동됨에 따라 위해요소도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와 소비

자의 권리의식이 확산되면서 위해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전 세계가 실시

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편, 환경오염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신종인플루

엔자A(이하 ‘신종플루’라고 한다.) 등 신종 또는 재출현 질병이 증가하고, 

인수공통전염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식품위해요소가 새로 발견

되고 생명공학, 나노공학,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이 복합적으로 융합되면

서 위해성평가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과거 식품에 대하여 가격과 양을 중시하던 소비자의 인식 또한 건강과 

영양, 안전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 지난 몇 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식품의 안전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

을 일으킴에 따라 국민들의 식품 선택 시 안전성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식품에서 100% 안전성을 보장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

문에, 위험과 비용을 고려한 식품의 위해요소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알려진 위해요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 농촌에 대한 2007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2008.3

그림 24-1.  식품구매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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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은 가축을 생산하여 가축으로부터 얻어지는 먹거리를 말하며, 식육, 

원유, 식용란과 이들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먹거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축산물은 고단백 영양식품으로 미생물이 오염되면 폭발적으로 증식하여 

부패와 변질이 매우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축산물을 통해 동물

에서 사람으로 질병이 전염(인수공통전염병)되기도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결핵, 탄저 등의 전파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축산물은 일반식품에 비해 매우 엄격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축산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같은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과 농약, 중금속, 이물질 등의 함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가축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 가공 ․ 유통 ․ 판매단

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 위해요소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09

그림 24-2.  우리나라 1인당 육류소비량

◦ 최근 독성평가와 분석화학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위해요소

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축산물에 대한 안전사고도 끊임없이 발

생하고 있다. 2008년 한 해만 하더라도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의 발생과 멜라민 및 다이옥신 등의 검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 축산물과 관련된 많은 사건 ․ 사고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해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해요소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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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국        외

연도 제 목 연도 제 목

1995. 06 고름우유 논쟁 1996. 03 국산 쇠고기 BSE 동

2000. 02 구제역(FMD) 발생 1997. 09
미국산 수입쇠고기 병원성 장균 

O157:H7 검출

2002. 05 FMD 재발생 1998. 12
호주산 수입 쇠고기 농약(엔도설 ) 

검출

2003. 12
고병원성 조류인 루엔자(HPAI)

발생
1999. 05

벨기에산 수입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

2006. 09 국내 분유 사카자키균 검출 2001. 09 일본 BSE 발생

2006. 11 HPAI 발생 2003. 미국, 캐나다 BSE 발생

2008. 04

HPAI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 생조건 

상 체결

2008. 09 국 분유제조업체 멜라민 사건

표 24-1.  최근 주요 축산물 위해사건사고 발생 사례

 

◦ 최근 발생한 주요 축산물 위해사건 ․ 사고를 살펴보자. 1997년에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병원성 대장균인 O-157:H7이 검출

되어 해당 컨테이너가 반송 처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러한 조

치는 미국과 무역마찰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었으며, 

결국 미국사찰단이 우리나라의 실험실을 시찰하는 상황까지 맞게 되었

다. 다행히 미국측이 우리나라의 검사능력과 검사방법에 대해 우수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검역기술의 선진성을 인식하게 되어, 미국과의 쇠고기 

실무협의에서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 1999년에는 벨기에산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가 있었다. 당

시 벨기에 정부가 자국산 계란과 닭고기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

출되어 관련 제품을 회수 ․ 폐기하고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정보를 신

속하게 입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벨기에산 닭

고기, 계란 및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키로 벨기에 측에 통보하였다. 다만, 

이미 수입된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전량 반송하고자 하였으나, 우리나라

에는 다이옥신 잔류허용한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기화로 정부는 즉시 예산을 배정하고 전문인력을 증원하

여 우리나라의 다이옥신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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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가 발생하였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2003년은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

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됨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었던 한 

해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HPAI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의 발 빠른 대응으로 질병관리 차원으로는 조기방역에 성공하였

지만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는 등 국내 양

계산업 등은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정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는 역학조

사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가금육 관련 협회(양계협회 및 계육협회) 등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AI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알리고, 국

민들에게 올바른 가금육 섭취 방법을 알리는 등, 가금육 소비에 앞장섰

다. 그 결과, 다른 AI 발생국보다 비교적 빠른 안정세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2003년 12월에는 미국에서 BSE에 걸린 소가 발견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BSE 위험 등이 있다고 판단, 미국산 쇠고

기의 수입검역을 중단하였다. 아울러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특정

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 SRM)에 대한 회수 조치 등을 취하였

다. 이처럼 정부의 빠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여파로 국내산 쇠

고기 등의 판매가 감소하는 등 농가와 유통과정, 식당 등 국가 경제 전체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정부는 주요 방송사 등과 협조해 다양

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육류의 안전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에 힘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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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격 변화율(%) 수요 변화율(%)

1차

(03/04년)

03. 12월 -22.0 -11.7

04.  1월 -46.3 -24.6

2월 -21.3 -11.3

3월  15.9   8.4

해외발생

집 보도

(2005년)

05  9월 -14.8  -7.8

10월 -16.6  -8.8

11월 -25.2 -13.3

12월  25.2 -13.3

2차

(06/07년)

06. 12월 -27.6 -14.6

07.  1월  -7.8  -4.2

2월 -18.0  -9.6

3월 -25.4 -13.4

4월 -28.7 -15.2

5월 -13.7  -7.3

6월  -7.0  -3.7

  주: 1) 가격변화율은 HPAI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추세치 대비 등락률임.
2) 닭고기 가격의 수요탄성치는 -0.53을 적용하여 계산함.

자료: 허덕, 우병준, 이형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양계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08.4

표 24-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닭고기 가격 및 수요 변화율

 

◦ 2008년은 AI의 발생, 멜라민 및 다이옥신의 검출 등 축산물과 관련된 많은 

사건 ․ 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축산물

의 안전성이 큰 이슈가 되었던 한 해였다. 2008년 4월에는 주로 겨울에 발

생하던 AI가 봄에 발생하면서, 국내 가금육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발생 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그 해 8월 청정

국을 선언하는 등 AI의 조기 종식에 힘을 기울이고, 겨울철에 실시되던 AI

특별방역대책을 상시체제로 전환하는 등, 과거 일시적이었던 AI대응을 연

중 실시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AI의 발생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이 체결되었으나, 국민들

의 반감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번져, 쇠고기의 소비가 급감하는 사

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축산물 안전정책에서 안심정책으로

의 전환을 도모하고, 수입쇠고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

진하였다. 그 방안으로 국내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하고, 검역현장에 검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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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동 배치함으로써 수입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

하였다. 2008년 9월에는 유통되는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또다시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및 알 ․ 식육가공품, 국내산 사료에 대한 멜라민 수거검사

를 실시함과 동시에 멜라민이 검출된 사료와 사료원료, 알가공품을 즉각 

회수 ․ 폐기하여, 축산물에서의 멜라민에 대한 불안감을 잠식시켰다. 

1.2. 우리나라의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식품별 ․ 분야별로 서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검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축

산물 및 농산물 ․ 수산물의 위생 관리 ․ 감독을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먹는 물의 수질 및 위생관리를 담당하고, 기획재

정부에서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의 규격설정 및 주류업체의 지도 ․ 단속

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외의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 이하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림 24-3.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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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축산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위생 ․ 안전성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수출입 동물 ․ 축산물에 대한 검역 ․
검사, 축산물 안전관리 및 연구,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립수의과학검

역원, 시 ․ 도 및 시 ․ 군 ․ 구, 시 ․ 도의 가축위생시험소(일부 지자체는 명칭 

상이) 등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46개의 축산물 위생검사 기관이 자가(품질)검사 등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농식품부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안전정책관과 축

산정책관이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의 운용과 축산물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축산물 유관단체 

및 협회의 지도 ․ 감독, 원산지 및 이력제 등 유통관리대책의 수립 및 추

진을 담당하고 있다.

◦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위생검사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운용에 필요한 

축산물의 기준 ․ 규격, 표시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영업자 및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제정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입 동물 ․ 축산물의 검역 ․ 검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 시 ․ 도 및 시 ․ 군 ․ 구는 축산물과 관련한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인 ․ 허
가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수립된 계획에 따른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시 ․ 도 가축위생시험소는 도축검사 및 원

유검사, 축산물가공품의 성분 ․ 규격 및 위생검사, 농장질병관리 및 동물

약품 안전사용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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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축산물안전관리 담당 기관별 역할

2   주요 축산물의 안전관리 정책

2.1. 축산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 등 규정

◦ 우리나라의 축산물 관련 법령은 부처 공통의 식품안전정책을 관리하는 ｢식품

안전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며, 농식품부에서 운용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친환경농업 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

서 운용하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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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우리나라 축산물 관련 법령

◦ 이 중 축산물의 안전관리의 주 관리 법령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다.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

의 사육 ․ 도살 ․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축산물의 기준 ․ 규격 및 표시, 위생관리, 

검사,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을 내용으로 총 4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고시와 부령에서 정하고 있다.

그림 24-6.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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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  성

농림수산식품부령  가축 외 동물  그 식육의 검사에 한 규칙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축산물 생교육기  등 지정

 식육의 부 별․등 별․종류별 구분방법

 식육  미생물 검사요령

 식육  잔류물질 검사요령 

 축산물 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

 축산물가공업 업자의 검사세부규정

 축산물 해요소 리 용 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식용란의 미생물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  지 요령

 명  축산물 생감시원 운 요령

 자가조리 매 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생 리기

 축산물의 해성평가 방법․기   차

 도축 지 상 기립불능소의 정  보상  지 요령 등 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

 축산물 해요소 리기

 축산물의 가공기   성분규격

 축산물 생검사기  지정  운 요령

 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에 한 규정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검사의뢰기

 수입축산물 신고  검사요령

 원유의 생등 기

 용기 등의 규격 등에 한 고시

 수입축산물에 한 국내외 축산물 생검사기 의 검사증명서 인정기   차

표 24-3.  축산물위생 관련 고시

◦ 이들 고시 중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 “식육중 미생물 검사요령” 등

의 고시(13건)는 농식품부에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

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의 고시(10건)는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외 “가축 외 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은 농식품부령으로 운용되고 있다.

◦ 이와 별도로 수입 축산물의 검역 등 관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장 

수출입의 검역(제30조~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검역물의 수

입 금지지역” 등의 고시는 농식품부에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

준” 등의 고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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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축산물의 단계별 안전관리

◦ 축산물 위생관리는 가축의 도살 ․ 처리 및 축산물의 제조 ․ 가공 ․ 유통 ․ 판
매 등 각 단계별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축산물의 위생적

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통해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일관된 위생관리를 통해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를 구축하는 데 축산물 위생관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전한 축

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전문적이

고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실시되어야 한다. 각 단계별 위해요소와 안전관

리 포인트를 살펴보면 <표24-4>와 같다.

표 24-4.  축산물의 단계별 위해요소 및 안전관리 포인트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위생관리는 위해요소가 발생하기 전의 사전 

위생관리와 위해요소 발생 후의 사후 위생관리로 구분된다. 사전 위생관

리에는 첫째, 작업장의 기본적인 위생관리로 영업자가 영업자 및 그 종

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하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것과 둘째,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적용 ․ 운용으로 가축의 사

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 ․ 처리 ․ 가공 ․ 포장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인

체에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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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것이 있다. 사후 위생관리에는 축산물의 기준 ․ 규
격, 표시기준, 출입 ․ 수거 ․ 검사 등에 따른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가 있다.

그림 24-7.  축산물의 위생관리 방법

2.3. 주요 축산물의 안전관리 정책

2.3.1.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8-27호, ’08.12.30.)”을 규정해놓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뿐만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수

입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생

산에 필요한 기준규격과 함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정하고 축산물의 시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 ․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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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축산물의 표시기준

◦ 정부는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고시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다. 각 축산물은 품목에 따라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표시사항이 있

다. 이러한 표시사항은, 정부의 측면에서는 규격과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가공업자의 측면에서는 제품의 회수 및 

리콜이 필요한 사건 발생 시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측면에서는 

제품의 구매 및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각각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축산

물의 표시기준에서는 축산물을 구매 시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에 기재되는 사항과 표시방법을 축산물의 품목별

로 구분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24-8.  축산물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2.3.3. 축산물의 위생관리기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영업자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하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 전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자는 매일 자체 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 ․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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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HACCP마크

2.3.4.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 ․ 가공 ․ 포장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가축이나 축산물에 오염되

거나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HACCP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물HACCP

은 법률상 1997년 12월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적용 업종 및 품목을 확

대해 가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을 공급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2009

년 말까지 HACCP적용 업종은 농장(소 농장, 돼지 농장, 닭 농장, 오리 

농장), 배합사료공장, 도축장(소 ․ 돼지 ․ 닭 ․ 오리), 집유업, 식육포장처리업, 

유가공업 ․ 식육가공업 ․ 알가공업 등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등 축산물의 생산에서 가공 ․ 유통 ․ 판매 전 단계가 

포함된다.

합계

도축장 축산물 작업장 농 장 사료

소
돼지

닭
오
리

유가
공업

식육
가공
업

알
가공
업

식육
포장
처리업

식육
매
업

집
유
업

보

업

운
반
업

소
돼
지

닭
오
리

배합
사료

2,529 90 41 12 52 209 18 707 203 26 2 8 493 373 212 1 82

표 24-5.  축산물 HACCP 업종별 적용 현황
(2009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그림 24-10. 축산물 HACCP 적용 9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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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은 O-157:H7,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병원성 미생물과 같은 생

물학적 위해요소와 동물약품, 농약, 다이옥신 등 화학물질 같은 화학적 

위해요소, 털, 쇠붙이, 주삿바늘 등 이물과 같은 물리적 위해요소를 파악

․ 분석(HA)하는 단계와 제품생산 시 온도관리, 금속검출기 관리를 통한 

금속이물 혼입 방지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단계(CCP)로 구성된

다. 또한, 축산물HACCP은 영업자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용, 위생 ․ 교육

훈련, 위해축산물의 회수 등 법률적 요구사항 이외에도 영업자의 HACCP 

준용 의지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4-11.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관리체계도

2.3.5. 가축의 검사

◦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도축장에서 도살 ․ 처리하는 가축은 검사관의 검사

(닭 ․ 오리 ․ 칠면조 등 일부 축종은 자체검사원의 검사로 갈음)를 받아야 

한다. 전염병 감염가축은 원천적으로 도축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도축신청 시 도축검사관의 생체 ․ 해체 검사를 비롯하여 실험실 검사, 잔

류물질 검사 등을 통해 합격된 안전한 식육만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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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  도축검사 운영체계

2.3.6. 축산물의 검사

◦ 우리나라 축산물의 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바탕으로 “식육중 잔류

물질 검사요령”, “식육중 미생물 검사요령”,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

사세부규정”,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등의 고시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사기관

그림 24-13.  축산물의 검사 관련 규정 및 검사종류



제

2

부

제

3

부

740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그림 24-14. 국내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체계◦ 수입 및 국내산 식육의 미

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모

니터링 검사와 탐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잔류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수입산에 

대해서 무작위표본검사와 

최초 수입품 정밀검사, 국

내산에 대해서 모니터링 검

사와 규제검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 

및 국내산 축산물가공품은 미생물 및 성분규격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식품이 함유된 국내산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검사

를 실시하고, 수입산 유가공품 및 식육추출 가공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24-15.  축산물 유통단계별 안전성검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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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수입 축산물의 안전관리

◦ 수입축산물 안전관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검역과 ｢축산물가

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로 이루어진다. 수입축산물은 그 대상에 따라 서

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로 나뉘어 검사가 진행된다. 

수입식육은 잔류물질검사와 미생물검사가, 수입축산물가공품은 성분 등

의 검사와 미생물검사가 이루어진다. 

◦ 수입 전에는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 가축질병 발생상황이나 관련제도, 질

병발생 시의 통제능력 등을 관리하고,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고려

한 승인된 작업장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출작업장 관리가 이

루어진다. 수입 후에는 선(先)검역 후(後)통관 제도로써 검역을 받지 않

거나 불합격 시 국내에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확인하여, 국내에 안전한 수입축산물만 유통되도록 한다.

2.3.8. 축산물의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 위생감시는 축산물을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위생상 

위해방지와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제반 준수사항 이행상태를 확인 ․ 지도 ․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축
산물가공처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다.

◦ 정부는 매년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3.9.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검역원고시 제2009-6호, ’09.06. 

12.)”에 따라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영업자의 자가검사, 수입축

산물의 검사, 공무원의 수거검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보

유한 기관을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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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하면서, 검사관 및 자체검사원, 검사보조원의 교육 ․ 훈련을 실시하

여, 검사기관에서 우수한 검사능력을 유지토록 하며, 축산물 위생검사기

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산물 위생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축산

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2009년 말 현재, 20개의 정부기관과 26개의 민

간기관이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3.10.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은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

산물 안전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에서 구축한 시스

템이다. 이 시스템은 2008년부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영하고 있으

며, 농식품부와 시 ․ 도, 영업자 등을 연결하는 축산물안전의 기본축이 되

고 있다. 이 시스템의 운영으로 위생정보가 실시간 공유 가능하게 되었

으며, 이를 통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및 식품사고 발생 시 회수 등 긴

급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24-16.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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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대응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는 1962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합동식품규격 작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정부간 협의기구로,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은 식품에 대한 전 세계적 범용 기준 및 규격 등을 규정한 식품법령이라 

할 수 있다. CODEX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의 교역 시 공정한 무역행위의 확보에 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제

적인 정부 간 및 비정부 간 조직에서 모든 식품규격화 작업의 조화 추진, 

작업 우선순위 결정 및 관련 조직의 협조 등을 통한 규격안 마련 착수 ․
지도, 이를 통해 결정된 규격의 확정 및 국제규격의 출판, 기존 규격의 

개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축산물의 수출입 등 국제교류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CODEX회의 등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CODEX에 연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물 관리기준이 국제기

준에 적합하고 나아가 선진 기준보다 앞서 나아가기 위하여 각 CODEX분

과위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개최되는 CODEX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국제정세를 파악함과 동시에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의 형평성을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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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물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과제

3.1. 축산물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사회 건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일류국가 수준의 식품안전 관리

 신속하고 사전예방적인 위해관리

∙안전한 식품생산기반 확립

∙식품의 유통판매 안전성 증대

∙위해성평가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위기대응 기반 구축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평가

∙식품위해성평가의 과학성 독립성 강화

∙식품안전 R&D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국민과의 식품안전 소통채널 확대

∙식품표시기준 합리화

∙적정한 영양성분 섭취 관리추진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

∙CODEX 등 국제적인 협력 강화

∙식품안전 정보관리 체계 강화

∙부처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중앙-지방정부간 식품안전협력 강화

그림 24-17.  식품안전정책의 비전 및 목표

◦ 우리나라의 축산물 안전관리는 신속하고 투명한 안전관리 강화로 축산물

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사육단계부터 도축 ․ 가공 ․ 유통단계까지 단계

별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본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농장에

서부터 축산물 판매점까지 여러 요소들로부터 발생 가능한 위해를 예방

하기 위해 HACCP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각 단계별 안전관리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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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고 투명한 안전관리 강화로 축산식품의 소비자 신뢰제고

 사육단계부터 도축 ․ 가공 ․ 유통단계까지 단계별 안전성 관리 강화

사육 단계

♦ 동물약품 안전사용

♦ 사료의 위생수준 강화

♦ 농장단위 HACPP 

   적용 확대

♦ 축사시설 현대화 

도축 ․  가공 단계

♦ 식육 내 위해물질

   검사강화

♦ 도축장 안전관리 강화

♦ 도축검사의 정확성

   제고

♦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

유통 판매 단계

♦ 이력추적제 정착

♦ 원산지 표시제 강화

♦ 수입, 유통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유통거래질서 확립

♦ 위해정보의 공개로

   영업자 책임 강화

농장 ~ 판매점 위해예방(HACCP) 시스템 적용

그림 24-18.  축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3.1.1. 사육단계

◦ 동물약품 안전사용: 사육단계에서는 사육과정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의 사

용을 감축하는 등 항생제 내성균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그 일환으로 2009

년 1월에 16종이었던 항생제를 9종으로 감축하고, 나아가 2012년에는 모

든 항생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처방제 및 사료첨

가제를 제한하여 동물약품 사용을 통제함으로써 동물약품의 안전한 사용

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 사료의 위생수준 강화 및 사육환경 개선: 2009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배

합사료공장의 85%인 82개소의 배합사료 공장이 HACCP을 적용하고 있

으나, 2012년까지 모든 배합사료 공장에 HACCP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

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 사용여부 및 유해물질 검색을 위한 국내유통 사

료 수거검사 등 사료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육단계의 영세

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축산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이와 더

불어 친환경 축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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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적용 확대: 무엇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선진적 안전관리시스템인 HACCP의 적용을 

확대하고 아울러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사육단계에서 2006년 

돼지 농장에 이어 2007년 소 농장, 2008년 닭 농장, 2009년 오리 농장에 

대한 HACCP기준을 개발하고, 실제 축산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HACCP 가이드” 시리즈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향후 축사 시설 

현대화 및 브랜드 사업 지원 시 HACCP 적용농장 우대 등 HACCP 적용 

농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HACCP 적용을 확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3.1.2. 수입단계

◦ 수입국 관리 강화: 기존의 수입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수출국에 의존하던 

시스템에서 우리나라 주도의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입축산물 

중 우리나라 위생 수준에 적합한 것만을 선별 수입한다. 전염병 부재 지

역이나 농장 또는 승인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수입하고, 유해물

질이나 식중독균 등을 관리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전염

병이나 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수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국의 관리를 강

화할 계획이다.

◦ 검역 ․ 검사 강화: 동물에서의 전염병 관리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해 수입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검역 ․ 검사를 강화하고, 오염도나 위해도

에 따라 수입을 제한한다.

3.1.3. 도축 ․ 가공단계

◦ 식육의 위해물질 검사 강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업장의 위생시설 기

준 및 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또한 “축산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 기준 및 절차(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51호, ’09.09. 16.)에 따

라 화학적 ․ 물리적 ․ 생물학적 위해요소별 위해성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위해성 평가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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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장 안전관리 강화: 2003년부터 도축장 HACCP을 의무화하였으며, 

2005년부터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매년 진행되어 온 도축장 평가를 지

속한다. 또한 국내 소의 BSE 관리를 위하여 사육단계에서 동물성 사료

의 급여를 금지하였고, 이어 부상 등을 제외한 기립불능소의 도축을 금

지하고, 권역별로 SRM 제거시설을 201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하는 등 

BSE 예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도축검사의 강화: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

는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강화하고, 도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해 도축검사관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강화한다.

3.1.4. 유통 ․ 판매단계

◦ 수입 ․ 유통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유통 ․ 판매단계에서는 미생물의 증식 

및 재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냉장유통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보관업 ․ 운반업 ․ 판매업의 HACCP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장

에 대한 출입 ․ 검사를 확대하여 원산지, 표시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 점

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유통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보장: 2009년 6월부터 전 단계(사육 ․ 도축 ․
유통 ․ 판매)에서 이루어지는 국내산 소의 이력추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산 쇠고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입쇠고기 유

통경로추적제를 법제화하여 2010년까지 현장에 도입한다. 또한, 유통거

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한다. 더불어 포장육의 등급

표시 및 도축장명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3.1.5. 정보공개

◦ 정보공개 확대: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해 개인정보 등 공개제한의 예외

가 허용되어 있으나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에서는 위해 축산물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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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영업자가 회수대상 제품명, 회수사유, 영업자 내역 등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위반자 행정처분 내역(영업자명, 영업장소, 

위반 및 조치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 안정적 정보 제공: 농수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

는 사이트(www.foodsafety.go.kr)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위해정보 및 

예방요령을 상시 제공하고, 정기 이용자 그룹별로 정보수요 조사 및 만

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또

한 외부 사이트 연계를 확대하여 정보배포를 강화한다.

3.2. 축산물 안전관리의 개선과제

◦ 안전관리의 과학성, 일관성 보강: 현재 축산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해관리 부서와 위해성평가 부서가 통합되어 있어 독립성과 책임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관리의 기능적 분

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해성 평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위해성 평가 전

문가를 양성하고 평가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며, 관련 연구 활동을 강화하

여야 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위해성 정보를 공개 ․ 공유하여 대국

민 소통활동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또한, 농식품부와 식약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두 기관 간 안전기준 등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타 식육가공품 등 품목관리에 있어서도 농식품부와 

식약청 간의 업무 분담 체계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

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정보교류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방

사선조사식품의 검사관리 같은 다른 품목의 같은 검사에 대하여 식약청

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므로 ‘수입 및 국내 유통 축산물에 대한 검사

관리체계 강화’ 등의 사전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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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평가기구 유형 통합 평가기구 유형

∙EU -유럽식품안 청(EFSA)

∙ 국-식품기 청(FSA)

∙ 랑스-식품 생안 청(AFSSA)

∙일본-식품안 원회

∙독일-연방 해평가기 (BfR)

∙스웨덴-국립식품청(NFA)

∙덴마크-수의식품청(DVFA)

∙호주․뉴질랜드-식품기 청(FSANZ)

표 24-6. 선진국의 식품위해성 평가기구 유형

 

◦ 위해예방 시스템 확산: 현재 각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HACCP을 사육단

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일관 적용하여야 하며, 정부 주도의 

HACCP 추진에서 벗어나 자발적 적용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까지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약 6천 개의 업소, 생산량 대비 80% 물량

에 HACCP이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

는 국내산 쇠고기의 이력추적시스템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입쇠고기 유

통경로 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부터 소비자판매 단계까지 모든 

유통경로를 전산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적시

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개인컴퓨터(Personal 

Computer, PC) 또는 휴대폰 등으로 유통식별번호를 통해 쇠고기의 원산

지, 부위명, 유통경로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전산상으로 한눈에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식품사고 시 신

속하고 효과적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시스

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신규제도 도

입에 따른 영업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요구된다.

◦ 지자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민간부분의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한 감

시참여 및 소비자교육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역할을 넓히고 한다. 위생

심의위원회 등에 민간전문가 참여의 폭을 넓히고, 명예위생감시원제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관리에 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

해 소비자 협력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대응: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출범 이후 CODEX에서 정하는 규격이 국제적 공통규격으로 활용

됨에 따라 각국의 입장 표명 및 적극적인 반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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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발맞춰 CODEX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

물가공처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내에 CODEX연

구위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지금까지 대두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

부의 정책과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5만개 

이상의 작업장 및 업소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감시 ․ 감독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 ․ 생산자 ․ 정부가 축산물

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 문제점을 토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축산물 안전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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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 2009년 과일(6개 품목)의 재배면적은 2008년보다 2% 감소했으나 단수가 

크게 증가하여 생산량은 3% 증가한 238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1~2년 여름철에 기상재해도 없고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단수가 가장 

높았고 생산량도 많은 해였다. 

◦ 2009년 성목면적은 2008년보다 2% 감소하였으나 사과는 4% 증가하였고 

유목면적은 전년과 비슷하나 배, 복숭아는 각각 8~9% 증가하고 사과, 

포도, 단감은 2~18% 감소하였다. 

◦ 2010년 재배면적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최근 가격이 높은 사과와 복숭아

의 성목면적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1년부터 한·미 FTA, 한·EU FTA가 발효되는 것을 가정하면, 2015년

부터 미국산 사과, 배가 수입되지만 EU는 과일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많아 

국내 과일 수급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따라서 과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중장기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2020년 재배면적은 2009년보다 3% 감소한 11만 4천 ha, 생산량은 1% 

감소한 236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수출 의향

이 있는 농가는 사과 49%, 배 52%, 단감 37%로 나타났다. 대체로 과일

은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하여 수출 의향이 낮은 편이다.

◦ 과일 수출은 최근 2~3년 증가하고 있다. 과일류 수출량은 2000년 1만 7천 

톤에서 2008년 4만 7천 톤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액 중 

6%를 차지하는 과일의 주요 수출국은 대만과 미국이지만 최근 동남아

시아가 새로운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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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과

1.1. 국제 수급 및 교역 여건

◦ 세계 사과 재배면적은 2003년 481만 ha에서 2008년 485만 ha로 1% 증가

하였다. 중국은 200만 ha로 전체의 41%, 러시아는 24만 ha로 5%를 차지

한다. 세계 생산량은 최근 5년간 19% 증가하였고 중국이 2,985만 톤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며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순이다.

◦ 2007년 세계 사과 교역량은 생산량의 13%인 854만 톤이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칠레 18%, 중국 12%, 이탈리아 9% 순이다.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

연방, 독일로 세계 수입량의 각각 13%, 9%를 차지한다.

◦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신선 사과의 관세율은 45%이다. 신선 사과는 

식물방역법상 세계 전 지역에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2009년 12월 현재 

수입위험평가 진행단계는 미국·일본이 5단계이다. 

1998 2000 2002 2003 2005 2007 2008
증감률

(’08/’03)

세계

재배면 5,782 5,405 4,895 4,805 4,808 4,868 4,848 0.9

생산량 56,654 59,060 55,927 58,348 62,518 66,092 69,604 19.3

교역량 5,118 5,277 5,668 6,236 8,006 8,535 - 50.6

국

재배면 2,622 2,255 1,939 1,901 1,891 1,962 2,000 5.2

생산량 19,491 20,437 19,251 21,105 24,017 27,866 29,851 41.4

수출량 170 298 439 609 824 1,025 - 133.5

수입량 159 156 174 150 171 165 - -5.2

미국

재배면 189 174 160 158 154 142 142 -10.1

생산량 5,283 4,682 3,866 3,948 4,409 4,238 4,431 12.2

수출량 582 662 596 546 685 663 - 11.2

수입량 142 164 170 187 123 207 - 21.5

  주: 교역량(수출량, 수입량) 증감률은 ’07/’02임.
자료: FAO.

표 25-1.  세계 사과 수급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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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는 2009년 7월 유럽국가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사과 병해충위험

분석 1단계 접수를 하였다. 최근 3년간 유럽국가의 평균 사과 수입량이 

440만 톤으로 수출량 351만 톤보다 많아 한·EU FTA가 타결되어도 국내 

사과 산업에 미칠 영향은 당분간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 가 요청연월 재진행단계(총 8단계)

미국 1993.3. 5단계( 리방안)

일본 1992.8. 5단계( 리방안)

뉴질랜드 1991.5. 4단계(개별병해충 험평가)

이탈리아 2009.7. 1단계( 수)

국 2004.7. 1단계( 수)

호주 1989.9. 1단계( 수)

남아공 2004.9. 1단계( 수)

라질 2004.2. 1단계( 수)

  주: PRA 1단계(접수), 2단계(착수), 3단계(예비위험평가), 4단계(개별병해충위험평가), 5단계(관리
방안), 6단계(요건초안), 7단계(수입금지 제외기준 입안예고), 8단계(수입허용)

자료: 국립식물검역원(2009. 12. 현재).

표 25-2.  사과 병해충위험분석(PRA) 진행 사항 

 

1.2. 국내 수급

1.2.1. 생산

◦ 사과 재배면적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한 30,451ha, 성목면적은 4% 증가한 19,179ha이다. 

◦ 사과 품종별 재배면적은 후지가 전체면적의 69%, 홍로 8%, 기타 품종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추석 출하가 가능한 홍로와 저장이 가능하여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만생종 후지가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쓰가루와 홍월의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 사과 생산량은 1995년 72만 톤으로 정점을 이루었으나 이후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2004년은 36만 톤까지 감소하였다. 2003년 이후 가격상승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2009년 생산량은 49만 톤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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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그림 25-1.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3개년 이동평균)

단 1999 2002 2004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09/’04)

재배면 천 ha 31.0 26.2 26.7 28.3 29.4 30.0 30.5 14.2

성목면 천 ha 23.1 18.5 16.9 17.9 18.8 18.5 19.2 13.6

성목비율 % 74.5 70.8 63.3 63.2 64.0 61.8 63.0 -0.03%P

성목단수 kg/10a 2,071 2,337 2,115 2,279 2,318 2,541 2,578 21.9

생산량 천 톤 479 433 357 408 436 471 494 38.4

 자료: 통계청.

표 25-3.  사과 생산 동향 

  

연도 후지 쓰가루 홍로 홍월 기타 체

2008
20,488

(68.3)

2,164

(7.2)

2,294

(7.6)

629

(2.1)

4,431

(14.8)

30,006

(100.0)

2009
20,932

(68.7)

2,101

(6.9)

2,344

(7.7)

562

(1.8)

4,512

(14.8)

30,451

(100.0)

2010
21,215

(69.0)

1,997

(6.5)

2,403

(7.8)

477

(1.6)

4,648

(15.1)

30,740

(100.0)

증감률

(’09/’08)
2.2 -2.9 2.2 -10.7 1.8 1.5

  주: 품종별 면적과 '`10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괄호는 해당 품종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08, '09년 전체면적).

표 25-4.  사과 품종별 재배면적 
단위: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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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수요

◦ 사과 1인당 소비량은 2006년 8.3kg에서 2008년 9.6kg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품질이 좋고 생산량 증가로 인해 소비자가격이 하락하였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사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 2009년 10~12월 소비자조사 결과, 전년 동기보다 사과 소비를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를 늘린 이유는 ‘당도 등 품질이 좋아서’ 40%, ‘건강에 

좋아서’ 30%이다. 한편 사과 가격이 높으면 감귤 35%, 단감 24%, 배 

15%, 바나나 12% 순으로 소비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사과 가공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간 가공량은 3만 톤 

수준으로 2008년 가공량은 전년보다 19% 증가하였다. 

◦ 사과 수출량은 200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재배면적 증가 후 사과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2008년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수출량은 전년보다 113% 많은 9,900톤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국인 대만에 

엔고현상으로 인한 일본산 사과 가격상승으로 국내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 소비자가격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통계청.

그림 25-2.  사과 1인당 소비량과 소비자가격지수(3개년 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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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01 2003 2005 2008

2009

(1~11월)

액 량 액 량 액 량 액 량 액 량

만 719 436 7,393 4,445 7,360 3,040 8,141 4,207 9,950 4,945

인도네시아 241 388 112 109 4 1 292 127 375 177

일본 1,226 1,643 - - 55 11 299 67 62 16

싱가포르 342 206 6 9 - - 118 53 326 155

러시아 26 53 - - 176 89 74 31 139 71

말 이시아 93 141 21 24 - - 20 7 69 45

네덜란드 137 203 39 33 - - - - 2 1

체 3,003 3,792 7,684 4,690 7,722 3,167 9,222 4,669 11,172 5,551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25-5.  국가별 사과 수출액 및 물량
단위: 천 달러, 톤

1.2.3. 출하 및 가격

◦ 2009년산 사과 가격은 품질은 좋았으나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약보합

세였다. 당도, 색택은 양호하나 강우량이 적어 크기는 전년보다 작았다. 

후지 평균당도는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14.6°Bx로 조사되었다. 2009년산 

후지 가격은 전년보다 5% 낮은 2만 9천 원이었다. 농가는 최근 가격이 

낮아 출하를 늦추고 저장을 늘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3개년(2006~08년) 상품 가격은 과거 3개년(2003~05년)에 비해 후지 

14%, 홍로 9% 하락하였다. 상품 대비 특·중·하품의 가격차이가 작아졌다.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반면 생산기술 향상으로 중·하품의 품질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 과거 3개년과 최근 3개년의 서울(가락)도매시장 반입비중과 실질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근 3개년 3~6월 반입비중은 2%P 많았으나 가격은 21% 

높았다. 다만 2008년산은 3~6월 반입량이 전년보다 5%P 많았고 가격은 

14% 낮았다. 최근 3~6월 가격상승으로 농가는 장기저장을 선호하지만 

장기저장이 많을수록 가격하락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출하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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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비 ) (가격)

  주: 반입량 및 가격은 가락동 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그림 25-3.  사과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 및 실질가격 동향

연산 등
후지 홍로 쓰가루

가격 가격비율 가격 가격비율 가격 가격비율

2003~05

특품 69,264 (149.5) 66,022 (153.8) 46,553 (151.4)

상품 46,322 (100.0) 42,914 (100.0) 30,757 (100.0)

품 29,585 (63.9) 25,091 (58.5) 18,878 (61.4)

하품 14,652 (31.6) 12,177 (28.4) 9,266 (30.1)

2006~08

특품 57,589 (144.5) 50,106 (129.5) 44,182 (141.3)

상품 39,840 (100.0) 39,028 (100.0) 31,265 (100.0)

품 29,162 (73.2) 25,459 (65.2) 22,466 (71.9)

하품 18,167 (45.6) 14,569 (37.3) 13,064 (41.8)

  주: 1) 후지는 10월 이후 가격임.  
2) 가격비율은 상품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가격 비율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표 25-6.  사과 등급별 가격
단위: 원/15kg, (%)

1.3. 수급 전망

◦ 2009년 사과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 서리 및 병해충 피해가 적고 태풍 등 

기상재해도 없어 전년보다 5% 많은 49만 4천 톤이었다. 11월 초 한파로 

일부 동해 피해가 있는 경우 장기저장이 어려워 1~2월에 집중 출하될 것

으로 예상된다. 설 명절이 있는 2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33% 많고, 3월 

이후도 12% 많아 올해 상반기 가격은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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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한 3만 740ha으로 전망된다. 

품종별로 쓰가루 5%, 홍월 15% 감소하지만 후지, 홍로, 기타 품종은 각

각 1~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생산량은 2009년보다 1% 

감소한 48만 9천 톤으로 예상된다.

◦ 중장기 수급전망은 2011년부터 한·미 FTA, 한·EU FTA가 발효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재배면적은 2012년까지 연평균 0.6% 증가하다가 이후 0.6% 

감소하여 2015년은 3만 500ha, 2020년은 2만 9,500ha으로 전망된다. 

◦ 성목면적은 2015년 2만 600ha까지 증가하지만 2015년 이후 감소하여 

2020년은 1만 9,700ha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은 2015년 52만 톤까지 증가

한 후 성목면적 감소로 2020년은 50만 8천 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미 

FTA가 이행되어도 수입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0년 1인당 사과 소비량은 10kg 내외로 예상된다.

생산량
월 별 출 하 량

계 7~12월 1월 2월 3월 이후

출하량
2008년산 471 417 243.7 47.9 22.2 98.3

2009년산 494 447 246.3 54.7 29.5 110.3

증감률 5.0 7.3 1.1 12.4 32.7 12.3

  주: 출하량은 생산량에서 비상품을 제외한 ’10년 1월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08, ’09년 생산량).

표 25-7.  사과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생산

재배면 천 ha 30.5 30.7 30.5 29.5

성목면 천 ha 19.2 19.7 20.6 19.7

생산량 천 톤 494 489 520 508

수입량 천 톤 - - 1.4 3.9

소비 1인당 소비량 kg 10.0 9.9 10.4 10.2

주: 1) 2011년부터 한·미 FTA, 한·EU FTA가 이행되는 것으로 가정함.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3) 통계청(’09년 재배, 성목면적, 생산량).

표 25-8.  사과 수급 전망



제

2

부

제

3

부

760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2   배

2.1. 국제 수급 및 교역 여건

◦ 세계 배 재배면적은 2008년 173만 ha로 2003년 대비 11%, 생산량은 

20% 증가하였다. 배의 주요 수출국은 아르헨티나와 중국으로 2007년에 

각각 세계 수출량의 18%, 16%를 차지하였다. 특히 중국은 수출량이 

2003년보다 67% 증가하였다. 배 주요 수입국인 러시아는 2007년 세계 

수입량의 16%, 독일은 7%를 수입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 신선 배 수입관세율은 45%이고 미국, 호주 등 5개국으로

부터 수입허용 요청이 있었으나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 

미국산 배의 수입위험평가는 5단계로 미국산 품종은 서양배이므로 수입이 

허용되더라도 수입될 여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국가 중 이탈리아

가 유일하게 수입허용을 요청했으나 2005~07년 유럽의 배 수입량이 수출

량보다 많아 국내 배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1998 2000 2002 2003 2005 2007 2008
증감률

(’08/’03)

세계

재배면 1,454 1,554 1,547 1,566 1,623 1,564 1,731 10.5

생산량 14,888 16,253 16,958 17,573 19,330 20,612 20,998 19.5

교역량 1,568 1,583 1,759 1,889 2,306 2,548 - 44.9

국

재배면 927 1,023 1,051 1,070 1,120 1,079 1,258 17.6

생산량 7,390 8,526 9,432 9,921 11,437 13,045 13,676 37.8

수출량 113 146 243 297 368 405 - 66.7

수입량 14 6 9 11 12 12 - 33.3

미국

재배면 27 27 26 26 25 24 24 -8.6

생산량 880 861 807 842 747 799 790 -6.2

수출량 160 182 177 175 155 155 - -12.4

수입량 68 94 78 86 78 108 - 38.5

  주: 교역량(수출량, 수입량) 증감률은 ’07/’02임.
자료: FAO.

표 25-9.  세계 배 수급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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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요청연월 재진행단계(총 8단계)

미국

호주

일본

국

이탈리아

1994.6.

1994.7.

2003.7.

2004.7.

2009.7.

5단계( 리방안)

1단계( 수)

1단계( 수)

1단계( 수)

1단계( 수)

  주: PRA 1단계(접수), 2단계(착수), 3단계(예비위험평가), 4단계(개별병해충위험평가), 5단계(관리방안), 
6단계(요건초안), 7단계(수입금지 제외기준 입안예고), 8단계(수입허용)

자료: 국립식물검역원(2009. 12. 현재).

표 25-10.  배 병해충위험분석(PRA) 진행 사항

2.2. 국내 수급

2.2.1. 생산

◦ 배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재배면

적은 전년보다 7% 감소한 1만 7,090ha이었다.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이유

는 도시개발, 노령화 등으로 인한 폐원이다. 품종별 재배면적은 신고가 

전체면적의 77%, 원황 6%, 기타 품종이 13%를 차지한다. 2000년 이후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배 생산량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생산

량은 전년보다 11%, 평년보다 7% 감소한 41만 8천 톤이다. 

자료: 통계청.

그림 25-4.  배 재배면적과 생산량(3개년 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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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999 2002 2004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09/’04)

재배면 천 ha 25.7 25.4 23.0 20.7 19.9 18.3 17.1 -25.6%

성목면 천 ha 11.7 17.1 17.4 17.5 17.5 16.6 15.3 -12.3%

성목비율 % 5.7 7.3 5.6 4.6 8.1 0.7 9.3 13.7%P

성목단수 kg/10a 2,210 2,260 2,599 2,468 2,668 2,839 2,940 13.1%

생산량 천 톤 259 386 452 431 467 471 418 -7.4%

자료: 통계청.

표 25-11.  배 생산 동향

신고 원황 장십랑 황 배 기타 체

2008
14,068

(77.0)

1,092

(6.0)

518

(2.8)

416

(2.3)

2,183

(11.9)

18,277

(100.0)

2009
13,174

(77.1)

1,028

(6.0)

463

(2.7)

394

(2.3)

2,031

(11.9)

17,090

(100.0)

2010( 망)
12,984

(76.5)

1,003

(5.9)

450

(2.7)

387

(2.3)

2,148

(12.7)

16,972

(100.0)

증감률

(’09/’08)
-6.4 -5.9 -10.6 -5.3 -7.0 -6.5

  주: 품종별 면적과 ’10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괄호는 해당 품종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08, ’09년 전체면적).

표 25-12.  배 품종별 재배면적
단위: ha, %

2.2.2. 수요

◦ 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9.2kg이다. 이는 

주로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 2009년 10~12월 소비자조사 결과, 배 구입 빈도는 ‘월 1회’가 42%로 가장 

높지만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24%로 높은 편이다. 배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2%이고 ‘다소 줄었다’가 35%로 조사되었다. 소비를 

줄인 이유는 ‘대체과일이 많아서’ 49%, ‘가격이 비싸서’ 20% 순으로 나타

났다. 배 가격이 높을 경우 대체과일로는 사과 35%, 감귤 29%, 단감 

17%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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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비자가격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통계청.

그림 25-5.  배 1인당 소비량과 소비자가격지수(3개년 이동평균) 

◦ 배 구입시 선호하는 크기는 ‘중대과’ 55%, ‘중과’ 28%, ‘대과’ 12% 순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배 개당 희망 가격은 ‘1,100~1,500원’ 48%, ‘600~ 

1,000원’ 39%로 나타났다.

◦ 2008년산 배 가공량은 7천 톤으로 생산량의 1.5%이며 전년보다 40% 증가

하였다. 가공은 주로 음료 52%와 넥타(Nectar) 31%로 이용된다. 2008년 

배 수출량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2만 4천 톤이었다. 2008년 기준 주요 

수출대상국 및 비중은 대만 52%, 미국 39%이다.

국가
2002 2004 2006 2008 2009(1~11월)

액 량 액 량 액 량 액 량 액 량

만 11,923 6,133 15,924 7,648 13,167 6,049 22,118 12,323 13,264 7,994

미국 15,541 6,551 15,441 7,158 20,083 8,340 21,838 9,248 19,146 8,506

인도네시아 1,205 953 780 488 1,065 675 998 556 655 416

캐나다 1,454 645 1,398 663 618 246 667 302 872 423

독일 33 21 121 74 97 60 126 72 53 29

일본 321 355 499 278 330 222 156 86 141 86

홍콩 643 509 147 91 85 37 89 56 162 120

네덜란드 545 336 207 132 47 32 36 25 86 43

체 34,054 17,425 35,238 16,914 36,623 16,301 47,256 23,629 35,982 18,867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25-13.  국가별 배 수출액 및 물량

단위: 천 달러,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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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출하 및 가격

◦ 2009년산 배 가격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품질은 양호하여 전년보다 

높았다. 당도는 12.1°Bx로 전년보다 0.2°Bx 높았으나 개화기 저온현상, 

서리피해로 상품과율은 전년보다 1.4%P 낮은 84%로 조사되었다.

◦ 최근 3개년(2006~08년) 상품 가격은 과거 3개년(2003~05년)에 비해 신고 

4%, 원황 20% 하락하였다. 생산기술 향상으로 등급간 품질이 향상되어 

상품 대비 특·중·하품의 가격차이가 작아졌다. 

◦ 최근 3개년과 과거 3개년의 서울(가락) 도매시장 반입비중과 실질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근 3개년의 반입비중은 2%P 줄었고 가격은 10~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년 11~4월 가격은 과거 3개년보다 10% 높았

으나 5~8월 가격은 30% 이상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 장기저장에 따른 가격은 수입과일 비중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2009년 

3월 이후 가격은 전년보다 40% 높았는데, 이는 환율상승으로 바나나, 파인

애플 등 수입과일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09년산 배 생산량은 적지만 

저장량은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출하조절이 필요하다.

연산 등
신고 원황

가격 가격비율 가격 가격비율

2003~05

특품

상품

품

하품

47,301

34,422

21,833

11,213

(137.4)

(100.0)

(63.4)

(32.6)

41,940

28,521

19,091

10,496

(147.0)

(100.0)

(66.9)

(36.8)

2006~08

특품

상품

품

하품

42,807

33,187

23,320

14,353

(129.0)

(100.0)

(70.3)

(43.2)

28,624

22,835

17,820

11,513

(125.4)

(100.0)

(78.0)

(50.4)

  주: 가격비율은 상품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가격 비율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표 25-14.  배 등급별 가격
단위: 원/15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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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비 ) (가격)

  주: 반입량 및 가격은 가락동 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그림 25-6.  배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 및 실질가격 동향

2.3. 수급 전망

◦ 2009년산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11% 감소한 41만 8천 톤이다. 이는 성목

면적이 전년보다 8%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설 명절이 전년보다 2주 정도 늦어져 2010년 1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45% 적지만 2월 이후 출하량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9만 4천 톤으로 

예상된다. 1월 가격은 출하량이 적고 배 품질이 양호하여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2월 이후 출하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 2010년 배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1만 6,972ha으로 전망된다. 

품종별 재배면적은 신고, 원황이 전년보다 각각 1%, 2% 감소하지만 수출

용 화산배, 만풍배 등 기타 품종은 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배 재배면적은 2015년 1만 6,611ha으로 연평균 0.4% 감소하다가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2020년 1만 6,928ha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0년 배 생산량은 2015년보다 2% 증가한 43만 8천 톤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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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출 하 량

계 8~12월 1월 2월 이후

출하량
2008년산 470.7 370.5 215.1 74.9 80.5

2009년산 418.4 328.0 193.5 41.0 93.5

증감률 -11.1 -11.5 -10.0 -45.3 16.3

  주: 출하량은 생산량에서 비상품을 제외한 ’10년 1월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08년 생산량).

표 25-15.  배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생산

재배면 천 ha 17.1 17.0 16.6 16.9

성목면 천 ha 15.3 15.2 14.9 15.1

생산량 천 톤 418 425 429 438

소비 1인당 소비량 kg 8.1 8.2 8.2 8.3

주: 1) 2011년부터 한·미 FTA, 한·EU FTA가 이행되는 것으로 가정함.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3) 통계청(’09년 재배, 성목면적, 생산량).

표 25-16.  배 수급 전망

3   감  귤

3.1. 국제 수급 및 교역 여건

◦ 2008년 세계 감귤류(만다린, 텐저린, 클레멘타인, 온주밀감 등 포함)의 

재배면적은 215만 ha, 생산량은 2,856만 톤으로 2003년 대비 각각 20%, 

30% 증가하였다. 세계 생산량의 55%를 차지하는 중국의 2008년 재배면

적은 2003년보다 27% 증가하였다.

◦ 2007년 세계 감귤류 교역량은 2002년 대비 40% 증가한 365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3%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국은 스페인, 중국, 터키, 

모로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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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세계 오렌지 재배면적은 2003년 대비 14% 증가하였다. 주요 생산

국인 브라질, 미국의 재배면적은 감소했지만 인도, 중국, 스페인 등은 

증가하였다. 

◦ 2007년 세계 오렌지 수출량은 530만 톤으로 생산량의 8%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국은 스페인, 남아공, 미국 등이다. 세계 수출량의 27%를 차지하는 

스페인은 최근 수출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 수입 관세율은 신선 감귤 144%, 오렌지 50%, 오렌지주스 54%

이다. 감귤류는 식물방역법상 미국(하와이 주, 텍사스 주, 플로리다 주 제외), 

일본, 뉴질랜드를 제외한 지역에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 한·미 FTA에서 오렌지는 성출하기(9월~익년 2월)에 기존 관세 유지, 비수

확기는 30%에서 7년간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EU FTA에서 감귤은 

현행관세 14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감귤산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8 2000 2002 2003 2005 2007 2008
증감률

(’08/’03)

세계

재배면 1,655 1,638 1,745 1,793 1,932 2,156 2,154 20.2

생산량 17,565 18,303 21,358 22,034 23,750 27,869 28,557 29.6

교역량 2,371 2,523 2,616 2,806 3,329 3,651 - 39.5

국

재배면 935 905 1,000 1,067 1,211 1,360 1,359 27.4

생산량 6,650 6,755 8,984 10,000 11,444 15,185 15,623 56.2

수출량 160 190 190 246 372 400 - 110.3

수입량 0.4 4 7 10 6 30 - 341.1

스페인

재배면 102 110 119 119 121 123 123 3.3

생산량 1,760 1,802 2,068 2,060 1,957 1,974 1,974 -4.2

수출량 1,196 1,320 1,268 1,438 1,513 1,652 - 30.3

수입량 4 2 5 10 10 11 - 107.0

  주: 교역량(수출량, 수입량) 증감률은 ’07/’02임.
자료: FAO.

표 25-17.  세계 감귤류 수급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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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000 2002 2003 2005 2007 2008
증감률

(’08/’03)

세계

재배면 3,720 3,658 3,682 3,670 3,846 4,166 4,189 14.1

생산량 61,781 63,812 62,004 59,605 62,946 65,514 67,696 13.6

교역량 4,756 4,550 4,719 5,000 4,999 5,270 - 11.7

라질

재배면 1,019 856 829 836 806 821 833 -0.4

생산량 20,851 21,330 18,531 16,918 17,853 18,685 18,390 8.7

수출량 66 75 40 68 31 50 - 23.2

수입량 4 0.9 2 0.9 2 2 - 5.2

미국

재배면 335 329 322 320 298 270 266 -17.0

생산량 12,401 11,791 11,226 10,473 8,393 7,357 9,139 -12.7

수출량 630 559 551 662 583 342 - -37.9

수입량 39 47 59 54 69 115 - 96.0

  주: 교역량(수출량, 수입량) 증감률은 ’07/’02임.
자료: FAO.

표 25-18.  세계 오렌지 수급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

 

3.2. 국내수급

3.2.1. 생산

◦ 감귤 재배면적은 200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폐원지원 사업의 영향으로 

2003~05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09년 재배면적은 2004년보다 3% 

감소한 2만 1,396ha, 성목면적은 1% 감소한 2만 661ha이다.

◦ 2007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25% 증가하였으나 2008년은 전년보다 18% 

감소하는 등 최근 해거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09년 생산량은 전년

보다 13% 증가한 71만 7천 톤으로 추정된다. 

◦ 2009년산 감귤 품질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조량이 많아 당도가 

높고 태풍 및 병해충 피해가 적어 외관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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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그림 25-7.  감귤 면적과 생산량(3개년 이동평균)

◦ 작형별 재배면적은 노지와 가온시설재배가 감소하고 월동, 무가온시설, 

만감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FTA 지원사업으로 시설이 지원되고 있어 

소득 안정을 위해 생산량 편차가 큰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 전환하고 

있으며, 다만 경영비 부담이 큰 가온시설은 감소하고 있다.

단 1999 2002 2004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09/’04)

재배면 천 ha 26.3 26.2 22.1 21.4 21.5 21.2 21.4 -3.2

성목면 천 ha 24.4 24.6 20.9 20.8 20.9 20.7 20.7 -1.0

성목비율 % 92.8 93.9 94.6 97.1 97.4 97.6 96.7 2.2%P

성목단수 kg/10a 2,556 2,608 2,790 2,988 3,719 3,073 3,468 24.3

생산량 천 톤 624 643 584 620 778 636 717 22.8

  주: ’09년 생산량과 단수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표 25-19.  감귤 생산 동향 

노지온주 월동온주 시설온주 만감류 체

2004
19,778

(89.5)

431

(1.9)

431

(1.9)

1,468

(6.6)

22,107

(100.0)

2009
18,759

(87.7)

701

(3.3)

312

(1.5)

1,575

(7.4)

21,396

(100.0)

증감률 -5.2 62.6 -27.6 7.3 -3.2

  주: 괄호는 해당 품종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전체 재배면적).

표 25-20.  감귤 작형별 재배면적
단위: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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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요

◦ 1인당 연간 감귤 소비량은 2008년에 13kg이었으며 2009년은 해거리 

현상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12월 소비자조사 결과 감귤을 구입한 횟수는 ‘월 4회’ 34% ‘월 2회’ 

27% 순으로 조사되었다. 12월 감귤 소비량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를 늘린 이유는 ‘제철과일이므로’ 36%, ‘맛이 좋아서’ 32%이다. 감귤 

가격이 높을 때는 사과 38%, 단감 22%, 바나나 17% 순으로 소비를 대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귤 가공은 2002년 이후 매년 약 10만 톤으로 이는 생산량의 16% 이상을 

차지한다. 2001년부터 감귤 복합가공공장 건립과 유통조절명령제 등 

가공용 수매 증가로 타 과실에 비해 가공비중이 높은 편이다. 

◦ 수출량은 2002~03년에는 8천 톤으로 정점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3천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캐나다로 총 수출량의 89%를 

차지한다. 

  주: 소비자가격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통계청.

그림 25-8.  감귤 1인당 소비량과 소비자가격지수(3개년 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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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오렌지 수입은 2002년 이후 매년 10만 톤을 상회하였다. 다만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냉해로 작황이 부진했던 2007년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한 2009년 수입량은 8만 톤에 그쳤다. 

국가
2001 2003 2005 2008

2009

(1~11월)

액 량 액 량 액 량 액 량 액 량

러시아 146 476 774 2,341 173 266 1,084 1,785 645 701

캐나다 38 79 2,911 5,089 2,523 1,493 477 465 642 533

싱가포르 - - - - 10 9 55 44 53 36

인도네시아 34 55 83 146 74 70 17 13 74 58

일본 3,357 2,355 334 139 78 43 22 5 - -

170 33 73 36 210 81 91 62 73 34

계 4,855 4,660 4,323 8,355 3,396 3,300 1,893 2,527 1,638 1,508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25-21.  국가별 감귤 수출액 및 물량
단위: 천 달러, 톤

3.2.3. 출하 및 가격

◦ 노지온주는 해거리 현상으로 생산량 증감이 커서 농가 소득이 해마다 

불안정한 특징을 보인다. 10a당 소득은 생산량이 많았던 2001년, 2002년, 

2007년은 36~64만 원이고 생산량이 적었던 2006년, 2008년은 188~219만 

원으로 차이가 크다. 따라서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감귤 적정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생산량 천 톤 563 645 643 632 584 638 620 778 636

조수입 천원/10a 1,647 1,483 1,084 1,964 2,584 2,782 2,916 1,277 2,564

경 비 천원/10a 689 846 728 648 701 644 728 651 688

소득 천원/10a 958 637 356 1,316 1,883 2,138 2,188 626 1,876

(소득율) (%) (58) (43) (33) (67) (73) (77) (75) (49) (73)

자료: 통계청(생산량), 농진청「농축산물소득정보」각 연도.

표 25-22.  감귤생산량과 소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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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그림 25-9.  노지온주 생산량과 조수입

3.3. 수급 전망

◦ 2009년산 노지온주 생산량이 많아 10~12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21% 증가

하였다. 1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15%, 2월 이후는 설을 겨냥한 출하 증가로 

전년보다 3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하량이 많지만 당도 등 품질이 

양호하여 설 성수기 가격은 크게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0년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2만 1,327ha으로 전망된다. 시설온주 면적은 

최근 유류비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2009년산 가온시설 재배의 초기 출하 

가격이 높아 후기가온에서 극조기 가온으로 전향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량
출하량

계 12월까지 1월 2월 이후

2007년산 677 460 264 135 61

2008년산 520 374 232 102 41

2009년산 640 455 282 117 56

증감률(’09/’08) 23.1 21.5 21.4 14.6 38.9

  주: 출하량은 생산량에서 비상품을 제외한 ’10년 1월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07, ’08년 생산량).

표 25-23.  노지온주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제

25

장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 773

◦ 감귤 재배면적은 연평균 1% 수준으로 계속 감소하여 2020년에 1만 9,145ha, 

생산량은 64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오렌지 수입량은 2009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연간 10만 톤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2009

(추정치)

망

2010 2015 2020

생산

재배면

성목면

생산량

천 ha

천 ha

천 톤

21.4

20.7

717

21.3

20.6

661

20.2

19.5

656

19.1

18.5

649

수입 오 지 천 톤 71 84 102 112

소비 1인당 소비량 kg 14.7 13.4 13.2 13.0

주: 1) 2011년부터 한·미 FTA, 한·EU FTA가 이행되는 것으로 가정함.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3) 통계청(’09년 재배, 성목면적). ’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표 25-24.  감귤 수급 전망

4   단  감

4.1. 국제 수급 및 교역 여건

◦ 2008년 세계 감(단감 및 떫은감 포함)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76만 ha와 

363만 톤으로 2003년 대비 각각 14%, 33% 증가하였다. 중국은 최대 

감 생산국이나 떫은감이 대부분이고 단감은 전체 생산량의 2%인 5만 

톤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도 단감 생산량은 전체 감 생산량의 50%인 

약 13만 톤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약 21만 톤을 생산하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의 단감 생산국이라 할 수 있다.

◦ 2007년 이스라엘 감 수출량은 1만 7천 톤이나 떫은 감을 탈삽시킨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단감 수출국으로 국제교역의 16%를 차지한다. 현재 

단감의 수입 관세율은 45%이고, 식물방역법에 의해 미국(하와이, 텍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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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뉴질랜드를 제외한 지역에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그 외 수입허용을 요청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

라엘이며, 현재 수입위험평가 1단계이다. 

1998 2000 2002 2003 2005 2007 2008
증감률

(’08/’03)

세계

재배면 429 546 616 669 698 741 763 13.9

생산량 2,075 2,418 2,682 2,731 3,262 3,383 3,628 32.8

교역량 10 13 16 16 1 18 - 13.7

국

재배면 358 471 540 593 622 664 684 15.3

생산량 1,333 1,616 1,775 1,833 2,212 2,333 2,534 38.2

수출량 0.3 0 0 0 0 0 - -

  주: 교역량(수출량, 수입량) 증감률은 ’07/’02임.
자료: FAO.

표 25-25.  세계 감 수급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

  

4.2. 국내 수급

4.2.1. 생산

◦ 우리나라 단감 재배면적은 타 작목으로의 전환, 고령화, 도시개발 등으로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온난화로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대구 등 경북지역의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그림 25-10.  단감 면적과 생산량(3개년 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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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품종별 재배면적은 2002년 대비 부유 30%, 차랑 28%, 서촌조생 

41%, 기타 품종은 25% 감소하였다. 추석 조기출하가 가능하지만 상품성이 

낮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서촌조생의 감소폭이 크다. 단감 재배면적의 

94%가 만생종이고, 부유 품종이 82%를 차지하는 품종 편중은 수확시기 

노동력 경합과 홍수 출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단 1999 2002 2004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09/’04)

재배면 천 ha 23.9 21.1 18.5 17.3 16.3 16.3 14.8 -20.2

성목면 천 ha 15.4 16.5 15.7 15.3 14.2 14.1 13.0 -17.1

성목비율 % 64.4 77.9 84.5 88.4 87.3 86.5 87.8 3.3%P

성목단수 kg/10a 1,390 1,215 1,247 1,351 1,457 1,536 1,629 30.6

생산량 천 톤 214 200 195 207 207 216 211 8.0

  주: 2009년 생산량과 단수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표 25-26.  단감 생산 동향 

부유 차랑 서 조생 기타 체

2002
17,247

(81.6)

2,143

(10.1)

1,106

(5.2)

629

(3.0)

21,125

(100.0)

2007
13,373

(82.0)

1,704

(10.4)

731

(4.5)

501

(3.1)

16,309

(100.0)

2009
12,124

(82.0)

1,538

(10.4)

651

(4.4)

473

(3.2)

14,785

(100.0)

증감률(’09/’02) -29.7 -28.2 -41.2 -24.8 -30.0

  주: 괄호는 해당 품종의 비중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과수실태조사｣, 2002, 2007, 통계청(’09년 전체 재배면적).

표 25-27.  단감 품종별 재배면적
단위: ha, %

  

4.2.2. 수요

◦ 단감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0년 이후 4kg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2009년 11~12월 소비자조사 결과, 단감 구입횟수는 ‘월 2회’ 34%, ‘월 1회’ 

29%로 나타났다. 단감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0%, ‘늘었다’ 

28%로 조사되었다. 소비를 늘린 이유는 ‘맛이 좋아서’ 54%, 소비를 줄인 

이유는 ‘대체과일이 많아서’ 66%로 나타났다. 단감 가격이 높을 경우 대체

과일로는 감귤 36%, 사과 34%, 바나나 12%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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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단감 수출은 전년보다 58% 증가한 7,389톤이다. 주요 수출대상

국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북미이다.

국가
2001 2003 2005 2008

2009

(1~11월)

액 량 액 량 액 량 액 량 액 량

말 이시아 1,912 1,838 946 959 2,373 2,095 3,737 4,385 3,659 4,174

싱가포르 828 811 405 338 371 294 896 932 1,224 1,191

홍콩 705 661 109 93 617 433 847 702 1,011 846

캐나다 - - - - 146 82 718 468 627 431

미국 - - 46 12 354 217 442 293 275 135

태국 541 457 597 484 1,175 827 257 199 366 291

체 4,385 4,107 2,285 1,991 5,590 4,273 7,404 7,389 7,768 7,577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25-28.  국가별 단감 수출액 및 물량
단위: 천 달러, 톤

4.2.3. 출하 및 가격

◦ 서울(가락)도매시장에 반입된 단감은 9~12월에 70%, 익년 1~4월에 30%의 

비중으로 출하된다. 단감 비수확기인 1~4월 단감 도매가격은 저장량, 품질 

그리고 감귤, 오렌지, 딸기 등 대체과일의 출하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저장량은 전년도 가격수준과 저장성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 과거 3개년과 최근 3개년의 반입비중과 실질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근 

3개년 9~12월 반입비중은 3%P 줄었고 가격은 6% 상승한 반면 1~4월 

반입비중은 9%P 증가하였고 가격은 4% 하락하였다. 

◦ 특히 최근 3개년은 부유가 11월에 집중되면서 가격도 6% 하락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연중 가격 안정을 위해서 출하시기 분산

이 요구된다.

◦ 단감의 상품대비 특품 가격차이는 과거 3개년 1.3배에서 최근 3개년 1.2배

로 줄었고, 상품과 중·하품의 가격차이도 좁혀졌다. 이는 등급간 품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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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비 ) (가격)

  주: 반입량 및 가격은 가락동 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그림 25-11.  단감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 및 실질가격 동향

연산 등 가격 가격 비율

2003~05

특품

상품

품

하품

29,348

23,085

16,467

9,242

(127.1)

(100.0)

(71.3)

(40.0)

2006~08

특품

상품

품

하품

25,447

20,929

15,488

10.024

(121.6)

(100.0)

(74.0)

(47.9)

  주: 1) 부유 10kg(10~3월) 평균 가격임.
2) 가격 비율은 상품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가격 비율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표 25-29.  단감 등급별 가격 비교
단위: 원, %

4.3. 수급 전망

◦ 2009년 단감 생산량은 21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2% 감소한 것으로 추정

된다. 2009년 단감 출하량은 12월까지 전년보다 1% 증가하였다. 올해 1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8%, 2월 이후는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이후 

가격은 출하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좋아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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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단감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종별로 

부유 1%, 차랑 5%, 서촌조생이 4% 감소하고 기타 품종은 1% 증가할 

전망이다.

◦ 2010년 생산량은 평년수준의 단수를 가정할 경우 작년보다 6% 감소한 

19만 8천 톤으로 전망되며, 농업생산액은 작년보다 1% 감소하고 농업

소득은 5% 증가할 전망이다.

◦ 중장기적으로 재배면적은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2009년 대비 8% 

감소한 1만 3,588ha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은 재배기술 향상에 따른 단수 

증가로 20만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
출하량

계 12월 이 1월 2월 이후

2008년산 216.0 198.7 141.0 27.6 30.2

2009년산 211.5 196.7 142.9 25.4 28.4

증감률 -2.1 -1.0 1.4 -8.0 -6.0

  주: 출하량은 생산량에서 비상품을 제외한 2010년 1월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08년 생산량).

표 25-30.  단감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단
2009

(추정치)

망

2010 2015 2020

생산

재배면

성목면

생산량

천 ha

천 ha

천 톤

14.8

13.0

211

14.7

12.9

198

14.0

12.4

197

13.6

12.0

197

소비 1인당 소비량 kg 4.1 3.9 3.8 3.7

주: 1) 2011년부터 한·미 FTA, 한·EU FTA가 이행되는 것으로 가정함.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3) 통계청(’09년 재배, 성목면적). ’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표 25-31.  단감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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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  도

5.1. 국제 수급 및 교역 여건 

◦ 세계 포도 재배면적은 2008년 741만 ha로 2003년보다 1% 감소했지만 

중국과 칠레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 중국과 

칠레의 재배면적은 2003년 대비 각각 3%, 6% 증가하였다. 세계 포도 

생산량은 2008년 6,771만 톤으로 2003년 대비 6% 증가하였다. 주요 

생산국은 이탈리아, 미국, 중국, 칠레, 프랑스 등이다.  

1998 2000 2002 2003 2005 2007 2008
증감률

(’08/’03)

세계

재배면 7,215 7,341 7,439 7,498 7,345 7,350 7,408 -1.2

생산량 57,033 64,790 61,884 63,784 67,195 65,971 67,709 6.2

교역량 2,179 2,612 2,582 2,804 3,224 3,546 - 37.3

이탈

리아

재배면 874 873 836 836 755 756 770 -7.8

생산량 9,257 8,870 7,394 7,483 8,554 7,393 7,793 4.1

수출량 539 625 481 513 495 447 - -7.1

수입량 8 14 14 17 20 24 - 71.4

미국

재배면 346 383 384 385 378 379 379 -1.4

생산량 5,280 6,974 6,658 5,887 7,088 6,384 6,745 14.6

수출량 249 346 371 366 446 387 - 4.3

수입량 406 470 445 482 539 514 - 15.5

칠

재배면 134 157 170 172 178 182 182 5.8

생산량 1,642 1,900 1,750 1,985 2,250 2,350 2,350 18.4

수출량 559 676 655 888 738 1,553 - 137.1

수입량 0 0 0 0 - 0 - 　

국

재배면 181 286 395 424 411 442 438 3.3

생산량 2,432 3,373 4,564 5,268 5,866 6,787 7,285 38.3

수출량 0 1 6 14 21 56 - 833.3

수입량 16 74 75 71 91 67 - -10.7

  주: 교역량(수출량, 수입량) 증감률은 ’07/’02임.
자료: FAO.

표 25-32.  세계 포도 수급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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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포도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은 2002년 대비 37% 증가한 

355만 톤이었다. 신선 포도 주요 수출국은 칠레, 이탈리아, 미국 등이다. 

2007년 칠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35%로 수출량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한·칠레 FTA 타결에 따라 칠레산 포도의 계절관세율(12~익년 4월)은 

2010년 현재 16.6%이다. 미국산 포도의 관세율은 45%로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이행 후 17년 동안 점차적으로 철폐하기로 되어 있다.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포도 생산량이 많은 국가는 이탈리아와 

미국이며, 식물검역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남아공 5단계, 페루 4단계이다. 

한·EU FTA 타결로 유럽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신선 포도의 경우 계절

관세로 현행 관세 45%가 유지되므로 국내 포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5.2. 국내 수급

5.2.1. 생산 

◦ 2009년 포도 수확기 기상호조로 생산량은 전년보다 1% 증가한 33만 8천 

톤으로 추정된다. 2009년 포도 재배면적은 1만 7,996ha로 2004년 대비 

21%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가 고령화로 인한 폐원, 과원정비지원사업 및 

타 품목으로 전환 때문이다.

◦ 노지재배는 전년보다 3% 감소한 1만 5,757ha로 2000년 이후 연평균 6% 

감소한 반면, 시설재배는 연평균 8% 증가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상

변화에 대응이 용이하고 수확기 가격변동성이 작은 무가온 시설재배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09년 품종별 재배면적은 캠벨얼리와 세리단이 2007년 대비 각각 7%, 

10% 줄었으나 거봉과 델라웨어는 각각 6%, 5%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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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작물통계｣, 각 연도.

그림 25-12.  포도 재배면적과 생산량(3개년 이동평균)

1998 2004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09/’04)

노지 29.0 21.1 17.4 17.0 16.2 15.8 -25.4

시설 0.8 1.8 1.8 1.8 2.0 2.2 25.7

체 29.9 22.9 19.2 18.8 18.2 18.0 -21.4

자료: 통계청.

표 25-33.  포도 재배유형별 재배면적
단위: 천 ha, %

연도 캠벨얼리 거 MBA 세리단 델라웨어 기타 체

2002
18,884

(66.8)

4,089

(14.5)

599

(2.1)

3,338

(11.8)

97

(0.3)

1,283

(4.5)

28,290

(100.0)

2007
13,491

(71.6)

2,557

(13.6)

1,364

(7.2)

524

(2.8)

115

(0.6)

792

(4.2)

18,843

(100.0)

2009
12,618

(70.1)

2,710

(15.1)

1,315

(7.3)

473

(2.6)

120

(0.7)

760

(4.2)

17,996

(100.0)

증감률

(’09/’07)
-6.5 6.0 -3.6 -9.7 4.5 -4.0 -4.5

  주: 괄호는 전체재배면적 중 해당 품종의 비중임. 2009년 품종별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과수실태조사｣, 2002, 2007, 통계청(’09년 전체 재배면적).

표 25-34.  포도 품종별 재배면적
단위: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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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수요 

◦ 포도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8년 연간 소비량은 6.9kg으로 2003년 대비 15% 감소하였다. 

◦ 2009년 7~8월 소비자조사 결과, 포도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 51%, ‘다소 

줄었다’가 32%로 조사되었다. 소비를 줄인 이유는 ‘대체과일이 많아서’ 

35%, ‘가격이 비싸서’ 3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포도 가격이 비싼 

경우 대체과일로 복숭아 23%, 사과 18%, 수박 14%, 토마토(방울토마토 

포함) 11% 순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9년 10월 표본농가조사 결과, 포도주 가공 경험이 있는 농가는 28%

이고 가공의향이 있는 농가는 12%로 나타났다. 가공의향이 있는 이유는 

‘공급과잉을 해소’ 32%, ‘국내가격이 낮거나 불안해서’ 23% 순으로 조사

되었다.

    

◦ 2008년 포도 가공량은 5천 톤으로 생산량의 1.5% 수준이고, 유형별로는 

술 가공비중이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술 가공비중은 전체 

가공량의 9%였으나 2008년 17%로 증가하였다.  

  주: 소비자가격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통계청.

그림 25-13.  포도 1인당 소비량과 소비자가격지수(3개년 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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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수출량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 미국이 52%를 차지하

지만 2000년 이후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다. 2008년 포도 수입량은 2003년 대비 3배 증가한 3만 2천 톤이며, 

주요 수입국은 칠레로 2008년 총 수입량의 91%를 차지한다.

국가
2002 2004 2006 2008

2009

(1~11월)

액 량 액 량 액 량 액 량 액 량

미국 6 3 0 0 496 121 867 228 1,020 310

싱가포르 - - 21 8 103 27 248 67 374 85

홍콩 7 2 68 23 156 38 110 34 245 89

말 이시아 21 11 36 15 47 13 64 17 132 38

인도네시아 38 18 55 20 107 33 123 44 131 37

체 233 79 211 74 954 243 1,588 430 1,991 590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25-35.  국가별 포도 수출액 및 물량

단위: 천 달러, 톤

국가
2002 2004 2006 2008

2009

(1~11월)

액 량 액 량 액 량 액 량 액 량

칠 8,673 5,511 13,133 8,317 27,835 15,221 64,185 29,452 51,565 26,090

미국 1,771 1,052 3,787 1,654 4,765 2,070 7,222 3,031 4,909 2,097

체 10,443 6,563 16,921 9,970 32,600 17,291 71,407 32,483 56,474 28,188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25-36.  국가별 포도 수입액 및 물량
단위: 천 달러, 톤

5.2.3. 출하 및 가격

◦ 2009년산 포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1% 증가하였고 대체과일 출하량도 많아 

추석 성수기를 제외하면 2009년 포도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였다. 당도는 

캠벨얼리와 거봉이 전년보다 각각 0.1°Bx, 0.4°Bx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포도의 품종별 가격은 2001년까지 MBA가 거봉과 캠벨얼리보다 높았으나 

2002년 이후 거봉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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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산 포도 저장량은 전년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산 저장포도 가격이 좋아 포도 농가들이 저장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 포도의 등급별 가격차이는 좁아지는 추세이다. 캠벨얼리 상품 대비 특품 

가격은 2003~05년 1.5배에서 2006~08년 1.4배로 줄었고 거봉은 2003~05년 

1.2배에서 2006~08년 1.1배로 가격차이가 다소 줄었다. 노지포도의 경우 

비가림 등 재배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당도가 좋아져 등급간 가격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파악된다. 

  주: 품종별 포도 가격은 가락동 도매시장 연별 품종별 총거래금액을 반입량으로 나눈 가격임. 
생산자물가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그림 25-14.  포도 품종별 도매가격

등
캠벨얼리(5kg) 거 (2kg)

가격 가격비율 가격 가격비율

2003~05

특품 31,436 147.0 12,849 115.8

상품 21,384 100.0 11,100 100.0

품 14,335 67.0 8,554 77.1

하품 8,326 38.9 5,899 53.1

2006~08

특품 27,174 136.0 12,590 107.3

상품 19,987 100.0 11,731 100.0

품 15,071 75.4 8,804 75.0

하품 10,151 50.8 6,745 57.5

  주: 가격비율은 상품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가격 비율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표 25-37.  포도 등급별 가격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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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급 전망

◦ 2010년 포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0.4% 감소한 1만 7,916ha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지재배는 전년보다 1% 감소한 1만 5,646ha이고 시설재배는 

1% 증가한 2,270ha로 전망된다. 

◦ 지역별 재배면적은 충청지역이 작년보다 2% 감소하나 호남지역은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종별로는 캠벨얼리와 세리단이 각각 작년보다 

1%, 5% 감소하나 거봉과 델라웨어는 각각 1%, 4% 증가할 전망이다.

◦ 중장기 수급전망 결과, 2015년 포도 재배면적은 2009년 대비 4% 감소한 

17,270ha, 2020년은 17,230ha으로 예상된다. FTA 폐원지원사업이 종료되고 

올해부터 신규식재가 가능하여 면적 감소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 2020년 포도 생산량은 면적은 감소하나 단수가 증가하여 2009년과 비슷한 

33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2020년 포도 수입량은 2010년 대비 약 8% 

증가하며, 칠레산 포도 수입은 6%, 미국산은 21% 증가할 전망이다.

단
2009

(추정치)

  망

2010 2015 2020

생산

재배면 천 ha 18.0 17.9 17.3 17.2

성목면 천 ha 15.1 15.1 14.4 14.4

생산량 천 톤 339 340 331 335

수입

총수입 천 톤 28.8 32.2 42.3 45.5

칠 산 천 톤 26.1 28.4 37.1 39.2

미국산 천 톤 2.7 3.8 5.2 6.3

소비 1인당 소비량 kg 7.5 7.6 7.6 7.7

주: 1) 2011년부터 한·미 FTA, 한·EU FTA가 이행되는 것으로 가정함.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3) 통계청(’09년 재배, 성목면적).’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표 25-38.  포도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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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숭아

6.1. 국제 수급 및 교역 여건

◦ 세계 복숭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03년 대비 각각 14%, 21% 증가하였다. 주요 생산국인 미국,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이 생산량과 수출량의 69%를 차지한다.

◦ 미국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수출량도 

2002년 대비 11% 감소하였다. 반면 중국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수출량은 

각각 28%, 35%, 94%로 크게 증가하였다.

◦ 복숭아 국내 수입관세율은 45%이고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제한되어 생과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에서 수입금지 해제요청이 

접수되어 미국과 뉴질랜드 4단계, 호주는 1단계가 진행 중이다.  

1998 2000 2002 2003 2005 2007 2008
증감률

(’08/’03)

세계

재배면 1,223 1,261 1,338 1,414 1,465 1,467 1,609 13.8

생산량 11,446 13,355 14,810 14,836 17,637 17,711 18,000 21.3

교역량 869 1,138 1,280 1,190 1,413 1,439 - 12.4

국

재배면 440 467 550 610 680 700 783 28.3

생산량 3,237 3,852 5,260 6,179 7,650 8,028 8,329 34.8

수출량 4 2 12 19 17 24 - 94.3

수입량 23 45 48 39 39 33 - -31.3

미국

재배면 79 77 74 74 72 64 63 -14.1

생산량 1,292 1,412 1,422 1,341 1,301 1,279 1,303 -2.9

수출량 84 120 131 130 117 117 - -10.7

수입량 35 44 58 65 72 60 - 4.3

  주: 교역량(수출량, 수입량) 증감률은 ’07/’02임.
자료: FAO.

표 25-39.  복숭아 수급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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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내 수급

6.2.1. 생산

자료: 통계청.

그림 25-15.  복숭아 재배면적과 생산량(3개년 이동평균)

◦ 복숭아 재배면적은 2003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04년부터 폐원지원사업 

및 도시개발로 인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폐원지원대상과원의 식재제한연

도 종료, 기존 농가의 재배면적 확대와 신규농가 증가에 따라 2008년부

터 조생종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 2009년 성목면적은 전년과 비슷하나 단수가 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생산량은 전년보다 7% 많은 20만 1천 톤으로 추정된다.

단 1999 2002 2004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09/’04)

재배면 천 ha 12.9 15.6 15.6 13.4 13.2 12.6 13.0 -16.7

성목면 천 ha 7.2 8.1 9.9 9.6 9.4 8.8 8.8 -11.1

성목비율 % 55.9 56.9 63.3 72.1 71.1 69.8 68.0 4.7%P

성목단수 kg/10a 2,172 2,112 2,034 2,009 1,968 2,143 2,285 12.3

생산량 천 톤 158 188 201 194 185 189 201 0.0

  주: ’09년 생산량과 단수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표 25-40.  복숭아 생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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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생종 생종 만생종 체

2008년
1,744 4,928 5,966 12,638

13.8 39.0 47.2 100.0

2009년
1,935 5,192 5,840 12,967

14.9 40.0 45.1 100.0

2010년
2,040 5,251 5,822 13,113

15.6 40.0 44.4 100.0

증감률(’09/’08) 1.0 1.8 -1.3 0.2

  주: 괄호는 해당품종의 비중임. 품종별, ’10년 전체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표 25-41.  복숭아 작형별 재배면적 동향

단위: ha, %

6.2.2. 수요

◦ 복숭아 1인당 소비량은 2005년 4.6kg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07년 3.8kg, 2008년은 3.9kg이다. 이는 당도가 높은 

신품종이 개발되고 품종구성이 다양화되는 등 품질이 개선되어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소비자의 7~8월 소비자조사 결과, 7월 복숭아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 

49%, ‘줄었다’ 34%, 8월은 ‘전년과 비슷’ 41%, ‘늘었다’ 40%로 조사되었다. 

7월에 소비량을 줄인 이유는 ‘맛이 없어서’ 31%, ‘가격이 비싸서’ 27% 

순으로 나타났다. 8월에 소비량을 늘린 이유는 ‘맛이 좋아서’ 52%, ‘제철

과일이므로’ 21%로 나타났다. 

◦ 소비자는 복숭아 가격이 높을 경우 7월은 참외, 토마토, 자두, 포도 순으로, 

8월은 포도, 사과, 참외, 수박 순으로 소비를 대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복숭아의 최근 5개년 연평균 가공량은 8천 톤으로 생산량의 4%이다. 신선 

복숭아 수출은 2002년 대만에 110톤을 수출한 이후 최근 3년간은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등에 10톤 내외로 수출이 급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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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비자가격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통계청.

그림 25-16.  복숭아 1인당 소비량과 소비자가격지수(3개년 이동평균)

6.2.3. 출하 및 가격

◦ 2009년 복숭아 가격은 긴 장마로 인해 당도가 낮았고 생산량 증가로 

출하량이 많아 가격은 전년보다 약세를 보였다. 

◦ 복숭아 등급간 가격차이는 2004~06년에 비해 2007~09년에 더 작아졌다. 

특히 유모계 가격차이가 천도계에 비해 적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유모계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구분 2004~06 2007~09

상품 100.0 100.0

품
유모계 65.5 72.3

천도계 65.1 67.8

하품
유모계 35.0 45.3

천도계 31.7 39.4

  주: 1) 복숭아의 가격비율은 6~10월 상품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가격 비율임.
2) 유모계 가격기준은 상품 4.5kg 창방, 미백, 유명, 백도, 사자, 황도의 평균임. 
3) 천도계 가격기준은 상품 15kg 수봉, 암킹, 천홍, 환타지아, 선프레, 레드골드의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표 25-42.  복숭아 등급별 가격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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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수급 전망

◦ 2010년 복숭아 재배면적과 성목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1% 증가한 1만 

3,113ha, 8,902ha으로 전망된다. 

◦ 숙기별로 유모계 조·중생종은 2009년보다 각각 6%, 2%, 천도계 조생종은 

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만생종은 노동력 분산과 장마철 

이전 출하량 비중 증대를 위해 조생종으로 품종을 갱신하여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장기 수급전망 결과, 재배면적은 연평균 1.4% 증가하여 2015년 1만 

4,500ha, 2020년 1만 5,100ha으로 예상된다. 성목면적도 연평균 1.6% 증가

하여 2015년 9,800ha, 2020년은 1만 500ha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은 성목

면적과 단수의 증가로 2015년은 21만 6천 톤, 2020년에는 23만 6천 톤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경우 현재 수입위험평가가 4단계 진행 중이나 유럽국가 중에는 

수입요청을 한 국가가 없어 한·미 FTA와 한·EU FTA가 이행되더라도  

수입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복숭아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숙기별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여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생산

재배면 천 ha 13.0 13.1 14.5 15.1

성목면 천 ha 8.8 8.9 9.8 10.5

생산량 천 톤 201 191 216 236

소비 1인당소비량 kg 4.1 3.9 4.4 4.8

주: 1) 2011년부터 한·미 FTA, 한·EU FTA가 이행되는 것으로 가정함.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3) 통계청(’09년 재배, 성목면적).’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표 25-43.  복숭아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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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그림 25-17.  농가의 수출경험과 의향

7   과일 수출 의향 및 수출 현황

7.1. 농가 수출 의향 조사

◦ 사과 표본농가 195호, 배 표본농가 

182호, 단감 표본농가 256호를 

대상으로 수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수출 의향이 있는 농가는 사과 

49%, 배 52%, 단감 37%로 나타났다.

◦ 국내가격이 높은 사과보다 배의 

수출 의향이 높다. 대체로 과일은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하여 수출 의향이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 수출경험 유무를 떠나 사과, 배, 단감의 수출 의향이 있는 이유는 ‘생산 

과잉으로 국내가격 하락 우려’와 ‘수출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이 가장 

많았다. 또한 단감의 경우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을 통해 비교적 가격

이 낮은 소과를 처리하기 때문에 수출 의향이 있거나 수출경험이 없는 

농가는 수출가격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 수출 의향이 없는 이유는 ‘봉지씌우기 등 노동력 부담’, ‘수출이 까다롭다’, 

‘규모가 작아 수출물량이 적다’가 많았다.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다’는 수출경험이 있는 농가보다 수출경험이 없는 농가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 사과는 ‘지역적으로 일교차가 적어 품질이 떨어져’, 

‘노목이라서’, ‘생각해보지 않음’ 등이고, 배는 ‘폐원’, ‘수출경험 부족’, 

‘대과가 많아서’ 등이다. 반면, 단감은 ‘폐원’, ‘대과가 많아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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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과 배 단감

수출경험 

있는 농가

수출경험 

없는 농가

수출경험 

있는 농가

수출경험 

없는 농가

수출경험 

있는 농가

수출경험 

없는 농가

생산과잉으로 국내가격 하락 우려 56.7 58.3 32.1 38.1 62.5 48.4

수출가격이 안정 이기 때문에 11.3 22.9 34.6 33.3 21.9 42.0

매에 덜 신경 쓸 수 있어서 7.5 2.1 8.6 9.5 12.5 6.5

지자체 수출의지가 강해서 11.3 6.3 11.1 4.8 - -

기타 13.2 10.4 13.6 14.3 3.1 3.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표 25-44.  농가의 수출 의향 이유
단위: %

내용

사과 배 단감

수출경험 

있는 농가

수출경험 

없는 농가

수출경험 

있는 농가

수출경험 

없는 농가

수출경험 

있는 농가

수출경험 

없는 농가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아서 9.1 15.2 19.0 20.7 26.8 9.2

수출이 까다로워 21.2 13.6 38.1 20.7 26.8 27.5

노동력이 부담되어 54.6 30.3 4.8 20.7 - -

규모가 작아 수출물량이 어 12.1 24.2 7.1 22.4 19.5 32.5

기타 3.0 16.7 31.0 15.5 26.9 30.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표 25-45.  농가의 수출 의향 없는 이유
단위: % 

7.2. 수출시장 현황

7.2.1. 과일 수출 동향 

◦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액 중 약 6%를 차지하는 과일류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최근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으로 확대되면

서 2007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온대과일의 수요

가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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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 2006 2007 2008

농산물 1,789 1,899 2,008 2,222 2,621

과일류 85.7 120.9 98.4 144.9 154.9

비 4.8 6.4 4.9 6.5 5.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09｣.

표 25-46.  농산물 수출액 추이와 과일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국가 2001 2003 2005 2008

사과

만 11.5 94.8 96.0 90.1

인도네시아 10.2 2.3 - 2.7

싱가포르 5.4 0.2 - 1.1

말 이시아 3.7 0.5 - 0.1

배

미국 55.1 34.5 37.3 39.1

만 0.4 47.4 55.7 52.2

인도네시아 6.9 6.6 1.8 2.4

싱가포르 4.0 0.8 - 1.4

단감

미국 - 0.6 5.1 4.0

싱가포르 19.7 17.0 6.9 12.6

말 이시아 44.8 48.2 49.0 59.3

포도

미국 - - 50.2 53.0

인도네시아 21.6 9.1 11.2 10.2

싱가포르 - - 0.3 1.7

말 이시아 12.9 4.5 - 4.0

감귤

캐나다 1.7 60.9 45.2 18.4

싱가포르 - - 0.3 1.8

러시아 10.2 28.0 8.1 70.6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25-47.  주요 수출국 수출량 비중
단위: %

7.2.2. 대만 시장 

◦ 대만의 연간 사과 소비량은 약 12~14만 톤 수준이나 소비량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겨울에는 한국, 미국, 일본, 여름에는 뉴질랜드, 

칠레 등에서 수입하며 2008년 기준 국가별 수입비중은 미국산 35%, 

칠레산 27%, 일본산 18%, 한국산 3%이다. 

◦ 사과 수입시기가 달라 국가별 가격 비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한국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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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칠레, 뉴질랜드산보다 높지만 일본산보다 낮다. 반면 한국산은 일본

산보다 색택, 모양이 좋지 않아 품질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 대만에서 일본산은 고급, 미국산은 저가라는 인식이 있다. 일본산은 색택, 

모양, 크기 3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1등급, 2가지만 충족되면 2등급 등으로 

분류하여 가격차이를 두고 있으나 한국산은 등급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등급화를 더욱 철저히 하여 가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 일본산은 품질이 균일하나 한국산은 품질 차이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균일한 

품질로 신뢰를 쌓아야 하며 포장 고급화를 통해 저가와 차별이 필요하다.

◦ 사과 수출의 90%가 대만에 집중되어 대만의 사과 수요가 감소하면 수출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수출을 통한 국내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온대

과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로 시장다변화가 

필요하다. 

◦ 대만의 배 생산량은 연간 약 20만 톤으로 자국 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배를 쿼터제(연간 9,900톤)로 수입하고 있다. 2008년 배 수입량은 

9,693톤으로 한국산 93%, 일본산 6%, 칠레산 1%이다. 대만 자국산이 5~8월, 

수입량은 8월~익년 4월에 소비된다. 

구분 2006 2007 2008 ’08년 비

사과

수입량 117,686 121,748 132,150 100.0

일본 17,823 24,034 23,153 17.5

미국 42,355 43,140 46,710 35.4

칠 40,299 33,429 35,288 26.7

한국 1,017 1,249 3,348 2.5

배

수입량 10,333 9,991 9,693 100.0

한국 9,752 9,117 9,052 93.4

일본 465 819 570 5.9

칠 116 55 71 0.7

자료: Global Trade Atlas.

표 25-48.  대만의 과일 수입국 현황 
단위: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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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은 중대과 위주의 한국산 배를 주로 수입하며 한국산은 당도 등 품질

이 좋아 대만 배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일본산은 소량 수입되며 

고가(한국산의 1.5배)로 판매되는 차별화 상품이다.

7.2.3. 미국 시장

◦ 미국의 2007년 배 수입량은 10만 8천 톤이고 아르헨티나산 54%, 칠레산 

29%, 한국산 12%이다. 2003~05년 수출단가는 한국산 0.4달러/kg, 아르헨

티나산 1.0달러/kg, 칠레산 1.2달러/kg로 한국산은 가격경쟁력이 있다.

◦ 한국산 배는 교민이 주로 이용하는 동양계 소매점에서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형마켓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소과

위주의 물량 확보가 필요한데 중소과는 한국에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고품질 배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전업농 육성이 필요하다.

◦ 일본산 배는 20세기 품종이 수입되는데, 이 품종은 우리나라 황금배와 

비슷하나 크기·모양 등 과형이 훨씬 좋다. 미국에서 일본산 배는 소량으로 

고가(한국산 배의 2배)에 팔리고 있다.

◦ 단감은 한국산이 연간 250톤 이상 수출되어 교포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산 단감이 10~11월 말까지 생산되며 캘리포니아산이 

감소하는 11월 말부터 이스라엘산과 한국산이 경쟁한다. 이스라엘과 캘리

포니아산은 씨앗이 없는 것에 비해 한국산은 씨앗이 있어 현지인에게 

기피되고 있다.

◦ 2002년 궤양병 발생으로 대미 수출이 중단되었던 제주산 감귤이 2010년

부터 수출이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 검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수출이 재개된다면 2002년 수출 중단 이전 수준인 연간 1천 2백 톤 이상의 

물량이 수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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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2 2004 2006 2008

배 5,095 6,551 7,158 8,340 9,248

단감 - - 191 221 293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25-49.  대 미국 과일 수출 동향
단위: 톤

7.2.4. 동남아 시장

◦ 한·아세안 FTA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2009년 1월부터 무관세가 

되었고 태국은 국회 비준 후 2010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최근 

한류문화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 동남아시아는 열대과일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사과, 배, 감귤, 단감 등 

온대과일의 수요가 증가하고, 한국산 과실이 수출되는 시기가 열대과일이 

부족한 시기이므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수출시장이다. 특히 

고품질 수출마케팅 전략을 추진한다면 수출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사과) (배)

(단감) (포도)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25-18.  대 동남아시아 과일 수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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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한국산 배는 중소과이며 중국산 배가 훨씬 저렴

하나 ‘안전성’ 문제로 한국산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또한 설 명절에 집중 

소비되는 대만과 달리 연중 소비가 꾸준한 편이다. 따라서 중소과 물량 

확보만 가능하다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단감 수출은 90% 이상이 동남아시아다. 주로 30~40대의 고소득층에서 

소비되며, 국내와는 달리 소과가 선호되고 있다. 단감 수출 경쟁국은 이스

라엘과 중국인데, 이스라엘산은 크기가 한국산에 비해 작고 당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고, 최근 중국산의 시장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품질이 높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 동남아시아 시장은 국내에서 출하되고 남은 소과를 처리하는 잔여시장

이라는 인식이 높다. 그러나 한국산 과일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그에 

따라 수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출시장의 선호도에 부합되는 

고품질 소과 생산 개발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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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 2009년 과채(6개 품목 기준)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2010년 재배면적은 2009년보다 1% 감소한 5만 3,989ha로 예상

되며 향후 감소는 지속되어 2020년은 5만 1,594ha로 전망된다. 

◦ 2010년 품목별 재배면적은 2009년보다 수박 3%, 오이 2% 감소하지만 

참외, 토마토, 호박은 비슷하고 2020년은 참살이 수요 증가로 토마토와 

호박은 2009년보다 9∼10% 증가하지만 오이, 참외, 수박은 6∼17%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과채 생산량은 기상호조로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보다 1% 증가하

였다. 향후 재배면적이 줄지만 시설재배 기술의 발달로 단수가 증가하여 

2010년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하지만 2020년은 2009년보다 1% 적을 것

으로 전망된다.

◦ 과채 표본농가(2,395호)의 향후 경영의향을 조사한 결과, ‘10년 이상 계

속 경영’ 은 참외 85%를 제외하면 50% 내외이며 토마토, 호박, 오이 ‘가

격에 따라 타작목 전환’이 각각 23%, 26%, 19%로 높게 나타났다. 품목

별로 경영의 애로사항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과거에 비해 유가상승으

로 인해 시설자재 ·농약 ·노동비 등 각종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액 중 약 9%를 차지하는 채소류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지만 최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수

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3년 이후 한국 드라마 수출을 계기로 한국 

문화가 전파되고 한식(韓食)을 비롯한 먹을거리 문화도 빠르게 전해지며 

한국산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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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  박

1.1. 수급 동향

1.1.1. 생산 동향

◦ 수박 재배면적은 2001년 이후 연평균 4% 감소하고 있다. 시설면적은 노

동력 부족과 연작장애로 인한 휴경, 대체과일 증가에 따른 소비둔화로 연

평균 2%, 노지면적은 기상에 따른 생산 불안정으로 9% 감소하고 있다.

◦ 2009년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2만 707ha이다. 시설재배는 전년과 비

슷한 1만 7,210ha, 노지재배는 전년보다 1% 감소한 3,497ha이다.

◦ 수박 단수는 2001년 이후 다수확 고품종의 보급과 재배기술 상향평준화

로 연평균 3% 증가하였다. 2009년 단수는 전년보다 4% 증가한 10a에 

4,297㎏로 추정된다.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그림 26-1.  수박 재배면적과 생산량(3개년 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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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그림 26-2.  수박 작형별 재배면적 동향

◦ 수박 생산량은 2001년 이후 단수가 증가하였지만 재배면적이 줄어 연평

균 1% 감소하였다. 2009년은 재배면적이 전년과 비슷하지만 단수가 높

아 전년보다 4% 증가한 89만 톤으로 추정된다.

◦ 시설재배는 영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호박, 토마토, 멜론, 

딸기 등으로 전환하거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2001년 이후 감

소하고 있다. 반면 충청지역은 주 출하기 가격강세와 지자체 시설지원 

사업으로 재배면적이 늘어 2009년은 2006년보다 2% 증가하였다.

◦ 노지재배는 소득 불안정으로 2009년은 2001년과 2006년보다 각각 56%, 

6% 감소하였다. 그러나 영남지역은 출하기 가격상승 기대로 감자, 고추 

등에서 전환되어 재배면적이 2006년보다 10% 증가하였다.

1.1.2. 출하 및 가격 동향

◦ 수박의 서울(가락) 도매시장 월별 반입비중을 과거 3개년(2004∼2006년)

과 최근 3개년(2007∼2009년)으로 비교하면, 4∼6월 반입비중이 감소한 

반면 7∼9월 반입비중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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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비 ) (가격)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
로 디플레이트하였음.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그림 26-3.  수박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 및 실질가격 동향

◦ 영남지역에서 고령화와 품목 전환으로 재배면적이 줄어 4∼6월 반입비

중은 감소한 반면, 7∼9월은 노지수박의 작황호조와 시설 2기작 면적 및 

후작형태의 수박재배가 늘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6월 실질도매가격은 반입비중이 감소하여 1,157원/㎏에서 1,221원/㎏

으로 6% 상승하였고 7∼9월은 반입비중이 증가하여 992원/㎏에서 901원

/㎏으로 9% 하락하였다. 특히, 8월은 저온현상으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

◦ 수박의 최근 3개년 등급별 가격지수는 중품 기준으로 8월이 특품 195, 

하품 55로 등급별 차이가 가장 컸고 5월은 특품 44, 하품 19로 가장 작

았다. 5월을 기점으로 가격 격차가 커져 7월 이후 출하되는 2∼3기작 수

박의 품질별 가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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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축산물 거래연보｣.

그림 26-4.  최근 3개년 수박 등급별 가격지수 추이(중품=100)

1.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수박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이후 연평균 1%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009년은 공급량이 많아 전년보다 4% 증가한 18.3㎏으로 추정된다.

◦ 수박 실질소비자가격은 2005년 이후 연평균 4% 하락하고 있다. 여름철 

수요가 많아 품질 좋은 수박 공급이 수요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대체과

일 출하도 많기 때문이다.

  주: 1) 수박 가격지수는 수박 소비자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2)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통계청(KOSIS).

그림 26-5.  수박 1인당 소비량과 가격동향(3개년 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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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횟수) (소비 체재)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치.

그림 26-6.  수박 구입 횟수와 소비 대체재

단위: %

맛이 

좋아서

제철 

과일

가격 

당

건강에 

좋아서
기타 

37.7 36.8 9.6 9.2 6.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치.

그림 26-7.  수박 소비량 변화와 변화 이유

  

◦ 2009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패널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

과, 수박을 구입하는 횟수는 ‘월 2회’ 36%, ‘월 1회’ 20%, ‘월 4회’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는 수박 가격이 비쌀 경우 참외 30%, 일반토마토 17%, 복숭아 

13%, 포도 12%의 순으로 소비를 대체하였다. 전년보다 참외로 대체하는 

비중이 14%p 줄었지만 일반토마토, 복숭아, 포도 등은 2∼9%p 증가하여 

소비대체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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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수박 소비량은 전년 6월보다 ‘비슷하다’ 52%, ‘늘었다’ 29%로 

조사되었으며 이유는 ‘맛이 좋아서’ 38%, ‘제철과일이므로’ 37%, ‘가격

이 적당해서’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 수급 전망

◦ 2010년 촉성 및 반촉성 수박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된다. 영남과 충청지역 시설재배는 정식기 가격하락과 지역개발로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지역은 2009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재배면적은 촉성․반촉성 정식기 및 2∼3기작 출하기 가격약세로 

2009년보다 3% 감소한 2만 103ha로 전망되며 이후 연평균 1% 감소하여 

2015년 1만 8,357ha, 2020년 1만 7,126ha로 추정된다.

◦ 2010년 수박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어 2009년보다 1% 감소하며 이후 

연평균 2% 감소하여 2015년 80만 톤, 2020년 74만 톤으로 전망된다.

◦ 수박 1인당 소비량은 2010년 17.9kg으로 2009년보다 2% 감소하고 2010

년 이후 연평균 2% 감소하여 2015년 16.2kg, 2020년 15.1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분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재배면 ha 20,707 20,103 18,357 17,126

단    수 ㎏/10a 4,297 4,364 4,361 4,347

생 산 량 천톤 890 877 801 744

1인당 소비량 ㎏ 18.3 17.9 16.2 15.1

주: 1) 2009년은 추정치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6-1.  수박 수급 전망 

 



제

26

장

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 807

2   참  외

2.1. 수급 동향

2.1.1. 생산 동향

◦ 참외 재배면적은 2001년 이후 연평균 3% 감소하고 있다. 불안정한 생산

성으로 노지면적은 연평균 19%, 시설면적은 노동력 부족과 대체과일 증

가에 따른 수요 감소로 2% 감소하고 있다.

◦ 2009년 참외 재배면적은 최근 가격강세로 전년보다 2% 증가한 6,730ha

로 나타났다. 시설참외는 전년보다 3% 증가한 6,602ha, 노지참외는 36% 

감소한 128ha이다.

◦ 참외 단수는 2001년 이후 병해충 방지 및 재배기술의 상향평준화로 연평

균 1% 증가하고 있다. 2009년은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으나 병해충 발생

이 적어 전년보다 1% 증가한 10a에 3,356㎏로 추정된다.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그림 26-8.  참외 재배면적과 생산량(3개년 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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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그림 26-9.  참외 지역별 재배면적 동향

  

◦ 참외 생산량은 2001년 이후 단수가 증가하였지만 재배면적이 줄어 

연평균 2% 감소하였다. 2009년은 전년보다 2% 증가한 22만 6천 톤

으로 추정된다.

◦ 참외 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5개년 가격 강세로 

200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영남지역은 신규 재배가 늘어 2009년은 2006

년보다 1% 증가한 6,322ha이었다. 특히, 대구지역은 2006년보다 2배 증

가한 498ha로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영남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영남지역의 재배

면적 비중은 2001년 83%, 2006년 92%, 2009년 94%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지역은 전체 재배면적의 74%, 87%, 91%를 차지하여 주산지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2. 출하 및 가격 동향

◦ 참외의 서울(가락)도매시장 월별 반입비중은 4∼7월에 집중된다. 최근 3

개년(2007∼2009년)은 과거 3개년(2004∼2006년)에 비해 4∼7월 반입비

중이 증가한 반면 8∼10월 반입비중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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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비 ) (가격)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하였음.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그림 26-10.  참외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 및 실질가격 동향

   

◦ 4∼7월 반입비중이 증가한 것은 조기 출하 시 가격이 높아 정식을 앞당

기는 경향 때문이며 8∼10월은 고품질 생산을 위해 토양관리를 하는 등 

출하를 조기 종료하여 반입비중이 감소하였다. 

◦ 4∼7월 실질도매가격은 반입비중이 증가하였지만 고품질 생산으로 여름

철 참외 수요가 늘어 과거 3개년 1,973원/㎏에서 최근 3개년은 2,133원/

㎏으로 8% 상승하였다. 3월과 8∼10월은 반입비중이 감소하였지만 실질

도매가격은 각각 2%, 1% 하락한 3,266원/㎏, 933원/㎏으로 나타났다.

2.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참외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이후 실질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연평균 3% 

감소하고 있다. 2009년은 공급량이 늘어 전년보다 2% 증가한 4.6㎏으로 

추정된다. 

◦ 2001년 이후 참외 실질소비자가격은 연평균 2% 상승하고 있다. 이는 재

배기술 향상으로 인한 고품질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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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참외 가격지수는 참외 소비자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2)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통계청(KOSIS).

그림 26-11.  참외 1인당 소비량과 가격동향(3개년 이동평균)

단위: %

감소 

이유

체 

과일

가격 

비싸

소득

감소

맛이 

없어
기타 

40.5 26.3 13.1 10.0 10.1

증가 

이유

맛이 

좋아

제철 

과일

가격 

당

건강 

좋아
기타

47.4 28.1 16.6 4.6 3.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치.

그림 26-12.  참외 작년대비 소비량 변화와 변화 이유

◦ 소비자의 참외 소비량은 전년보다 4월은 ‘비슷하다’ 50%, ‘줄었다’ 35%, 

6월은 ‘비슷하다’ 56%, ‘늘었다’ 27%로 조사되었다. 참외 소비는 4월보

다 6월 소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늘어난 이유는 ‘맛이 좋아서’ 

가 47%로 소비자는 고품질 참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경북 성주의 재배면적과 시장 동향

◦ 참외 최대 주산지인 경북 성주의 재배면적은 신규 재배와 규모 확대로 

2001년 이후 연평균 2% 증가하고 있다. 2009년은 전국 재배면적의 58%인 

3,872ha로 전년보다 52ha 증가하였지만 농가는 2% 감소한 4,913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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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의 생산량은 2001년 이후 연평균 3% 증가하고 있다. 2009년은 전년

보다 1% 많은 14만 4천 톤으로 추정되며 전국 생산량 기준으로 성주의 

비중은 2001년 42%에서 2009년 64%로 증가하였다.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성주군청.

그림 26-13.  경북 성주의 참외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반입량) (가격)

자료: 성주군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그림 26-14.  주산지(성주)와 서울(가락)의 반입량 및 가격 비교

◦ 경북 성주의 3∼8월 반입량은 서울(가락)도매시장보다 과거 2개년(2005~2006년) 

2.0배, 최근 3개년(2007∼2009년) 2.8배 많았고 평균가격은 산지가격이 각각 

1.8배,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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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외 실질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의 경우 과거 2개년과 최근 3개년 

변화 추이가 비슷하나 경북 성주의 경우 과거 2개년은 3∼4월 가격이 높

게 유지된 반면 최근 3개년은 3월 가격이 가장 높았다. 과거 2개년 4월 

가격이 높았던 것은 저온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고 대체과일인 수

박의 공급량도 적었기 때문이다.

2.3. 수급 전망

◦ 2010년 참외 재배면적은 2009년과 비슷한 6,713ha으로 전망된다. 경북 

성주는 가격강세로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1% 증가하지만 다른 지역은 면

적을 줄이거나 고추, 포도, 수박 등으로 전환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0년 이후 재배면적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연평균 1% 감소하여 

2015년 6,461ha, 2020년 6,201ha로 전망된다. 2010년 참외 생산량은  

2009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감소하여 2015년 22만 톤, 2020

년 2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외 1인당 소비량은 2010년 4.6kg으로 2009년과 비슷하고 2010년 이후 

연평균 1% 감소하여 2015년 4.4kg, 2020년 4.3kg으로 전망된다.

구 분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재배면 ha 6,730 6,713 6,461 6,201

단    수 ㎏/10a 3,356 3,361 3,386 3,411

생 산 량 천톤 226 226 219 212

1인당 소비량 ㎏ 4.6 4.6 4.4 4.3

주: 1) 2009년은 추정치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6-2.  참외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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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마토

3.1. 수급 동향

3.1.1. 생산 동향

◦ 토마토 재배면적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4% 증가하였다. 그

러나 2008년은 전년 가격하락으로 작목을 전환하거나 2기작 면적이 줄어 

2007년보다 16% 감소한 6,144ha이었고 2009년은 전년보다 약 1% 증가

한 6,188ha로 나타났다.

◦ 토마토 단수는 기술의 꾸준한 향상으로 2003년 이후 연평균 6% 증가하

고 있다. 2009년은 작황호조로 전년보다 2% 증가한 10a에 6,765kg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량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8% 상승하였으나 2008년은 

재배면적이 줄어 감소하였다. 2009년 생산량은 기상양호로 단수가 전년

보다 높아 3% 증가한 42만 톤으로 추정된다.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작물통계｣, 각 연도.

그림 26-15.  토마토 재배면적과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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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그림 26-16.  토마토 지역별 재배면적 동향

◦ 토마토 지역별 2009년 재배면적은 호남, 영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2006년보

다 증가하였다. 경기, 강원지역은 지자체 시설지원으로 신규 시설면적이 늘

어 2006년보다 12% 증가하였다. 충청지역은 촉성작형 가격 상승으로 정식

을 앞당기거나 재배규모를 확대해 2006년보다 20% 증가한 1,803ha이다.

◦ 반면 호남과 영남지역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도시개발 등으로 

2006년보다 각각 23%, 22% 감소한 1,363ha, 1,623ha로 나타났다.

3.1.2. 출하 및 가격 동향

◦ 최근 3개년(2007~2009년)과 과거 3개년(2004~2006년) 서울(가락)도매시장 

반입량을 비교하면, 일반토마토 3%, 방울토마토 10% 증가하였다. 반면 

실질도매가격은 같은 기간 일반토마토 14%, 방울토마토 5% 하락하였다.

◦ 토마토의 최근 3개년 반입량은 과거 3개년에 비해 7% 많았다. 그러나 

겨울철 반입량(12월~익년 2월)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일반토마토 3%, 방울

토마토 18%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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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비 ) (가격)

  주: 반입량 및 가격(상품)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
=100)로 디플레이트 하였음.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그림 26-17.  일반토마토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 및 실질가격 동향

(반입비 ) (가격)

  주: 반입량 및 가격(상품)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
=100)로 디플레이트 하였음.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그림 26-18.  방울토마토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 및 실질가격 동향

◦ 일반토마토는 최근 3개년 1∼4월 반입비중이 과거 3개년보다 1%p 많았고 

6월은 3%p 적었다. 그러나 10∼11월을 제외하면 반입비중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3개년 실질가격은 작황호조로 인한 공급량 증가로 과거 

3개년보다 19%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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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임.
2) 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하였으며, 상품가격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그림 26-19.  토마토 품종별 반입량 및 실질가격

◦ 방울토마토는 최근 고유가로 인해 한겨울 재배를 피하는 경향으로 최근 

3개년 1∼3월은 과거 3개년보다 반입비중이 1∼3%p 적지만 실질가격이 

12∼29% 하락한 반면 5∼7월은 반입비중이 1∼2%p 많지만 실질가격이 

6∼30%까지 상승했다. 이는 1∼3월 수요는 감소하였지만 5∼7월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일반토마토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2001년 이후 

반입량은 연평균 9% 증가하였으나 2009년은 전년보다 2% 감소하였다. 

실질도매가격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상승하였으나 공급량 증가로 

2004년 이후 연평균 5%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12% 높은 1,682원/kg이다.

◦ 방울토마토의 반입량도 2001년 이후 연평균 6% 증가하였으나 2009년은 

전년보다 14% 감소하였다. 실질도매가격은 2003년까지 상승하였지만 

2004년 이후 연평균 4% 하락하였다. 하지만 2009년은 전년보다 8% 높

은 2,238원/kg이다.

◦ 토마토 표본농가의 주요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계통출하 비중이 90%

이며 직거래의 비중이 전체 농가 중 9%를 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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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출하 직거래

기타농

(작목반)

농

법인

도매

시장

산지

공 장

형

유통업체

통신

매

직

매

국 71.3 4.1 11.9 2.8 4.1 1.0 4.1 0.8

경기․강원 62.0 3.1 22.8 0.0 2.0 0.8 9.1 0.0

충청 70.4 4.7 10.0 4.1 3.7 0.9 4.6 1.5

호남 77.9 4.5 5.8 3.6 6.2 0.4 0.6 0.9

남 74.4 3.6 10.3 3.0 4.1 2.1 2.2 0.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농가 조사치.

표 26-3.  토마토 농가 주요 유통경로 비중
단위: %

3.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토마토는 소비자에게 웰빙식품으로 인식되어 소비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1인당 소비량은 2001년부터 연평균 17% 증가하여 2006년은 11.3kg이었

으나 그 후 감소하여 2009년은 9.2kg으로 추정된다. 

◦ 토마토의 실질소비자가격은 2003년까지 수요가 공급보다 커 상승하였으

나 2005∼2007년은 공급이 수요보다 커지면서 하락하였다. 2008년 이후 

재배면적의 감소로 공급이 줄어 실질가격은 다소 상승하였다.

  주: 1) 토마토 가격지수는 토마토소비자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2)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통계청(KOSIS)

그림 26-20.  토마토 1인당 소비량과 가격동향(3개년 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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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소비자의 토마토 구매행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 동월과 비교한 

소비량은 봄에서 여름, 가을로 갈수록 ‘줄었다’ 고 응답한 비중이 26∼

49%로 높고 ‘구입한 경험이 없다’ 는 비중도 높아졌다. 이 결과 2009년

은 전년보다 토마토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월 1회 월 2회 월 3회 월 4회 주 2회 주 3회
 구입하지 

않음

일반

4월 45.0 16.3 5.4 6.4 0.6 0.2 26.1

6월 39.4 25.0 10.3 7.8 1.3 1.0 15.2

8월 37.9 23.7 8.1 7.2 1.6 0.4 21.0

10월 38.2 14.5 2.0 2.2 1.3 - 41.9

방울

4월 33.5 31.3 10.4 9.6 3.8 0.8 10.8

6월 32.2 29.7 9.5 9.5 2.5 1.3 15.2

8월 44.3 19.9 7.3 5.9 1.4 0.7 20.4

10월 37.2 15.6 2.9 3.2 0.9 0.2 4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치.

표 26-4.  월별 토마토 구입 횟수 가격동향(3개년 이동평균)
단위: %

 4월 6월 8월 10월

늘었다
일반 16.2 23.6 13.2 6.8

방울 15.7 17.0 7.4 6.3

비슷하다
일반 49.1 48.2 51.6 43.8

방울 46.9 51.3 43.8 44.3

었다
일반 34.8 28.2 35.3 49.4

방울 26.4 31.7 48.8 49.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치.

표 26-5.  작년 동월 대비 소비량 변화
단위: %

3.1.4. 수출입 동향

◦ 토마토 수출량은 2009년 약 1,546톤으로 2000년부터 연평균 21% 감소하

였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은 2000년 이후 국내 토마토 가격이 상승하고 

일본의 경기침체와 안전성 관련 검역 강화로 수출이 크게 줄었으나 2009

년은 전년보다 36% 증가한 855톤을 수출하였다.

◦ 토마토 수입은 2001∼2007년 연평균 6%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8년부터 

수입량은 감소하여 2009년 10월 현재 전년에 비해 23% 감소하였다. 토

마토 수입은 대부분 가공품이며 페이스트가 약 6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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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페이스트
식 ․ 산 

조제 이외 기타
소스

페이스트 

이외 기타
첩 기타 합계

2005 27,829 5,689 3,364 1,880  871 219 39,851

2006 29,652 5,767 3,446 1,714 1,010 311 41,899

2007 29,519 6,657 3,548 1,829 1,391 213 43,157

2008 26,023 7,447 4,404 1,808 1,465 159 41,323

2009 19,056 5,939 3,843 1,506 1,285 131 31,760

  주: 2009년은 11월까지의 누계 물량임.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www.kati.net).

표 26-6.  토마토 가공품목별 수입물량 추이
단위: 톤

3.2. 수급 전망

◦ 2010년 토마토 재배면적은 건강식품 인식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2009년

보다 1% 증가한 6,206h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이후 지자체의 시설지원과 수요의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6,454ha, 2020년 6,734h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0년 생산량은 시설보급 및 재배기술 발달로 단수가 증가하여 2009년

보다 1% 증가한 42만 톤이 될 것이며 2015년은 45만 톤, 2020년은 47만 

톤으로 전망된다.

◦ 2010년 1인당 소비량은 9.5kg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연평균 1% 증가하

여 2015년 10.3kg, 2020년 10.8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분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재 배 면 ㏊ 6,188 6,206 6,454 6,734

단      수 ㎏/10a 6,765 6,788 6,896 7,011

총공 량 천톤 483 487 520 551

국내 생산량 천톤 419 421 445 472

수입량 천톤 64 65 75 79

1인당 소비량 ㎏ 9.2 9.5 10.3 10.8

주: 1) 2009년은 추정치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6-7.  토마토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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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딸 기

4.1. 수급 동향

4.1.1. 생산 동향

◦ 딸기 재배면적은 2002년 이후 연평균 3% 감소하였다. 노지면적은 꾸준

한 감소세를 보였고 시설면적은 2000년대 초 상승하였지만 200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

소한 6,324ha이다.

◦ 딸기 단수는 국산 신품종 설향의 보급 확대와 고설재배 등 재배기술의 

발달로 2002년 이후 연평균 2%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단수는 전년보다 

1% 증가한 10a에 3,032kg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딸기 생산량은 2002년을 정점으로 연평균 1%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생산량은 출하면적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1% 적은 19만 2천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작물통계｣, 각 연도.

그림 26-21.  딸기 재배면적과 생산량(3개년 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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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그림 26-22.  딸기 지역별 재배면적 동향

◦ 2009년 재배면적은 충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2006년보다 감소하였다. 영․
호남과 충북지역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휴경하거나 규모를 줄였으

나 충남지역은 신규시설 재배면적 증가로 18% 증가하였다.

◦ 국산품종은 2007년 35%, 2008년 42%, 2009년 56%로 증가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2009년 품종별 비중은 설향이 52%로 가장 많았고 충청과 호

남지역에서 65%이상 재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끼히메 드펄 설향 매향

’07 ’08 ’09 ’07 ’08 ’09 ’07 ’08 ’09 ’07 ’08 ’09

충북 9.2 7.9 11.5 41.9 29.4 9.5 31.7 47.9 68.4 9.4 9.2 5.3

충남 5.8 1.2 0.6 52.0 44.6 28.0 36.7 50.0 67.4 2.3 1.6 1.7

북 6.6 6.3 4.1 34.2 28.6 18.7 45.4 51.3 65.8 12.9 12.8 11.2

남 5.4 4.3 4.6 35.8 31.0 27.3 58.1 64.4 68.1 - - -

경북 11.8 8.4 7.6 80.8 68.9 53.4 5.5 19.1 37.6 1.5 3.3 0.9

경남 63.2 59.6 52.1 13.3 11.3 5.4 13.3 19.6 33.6 4.7 5.1 4.5

국 30.2 26.9 22.5 32.8 29.2 19.5 28.6 36.8 51.8 4.7 4.4 3.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모니터 조사치.

표 26-8.  주요 품종별 정식면적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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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히메에서 설향으로 전환되는 비율보다 반촉성 작형인 레드펄에서 설

향으로 바뀌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레드펄이 주로 출하되는 4∼6월에 출

하량은 감소하나 11∼12월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1.2. 출하 및 가격 동향

◦ 딸기의 서울(가락)도매시장 최근 3개년(2008~2010년산) 월별 반입비중은 

과거 3개년(2004~2006년산)과 비슷한 추세이다. 

◦ 최근 3개년의 11~12월 반입비중이 줄고 3~4월 반입비중이 4%p 증가하

였다. 촉성작형인 설향 비중이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2007~08년 병충해 

피해와 정식 후 작황이 부진하였고 특히 레드펄에서 설향으로 전환한 지

역에서 아직 촉성재배 기술이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딸기의 최근 3개년 실질도매가격은 과거 3개년보다 25% 높았다. 계절별

로 살펴보면 최근 3개년 봄철(3월~5월) 가격은 8% 상승한 반면 겨울철

(11월~2월)은 34% 높았다.

(반입비 ) (가격)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
로 디플레이트 하였음.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그림 26-23.  딸기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 및 실질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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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과 과거 3개년의 월별 반입비중은 비슷하지만 겨울철 실질도

매가격이 봄철에 비해 높은 것은 딸기를 대체할 만한 제철과일이 적고 

품질의 향상으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딸기 표본농가의 주요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계통출하 87%, 직거래 

11%로 나타났다. 계통출하는 주로 농협(작목반)을 통해서 하며 직거래는 

산지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출하 직거래

기타농

(작목반)

농

법인

도매

시장

산지

공 장

형

유통업체
통신 매

직

매

국 39.5 5.4 26.5 15.8 7.1 0.3 3.8 1.6

충북 48.6 19.3 14.3 14.3 0.0 0.0 3.6 0.0

충남 49.2 8.1 21.6 12.9 3.7 0.2 2.4 1.9

북 44.5 3.4 21.4 20.9 6.6 0.0 3.3 0.0

남 3.2 0.0 54.6 35.2 3.1 0.1 3.8 0.0

경북 26.3 7.9 27.7 14.2 15.8 0.6 6.9 0.6

경남 58.5 4.8 14.9 5.6 8.8 0.5 3.6 3.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농가 조사치.

표 26-9.  딸기 농가 주요 유통경로 비중
단위: %

4.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딸기 1인당 소비량은 1990년대 초반 2kg에서 2000년 이후 평균 4kg으로 

증가하여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딸기의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딸기 실질소비자가격은 2007년까지 상승하였지만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는 생산량이 많은 국산품종 설향의 보급으로 공급이 크게 늘어 딸기 

가격이 다소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봄철 과일이었던 딸기는 촉성작형 재배 증가로 조기 출하가 많아져 11~12월 

구입비중이 전년보다 각각 4%p, 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별 

구입비율도 전년에 비해 11~5월 고루 분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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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딸기 가격지수는 딸기 소비자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2)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통계청(KOSIS)

그림 26-24.  딸기 1인당 소비량과 가격동향(3개년 이동평균)

(구입시기) (불만사항)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조사치.

그림 26-25.  딸기 구입시기 및 불만사항

구입 증가이유 구입 감소이유

맛이 좋아서 57.8 가격이 비싸서 61.1

건강에 좋아서 10.9 다른 과일을 구입해서 27.1

제철과일이므로 9.4 맛(품질)이 없어서 4.4

가격이 당해서 6.3 소득이 감소해서 4.4 

기타 15.6 기타 3.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2010년 1월 소비자조사치.

표 26-10.  딸기 구입 증감이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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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딸기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단한 정도이

며 불만사항으로는 잘 물러짐과 안전성 불안으로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

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가 딸기 구입량을 늘인 주된 이유는 

‘맛이 좋아서’ 58%이며 소비를 줄인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 61%로 

나타났다.

4.1.4. 수출입 동향

◦ 우리나라 딸기 수출은 2001년 4,706톤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4년부터 동남아시아로 신선딸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9년 2,152

톤을 수출하였다. 2007년 이전까지 수출은 냉동딸기가 60% 이상이었지  

2009년은 신선딸기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수출) (국가별 수입)

  주: 2009년은 11월까지의 누계 물량임.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www.kati.net).

그림 26-26.  국가별 딸기 수출입 동향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량

냉동 3,230 2,117 1,447 1,017 775 621 526 542 357

신선 1,456 743 261 185 180 417 453 1,052 1,771

체 4,706 2,863 1,740 1,217 957 1,039 986 1,596 2,152

수입량
냉동 1,403 1,909 2,042 3,852 3,953 4,809 6,460 6,116 3,140

체 1,685 2,280 2,710 4,323 4,585 5,580 7,375 7,362 4,186

  주: 2009년은 11월까지의 누계 물량임.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www.kati.net).

표 26-11.  딸기 수출입 동향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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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수입량은 2002년 이후 연평균 22% 증가하였으나 2009년 수입량은 

4,186톤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하였다. 이는 국산 냉동딸기의 출하 증가

로 수입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4.2. 수급 전망

◦ 딸기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은 전년보다 1% 감소한 6,295ha이며 2015년 

6,222ha, 2020년 6,147h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딸기 단수는 국산품종 설향 등 촉성작형으로 전환이 늘고 고설재배 등 

재배기술의 발달로 향후 연평균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딸기 재배면적은 감소하나 단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생산량은 2015년 20만 

톤, 2020년 21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인당 소비량은 

4.0kg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연평균 1% 증가하여 2015년 4.2kg, 2020년 

4.4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분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재 배 면 ㏊ 6,324 6,295 6,222 6,147

단      수 ㎏/10a 3,032 3,063 3,233 3,423

총 공  량 천톤 196 198 209 218

국내생산량 천톤 191 193 201 210

수입량 천톤 4 5 7 8

1인당 소비량 ㎏ 4.0 4.0 4.2 4.4

주: 1) 2009년은 추정치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6-12.  딸기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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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 이

5.1. 수급 동향

5.1.1. 생산 동향

◦ 오이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영향으로 2000년 이

후 연평균 4% 감소하였다. 2009년 재배면적은 농가의 고령화와 난방비 

부담으로 일부 지역에서 복분자, 블루베리, 양상추 등으로 전환해 전년보다 

12% 감소한 4,932ha로 나타났다.

◦ 오이 단수는 2000년대 이후 재배기술 발전으로 연평균 1% 증가하였다. 

2009년 단수는 주산지의 일교차가 크고 흐린 날이 많아 병해충(흰가루병, 

노균병) 발생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였지만 가격이 높아 포장 관리가 양호

하여 전년보다 2% 증가한 10a에 6,949kg으로 추정된다. 

◦ 오이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어 2000년 이후 연평균 3% 감소하였다. 2009년

은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 2008년보다 11% 감소한 34만 톤으로 추정된다.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그림 26-27.  오이 재배면적과 생산량(3개년 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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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 (노지재배)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그림 26-28.  오이 작형별 재배면적 동향

◦ 시설오이 재배면적은 2001년 이후 연평균 4%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호남지역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취청오이가 참다래, 석류, 

쌈채류 등으로 전환되어 2006년보다 9% 감소한 733ha이다. 영남지역은 

올해 백다다기오이 가격이 높아 일부 농가에서 재배규모를 확대하여 

2006년보다 3% 증가한 1,060ha이다. 

◦ 2009년 노지오이 재배면적은 영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006

년보다 감소하였다. 특히 경기지역 노지오이는 지자체의 시설지원 사업

으로 시설재배로 전환하여 2001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5.1.2. 출하 및 가격 동향

◦ 오이의 최근 3개년(2007~2009년) 3~5월 반입비중은 유가상승으로 촉성

작형이 반촉성작형으로 전환하여 과거 3개년(2004~2006년)보다 3%p 증

가한 반면 9~11월 반입비중은 취청오이 재배 농가가 작목을 변경하거나 

휴경하여 과거보다 1%p 감소하였다.

◦ 오이의 2009년 가격은 1,260원/kg으로 2008년 1,096원/kg보다 15% 상승하

였다. 3∼5월 오이 반입비중 증가로 가격은 과거 3개년(2007~2009년) 보다 

7% 하락한 1,180원/kg인 반면 9∼11월은 1% 상승한 1,049원/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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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비 ) (가격)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하였음.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그림 26-29.  오이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 및 실질가격 동향

( 주 도매시장) (부산 도매시장)

자료: 주요도매시장(광주각화, 부산반여)

그림 26-30.  지방 도매시장의 오이 품종별 반입비중

◦ 지방 도매시장의 품종별 오이 반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최근 백다다기오이 

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청오이 재배비중이 높은 

호남지역의 백다다기오이 반입비중은 2006년보다 1~10%p로 증가하였으며 

가시오이 재배비중이 높은 영남지역의 백다다기오이 반입비중은 1~13%p 

증가하였다. 

◦ 반면 영남지역의 가시오이 반입비중은 4월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지방에서 백다다기오이 소비 비중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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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오이 표본농가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농협(작목

반)을 통한 계통 출하가 84%로 가장 많았고 도매시장으로 출하가 11%, 

산지공판장 출하가 3%로 조사되었다.

◦ 강원지역은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96%로 가장 많았으며 영남지역은 

영농법인을 통한 계통출하 비중도 15%로 나타났다. 특히 영·호남지역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떨어져 산지공판장에서의 거래도 각각 6%, 7%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출하 직거래

기타농

(작목반)

농

법인

도매

시장

산지

공 장

형

유통업체

통신

매

직

매

국 83.5 1.3 10.8 2.8 0.2 0.1 0.6 0.6

경기 93.7 0.2 3.0 2.1 0.0 0.0 0.9 0.0

강원 96.2 1.0 1.9 0.0 0.7 0.0 0.1 0.0

충청 77.6 0.9 15.4 4.0 0.1 0.3 0.8 0.9

호남 88.3 0.0 1.2 6.7 0.0 0.0 1.1 2.7

남 75.1 14.8 4.5 5.5 0.0 0.0 0.0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표 26-13.  오이 농가 주요 유통경로 비중
단위: %

5.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오이 1인당 소비량은 2003년 이후 연평균 3% 감소하고 있다.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2008년보다 10% 감소한 7.5kg으로 추정된다. 

◦ 오이 실질소비자가격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실질소비자가격은 상승하고 1인당 소비량은 감소하

는데 이는 수요량 감소율 보다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공급량 감소율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7월 전국 8대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패널(548명)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오이를 매주 구매하는 비중이 31%로 가장 높으며 1회 구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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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5개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구매금액은 평균 1,960원

으로 조사되었다.

◦ 7월 오이 가격이 비쌀 경우 녹광풋고추(39%), 감자(25%), 당근(18%)으로 

대체 소비하며 소비용도는 ‘무침용’ 38%, ‘생으로’ 35%, ‘소박이’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1) 오이 가격지수는 오이 소비자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2)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통계청(KOSIS).

그림 26-31.  오이 1인당 소비량과 가격동향(3개년 이동평균)

(소비 체재) (소비 용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2009년 7월 소비자 조사치.

그림 26-32.  오이 소비대체재와 소비 용도

◦ 서울시내 외식업체별 오이 구매변화를 조사한 결과, 2009년 1/4 분기 오이 

구매량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작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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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특히 월 평균 구입 횟수가 많은 취청오이는 백다다기오이에 

비해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수

백다다기오이 취청오이

월 평균 

구입횟수(회)

작년 비 1/4분기 

구매량 증감률(%)

월 평균

구입횟수(회)

작년 비 1/4분기 

구매량 증감률(%)

고기구이 86 3.0 -8.7 5.0 14.0

양식 62 1.8 0.0 5.4 -2.0

식 58 5.8 -7.8 6.8 -16.1

일식 58 3.4 -17.2 4.5 -28.2

분식 38 2.5 -11.1 5.8 -7.2

탕 문 35 4.3 -12.5 5.0 -22.2

한식 117 3.6 -7.4 4.8 -21.9

단체 식소 12 9.3 0.0 9.0 -44.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서울지역 외식업체 조사치.

표 26-14.  외식업체 오이 품종별 구매변화 (’09/ ’08)

5.1.4. 수출입 동향

◦ 오이 수출량은 2001년 8,264톤을 정점으로 연평균 36%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 수출국은 일본이며 2009년은 전년보다 12% 감소한 152톤을 수

출하였다. 오이 수입량은 2006년 2만 톤 이후 감소하였으며 2009년은 전년

보다 15% 감소한 1만 6,157톤을 수입하였다.

  주: 2009년은 11월까지 누계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 26-33.  국가별 절임오이 수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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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절임오이 수입량은 중국에서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2009년은 중국산 절임 오이의 단가 상승으로 2008년에 비해 7% 감소한 

1만 3,750톤이다. 반면 인도에서 수입은 비중이 적지만 2008년보다 41% 

증가한 559톤이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

출

량

신선 5,805 8,259 3,529 2,255 1,236 918 398 304 108 37

임 0 1 42 51 33 4 3 4 5 57 

기타 1 5 5 14 51 29 38 106 59 58

체 5,807 8,264 3,575 2,320 1,320 951 440 414 172 152

수

입

량

신선 0 0 0 14 0 0 0 5 0 14 

임 2,575 4,095 7,809 8,404 12,551 13,305 15,924 15,626 14,916 13,750

기타 6,614 5,904 6,204 5,679 5,232 4,357 4,120 3,961 3,970 2,392

체 8,739 9,999 14,013 14,096 17,783 17,663 20,044 19,592 18,886 16,157

  주: 2009년은 11월까지 누계물량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표 26-15.  오이 수출입 동향
단위: 톤

5.2. 수급 전망

◦ 2010년 백다다기오이 1~2월 봄철 가격 상승 기대로 촉성작형 정식면적은 

2009년보다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취청오이는 호남지역에

서 양상추, 애호박으로 전환하여 2009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오이 재배면적은 농가의 고령화와 유가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

담으로 2009년보다 2% 감소한 4,852ha으로 예상된다. 이후 오이 재배면

적은 연평균 2% 감소하여 2015년 4,721ha, 2020년 4,643h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오이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지만 단수가 늘어 2009년보다 1% 

감소한 34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2020년 생산량도 각각 3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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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수입량은 2010년 2만 5천 톤에서 2015년 3만 1천 톤, 2020년 3만 4

천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오이 1인당 소비량은 7.4kg로 2009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되나 2015년은 7.4kg, 2020년은 7.5kg로 전망된다.

구 분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재 배 면 ㏊ 4,932 4,852 4,721 4,643

단       수 ㎏/10a 6,949 6,989 7,089 7,289

총 공  량 천톤 365 364 366 372

국내 생산량 천톤 343 339 335 338

수  입  량 천톤 22 25 31 34

1인당 소비량 ㎏ 7.5 7.4 7.4 7.5

 주: 1) 2009년은 추정치임. 수입량은 절임오이를 신선으로 환산한 수치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6-16.  오이 수급 전망

6   호 박

6.1. 수급 동향

6.1.1. 생산 동향

◦ 호박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연평균 2% 증가하였다.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단호박과 둥근애호박 재배가 늘었다. 반면 

시설재배면적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이고 난방비 부담이 덜한 상추, 

딸기 등으로 전환하여 2000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4% 감소하였다. 
 

◦ 하지만 2009년 호박 재배면적은 노지재배면적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시

설재배면적이 늘어 전년보다 3% 증가한 9,795ha이다. 영·호남지역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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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격이 좋아 애호박 재배를 늘리고 강원지역은 지자체 시설지원으로 

노지재배를 하던 일부 농가가 시설재배로 전환하였다.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그림 26-34.  호박 재배면적과 생산량(3개년 이동평균)

(시설재배) (노지재배)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그림 26-35.  호박 작형별 재배면적 동향

◦ 호박 단수는 재배기술 향상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3% 증가하였다. 

2009년 단수는 주산지에서 출하기 흐린 날이 많아 작황은 부진하였지만 

연장재배가 늘어 전년보다 2% 증가한 10a에 3,522kg으로 추정된다. 

◦ 호박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늘고 기술 향상으로 단수도 높아 2000년 이후 

연평균 5% 증가하였다. 2009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5% 증가한 35만 톤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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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시설호박 재배면적은 2006년보다 16% 증가하였다. 충청지역은 

수박, 상추 등으로 전환하여 감소한 반면 경기, 호남, 영남지역은 겨울철 

애호박 가격이 높아 재배를 연장하거나 딸기, 멜론 농가가 애호박으로 

전환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노지재배면적은 단호박, 둥근애호박의 재배증가로 경기, 영남지역

에서 2006년보다 각각 2%, 5% 증가하였다. 

6.1.2. 출하 및 가격 동향

◦ 호박의 2009년 평균가격은 1,102원/kg으로 2008년 1,056원/kg보다 4% 상승

하였다. 최근 3개년(2007~2009년)의 3~8월 반입비중은 과거 3개년(2004~ 

2006년)보다 2~6%p 증가한 반면, 9~11월 반입비중은 1%p 감소하였다.

◦ 3~8월 반입비중은 영남지역의 촉성작형 애호박 재배농가의 연장재배와 

기상여건 양호로 강원지역의 정식시기가 앞당겨져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9~11월은 작년 유가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으로 9~10월 정식면

적이 줄거나 겨울철 재배를 피하여 감소하고 있다.

(반입비 ) (가격)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
로 디플레이트하였음.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그림 26-36.  호박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 및 실질가격 동향

◦ 3~8월 평균가격은 과거 3개년 971원/kg에서 6% 하락한 917원/kg이지만 

9~11월은 과거보다 12% 상승한 1,068원/kg이다.



제

26

장

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 837

◦ 2009년 호박 표본농가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농협(작목

반)을 통한 계통 출하가 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영남지역은 도매시장이나 산지공판장으로 출하하는 비중도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하시기의 안정적인 가격 확보를 위해 서울 도매

시장과 산지시장으로 분산출하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통출하 직거래

기타농

(작목반)

농

법인

도매

시장

산지

공 장

형

유통업체

통신

매

직

매

전국 87.5 1.8 4.4 4.9 0.2 0.1 0.7 0.5

경기 95.4 0.0 0..0 0.0 0.0 0.0 0.0 4.6

강원 93.5 0.0 3.3 3.0 0.0 0.2 0.0 0.0

충청 91.6 5.6 0.7 2.0 0.0 0.0 0.0 0.0

호남 90.4 0.0 2.0 5.0 0.0 0.0 5.0 0.6

남 54.5 0.0 22.0 19.6 1.4 0.0 2.4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표 26-17.  호박 농가 주요 유통경로 비중 
단위: %

6.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호박 1인당 소비량은 2003년 이후 연평균 5%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

인당 소비량은 전년보다 4% 증가한 7.4kg으로 추정된다.

◦ 호박 실질소비자가격은 2000년 이후 1인당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

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호박 소비량 증가율이 공급량 증가율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9년은 전년보다 7% 하락하였다.

◦ 2009년 7월 애호박 소비자 조사 결과, 월 2회 구매 비중이 29%로 가장 

높으며 1회 구입 시 평균 1∼2개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구매

금액은 평균 1,55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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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호박 가격지수는 호박 소비자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2)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통계청(KOSIS).

그림 26-37.  호박 1인당 소비량과 가격동향(3개년 이동평균)

(소비 체재) (소비 용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2009년 7월 소비자 조사치.

그림 26-38.  호박 소비대체재와 소비 용도

◦ 7월 애호박 가격이 비쌀 경우에 소비자는 감자(34%), 오이(30%)를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용도는 ‘찌개용’ 46%, ‘볶음용’ 24%로 

조사되었다. 

◦ 서울시내 외식업체별 호박 구매변화를 조사한 결과, 2009년 1/4 분기 호

박 구매량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작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식, 탕전문 업소에서 쥬키니호박 구매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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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애호박 쥬키니호박

월 평균

구입횟수(회)

작년 비 1/4분기 

구매량 증감률(%)

월 평균

구입횟수(회)

작년 비1/4분기 

구매량 증감률(%)

고기구이 86 5.5 -1.2 4.4 -13.6

양식 62 9.8 -21.1 4.0 -4.3

식 58 5.8 -12.9 4.2 0.0

일식 58 5.2 -20.3 5.5 -1.2

분식 38 5.4 -21.3 2.7 -10.4

탕 문 35 4.2 -11.6 1.5 -33.3

한식 117 5.0 28.9 4.3 -42.9

단체 식소 12 4.5 4.2 11.1 -32.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서울지역 외식업체 조사치. 

표 26-18.  외식업체 호박 품종별 구매변화 (’09/’08)

6.1.4. 단호박 소비자 구매행태

◦ 2009년 10월 소비자 5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선단호박은 소비

자의 80%, 단호박 가공품은 70%가 구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호박 구입 이유는 ‘건강에 좋아서’ 52%, ‘맛이 좋아서’ 30%의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는 단호박을 웰빙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소비자는 단호박을 1회 구매 시 주로 1개(61%)를 구매하고 1회 지출 금

액은 2∼3천원(44%)이며 ‘미니단호박(1kg 미만)’ 51%, ‘중과(1~1.2kg)’ 

36%로 작은 크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크기) (고려사항)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치

그림 26-39.  신선단호박 구입 시 크기와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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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단호박 구입 시 고려사항은 ‘맛·당도, 신선도(65%)’ 이며 불만 사항

은 품질·안전성(46%)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단호박 구입량을 ‘늘리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99%이며 

이 중 현재보다 ‘10~20% 늘리겠다’ 가 51%로 단호박 소비는 꾸준히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6.1.5. 수출입 동향

◦ 단호박 수출량은 1999년 1,268톤을 정점으로 2008년까지 연평균 11% 감

소하였으나 2009년은 작년보다 크게 증가한 304톤을 수출하였다. 수출비

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은 2002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2009년은 

작년보다 2배 증가한 304톤을 수출하였다.

(국가별 수출) (국가별 수입)

  주: 2009년은 11월까지 누계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 26-40.  국가별 단호박 수출입 동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량 695 335 770 699 333 296 304 220 139 304

수입량 888 2,089 2,851 4,950 7,581 9,055 13,785 19,722 15,890 14,764

  주: 2009년은 11월까지 누계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26-19.  호박 수출입 동향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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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박은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으로 국내 소비가 증가하여 수입량은 2001

년 이후 연평균 31% 증가하였으나 2009년 단호박 수입량은 작년보다 

7% 감소한 1만 4,764톤이다.

6.2. 수급 전망

◦ 2010년 1~2월 애호박 정식면적은 최근 애호박 가격이 높아 2009년보다 

각각 8%,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쥬키니호박은 영·호남지역에서 

애호박, 양상추로 전환하여 2009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호박 재배면적은 단호박 등의 재배가 꾸준히 늘어 2010년 9,820ha, 2015년 

10,268ha, 2020년 10,744ha로 연평균 3% 증가할 전망이다.

◦ 2010년 호박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단수가 늘어 2009년보다 2% 

증가한 3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은 39만 톤, 2020년 42만 톤

으로 연평균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단호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입량은 2010년 1만 5천 톤에서 2015년 1만 

7천톤, 2020년 1만 9천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호박 1인당 소비량은 2009년보다 1% 증가한 7.5kg로 예상되며 

이후 꾸준한 증가로 2015년 8.2kg, 2020년 8.8kg로 전망된다.

구 분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재 배 면 ㏊ 9,795 9,820 10,268 10,744

단       수 ㎏/10a 3,522 3,584 3,780 3,862

총 공  량 천톤 360 367 405 434

국내 생산량 천톤 345 352 388 415

수  입  량 천톤 15 15 17 19

1인당 소비량 ㎏ 7.4 7.5 8.2 8.8

주: 1) 2009년은 추정치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6-20.  호박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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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채 농가 경영과 수출 동향

7.1. 과채 농가의 향후 경영 의향

◦ 우리나라 농가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노동력 부족 뿐만 아니라 향후 농

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특히 신선채소는 거의 수입되지 않으므

로 공급의 지속성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과채 농가(2,395호)를 대상으로 향후 경영의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

과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다’ 는 참외 농가 85%를 제외하면 50% 내외

에 불과하다. 

◦ 또한 토마토, 호박, 오이는 ‘가격에 따라 타작목으로 전환한다’ 는 응답

이 각각 23%, 26%, 19%로 나타났다. 전작기 출하가격이나 정식기 가격

에 따라 경영 변화가 큰 품목은 수급이 불안정하여 가격등락이 심하고 

그에 따라 농가 경영 안정성도 낮다. 그러므로 생산자나 생산자단체의 

분산 정식 및 출하 조정 등 생산과잉 대책이 필요하다.

계속 경 가격에 따라 

결정

(타품목 

환)

고령화로 

인한 

농업 경  

포기 

기 타
5년 이상 10년 이상

수박 25.4 57.0 12.4 3.8 1.4

참외 9.6 84.9 2.4 1.2 1.8

토마토 21.2 51.4 22.8 0.9 3.7

딸기 43.7 42.4 5.6 2.8 5.6

오이 28.4 46.2 19.2 3.1 3.1

호박 17.4 54.8 25.7 0.4 1.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표 26-21. 과채 농가의 향후 경영 의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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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그림 26-41.  과채농가 경영의 애로사항

◦ 반면 과채 농가 경영의 애로사항 조사 결과, 참외, 토마토, 오이 농가는 

‘경영비가 많이 든다’ 가 각각 50%, 30%, 29%로 많았다. 딸기 농가는 노

동력 부족(46%), 호박 농가는 판매가격이 낮아(35%) 경영의 어려움이 있

다고 응답하였다.

◦ 품목별로 경영의 애로 사항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과거에 비해 유가상

승으로 인해 시설자재·농약·노동비 등 각종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7.2. 과채류 수출 동향

◦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액은 2000년 11.3억$에서 2008년 26.2억$로 연평균 

11% 증가하였다. 농산물 중 약 9%를 차지하는 채소류는 일본 수출이 줄

면서 2007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08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산물 1,759 1,899 2,008 2,222 2,621

채소류 229.7 231.4 203.9 196.4 233.9

비 13.1 12.2 10.2 8.8 8.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주요 통계.

표 26-22. 농산물 수출액 추이와 채소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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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남아시아)

  주: 2009년은 11월까지 누계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 26-42.  과채류 일본 및 동남아시아 수출량 비중

◦ 채소류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지만 최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3년 이후 한국 드라

마 수출을 계기로 한국 문화가 전파되고 한식(韓食)을 비롯한 먹을거리 문

화도 빠르게 전해지며 한국산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7.2.1. 일본 수출 동향

◦ 일본의 과채류 재배면적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휴경하거나 

재배 규모를 줄여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단호박을 제외하면 

2007년 과채류 재배면적은 2006년보다 3% 감소하였다. 

◦ 우리나라 과채류의 일본 수출은 1990년대 엔화 강세로 증가하였지만 

2001년 이후 국내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높고 일본의 농약 포지티브 제도 

등 검역 강화, 엔화 약세 등의 이유로 크게 감소하였다.

◦ 과채류 일본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박, 멜론, 토마토는 일본 시장

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일본에서 한

국산이 중저품으로 인식되어 수출단가가 높지 않은 것이 문제이므로 고

품질 상품 생산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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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 2006 2007

면 생산량 면 생산량 면 생산량 면 생산량

토마토 13,100 755 13,000 759 12,900 728 12,700 750

오이 13,700 673 13,400 675 13,100 629 12,800 640

단호박 16,800 226 16,900 234 16,900 220 17,200 231

피망 3,680 153 3,620 154 3,540 147 3,500 150

딸기 7,000 198 6,880 196 6,790 191 6,580 191

수박 13,900 454 13,400 450 13,000 419 12,600 422

멜론 11,100 249 10,400 242 9,830 217 9,520 221

계 79,280 - 77,600 - 76,060 - 74,900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부 ‘채소 생산출하 통계’.

표 26-23.  일본 과채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단위: ha, 천톤

  주: 2009년은 11월까지 누계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 26-43.  주요 과채의 일본 수출 동향

7.2.2 동남아시아 수출 동향

◦ 과채류의 동남아시아 수출량이 2003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수출국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다. 동남아시아에는 이미 미국, 호주, 

남미에서 농수산물이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

인가가 과제이다. 

◦ 홍콩에는 딸기, 멜론, 수박, 파프리카, 단호박 등이 수출된다. 딸기는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수출량이 증가하였는데 2009년은 전년보다 17% 

증가한 54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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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만) (싱가포르)

  주: 2009년은 11월까지 누계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 26-44.  주요 과채의 동남아시아 수출 동향

◦ 대만으로 수출되는 과채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멜론은 2004년 

13톤에서 2009년은 전년보다 2.6배 많은 1,500톤을 수출하였다.

◦ 싱가포르는 딸기 수출량이 2003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9년은 전년보다 

2배 증가한 748톤이다. 딸기 외에도 멜론, 단호박도 수출이 기대되며 수출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 그 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도 딸기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딸기 수출업체와 수출작목반에서 홍콩, 싱가포르 이외에도 꾸준히 

딸기 수출 판로를 개척한 성과인데 말레이시아는 2009년은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159톤을 수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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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싱가포르2) 딸기 수출 동향

◦ 싱가포르 채소류 수입량은 1997년 이후 연평균 1% 증가하는 반면 과일

류 수입량은 연평균 2% 감소하고 있다. 과일류 수입량은 감소하지만 수

입액이 증가하는 것은 열대과일에서 사과, 배, 감귤, 딸기 등 온대과일로 

고품질 과일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3)

(수입량) (수입액)

자료: 싱가포르 농업식품국(AVA), 2009.

그림 26-45.  싱가포르 청과류 수입량과 수입액 동향

(2002년) (2006년)

자료: 싱가포르 농업식품국(AVA), 2009.

그림 26-46.  싱가포르의 과일 수입량 변화

2) 싱가포르는 제주도 면 의 38%에 불과하며 인구도 2008년 약 484만 명이지만 동남아시아의 

문 역할을 하는 세계 무역의 심지이며 한국에서 만-홍콩-싱가포르-자카르타를 잇는 물

류 유통의 심에 있다. 국민 1인당 GDP는 2008년 $39,419로 서유럽 수 이고 식품의 95%

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국에게는 매력 인 시장이다. 

3)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건강식품에 한 심 증가로 수입 온 과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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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 한국산 딸기 수출은 2002년 2톤을 시작으로 2009년은 748톤을 

수출하였다. 싱가포르의 딸기 수입은 한국산이 12월∼익년 4월에 10~15%, 

미국산은 2~10월에 약 40%를 차지한다. 

◦ 한국산 딸기는 11월~익년 2월에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있으나4) 2월 이

후 값싼 미국산이 수입되고 3월 이후 한국산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면 경

쟁력이 낮다.5) 따라서 3월 이후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산지 포장단계부

터 저온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품질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동남아시아 상권을 장악한 화교 수입업체는 개인의 신뢰관계를 중시하고 

상류를 최대한 줄여 직접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중장기 전망보

다 단기적인 손익에 역점을 두며 가격에 엄격하고 충동적으로 거래를 결

정하지 않는다.6) 화교의 상관습을 이해하고 한국산 농산물은 고품질이며 

안전·안심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동남아시아 농산물 수출에서 나타난 사실은 ‘시장’ 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높지만 반면 그렇게 쉽게 팔리

지는 않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팔릴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량 1,929 10,199 11,454 24,714 76,971 145,229 366,660 747,589

  주: 2009년은 11월까지 누계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26-24.  대 싱가포르 딸기 수출량
단위: kg

4) 한국산 딸기는 일본산에 비해 당도가 떨어지나 단맛과 신맛이 히 조화되고 과가 단단해 

장기간이 길다. 반면 미국산은 수송시간이 12시간 이상 걸리고 노지재배의 단단한 품종에 

완숙 70∼80%이므로 신맛이 강해 보통 값싼 미국산 딸기는 설탕을 묻  먹는 과일이다. 

5) 3월 이후 한국산 딸기는 품질이 낮아지는 반면 미국산은 품질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싱가포르 

수입업체는 략 으로 한국산은 렴한 가격의 작은 크기를 주문하게 된다. 

6) 2005년 11월 22일 일본 농산물 수출 진세미나에서 八幡卓美((주) イックストレード 표) 

발표. 출처 : http://www.maff.go.jp/j/export/seminar/pdf/2005_seminar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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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 2009년 엽근채소(감자 포함) 생산량은 배추, 무, 감자 생산량 감소로 

2008년 5,079천 톤보다 5% 감소한 4,804천 톤으로 추정된다. 재배 면적

은 전반적인 수확기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2008년 9만 4,540ha보다 

7% 감소한 8만 8,270ha이다. 특히,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은 2008년보다 

각각 8%, 14% 감소하여 다른 품목에 비해 감소폭이 컸다. 단수는 기상 

여건 호조로 2008년보다 1% 증가하였다.

◦ 2010년 엽근채소(감자포함) 재배 면적은 2009년보다 1% 증가한 8만 

9,219ha로 전망된다. 배추 재배 면적은 2009년 가격 강세로 2% 증가한 3

만 4,900ha로 전망되지만, 무 재배 면적은 2만 3,624ha로 1% 감소할 전

망이다. 양배추, 당근 재배 면적은 각각 6,000ha, 2,800ha로 전망되며 감

자 재배 면적은 2009년 가격 강세로 2% 증가한 2만 1,895ha로 전망된다.  

◦ 중기선행관측 결과, 배추 생산량은 지속된 한파로 인하여 월동배추 생산

량이 감소하고 봄(하우스)배추가 지연 출하되면서 일시적인 출하공백이 

예상된다. 따라서 4~5월 가격은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무 가격

은 월동무와 봄무 재배 면적이 감소하여 상반기 가격 강세가 전망된다. 

◦ 한․미 FTA와 한․EU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 감축률 적용을 기본으로 중

장기 생산 동향을 전망하면,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은 2020년에 2010년보

다 각각 12% 감소할 전망이며 감자 재배 면적은 식용감자 수입량 증가

로 2020년에 2010년보다 10%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당근 재배 면적은 

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비량이 증가하여 2020년까지 연평균 

1%씩 증가할 전망이며 수입량이 적은 양배추 재배 면적도 2020년에 

2010년보다 5%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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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추

1.1. 수급 동향

1.1.1. 소비 동향

◦ 배추 1인당 소비량은 서구식 음식문화 확대로 김치 수요가 줄면서 2000

년 이후 연평균 1%씩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에는 국내 배추 

생산량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외식 수요 부진으로 2008년보다 6% 감

소한 58.6kg으로 추정된다. 

주: 1) 2009년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2) 배추 소비량=[(신선배추 추정 생산량)+(김치 신선배추 환산 수입량)-(김치 신선배추 환산 수

출량)]/인구수임. 배추김치 소비량=[(추정된 김치용 배추 공급량에 수율 적용한 환산 김치 
물량)+(김치 수입량)-(김치 수출량)]/인구수임.

그림 27-1.  1인당 김치 소비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제

2

부

제

3

부

852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 김치(배추)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은 신종플루에 따른 외식 수요 감소로 2008년보다 5% 감소

한 22.3kg으로 추정된다. 

◦ 김치를 담글 때 소비자의 배추 형태별 선호는 ‘신선배추’가 73.1%, ‘절임

배추’가 26.9%로 조사되어, ‘신선배추’를 ‘절임배추’보다 선호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절임배추’의 선호도는 작년(21.6%)보다 5%P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임배추를 구입하는 이유는 ‘김치를 담그는 시간

이 절약되어서’가 5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시판 김치의 안전

성 불신’이 12.4%로 나타났다. 

(배추 형태별 선호도) ( 임배추 선호 이유)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그림 27-2.  소비자의 배추 형태별 선호도와 절임배추 선호 이유

◦ 김치를 담그는 시기는 김장철인 11월과 12월이 각각 12.8%, 13.4%,  봄․
여름철에도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을 제외하면 연중 고른 것

으로 나타났다. 

◦ 한편, 김장철 이외의 김치 조달 방법은 전체의 51.7%가 ‘직접 담금’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치를 직접 담그는 이유는 ‘맛이 좋아서’

가 56.6%, ‘시판김치의 안전성 불신’이 23.4%로 나타났다. 특히, ‘맛이 

좋아서’로 응답한 비율이 2008년 조사치보다 11%P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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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담그는 시기) (김장철 이외 김치 조달 방법)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그림 27-3.  소비자의 김치 담그는 시기 및 김장철 이외 김치 조달 방법

1.1.2. 생산 동향

◦ 배추 재배 면적은 2000년 이후 연평균 4%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김치 수입량이 급증한데다 보편화된 서구식 음식문

화로 김치 소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 재배 면적은 2008년 지

속된 가격 약세로 2008년보다 8% 감소한 3만 4,321ha이며 2009년 작형

별 재배 면적은 봄배추 1만 4,306ha, 고랭지배추 5,553ha, 가을배추 1만 

4,462ha이다. 

◦ 배추 생산량은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2000년대에 연평균 2%로

씩 감소 추세에 있다. 2009년 생산량은 재배 면적 감소로 2008년보다 

2% 감소한 2,542천 톤이며 작형별로는 봄배추 74만 7,027톤, 고랭지배추 

21만 1,559톤, 가을배추 158만 2,966톤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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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27-4.  배추 재배 면적과 생산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 작형별 재배 면적은 봄배추와 고랭지배추 재배 면적이 1990년대에 각각 

연평균 3%, 2%로 증가하였지만, 여름철에 수입이 집중되면서 2000년 이

후로는 각각 연평균 5%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을배추 재배 면적

도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지만, 1990년대 연평균 3%에서 2000년 이후 

연평균 1%로 감소율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 지역별 재배 면적 비중은 1998년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지만, 전

남 지역은 1999년 22%에서 2009년 33%로 11%P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전남 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절임배추 생산이 확대되면서 가을배추 재배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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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그림 27-5.  배추 재배 면적의 지역별 비중 변화

1.1.3. 수출입 동향

◦ 신선배추 수출입량은 국내 전체 배추 생산량의 1% 미만으로 매우 적으

며 국내 수급여건 변화에 따라 신선배추 수출입 물량변화가 다르게 나타

난다. 주요 수출국은 대만,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며, 수입국은 중국이다. 

◦ 김치 수출은 2000년 2만 3,433톤에서 2005년 3만 2,307톤으로 연평균 

6% 증가하였지만 2005년 이후에는 연평균 5%로 감소 추세에 있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 미국, 대만 등이다. 2009년 김치 수출량은 원화약세에 따

른 수출단가 하락으로 2008년보다 6% 증가한 2만 8,400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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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선배추 김치

수출 수입 순수입 수출 수입 순수입

2000 431 11,353 10,922 23,433 473 -22,960

2001 2,709 239 -2,470 23,785 393 -23,391

2002 788 2,148 1,360 29,213 1,042  -28,171

2003 271 9,858 9,586 33,064 28,707 -4,358

2004 8,681 5,394 -3,287 34,827 72,605 37,778 

2005 2,933 1,369 -1,565 32,307 111,459 79,152 

2006 858 3,902 3,045 25,600 177,959 152,359 

2007 1,149 2,059 909 26,470 218,910 192,440 

2008 5,618 141 -5,477 26,897 222,370 195,472 

2009 8,619 111 -8,508 28,413 148,202 119,789

  주: 2009년은 추정치임.
자료: 관세청.

표 27-1.  신선배추 및 김치 수출입 동향
단위: 톤

◦ 김치 수입량은 2000년대 초반에 수출량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

였지만 2004년 이후 급증하여 연평균 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 김치 수입량은 14만 7,037톤으로 2008년보다 34% 감소하였다. 

이는 환율이 높아 수입단가가 상승하였고 국내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

으로 수입 김치에 대한 음식점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김치 월별 수입량은 출하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랭지배추 출하기

(8~10월)에 가장 많지만 최근(2007~2009년)에는 김치 수입이 연중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8~10월 수입비중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과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1~6월 수입비중이 2008~2009

년 봄배추(월동 포함)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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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세청.

그림 27-6.  김치 월별 수입량 추이

1.1.4. 가격 동향 

◦ 배추 도매가격은 생산량 변화에 따라 2~3년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

다. 명목 도매가격은 1995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지만 실질 도매가격은 물

가상승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2009년 연평균 도매가격은 봄 및 고

랭지배추 생산량 감소로 2008년보다 32% 높은 상품 10kg당 5,090원이다. 

◦ 월별 가격 변화율은 봄배추(월동 포함) 출하기인 1~6월 가격 변화율이 

2000년대 중반 75%에서 2000년대 후반 99%로 증가하여 가격 불안정성

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2009년 겨울철 한파 피해로 저장 월동배추 출하

량이 크게 감소하여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이다. 

◦ 반면, 고랭지배추(7~10월)와 가을배추 출하기(11~12월)의 가격 변화율은 

2000년대 중반에 각각 138%, 97%에서 2000년대 후반에 각각 111%, 81%

로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름 및 가을

철 기상여건 호조로 고랭지배추와 가을배추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2008년과 2009년 산지폐기를 통해 가격 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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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도매가격) (월별 가격지수)

  주: 실질가격은 명목가격을 신선채소물가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하였으며, 상품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그림 27-7.  배추 도매가격 동향

1.2. 수급 전망

1.2.1. 중기선행관측

◦ 2009년산 월동배추 재배 면적은 2008년보다 5% 감소한 4,869ha이다. 단

수는 정식 초기 기상여건 호조로 작황이 크게 나빴던 2009년보다 2%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파가 지속되고 병해충 피해가 증가할 경

우 3월 이후 출하될 월동배추 저장물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구분 호남 제주 체

출하 면

1월 -6.9 - -6.9

2월 -4.8 -2.0 -4.7

3월 -2.4 - -2.4

단수  2.2  1.3  2.2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월 5일 표본농가 조사치.

표 27-2.  월동배추 월별 출하 면적 및 단수 2009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제

27

장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 859

◦ 2010년 봄배추 재배 의향면적은 2009년보다 7% 증가할 전망이다. 재배 

유형별로는 봄(하우스)배추가 2009년보다 9%, 봄(노지)배추가 6% 증가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봄(하우스)배추 재배 면적 증가에도 불구

하고 한파가 지속될 경우 정식이 늦어져 4월 출하분의 출하 시기가 지연

될 가능성이 높다.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남 체

하우스 11.5 9.6 9.0 10.1 9.1

노지  4.9 5.1 7.6 8.3 6.4

체  8.6 6.3 7.8 8.6 7.2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월 5일 표본농가 조사치.

표 27-3.  2010년 봄배추 재배 의향면적 2009년 대비 증감률
단위: %

◦ 2010년 봄배추 추정면적(1만 402ha)에 평년 단수(4,204kg/10a)와 2009년 

단수(4,300kg/10a)를 적용하면 2010년 봄배추 생산량은 43만 7천 톤~44

만 7천 톤으로 2009년(40만 7천 톤)보다 증가하지만 평년(48만 6천 톤)보

다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용 단수
면

(ha)

생산량

(천 톤)

증감률(%)

평년 비 2009년 비

하우스
평년

 3,202 
152.8   5.9 10.4

2009년 150.9   4.6  9.1

노지
평년

 7,200 
284.5 -16.7  6.0

2009년 296.4 -13.2 10.4

평균
평년

10,402 
437.3 -10.0  7.5

2009년 447.3  -7.9  9.9

  주: 2010년 봄배추 생산량 추정치는 월동배추 생산량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표 27-4.  2010년 봄배추 생산량 추정

◦ 2010년 상반기 가격은 월동배추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봄배추 재배 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하지만 월동배추(저장) 출하기(4~5월) 

가격은 월동배추 저장량 감소와 봄(하우스)배추 정식 지연으로 출하공백

이 예상되어 2009년과 같은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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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5월 하순 이후로는 봄배추 재배 면적 증가로 가격 상승폭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며 6월에는 가격이 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월동  배추 재배 면  추이) (2010년 상반기 가격 망)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그림 27-8.  2010년 월동 및 봄배추 재배 면적과 상반기 가격 전망

◦ 한파로 인한 월동배추의 저장량 감소와 봄(하우스)배추의 정식 지연으로 

3월 하순~4월 중순에 일시적인 출하공백이 예상된다. 따라서 가격 안정

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월동배추의 병해충 방제와 봄(하우스)배추의 생육

기 작황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정식 시기 조절을 통해 봄(하우스)배추의 

출하 시기를 가능한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인 출하를 위한 비축물

량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2.2. 2010년 전망

◦ 2010년 배추 총 공급량은 수입량이 감소하지만 국내 생산량 증가로 2009년

보다 3% 증가한 282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1인당 소비량은 공급량 증

가로 2009년보다 2% 증가한 57.9kg으로 예상된다.

– 2010년 재배 면적은 2009년보다 2% 증가한 3만 4,900ha로 전망된다. 작

형별로는 봄배추 재배 면적이 7%, 고랭지배추는 5% 증가하지만 가을배

추 재배 면적은 출하기 가격 약세로 2% 감소할 전망이다. 

– 2010년 배추 생산량은 2009년보다 4% 증가한 263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 배추 수입량(김치 수입 환산량 포함)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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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보다 8% 감소한 25만 2천 톤, 수출량은 2% 증가한 6만 1천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재배 면 총 공 량
1인당

소비량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2009 34,321 2,756 2,542 
 274

(148)

60

(28)
56.5

2010 34,900 2,828 2,637
 252

(136)

61

(29)
57.9

증감률    1.7   2.6   3.7 -8.0 1.7 2.3

  주: ( )는 김치 수출입 실적임.
자료: 망치는 한국농 경제연구원(KASMO). 

표 27-5.  2010년 배추 수급 전망

단위: ha, 천 톤, %, kg

 

◦ 2010년 배추 가격은 재배 면적 증가로 2009년보다 약세가 예상된다. 작

형별로는 봄배추 출하기 가격이 작년보다 낮을 전망이며, 고랭지배추 출

하기(7~10월) 가격도 2009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하지만 가을배추 출하

기(11~12월) 가격은 재배 면적 감소로 2009년보다 강세가 예상된다. 

1.2.3. 중장기 전망

◦ 전망 시나리오는 한․미 및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감축률 적

용을 기본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관세율은 2011년부터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배추(김치 포함)는 저율관세 품목이고 미국·유럽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미 및 한․EU FTA 협상 타결에 큰 영향을 받

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 KREI-KASMO 모형 추정결과, 총 공급량은 2015년 278만 톤, 2020년 

268만 4,000톤으로 2010년보다 각각 2%, 5% 감소할 전망이다. 

– 배추 생산량은 2020년 242만 8,000톤으로 2010년보다 8% 감소가 예상되

며 재배 면적은 2010년보다 12% 감소한 3만 872ha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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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량(김치 환산량 포함)은 2015년 30만 1,000톤, 2020년 33만 1,000톤으

로 2010년보다 각각 19%, 31% 증가할 전망이다. 

– 배추 1인당 소비량은 2015년 56.4kg, 2020년 54.4kg으로 2010년보다 각각 

3%, 6% 감소가 예상된다. 

구분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재배 면 ha 34,321 34,900 33,039 30,872 

총 공 량(A=B+C) 천 톤 2,756 2,828  2,780  2,684  

국내 생산량(B) 천 톤 2,542 2,637  2,549  2,428  

순 수입량(C=D-E) 천 톤 214 191  231  256  

수입량(D) 천 톤
274

(148) 
252

(136)  
301

(164)  
331

(180)  

수출량(E) 천 톤
60

(28) 
61

(29)  
70

(34)  
75

(36)  

1인당 소비량 kg 56.5 57.9  56.4  54.4  

주 1) 시나리오는 한․미, 한․EU FTA 적용시 관세율. 
   2) 수출입량은 김치를 신선배추로 환산하여 신선배추와 합한 수치임(괄호 안은 김치 수출입량).
   3)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7-6.  배추 수급 전망

2   무

2.1. 수급 동향

2.1.1. 소비 동향

◦ 무 1인당 소비량은 배추와 마찬가지로 김치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1995~2009년 연평균 1%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 소비량은 생

산량 감소로 2008년에 비해 1% 감소한 29.1kg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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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활 패턴의 서구화로 무 소비가 줄어든 반면 이를 양배추, 양채류 등

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배추 소비량은 동 기간 연평균 4% 

증가했으며 양채류도 15% 증가하였다.

주: 2009년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그림 27-9.  무 1인당 소비량 추이(3개년 이동평균)

◦ 시기별 무 구입비중은 김장철인 가을무가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계절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시기별 소비량) (무 선택 기 )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그림 27-10.  무 소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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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구입시 소비자의 선택기준은 ‘품질’(58%)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외양’(18%), ‘생산지’(13%) 순이었다.

◦ 특히 최근에 들어 ‘생산지’의 중요성이 감소한 반면 ‘외양’의 중요성은  

커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정 주산지 없이 전국적인 생산 기반을 가지

고 있는 무의 특성상 겉모양은 점차 품질의 한 측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2.1.2. 생산 동향

◦ 무 재배 면적은 소비 감소와 농가 고령화로 200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 생산량은 재배 면적 감소의 영향으로 2000

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9년 생산량은 2008년보다 9% 

감소한 122만 3천 톤으로 추정된다.

자료: 통계청.

그림 27-11.  무 재배 면적과 생산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 작형별 재배 면적은 봄무(월동무 포함)와 고랭지무가 2000년대 이후 각

각 연평균 4%, 3% 감소하였고 가을무는 동기간 5%의 감소 추세를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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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가구당 가족 수가 줄고 김치냉장고 보급에 따른 김장 수요 감소로 

가을무 재배 면적은 다른 작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재배 면적 비중은 김장무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북, 전남, 경남 등

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제주는 봄무 출하 전 단경

기 햇무 수요증가로 재배 면적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그림 27-12. 무 재배 면적의 지역별 비중

2.1.3. 가격 동향

◦ 무 연평균 가격(명목가격)은 2~3년을 주기로 등락하는 가운데 재배 면적 

감소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질가격은 

2003년 이후부터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에 있어 재배 면적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월별 가격은 2000년 이전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평탄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격 수준이 높은 고랭지 무 출하기에 생산량을 늘리고 월동

무 재배 면적도 늘어나면서 연중 출하량 변동폭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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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별 가격(평년 기준)을 보면 봄무 출하기인 1∼7월이 18kg당 6,200원

(상품 기준)에서 형성되다 생산비가 높아지는 고랭지무 출하기에 1만 

200원까지 상승한다. 이후 김장철 가을무는 6,400원에 형성되면서 봄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연도별 가격 변이계수는 봄무가 1990년대 0.48에서 2000년대 0.45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고랭지무와 가을무는 동 기간 각각 0.84에서 0.40, 

0.55에서 0.38로 감소폭이 컸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산지의 시장 정보 

습득이 빨라지면서 작형별 재배 면적 조정과 출하량 조절이 1990년대에 

비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연도별 가격) (월별 가격 지수)

  주: 실질가격은 명목가격을 신선채소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하였으며, 상품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그림 27-13.  무 도매 가격 동향

2.2. 수급 전망

2.2.1. 중기선행관측

◦ 2009년 월동무 재배 면적(노지 기준)은 3,515ha로 전년보다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통계청) 봄무 재배 면적은 3% 감소한 1만 149ha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6월까지 월동무와 봄무 가격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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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월 상중순에 걸친 한파의 영향으로 월동무의 생육이 지연되고 

있어 3월 이후 출하량은 상대적으로 1∼2월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에 따라 제주 월동무만 출하되기 시작하는 2월 가격은 평년보다 

30%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생육 지연된 물량의 출하가 시작되는 3

월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월동무· 무 재배 면  추정) (무 월별 가격 추정)

그림 27-14.  무 재배 면적 및 가격 추정

◦ 따라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2월 출하량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3월 출하량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월동무 3월 출하분의 생육이 80∼90% 

완성될 경우 10일 정도는 앞당겨 출하하는 것이 가격 안정에 유리할 것

으로 예상된다.

◦ 월동무 저장량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시설 봄무 재배 

면적 감소로 5월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파종

될 시설 봄무의 파종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현재 육묘가 진행되고 

있는 시설 봄무의 작황 관리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6월부터는 상대적으로 면적 감소폭이 적은 노지 봄무 출하가 본격화되면

서 가격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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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010년 전망

◦ 2010년 무 전체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 2만 3,624ha가 될 것

으로 추정되며 생산량은 9% 감소한 111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구분 재배 면 생산량 1인당 소비량

2009 23,780 1,223 25.1

2010 23,624 1,119 22.9

증감률   -0.7  -8.5 -8.8

자료: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7-7.  2010년 무 수급 전망
단위: ha, 천 톤, %, kg

 

◦ 따라서 2010년 무 전체 평균 가격은 상품 18kg당 7,500원 내외로 2009년

보다 12%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8∼2009년에 걸친 경기 침체

로 부진했던 소비 수요가 회복될 경우 가격 수준은 좀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작형별로는 봄무와 가을무 출하기 가격이 2009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랭지무와 월동무 출하기 가격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2010년 무 1인당 소비량은 22.9kg으로 2009년보다는 

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2.3. 중장기 전망

◦ 무 수급과 가격은 대부분 국내 생산량에 따라 결정되고 수입은 거의 이루

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와 한․EU FTA에 따른 관세 감축효과는 미미

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기 전망은 국내 생산량만을 고려해 분석하였다.

구분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재배 면 ha 23,800 23,624 21,174 20,712

생산량 천 톤 1,223 1,119 1,006 990

1인당 소비량 kg 25.1 22.9 20.4 20.1

자료: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7-8.  무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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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I-KASMO 모형 추정결과, 무 재배 면적은 2010년 2만 3,624ha에서 

2020년 2만 712ha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도 동 기간 112만 톤

에서 99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인당 소비량은 2010

년에 22.9kg, 2020년에 20.1kg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3   당  근

3.1. 수급 동향

3.1.1. 소비 동향

◦ 당근 1인당 소비량은 1997년 4.8kg까지 증가하다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0년대에는 3.6kg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2008년

과 비슷한 3.7kg이다. 

주: 2009년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그림 27-15.  1인당 당근 소비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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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소비의향 조사 결과, 2009년 구입 횟수와 구입량이 모두 감소하였

으며, 2010년에도 당근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23%로 2008년 조사치

(29%)보다 6%P 감소하였다. 

– 가정내 식습관이 변화하면서 2009년 월평균 당근 구입 횟수는 2.6회, 회

당 구입량도 3.1개로 2008년 조사치보다 감소하였다. 

구분
월평균

구매횟수(회)

월평균 회당

구입량(개)

향후 소비계획(%)

늘린다 비슷 인다

2007년 - - 29.8 65.3 4.9

2008년 3.4 3.8 27.7 67.0 5.3

2009년 2.6 3.1 22.9 72.2 4.9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표 27-9.  소비자의 당근 구입 행태

◦ 시기별 당근 소비패턴은 가족 단위 나들이가 많은 가을철 소비 비중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겨울철 소비 비중은 가장 낮은 21%였다. 

◦ 소비자의 당근 형태별 선호도는 ‘흙당근’이 88%로 수입산 세척당근 가

격이 높아지면서 작년보다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흙당근을 구입하는 이유는 ‘안전해서’ 31%, ‘신선해서’ 30%, ‘맛과 향이 

좋아서’ 10% 순이었다. 

(구입 형태) (구입 장소)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그림 27-16.  소비자의 당근 구입 형태 및 구입 장소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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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구입시 ‘원산지를 꼭 확인한다’는 응답이 56%로 높으며 특히 중국

산 비중이 높은 세척당근 구입시에는 원산지 확인 비율이 더 높았다. 

◦ 소비자의 당근 구입처는 ‘대형유통업체’가 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

로 ‘재래시장’ 30%, ‘슈퍼’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 장소를 선

택하는 기준은 ‘교통이 편리해서’ 55%, ‘품질이 좋아서’ 13%, ‘품목이 다

양해서’ 12%로 조사되었다. 

3.1.2. 생산 동향

◦ 당근 재배 면적은 2000년 이후 연평균 5%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당근 수입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2009년 재배 면적은 

2008년과 비슷한 2,763ha이다. 작형별 재배 면적은 봄당근 608ha(22%), 고

랭지당근 138ha(5%), 가을당근 372ha(13%), 겨울당근 1,658ha(60%)이다.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27-17.  당근 재배 면적과 생산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 당근은 대부분이 노지 재배이며 시설 재배 비중은 7% 내외로 낮다. 시설 

재배는 대부분 경남 지역에서 봄당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봄당근의 출하기 가격이 높아지면서 시설 재배 비중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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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추세이다. 2009년 시설 재배 비중은 출하기 가격 약세로 2008년

보다 감소한 6%로 나타났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노지 97.7 97.0 95.7 95.0 91.6 95.6 95.2 92.2 92.5 94.0 

시설 2.3  3.0 4.3 5.0 8.4 4.4 4.8 7.8 7.5 6.0 

  주: 2009년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표 27-10.  당근 재배 방법별 비중
단위: %

◦ 지역별 재배 면적 비중은 겨울당근 주산지인 제주 지역이 전체의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원 지역은 소득이 더 높은 대파 등으로 작목을 전

환하면서 2009년 재배 비중이 2004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에 머물렀다. 영남 지역은 가을당근 파종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2009년 30%에 이르렀다.  

자료: 통계청. 

그림 27-18.  당근 재배 면적의 지역별 비중 변화

◦ 당근 생산량은 1990년대에는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재배 면적이 줄

어들어 연평균 5% 감소하였다. 2009년 생산량은 재배 면적이 다소 감소하

였으나 작황 호조로 2008년보다 4% 증가한 10만 9,558톤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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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수출입 동향

◦ 당근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1995년 이전까지는 중국산 당근의 

상품성이 좋지 않아 거의 수입되지 않다가 일본 종자 도입으로 품질이 

향상되면서 2000년대 들어 수입이 급증하였다. 

– 2000년 국내 총 공급량의 6%에 불과하던 수입량은 2005년 7만 665톤(국

내 총 공급량의 51%)으로 증가하면서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2008년 하

반기 이후 환율이 상승하여 수입량과 수입 비중은 줄고 있다. 

– 2009년 수입량은 환율 상승과 중국 산지 가격 상승으로 2008년보다 9% 

줄어든 6만 9,441톤(국내 총 공급량의 39%)이었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0 156 55 24 - 25 - 88 1,677 2,224 4,163 1,713 334 10,459

2001 55 - - - 49 309 3,009 4,132 3,529 1,929 297 160 13,469

2002 - - - 24 22 259 941 1,258 3,245 5,211 5,012 2,310 18,283

2003 1,476 1,222 864 559 421 962 3,849 3,036 3,885 11,056 5,161 3,171 35,663

2004 2,445 2,740 3,117 2,604 3,524 5,175 4,432 3,497 9,101 10,496 5,498 8,373 61,002

2005 3,493 3,343 10,784 6,085 8,164 3,558 6,261 7,455 5,532 3,537 7,841 4,612 70,665

2006 4,240 4,627 8,563 5,417 3,473 9,377 3,561 4,145 12,536 8,555 10,916 3,802 79,211

2007 4,819 5,319 9,548 7,271 6,719 5,456 8,194 6,758 7,487 9,160 6,603 9,213 86,545

2008 4,468 5,749 8,180 9,468 5,929 4,603 7,839 4,598 8,599 5,724 5,092 5,161 75,408

2009 4,749 5,986 4,090 8,503 4,461 5,162 6,263 5,506 5,914 4,975 5,798 8,034 69,441

  주: 당근 수입은 HS 0706.10.1000의 실적이며, 2009년은 추정치임.  
자료: 관세청.

표 27-11.  당근 월별 수입 동향
단위: 톤

◦ 시기별 수입량은 2000년대 초반에는 국내산 당근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9~11월에 전체의 60% 이상이 수입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월별 수

입 비중 편차가 크지 않고 매월 비슷한 물량이 수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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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세청.

그림 27-19.  당근 월별 수입량 추이

◦ 중국산 당근의 최근 5개년 월평균 국내 도매시장 판매 가격은 kg당 

710~920원이며 이는 국내산 상품 가격 대비 76%(중품 가격 대비 105%) 

수준이다. 

◦ 제주 지역 겨울당근 출하기인 12월~3월에는 중국산이 국내산 상품 가격의 

87%(중품 가격 대비 125%)로 국내산 당근과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고랭지당근 출하기인 9~10월의 중국산 당근 가격은 국내산 상품 

가격 대비 60%(중품 가격 대비 75%)로 수입산 당근의 가격 경쟁력이 높

아 이 시기에 당근 수입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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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산 
국내 매가격

(A)
707 711 746 709 823 871 879 923 837 818 779 786

수입
단가

369 372 395 371 447 479 485 514 457 444 418 422

세 
 

유통
마진

338 339 351 338 376 391 394 409 380 374 361 364

국내산
도매
가격

상품
(B)

835 844 791 981 1,281 1,089 1,137 1,241 1,344 1,417 1,090 931

품
(C) 626 594 481 701 812 795 820 941 1,077 1,132 856 707

A/B (%) 84.6 84.3 94.3 72.3 64.3 79.9 77.3 74.3 62.3 57.7 71.4 84.4

A/C (%) 112.9 119.6 155.0 101.1 101.4 109.6 107.2 98.1 77.7 72.2 91.0 111.2

  주: 1) 국내 도매시장가격은 2005~2009년의 최대, 최소를 뺀 가락시장 평년가격임.
2) 수입단가는 2005~2009년의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해상운임을 포함한(CIF) 가격임.
3) 관세 ․유통마진=관세(30%)+통관비용+물류비+수입업체 이윤(10%)+도매시장상장수수료.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관세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27-12.  중국산 당근의 국내 판매가격 추정(평년 기준)
단위: 원/kg

3.1.4. 가격 동향 

◦ 당근 명목 도매가격은 2000년대 이후 연평균 6%, 실질 도매가격은 연평

균 3% 상승하는 추세이며 생산량 변화에 따라 2~3년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09년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5월부터 하반기까지 이어진 

가격 강세로 2008년보다 14% 상승한 상품 20kg당 2만 5,560원이었다.

◦ 월별 가격지수를 살펴보면 겨울당근 출하기인 12월~익년 2월 가격은 ’06

∼’09년이 ’02∼’05년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제주 지역 겨울당근 

작황 호조로 출하기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봄당근 출하기인 

4∼7월 중 봄(시설)당근 출하기인 4∼5월 가격은 ’06∼’09년이 ’02∼’05년

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영남 지역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출하 

시기가 조절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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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가격) (월별 가격지수)

  주: 실질가격은 명목가격을 신선채소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하였으며, 상품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그림 27-20.  당근 도매 가격 동향

3.1. 수급 전망

3.1.1. 2010년 전망

◦ 2010년 국내 총 공급량은 2009년보다 2% 많은 18만 4천 톤, 1인당 소비

량은 3% 많은 3.7kg으로 전망된다. 

– 2010년 당근 재배 면적은 가격 강세가 지속된 2009년보다 1% 증가한 

2,800ha, 생산량은 재배 면적 증가로 11만 1천 톤으로 전망된다. 

구분 재배 면 공 량 1인당 소비량
생산량 수입량

2009 2,763 179 110 69 3.6

2010 2,800 184 111 73 3.7

증감률 1.3 2.3 0.9 5.8 2.8

자료: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7-13.  당근 2010년 수급 전망
단위: ha, 천 톤,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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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량은 중국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산동성 봄당근 재배 면적이 10%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고1) 환율도 안정됨에 따라 2009년 상반기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 2010년 당근 가격은 생산량과 수입량 증가로 2009년보다 낮은 평년 수

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상반기 가격은 겨울․봄당근 재배 (의향)면적이 늘

어나면서 2009년 겨울․봄당근 출하기 가격보다는 낮을 전망이다. 

3.1.2. 중장기 전망

◦ 전망 시나리오는 한·미,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감축률 적용

을 기본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관세율은 2011년부터 낮아지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 한․미 FTA가 발효되고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수입 단가가 높아 본격적인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미국산 당근 수입 실적이 있는 2004∼2006년 수입 단가는 kg당 $2.53로 

동 기간 중국산 당근의 수입 단가인 $0.37의 약 7배에 달한다. 

◦ KREI-KASMO 모형 추정결과 총 공급량은 수입량과 국내 생산량이 증가

하여 2015년 20만 8,000천 톤, 2020년 22만 9,000톤으로 2010년보다 각

각 14%, 25% 증가할 전망이다. 

– 당근 1인당 소비량은 2015년 4.2kg, 2020년 4.6kg으로 2010년보다 각각 

14%, 24% 증가할 전망이다. 

– 당근 생산량은 2015년 11만 7,000톤, 2020년 12만 6,000톤으로 2010년보

다 각각 6%, 15% 증가하는 반면 재배 면적은 2015년 2,890ha, 2020년 

3,000ha로 생산량에 비해 증가폭이 낮을 전망이다. 

– 당근 수입량은 동기간 9만 1,000톤에서 10만 3,000톤으로 2010년보다 각

각 14%, 24% 증가할 전망이다.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월 20일 중국 모니터 조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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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재배 면 ha 2,763 2,800 2,890 3,000

총 공 량(A=B+C) 천 톤 176 184 208 229

국내 

생산량(B)
천 톤 110 111 117 126

수입량(C) 천 톤 66 73 91 103

1인당 소비량 kg 3.6 3.7 4.2 4.6 

주: 1) 수출입량은 신선․냉장 당근 기준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7-14.  당근 수급 전망

4   양배추

4.1. 수급 동향

4.1.1. 소비 동향

◦ 양배추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이후 경기 회복으로 외식 수요가 늘면서 

2001년 7.2kg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불황으로 인한 

외식 수요 부진으로 수요 증가세는 주춤한 상황이다. 

–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2008년과 비슷한 6.6kg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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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9년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그림 27-21.  1인당 양배추 소비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 양배추 소비의향 조사결과, 2009년 구입 횟수와 구입량이 모두 감소하였

으며, 2010년에도 양배추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32%로 2009년 조사

치보다 감소하였다. 

– 2009년 월평균 양배추 구입횟수는 1.5회, 회당 구입량은 1.2개로 2008년 

조사치보다 줄어들었다. 이는 양상추와 브로콜리 등 양배추를 대체할 수 

있는 양채류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
월평균

구매횟수(회)

월평균 회당

구입량(개)

향후 소비계획(%)

늘린다 비슷 인다

2007년 1.8 1.0 32.3 62.4 5.2

2008년 2.1 1.5 36.2 56.6 7.2

2009년 1.5 1.2 31.7 62.9 5.4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표 27-15.  소비자의 양배추 구입 행태

◦ 시기별 양배추 소비패턴은 계절에 관계없이 비교적 고르게 소비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양배추를 쌈, 샐러드 등 특정 요리에 

한정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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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구매 단위는 산물 낱개 형태를 가장 선호하며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 형태는 ‘산물 낱개’ 46%, ‘랩포장 반개’ 29%, 

‘랩포장 한 개’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시에는 랩포장 

한 개와 랩포장 반개의 선호도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2009년 조사에는 

랩포장 반 개의 선호가 12%P 높았다. 가격이 저렴한 산물 낱개와 편리한 

랩포장 반 개로 선호가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구입 장소는 ‘대형유통업체’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래시장’ 14%, ‘슈퍼’ 12%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처를 선택하

는 기준은 ‘교통이 편리해서’가 55%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이 좋아서’ 

13%, ‘품목이 다양해서’ 12% 순이었다. 

(선호 형태) (구입 장소)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그림 27-22.  소비자의 양배추 선호 형태 및 구입 장소

4.1.2. 생산 동향

◦ 양배추 재배 면적은 2000년 이후에는 큰 폭의 증감없이 5,800∼6,000ha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2009년 재배 면적은 가격 약세로 2008년보다 2% 

감소한 5,991ha이다. 작형별 재배 면적은 봄양배추 1,198ha, 고랭지양배

추 1,258ha, 가을양배추 1,190ha, 겨울양배추 2,337ha이다. 



제

27

장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 881

◦ 양배추 10a당 수확량은 저장성이 좋고 구터짐이 적은 신품종 개발로 

2000년대 연평균 2% 증가하였다. 2009년은 태풍과 같은 기상 피해 없이 

작황이 좋아 2008년보다 3% 증가한 10a당 5,527kg이다.  

◦ 양배추 생산량은 2000년대에 단수 증가로 연평균 2% 증가하였다. 2009

년 생산량은 2008년보다 1% 늘어난 33만 톤으로 추정된다.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27-23.  양배추 재배 면적과 생산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 양배추는 거의 노지재배이며, 시설 재배 비중이 전체 생산량의 4% 내외

로 봄양배추 재배 면적이 줄어들면서 최근 더 낮아지고 있다. 

– 시설양배추는 경남 밀양 지역에서 50% 이상 재배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 지역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노지 98.7 97.3 95.8 95.9 95.2 95.3 95.5 95.5 96.2 96.4

시설 1.3 2.7 4.2 4.1 4.8 4.7 4.5 4.5 3.8 3.6

  주: 2009년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표 27-16.  양배추 재배 방법별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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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는 작형에 따라 재배 지역이 구분되기 때문에 지역별 재배 면적 

비중은 작형별 출하 시기 가격에 따라 변동한다. 최대 주산지는 겨울양

배추를 생산하는 제주 지역으로 전체 생산량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그림 27-24.  양배추 재배 면적의 지역별 비중 변화

◦ 작형별 출하 시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고 집중도도 높

은 제주 지역(겨울양배추), 강원 지역(고랭지양배추)의 재배 비중은 높아

지는 추세이다. 반면 8∼10월을 제외하고 연중 양배추를 생산하는 호남 

지역의 재배 면적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4.1.3. 수출입 동향

◦ 양배추의 수출입은 국내 도매가격이 크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 이루어지

며, 전체 수출입량이 총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다. 

◦ 수출은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2005년 겨울, 2008년 가을, 2009년 겨울에 많이 수출되었다. 

– 2009년에는 겨울양배추 생산량 증가로 대만과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 적

극적으로 이루어져 평년 수준의 두 배인 1만 257톤이 수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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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장기 납품 계약을 맺고 포전에서 품질관리를 하며 정기적인 수출

을 하는 사례가 제주도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 수입은 가격이 폭등할 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며, 2003년 가을과 겨울, 

2007년 겨울, 2008년 겨울에 많이 수입되었다. 

구분
수출 수입

물량 수출액 물량 수입액

2000 944 392 1,693 433

2001 5,567 2,494 94 24

2002 7,294 516 1,409 304

2003 720 304 4,617 923

2004 5,097 3,116 2,685 647

2005 8,127 3,723 351 97

2006 2,574 1,474 608 174

2007 1,566 1,330 4,802 1,640

2008 12,311 4,927 3,097 1,063

2009 10,257 4,809 170 65

  주: 2009년은 추정치임.
자료: 관세청.

표 27-17.  양배추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 시기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을․겨울양배추 출하기에 수출량이 많은 

편이며, 봄양배추 출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국내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수

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기상피해가 없었던 최근 3개년(2007∼

2009년) 수출량이 과거(2004∼2006년)보다 증가하였다.



제

2

부

제

3

부

884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자료: 관세청.

그림 27-25.  양배추 월별 수출량 추이

 

4.1.4. 가격 동향 

◦ 2000년대 이후 양배추 명목 도매가격은 생산량 증감에 따라 진폭이 큰 

등락을 반복하지만 연평균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실질 도매 가

격은 2000년대 이후 3% 감소 추세이다. 2009년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상

품 8kg당 4,410원으로 2008년보다 18% 높지만 평년보다 6% 낮았다. 

– 상반기 가격은 제주 지역 농협의 조절 출하와 봄양배추 재배 면적 감소

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하반기 가격은 음식점 수요 감소

와 출하 지연으로 평년보다 낮았다. 

◦ 최근 3개년 양배추 도매가격은 호남 지역 봄양배추 재배 면적이 줄어 4∼5

월에 강세를 보이고 최근 태풍 피해가 없었던 강원 지역 고랭지양배추 출하

가 시작되는 7월에 가장 낮았다. 한편, 11월∼12월의 변이계수는 1990년대 

후반 0.30∼0.39에서 2000년대 후반 0.70∼0.74로 확대되어 가격 등락폭이 

커지고 있다. 이는 11월과 12월이 가을양배추와 겨울양배추가 혼재되어 출

하되는 시기인데다 겨울양배추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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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가격) (월별 가격지수)

  주: 실질가격은 명목가격을 신선채소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하였으며, 상품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그림 27-26.  양배추 도매 가격 동향

4.1. 수급 전망

4.1.1. 2010년 전망

◦ 2010년 국내 총 공급량은 2009년보다 3% 많은 33만 톤, 1인당 소비량은 

2% 늘어난 6.8kg으로 전망된다. 

– 2010년 양배추 재배 면적은 2009년보다 다소 증가한 6,000ha, 생산량은 

동 기간보다 늘어난 33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구분 재배 면 공 량
1인당 

소비량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2009 5,991 322 331 0 9 6.6

2010 6,000 330 332 0 2 6.8

증감률 0.2 2.5 0.3 - -77.8 1.5

자료: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7-18.  양배추 2010년 수급 전망
단위: ha, 천 톤, kg, %

◦ 2010년 양배추 가격은 생산량 감소와 음식점 수요 회복으로 2009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가격은 제주 지역 매취사업과 봄(하우스)

양배추 재배 면적 감소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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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중장기 전망

◦ 전망 시나리오는 한·미,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감축률 적용을 기

본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관세율은 2011년부터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한․미 FTA가 발효되면 양배추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하지만 미국으로

부터의 신선양배추 수입 실적이 없고, 양배추의 특성상 냉장 운반이 필요

하므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큰 영향으로 받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 KREI-KASMO 모형 추정결과 양배추 총공급량은 국내 생산량 증가로 

2015년 35만 톤, 2020년 36만 톤이 생산되며 2010년보다 각각 5%, 8% 

증가할 전망이다. 

– 양배추 1인당 소비량은 2015년 7.0kg, 2020년 7.3kg으로 2010년보다 각각 

3%, 7% 증가할 전망이다. 

– 양배추 생산량은 2015년 35만 톤, 2020년 36만 톤으로 2010년보다 각각 

4%, 7% 증가할 전망이다. 

– 2010년은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더 많지만 국내 수급이 안정화되면 장기

적으로 수출은 줄어들 전망이다. 

구분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재배 면 ha 5,991 6,000 6,200 6,300

총 공 량(A=B+C) 천 톤 321 330 347 358

국내 생산량(B) 천 톤 331 332 345 357

순 수입량(C=D-E) 천 톤 -10 -2 2 1

수입량(D) 천 톤 0 0 4 4

수출량(E) 천 톤 10 2 2 3

1인당 소비량 kg 6.6 6.8 7.0  7.3

주: 1) 수출입량은 신선․냉장 양배추 기준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7-19.  양배추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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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  자

5.1. 수급 동향

5.1.1. 소비 동향

◦ 감자 1인당 소비량은 2005년 19.9kg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이후부터 생산

량과 소비 감소로 연평균 9%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은 2008

년보다 1% 감소한 13.6kg으로 추정된다.

주: 2009년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그림 27-27.  1인당 감자 소비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 시기별 감자 소비패턴은 봄감자와 고랭지감자 수확기인 여름(7∼9월)과 

봄(3∼6월)의 소비 비중이 각각 33%,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는 가을(10∼12월)이 20%, 겨울(1∼2월)이 1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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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2010년 감자 소비 의향을 조사한 결과, 2009년보다 늘리겠다는 

응답이 31%로 줄이겠다는 응답 4%보다 크게 높아 2010년 감자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입산 생(신선)감자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6%로 일부만 구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수입산 구매 이유는 ‘가격이 싸서’가 60%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크기, 모양 좋아서’가 28%, ‘구입이 용이

해서’가 5%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생감자 구입 여부) (수입산 생감자 구입 이유)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그림 27-28.  소비자의 수입산 생(신선)감자 구입 여부 및 이유

5.1.2. 생산 동향

◦ 감자 재배 면적은 가격 변동과 돌려 짓기 등의 영향으로 2∼3년을 주기

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연평균 10%의 감소율을 나타내

고 있다. 

– 2009년 재배 면적은 2008년보다 4% 증가한 2만 1,396ha이다. 작형별로는 

봄감자 14,198ha, 고랭지감자 3,322ha, 가을감자 3,876ha로서 2008년 대비 봄

감자는 9% 증가하였으나 고랭지와 가을감자는 각각 1%, 6%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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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10a당 수확량은 신품종 육성과 씨감자의 품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최근에 2,600kg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은 작황 부

진으로 2008년보다 5% 감소한 2,794kg으로 추정된다.

◦ 감자 생산량은 2000년대 중반부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은 

재배 면적이 증가하였으나 단수가 감소하여 2008년보다 1% 감소한 59만 

7,761톤으로 추정된다.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27-29.  감자 재배 면적과 생산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 지역별 재배 면적 비중은 최대 주산지인 강원 지역이 전체 면적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비중은 소득이 더 나은 양파, 브로콜

리 등의 작물로 전환하여 1999년 21%에서 2009년 12%로 큰 폭으로 감

소하였다. 반면, 점유율이 낮았던 충남과 경북 지역의 비중 증가로 지역

별 집중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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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그림 27-30.  감자 재배 면적의 지역별 비중 변화 

5.1.3. 수출입 동향

◦ 감자 수출량은 2000년대 초 160톤 내외로 실적이 많지 않으며 감자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05~2007년까지 수출량은 100톤 미만으로 매우 

적으나, 2008년과 2009년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신선냉장(종자용, 기

타)감자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져 2007년보다 5배 이상 증가하였다.

◦ 수입량은 2004년까지는 증가 추세였지만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여 6만 5

천∼7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감자 수입 품목은 정부수입물량(TRQ)의 신선냉장(종자용, 기타)과 가공

용(냉동, 건조, 감자분, 조제․저장처리)으로 구분된다. 신선냉장은 304%의 

고율관세이며, TRQ 물량(종자용 제외)에 대해서는 30%의 관세가 적용된

다. 감자분은 304%, 냉동과 건조가 각각 27%, 조제와 저장처리가 18%의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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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Q 수입량 중 종자용은 1992년부터 전량 일본에서 수입되었으나, 2002

년 담배얼룩바이러스(TRV: Tabacco Rattle Virus)가 검출되어 이후 수입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선냉장(기타)은 그 동안 가공용으로 수

입되었으며 2007년에 처음으로 TRQ 물량 중 6,270톤이 미국산 신선(생)

감자로 도입되었다. 이 품목은 식물방역법상2) 수입국이 미국, 호주, 일본

으로 제한되어 있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체   157   188   165    48    100    87    431   788

수입 체 65,735 61,892 71,007 65,868 65,460 67,058 70,455 63,244

신

선

냉

장

종

자

용

TRQ

수입량

(기 량)

   172

(1,729)

    0

(1,814)

    0

(1,898)

    0

(1,898)

   0.1

(1,898)

    0

(1,898)

    0

(1,898)

    1

(1,898)

기

타

TRQ

수입량

(기 량)

11,133

(17,138)

18,104

(17,974)

25,885

(18,810)

18,378

(18,810)

17,845

(18,810)

18,914

(18,810)

16,826

(18,810)

11,485

(18,810)

가

공

용

냉동감자  1,357  1,406  1,942  1,425  1,388  1,499  1,936  1,552

건조감자   589   449   597   411   496   692   320   498

감 자 분   367   287   332   244   240    95    95   151

장처리냉동 52,120 41,646 42,251 45,410 45,491 45,858 51,278 49,537

 주: 1) 정부수입물량(TRQ)의 신선냉장 기타는 2006년까지 전체 가공용이 수입되었으며, 2007년 처
음으로 일부 신선(생)감자가 도입되었음. 2004년 신선냉장(기타) TRQ 물량은 7,300톤 증량된 
것임.

2) 수출입 전체는 신선냉장, 냉동, 건조, 감자분, 저장처리냉동을 합한 물량이며, 수율을 적용
하여 신선냉장으로 환산한 물량임.

3) 2009년은 1~11월 실적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27-20.  감자 수출입 실적
단위: 톤

◦ 전체 수입량 중 가공용 감자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9년 

가공용 감자 비중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정부수입물량(TRQ) 중 신선냉장(기타)은 대부분 미국과 호주에서 수입되

고 있다. 2006년 이전까지 호주의 수입비중이 미국보다 높았으나 이후로

2) 일본, 미국, 호주를 제외한 국가는 ｢식물방역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감자  가

지와 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에 한 수입 지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이 불가능하다. 

상병해는 감자걀쭉병, 감자씨스트선충, 감자흰씨스트선충, 감자암종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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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의 비중이 높아져 2009년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가공용 또한 

미국의 수입비중이 매우 높으며 2009년 수입비중은 2008년보다 2%P 증

가한 78%로 나타났다. 

구분

1995 2000 2007 2008 2009

TRQ 

기타
가공용

TRQ 

기타
가공용

TRQ 

기타
가공용

TRQ 

기타
가공용

TRQ 

기타
가공용

미    국 - 25,349 321 46,241 10,980 39,073 13,782 40,519 7,886 40,474

호    주 - 102 9,038 99 7,935 - 3,044 - 3,599 -

캐 나 다 - 2,712 - 4,500 - 7,485 - 11,214 - 9,076

    국 - - - 245 - 586 - 758 - 658

네덜란드 - - - 229 - 225 - 295 - 277

기    타 - 3 - 205 - 545 - 844 - 1,253

소    계 - 28,167 9,359 51,518 18,914 48,144 16,826 53,630 11,485 51,738

계 28,167 60,877 67,058 70,455 63,223

  주: 1) 가공용은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냉장으로 환산한 수치임.
      2) 2009년은 1~11월 실적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27-21.  감자 국별 수입량 추이
단위: 톤

◦ 미국산 신선(생)감자의 국내 판매가격은 2008년 kg당 861원에서 2009년 

1,010원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2009년 미국내 감자 가격이 2008년과 큰 

변화가 없었으나 환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산 신선(생)감자의 판

매가격은 국내산 수미가격의 58~88% 수준으로 국내산보다 가격 경쟁력

이 높아 요식업체 등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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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산 

국내 매가격(A)
758 841 735 698 730 861 1,010

수입단가1) 489($0.4) 542($0.5) 474($0.5) 451($0.5) 471($0.5) 555($0.5) 651($0.5)

제 비용2) 122 136 119 113 118 139 163

국내산 

도매가격(B)
1,008 1,430 836 856 983 1,125 1,247

A/B (%) 75.2 58.3 88.0 81.6 74.3 76.5 81.0

  주: 1) 수입단가는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가격으로 해상운임을 포함한 CIF 가격임.
     2) 제 비용=통관 제 비용+부대비용+수입업체 이윤.
     3) 관세는 TRQ 할당 관세율(30%)을 적용함.
     4) 국내산 도매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미 상품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농수산물유통공사, KREI 농업관측정보센터 해외모니터 조사치.

표 27-22.  미국산 신선냉장(기타) 국내 판매가격 추정
단위: 원/kg

◦ 감자는 매월 1만 5,000톤 이상이 꾸준히 수입되고 있으며, 성출하기인 6

∼11월에 수입량이 적고 1∼3월에 가장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저장 기술 향상과 시설 증가로 감자의 연중 공급이 원활하

게 이루어져 월별 수입량 집중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관세청.

그림 27-31.  감자 월별 수입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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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가격 동향

◦ 감자(수미) 명목가격은 1997년 이후 상승세에 있으며 최근까지 연평균 

7% 상승하였으나, 물가지수를 적용한 실질가격은 거의 정체 수준으로 

등락만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명목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수미가 2만 4,940원으로 2008년보다 11% 높지만 대지는 3만 3,380원으

로 2% 낮은 수준이었다.

◦ 월별 가격을 살펴보면 수미 가격은 봄(시설)감자 출하 시기인 4월에 가

장 높으며 출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6∼7월에 가장 낮은 가격을 보이

고 있다. 대지 가격은 제주산 가을감자 출하 시기인 2∼3월이 가장 높으

나 월별 가격 등락폭은 수미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냈다.

(수미 연도별 가격) (월별 가격지수)

  주: 실질가격은 명목가격을 신선채소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하였으며, 상품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그림 27-32.  감자 도매 가격 동향

5.2. 수급 전망

5.2.1. 2010년 전망

◦ 2010년 감자 총 공급량은 생산량과 수입량 증가로 2009년보다 4% 늘어

난 69만 4천 톤, 1인당 소비량은 4% 상승한 14.1kg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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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감자 전체 재배 면적은 2009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재배 면적이 

증가하여 2009년보다 2% 증가한 2만 1,895ha로 전망된다. 2010년 생산량

은 재배 면적 증가와 작황이 부진했던 2009년보다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09년보다 4% 증가한 62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 2010년 감자 수입량은 2009년보다 5% 증가한 7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재배 면 공 량 1인당 소비량
생산량 수입량

2009 21,396 666 598 69 13.6

2010 21,895 694 622 72 14.1

증감률 2.3 4.1 4.0 5.3 3.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7-23.  감자 2010년 수급 전망
단위: ha, 천 톤, kg, %

 

◦ 2010년 가격은 겨울감자 출하 전까지 가을감자 생산량 부족으로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수미 가격도 2010년 봄감자 출하 전까지 저장량 부족

으로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겨울감자와 봄감자 출하가 시작되면 대지와 수미 가격 강세는 점차 안정

세로 전환될 전망된다.

5.2.2. 중장기 전망

◦ 전망 시나리오는 한․미와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감축률 적용

을 기본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관세율 시나리오는 2011년부터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단, 한⋅EU FTA 협상 결과 감자는 현행 관세를 유

지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미 FTA 협상 결과, 식용감자는 현행관세(304%) 유지 조건으로 무관세 

쿼터 3천 톤(매년 3% 증량)을 제공하고, 칩용은 계절관세가 시행되며, 감자

분은 관세 10년 철폐 및 무관세 쿼터가 제공된다. 감자 전망치는 현재의 

국내외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한 KREI-KASMO 모형의 추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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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수입량이 증가하여 2010년 69만 

4천 톤에서 2020년 69만 9천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감자 1인당 소비량은 서구식 식습관 변화로 2010년 14.1kg에서 2020년 

14.2kg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 감자 생산량은 2020년에 58만 1천 톤으로 2010년보다 7% 감소가 예상되

며, 재배 면적도 2010년 2만 1,895ha에서 2020년 1만 9,639ha로 감소할 전

망이다. 

– 수입량은 2020년까지 연평균 5%씩 증가하여 2015년 10만 톤, 2020년 11만 

8천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재배 면 ha 21,396 21,895 20,051 19,639

총 공 량(A=B+C) 천 톤 666 694 683 699

국내 생산량(B) 천 톤 598 622 582 581

수입량(C) 천 톤 69 72 100 118

1인당 소비량 kg 13.6 14.1 13.8 14.2

주: 1) 시나리오는 한․미, 한․EU FTA 적용시 관세율.
2) 수출입량은 냉동, 건조, 감자분, 저장처리냉동을 신선⋅냉장감자를 환산하여 신선⋅냉장감

자와 합한 물량이며 2009년은 추정치임.
3)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7-24.  감자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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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 2009년 양념채소 생산량은 건고추·풋고추․마늘․대파․쪽파 생산량이 1~11% 

감소하지만 양파 생산량이 33% 늘어 2008년 2,301천 톤보다 12% 증가한 

2,567천 톤으로 추정된다. 재배 면적은 양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감소하여 2008년 11만 7,442ha보다 4% 감소한 11만 2,355ha로 추정되며, 

단수는 기상 호조로 2008년보다 4% 증가하였다.

◦ 2010년 양념채소 재배 면적은 건고추·마늘·쪽파 재배 면적 감소로 2009

년보다 1% 감소한 11만 1,490ha로 전망된다. 건고추·마늘·쪽파 재배 면

적은 2009년 보다 2~9% 감소할 전망이지만, 양파·대파·풋고추 재배 면적

은 4~10% 증가할 전망이다.

◦ 중기선행관측 결과, 양파는 재고량이 여전히 많고 산지출하량이 증가하여 

2010년 상반기에 가격이 크게 하락한 kg당 340원으로 전망된다. 대파도 

상반기에 출하되는 월동대파 재배 면적이 증가하여 4월 이후에 가격이 

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한·미와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 감축률 적용을 기본으로 중

장기 생산 동향을 전망하면, 양념채소는 품종이 다르고 가격이 높아 미

국과 EU으로부터 수입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양념채소 재배 면적은 2009년 11만 2,355ha에서 연평균 소폭 줄어 2020년 

10만 8,677ha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수입량이 증가하는 고추와 마늘 재배 

면적은 동기간에 각각 17%와 5% 감소할 전망이지만, 양파는 수입량 증가

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비량 증가로 재배 면적이 9%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 영향이 크지 않은 대파와 쪽파․풋고추 재배 면적은 각각 19%, 5%, 

17%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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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고추

1.1. 수급 동향

1.1.1. 소비 동향

◦ 건고추 1인당 소비량은 1990년대 중반까지 상승하여 1997년 5.2kg을 나

타낸 이후 생산량 감소와 서구식 식단의 확산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2009년은 농촌 고령화로 재배 면적이 감소하여 2008년보다 5% 감소한 

3.9kg(회계기준 4.0kg)으로 추정된다.

주: 1) 소비량은 공급량 중 감모분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농림부 통계(식품수급품 기준 소비
량)와는 차이가 있음.

2) 회계기준은 1~12월, 연산기준은 8월~익년 7월이며, 2009년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그림 28-1.  1인당 건고추 소비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 소비자의 건고추 시기별 구매 동향을 조사한 결과, 가을(10∼12월)에 전

체 구매의 73%가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장철 건고추 수요

와 수확 후 가정에서 소비되는 건고추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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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건고추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양건’에 대한 선호도가 작년과 

비슷한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건조 기술 및 시설 향상으로 

품질이 좋아졌으며 양건보다 가격경쟁력도 있는 ‘화건’의 선호도도 24%

로 매년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반양건 혹는 반

화건’ 17.6%, ‘기타’ 9.1% 순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의 중국산과 국내산 건고추 구별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별할 수 

있다’가 작년과 비슷한 31%에 그쳐 소비자의 원산지 구별 능력이 여전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의 80%가 원산지 표시를 확인

하고 건고추를 구입한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국내산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구별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원산지 이력 추적 등의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 국산과 국내산 건고추 구별 여부) (건고추의 원산지 확인 여부)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그림 28-2.  건고추 구입시 중국산과 국내산 구별 및 원산지 확인 여부

◦ 중국산 건고추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0%로 소수의 소비자만 

중국산을 구매하였다. 소비자의 중국산 구매 이유는 절반 이상이 ‘가격이 

싸서’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구입이 용이해서’가 10%, ‘품질이 좋아

서’가 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산 건고추 구매시 소비자지불의사

가격은 국내산 가격의 52% 정도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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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건고추 구입 여부) ( 국산 건고추 구입 이유)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그림 28-3.  소비자의 중국산 건고추 구입 여부 및 이유

1.1.2. 생산 동향

◦ 건고추 재배 면적은 1996년까지 증가하여 1996년에 최대 재배 면적을 

나타낸 이후 노동력 부족과 수입량 증가로 1996년 9만 1천 ha에서 2008

년 4만 9천 ha로 연평균 5% 감소하였다. 2009년 재배 면적은 2008년보

다 8% 감소한 4만 5천 ha로 나타났다.

◦ 건고추 10a당 수확량은 신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발달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250kg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10a당 수확량은 초

기 생육 부진이 있었으나 끝물 작황 호조로 2008년보다 4% 증가한 

262kg 수준이다.

◦ 건고추 생산량은 1999년 최대 생산량인 215천 톤을 기록한 이후 재배 면

적 감소로 연평균 6%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 생산량은 단수

가 증가하였지만 재배 면적이 감소하여 2008년보다 5% 감소한 11만 7천 

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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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그림 28-4.  건고추 재배 면적과 생산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 지역별 재배 면적 비중은 최대 주산지인 경북 지역이 2009년 전체 면적

의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중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는 추

세였으며 충북 지역에서 2004년 15%에서 2009년 12%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반면 전남 지역은 2004년 14%에서 2009년 17%로 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

그림 28-5.  건고추 재배 면적 지역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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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수출입 동향

◦ 건고추 수입량은 2000년 이후 급증하여 2008년까지 연평균 14% 증가한 8

만 톤 이상이 꾸준히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건고추 총 공급량의 40% 이

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건고추 수입량이 급증하게 된 것은 저율관세 

품목인 냉동고추와 기타소스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건고추 민간수입량은 2003년까지 증가한 이후 연평균 19%로 감소한 반

면, 건고추관련품목 수입량은 2000년 2만 2천 톤에서 2008년 7만 7천 톤

으로 3.5배 증가하였다. 특히 냉동고추는 2000년 대비 약 30배 증가하여 

국내에서 중국산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산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TRQ물량 2,100 2,500 27 6,160 5,909 6,226 6,008 5,945 5,669

민간수입량
1) 6,031 8,335 6,901 10,929 7,755 4,583 3,542 3,964 3,778

련품목수입량 21,784 30,001 29,398 48,030 62,324 56,913 73,144 77,827 76,876

냉동고추
2) 1,032 2,534 2,160 12,355 18,955 16,115 25,673 22,480 30,311

혼합조미료3) 5,826 7,156 5,218 5,070 5,230 4,914 5,218 5,368 5,218

기타소스
4) 14,880 20,299 21,465 28,423 33,159 29,010 33,225 37,880 33,342

고추장 16 8 7 29 101 65 88 140 84

김치
5) 30 4 548 2,154 4,879 6,809 8,940 11,959 7,920

계6) 29,915 40,837 36,326 65,119 75,989 67,722 82,694 87,736 86,323

  주: 1) 민간수입량은 건고추와 고춧가루를 건고추로 환산한 물량을 합한 수치임.
2) 냉동고추는 빙점 아래로 냉각한 홍고추임.
3) 혼합조미료는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등을 향신료와 혼합하여 단순가공하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한 물질임.
4) 기타소스는 혼합조미료를 소스로 가공한 제품임.
5) 김치는 고춧가루 3% 함유로 적용함.
6) 전체 물량은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28-1.  건고추 수입 실적(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톤

◦ 2008년산 건고추 수입량은 국내 건고추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2007년

산보다 2% 감소한 8만 6천 톤이었다. 이는 냉동고추 수입이 증가하였지

만 국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수입 김치에 대한 음식점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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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산 건고추 수입량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생산량 감소

에 따른 물량 부족과 산지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 월별 건고추 수입은 매월 5천 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으며, 수확기인 8월

과 9월에 가장 적게 수입되고 단경기인 4월과 5월에 가장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7 7,679 7,483 6,853 7,673 8,642 7,191 5,713 5,038 4,327 7,868 8,225 8,201 84,893 

2008 7,528 6,740 7,990 8,427 7,382 7,650 8,247 5,779 5,709 7,667 7,091 7,655 87,865 

2009 8,214 6,048 6,602 9,129 7,366 7,592 7,471 5,343 5,791 7,086 6,868 7,714 85,223 

평 균 7,807 6,757 7,148 8,410 7,797 7,478 7,144 5,387 5,276 7,540 7,395 7,856  85,993  

비 9.1% 7.9% 8.3% 9.8% 9.1% 8.7% 8.3% 6.3% 6.1% 8.8% 8.6% 9.1%

  주: 고추관련품목의 물량은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28-2.  건고추 월별 수입량
단위: 톤

◦ 중국산 건고추의 국내 판매가격은 2008년 600g당 5,360원에서 2009년 

5,300원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이는 2009년 중국내 건고추 가격이 하락

하였지만 환율 상승으로 국내 가격 하락폭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국산 

건고추(양건) 판매가격은 국내산 양건가격의 75~85%, 국내산 화건가격의 

90~106% 수준이다. 2009년은 국내산 가격 상승으로 중국산 건고추의 경

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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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산 국내 매가격(A) 5,446 5,008 4,989 5,328 5,357 5,299

수입단가
1) 1,433($1.2) 1,068($1.0) 1,052($1.1) 1,335($1.4) 1,357($1.2) 1,311($1.0)

종량세
2) 3,767 3,726 3,726 3,726 3,726 3,726

제 비용
3) 287 214 210 267 272 262

국내산 

도매가격
4)

양건가격(B) 7,225 6,090 6,612 6,957 6,313 6,999

화건가격(C) 5,786 4,901 5,197 5,383 5,149 5,844

가격비교
A/B (%) 75.4 82.2 75.5 76.6 84.9 75.7

A/C (%) 94.1 102.2 96.0 99.0 104.0 90.6

  주: 1) 수입단가는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가격으로 해상운임을 포함한 CIF 가격임.
2) 종량세는 kg당 부과액 6,210원을 60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음.

     3) 제 비용(통관 제 비용+부대비용+수입업체 이윤)도 600g으로 환산한 값임.
     4) 국내산 도매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상품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농수산물유통공사, KREI 농업관측정보센터 해외모니터 조사치.

표 28-3.  중국산 건고추 국내 판매가격 추정(회계기준: 1∼12월)
단위: 원/600g

◦ 중국산 냉동고추의 가공 후 국내 판매가격은 2004년 600g당 3,210원에서 

2009년 3,830원으로 연평균 4% 상승하였다. 이는 저율관세(27%)로 수입

되어 가격경쟁력이 높고, 해동․건조기술 발달로 품질이 향상되어 소비 수

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산 민간수입 가능가격 382 411 381 389 493 528

가공 후 국내 매가격(A) 3,205 3,306 3,138 3,179 3,650 3,834

국내산 도매가격(B) 5,786 4,901 5,197 5,383 5,147 5,844

A/B(%) 55.4 67.5 60.4 59.1 70.9 65.6

  주: 1) 냉동고추 가공을 위한 제 비용에는 가공비, 판매비, 건조비 등이 있음.
     2) 국내산 도매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화건 상품 가격 기준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KREI 농업관측정보센터 해외모니터 조사치.

표 28-4.  중국산 냉동고추 국내 판매가격 추정(회계기준: 1∼12월)
단위: 원/600g

1.1.4. 가격 동향

◦ 화건과 양건(태양초)의 도매가격은 2~3년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

으며 양건 가격이 화건 가격보다 평균 25% 높은 수준이었다. 2009년 수

확기(8~11월) 도매가격은 화건이 5,780원, 양건이 6,720원으로 2008년보

다 각각 5%, 12%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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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고추 수확기(8~11월)와 단경기(5~7월)의 가격 편차는 2001년 이후 감

소하여 최근에는 거의 편차가 없어졌다. 이는 단경기에 수입이 증가하여 

연중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연도별 가격) (시기별 (화건)가격 지수)

  주: 1) 가격은 연산기준(8월∼익년 7월)이며, 가격은 상품 기준임.
2) 2009년 가격은 8∼12월의 평균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림 28-6.  건고추 도매 가격 동향

1.2. 수급 전망

1.2.1. 2010년 전망

◦ 2010년 상반기 국내산 건고추 재고량은 2009년 동기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수입은 환율이 안정세이나 중국내 건고추 생산량이 적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0년 상반기 전체 건고추 공급량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나, 2009년의 소비 부진이 이어진다면 가격은 약보

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2010년산 건고추 총 공급량은 수입량 증가로 2009년산보다 다소 증가한 

19만 톤으로 전망된다.

– 2010년산 재배 면적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2009년산보다 2% 

감소한 4만 3,999ha로 전망되며 생산량도 재배 면적 감소로 1% 감소한 

11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제

28

장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 907

– 2010년산 수입량은 2009년산보다 2% 증가한 8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0년산 고추 생산량 감소로 국내 가격 강세가 예상되며 또한 수

입 가능 물량이 부족했던 2009년산보다 수입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연  산 재배 면 공 량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2009 44,817 189 117 82 11

2010 43,999 190 117 84 11

증감률 -1.8 0.4 -0.7 2.4 2.7

주: 2010년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임. 생산량과 수입량은 연산기준(8월~익년 
7월)임.

표 28-5.  2010년산 건고추 수급 전망(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ha, 천 톤, %

 

◦ 2010년산 건고추 수확기 가격은 생산량이 감소하나 수입량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낮을 전망이지만 소비 부진이 회복된다면 가격 하락폭은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1.2.2. 중장기 전망

◦ 전망 시나리오는 한․미와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감축률 적용

을 기본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관세율 시나리오는 2011년부터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미국은 건고추 수요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산 건고

추는 국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건고추에 비해 가격경쟁력

이 크게 낮아 관세가 인하되어도 수입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

다. 또한, 미국산 건고추 품종은 국내산과 달라 미국산에 대한 수요가 크

지 않다. 한편, 한·EU FTA 협상 결과 고추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 때

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KREI-KASMO 모형 추정결과 총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수

입량이 증가하여 2010년 19만 톤에서 2020년 19만 1천 톤으로 거의 변

화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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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고추 1인당 소비량은 공급량 감소와 식생활 패턴 변화로 2010년 3.9kg

에서 2020년 3.8kg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 건고추 생산량은 2020년에 10만 9천 톤으로 2010년보다 7% 감소가 예상

되며 재배 면적은 2010년 4만 3,999ha에서 2020년 3만 7,439ha로 감소할 

전망이다.

– 수입량은 2020년까지 연평균 1%씩 증가하여 2015년 8만 9천 톤, 2020년 

9만 4천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재배 면 ha 44,817 43,999 41,018 37,439

총 공 량(A=B+C) 천 톤 189 190 192 191

국내 생산량(B) 천 톤 117 117 114 109

순 수입량(C=D-E) 천 톤 71 73 77 80

수입량(D) 천 톤 82 84 89 94

수출량(E) 천 톤 11 11 12 14

1인당 소비량 kg 3.9 3.9 3.9 3.8

주: 1) 시나리오는 한․미, 한․EU FTA 적용시 관세율.
2) 수출입량은 기타 고추관련품목을 건고추로 환산하여 건고추와 합한 수치이며, 2009년산 수

입량은 추정치임.
3)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8-6.  건고추 수급 전망

2   마  늘

2.1. 수급 동향

2.1.1. 소비 동향

◦ 마늘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과 김치소비 감소, 국민 식생활 패턴의 서구

화 등에 따라 1995~2009년간 연평균 2%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9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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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은 국내산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데다 중국 산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

량도 적어 전년보다 11% 감소한 8.3kg으로 추정된다.

연도 1인당 연간 소비량

1995 10.3

2000 10.6

2005 8.8

2006 8.2

2007 7.9

2008 8.8

2009 8.3

주: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그림 28-7.  마늘 1인당 소비량 추이

◦ 형태별 마늘 소비 비중은 여전히 ‘주대마늘’이 가장 높지만 최근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깐마늘’ 소비가 2006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 소비자의 품종별 마늘 선호도는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지

형이 난지형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지형 마늘 가격이 높

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점차 맛과 영양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최근으로 올수록 품종 구분에 좀더 적

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 소비 비 ) (폼종별 소비 비 )

‐

0.10 

0.20 

0.30 

0.40 

0.50 

0.60 

0.70 

한지형 난지형 가리지않음 품종구분못함

2006

2008

2009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그림 28-8.  소비자 마늘 소비 의향



제

2

부

제

3

부

910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2.1.2. 생산 및 저장 동향

◦ 마늘 재배 면적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재배 면적 감소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주요 양념채소류(고추, 양파)의 

감소폭을 상회하고 있다.

◦ 이는 농가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데다 상대적으로 노동 투입 부담이 적

은 양파로의 작목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늘 가격이 

2000년 이후 정체되면서 산지 농업인들이 마늘 재배를 기피하는 것도 한 원

인이다.

◦ 2009년 재배 면적은 마늘 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7% 감소한 2만 6천ha

였으며 생산량은 5% 감소한 35만 7천 톤 수준이었다.

자료: 통계청.

그림 28-9.  마늘 재배 면적과 생산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 마늘 저온저장량은 당해 생산량에 따른 가격 변동 추이, 심리적인 가격 

기대 효과 등에 따라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에서 저

장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2003년 21%에서 2008년 

25%까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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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생산량(A) 378,846 357,824 374,980 331,379 347,546 375,463 357,278

민간 장량(B)  78,700  74,000  79,000  78,500  83,820 92,417 83,117

B/A 20.8 20.7 21.1 23.7 24.1 24.6 23.3

입고가격 1,550 1,700 1,500 1,540 1,850 1,426 1,650

도매가격 2,400 2,296 2,065 2,194 2,198 1,775 2,309

  주: 1) 재고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각 년도 9월 20일 조사치임.
2) 민간 저장량은 개인 저장업자와 농협 창고 저장량을 합한 물량임.

자료: 통계청, KREI 농업관측정보센터 조사치.

표 28-7. 연도별 마늘 저온저장량 추이
단위: 톤, %, 원/kg

◦ 저장 비중 증가는 마늘 입고 시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전체 생산량과 관

계없이 입고가격을 상승시켰으며, 2003~2009년까지 도매가격은 소폭 하

락한 반면 동 기간 입고가격은 오히려 연평균 1% 상승하여 저장업체들

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림 28-10. 저장 비중 증가의 문제점

2.1.3. 수입 동향

◦ 국내에 수입되는 마늘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산지 가격이 국내산보다 크게 낮아 수입량은 매년 5~6만 톤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2009년은 중국산 마늘 산지 가격 급등으로 12월까지 2만 3천 

톤이 수입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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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TRQ수입량(A)

(기 량)

9,984

(13,824)

14,467

(14,467)

14,467

(14,467)

14,467

(14,467)

13,767

(14,467)

11,374

(14,467)

4,100

(14,467)

민간수입량(B) 44,332 47,209 33,284 46,647 54,985 42,078 18,959

총수입량(A+B) 54,316 61,676 47,751 61,114 68,752 53,452 23,059

깐마늘․통마늘 17,913 22,195 12,073 16,696 13,460 5,506 4,246

냉동마늘 25,363 32,213 25,973 35,096 43,185 32,956 15,328

산조제마늘 8,249  6,505  5,505  6,658 9,019 6,581 3,463

건조마늘 2,747   764  4,201  2,664 3,088 8,409 22

  주: 1) 냉동․초산조제마늘, 건조마늘은 신선마늘로 환산하였음.
2) 2009년산은 5~12월 실적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28-8.  마늘 수입 실적(연산기준: 5월~익년 4월)
단위: 톤

◦ 월별 수입량은 2000년대 초반 주로 김장철을 대비한 11~12월의 수입량

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월별 편차가 감소

하고 수입 등락폭 역시 완화되고 있다.

◦ 그러나 마늘의 경우 고추, 양파와 달리 수입 마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DDA 및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가장 큰 

수입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월별 수입량) (마늘 공 량 변화)

국내생산량

수입량

그림 28-11.  마늘 수입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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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008년 중국산 깐마늘 kg당 국내 도매시장 판매 추정가격은 국내

산의 75~80% 수준으로 국내산에 비해 경쟁력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2009년은 중국 산지 가격 급등으로 국내산과의 차이가 없어 중국산 마늘 

수입 급감의 원인이 되었다. 

◦ 중국산 냉동마늘은 산지가격 상승으로 국내 도착가격(CIF 가격)이 높지

만 관세가 27%로 낮기 때문에 통관 과정을 거치면 국내 신선 마늘 가격

의 80% 이하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의 경우는  달러 강세

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가격의 83%까지 상승하였다.

2007 2008 2009

깐마늘 냉동마늘 깐마늘 냉동마늘 깐마늘 냉동마늘

국산 수입가격 2,558 1,095 2,383 1,264 3,133 1,500

CIF 가격  689 799 530 922 1,212 1,226

통  제 비용 1,869 296 1,853 342 1,921 274

국산 도매가격(A) 2,813 1,205 2,622 1,390 3,447 1,650

국내산 도매가격(B) 3,690 2,308 3,474 1,775 3,550 2,000

A/B (%) 76.2 52.2 75.5 78.3 97.1 82.5

  주: 1) 수입마늘 도매가격은 수입가격에 유통마진 10%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2) 수입통관 제 비용에는 관세와 수입 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KREI 농업관측정보센터 해외모니터 조사치.

표 28-9.  중국산 신선마늘 국내 판매가격 추정(회계기준: 1~12월)
단위: 원/kg

2.1.4. 가격 동향

◦ 연도별 마늘 가격은 1998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정체 현상을 보이

고 있다. 이는 재배 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 수요가 감소하면서 시

장 가격 상승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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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가격) (월별 가격 지수)

주: 가격은 연산기준(5월~익년 4월)이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난지형 상품 기준임.

그림 28-12.  마늘 도매 가격 동향

◦ 월별 도매가격은 수확기(5~6월)가 1990년대에 비해 최근 들어 강세를 나

타내고 있으며 단경기(2~4월) 가격은 최근이 1990년대보다 약세를 보이

고 있다. 따라서 점차 연중 가격 등락은 완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마늘 

수입이 연중 일정한 양으로 이루어지고 과거와 같이 소비도 일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다.

2.2. 수급 전망

2.2.1. 2010년 전망

◦ 현재 마늘 재고량이 전년보다 10%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중국 산지가격 

급등으로 신선마늘 수입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2010년 단경기 가격(1∼4월)은 상품 kg당 2,650원 선으로 전년보

다 19%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고량이 적은데다 2010년산 재배 

면적이 줄 것으로 예상되어 최단경기인 4월 가격은 일시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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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12.31일까지

재고량

12.31일 재

정부 비축물량
총재고량

조정재고량

(부패율 용)

2009 49,736 4,100 53,836 48,448

2008 57,315 4,161 61,476 54,037

증감률 -13.2 -1.5 -12.4 -10.3

주: 조정재고량은 총재고량을 작년부패율 12.1%, 금년 10.0%를 적용하여 환산.

표 28-10.  마늘 저온저장량 추정

◦ 5월부터 생산되는 2010년산 마늘 국내 공급량은 수입량 증가에도 불구

하고 국내 생산량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4% 감소할 

전망이다.

◦ 따라서 2010년산 전체 마늘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생산시기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경우 산지 저장업체의 

입고 수요와 소비자 수요가 동시에 감소할 가능성이 커 적절한 수확기 

가격 유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  산 재배 면 공 량
생산량 수입량

2009 26,323 397,278 357,278 40,000

2010 23,903 382,000 315,000 67,000

증감률 -9.2 -3.8 -11.8 68.5

주: 2009년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임. 생산량과 수입량은 연산기준(4월~익년 
3월)임.

표 28-11.  2010년산 마늘 수급 전망(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ha, 톤, %

 

2.2.2. 중장기 전망

◦ 전망 시나리오는 한․미와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감축률 적용

을 기본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관세율 시나리오는 2011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EU와의 FTA에서 마늘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율관세를 그대로 적

용하기 때문에 수입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미국과의 FTA도 수

입 단가 상승으로 단계적인 관세철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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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09
망

2010 2015 2020

재배 면 ha 26,323 23,903 25,090 24,950

총 공 량(A=B+C) 천 톤 387 383 395 375

국내 생산량(B) 천 톤 357 316 320 290

수입량(C) 천 톤 30 67 75 85

1인당 소비량 kg 8.3 8.2 8.0 7.9

표 28-12.  마늘 수급 전망

 

◦ KREI-KASMO모형 추정결과 마늘 재배 면적은 2009년 2만 6,323ha에서 

2020년 2만 4,950ha로 연평균 1%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

량도 동 기간 35만 7천 톤에서 29만 톤으로 연평균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마늘 수입량은 2009년 3만 톤에서 2020년 8만 5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며 한․미 FTA에 따른 단계적 철폐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입량의 

대부분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에서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국내 재배 면적 감소로 생산량과 수입량을 고려한 1인당 소비량

도 2009년 8.3kg에서 2020년 7.9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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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  파

3.1. 수급 동향

3.1.1. 소비 동향

◦ 양파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수입량도 증가하면서 1995~ 

2009년 연평균 2%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산 1인당 소비량은 국내산 

생산량 증가로 2008년산보다 28% 증가한 28.6kg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들이 양파를 건강식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관련 가공식품이 늘어나고, 가

정 소비도 확대되는 등 1인당 소비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주: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그림 28-13.  양파 1인당 소비량 추이(3개년 이동평균: 연산기준)

◦ 채소류 소비 의향 조사 결과, 2010년 양파 소비를 2009년에 비해 늘리겠

다는 응답이 41%로, 줄이겠다는 응답 2%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가정 소비가 회복되

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건강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그동안 지속되

어 왔던 양파 소비 증가가 지속되는 것도 한 요인이라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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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 여부) (계 별 소비 비 )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그림 28-14.  소비자 양파 소비 의향

◦ 주로 양파를 소비하는 계절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을이 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여름, 봄, 겨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에는 18%로 가장 

적게 소비하는데 이는 김장 등에 따라 타 채소류 소비가 많고, 저장에 따

른 신선도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 양파 구입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

번 조사에서는 2006년 58%에 비해 6%P 상승한 64%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조사치인 62%보다도 높아진 수준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 중국산 양파의 소비자 지불의사액은 국내산 가격의 52% 수준으로 국내

산 소비자 가격이 kg당 1,400원일 경우 중국산 가격은 720원 내외가 적

정하다고 보는 소비자가 많았다. 그러나 가격 수준에 상관없이 국내산 

양파를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64%로 나타나 중국산 양파에 대한 기피 현

상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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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생산 동향

◦ 양파 재배 면적은 2002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체적

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5~2009년 재배 면적은 연평균 1% 증가하

였으며 2009년은 2008년 수확기 가격 강세로 20% 증가한 1만 8,500ha이다.

중 만 생 종  재 배  면 적 조 생 종  재 배  면 적 총  생 산 량

자료: 통계청.

그림 28-15.  양파 재배 면적과 생산량(3개년 이동평균)

◦ 양파 작형별 재배비중은 전년 가격에 따라 등락을 나타내고 있지만 2003년

부터는 전반적으로 중만생종의 재배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트레이육묘 활성화에 따라 중만생종의 10a당 수확량이 증가하

여 수익이 안정적이고 조생종에 비해 정식이 늦어 태풍 등 자연재해 피

해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 양파 조생종 비율은 수확기 가격 상승으로 2007년 전체 재배 면적의 18%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가격이 하락하면서 2008년에서는 12% 수준으

로 줄었다. 2009년 조생종 재배 면적 비율은 2008년 조생종 출하기 가격

이 높아 13%로 소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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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산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재배 면 16.8 16.7 15.3 17.8 15.4 18.5

비율
조생종  9.5 15.0 17.0 18.0 12.0 13.4

만생종 90.5 85.6 83.0 82.0 88.0 86.6

단수 5,232 6,114 5,809 6,836 6,725 7,412

조생종 5,577 6,625 5,363 6,411 6,340 6,731

만생종 5,132 6,027 5,900 6,929 6,777 7,517

생산량 878 1,023 890 1,213 1,035 1,372

자료: 통계청.

표 28-13.  양파 재배 형태별 재배 면적과 단수(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천 ha, kg/10a, 천 톤

 

◦ 2009년 양파 생산량은 2008년보다 33%, 평년보다 37% 증가한 137만 2천 

톤이었다. 그러나 저장수요 증가로 중만생종 수확기(5~8월) kg당 도매가격

(602원)은 평년가격(536원)보다 12% 높은 수준이었다.

연  산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생산량(A) 887,514 1,023,331 889,619 1,213,375 1,035,076 1,372,291

민간 장량(B) 391,000 478,200 473,400 522,240 508,612 578,815

B/A 44.6 46.7 53.2 43.0 49.1 42.2

입고가격 330 314 360 292 529 410

만생종 수확기 도매가격 414 467 636 340 716 602

연간 도매가격 533 595 879 447 945 680

  주: 1) 민간저장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각 연도 9월 20일 조사치임.
2) 입고가격은 농업관측정보센터 각 연도 5월 20일 조사치임.
3) 중만생종 수확기 도매가격은 5~8월 상품 기준임.

     4) 연간 도매가격은 연산(4월~익년 3월) 상품 기준이고, 2009년은 4~12월임.
자료: 통계청, KREI 농업관측정보센터 조사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표 28-14.  양파 저온저장량 연도별 추이(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 원/kg

 

◦ 양파 저온저장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7년부터는 50만 톤을 넘

어서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량에서 저온저장량이 차지하는 비중

도 동 기간 4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 2009년 저장량은 57만 9천 톤으로 2008년에 비해 14% 많고 평년보다도 

19% 증가한 수준으로 사상 최대이다. 이는 몇 년간 양파 가격 강세가 지

속되면서 수익을 기대한 저장 업체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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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수출입 동향

◦ 한국의 양파 수입량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의 경우 국내 생산량 감소에 따라 수입량이 6만 6천 톤으로 2007년에 비

해 크게 증가하였다.

연  산 2000 2005 2006 2007 2008

TRQ수입량(A)

(기 량)

7,568

(16,967)

20,645

(20,645)

20,568

(20,645)

18,709

(20,645)

14,000

(20,645)

민간수입량(B) 18,402 24,736 38,779 17,903 51,522

총수입량(A+B) 25,970 45,381 59,347 36,612 65,522

신선양

건조양

냉동양

산조제양

9,793

1,153

1,854

11

10,508

34,472

  348

   53

50,367

 7,569

 1,359

   52

10,913

24,125

 1,323

  102

55,430

7,347

2,393

77

주: 1) 건조, 냉동, 초산조제양파는 신선․냉장양파로 환산한 물량임.
2) 괄호 안은 TRQ 기준물량이며, 2006년 TRQ 물량은 전량 신선으로 수입되었음.

표 28-15.  양파 수입 실적(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 그러나 2009년 양파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증가와 중국 내 산지가격 및 

위안화 강세로 4월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 12월은 건조양파 형태로 TRQ물량이 수입되면서 2008년 동월보다 수입

량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신선냉동 양파 수입량은 4~12월 기준 34,845톤

에서 2,098톤으로 급감하였다.

◦ 양파 월별 수입량은 국내산 중만생종 수확기인 5~8월에는 미미하지만 

저장 출하기인 9월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2월~익년 3월에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7 1,281 2,339 1,062 1,129 1,299 793 3,182 10,068 8,225 29,378

2008 6,192 2,000 1,298 3,912 4,245 4,460 10,423 1,695 5,303 39,528

2009 2,151  1,128 1,058 892 785 1,220 1,182 627 9,807 18,850

  주: 건조, 냉동, 초산조제양파는 신선․냉장양파로 환산한 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28-16.  양파 월별 수입량 
단위: 톤

 



제

2

부

제

3

부

922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 28-16.  양파 월별 수입 비중

◦ 과거와 달리 2000년대 이후 수확기와 저장 출하기의 수입량 격차가 감소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저장량 증가에 따라 수입량이 조절되

었고, 특정시기 수입 요인이 줄었기 때문이다.

◦ 중국산 양파의 2009년 kg당 국내 도매가격은 중국 내 생산량 감소와 환

율 상승으로 1,330원까지 올라 국내산에 비해 높게 형성되었다.

– 한국산 양파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신선양파 수입량은 2,098톤으로 크

게 감소하였고, 대만과 일본으로의 한국산 양파 수출량은 8,546톤으로 증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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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국산 수입가격 523 635 489 651 1,209

CIF 가격 219 279 219 301 494

통  제 비용 304 356 270 350 716

국산 도매가격(A) 575 699 537 716 1,330

국내산 도매가격(B) 628 835 541 759 827

A/B 86.1 83.7 99.3 94.3 160.8

신선양  수입량 (4~12월) 7,866 34,971 9,882 34,845 2,098

신선양  수출량 (4~12월) 69 71 1,172 0 8,546

  주: 1) 중국산 도매가격은 수입가격에 유통마진 10%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2) 수입통관 제 비용에는 관세(CIF 가격의 135%) 및 수입 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KREI 농업관측정보센터 해외모니터 조사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표 28-17.  중국산 양파 국내 판매가격 추정(회계기준: 1∼12월)
단위: 원/kg, %, 톤

 

◦ 미국산 양파의 2008년 국내 수입가능 도매가격은 kg당 1,147원으로 국내

산 대비 151% 수준이며, 그 비율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200% 내외를 

유지해 왔다.

– 한․미 FTA에 따라 현재 135%인 관세율이 2020년에 45%로 하락할 경우

에도 미국산 도매가격이 국내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관세 감축에 따른 미국산 양파 가격 경쟁력이 나타나면

서 국내 수입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과 달리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 기후권 내에 있지 않아 국내 가격

이 상승할 때 미국 수출 가능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일시적인 수입 가능

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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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평년

( 세 45%)

미국산 수입가격 1,027 1,011 1,314 1,042 710

CIF 가격 419 413 536 426 458

통  제 비용 608 598 778 617 252

미국산 도매가격(A) 1,129 1,112 1,445 1,147 781

국내산 도매가격(B) 628 835 541 759 671

A/B 179.8 133.2 267.2 151.2 116.4

  주: 1) 미국산 도매가격은 수입가격에 유통마진 10%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2) 수입통관 제 비용에는 관세(CIF 가격의 135%) 및 수입 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3) 평년은 2004~2008년 중 최대․최소를 뺀 평균이며, 이 가격에 관세 45%를 가정함.
자료: USDA,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28-18.  미국산 양파 국내 판매가격 추정(회계기준: 1∼12월)
단위: 원/kg, %

 

3.1.4. 가격 동향

◦ 양파의 연산별 가격은 매년 생산량에 따라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

다. 1995년 이후 3개년 이동 평균가격으로 산출할 경우 가격은 연평균 

2%씩 상승하였다.

◦ 월별 도매가격은 조생종 수확기인 4월에 비교적 높게 형성되나 중만생종 

수확기인 5월 이후 시장 반입량이 증가해 6월 전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형성하게 된다.

(연산별 가격) (월별 가격 지수)

주: 가격은 연산기준(4월~익년 3월)이며, 서울시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의 상품 기준임.

그림 28-17. 양파 도매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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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장 출하기에는 가격이 점차 상승하여 1월부터는 상승폭이 더 커

지게 된다. 그러나 저장량이 많아 재고가 누적될 경우에는 1월 이후 가

격이 하락하기도 한다.

◦ 과거와 달리 2000년대 중반부터는 수확기와 단경기 가격이 다소 하락한 

반면, 저장 출하기에는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가격이 수렴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이는 양파 수입이 단경기와 수확기에 상관없이 해당 월 또는 

전월의 가격에 따라 이루어져, 시기별 반입량 등락폭이 점차 완화되기 

때문이다.

◦ 중만생종과 달리 조생종은 저장성이 없어 4월 수확 이후 바로 출하하여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장 양파가 대부분 소진되는 시기이기 때문

에 중만생종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저

장 양파 잔여 물량으로 인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다.

연  산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A) 516 600 840 433 908 675

조생종(B) 831 978 891 423 802 1,040

만생종(C) 489 555 833 434 918 611

B/C 169.9 176.2 107.0 97.5 87.4 170.2

  주: 1) 2009년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가격임.
2) 조생종(B) 가격은 4월 조생종 수확기 가격임.

    3) 중만생종(C) 가격은 5월부터 익년 4월까지의 수확기 및 저장 출하기 가격의 가중평균 가격임.
자료: 서울시특별시 농수산물공사.

표 28-19.  양파 작형별 가격 추이(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원/kg, %

 

3.2. 수급 전망

3.2.1. 중기선행관측

◦ 2009년산 초기 입고량이 2008년산보다 14%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1월 5일 기준 2009년산 재고량은 작년 동기대비 8%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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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산 단경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낮은 가격에도 12월 출

고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출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상품 kg당 600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조생종 수확 전까지 보합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연  산 장량 출고율
출고량 재고량

2008 508,612 53.8 273,387 235,225

2009 578,612 56.2 325,467 253,348

증감률 13.8 2.5 19.1 7.7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월 5일 저장업체 조사치.

표 28-20.  양파 저온저장량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

◦ 2010년산 조생종 출하가 이루어지는 4월 출하량은 작황에 따라 2009년

산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0년산 조생종 가락시

장 도매가격은 상품 kg당 570원으로 2009년산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 2010년산 중만생종 출하량은 작황에 따라 2009년산보다 감소할 수 있겠으

나 평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9년산 가격 약세

로 저장 업체들의 신규 입고 여력도 줄어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상품 kg당 

340원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용단수

2010년산 추정 생산량 증감률

재배 면

(ha)

단수

(kg/10a)

생산량

(만 톤)

년 

생산량 비

평년 

생산량 비

조생
평년

2,635
6,459 17.0 2.0 5.0

2009년 6,731 17.7 6.3 9.4

만생
평년

17,223
6,578 113.3 -6.0 21.9

2009년 7,517 129.5 7.4 39.4

평균
평년

19,858
6,558 130.2 -5.1 19.4

2009년 7,412 147.2 7.3 35.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월 5일 저장업체 조사치.

표 28-21.  양파 2010년산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만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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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면  동향  망) (상반기 가격 망)

자료: 통계청, 서울시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농업관측정보센터 중기선행관측 추정치.

그림 28-18. 양파 2010년 상반기 도매가격 전망

◦ 2010년 1월 한파가 2월까지 지속될 경우 조생종 생육에 영향을 미쳐 

2010년 3월 전후 가격이 전망 수준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특히, 2월 이후 

한파는 조생종뿐만 아니라 중만생종 단수에도 영향을 미쳐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확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 2010년산 양파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수확

기 이후 가격안정을 위해 소비 촉진 및 수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구상무역 추진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3.2.2. 2010년 전망

◦ 2010년산 양파 총 공급량은 생산량 증가로 2009년산보다 7% 증가한 149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0년산 재배 면적은 2009년산보다 7% 증가한 1만 

9,858ha, 생산량은 작황에 따라 2009년산보다 최대 7% 증가한 147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0년 양파 민간부문 수입량은 국내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약세 등의 영향으로 2009년보다 크게 감소한 2천 톤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예정된 TRQ물량을 모두 도입할 경우 2만 3천 톤이 수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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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산 재배 면 공 량
생산량 수입량

2009 18,514 1,391,141 1,372,291 18,850

2010 19,858 1,494,540 1,471,928 22,612

증감률 7.3 7.4 7.3 20.0

주: 1) 2009년 수입량은 연산기준으로 2009년 3~12월까지임. 
2) 2010년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임. 생산량과 수입량은 연산기준(4월~ 

익년 3월)이며, 2010년도 TRQ물량(20,645톤)을 포함한 수입량임.

표 28-22.  2010년산 양파 수급 전망(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ha, 톤, %

 

3.2.3. 중장기 전망

◦ 전망 시나리오는 한․미와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감축률 적용

을 기본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한․미 FTA는 15년 내 관세철폐이고, 한․
EU FTA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도록 협상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율 시나

리오는 한․미 FTA에 근거해 2011년부터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 

135%인 관세는 2011년 126%, 2015년 90%, 2020년 45%를 적용하였다.

◦ 국내산 양파대비 미국산 양파의 수입가능 도매가격 수준은 2008년산까

지 꾸준히 20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관세 감축 시

나리오에 따라 2020년 관세율이 45% 수준으로 낮아지더라도 국내산보다 

가격이 높아 수입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재배 면 ha 18,514 19,858 19,986 20,118

총 공 량(A=B+C) 천 톤 1,391 1,495 1,538 1,574

국내 생산량(B) 천 톤 1,372 1,472 1,468 1,495

수입량(C) 천 톤 19 23 70 79

1인당 소비량 kg 28.6 30.3 31.2 31.9

주: 1) 수입량은 건조, 냉동, 초산조제양파를 신선․냉장양파로 환산하여 신선․냉장양파와 합한 수치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8-23.  양파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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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I-KASMO 모형 추정결과, 한·미 FTA 관세율 적용 시 양파 재배 면

적은 연평균 1% 증가하여 2015년 1만 9,986ha, 2020년에는 2만 118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량은 2015년 7만 톤, 2020년 7만 9천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공급량은 2020년까지 연평균 1% 증

가할 전망이다.

◦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는 양파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수

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양파 1인당 소

비량은 2020년 31.9kg으로 2009년보다 12% 증가하겠으나 연평균 증가율

은 1% 수준으로 1995~2009년의 연평균 증가율 2%에 비해 상승세가 둔

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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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  파

4.1. 수급 동향

4.1.1. 소비 동향

◦ 대파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이후 매년 3%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4년

에는 생산량 증가로 11.2kg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다.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로 2008년보다 15% 감소한 

7.1kg으로 추정된다.

주: 2009년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그림 28-19.  1인당 대파 소비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 소비자의 대파 구입은 ‘흙대파(8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

부분 ‘찌개, 국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흙대파를 구입하는 이유는 ‘신선도(73%)’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깐대파 구입은 ‘필요한 만큼 구입 가능(49%)’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리 편리(27%)’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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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대파의 구입처는 ‘재래시장(38%)’이 가장 높고, ‘대형할인점(29%)’이 

다음 순이었지만, 깐대파는 ‘대형할인점’을 통해 구입하는 소비자가 56%

를 차지하였다. 대파 전체를 고려할 경우에는 ‘대형할인점(34%)’을 이용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가정에서 구입한 대파는 대부분 ‘찌개, 국거리(90%)’로 사용되고, 일부분 

‘볶음류’, ‘조림류’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형태) (구입처)

0.0 

10.0 

20.0 

30.0 

40.0 

50.0 

60.0 

흙대파 깐대파

38.1 

14.9 

29.1 

56.0 

14.4 
11.2 

13.5 
17.2 

2.6 
0.7 2.4 

0.0 

재래시장 대형할인점 동네채소가게 슈퍼/상가 아파트장터 기타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그림 28-20.  소비자 대파 구입 형태와 구입처

4.1.2. 생산 동향

◦ 대파 재배 면적은 국내 가격 변동에 따라 2~3년을 주기로 증감이 반복되

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연평균 3%씩 감소하고 있다. 2009년 재배 면적

은 2008년의 가격 하락으로 2008년에 비해 13% 감소한 1만 1천 ha이다.

◦ 10a당 생산량은 2000년까지 연평균 1%씩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2,800 

~2,900kg/10a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여름철 집중 

호우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산지인 전남 지역 작황 호조로 2008년보

다 1% 증가한 2,909kg으로 추정된다.

◦ 대파 생산량은 재배 면적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09년 생산량은 

재배 면적 감소로 2008년에 비해 12% 감소한 32만 7천 톤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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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28-21.  대파 재배 면적과 생산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 지역별 재배 면적은 강원과 전남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충청, 기타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봄․여름대파를 주로 재배하는 경기지역 비중은 1999년 16%에서 2004년 

26%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25% 내외에서 정체하고 있다. 고랭지대파 

주산지인 강원 지역은 3%에서 4%, 겨울대파 주산지인 전남 지역은 28%

에서 30%로 증가한 반면 충청 지역은 12%에서 9%로, 부산·경남 지역은 

13%에서 9%로 감소하였다.

– 그 외 지역은 1999년 29%에서 2009년에는 2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다. 따라서 대파 재배 면적은 감소하는 가운데, 재배 지역은 주산지로 집

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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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그림 28-22.  대파 재배 면적 지역별 비중

4.1.3. 수출입 동향

◦ 대파 수출은 국내 수급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만, 신선 산물 위주로 

유통되는 특성상 전체 물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신선냉장 

대파와 건조 대파 수출은 국내 가격이 500~600원대에 형성되었던 

2004~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미미한 수준이다.

◦ 신선냉장 대파 수입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단기간에 집중되고 있다. 건조대파는 중국에서 수

입되며, 국내 가격에 큰 영향 없이 매년 1,700~2,200톤이 수입되고 있다.

◦ 시기별로 볼 때, 중국으로부터의 신선대파 수입은 대체로 겨울대파 출하

기인 1~3월과 가을·겨울대파 출하기인 10~12월에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배 면적 감소와 생육기 한파 등으로 인한 공급량 부족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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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 41 55 42 1 1 1 30 1 1 109 1,321 792

2008 941 140 823 118 1 1 1 2 1 1 1 1

2009 2 1 0 1 1 0 0 0 10 0 14 0

평년
183

(26.6)

78

(11.3)

289

(42.0)

40

(5.8)

1

(0.1)

1

(0.1)

10

(1.5)

1

(0.1)

4

(0.6)

23

(3.3)

41

(5.9)

18

(2.6)

  주: 평년은 2005~2009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3개 연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28-24.  중국산 신선냉장 대파 월별 수입 추이
단위: 톤, %

 

◦ 2008년 신선냉장 대파 수입은 국내 가격이 kg당 1,400~1,500원에 형성되

었던 1/4분기에 2천여 톤이 수입되었다. 2009년에는 2008년보다 크게 감

소한 28톤이 수입되었다. 건조 대파 수입은 2008년보다 6% 감소한 1,522

톤이 이루어졌다.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신선
수출    8    3   94     0.9     1.1 0.1    5.1

수입   46  529  101 9,280 2,395 2,032 28

건조
수출 -   15    2    5     0.7 2.4 -

수입 2,220 1,876 2,056 1,779 2,021 1,768 1,522

  주: 2009년은 1~11월까지의 실적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28-25.  대파 수출입 실적
단위: 톤

 

◦ 중국 신선냉장 대파의 국내판매가격은 2006년 kg당 760원으로 국내 도

매가격의 6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과 2008년에는 국내 도매가격의 

80~90%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2009년에는 9~11월에는 국내 도매가격의 

58%로 하락하였으나, 이외의 시기에는 국내산 가격 수준으로 형성되어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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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1)

국산 국내 매가격 (A) 760 961 1,178 836

수입단가2) 446($0.5) 584($0.6) 733($0.7) 633($0.4)

세  제 비용3) 314 377 445 203

 국내산 도매가격4) (B) 1,225 1,040 1,458 1,433

A/B (%) 62.1 92.4 80.8 58.3

  주: 1) 2008년, 2009년은 수입이 집중된 시기(2008년은 1분기, 2009년은 9~11월)를 기준으로 산정함.
2) 수입단가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해상운임을 포함한 CIF가격임.

     3) 관세 및 제 비용 = 관세(27.0%)+통관 제 비용+물류비+수입업체이윤+도매시장상장수수료.
4) 국내산 도매가격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상품 가격 기준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KREI 농업관측정보센터 조사치.

표 28-26.  중국산 신선냉장 대파 국내판매가격 추정
단위: 원/kg

 

4.1.4. 가격 동향

◦ 대파의 가락시장 반입은 1990년대 중반 4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1%

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중반에는 7만 톤으로 18~19% 수준까지 반입비

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도매가격은 연평균 3% 상승하는 추세

이나, 연간 가격은 생산량 변화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 대파의 명목가격은 대체로 상승 추세이나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

질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질가격의 하락은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판단되지만 2005년 이후에는 감소세가 완화

되고 있다.

◦ 연중 가격은 대체로 월동대파 출하기인 3~6월에 낮게 형성되나 여름과 

가을대파 출하기인 7~11월까지는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생산비가 높

은 고랭지대파 출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최근 월동대파 출하기 가격은 전북, 충청 지역 등의 재배 면적 감소로 

2000년대 중반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반면, 7월 이후 출하되는 여름대

파 가격은 강원지역 재배 면적의 지속적인 증가로 낮아지고 있다. 또한, 

겨울대파 출하기인 12~4월 가격도 전남지역 출하 비중 증가로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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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보다 하락하였다. 재배 면적 비중 변화에 따라 작형별 도매가격 변

화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연도별 가격) (월별 가격지수)

  주: 실질 가격은 명목가격에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를 나누어 산정한 수치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그림 28-23.  대파 도매 가격 동향

4.2. 수급 전망

4.2.1. 중기선행관측

◦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주출하되는 겨울대파 재배 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2% 감소한 4,905ha, 추정 면적에 2008년 단수를 적용

하면 산지출하량은 2008년보다 2%, 평년보다 8% 감소할 전망이다.

◦ 따라서 1/4분기 대파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겨울대파 생산량 감소로 작년 

동기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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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경남 제주 체

재배 면   3,458  1,152   296   4,906

단수
2008년   3,324  3,083 2,793   3,236

평년   3,283  3,186 2,850   3,238

생산량 1 114,925 35,524 8,270 158,719

생산량 2 113,514 36,707 8,439 158,814

  주: 생산량 1은 추정 재배 면적에 2008년 단수를 적용, 생산량 2는 평년 단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월 5일 표본농가 조사치. 

표 28-27.  2009년 겨울대파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톤

◦ 반면, 3~6월 이후 출하되는 월동대파와 7월 이후 출하되는 2010년 여름

대파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6%, 7% 증가한 1,252ha, 2,521ha로 추정된다. 

추정 면적에 작년 단수를 적용할 경우 생산량은 2009년보다 6~7% 증가

할 전망이다.

구분 재배 면 생산량 작년 비

월동
평년
작년

1,252
33,122 7.1

32,753 5.9

여름
평년
작년

2,521
63,084 5.6

63,756 6.7

  주: 월동대파는 충청,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4~6월, 여름대파는 경기, 강원 지역 면적임.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월 5일 표본농가 조사치. 

표 28-28.  월동․여름대파 생산량 추정
단위: ha, 톤, %

◦ 월동, 여름대파 출하기인 4~9월 도매가격은 2009년보다 낮게 형성될 전망

이다. 따라서 대파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4월에 이루어지는 

여름대파 정식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단, 2010년 1월 상순에 있었던 한파

와 폭설 현상으로 겨울대파와 월동대파의 작황이 나빠지고 있으며, 향후

에도 저온현상이 지속될 경우 물량 감소폭이 확대되면 가격 하락은 5월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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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  재배 면 ) (2010년 가격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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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조사치.

그림 28-24.  월동(봄)대파 면적 및 가격 전망

4.2.2. 2010년 전망

◦ 2010년 총 공급량은 수입량과 국내 생산량 증가로 2009년보다 9% 증가한 

38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1인당 소비량은 공급량 증가로 2009년보다 

9% 증가한 7.8kg으로 예상된다.

– 2010년 재배 면적은 2009년보다 10% 증가한 1만 2,340ha이나 단수가 소

폭 감소하여 국내 생산량은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대파 수입

량은 국내 가격 약세로 2009년보다 감소하나, 건조대파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 대파 수입량은 2만 4천 톤으로 예상된다.

재배 면 공 량
망

생산량 수입량

2009 11,227 349 327 22

2010 12,340 382 358 24

증감률    9.9 9.4 9.4 9.1

  주: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월 5일 표본농가 조사치. 

표 28-29.  2010년 대파 수급 전망
단위: ha, 천 톤, %

 

◦ 2010년 대파 가격은 1/4분기에는 겨울대파 생산량 감소로 2009년보다 강

세가 지속되나, 2/4분기부터는 월동대파 생산량 증가로 약세 전환되어 하

반기에도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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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중장기 전망

◦ 전망 시나리오는 한·미와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감축률 

적용을 기본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관세율 시나리오는 2011년부터 낮아

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한·미 FTA가 시행되더라도 대파는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이 이루어

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신선대파의 경우 신선도 문제, 건조대파는 중국

산보다 가격이 8~10배 높기 때문이다.

◦ KREI-KASMO 모형 추정결과, 대파 총 공급량은 생산량과 수입량이 증

가하여 2020년 43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대파 1인당 소비량은 총 공급

량 증가로 8.9kg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대파 재배 면적은 최근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수익성이 타채소에 비

해 높고 주산지 집중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소폭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15년 1만 2,770ha에서 2020년에는 1만 3,391ha

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수입량은 3만 9천 톤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재배 면 ha 11,227 12,340 12,770 13,392

총 공 량 천 톤 349 382 411 434

국내 생산량 천 톤 327 358 379 445

수입량 천 톤 22 24 32 39

1인당 소비량 kg 7.1 7.8 8.3 8.9

주: 1) 수입량은 신선․냉장대파와 건조대파를 신선․냉장대파로 환산한 물량을 합산한 수치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8-30.  대파 수급 전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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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쪽  파

5.1. 수급 동향

5.1.1. 소비 동향

◦ 쪽파 1인당 소비량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소비 추세를 보면, 2000년 5.6kg에서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연평

균 6% 감소하고 있다.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 증가로 2008년보

다 3% 증가한 2.9kg으로 추정된다.

주: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그림 28-25.  1인당 쪽파 소비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 소비자의 쪽파 구입 비중은 ‘흙쪽파’가 67%로 ‘깐쪽파(3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흙쪽파’를 선호하는 이유는 ‘신선도’가 71%, ‘저렴

한 가격’이 19%를 나타낸 반면, ‘깐쪽파’는 ‘조리 편리(43%)’, ‘필요한 만

큼 구입 가능(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깐쪽파

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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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구입한 쪽파의 사용용도는 ‘김치용’이 42%로 가장 비율이 높

았고, ‘전, 부침용’이 34%, ‘무침용’이 1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입 형태) (사용 용도)

김치담글때
42%

전, 부침등
34%

국,찌개용
10%

파무침등
12%

기타
2%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그림 28-26.  소비자 쪽파 구입 형태와 사용 용도

5.1.2. 생산 동향

◦ 쪽파 재배 면적은 가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00년을 기점

으로 연평균 6% 감소하고 있다. 2009년 재배 면적은 2008년보다 3% 감소

한 5,770ha이다.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28-27.  쪽파 재배 면적과 생산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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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재배 면적 비중은 김장, 겨울작형 위주로 재배되는 전남 지역이 

1999년 31%에서 2009년 47%로 증가한 반면, 겨울과 월동작형 위주로 

재배되는 충청 지역은 36%에서 28%로 감소하였다.

자료: 통계청.

그림 28-28.  쪽파 재배 면적 지역별 비중

◦ 쪽파의 주산지는 호남, 충청 지역이며, 전체 재배 면적의 70% 내외를 차

지하고 있다. 한편, 깐쪽파 위주로 출하되는 제주 지역은 13% 내외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3. 수출입 동향

◦ 쪽파 수출입은 신선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국내 수급에 큰 변동이 발생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쪽파 수출은 국

내 생산이 많을 경우에도 10톤 미만으로 이루어져 국내 수급 조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0.4 - 6 6 - 0.1 0.1

수입 19 57 1,527 2,979 1,179 1,463 624

  주: 2009년은 1~11월까지의 합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28-31.  쪽파 수출입 실적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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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은 2003년부터 매년 1천~3천 톤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수급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주로 4~5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산 

쪽파 종구 사용 가능시점(6월 이후)과 봄철 파종 간의 공백 발생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 16 12  1 332  605 141  1  1  1 30  8 31

2008 18  1 25 226 1,169   1  2  2 13  2  2  2

2009  7  2  6 240  313  17  3  1 31  2  2

평균 14 13 11 348  674 105 16 16 37 16 12  6

  주: 평년은 2005~2009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3개 연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28-32.  중국산 신선냉장 쪽파 월별 수입 추이
단위: 톤

 

◦ 중국산 신선·냉장쪽파의 국내 판매가격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

로 상승하고 있다. 2006~2007년에는 kg당 500~600원대로 국내산 가격의 

24~29%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920원으로 40%, 2009년에는 1,080원

으로 50%로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산 쪽파의 수입단가와 환율 상승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6 2007 2008 20091)

 국산 국내 매가격 (A) 517 629 921 1,084

수입단가2) 279($0.3) 336($0.3) 557($0.4) 669($0.5)

세  제 비용3) 238 273 364 315

 국내산 도매가격4) (B) 2,163 2,204 2,274 2,157

A/B (%)   23.9   28.5   40.1   50.3

  주: 1) 수입단가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해상운임을 포함한 CIF가격임.
2) 관세 및 제 비용 = 관세(27.0%)+통관 제 비용+물류비+수입업체이윤+도매시장상장수수료.
3) 국내산 도매가격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상품 가격 기준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KREI 농업관측정보센터 조사치.

표 28-33.  중국산 신선냉장 쪽파 국내판매가격 추정
단위: 원/kg

 



제

2

부

제

3

부

944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5.1.4. 가격 동향

◦ 쪽파 연도별 도매가격은 재배 면적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이후에는 생산량이 15만 톤 이하로 감

소하면서 연평균 가락시장 도매가격이 kg당 2,100~2,200원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실질가격도 2000년 초반까지는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지속적인 

면적 감소로 최근에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월별 도매가격은 제주 지역 재배 비중 감소로 1~3월이 최근 높게 형성되

고 있고, 4~6월 주출하지역인 충청 지역 재배 면적 비중도 감소하여 

2000년대 초반보다 후반에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반면, 7월 이후 

가격은 산지인 호남 지역의 재배 면적 비중 증가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가격) (월별 가격지수)

  주: 실질 가격은 명목가격에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를 나누어 산정한 수치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그림 28-29.  쪽파 도매 가격 동향

5.2. 수급 전망

5.2.1. 2010년 전망

◦ 2010년 총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로 2009년보다 4% 감소한 13만 톤

으로 전망된다. 1인당 소비량은 공급량 감소로 2009년보다 4%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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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kg으로 예상된다.

– 2010년 단수가 소폭 증가하지만 재배 면적은 5,490ha로 2009년보다 5% 감

소하여 국내 생산량은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쪽파 수입량은 신

선도의 문제로 2009년과 비슷한 1천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쪽파 가격은 재배 면적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2009년 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재배 면 공 량
망

생산량 수입량

2009 5,770 135 134 1

2010 5,490 130 129 1

증감률  -4.9 -3.7 -3.7 0.0

  주: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월 5일 표본농가 조사치. 

표 28-34.  2010년 쪽파 수급 전망
단위: ha, 천 톤, %

 

5.2.2. 중장기 전망

◦ 전망 시나리오는 한·미와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감축률 적

용을 기본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관세율 시나리오는 2011년부터 낮아지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재배 면 ha 5,770 5,490 5,663 6,068

총 공 량 천 톤 135 130 138 151

국내 생산량 천 톤 134 129 136 149

수입량 천 톤 1 1 2 2

1인당 소비량 kg 2.8 2.7 2.8 3.0

주: 1) 수입량은 신선․냉장 쪽파와 건조쪽파를 신선․냉장 쪽파로 환산한 물량을 합산한 수치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표 28-35.  쪽파 수급 전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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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파 총 공급량은 재배 면적 증가로 인해 2020년 15만 톤으로 전망된다. 

쪽파 1인당 소비량은 총 공급량 증가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 쪽파 재배 면적은 과거 주산지 외 지역을 위주로 면적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주산지 집중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가격이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재배 면적

은 2015년 5,663ha에서 2020년에는 6,068ha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6   풋고추

6.1. 수급 동향

6.1.1. 소비 동향

◦ 풋고추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2%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그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2008년보다 1% 감소한 5.3kg으로 추정된다.

주: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그림 28-30.  풋고추 1인당 소비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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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고추의 구입 주기는 월 2~3회 구입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월 1회

(32%), 주 1~2회(26%) 순으로 나타났다. 풋고추 구입 시 주요 고려사항

은 ‘맛과 신선도’(78%), ‘모양과 크기’(11%), ‘브랜드 및 산지’(6%) 순으

로 조사되었다.

◦ 풋고추를 주로 소비하는 계절은 여름철로 나타났으며, 품종별 소비 형태

는 일반계풋고추와 오이맛풋고추는 주로 ‘생으로’(76%, 90%) 소비되고 

청양계풋고추는 ‘찌개용’(80%), 꽈리고추는 ‘볶음용’(89%)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치.

그림 28-31. 풋고추 구입시 고려사항 및 풋고추 구입주기

%

그림 28-32. 풋고추 주 소비계절 및 소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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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별 소비 비중은 일반계풋고추 49%, 청양계풋고추 30%, 오이맛풋고

추 1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일반풋고추 청양계풋고추 꽈리고추 오이맛고추

2007년 39.4 29.6 17.1 13.9

2008년 35.6 29.7 15.6 19.1

2009년 48.8 30.4  5.1 15.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치.

표 28-36.  풋고추 품종별 소비 비중
단위 : %

6.1.2. 생산 동향

◦ 풋고추 재배 면적은 1990년대 연평균 9%, 2000년 이후 연평균 2% 증가

하여 증가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2009년 재배 면적은 5,704ha이며 생

산비 증가와 호박, 멜론 등 작목 전환으로 전년보다 6% 감소하였다.

◦ 재배 형태는 노지재배가 감소하고 시설재배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품종·신

품종 동시재배 및 시설별 정식시기를 다르게 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 단수는 재배기술의 발전 및 보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어 연평균 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 단수는 

전년보다 5% 증가한 10a당 4,541kg으로 추정된다.

◦ 2009년 풋고추 생산량은 단수가 증가하나 재배 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1% 줄어든 26만 톤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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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28-33.  풋고추 재배 면적과 생산량 동향(3개년 이동평균)

◦ 2009년 지역별 재배 면적은 영남, 호남 지역이 전체의 61%, 강원과 충청 

지역이 각각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남과 영남 지역의 재배 면적 

비중은 2004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가 상승에 대한 불

안과 생산비 증가로 인하여 풋고추에서 멜론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강원과 충청 지역은 시설재배 면적이 늘어 2004년보다 각각 

4%P, 3%P 증가하였다.

  주: 호남 지역 재배 면적 동향은 광주광역시 재배 면적 포함.
자료: 통계청.

그림 28-34.  풋고추 지역별 재배 면적 비중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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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가격 동향

◦ 풋고추의 2004~2008년 서울(가락)도매시장 반입량은 연평균 28% 증가 

하였다. 품종별로는 일반풋고추가 연평균 8% 증가하였고, 청양계풋고추

는 38% 증가하였다.

◦ 그러나 2009년 반입량은 2008년보다 1% 감소하였으며, 품종별로는 청양

계풋고추의 반입량이 1% 증가한 반면 일반풋고추의 반입량은 11% 감소

하였다. 이는 2008년 고유가로 인한 재배 의향 감소, 연작장해 및 기상악

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상품 10kg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그림 28-35.  풋고추 품종별 연간 가격동향 

  

  주: 서울(가락)도매시장 상품 10kg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그림 28-36.  풋고추 월별 도매 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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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고추 실질 도매가격은 2004년 이후 일반풋고추와 청양계풋고추가 각

각 연평균 3%, 2% 하락하였다. 2009년 도매가격은 일반풋고추가 2008년 

보다 13% 하락한 3만 7,453원, 청양계풋고추는 13% 상승한 3만 6,097원

이다.

◦ 풋고추의 월별 도매가격 변화율은 11~1월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유가,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과거에 비해 상승하였고 소비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양계풋고추의 소비 의향이 크게 증가하였다.

6.2. 수급 전망

6.2.1. 2010년 전망

◦ 2010년 풋고추의 총 생산량은 2009년보다 5% 증가한 27만 1천 톤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인당 소비량도 2009년보다 3% 증가한 5.5kg으로 예상

된다.

◦ 2010년 상반기 풋고추의 재배 면적은 2008년과 2009년 가격 호조 및 시

설재배 면적 증가로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종별로는 청양계풋

고추가 4% 증가하고 일반풋고추는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청양계풋고추의 2010년 상반기 도매가격은 2009년 동기대비 강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반풋고추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건비 부담 및 농가 인력 노령화 등으로 재배의향이 감

소하여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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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역

경남 경북 남 체

청양계풋고추  5.7 -5.9 4.0  3.8

일반풋고추 -2.2 -3.3 0.8 -0.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20일 표본농가 및 지역모니터 조사치.

표 28-37.  2010년 상반기 풋고추 재배 면적 2009년 대비 증감률
단위 : %

6.2.2. 중장기 전망

◦ 전망 시나리오는 한·미,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감축률을 적

용하였으며, 관세율 시나리오는 2011년부터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풋고추는 수출입 물량이 다른 양념 채소류에 비해 적기 때문에  FTA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 풋고추의 생산량은 시설재배 면적과 단수 증가로 2010년 27만 1천 톤에

서 2015년 30만 3천 톤, 2020년 32만 1천 톤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1인당 소비량도 2015년 6.1kg, 2020년 6.5kg으로 증가할 것

으로 추정된다.

구  분 단 2009
  망

2010 2015 2020

총 생산량 천 톤 259 271 303 321

재배 면 ha 5,704 5,900 6,460 6,710

단수 kg / 10a 4,541 4,600 4,686 4,786

1인당 소비량 kg 5.33 5.5 6.1 6.5

주: 1) 2009년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3) 재배 면적은 시설 재배 면적 기준.

표 28-38.  풋고추(시설)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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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정책과 기술서기 ．forestlove@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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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내외 여건변화와 산림의 역할

◦ 기후변화협약 1차 공약기간(2008~2012)에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들은 

평균 5.2%의 감축의무를 받았으며, 교토의정서에 따라 국가별로 산림의 

흡수량에 따라 배출권을 인정받았다.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 온실

가스를 2020년까지 BAU(기존 정책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배출 전망치) 

대비 30%까지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바 있다.

국가 일본 캐나다 러시아 스웨덴 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6% 6% 0% 8% 8%

산림탄소배출권 3.9% 7.3% 4.0% 3.0% 0.2%

표 29-1.  주요 국가별 탄소흡수량 적용 상한치

◦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

이 기후변화협약에서 유일하게 탄소흡수원으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산림

의 역할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IPCC 4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서 효과가 높다

고 평가하였으며, 영국왕립학회에서도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가장 효

과적인 방법으로 녹화사업을 선정하였다.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서는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으로서 산림바이

오매스를 펠릿, 바이오에탄올 등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활용하는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미국은 Woody biomass utilization strategy, 일본은 바이오매스 니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EU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확대할 

목표를 세웠는데 이중 바이오에너지가 가장 큰 비중(62%)를 차지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시장규모(억 달러) : (’07)773 → (’17)2,545(Clean Energ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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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목

재펠릿 보일러 보급 및 펠릿 제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숲가

꾸기 산물을 목재펠릿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 미래 핵심자원으로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산림생물자원 

확보 및 산업화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산림은 녹색 인프라로

서 생태계 보전과 삶의 질 제고 등 국토환경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원

으로서 주목 받고 있다. 

–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림은 백두대간, DMZ 등 국가생

태계 보전 기능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등 국

토환경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휴양, 치유, 등산 서비스 

및  도시녹지 공간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 국가경제 위기시 산림부문은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즉 

미국에서는 대공황시 시민보전단(CCC)을 조직하여 1933년부터 42년까지 

산림사업을 추진해 약 3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핀란드도 90년대 

경제위기시 산림클러스터 설치하여 29만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의 산림사

업을 통해 연인원 15백만 명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난 극복에 

앞장서는 등 산림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이다.

◦ 아울러,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녹화에 성공한 개도국으로서 

FAO, UNEP 등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산림복구 등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

교역할을 통해 국가 위상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적으로 다양한 산림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 유일의 녹화 성

공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그린 리더로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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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부문 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체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2009.7.6)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중앙부처는 녹색성장 추진계획(2009~2013)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국가 녹색성장 3대 핵심정책 방향인 ①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②신성장동력 창출, ③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에 맞추어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비전으로는 산림이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핵심자원이자 녹색의 상징임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산림에게 주어진 기회요인을 활용하

고 국내적으로는 산림부문의 번영과 중흥을 꾀하며, 국제적으로는 세계 

유일의 녹화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그린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

한다는 의미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으로 설정하였다.

◦ 목표로는, 비전 달성을 위한 3G 프로젝트로서 ①산림자원 확대를 통한 

녹색성장 기반 확충(Green Infra), ②쾌적한 녹색공간 창출로 녹색복지 기

여(Green Life), ③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그린 리더십 구현(Green 

Leadership)으로 하였다.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핵심추진 전략과제로는, 산림자원의 순환이

용을 통한 저탄소 사회 실현 및 국민복지 제고를 위해 ①탄소순환경제 

활성화, ②녹색 삶의 질 제고, ③녹색자원의 보전과 관리, ④글로벌 그린 

리더십 구현 등 4가지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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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그림 29-1.  산림부문 녹색성장 추진체계 

 

목 표 (3 G 프 로 젝 트)

산림자원 확 를 통한 녹색성장 기반 확충(Green Infra)

쾌 한 녹색공간 창출로 녹색복지 기여(Green Life)

국제  요구에 부응하는 그린 리더십 구 (Green Leadership)

추 진 전 략

1. 탄소순환경제 활성화  

[ 탄소]

1. 탄소 선순환 진  흡수원 확 ․보

2. 목재산업 활성화

3. 산림바이오매스의 에 지화 진

4. 탄소배출권 리 기반 구축

2. 녹색 삶의 질 제고

[녹색생활]

1. 녹색 청정산업 육성

2. 녹색 웰빙 인 라 확충

3. 도시 그린네트워크 구축

3. 녹색자원의 보 과 리

[기후변화 응]

1. 산림생태계 건강성 제고

2. 산림의 3  재해 최소화

3. 산림 수자원의 체계  리

4. 로벌 그린 리더십 구

[국가 상 강화]

1. 동아시아 그린허  기반 구축

2. 해외 산림자원 개발 확

3. 북한 황폐산림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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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추진계획

3.1. 탄소순환경제 활성화 

3.1.1.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증진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상에서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의 보호․증대 의

무를 부여하고 신규/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등을 탄소흡수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토녹화를 완성한 우리나라는 새롭게 조성할 탄소흡수

원이 한정된 현실이다.

– 산림의 69%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산주의 경영의지 부족, 영세성으로 경

영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임도, 기계화 등 경영 인프라가 부족하며,

– 우리나라 산림은 20~40년이 66%를 차지하는 불균형적 영급구조를 가지

고 있고, 녹화수종인 리기다소나무림 441천ha 중 90% 이상이 벌기령을 

초과하는 등 국격에 맞는 산림모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산림의 현실을 고려하여 한계농지, 부실초지 등 방치된 유휴토

지에 대한 신규조림(매년 2천ha 이상)을 실시하고 새만금, 행정복합도시 

등 대규모 토지이용 계획시 녹지공간 조성 및 매립지, 폐탄광 지역 등을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조성하여 배출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 탄소흡수 기능이 저하된 리기다소나무림 등 녹화수종에 대한 갱신과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09~’13, 125만ha)을 실시하여 산림의  구조와 

모습을 개편하고 탄소흡수 기능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 발휘와 함께 국

토경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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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탄소흡수원인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산지전용 타당성 조

사제도｣ 도입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를 객관화할 것이다.

3.1.2. 목재산업의 활성화

◦ 현재 목재산업은 중국의 수요 급증 등으로 원목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있

고 러시아가 원목에 대한 수출세 인상계획을 발표하는 등 해외 원자재 

수입 여건이 불리한 실정이며, 국내의 경우 국산재의 자급율이 ’08년 기

준으로 10%에 불과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에서 벌채목재(Harvest Wood Products)에 대한 탄소

계정이 반영될 것에 대비하여 목재 탄소계정 기반을 구축하고 국산 목재

생산 활성화를 위한 임목벌채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 합판, 제재목, 방부목 등 품질인증제 품목확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

로 생산된 목재에 대한 산림인증제 확대로 친환경 목제품 이용도를 제고

할 예정이다.

< 산림 인증제 >

◦국제적으로 SFM 이행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림인증 증가

– 국내적으로 국유림은 제주시험림(’06), 홍천 ․ 인제관리소 등 5개소(103,115ha),

공유림은 강원도 도유림(’07) 1개소(18,227ha) 등 총 121,342ha FSC 취득(’08년말)

◦제지, 목재 가공업계에서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산림인증에 관심

– ’03년 에프에스코리아, ’07년 무림제지, ’09년 대한펄프 등에서 FSC COC 인증

◦ 폐목재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집재 ․ 건조 ․ 보관 등을 위한 목재저장센터를 

지방청별로 설치하고 폐목재 재활용 확대를 위해 선진국처럼 폐목재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도록 환경부와 법 개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나

노기술을 활용해 금속보다 강한 슈퍼종이, 친환경 목재보존처리 기술 등 

기술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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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산림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촉진

◦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유가상승으로 인해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

오매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목재펠릿 생산량은 

향후 매년 30%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FAO, 2008)

– 세계 펠릿 생산량 : (’07) 9백만톤 → (’20) 1억 5천만톤 

◦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친환경적 라이프스타일 실현을 

위해 녹색도시를 조성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 일본은 전국적으로 196개의 바이오매스 타운을 조성하였고

– 독일의 윈데마을은 산림바이오매스 및 축산분뇨에서 생산되는 연료로 

열병합 발전하여 지역난방시스템으로 공급하고 있다.

◦ 펠릿, 바이오에탄올 등 신재생에너지로서 주목받는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의 집단화․규모화․기계화를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처를 고려한 숲가꾸기 일관시스템 구축 및 바이오매스 수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 숲가꾸기 산물수집량 : (’08) 65만㎥ → (’13) 180만㎥

◦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장이 빠르고 생산성이 

높은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고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09.3.6)에서 인도

네시아 측에서 제공하기로 한 20만ha에 조림을 실시하여 목재펠릿으로 

가공․도입할 예정이다,

– 바이오순환림 : (’08) 4.5천ha → (’13까지) 50천ha

◦ 목재펠릿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원료공급부터 생산․유통․소비까지 지

역단위 일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중

심으로 생산시설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펠릿 생산시설 설치 : (’09까지) 10개소 → (’13까지) 41개소

– 펠릿 생산량 : (’09) 30천톤/년 → (’13) 400천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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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펠릿의 이용 다변화 및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자연휴양림, 학교, 사

회복지시설 등의 공공시설에 우선 보급하고 면세유 폐지와 연계하여 ’12

년까지 농 ․ 산촌 지역 시설원예 경유난방의 20%를 목재펠릿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시행에 대비하여 발전용

으로 공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 미래 신재생에너지 수요 창출 및 대비를 위해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상용

화 기술개발 및 생산공정 시스템화를 위한 실증작업을 실시하고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수준의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력 확보를 통한 기능성 

소재, 첨단 바이오물질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림 29-2.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녹색도시 모델로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

너지 자립과 탄소순환이 이루어지는 산림탄소순환마을을 조성하고, 대상

지역은 국 ․ 사유림 분포, 목재 집하장, 펠릿 제조시설 등과의 연계 가능

성을 고려하여 입지선정 및 시범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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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3.  산림탄소순환마을 모식도

3.1.4. 탄소배출권 관리기반 구축

◦ 기후변화협약에서 산림활동에 의한 탄소배출권을 인정함에 따라 각국은 

탄소배출권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뉴질랜드는 산림분야에 신규사업의 투자장려를 위해 “신규조림 보조 

제도”, 새롭게 산림을 조성하여 일정기간 보전하는 자에게 보상하는 

“영구적 산림탄소 고정이니셔티브 제도” 그리고 산림분야에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09년부터 적용 중에 있으며,

– 일본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구온난화방지 산림흡

수원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무국 가입 및 탄소시장 확대에 대비하

여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산림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기후변화 CDM EB(집행위원

회)에 등록(’09.11)하였으며 시범사업 대상지(강원도 고성) 검토 후 추진

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 산림 정의 : 최소 면적 0.5ha, 최소 수고 5m, 최소 수관 울폐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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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 기후거래소의 산림흡수원 거래현황 >

◦ 산림흡수원 사업의 인정범위 

  – 조림, 산림전용방지, 목제품 탄소고정, 산림경영을 산림분야 상쇄사업으로 인정

  – 조림사업은 ’90년 이전 산림이 아닌 토지에 조성된 산림으로 한정하고 배출권으로 

인정받은 후 15년간 산림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 부과

  – 목제품 탄소고정은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산림에서 생산된 목제품으로 한정하고 목

제품이 100년간 사용된 후 매립되는 양만큼의 탄소량을 배출권으로 인정

  – 산림경영 분야는 ’03년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기준연도 대비 산

림경영활동으로 인해 증가한 CO2 흡수량만큼을 배출권으로 인정

◦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현황

  – ’08년 말까지 상쇄사업에서 생산된 배출권은 총 69백만 이산화탄소톤이고 이중 산림

상쇄사업을 통해 생산된 배출권은 15백만 이산화탄소톤으로 전체의 약 22%

◦ 국가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산림부문이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산림탄소상쇄프로그램’을 도입 ․ 운영하여 산림부문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산림탄소배출권을 인정받기 위해 국제기

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도 ’1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3.2. 녹색 삶의 질 제고

3.2.1. 녹색청정산업 육성

◦ 웰빙에 대한 관심증대로 청정임산물에 대한 국민수요는 증가하나 산양삼 

등 고소득 임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가 미비한 형편이며, FTA 협상체결

국 확대에 따라 임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소

득수준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임산식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 산양삼 생산량 : (’04) 3톤 → (’06) 11톤 → (’08) 19톤 

–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 : (’05) 5,777억원 → (’14)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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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가가치 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과정 확인제도2)를 전국적으로 확대․
의무화하고 표준재배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며,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의무화를 실시하고 수입산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일원화된 청정임산물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해 임산물 가공 ․ 제조 ․ 판매 기능을 갖춘 산지종합유통센터를 확충하고 

밤, 표고, 대추, 산채류 등 주요 임산물에 대한 임업관측사업을 현재 4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다.

– 산지종합유통센터 : (’08까지) 21개소 → (’13까지) 80개소

– 임업관측사업 : (’08까지) 4품목 → (’13까지) 9품목

3.2.2. 녹색 웰빙 인프라 확충

◦ 대표적인 녹색 웰빙 인프라인 산림은 여가시간 및 소득수준의 증가로 늘

어나는 등산과 트레킹 수요에 대비하여 다양한 테마가 있는 산림문화자

원과 전국 지역을 연결하는 트레킹 숲길을 조성하고, 등산로의 체계적 

정비와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등산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이다.

– 트레킹 숲길 : (’08까지) 76 → (’13까지) 2,185km

– 등산로 정비 : (’09) 779 → (’11) 1,338 → (’13) 1,463(km)

◦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환경성 질환 및 생활습관성 질환 등의 예방 

및 개선에 숲의 치유기능을 활용하려는 수요에 대비하여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14년 완공)｣,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고, 산림치유 지도사

(Forest Healing Consultant) 제도,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등을 통

한 산림치유 기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산양삼의 생산과정을 일지에 기록하고 지자체가 확인하여 련 정보를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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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09~’14) >

◦ 위치 및 면적 : 경북 영주시 봉현면, 3,500ha

◦ 주요 시설 : 산림테라피연구센터, 치유자원개발원, 건강증진센터 등

◦ 조성 목적 :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백두대간 지역에 종합적인 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이밖에 국민의 휴양수요 증가에 대비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을 지속

적으로 확대하고 출생기부터 노년기까지 산림을 통한 휴양 ․ 문화 ․ 보건 ․
체험 ․ 교육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자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탄생기 ⇨ 유아기 ⇨
아동･

청소년기
⇨ 청년기 ⇨ ･장년기 ⇨ 노년기 ⇨ 회년기

태교의숲

조성･

운

(’10년)

숲유치원

조성･

운

(’10년)

산림교육

시설 

로그램 

확

산악 포츠, 

산림복지

센터

 조성･운

자연휴양림,

산림치유

공간,

트래킹숲길

조성･운

산림요양

서비스 

자원 사

수목장림

확충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프로젝트 >

3.2.3. 도시 그린 네트워크 조성

◦ 도시화 확대로 인해 도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시숲에 대한 

양적, 질적 수요가 증가될 전망에 따라 도시숲, 학교숲, 가로수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수준(9㎡/인)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 도시화율 : (‘60) 35.8% → (’80) 66.7%→ (’08) 90.5%

–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 (‘07) 7.0 → (’13) 8.5㎡/인



제

2

부

제

3

부

966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4.1

11.6

7.1

20.1

15.1

11.0

13.6

9.3
11.0

4.86.16.36.9
3.3

4.8 8.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

-25

-20

-15

-10

-5

0

5

10

15

20도시면적대비 도시림면적비율(%)

1인당생활권 도시림면적(㎡/인)

그림 29-4.  지자체별 도시숲 면적 현황

◦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림 확충을 계획하고 관련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제

시하는 등 탄소흡수원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도시녹지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 도시림 지속성 지수를 개발하여 관리하고 도시녹지 관리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그림 29-5.  지자체별 녹색도시 관련정책 수립현황

◦ 아울러, 국민들이 녹색자원으로서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숲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기업 및 산업현장에서 배출한 온실

가스를 스스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 상쇄하는 “탄소중립의 숲” 조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2009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및 국립산림과학원 탄소중립 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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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녹색자원의 보전과 관리

3.3.1. 산림생태계 건강성 제고

◦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 특산종인 지리산, 한라산 구상나무림 쇠

퇴 및 아카시아 황화현상이 확산되는 등 산림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국가별 생물주권 인정에 따라 국익 확보를 위

해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협약(WTO / TRIPs), 신품종보호제도

(UPOV) 등의 참여와 능동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생물자원 세계시장 규모 : (’03) 8천억 달러 → (’10) 8천억 달러

◦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예측 및 모니터링을 위해 기후대별․지
역별 장기 산림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예측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생태적 건강성 제고를 위해 ｢산림의 건강 ․ 활력도 진

단 ․ 평가｣를 ’08년부터 5년 주기로 전국을 대상으로 순환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식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보존 ․ 연구 전담 인프라

를 강화하기 위해 북부온대(광릉), 중부온대(중부내륙), 남부난대(남해안), 

동부고산(백두대간) 등 기후 ․ 권역대별로 국립수목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09년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대상지를 지정, 고시하고 ’13년

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조성 현황 >

◦ 위치 및 면적 : 경북 봉화군 춘양면, 5,179ha

◦ 주요 시설 : 기후변화지표식물원, 지하종자저장시설, 고산식물연구센터 등

◦ 조성 목적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한대․고산 식물을 보존․증식하고 연구기반을 확충하여 

식물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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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산림의 3대 재해 최소화

◦ 최근 한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건조일수 증가로 2000년대 연평균 

산불 건수는 517건으로 ’80년대(212건) 대비 2.4배 증가하였다. 집중호우 

빈발 등으로 산사태 발생과 복구비가 연평균 3배 증가하였고, 산림병해

충 발생은 ’06년부터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가뭄에 의한 소나무 고사

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 빈도와 

강도는 증가하고 있다.

289ha
231ha

349ha

847ha

150억
28억14억

989억

0ha

100ha

200ha

300ha

400ha

500ha

600ha

700ha

800ha

900ha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0억

200억

400억

600억

800억

1,000억

1,200억

산사태면적

복구비 (억원 )

그림 29-6.  산사태 및 복구비 현황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강화를 위해서 도시 인근, 등산로 등 산불취

약지에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09~’13)하고 산림 내 사찰, 문화재 

등 시설물 주변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이격공간 및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산불위험정보 SMS 전송시스템 개발 및 시 ․ 도별 산불위험예보 개선을 

통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사방댐 설치를 확대하고, 산지사방을 확대하여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사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시설보완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사방댐(개소) : (’09) 733 → (’10) 800 → (’11) 1,000 →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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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산림병해충 확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주요 수

종에 영향을 미치는 산림병해충의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방

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방제하고, 신속한 방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기존의 예찰조사원과 직영방제단을 ｢산림병해충 예찰 ․ 방제단｣으로 통합 ․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예찰 ․ 방제단 : (’08) 74단, 296명 → (’13) 500단, 2,000명

3.3.3. 산림수자원의 체계적 관리

◦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약 1.4배이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연 강수총량은 세계 평균의 약 1/8이며, 강수량의 계절적 편

차와 산악지형으로 하천유량 변동이 매우 커 물 관리에 불리한 자연조건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홍수, 가뭄,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

림의 녹색댐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하천의 수량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류유역 고랭지밭 등의 토사유출지

를 매수하여 수원함양림으로 복원하고 주요 댐 유역에 수원함양 숲가꾸기

를 하는 “녹색댐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수량과 수질을 보전할 계획이다. 

◦ 아울러, 폐광지, 매립지 등의 오염지역 복구에 중금속 등의 흡수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식재하는 ‘식물을 이용한 환경정화(Phytoremediation)' 신

기술 적용을 통해 토양 및 수질 정화할 계획이다.

< 국립산림과학원의 Phytoremediation 연구결과 >

◦ 3년생 포플러 1그루가 연간 600ℓ(0.6t)를 흡수·정화하고, 수질오염원인 질소를 연간 

247g까지 잎과 줄기에 축적

◦ 3년생 포플러로 정화림 1ha(약 2500그루) 조성시 300마리 소가 1년 동안 배출하는 

1500t의 축산폐수를 정화해 연간 4,100만원의 폐수처리 비용절감



제

2

부

제

3

부

970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3.4. 글로벌 그린 리더십 구현 

3.4.1. 동아시아 그린허브 기반 구축

◦ 개도국에 대한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산림전용방지(REDD3)) 등이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사

막화 문제가 심각한 현실이다

– 중국은 전 국토의 27.5%(264백만ha), 몽골은 전국토의 78.2%(122백만ha)

가 사막 또는 사막화 지역이며 점차 증가추세

◦ 국제사회에서 대표적 녹화 성공국으로서 국가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해 정부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에 따라 ｢몽골 그린벨트 사업

(3,000ha)｣을 추진(’07~’16)하고, 중북 서북부 지역 황사․사막화 방지를 위한 

중국 녹색성장 프로젝트(1,400ha)를 추진하고 있다.

◦ 열대림 복원을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망그로브 숲 복원사

업 및 양묘장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Post-2012에 대응하기 위해 한 ․ 인도

네시아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사업(’08~’13)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등 

열대림 복원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국제사회에서 개도국과 선진국간 가교역할 및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 우

리나라 최초의 국제기구(AFOCO :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설립하여 아

시아 지역 개도국의 열대림 파괴 방지 및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다자간 

협력기구 역할을 하는 동아시아 그린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3)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개도국의 산림 용 방지(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n in Developing contries)를 

해 기후변화 약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세부 규정과 방법에 

해서 논의 .



제

29

장

산림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 971

< 동아시아 그린허브 기반 구축 추진체계 >

◦ 이밖에 2011년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를 경

남 창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총회개최로 동아시아 사막화 방지, 북한 

산림 황폐지 복구 노력 등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및 역할 홍보를 통

한 국가 위상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예정이며, 2010년에는 제23차 국

제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4)) 서울 총회를 개최하여 100여 개국, 3000

여명의 산림학자, NGO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3.4.2.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

◦ 세계 각국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며 우리나라 역시 목재자원 

확보 경쟁심화로 ’93년부터 해외조림을 실시하여 ’08년 현재 8개국 18만

ha를 조림하였다. 최근에는 포스코(POSCO) 우루과이에 2만ha 탄소배출

권조림을 추진하는 등, 해외조림이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등으로 목적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4) 1892년 독일에서 설립된 국제산림연구기 연합회(IUFR◦)는 산림연구에 한 국제  력과 

정보 교류를 목 으로 구성된 비상업, 비정부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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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그림 29-7.  해외 산림자원 개발현황(’08년말 현재)>

◦ 해외 산림자원개발 사업을 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으로 다양화하고, 조림 대상국도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하여 2017년

까지 총 25만ha 해외 조림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조림(15만ha)은 기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인니, 베트남, 솔로몬에 우선 

투자한 후 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확산하고,

– 탄소배출권 조림(5만ha)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동남아, 

남미 등에 진출할 예정이며,

– 바이오에너지조림(5만ha)은 팜유나무, 자트로파 등에 대한 정보와 재배

기술을 보유한 신규회사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 해외 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위해 정책 융자금 및 사전

조사비를 단계적으로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대상국별 투자환경 실태조사 

및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기업에 제공

할 계획이다. 

3.4.3. 북한 황폐산림 복구

◦ 북한은 ’08년 국립산림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산림면적 899만ha 

중 황폐산림은 284만ha이며, 북한도 산림황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
림조성 10개년 계획(’01~’10년)｣을 추진 중이나, 자력에 의한 산림복구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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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다보스포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기후변화에 위험한 국가로 분

류(북한 116위, 남한 63위)될 정도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연재해 예측 ․
방지 시스템이 취약하다.

◦ 그러나 제18차 CDM 집행위원회(EB)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협력사업

이 아닌 개도국 스스로 배출권 사업(CDM)을 할 수 있는 ‘일방(Unilateral 

CDM)' 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북한에 조림 CDM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북한 내 국가 CDM 사업 승인기구(DNA) 설치(’08)

◦ 향후 북한 황폐산림 복구는 북한 산림복구 기본계획(’09.8)에 따라 준비단계, 

본격 착수단계, 확대단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북한의 수용성이 높고 상

징성이 큰 개성, 금강산, 평양부터 시범녹화 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조림, 사방 중심의 단편적인 복구에서 벗어나 에너지, 농업까지 

종합적인 접근방식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며, 

– 북한 산림복구를 탄소배출권 확보와 연계하기 위하여 직접적 사업이 어

려운 현실을 고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MOU를 체결(’09.9)하여 

탄소배출권조림(CDM)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운영(’09~’12)할 계획이다.

4   맺음말

◦ 현재 우리나라는 요소투입 중심의 경제개발로 인한 환경위기, 세계 금융

위기로 야기된 경제위기, 화석연료 및 기타 자원의 고갈로 인한 자원위

기에 처해 있다. 

◦ 우리나라가 처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께서는 2008년 8.15 경축

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경제와 환경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구조 도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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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탄소시대에는 뒤졌지만 다가올 수소시대에는 앞서 나가야 합니

다. 그 길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단절의 고통과 불편도 따를 

것입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를 앞당겼듯이 대담하고 신속하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녹색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 2008. 8. 15 경축사 중에서 -

◦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로서 농산촌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원으로 치산녹화 

이후 국가 주요 정책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 과거, 산림의 가치가 대기정화, 수질함양 및 정화, 휴양서비스 등의 공익

적 기능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산림의 탄소흡수로 발생되는 배출권과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원으로서, 그리고 쾌적한 녹지공간이 부동산 가격

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환금성도 갖게 되었다.

◦ 국가 녹색성장 3대 정책방향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

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에 산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국

토녹화 성공국으로서 녹색성장 선도가 가능하다.

◦ 따라서 산림부문 비전인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구현을 위해서

는 산림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국민의 산림복지 증진을 

위한 그린라이프 확대, 세계가 인정하는 국토녹화 성공국가로서 글로벌 

그린리더십 구현 등의 조화롭고 추진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산림이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녹색성장 

시대에 산림부문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구조개선, 경영

인프라 확충, 사유림 경영활성화 등 산림부문의 구조적 내부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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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산림부문은 산림구조 개선과 체계적 녹색성장 계획 추진을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국민 웰빙 수요 충족, 그리고 국토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 증진 등 국가경

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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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밤

1.1. 국제 동향

1.1.1. 세계 밤 생산동향

◦ FAO(2009)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세계 밤 생산량은 2005년 136만 7천 

톤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세계 총 생산량은 126만 2천 톤으로 2000년 94만 1천 톤 대비 연평균 

4.9%씩 증가하였다. 

– 주요 밤 생산 국가는 중국, 한국, 터키, 이탈리아 등으로 전체 생산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 2000년 대비 한국은 감소 추세인 반면 터키, 이탈리아는 2000년대 중반

까지는 5만 톤에서 정체상태였으나 최근 생산량이 5만 5천 톤으로 각각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www.fao.org

그림 30-1.  주요 국가별 세계 밤 생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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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밤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서 세계 밤 생산량의 73%를 차

지하고 있다. FAO(2009)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 59만 8천 톤에서 2005

년 103만 2천 톤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하다가 2007년에는 92만 5천 

톤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는 2000년 대비 매년 7.8%씩 

밤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다.

1.1.2. 한 ․ 중 ․ 일 밤 교역 동향

◦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슷한 재배환경과 식생

활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을 포함한 임산물 교역의 거의 대부분이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최근 5년간 한 ․ 중 ․ 일 밤 교역 동향을 보면 2004년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2,132만 2천 달러였으나 2008년에는 1,505만 달러로 감소하였

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4년 731만 6천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1,668만 1천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냉동밤과 탈피 없이 

그대로 시식이 가능한 가공밤(조제저장 처리밤)의 수입이 국내소비의 증

가와 함께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는 중국이 한국산 생밤을 수입하여 깐밤으로 

가공한 다음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는데 일본의 소비감소와 함께 식품안

전을 위한 수입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영향은 중국-일본의 교역동향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2004년에 

중국의 일본으로의 수출은 7,326만 6천 달러였지만 2008년에는 4,469만 

9천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2004년 89만 7천 

달러에서 460만 3천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1) 국농업연감(2008)에 따르면 2007년도 국의 밤 총 생산량은 126만 7천 톤으로 국제통계

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FAO에서는 국의 밤 생산량에 해 자체추정자료를 사용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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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8년)

  주: 실선의 화살표는 한국기준이며, 무늬의 화살표는 중국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 30-2.  한·중·일 밤 교역 동향

◦ 한국-일본의 교역동향 역시 일본의 소비감소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2004년에 대일 수출액은 1,758만 6천 달러였으나 2008년에는 972만 달

러로 감소하였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2004년 4만 달러에서 2008년 7

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대일 수출 감소는 깐밤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중국의 값싼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우회수출전략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중국의 위안화 강세, 인건비 상승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고 일본의 소비감소와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는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중국으로의 생밤 수출을 늘리기보다는 북한 또는 해외인력을 활용하여 

깐밤에 대한 국내 가공율을 높이면서 다양한 수출활로 모색과 함께 새

로운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1.1.3. 중국의 동향

◦ 중국의 밤 재배면적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국 내부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은 중국 자체의 

재래품종이며 1990년대 이후 개량품종이 보급되면서 품종 수는 400여 

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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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수출을 위해 한국산 품종을 식재하여 재배하는 지역도 많이 있는

데 주로 요령성 단동시, 산동성 일조시, 하남시 신양, 광동, 광서, 절강, 

안휘, 복건 등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나 연간 2만 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주요 산지는 산동, 하남, 호북 등으로 2007년 전체 생산량의 약 43%가 

이들 3성에서 생산되며 성별로는 산동 17.5%, 하남 14.9%, 호북 10.6%

로 산동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

– 2000년 대비 전체적인 생산량은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북, 광서 등의 연평균 증가율이 55.4%, 25.7%로 가장 높았다. 생산량

이 가장 많은 산동은 7.3%의 가장 낮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0 2002 2004 2006 2007
연평균증감률

(07/00)

하    북 34,620 55,049 84,661 134,895 168,874 55.4

요    녕 24,676 32,652 38,719 48,295 47,909 13.5

    강 33,450 44,848 55,436 61,782 65,402 13.6

안    휘 45,710 55,207 68,506 83,483 86,223 12.7

산    동 146,839 172,269 202,207 230,322 221,416  7.3

하    남 85,650 76,986 102,343 139,043 188,298 17.1

호    북 70,818 60,429 101,613 128,282 133,749 12.7

    서 22,008 31,668  34,567 52,980 61,676 25.7

기    타 134,414 712,576 234,683 260,579 292,963 16.9

    체 598,185 701,684 922,735 1,139,661 1,266,510 16.0

연평균증감률 8.7 13.6 15.1 16.0

자료: 중국농업국. ｢중국 농업연감(2008)｣.

표 30-1.  중국의 주요 산지별 밤 생산량 추이
단위: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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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밤은 주로 생밤을 중심으로 냉동밤, 밤통조림

(가공밤)2) 등이며 생밤은 일본, 한국,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이 주

요 수출 대상 국가이고, 미국, 캐나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으로 다변화되

어 있다.

– 냉동밤은 일본, 한국, 대만이 주요 수출대상국가이며 미국, 태국, 독일 

등으로도 수출되고 있다. 가공밤은 일본, 한국, 홍콩 등이 주 수출대상국

가이며 미국, 말레이시아, 대만,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영국, 호주 등으

로도 많이 수출되고 있다. 

◦ 생밤의 주요국별 수출동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4년 대비 연평균 2.2%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일본, 대만 등에 대한 수출은 감소한 

반면 태국,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기타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일본에 대한 수출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감소와 식품안전성 규제 등에 영향을 받은 것

으로 보인다.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1)

연평균증감률

(08/04)

    체 37,675 37,091 43,379 45,513 40,973 39,358   2.2

한    국 1,991 1,639 2,530 2,297 1,868   747  -1.5

일    본 19,317 14,316 14,478 11,084 8,388 6,664 -14.1

    만 6,951 8,115 7,377 6,176 5,831 4,089  -4.0

태    국 1,148 1,016 1,073 1,631 2,635 2,974  32.3

아랍에미리트 546 1,480 3,083 2,285 1,321 2,521  35.5

기    타 7,722 10,524 14,839 22,040 20,930 22,363  42.7

자료: www.kita.net

표 30-2.  중국의 국별 생밤 수출 동향
단위: 톤, %

  

2) 생밤, 냉동밤, 밤통조림(가공밤)의 HS 분류코드번호는 생밤 08024010, 냉동밤 08119010, 

가공밤 2008199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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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수입은 국내 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해외 수출을 위해 주로 이루어

지며 한국과 일본이 주 대상 국가들이다. 2004년 대비 연평균 3%씩 감

소 추세에 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생밤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일본 

등지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으로부터의 생밤 수입은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한 실험용인 것으로 

보인다.3)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1)

연평균증감률

(08/04)

    체 13,529 13,763 13,358 11,151 11,890 10,768 -3.0

한    국 12,857 13,163 12,676 9,481 9,468 9,083 -6.6

일    본 487 354 658 865 1,784 1,670 66.6

기    타 185 246 24 805 638 15 61.2

한국비 95.0 95.6 94.9 85.0 79.6 84.4

자료: www.kita.net

표 30-3.  중국의 생밤 수입 동향
단위: 톤, %

1.1.4. 일본의 동향

◦ 최근 5년간 일본의 밤 수급추이를 보면 2008년 생산량은 1만 4,172톤으

로 2004년 대비 연평균 0.5%씩 증가한 반면 2008년 수입량과 소비량은 

1만 7,858톤과 3만 2,030톤으로 2004년 대비 연평균 9.8%와 6.5%씩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4.  일본의 밤 수급추이
단위: 톤,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감률

(08/04)

생  산 13,908 12,370 14,048 12,938 14,172  0.5

수  입 29,382 26,075 26,273 21,830 17,858 -9.8

소  비 43,290 38,445 40,321 34,768 32,030 -6.5

수  출 - - - - - -

자료: www.e-stat.go.jp

3) 일본 임야청의 공식통계자료(www.e-stat.go.jp)에서는 일본 밤의 수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밤 가공제품 개발을 한 가공업체의 실험용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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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주요 밤 생산지는 이바라키, 구마모토, 에이메, 사이타마, 도치기 

등이며 이바라키와 구마모토의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일본에서 재배되는 밤 품종은 100종류 이상이며, 가장 많이 식재된 품종

은 츠쿠바, 탄바, 긴요세, 이시즈치 등으로 이들 4개 품종이 전체 식재면

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  도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감률

(08/05)

이바라키 4,830(39.0) 4,702(33.5) 4,621(35.7) 5,030(35.5)   1.4

구마모토 1,544(12.5) 2,411(17.2) 1,944(15.0) 2,712(19.1)  25.2

에 이 메 978(7.9) 1,374(9.8) 1,124(8.7) 1,186(8.4)   7.1

사이타마 380(3.2) 692(4.9) 650(5.0) 650(4.6)  23.7

도 치 기 810(6.5) 617(4.3) 604(4.7) 410(2.9) -16.4

기    타 3,828(30.9) 4,252(30.3) 3,995(30.9) 4,184(29.5)   3.1

총생산량 12,370(100.0) 14,048(100.0) 12,938(100.0) 14,172(100.0)   0.5

자료: www.e-stat.go.jp

표 30-5.  일본의 주요 밤 산지별 생산추이
단위: 톤, %

◦ 일본은 밤 소비국가로서 밤빵을 비롯해, 케이크, 영양갱, 퓨레, 밤술, 밤

밥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개발되어 소비되고 있는데 소비량의 대부

분을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소비 감소와 함께 

수입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 수입의 대부분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표 30-6>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밤(깐밤 포함)의 경우 

한국산의 수입은 다소 증가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4년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수입시장이 값싼 중국산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나 한국산 제품의 경

우 가공기술 개발과 함께 일본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질 높은 제품을 

생산한다면 향후 일본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나갈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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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일시저장밤은 연평균 21.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밤

(깐밤 포함) 및 밤 통조림의 경우 2004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0.7%와 

450%씩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중국산 제품의 경우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밤 및 일

시저장밤의 감소율이 연평균 13.4%와 12.6%씩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밤통조림 역시 연평균 6%씩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제품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1)

연평균증감률

(08/04)

한국

생밤 4,802 4,622 4,143 4,054 4,935 3,670  0.7

(19.1) (21.4) (18.8) (23.3) (34.2) (34.8)

일시 장 423 34 27 26 40 20 -21.6

(27.3) (4.8) (4.1) (3.1) (6.7) (5.3)

밤통조림 5 8 87 85 95 80 450.0

(0.3) (0.4) (4.1) (4.1) (5.4) (5.1)

국

생밤 20,348 16,853 17,891 13,324 9,479 6,845 -13.4

(80.7) (78.2) (81.1) (76.6) (65.6) (64.9)

일시 장 1,128 680 630 806 561 355 -12.6

(72.7) (95.3) (95.9) (96.9) (93.3) (94.7)

밤통조림 1,592 1,787 1,641 1,450 1,209 1,165 -6.0

(78.3) (81.3) (76.4) (70.7) (68.4) (73.9)

자료: www.kita.net

표 30-6.  일본의 국별 밤 제품별 수입 동향
단위: 톤, %

1.2. 국내동향

1.2.1. 생산 및 소비동향

◦ 최근 5년간(2004~2008) 국내 밤 생산량은 2004년 7만 1,796톤에서 다소 

증가하다가 2006년 8만 2,450톤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7만 

5,170톤을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조생종의 밤 생산량 감소와 함께 

대 및 특대 밤의 비율이 증가하고 중․소 밤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평년

대비 약 3.3% 감소한 7만 4천 톤 정도가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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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보면 기존에는 경상남도와 전라도(전라남북도 포함) 위주로 생산

이 많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충청도(충청남북도 포함)가 가장 많이 생산

되고 있고 경상남도, 전라도 순으로 생산이 되고 있다. 

그림 30-3.  지역별 밤 생산 동향

◦ 충청도의 경우 2004년 2만 6,369톤에서 2008년 3만 2,129톤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상남도는 2만 9,453톤에서 2006년 3만 4,730톤

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8년에는 2만 4,496톤을 보이고 있다. 

전라도는 2004년 1만 3,514톤에서 증가하여 2007년에 1만 6,865톤을 생산

하였으나 2008년에는 1만 5,333톤으로 감소하였다.

◦ 이와 같은 생산의 변화는 경상남도와 전라도는 고령목이 많고 보식 위주의 

밤나무림 조성과 조방경영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충청도는 신규 조성을 통한 재배면적의 증가, 환경친화적인 토양관

리와 집약적 경영방식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 충청도의 경우 충북은 충주, 충남은 공주·부여·청양, 전라도는 전북은 

순창, 전남은 광양·순천·구례, 경상남도는 하동·산청·합천·진주·함양 등이 

주산지이다. 충청도에서는 충주시와 청양군 그리고 전라도의 경우 임실군, 

순창군의 생산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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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생산 임가의 고령화, 소유면적의 영세화, 재배면적의 감소, 밤나

무의 고령화, 수출 및 가격불안정 등 내적 불안요인과 함께 DDA, FTA4)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향후 밤 생산 임가의 

입장에서는 생산량보다는 품질 제고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 한편 밤 소비는 주로 생밤위주로 이루어지며 전체 생산량의 25~30%가 

수출용으로 소비된다. 국내에서는 식자재용이 15%, 각종 가공용이 

12~15%, 군밤용이 3~5%, 관혼상제 등 제수용품으로 18~20%가 소비되며 

기타가 12~15%인 것으로 추정된다.

◦ 1인당 밤 소비량은 가장 많은 밤이 생산되었던 1997년 2.2㎏으로 최고치

를 보인 이후 태풍피해로 가장 적은 밤이 생산되었던 2003년에는 1.0㎏

까지 감소하였고 최근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하여 2008년에는 

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2. 유통 및 가격동향

◦ 국내 생산 밤의 유통은 농협 및 산지수집상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관

행에서 소비자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2003년에 농협 67%, 산지수집상 26%, 산림조합 3%, 기타 4%에

서 2009년에 농협 47%, 산지수집상 20%, 소비자와의 직거래 13%, 산림

조합 2%, 기타 18%로 유통경로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5)

◦ 유통경로의 변화는 밤 생산자들에 대한 저온저장고 및 산지유통센터 등

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간 

접근성 향상 등을 들 수 있으며,

4) KIEP(2009.12.23)에 따르면 DDA 상은 G20 등 일련의 주요국 정상회의에서 2010년까지 

타결짓자는 목표가 확인된 바 있어 2010년 상반기에 세부원칙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세계경기의 회복세와 더불어 2010년에는 세계 각국의 FTA추진 움직임이 더욱 활

발해질 것으로 망된다.

5) 자세한 조사내용은 장우환외(2003), ｢밤나무 재배실태와 정책방향 연구｣와 장철수외(2009) 

｢임업 측(밤)｣12월호(농경연)을 참조하기 바라며, 기타는 생산자조합, 형마트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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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근 식품안전성과 관련하여 친환경임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이 높아지고 밤 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 체험 등이 증가하면서 계약

생산과 같은 다양한 직거래 방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3년) (2009년)

그림 30-4.  국산 밤의 유통경로 변화

◦ 밤 산지가격은 그림에서 보듯이 당해 연도 밤이 생산되기 이전인 8월 하

순 이전까지는 전년도에 생산된 저장 밤이 유통되므로 가격이 높게 형성

되다가 햇밤이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림 30-5.  밤 산지평균가격 동향(대율)

◦ 2009년도의 경우 조생종의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

고 중만생종의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가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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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후부터 저장밤의 유통이 시작되면서 산지가격은 ㎏당 평균 1,7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밤이 많이 소비되는 계절(12~2월)이지만 금융 불안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와 유통 밤의 품질 저하 등으로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밤 산지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2.3. 수출입 동향

◦ 최근 5년간 밤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6) 수출은 2004년 1만 9,148톤(4,171

만 7천 달러)에서 2008년 1,377만 톤(2,653만 3천 달러)로 2004년 대비 

매년 7%씩 감소해 왔다. 그러나 2009년에는 총 1만 5,202톤(2,985만 9천 

달러)7)가 수출되어 2007년 수준 이상을 회복하고 있다.

그림 30-6.  밤 수출입 추이

◦ 밤 수출이 감소를 멈추고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주수출시장인 일본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수입 밤에 대한 생산이력제 실시, 사용가능한 약제의 

6) 제품별 수출입 밤을 모두 생밤으로 환산하 으며 환산계수는 깐밤 2.0, 냉동밤 1.4, 가공밤 

1.1 등이다.

7) 2009년도는 한국무역 회 자료(1~11월말)와 세청 자료(12월말)를 합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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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적용 및 잔류농약 검사 등 수입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대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 수입은 2004년 6,579톤(751만 1천 달러)에서 2008년 8,458톤(1,691만 4천 

달러)로 2004년 대비 매년 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을 기

점으로 수입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2009년도 총 수입은 6,025톤(1,016만 

7천 달러)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수입감소는 최근 경기침체, 소비부진 및 수입밤의 가격상승 등에 

기인한다.

◦ 수출입 동향을 제품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기존에는 국내

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깐밤으로 가공하여 직접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나 

대일 수출이 감소하면서 줄어들었고 생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주요 원인은 국내 노동력의 부족, 인건비의 상승 등에 있으며 값싼 노동

력과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중국으로 원료 밤인 생밤을 수출하고 그

곳에서 깐밤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우회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생밤은 연 평균(2004~2008) 1만 2,590톤, 깐밤은 2,919톤, 냉동밤은 180톤, 

가공밤은 790톤이 수출되며,8) 국가별로는 생밤 수출은 중국, 깐밤 및 냉동

밤은 일본, 가공밤은 일본, 중국, 미국, 대만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다.

◦ 최근 국산 밤의 수출은 미국 등지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08년도

에는 프랑스로 40톤(8만 달러)이 수출되었고 2009년에도 60톤(13만 9천 

달러)이 수출됨으로써 프랑스를 거점으로 유럽지역으로의 수출기회가 넓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각 제품은 모두 생밤으로 환산한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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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7.  밤 제품별 수출 추이

◦ 밤 수출은 비교적 다변화되고 있으나 밤 수입은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생밤은 연평균(2004~2008) 1,916톤, 냉동밤은 3,961톤, 가공밤은 

2,486톤이 수입되고 있다.9)

– 생밤은 국내 생산 임가의 보호를 위해 관세할당제도10)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소시장접근물량은 2,170톤으로 2006년을 기점으로 수입량은 계속 감

소하고 있다.

◦ 냉동밤은 가공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이 감소했으나 최근 들어 가

공밤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 가공밤은 중국산 맛밤으로 현지에서 가공하여 수입하지만 최근 경기침체, 

소비부진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 반면 냉동밤은 제과용, 요식용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원료이므로 전

반적인 수입 감소로 수입량은 감소하였지만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2009년의 총 수입량은 생밤 기준으로 총 6,025톤이며 냉동밤이 3,696톤, 

9) 깐밤  냉동밤, 가공밤 모두 수출에서와 같이 생밤으로 환산한 양이다.

10) 생밤(깐밤 포함)의 기본세율은 50%이지만 최소시장 근물량을 과하게 되면 219.4% 는 

1,470원/㎏ 가운데 높은 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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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밤이 1,178톤으로 냉동밤의 비중은 61%, 가공밤은 20%로서 2008년 

대비 냉동밤의 비중은 10% 증가한 반면 가공밤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0-8.  제품별 밤 수입 추이

1.3. 수급 전망

◦ 2010년 국내 밤 생산량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나겠지만 

경남과 전남의 생산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2009년 수준인 약 7만 

3,874톤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는 2000~2004년에 중부 지

역에 집중적으로 신규 조성된  밤나무재배지11)로부터 생산이 늘어나면서 

약 7만 5,700톤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밤 수입은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와 중국산 제품의 가격상승 등

으로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냉동밤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수입량은 2010년에는 약 

7,892톤, 2020년에는 약 1만 833톤에 이를 전망이다.

11) 산림청 내부자료(2001~2005), 농경연 임업 측월보(2006~2007)에 따르면 최근 7년간

(2001~2007) 조성된 밤나무 신규조성면 은 7,483㏊정도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83%인 

6,184㏊가 충청도에서 조성된 면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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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수출은 일본의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을 위한 수입규제 강

화로 인해 수출 밤의 안전성과 품질이 좋은 한국산 밤에 대한 수요가 늘

어나고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선이 다변화하고 있어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2010년에는 약 1만 5,600톤, 2020년에는 1만 7,725톤 정도가 수

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밤 소비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둔화 등으로 감소하였지만 경기회

복과 함께 소비가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6만 6,166톤, 2020년에는 6만 

8,808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인당 소비량도 2010년에는 

1.35㎏, 2020년에는 1.3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 2009
망

2010 2015 2020

공 83,628 80,025 81,766 83,904 86,533

국내생산 75,170 74,000 73,874 74,022 75,700

수    입  8,458  6,025  7,892  9,882 10,833

수요 83,628 80,025 81,766 83,904 86,533

국내소비 69,858 64,823 66,166 67,414 68,808

수    출 13,770 15,202 15,600 16,490 17,725

1인당 소비량(kg) 1.44 1.33 1.35 1.37 1.39

표 30-7.  밤 수급 전망(생밤 환산 기준)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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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고버섯

2.1. 국제동향

2.1.1. 세계 생산동향

◦ 세계 표고버섯 생산에 관한 FAO의 공식 통계자료는 없으나, 중국, 일본, 

한국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이 세계 표고버섯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표고버섯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며, 주

요 생산국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이며 이들을 포함하여 홍콩, 싱가포

르, 말레이시아 등 화교권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분
1994년 1997년 2002년 2006년 2007년

생산량 % 생산량 % 생산량 % 생산량 % 생산량 %

국 626,000 73.6 1,125,000 85.1 2,214,444 91.7 3,293,235 94.3 2,880,000 93.4

일본 157,400 18.5 132,600 10.0 96,964 4.0 94,574 2.7 93,222 3.0

한국 22,000 2.6 17,000 1.3 37,854 1.6 38,534 1.1 40,185 1.3

만 28,000 3.3 27,000 2.1 29,240 1.2 30,000 0.9 31,000 1.0

기타 17,000 2.0 20,000 1.5 36,550 1.5 37,000 1.1 38,000 1.2

계 850,400 100 1,321,600 100 2,415,052 100 3,493,343 100 3,082,407 100

주: 1) 세계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없음. 1994년과 1997년 자료는 Mushroom Grower’s 
Handbook을 참조하였음.

2) 2002년, 2006년, 2007년 자료는 중국, 일본, 한국의 각 국가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대만과 
기타는 추정자료를 사용함. 단, 2007년 자료 중 중국 생산량은 일본의 ｢Techno Innovation｣을 
참조하였음.

표 30-8.  세계 표고버섯 생산량(추정치, 생표고 환산 기준)
단위: 톤, %

◦ 세계 표고버섯 총 생산량은 2006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 

다소 감소한 308만 톤이 생산(생표고 환산 기준)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

본의 ｢Techno Innovation｣12)에 따르면 2007년 중국의 표고버섯 총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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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288만 톤(93.4%)이 생산되고, 일본 9만 3천 톤(3.0%), 한국 4만 톤

(1.3%)정도인 것으로 타나났다.

2.1.2. 한·중·일 표고버섯 교역 동향

◦ 최근 5년간 한·중·일 표고버섯 교역 동향을 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04년 전무했으나 2008년 건표고 33만 9천 달러가 수출되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생표고 수입은 2004년 21만 4천 달러에서 2008년 139만 

8천 달러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건표고 수입 또한 2004년 384만 

3천 달러에서 2008년 764만 4천 달러로 증가하였다.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국내 표고버섯 생산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가 꾸준히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 한국의 대일본 생표고 수출량은 2004년 전무했으나 2008년 1만 5천 달

러가 수출되었고, 건표고 수출량은 2004년 224만 8천 달러에서 2008년 

427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 일본시장의 포지티브 리스트제도13)로 중국산 표고버섯의 수출이 감소되고, 

국내산 표고버섯의 일본 수출 기회가 증대됨으로 인해 대일본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영향은 중국의 대일본 교역동향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본으로의 

생표고 수출은 2004년 5,352만 4천 달러에서 2008년 1,340만 7천 달러로 

5.0% 감소하였으며, 건표고 수출 또한 2004년 5,589만 8천 달러에서 

2008년 5,324만 달러로 4.8% 감소하였다. 

– 이는 일본이 2006년도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도입 이후 일부 중국산 

생표고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중국으로부터의 표고 

수입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12) Techno Innovation. STAFF. 2009. no.73

13) 포지티  리스트제도(Positive ListSystem)는 수입 허용 농약 리스트에 기 치를 명시하고 

그 밖에 리스트에 없는 농약은 수입을 지하는 제도로,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 기 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매 등을 원칙 으로 

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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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8년)

  주: 실선의 화살표는 한국 기준이며, 무늬의 화살표는 중국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 30-9.  한·중·일 표고버섯(생표고 및 건표고) 교역량

◦ 국제 시장에서 중국산 표고버섯의 가격 우위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소비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과 수입국에서의 식품 안전성

에 대한 요구 강화가 잇따르고, 국내에서는 중국산 표고버섯의 허용기준

을 초과한 이산화황 검출 여파14) 등으로 중국의 표고버섯 수출은 줄어들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산 표고버섯의 일본 수출 기회가 증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1.3. 중국의 동향

◦ 중국의 표고버섯 재배는 800년 전 중국 절강성 용천현, 경원현, 경영현 

등에서 일본식15)을 사용하여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균상 재배

기술 개발에 힘입어 표고버섯 종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중국의 연구자가 일본에서 많은 품종을 도입한 것이 중국의 표고버섯 재

배의 주요 품종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중국 연구기관에서 표고버섯 교

14)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서울, , 주, 구, 부산지역의 재래시장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매 인 수입산 표고버섯의 농약  이산화황 잔류실태검사 결과 허용기

(30ppm)을 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되었으며, 잔류 이산화황 평균 수치는 46.2ppm으로 

나타났다(2009.8.21 발표).

15) 원목에 손도끼로 상처를 내고, 자연 으로 표고버섯 포자가 날아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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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착수해, 2002년 신향 8호, 신향 10호가 개발되었다.16) 

– 현재 중국의 버섯 신품종 개발은 중국농업과학원, 상해시농업과학원 식

용균연구원 등의 공공 연구기관과 농업대학 등이 중심이 되고 기업의 

개발 또한 적지 않은 편으로 중국의 성장력은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 중국의 대표적인 표고버섯 주산지는 복건(福建)성, 하남(河南)성, 절강

(浙江)성으로 총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량은 2004년 

약 217만 톤에서 2006년 약 329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 2002년에는 중국의 남동부에 위치한 복건성과 절강성이 표고버섯의 주

생산지(전체 생산량의 약 45% 차지)였으나, 이후 중국의 남부지역인 

하남성(약 30%)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다.

구분 합계 복건 하남 강 호북 산동 섬서 기타

2002
생산량 2,214,444 620,000 303,893 378,000 187,000 133,200 101,150 491,201

(비율) (100) (28.0) (13.7) (17.1) (8.4) (6.0) (4.6) (22.2)

2004
생산량 2,176,903  – 689,903 364,572 186,617 221,091 86,645 625,531

(비율) (100) - (31.7) (16.7) (8.6) (10.2) (4.0) (28.7)

2006
생산량 3,293,235 578,550 995,461 420,807 218,774 204,636 72,895 798,406

(비율) (100) (17.6) (30.2) (12.8) (6.6) (6.2) (2.2) (24.2)

자료: `1) ｢中國農産品加工業年監｣. 2002.
2) ｢中國農業統計資料｣. 2004, 2006.

표 30-9.  중국의 성(省)별 표고버섯 생산 동향(생표고 환산)
단위: 톤, %

◦ 중국의 생표고 주요 수출대상 국가는 일본, 미국, 홍콩, 네덜란드, 한국 

등이고, 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등으로도 수출되고 있다. 

건표고는 일본,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이 주요 수출대상 국가이

고, 그 외 태국, 싱가포르, 북한, 캐나다, 네덜란드 등으로 중국의 표고버

섯 수출국은 다변화되어 있다. 

◦ 주요국별 수출동향을 보면 생표고는 전체적으로 2004년 대비 연평균 

13.4%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네덜란드, 한국 등에 대한 수

16) Techno Innovation. STAFF. 2009. no.73.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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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 증가한 반면 일본, 홍콩, 기타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표고는 2004년 대비 연평균 8.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일본, 홍콩, 말레이시

아, 미국, 기타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고버섯의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62%

에서 2008년 40%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6년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식품안전성 규제와 일본 내 소비감소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구분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1)

연평균증감률

(08/04)

생

표

고

체 32,265 26,409 22,576 20,687 10,675 11,987 -13.4

일본 27,859 21,576 17,016 10,539 4,927 4,023 -16.5

미국 2,549 2,657 3,190 3,100 3,628 3,624 8.5

홍콩 258 – 3 5,212 – – -20.0

네덜란드 315 653 608 726 710 628 25.0

한국 201 351 710 309 654 929 45.1

기타 1,083 1,172 1,049 801 756 2,784 -6.0

건

표

고

체 24,678 24,226 17,599 19,919 14,119 18,520 -8.6 

일본 7,881 7,667 7,200 6,748 5,186 4,928 -6.8 

홍콩 8,265 6,907 3,748 4,917 1,818 2,432 -15.6 

한국 1,165 1,302 1,406 1,508 1,562 1,405 6.8 

말 이시아 1,207 1,428 756 1,805 786 1,462 -7.0 

미국 1,478 1,294 938 1,080 765 1,634 -9.7 

기타 4,682 5,628 3,550 3,861 4,002 6,658 -2.9

자료: www.kita.net

표 30-10.  중국의 국별 생표고 및 건표고 수출 동향
단위: 톤, %

◦ 생표고를 수출하는 주요 지역은 절강(37%), 상해(25%), 복건(20%), 요녕

(8%), 광동(5%), 강소(2%) 등이며, 건표고 주요 수출지역은 복건(45%), 

호북(19%), 광동(13%), 절강(9%), 상해(5%) 등으로 특히 절강성과 광동

성 등의 중국 동부 연안지역의 수출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중국의 생표고 수입은 2004년 북한으로부터 61톤이 수입되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표고 수입량은 매우 미미하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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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중국17), 대만, 일본, 북한 등으로 소수의 국가로 형성되어 있다.

구분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1)

건표고

체 1 14 10 15 26 0

국 1 13 8 15 - -

만 - 1 1 0 - 0

일본 1 - - 0 1 -

북한 0 - 1 - - -

기타 0 - - 0 25 -

  주: “-”는 수입실적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0”은 1톤 이하의 수량임.
자료: www.kita.net 

표 30-11.  중국의 국별 건표고 수입 동향
단위: 톤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동부 연안지역 수출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생산 및 수출입량이 현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며 중국

내 소비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표고버섯의 생산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된다. 

– 다만 중국산 표고버섯의 일본 수출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원인이 중국 생산량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1.4. 일본의 동향

◦ 2008년 일본의 생표고 생산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7만 342톤

(4.7% 증가)인 반면에, 생표고의 수입량은 2004년을 정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건표고의 경우 생산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 소폭 증가하여 3,867톤

(전년 대비 8.4% 증가)이 생산되었으며, 2008년 건표고 수입량은 일본 

국내 수요량의 64.0% 비율을 차지하는 6,759톤이다.

– 2008년 건표고 생산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산 등의 수입 영향으로 볼 수 있다.

17) 국이 수입하는 물량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는 국으로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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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감률

(08/04)

생

표

고

생 산 66,204 65,186 66,349 67,155 70,342 1.5

수 입 27,205 22,526 16,394 9,972 4,689 -25.5

소 비 93,409 87,712 82,743 77,127 75,031 -3.6

건

표

고

생 산 4,088 4,091 3,861 3,566 3,867 -1.0

수 입 8,844 8,375 7,949 7,700 6,759 -5.8

수 출 73 85 76 69 60 -4.8

소 비 12,859 12,381 11,734 11,197 10,566 -4.3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임야청.

표 30-12.  일본의 표고버섯 수급 동향
단위: 톤, %

◦ 일본은 생표고 소비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균상재배를 통한 생

산량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08년에는 생표고 소비량의 70%

가량이 균상재배를 통해 생산된 표고버섯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Techno Innovation. STAFF. 2009. no.73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그림 30-10.  일본의 생표고 생산량(원목·균상) 및 소비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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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

(생산량

순 )

건표고 주산지

(생산량

순 )

생표고

동고

(冬姑)

향신

(香信)

산성

(山成)
합계

원목

재배

균상

재배
합계

오이타 663 761 65 1,489 도쿠시마 118 7,456 7,574

미야자키 79 350 217 646 군마 1,766 3,482 5,248

구마모토 103 155 25 283 훗카이도 466 4,547 5,013

에히메 26 75 125 226 이와테 352 4,304 4,656

이와테 69 63 58 190 도치기 1,372 2,887 4,259

도치기 40 102 20 162 나가사키 71 2,952 3,023

총생산량 1,226 1,891 750 3,867 총생산량 14,916 55,426 70,342

자료: www.e-stat.go.jp

표 30-13.  일본의 표고버섯(품목별) 생산량과 순위(2008년)
단위: 톤

◦ 건표고의 주 생산지는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구마모토현이며, 오이타현이 

전체의 약 38.5%를 차지하고 있다. 

– 건표고는 향신18)(48.9%)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고19)

(31.7%), 산성20)(19.4%)이 생산되고 있다.

◦ 생표고의 주생산지는 도쿠시마현, 군마현, 훗카이도현으로 도쿠시마현이 

전체의 약 10.8%를 차지하고 있다. 

– 생산방식에 있어서는 원목재배(21.2%)와 균상재배(78.8%)로 일본은 균상

재배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추세이다.

◦ 일본은 잔류농약 검출, 만두 사태, 멜라민 사태 등으로 수입 농림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경계 수준이 더욱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나빠져 일본의 중국산 표고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산 표고의 수출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8) 향신은 갓의 두께가 얇고 기도 가는 편이며, 형태는 갓이 활짝 피어 크기가 다양하다.

19) 동고는 추운 겨울에 서서히 기른 것으로 갓이 두껍고 기부분이 굵은 것이 특징이다.

20) 산성은 무선별 건표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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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동향

2.2.1. 생산 및 소비

◦ 표고버섯 생산량(생표고 환산 기준)은 2004년 3만 8천 톤에서 2008년 4

만 톤이 생산되어 연평균 0.9%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소폭 증가한 약 4만 583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생표고의 경우 2008년 2만 5,242톤이 생산되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고, 건표고는 2005년과 2006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8년 1만 4,854톤이 

생산되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 최근 원목재배 임가의 신규 접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원목

재배 방식에서 균상재배 방식으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생표고 생산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건표고 생산량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자목가격, 건조비 상승

에 따른 생산비용의 증가, 노령화 등으로 건표고 재배 임가가 감소하였

으며, 고온과 저온 등 재배환경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 건표고 생산량은 생표고로 환산하였음(환산 비율 7.31).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2000년~2007년, ｢2008 임산물생산통계｣. 

그림 30-11.  표고버섯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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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표고버섯의 주요 지역별 생산량 비중을 살펴보면 충남(35.2%), 

경북(19.7%), 전남(18.7%)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 전남 지역은 2007년 대비 생산량 비중이 4.2% 감소한 반면, 경북 지역은 

2007년 대비 4.8% 증가하였다.

◦ 생표고의 최대 주산지는 부여로 2008년 총 생산량의 15.1%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다음으로 청송(6.2%), 청양(6.2%), 문경(4.8%), 공주(3.8%) 등

을 들 수 있다. 건표고의 최대 주산지는 장흥으로 2008년 총 생산량의 

26.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문경(5.6%), 거제(5.6%), 진안

(5.6%) 등이다.

  주: 건표고 생산량은 생표고로 환산하였음(환산 비율 7.31).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2007년, ｢2008 임산물생산통계｣.

그림 30-12.  지역별 표고버섯 생산 동향

◦ 국내 표고 총 생산량에서 톱밥재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5% 미만, 

2008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15~20% 수준이다. 

– 톱밥배지 재배방식은 균상재배 방식의 일종으로 거의 모든 활엽수 톱밥

을 사용할 수 있고 잔가지 등 폐잔재를 활용할 수 있어 원목재배에 비

해 자원이 절약된다. 또한 관리방법도 쉬워 노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으며 재배 기간도 짧아 자본회수가 용이하다. 이 때문에 한국의 표고버

섯 재배방식은 톱밥배지 재배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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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자목 가격,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톱밥배지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임

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21), 톱밥배지 공급센터의 2010년 공급물량 

대부분이 예약됨으로써 톱밥배지 확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건표고(환산 비율 7.31) 및 조제표고(환산 비율 0.20) 소비량은 생표고로 환산하였음.

그림 30-13.  표고버섯의 1인당 소비량 추이

◦ 표고버섯의 1인당 소비량(생표고 환산 기준)은 2004년 1.08㎏에서 2008년 

1.17㎏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품별로는 2008년 1인당 소

비량은 생표고 532g, 건표고 621g, 조제표고 16g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

간 생표고(연평균 0.8% 증가) 및 건표고(연평균 2.0% 증가) 소비량은 소폭 

증가한 반면, 조제표고22)(연평균 18.1% 증가)의 소비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고버섯은 건강식품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

비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표고버섯의 소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같이 표고버섯의 소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생산량 증가를 

21) 한국농 경제연구원. 임업 측 표고버섯. 2009. 12월호. 2009년 체 표본임가  톱밥배지 

표고를 생산하고 있는 임가는 6.0%에 해당되고, 2010년 톱밥배지 표고 생산계획이 있는 임

가는 11.5%, 고민 인 임가는 9.0%로 조사되었다.

22) 조제표고(HS code: 2003901000) 정의: 원형 그 로의 표고버섯(생표고)을 신선처리, 냉

장·냉동처리, 건조처리 등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장(통조림), 가열, 

삶음, 단(슬라이스) 방법 등으로 처리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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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재배임가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표

고버섯은 2010년부터 UPOV의 품종보호 대상작물23)로 지정됨으로써 표

고 임가들의 품종사용료(로열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표고 임

가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종균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

이다.

◦ 또한 생표고 소비가 증가되면서 재배기간이 짧고 톱밥배지와 원목의 제

품 차별화가 크지 않으며 노동력 절감 및 생산이 용이한 톱밥배지 표고

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톱밥배지 생산을 위한 초기 투자비

용 부담이 커 영세한 임가들은 톱밥배지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 이에 따

른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2.2. 유통 및 가격

◦ 생표고는 산지조합 및 단위농협(60%)과 작목반(40%)을 통해 도매시장

(80~85%)으로 출하되는데, 전체 출하물량의 25~35%는 가락시장으로 출

하되며 대부분이 수도권 및 지방의 도매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다. 

◦ 최근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의 반입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소비자직거래와 대형마트 등 판로가 다양해졌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 물량의 전량 판매 용이성과 운송의 편리성 등으로 가락시장 유통 비중이 

비교적 높게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직거래 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를 

선호하는 임가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24)

23) 품종보호 상작물이란 ｢종자산업법｣에 의해 신품종으로 출원·등록되어 타인의 무단 증식 등

으로부터 법 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을 말한다.

24) 임업 측(표고버섯) 표본 임가를 상으로 생표고 주요 출하처에 한 조사에서 2008년(8월) 

응답 결과 가락시장(56.9%), 수도권  지방 도매시장(20.6%), 소비자직거래(18.6%), 유

통업체(2.9%), 산지수집상(1.0%)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8월)에는 가락시장(33.3%), 

유통업체(22.7%), 수도권  지방 도매시장(21.2%), 소비자직거래(13.6%), 산지수집상

(9.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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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표고의 가락시장 도매가격(중품 기준)은 2007년까지 생산량이 늘어나며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생산량이 정체를 보이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 생표고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중품 기준임.
자료: ｢임업통계연보｣ 각 연보 활용, 2009년 생표고 생산량은 추정치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그림 30-14.  생표고 생산량, 가락시장 반입동향 및 도매가격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그림 30-15.  생표고의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 등급별 가격 추이를 보면 특품의 가격 하락이 크고 상·중·하품의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고품질은 선물용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그 외 

품질은 학교 식자재 등 식생활의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상·중·하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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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표고는 주산지인 장흥, 문경, 거제 등의 산지 농협 및 산지 표고협회에

서 봄과 가을에 실시하는 입찰을 통해 유통되며, 특히 장흥지역은 인근

의 전라지역 건표고 물량까지 입찰하고 있어 장흥 유치농협, 용두농협의 

입찰 물량이 건표고 출하량의 40~45% 정도를 취급한다. 

◦ 건표고 입찰 평균가격은 2007년 3.75kg당 15만 9천원, 2008년 17만 1천원, 

2009년 17만 3천원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도매

가격은 수출이 늘어나면서 물량확보로 인해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2009년에는 수출부진으로 도매가격은 2008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 건표고 생산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표고버섯의 가격은 현재 수

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자재 및 건표고 슬라

이스 등 다양한 용도의 소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국내 원목재배의 

우수성을 이용한 건표고 고급화 전략을 통한 국내 소비 및 수출 마케팅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임업통계연보｣각 연보 활용, 2009년 건표고 생산량은 추정치임, 장흥 유치농협. 

그림 30-16.  건표고 생산량, 장흥지역 반입 동향 및 도매가격

2.2.3. 수출입

◦ 국내 수출은 90% 이상 건표고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1980년대 말까지 

표고버섯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였으나 1990년부터 수출량은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2000년 이후에는 200~300여 톤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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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표고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생산량 감소로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되

면서 시장구조가 내수 위주로 바뀌었고 해외시장에서는 저가의 중국산

에 밀려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 최근 5년간 건표고 수출은 2004년 235톤(4,582천 달러)에서 2008년 280톤

(5,993천 달러)로 2004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238톤

(5,155천 달러)으로 감소하였다.

– 2009년 일본으로 수출된 건표고는 148톤(62.3%)이며, 홍콩 39톤(16.3%), 

대만 32톤(16.5%), 미국 10톤(4.1%) 등으로 일본과 홍콩이 전체 수출량의 

약 79%를 차지했다.

– 2007년 일본과 홍콩으로의 수출량이 전체 수출량의 약 90%를 차지하였

으나, 6~14톤의 소량으로 수출되었던 대만으로의 수출이 2009년 32톤이 

수출되면서 일본과 홍콩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2009년 자료는 1~11월까지 한국무역협회, 12월 관세청 자료를 합한 것임.

그림 30-17.  건표고의 국가별 수출 동향

◦ 건표고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원목표고의 우수성을 이용한 고품질 위

주의 판매 전략과 지속적인 공급체계의 구축, 규격화 등이 요구된다.

◦ 표고버섯의 수입은 주로 건표고25), 조제표고이며 중국, 북한 등에서 수입

25) 건표고는 북한산 반입물량을 합한 것으로 북한산 건표고의 연간 반입한도는 80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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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표고버섯수입량26)은 2008년 1만 8,804톤(16,688천 달러)으로 2004

년 대비 연평균 4.4%씩 증가해 왔다. 

– 2009년도 건표고 및 조제표고 수입량은 각각 2,251톤(생표고로 환산 1

만 6,455톤), 4,092톤(생표고로 환산 818톤)으로 추정되며 매년 수입량의 

변화는 적으나, 생표고 수입량은 1,301톤으로 국내 생산이 정체를 보이면

서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조제표고는 전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며 통조림 등으로 사용이 편리

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식자재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조제

표고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제표고는 기본세율 20%로 생·건표고보다 현저히 낮아 많은 양이 수

입되는 반면 생표고와 건표고는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조정관세를 

적용27)하고 있어 수입량이 많지 않다. 

주: 2009년 자료는 1~11월까지 한국무역협회, 12월 관세청 자료를 합한 것임.

그림 30-18.  표고버섯의 제품별 수입 동향

26) 건표고(환산 비율 7.31)  조제표고(환산 비율 0.20)는 생표고로 환산하 으며, 생표고 수

입량과 합한 값이다.

27) 생표고와 건표고의 2009년 기본 세는 30%, 조정 세는 42% 는 1,625원/㎏을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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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급 전망

◦ 표고버섯 생산은 톱밥배지 재배가 늘어나고, 국내 소비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약 4만 1,074톤, 

2020년에는 약 4만 9,903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은 중국산 위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약 1만 

8,688톤, 2020년에는 약 2만 4,525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입 

가격 상승과 중국산 표고버섯의 식품 안전성으로 인해 수입량은 큰 폭으

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수출은 향후 지속적인 연중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과 건표고의 고급화 

수출 전략 등 수출 여건이 변화되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

년에는 약 2,067톤, 2020년에는 약 7,868톤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식생활 개선과 함께 건강식품 및 자연식

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국민 1인당 표고 소비량은 2010년 1.18㎏, 2020년 1.35㎏으로 예상되

며, 국내 총 소비량은 2010년 약 5만 7,695톤, 2020년 약 6만 6,56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8 2009
망

2010 2015 2020

공 58,900 59,158 59,762 66,444 74,428

국내생산 40,096 40,583 41,074 45,276 49,903

수    입 18,804 18,575 18,688 21,168 24,525

수요 58,900 59,158 59,762 66,444 74,428

국내소비 56,846 57,415 57,695 61,761 66,560

수    출 2,054 1,743 2,067 4,683 7,868

1인당 소비량(kg) 1.17 1.18 1.18 1.25 1.35

표 30-14.  표고버섯 수급 전망(생표고 환산 기준)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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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물 가공 활성화 필요성

◦ 국내총생산액(GDP)에서 임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0.5%에서 

2002년 0.4%로 감소한 후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식품산업의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단기소득임산물1) 가운데 수실류, 산나물류, 버섯류, 약용

식물류, 수액류, 죽순 등만 고려했을 경우 그 비중은 같은 기간 0.13%에

서 0.1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이러한 임업의 축소현상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농촌인구의 도시진출로 인

한 노동력 부족, 생산자 고령화 등과 같은 생산요소 측면에도 원인이 있

겠지만, 국산 임산물 소비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 등 수요 측면의 문

제가 더 심각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일부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 단순 가공을 통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

도 증가하거나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들 품목도 시장 개

방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 한편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도시인구, 소가족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 등으로 인해 신선식품의 소비는 줄어들고, 가공식품, 전통식품, 외식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식품산업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 가구당 소비지출에서 신선식품의 비중이 1982년에 77%였으나 2006년

에는 40%로 줄어든 반면, 가공식품과 외식에 대한 지출은 같은 기간 

23%에서 60%로 늘어났다(최지현 외, 2007). 또한 식품제조업, 유통업, 

외식업 등 식품산업의 생산액은 100조원에 달하며, 연평균 5.4%의 빠른 

성장률을 보였다. 

1) 목재가 아닌 임산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목재에 비해 단기간에 재배하여 소득화 할 수 있는 품

목을 말함. 2008년 임가의 임업총수입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이 차지하는 비 은 91.4%로 임업

의 가장 요한 소득창출원임(산림청. 2008. 임가경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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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과 농업은 식품산업과 함께 푸드시스템을 구성하는 축으로, 식품산

업에 원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개발하

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 단기소득임산물을 중심으로 한 임산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고, 농촌의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하는 것은 축소된 임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

한 사안이다. 

2   임산물 가공실태 분석

2.1. 임산물 가공 현황

◦ 임산물 가공에 대해 전국적인 규모로 조사되어 발표된 자료는 현재까지 

없다. 따라서 가공업체수, 원료사용량 등 산업분석을 위해 필요한 통계자

료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 다만 품목별로 가공품의 종류만 일부 알려져 있다. 임산물 품목별 가공품 

종류를 보면 주로 차, 술, 음료 등으로 만들어지며, 건강보조식품으로도 

많이 가공된 것을 알 수 있다.

품목 가공품 품목 가공품

밤 마롱그라세, 퓨 , 양갱 더덕 음료, 장아

추 와인, 차 산수유 코  재료, 술

잣 차, 기름 천마 음료, 과립, 술

은행 건강식품 가시오갈피 술, 음료

호두 차, 과자, 기름 구기자 차, 술, 죽

표고버섯 음료, 조미료, 장류 두충 차, 술, 엑기스, 환

송이버섯 김치, 장아 신 산 가루, 기름

머루 와인, 즙 오미자 차, 술, 엑기스

복분자 술, 차, 엑기스, 아이스크림 도라지  차, 캔디, 환

자료: 임산물 식품산업 발전 심포지엄(2008.12.4).

표 31-1.  주요임산물 가공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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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생산량은 많았지만 단순하게 가공

한 깐밤을 일본에 수출하여 국내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재배자들은 지속

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밤 가공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으며 가공 기술도 발달하지 못한 형편이었다. 

– 그러나 2002년과 2003년에 발생한 연속적인 태풍으로 말미암아 공급이 

크게 줄어 일시적으로 가격은 올랐지만, 이듬해부터 일본 수출이 감소하

면서 국내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재배자 소득이 감소하

였다. 

– 대부분 국내 밤 가공업체들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 중국에 공장을 설립

하고 국산 밤을 수출하여 가공한 후 일본으로 다시 수출하는 실정이다.

– 최근 부여에 향토 밤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한 후 일본에 수

출하거나 내수시장에 유통하는 가공회사가 설립되었다.

◦ 떫은감은 대부분 말려서 건시(곶감) 또는 반건시의 형태로 식용된다. 

– 상주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둥시의 경우, 품질 좋은 곶감을 만들기 적

합한 품종이므로 대부분 곶감으로 가공된다. 상주는 2007년에 약 6,100톤

의 곶감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54.6%를 차지하였다. 곶감가공은 상주

지역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4%나 되는 중요한 산업이다2).

– 반면 청도에서 재배되는 반시는 당도가 높으나 씨가 없고 과즙이 많아 

곶감으로 가공하기 어려운 품종이다. 1999년 가격 폭락으로 재배면적의 

30% 정도를 수확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청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는 생산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공기술 개발에 착수하

였으며, 가공사업 추진 이후 원료 감 사용량은 2004년 2,320톤에서 2007

년 6,570톤으로 늘어나 7%에 불과하던 가공률이 19.3%로 높아졌다3).

– 2007년 상품별 가공원료 투입량을 살펴보면, 전체의 72.3%가 감말랭이 

및 반건시 생산에 이용되었고, 아이스홍시 13.9%, 감식초음료 3%, 감와인 

6.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매출액은 감잎차를 포함하여 240억 원이며, 

원료 감 1톤당 가공화에 따른 가치는 약 360만 원이 된다.

2)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상주감시험장 내부자료,

3)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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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톤) 매출액(억원) 가공화가치(백만원)

합  계 6,570 240 3.6 

감말랭이, 반건시 4,750 156 3.3 

감와인 400 32 8.0 

아이스홍시 910 23 2.5 

감식 음료 200 6 3.0 

감 콜릿 5 1 20.0 

감물염색 300 16 5.3 

감화장품·비 5 5 100.0 

감잎차 　 1 　

  주: 가공화가치의 합계는 가중평균을 나타냄.
자료: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2008).

표 31-2.  상품별 청도반시 가공화 현황(2007)

◦ 대추는 한의원을 포함하여 가공에 이용되는 양이 전체 생산량의 8% 정

도된다4). 경산을 비롯하여 보은, 청도 등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현

재 대추를 가공하여 제품으로 유통하고 있는 지역은 경산뿐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 

– 경산의 원료 사용량은 건대추를 포함하여 약 200톤가량인 것으로 추정

되며, 가공업체는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품은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나 대부분 자동화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 경산의 대추 가공은 1990년대 말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경산대추영농조

합에서 대추음료(캔)를 개발하여 판매하였으나 대기업과의 시장 경쟁으

로 인해 판매망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에 실패하였다5).

◦ 표고버섯은 생표고의 국내 가격이 높아 가공에 대한 동기유발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가공하는 경우에도 분말을 만들어 그대로 유통하거나, 조미

료로 가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최근 들어 주요 생산지인 장흥에서 표고버섯을 음료의 재료로 이용하거

나 장아찌 등으로도 가공하고 있지만 그 양이 많지 않다.

4) 장철수 외(2008) p11. 추재해보험을 한 조사연구. 한국농 경제연구원.

5) 이 사업에 직  참여한 계자는 찾을 수 없으나, 시청 담당자의 설명을 참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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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영농조합의 경우 충분한 원료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가공품을 생

산·판매한다. 고품질의 2차 가공품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2. 가공실태 조사개요

◦ 가공업체 실태분석을 위한 대상 업체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2007년 말까지 관리중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농산물가공업체(348개)6)

가운데 임산물을 가공하는 업체 67개와, 법원에 등기된 영농조합법인 

현황(2009.4.30)에서 임산물을 법인명에 포함하는 업체 가운데 시군의 

협조를 받아 연락처를 알아낸 103개 업체 등 총 170개 업체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이들 업체 가운데 연락이 되거나 조사에 협조한 73개 업체를 최종 대상

으로 정하였는데, 이들 업체 수는 1차 대상의 43%에 해당한다. 

– 원료 품목별로 가공업체를 구분하면 밤 8개, 떫은감 28개, 대추 4개, 표

고버섯 7개, 산나물류 6개, 밤, 떫은감, 대추를 제외한 수실류 7개, 약용

류 6개, 기타 7개 등이다. 

업체 사용 원료 구분 품목

산나물류 도라지, 더덕

밤, 떫은감, 추를 제외한 수실류 머루, 호두, 도토리, 산딸기

약용류 구기자, 당귀, 오갈피, 둥

기타 칡, 솔잎, 약 류, 천마 

표 31-3.  원료 구분

2.3. 가공실태 조사결과

◦ 조사된 임산물 가공업체의 생산능력은 연간 약 614톤 정도 되는 것으로 

6) 2007년 말을 기 으로 농림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1,111개소  사후 리기간 경과로 인해 

리가 해제된 업체를 제외하고, 재 리 인 348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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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생산능력이 100~500톤 사이의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10~50톤 

사이의 업체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 그러나 농산물가공업체 348개의 평균 1,218톤에 비해 절반 정도의 수준

이므로 비교적 소규모라 할 수 있다.

– 이들 업체의 생산능력 가운데 70%이상을 임산물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임산물 가공식품 생산능력은 평균 435톤 정

도 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업체수 생산능력(톤)
생산능력 비 

임산가공식품 생산능력(%)

  체 73 614 70.8

농조합법인 42 468.1 70.6

주식회사 8 872.6 63.8

산림조합/농 5 2592 80.2

개인 16 294.9 71.3

기타 2 250 75.0

표 31-4.  업체형태별 생산능력
단위: 개소(%)

◦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현황은 <표 31-5>, <표 31-6>, <표 31-7>, 

<표 31-8>과 같다.

– 밤제품의 경우 깐밤을 1,192톤 생산하여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였으며, 

이밖에 감로자, 퓨레, 다이스 등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추제품으로는 건대추와 대추차를 생산하였다.

– 떫은감을 이용하여 곶감, 아이스홍시, 감와인, 감식초 등 상당히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고버섯은 건표고, 표고분말, 표고절편, 표고조미료 등을 생산하였다.

– 대추를 제외한 주요 원료 품목 모두 깐밤, 곶감, 건표고와 같은 기본적

인 가공제품이 가장 많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나 가공수준이 낮은 것으

로 짐작 할 수 있다.

밤제품 깐밤 감로자 다이스 퓨

1552 (100)  1192 (76.8) 220 (14.2) 60 (3.9) 80 (5.1)

표 31-5.  밤 가공식품 생산 현황 
단위: 톤(%)



제

3

부

1018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추제품 건 추 추차

144 (100) 7 (4.9) 137 (95.1)

표 31-6.  대추 가공식품 생산 현황 
단위: 톤(%)

떫은감 제품 곶감 반건시 감말랭이 아이스 홍시 감와인 감식 (kl)

6,972(100)

304.7㎘  

4452

(63.9)

46

(0.6)

237

(3.4)

1,867

(26.8)

370

(5.3)
304.7

표 31-7.  떫은감 가공식품 생산 현황 
단위: 톤(%)

표고버섯 제품 건표고 표고분말 표고 편 표고깍두기 표고조미료

973 (100) 590 (60.6) 180 (18.5) 189 (19.5) 12 (1.2) 2 (0.2)

표 31-8.  표고버섯 가공식품 생산 현황 
단위: 톤(%)

◦ 가공업체의 자동화 비율은 약 40%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 대추의 자동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밤이 두 번째로 높

게 나타났다. 반면 표고버섯이 가장 낮은 8.6%로 조사되었으며, 떫은감

의 경우에도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곶감과 반건시를 주로 가공하는 업

체가 13개나 되어 자동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10～30% 30～50% 50～70% 70% 이상 평균(%)

체
73

(100)
20

(27.4)
7

(9.6)
7

(9.6)
15

(20.5)
24

(32.9)
40.2

표고버섯
7

(100)
4

(57.1)
2

(28.6)
1

(14.3)
- - 8.6

약용류
6

(100)
-

1
(16.7)

-
3

(50.0)
2

(33.3)
55.0

수실류
7

(100)
2

(28.6)
1

(14.3)
1

(14.3)
1

(14.3)
2

(28.6)
35.7

산나물류
6

(100)
1

(16.7)
- -

2
(33.3)

3
(50.0)

55.0

밤
8

(100)
1

(12.5)
1

(12.5)
-

1
(12.5)

5
(62.5)

57.5

떫은감
28

(100)
9

(32.1)
2

(7.1)
5

(17.9)
4

(14.3)
8

(28.6)
36.1

추
4

(100)
- - -

2
(50.0)

2
(50.0)

60.8

기타
7

(100)
3

(42.9)
- -

2
(28.6)

2
(28.6)

35.7

표 31-9.  원료별 가공업체 자동화 비율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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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 비율이 낮은(70% 이하) 업체에 대해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자동

화설비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28개 

업체나 되었다. 또한 기계 개발이 되지 않아서 자동화 비율이 낮다고 대

답한 업체도 12개(25%)나 되었다. 

그림 31-1.  자동화 비율이 낮은 이유

◦ 전체 비용에 대한 세부항목별 비용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원료비가 전

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9.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밤의 

원료비가 가장 높은 57.9%를 차지하였으며, 표고버섯, 약용류, 대추도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비의 비중도 1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이들 비용을 농산물가공업체7)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원료구입비의 경

우 농산물의 64.5%보다 약 15.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개

발비는 3.5%포인트 높으며, 홍보비 4%포인트, 판매비 6.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 임산물 가공업체의 원료구입비가 농산물가공업체 평균에 비해 낮은 이

유는 자가생산비중이 31.4%로 농산물 평균 19.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7) 주석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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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비 제품개발비 매비 홍보비 기타 합계

 체 49.2 4.5 12.2 5.3 28.0 100

표고버섯 54.3 4.7 6.7 5.6 28.7 100

약용류 57.5 2.5 8.0 7.5 24.5 100

수실류 46.4 10.0 12.9 4.7 26.0 100

산나물류 43.3 5.3 16.7 5.2 29.5 100

밤 57.9 2.0 7.8 2.0 30.3 100

떫은감 46.1 4.8 14.7 5.6 28.8 100

추 51.3 5.0 19.5 2.5 21.7 100

기타 47.6 1.0 7.3 7.4 36.7 100

농산물가공

업체평균
64.5 1.0 5.6 1.3 27.6 100

표 31-10.  임산물 가공비용 대비 세부비용의 비중
단위: %

◦ 원료조달 방법은 산지생산자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

인 것으로 알려졌다. 

– 매출규모가 증가할수록 원료 대량수매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원료를 

조달하는데, 특히 계약재배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생산

계약

재배

산지

생산자

산지

조합

산지

수집상

도매

시장
기타

 체 31.4 7.7 41.0 11.5 2.2 3.4 2.9 

표고버섯 46.1 0.0 12.9 13.1 8.6 5.0 14.3 

약용류 17.5 24.2 50.0 0.0 0.0 8.3 0.0 

수실류 38.6 18.6 38.6 2.9 0.7 0.7 0.0 

산나물류 37.5 37.5 25.0 0.0 0.0 0.0 0.0 

밤 10.0 0.0 34.3 51.1 4.3 0.4 0.0 

떫은감 35.4 1.4 45.5 10.5 0.0 4.3 2.9 

추 0.0 5.0 77.5 5.0 10.0 2.5 0.0 

기타 42.9 0.0 46.1 0.0 3.3 3.4 4.3 

농산물가공 

업체평균
19.5 19.6 27.2 8.1 9.7 10.9 5.1

표 31-11.  임산물 식품가공업체 원료조달 방법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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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조달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는 자금부족을 지적한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 년에 한 번 재배하는 밤을 비롯한 수실

류의 경우 자금부족을 어려움으로 지적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 그 밖에 원료가격 변동, 품질균일화, 저장시설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량구매 

자 부족 

원료가격

변동심화

원료품질

균일화

원료 

규격화 

원료 

장시설 

부족

량구매 

물량부족
기타

문제

없음

체 
73

(100)

33

(45.2)

9

(12.3)

6

(8.2)

5

(6.8)

4

(5.5)

1

(1.4)

3

(4.1)

12

(16.4)

표고

버섯

7

(100)

2

(28.6)

1

(14.3)
-

1

(14.3)
- - -

3

(42.9)

약용류
6

(100)

3

(50.0)

1

(16.7)
- -

1

(16.7)
- -

1

(16.7)

수실류
7

(100)

4

(57.1)

1

(14.3)
- - -

1

(14.3)
-

1

(14.3)

산나

물류

5

(100)

1

(16.7)
-

2

(33.3)

1

(16.7)
- -

1

(16.7)

1

(16.7)

밤
8

(100)

6

(75.0)

1

(12.5)
-

1

(12.5)
- - - -

떫은감
28

(100)

14

(50.0)

2

(7.1)

3

(10.7)

2

(7.1)

2

(7.1)
-

1

(3.6)

4

(14.3)

추
5

(100)

1

(25.0)

1

(25.0)
- -

1

(25.0)
- -

1

(25.0)

기타
7

(100)

2

(28.6)

2

(28.6)

1

(14.3)
- - -

1

(14.3)

1

(14.3)

표 31-12.  임산물 원료 조달 시 애로사항
단위: 개소(%)

◦ 임산물 가공 식품의 판매경로는 인터넷 또는 홈쇼핑을 통하거나, 현지직판, 

도매시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대형할인점이나 백

화점과 같이 판매수수료를 부담하거나 판촉행사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곳으로 출하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였다.

– 농산물가공업체와 비교하면 인터넷 또는 홈쇼핑, 현지직판 비율이 높은

데 반해, 대형할인점, 대량소비처 및 급식소에 대한 납품 비율이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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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는 

홈쇼핑

지

직

도매

시장

농 / 

산림

조합 

매장

리

량

소비처,  

식소

형

할인
백화 수출

소매

시장
기타 없다

 체
73

(100)

13

(17.8) 

13

(17.8)

12

(16.4) 

8

(11.0)

7

(9.6)

6

(8.2)

4

(5.5)

3

(4.1)

3

(4.1)

2

(2.7)

1

(1.4)

1

(1.4)

표고

버섯

7

(100)
-

2

(28.6)

1

(14.3)
- -

1

(14.3)

2

(28.6)

1

(14.3)
- - - -

약용류
6

(100)

2

(33.3)
-

2

(33.3)
-

1

(16.7)
- - - -

1

(16.7)
- -

수실류
7

(100)
- -

1

(14.3)

3

(42.9)

2

(28.6)
- - - - - -

1

(14.3)

산

나물류

6

(100)
-

2

(33.3)
- - -

1

(16.7)

1

(16.7)

1

(16.7)

1

(16.7)
- - -

밤
8

(100)
- -

2

(25.0)
-

1

(12.5)

2

(25.0)
- -

2

(25.0)

1

(12.5)
- -

떫은감
28

(100)

9

(32.1)

7

(25.0)

3

(10.7)

2

(7.1)

2

(7.1)

2

(7.1)

1

(3.6)

1

(3.6)
- -

1

(3.6)
-

추
4

(100)
- -

2

(50.0)

2

(50.0)
- - - - - - - -

기타
7

(100)

2

(28.6)

2

(28.6)

1

(14.3)

1

(14.3)

1

(14.3)
- - - - - - -

농산물

가공

업체

100 14.8 13.5 20.8 12 - 13.1 9.8 4.7 - 11.4 -

표 31-13.  임산물 가공식품 판매경로
단위: 개소(%)

◦ 임산물 가공식품의 판매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을 수요처 확보라고 지적

하였다. 마케팅의 전문성 부족을 그 다음으로 지적하였으며, 대형할인점

과 같은 유통업체의 횡포도 판매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8).

8) 형할인 의 포장지 제한 등 과다한 요구사항들도 매의 어려움으로 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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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처 확보
마  

문성 부족

유통업체의 

횡포

기업과의 

경쟁
기타 없다

 체
73

(100.0)
32

(43.8)
17

(23.3)
12

(16.4)
4

(5.5)
2

(2.7)
6

(8.2) 

표고버섯
7

(100.0)
2

(28.6)
1

(14.3)
3

(42.9)
-

1
(14.3)

-

약용류
6

(100.0)
5

(83.3)
- -

1
(16.7)

- -

수실류
7

(100.0)
1

(14.3)
1

(14.3)
2

(28.6)
1

(14.3)
-

2
(28.6)

산나물류
6

(100.0)
2

(33.3)
2

(33.3)
1

(16.7)
- -

1
(16.7)

밤
8

(100.0)
5

(62.5)
2

(25.0)
1

(12.5)
- - -

떫은감
28

(100.0)
11

(39.3)
10

(35.7)
3

(10.7)
1

(3.6)
1

(3.6)
2

(7.1)

추
4

(100.0)
3

(75.0)
- - - -

1
(25.0)

기타
7

(100.0)
3

(42.9)
1

(14.3)
2

(28.6)
1

(14.3)
- -

표 31-14.  임산물 가공식품 판매의 어려운 점
단위: 개소(%)

◦ 가공기술개발 방법은 대부분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추의 경우 모두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

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직 개발 학 의뢰 문연구소 의뢰 문업체 방문 없다

 체 73
(100.0)

58
(79.5)

7
(9.6)

6
(8.2)

1
(1.4)

1
(1.4)

표고버섯 7
(100.0)

5
(71.4) - 2

(28.6) - -

약용류
6

(100.0)
4

(66.7)
2

(33.3) - - -

수실류 7
(100.0)

4
(57.1)

1
(14.3)

2
(28.6)

- -

산나물류 6
(100.0)

5
(83.3)

1
(16.7) - - -

밤
8

(100.0)
6

(75) -
1

(12.5) -
1

(12.5)

떫은감 28
(100.0)

23
(82.1)

3
(10.7)

1
(3.6)

1
(3.6)

-

추 4
(100.0)

4
(100.0) - - - -

기타
7

(100.0)
7

(100.0) - - - -

표 31-15.  주요 가공기술 개발 방법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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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술지원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으며, 원료수매자금 지원, 대량생산 시설지원, 홍보지원 등의 정책을 

다음 순서로 제시하였다. 

– 밤의 경우 원료수매자금 지원을 가장 중요한 지원정책으로 꼽았는데, 그 

이유는 저장이 용이하지 않은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원료 생산자들이 

출하시기가 지나면 중간수집상에게 모두 처분해 버리므로 이 시기를 놓

치면 원료를 수매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제품 개발 

기술 지원

원료수매

자  지원

량생산 

기계설비 

지원

홍보 

지원

산림청의 

극 인 

참여와 지원

경 컨설

 지원

원료 장 

시설 지원
기타

 체
73

(100)
20

(27.4)
15

(20.5)
11

(15.1)
10

(13.7)
10

(13.7)
3

(4.1)
2

(2.7)
2

(2.7)

표고
버섯

7
(100)

2
(28.6)

2
(28.6)

1
(14.3)

-
1

(14.3)
-

0
(0.0)

1
(14.3)

약용류
6

(100)
2

(33.3)
2

(33.3)
-

2
(33.3)

- - - -

수실류
7

(100)
2

(28.6)
1

(14.3)
1

(14.3) 
1

(14.3)
-

2
(28.6)

- -

산나
물류

6
(100)

2
(33.3)

1
(16.7)

-
1

(16.7)
1

(16.7)
-

1
(16.7)

-

밤
8

(100)
1

(12.5)
4

(50.0)
1

(12.5)
-

2
(25.0)

- - -

떫은감
28

(100)
6

(21.4)
5

(17.9)
5

(17.9)
4

(14.3)
5

(17.9)
1

(3.6)
1

(3.6)
1

(3.6)

추
4

(100)
2

(50.0)
-

2
(50.0)

- - - - -

기타
7

(100)
3

(42.9)
-

1
(14.3)

2
(28.6)

1
(14.3)

- - -

표 31-16.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단위: 개소(%)

2.4. 시사점

◦ 낮은 가공수준 및 자동화 비율

– 품목별 제품생산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기초적인 가공제품이 가장 높은 

생산량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가공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공

공정의 자동화 비율이 낮은 이유로 비싼 설비가격을 지적하였는데, 임산

물을 가공하기 위한 기계장비는 소규모로 제작되므로 자연히 가격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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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계장비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

해주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재정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비용구조 개선 필요

– 생산비용 가운데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농산물가공업체의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자가 생산의 비중이 농산물가공업체에 비해 비교적 높기 때

문이다. 그러나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원료 구입비를 낮추고,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원료 조달의 애로사항으로 대량구매를 위한 자금부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데, 단기적인 방안으로 원료 수매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제품개발비와 홍보비가 모두 농산물가공업체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교적 바람직한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판매비가 높다는 것은 임산물 가공식품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기술개발 체계 미비

– 기술개발 방법은 대부분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기반

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개발한다는 것은 가공방법의 변경이나 

단순한 기술개발에 의한 형태변형을 의미하므로 부가가치 제고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대형할인점 납품 비율 저조

– 대형할인점 납품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임산물 가공식품 유통

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

형할인점으로 진출하는 것이9) 판매망 확보를 위해 가장 전망 밝은 방법

이므로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관계를 구축하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9) 소비실태 조사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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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신뢰를 위한 원산지 표시 및 관리

– 원산지 표시 및 성분표시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제품 원료에 대한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철

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믿음에 보답하여야 할 것이다.

◦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미흡

– 임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수의 업체가 사업에 지원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규

모를 늘리고, 정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함

으로써 산업의 발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할 것이다. 

◦ 품목별 및 수준별 지원방안 차별화

– 원료 품목별 지원정책에 대해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표고버섯의 

경우 가공기술 개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며, 

밤에 대해서는 원료구입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대추

의 경우 대량생산 기계설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떫은감에 대

해서는 기술 수준에 맞추어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 소규모 가공업체에 대한 정책 방안 마련

– 소규모 가공업체의 경우 자동화 비율이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공품

에 대한 품질관리가 어려우며, 판매경로에 있어서도 인터넷이나 현지직

판 등에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들 소규모 가공업체를 흡수·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룩함으로써 생산

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간 유통상과의 협상력을 높여 판매경로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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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산물 가공식품 소비실태 분석

3.1. 소비실태 조사개요

◦ 지난 1년간 임산물 가공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25~55세 주부 535명을 소비자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임산물 가공식품을 포함한 월평균 식비가 31~60만 원인 응답자가 전체

의 4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만 원을 초과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30%나 되었다. 

– 그러나 월평균 임산물 가공식품 구입비는 1~5만 원이라고 대답한 경우

가 56.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임산물 가공식품 구입비가 전체 

식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수 비율

　합  계 535 　100

월평균 식비

5～30만원 이하 138 25.8

31～60만원 이하 235 43.9

60만원 과 162 30.3

월평균 임산물 

가공식품 구입비

1～5만원 이하 303 56.6

6～10만원 이하 159 29.7

10만원 과 73 13.6

표 31-17.  식재료 구입비별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3.2. 소비실태 조사결과

◦ 가장 많이 구매한 임산물 가공식품은 밤, 호도, 잣 등을 포함하는 견과류로 

전체 소비자의 40.4%가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의 버섯류(28.8%), 떫은감, 대추, 복분자, 머루 등의 과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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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산나물류(7.9%), 약용류(5.2%) 가공식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식재료 구입비가 높을수록 버섯류와 산나물류의 구매비율이 올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원료
평균

(%)

월평균 식재료 구입비별

3～20만원 21～40만원  40만원～

합 계 100 169 (100) 211 (100) 155 (100)

견과류 40.4 67 (39.6) 91 (43.1) 58 (37.4)

과실류 15.9 33 (19.5) 28 (13.3) 24 (15.5)

버섯류 28.8 44 (26.0) 62 (29.4) 48 (31.0)

산나물류 7.9 11 (6.5) 16 (7.6) 15 (9.7)

약 류 1.3 2 (1.2) 1 (0.5) 4 (2.6)

약용류 5.2 10 (5.9) 12 (5.7) 6 (3.9)

수엽류 0.4 2 (1.2) - -

기타 0.2 - 1 (0.5) -

표 31-18.  식재료 구입비별 임산가공식품 구매경험 응답자
단위: 명(%)

◦ 주요 제품의 구매경험을 살펴보면, 밤과 떫은감의 구매경험 비율이 표고

버섯과 대추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가공품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다

양한 제품의 구매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매경험 응답자수 임산물 구매경험에 한 비율

밤 468 87.5

표고버섯 380 71.0

떫은감 443 82.8

추 358 66.9

기타 141 26.4

표 31-19.  주요 임산가공식품별 구매경험 비율
단위: 명, %

 

◦ 임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는 주위사람들의 추천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전체의 44%로 가장 많았으며, 이 수치는 TV/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획득 비율을 합한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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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임산물가공식품 정보획득 경로

◦ 경로별 구매행태를 보면, 대형할인점을 통하여 구매하는 비율이 가장 높

다.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한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으며, 소매시장, 농

협/산림조합, 도매시장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31-3.  임산물가공식품 구매경로

◦ 구입처별 구매요인을 살펴보면, 대형할인점의 경우 구입의 편리성, 다양

한 판촉행사, 저렴한 가격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인터넷이나 

홈쇼핑, 소매시장, 도매시장 등의 경우 저렴한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나 산림조합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판매

처에 대한 신뢰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만, 구입의 편리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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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렴한 

가격

매처 

신뢰

다양한 

행사

구입의 

편리성

제품의 

다양성

제품의 

품질

도매시장
35

(100)
20

(57.1)
4

(11.4)
2

(5.7)
2

(5.7)
5

(14.3)
2

(5.7)

소매시장
50

(100)
23

(46.0)
3

(6.0)
1

(2.0)
20

(40.0)
3

(6.0)
-

형할인
317
(100)

52
(16.4)

18
(5.7)

58
(18.3)

154
(48.6)

29
(9.1)

6
(1.9)

백화 　
5

(100)
-

3
(60.0)

1
(20.0)

- -
1

(20.0)

농 /산림조합 
매장　

44
(100)

2
(4.5)

34
(77.3)

-
1

(2.3)
1

(2.3)
6

(13.6)

인터넷 는 
홈쇼핑　

55
(100)

25
(45.5)

1
(1.8)

2
(3.6)

23
(41.8)

3
(5.5)

1
(1.8)

생활 동조합/
유기농 문 　

19
(100)

-
15

(78.9)
- - -

4
(21.1)

농민직거래　
10

(100)
-

6
(60.0)

1
(10.0)

- -
3

(30.0)

표 31-20.  임산물 가공식품 구매 경로별 구매 요인
단위: 명(%)

◦ 모든 품목에 대하여 92% 이상의 응답자가 원산지를 확인하는 편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농산물가공품의 72.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10) 

– 그 가운데에서도 표고버섯에 대한 원산지 확인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이유는 국내 생산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11).

10) (이계임 외. 2005).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 한국농 경제연구원.

11) 2007년 국내 생산량에 한 수입량의 비율을 단순하게 계산하여 보면, 밤 11%, 추 9.8%, 

떫은감 5.5%인데 반해, 표고버섯은 20%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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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떫은감 추 표고버섯 기타

응답자수 468 (100) 443 (100) 358 (100) 380 (100) 141 (100)

확인한다 254 (54.3) 260 (58.7) 217 (60.6) 237 (62.4) 83 (58.9)

확인하는 편이다 180 (38.5) 160 (36.1) 121 (33.8) 133 (35.0) 49 (34.8)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32 (6.8) 22 (5.0) 19 (5.3) 10 (2.6) 8 (5.7)

확인하지 않는다 2 (0.4) 1 (0.2) 1 (0.3) - 1 (0.7)

표 31-21.  제품 원료의 원산지 확인 여부
단위: 명(%)

◦ 조사대상자 535명 가운데 최근 1년간 국내산 임산물 가공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509명(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국

내산 임산물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동기는 건강을 위해서이며, 

이밖에 식품의 안정성, 친환경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수 비율

합      계 509 100

건강을 해서 233 45.8

안 성이 높아서 140 27.5

친환경 이어서 50 9.8

청정하다고 생각해서 15 2.9

양가가 높을 것 같아서 16 3.1

매체의 홍보와 주  사람들의 추천 때문에 11 2.2

매자의 신뢰 때문에 27 5.3

원하는 품목이나 포장단 가 있어서 15 2.9

맛이 좋아서 2 0.4

표 31-22.  국내산 임산물 가공식품 구매 동기
단위: 명, %

◦ 수입산과 비교한 국내산 임산물 가공식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

내산이 우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1년간 국내산 임산

물 가공식품 구매경험이 없는 응답자(26명) 가운데 19.2%는 국내산과 수

입산의 품질 차이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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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식재료 구입비와 임산물 가공식품 구입비에 따른 국내산 품질 평

가 결과를 보면, 이들 비용이 높을수록 국내산 품질이 좋다는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

월평균식재료구입비 월평균 임산물 가공식품 구입비

3～20

만원 

21～40

만원

40

만원  

1～5

만원  

6～10

만원  
10만원  

합계
535
(100)

169
(100)

211
(100)

155
(100)

303
(100)

159
(100)

73
(100)

국내산 
품질이 좋다

500 
(93.5)

151
(89.3)

199
(94.3)

150 
(96.8)

278
(91.7)

151
(95.0)

71
(97.3)

차이가 없다
31

(5.8)
14

(8.3)
12

(5.7)
5

(3.2)
21

(6.9)
8

(5.0)
2

(2.7)

수입산 
품질이 좋다

4
(0.7)

4
(2.4)

- -
4

(1.3)
- -

표 31-23.  수입산에 대한 국내산 임산물 가공식품 품질 평가
단위: 명, %

◦ 소비자들이 느끼는 국내산 임산물 가공식품 구입의 문제점은 비싼 가격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구입처를 찾기 어려움, 지속적인 구매의 

어려움, 적정한 포장용기 없음 등이 지적되었다.

　 응답자수 비율

합     계 535 100

  가격이 비싸다 383 71.6

  구입처를 찾기 어렵다 57 10.7

  원하는 품목이 없다 11 2.1

  지속 으로 구매하기 어렵다 45 8.4

  당한 포장단 (용량)가 없다 31 5.8

  국내산인지 신뢰가 안간다 8 1.5

표 31-24.  국내산 임산물 가공식품 구입의 문제점
단위: 명, %

◦ 국내산 임산물 가공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 

지속적인 소비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6%의 응답자만이 

구입비중을 축소하거나 소비의향이 없다는 의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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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수 비율

합    계 509 100

  계속 소비할 정, 형편이 되면 구입비 도 늘릴 것 274 53.8

  계속 소비할 정이지만 구입비 은  상태를 유지 206 40.5

  계속 소비할 정이지만 구입비 은 축소할 것 25 4.9

  향후에 별로 소비할 의향이 없다 4 0.8

표 31-25.  국내산 임산물 가공식품 소비 의향
단위: 명, %

◦ 소비 촉진 및 확대를 위한 의견으로는 가격 인하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다양한 상품 개발, 유통망 확대, 홍보 확대 등의 순으로 의견이 집계되

었다.

응답자수 비율

합     계 535 100

  다양한 상품 개발 130 24.3

  가격 인하 239 44.7

  임산물 가공식품에 한 홍보 확 58 10.8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망 확 97 18.1

  지속 인 공 체계 구축 6 1.1

  원산지 표지 강화/국내산임을 증명할 방안 마련 4 0.7

  정직하게 믿음이 가는 제품 제조 1 0.2

표 31-26.  국내산 임산물 가공식품 소비 확대를 위한 의견
단위: 명, %

3.3. 시사점

◦ 임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증대 가능성

– 식재료비가 늘어날수록 버섯류와 산채류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비율이 증

가하므로 이들 품목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

으로 종류가 다양한 밤과 떫은감 가공식품의 구매경험이 표고버섯과 대추

에 비해 많다는 것은 가공에 의한 소비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국내산 임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므로 기술개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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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공품을 개발하고 어디서나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임

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미흡

– 주변의 추천을 통해 임산물 가공식품의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방법은 정보 확산 속도가 매우 느리고 대상도 제한적일 수밖

에 없다. 따라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

요한 상황이다. 건강을 위해서, 안전성이 높아서 등의 구매 동기는 국내

산 임산물 가공식품의 홍보에 있어 중점을 두고 강조해야 할 점들이다.

◦ 대형할인점을 통한 판매확대 필요

– 구매경로의 선택에 있어서는 편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으

며, 그 결과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공업체의 입장에서는 대형할인점에 납품하기 위해서 연중 지

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판촉

행사 등에 대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어 납품에 대한 부담이 상

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납품체계 확립, 판촉행사 

등 홍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소비자 신뢰 구축

– 대부분 소지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는 수입산에 비해 국내

산 임산물 가공식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국내산에 대한 품질 신뢰도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 가격인하 방안 필요

– 가격은 임산물 가공식품 구입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소비확대를 위한 의견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다. 따라서 기술개

발과 자동화비율 제고, 대량생산 등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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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산물 가공 활성화 방안

4.1. 기본방향

그림 31-4.  임산물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기본방향 및 방안

4.1.1. 가공업체 규모화

◦ 장기적으로 소규모 영세업체를 흡수·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고, 마

케팅 능력을 높여 판매경로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개별사업장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공동 브랜드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 및 

공동 유통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품목의 대표

조직을 만들어, 유통, 홍보, 품질관리 등 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긴다. 

◦ 또 다른 방안으로는 사업장을 단일화하여 공동생산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기술개발과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품목에 적합한 방법이며, 

거점 산지가공센터나 임산물유통센터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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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효율적 가공 사업을 위한 생산 기반 조성

◦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임산물의 가공수준과 자동화 비율은 비교적 

낮으며, 생산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

지만 근본적으로 가공에 초점을 맞춘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다. 생산기반은 

산업 구축의 초석이 되므로 무엇보다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4.1.3. 가공사업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체로 

산발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정부정책 등의 분야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하여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1.4. 신뢰성 강화

◦ 식품산업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는 산업의 근간이 된다. 국

내산 임산물 가공식품의 인식이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긍정적

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생산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4.2. 활성화 방안

4.2.1. 중점 품목에 대한 대표조직 육성

◦ 생산, 가공, 유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조직을 형성하여 

홍보, 판매촉진, 시장개척 등을 통합함으로써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당 품목의 가치를 제고하여 산업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 거점 산지가공센터 및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이들 센터에 원

료를 납품하는 생산자, 소규모 가공업자, 농협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유통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

31

장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가공 활성화 방안 ● 1037

◦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다. 

4.2.2. 거점 산지가공센터 운영

◦ 가공사업 활성화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거점 산지가공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사업의 목적은 건조, 박피, 절단 등 기본적인 가공을 통해 생산되는 제

품보다 수준이 높은 중급 및 고급화된 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이다. 

4.2.3.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가공기능 강화

◦ 2009년까지 허가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대부분 단순한 가공에 필요한 

시설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따라서 이들 센터의 가공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마련 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가운데 임산물가공지원에 관한 것은 당해 연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 총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중급 가공제품 판매액으로 충당할 것을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4. 원료 생산자와 가공업자의 연계 강화를 통한 원료수매 지원

◦ 원료조달 경로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

가 생산 비율은 줄어들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원료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생산자와 계약재배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를 바탕

으로 한 거래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원료 생산자의 수요처 확보나 가공업

자의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4.2.5. 다양한 기술개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임산물의 경우 기술개발 및 지원 부족으로 인해 가공기술이 낙후되어 있

12) 곡성, 공주, 남원, 부여, 산청, 장흥, 진안, 천안, 함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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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 규모는 비교적 적은 편이며, 임산물 가공식품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도 해외시장개척,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에만 국한되어 있어 가공업자 입장에서는 지원받기

가 상당히 힘든 형편이다. 

◦ 정부 차원에서 가공기술 개발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동시에 

개별 사업자의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2.6.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

◦ 임산물 가공은 판매비의 비율이 높아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

낸다.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형할인점은 유통마진을 수취하면서 유

통비용의 일부를 따로 전가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하

고 있다. 또한 제품 포장지 디자인 제한 등 공급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독선적인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 산림청 홈페이지에 불공정 거래에 관한 신고 사이트를 마련하여 정보를 

파악하고, 불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2.7. 가공업체와 지자체 및 협회의 이원적 홍보체계 구축

◦ 국내산 임산물 가공식품은 수입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며 안전성이 높고, 건

강을 위한 식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또한 청정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임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입소문을 통하여 전달되

고 있으므로 확산 속도가 매우 느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업체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나, 정부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며 

독립된 사업을 통한 지원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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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

공업체 대한 홍보비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 동시에 원료 임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서 홍보를 담당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8. 품목별, 기술수준별 정부 지원사업 체계화

◦ 품목의 특성과 기술수준에 따라 원료별로 상이한 정책적 조건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도 품목간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가공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되 제품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품을 업체

가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된 제품의 권리는 초기 일정기간 동안 개발자가 소유하도록 한 후 

국가에 이전하여 보급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 밤에 대해서는 원료구입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원료수매자금 지원을 확

대할 필요가 있다. 

◦ 대추의 경우 자동화 기계설비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기계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떫은감의 경우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규모 가공업체가 많다. 그러

므로 곶감에 대한 지원은 시설비로 제한하고, 추가적인 가공에 드는 기

계비 등은 생산 제품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9. 임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구축 및 확대

◦ 소비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임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

가는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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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품질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업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

하다. 대표조직을 형성할 경우 조직 차원에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하

여 운용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여 애초에 

위반에 대한 동기를 없애버릴 수 있도록 한다. 

◦ 국가차원에서는 원산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철저히 지키

게 함으로써 국내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생산되는 가공품에 대해서는 원료의 출처와 

성분 등에 대한 표기를 명확하게 하여 지역 특산품에 대한 신뢰를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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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물 상품화 현황

1.1. 임산물 상품화란

1.1.1. 상품화와 임산물 상품화의 정의

◦ 상품화란 원료의 단순처리나 가공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유

통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의 모든 작업을 일

컫는다. 

◦ 원료의 상태는 그대로 두고 포장, 등급, 브랜드지정 등의 과정을 거치는 

원료제품상태 상품화와 절단이나 숙성·가열·냉동처리 같은 가공과정을 

거치는 가공상품화로 구분할 수 있다. 

◦ 원료제품상태 상품화는 상품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살린 브랜드 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추진 등이 중요한 필수수단

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가공상품화의 경우에는 소비자 요구와 유통의 

효율에 부합하는 형태의 상품화가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 임산물 상품화란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을 원료로 하여 위와 같

은 과정을 통해 상품화 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광범위하나 주로 버섯류, 

수실류, 산채류, 약재류 등이 대표적이다.

1.1.2. 임산물 상품화의 필요성

◦ 임산물은 각 품목별로 생산시기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대량 수확시기에 

맞춘 저장, 그리고 이를 이용한 가공과 유통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즉, 상품화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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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상품화는 시장의 유통량을 조절할 수 있어 원활한 공급이 가능

하며, 연중 안정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임산물 생산자의 

소득보장의 기초가 된다. 

1.2. 품목별 상품유형

1.2.1. 임산물 소득지원항목에 따른 상품개발유형

◦ 2009년 6월 26일자로 개정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으로는 밤, 

감, 잣, 호두, 대추 같은 수실류와, 표고 ·송이 같은 버섯류, 더덕·고사리·

도라지·취나물과 같은 산나물류 등 모두 85개이다.

◦ 품목들 가운데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는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만큼 간식, 반찬, 건강식으로 상품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엽류와 약용류도 엑기스나 음료 형태로 상품화가 발달되었다.

– 이는 임산물도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상품화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산림작물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고소득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한다.

– 대상품목 선정으로 인해 과자나 음료, 차, 반찬 등 다양한 상품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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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품목수 품목명
상품화유형

표상품 기타

수실류 13
밤,감,잣,호두, 추,은행,도토리,개암,머

루,다래,복분자,산딸기,석류

감식 ,석류차,산딸기주스,

감 콜릿, 편,캔잣,실백,

기름,한과

간식용

버섯류 7
표고,송이,목이,석이,능이,싸리,꽃송이

버섯

표고가루,슬라이스,표고칩,

송이차,송이꿀

선물용,

건강식

산나물류 13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참나물,두릅

,원추리,죽순,산마늘,고려엉겅퀴,고비,

들메나무순,다래나무순

도라지진액,두릅장아 ,더

덕주,삶은나물류
반찬류

약 류 18

삼지구엽 ,삽주,참쑥,시호,작약,천마,

산양삼,긴강남차,구 ,약모 ,당귀,천

궁,하수오,택사,감 ,독활,잔 ,백운풀

액기스,장아 ,발효원액,식

품,비 ,환,음료,차
건강식

수엽류 7
은행잎,솔잎,두충잎,떡갈잎,청미래덩굴

잎,음나무잎,참죽잎
진액,엑기스

약용류 17

오미자,오갈피,산수유,구기자,두충나무,

헛개나무,음나무,참죽나무,산 나무,

피나무,옻나무,골담 ,산겨릅나무,산사

나무,느릅나무,황칠나무,꾸지뽕나무

차,음료,엑기스

수목

부산물류
5 수액,수피,수지,나무뿌리,나무순 수액

상산림

식물류
5 야생화,자생란,조경수,분재,잔디

합계 85

  주: 2009.6.26 재정(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사업소 자체조사

표 32-1.  임산물 소득지원 항목에 따른 상품개발유형

1.2.2. 주요 판매처별 판매상품 유형

◦ 도매시장 판매상품의 경우 대부분 대량으로 포장되므로 포장량에 따라 

구별되지만, 백화점을 비롯한 소매시장의 경우 포장량뿐만 아니라 파우치, 

페트, 트레이 등 포장형태에 따라서도 상품을 구별하고 있다. 

◦ 종합유통센터, 도매시장, 산림조합 같은 도매판매처는 대중량 포장단위로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화 단계 이전의 원물형태 거래가 대부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의 소매판매처는 파우치, 페트, 소량벌크 등의 소포장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화의 정의에 부합하는 형태로 거래된다. 특히 

종합유통센터, 산림조합같이 도매와 소매의 복합형태 판매처는 원물형태 

거래부터 소포장상품까지 모든 형태의 상품거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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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상 보관이 비교적 용이한 건제품과 달리 주의가 필요한 삶은나물 

같은 상품은 소비자의 수요보다 유통 및 판매환경에 따라 해당 판매처

에서 판매상품 품목으로 지정할 지에 대한 여부가 크게 좌우된다. 

구분 품목별 매상품 유형 비고

종합유통센터

수실류 원물형태, 량 포장, 벌크 소포장

도·소매
버섯류 량 포장, 벌크

나물류 량 포장, 소포장, 삶은나물

약 ·약용류 용량 포장, 벌크

도매시장

수실류 원물거래

도매
버섯류 원물거래

나물류 원물거래, 1차가공

약 ·약용류 원물거래

산림조합

수실류 원물거래, 량 포장, 소포장, 벌크

도·소매
버섯류 원물거래, 량 포장, 소포장, 벌크

나물류 량 포장, 소포장, 1차가공

약 ·약용류 소포장, 1차가공, 가공품

백화

수실류 페트, 우치, 소포장

소매
버섯류 소포장, 슬라이스, 칩, 생표고슬라이스

나물류 소포장, 삶은나물 벌크

약 ·약용류 소포장, 벌크, 엑기스

형마트

수실류 페트, 우치

소매
버섯류 소포장, 벌크

나물류 소포장, 삶은나물 벌크

약 ·약용류 소포장, 벌크

슈퍼마켓

수실류 페트

소매
버섯류 소포장

나물류 소포장, 삶은나물 소포장

약 ·약용류 소포장

단체 식시장

수실류 소포장(500g, 1kg)

주문형
버섯류 소포장(500g, 1kg)

나물류 삶은나물 소포장, 건포장, 트 이포장

약 ·약용류 소포장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사업소 자체조사

표 32-2.  임산물 판매상품 유형



제

2

부

제

3

부

1046 ●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1.2.3. 판매요소별 임산물 상품판매 현황

◦ 임산물은 계절별로 판매추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주요품목인 밤, 잣, 대추, 

호두, 표고버섯은 추석, 구정, 대보름을 전후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대량 

판매된다.

◦ 밤은 겨울철에 많이 소비되는데, 특히 차례나 제사음식으로 이용되고, 오

곡밥과 같이 밤을 필요로 하는 음식의 원료로 소비된다. 최근 들어 ‘맛밤’ 

같은 가공식품으로 개발되며, 평상시 소비도 증가추세에 있다.

◦ 취나물, 곤드레, 피마자 등 대표적인 산나물들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

행되는 참살이 문화의 영향으로 농산물에 버금가는 필수식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 시기에 상관없이 고른 판매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차례나 제사에 

올라가는 나물의 경우 역시 명절 시기에 판매량이 급증한다.

◦ 잣,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특별한 가공이나 요리가 필요 없고, 구입 후 바로 

먹을 수도 있으며,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 덕에 인기있는 임산물 종류에 속

한다. 주로 보름에 판매가 많이 이뤄지며, 명절 선물용으로도 많이 판매된다.

◦ 최근 들어 건표고는 대부분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생표고는 일반

인들에게 대중화되고 있어 연중 꾸준하게 판매된다. 또한 표고버섯은 슬

라이스, 분말, 칩, 된장, 고추장 등의 형태로 가공되어 판매된다.

1.3. 임산물 브랜드개발 현황

1.3.1. 브랜드개발의 필요성 및 농축임산물 브랜드 현황

◦ 농림업의 중심이 정부와 생산자에서 점차 시장과 소비자로 변하고 있으

며, 농림관련 정책지원 대상 또한 생산자에서 산지 유통주체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유통주체에게 상품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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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

– 브랜드는 상품에 대한 많은 정보를 함축하고 있고, 상품 전체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신뢰성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한 생산단체나 회사는 자신들이 생산한 임산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브랜드를 보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브랜드

는 임산물의 고품질화와 안전화를 유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며 임산물 

상품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 브랜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수많은 브랜드가 난립해서 브랜드 가치향

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브랜드를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이 필수적이다.

◦ 2006년 말 기준, 농축임산물 브랜드는 총 6,552개이며, 이 중 특허청에 

등록된 브랜드는 전체의 36.8%에 해당하는 2,410개이다. 공동브랜드의 

등록률은 과반수를 넘는 62.8%(1,437개 중 902개)로 개별브랜드의 등록

률 29.5%(5,115개 중 1,508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 공동브랜드는 여러 기업이나 단체들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단일 

브랜드로, 마케팅 비용의 감소와 제품원가 절감을 통해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협력사간 기술, 마케팅, 시장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반면 협력사들이 각각의 제품에서 최고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이에 

따른 공동체적 마케팅 전략이 필요해서 개별브랜드보다 더욱 까다로운 

환경이 요구된다.

구분 공동 랜드 개별 랜드 계

등록 902 1,508
2,410

(36.8%)

미등록 535 3,607
4,142

(63.2%)

계
1,437

(21.9%)

5,115

(78.1%)

6,552

(10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표 32-3.  공동/개별 브랜드 특허청 등록현황(2006년)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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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임산물의 브랜드 개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분 1999 2002 2004 2006

공동 랜드 523 966 1,206 1,437

개별 랜드 3,186 3,989 4,222 5,115

계 3,709 4,955 5,428 6,55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표 32-4.  년도별 농·축·임산물 브랜드 현황(2006년)
단위: 개

◦ 품목별로 등록된 브랜드를 살펴보면 쌀, 감자 등 식량작물이 575개로 가

장 많으며, 농산가공 458개, 축산물 400개, 과실류 267개, 과채류 171개 

순으로 나타났다.

◦ 임산물은 48개로 브랜드 등록비율이 15.8% 수준에 있어 함께 조사된 품

목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 축산물의 경우 등록된 브랜드 수가 등록되지 않은 수보다 훨씬 많아 등

록비율이 높은 수준(70.2%)이며, 농산가공품의 경우에는 등록 개수와 미

등록 개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44.9%)이다.

구분 계
식량

작물
과실류 과채류 채소류 화훼류 축산물 임산물 특작류

농산

가공
공통 기타

등록 2,410 575 267 171 97 10 400 48 96 458 224 64

미등록 4,142 1,237 622 640 222 43 170 256 265 562 79 46

계 6,552 1,812 889 811 319 53 570 304 361 1,020 303 110

품목비율(%) 36.8 31.7 30.0 21.1 30.4 18.9 70.2 15.8 26.6 44.9 73.9 58.2

  주: 공통은 전 품목에 동일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이며, 대부분 공동브랜드로 등록비율은 73.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표 32-5.  품목별 브랜드 특허청 등록현황(2006년)
단위: 개

◦ 브랜드 등록률이 저조할 경우 개별브랜드 및 유사브랜드가 난립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법적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취약점이 있다. 또한 등록단체가 

영세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브랜드 유지 및 품질향상·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브랜드경영 같은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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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지리적 표시등록

◦ 지리적 표시등록은 농산물, 임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 특징 등이 우수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임을 표시하

는 것이다.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여 보호함으로써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제

품의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가기능을 갖는다.

등록번호 등록명칭 등록일자 등록번호 등록명칭 등록일자

제1호 보성녹차 02.01.25 제29호 단양마늘 07.05.04

제2호 하동녹차 03.05.02 제30호 창녕양 07.06.05

제3호 고창복분자주 04.04.15 제31호 무안양 07.07.02

제4호 서산마늘 05.03.05 제32호 여주 07.07.11

제5호 양고추가루 05.03.05 제33호 무안백련차 07.07.11

제6호 의성마늘 05.07.20 제34호 청송사과 07.08.27

제7호 괴산고추 05.08.25 제35호 고창복분자 07.08.27

제8호 순창 통고추장 05.10.14 제36호 양매실 07.08.27

제9호 괴산고춧가루 05.11.07 제37호 정선찰옥수수 07.08.27

제10호 성주참외 05.12.01 제38호 진부당귀 07.10.01 

제11호 해남겨울배추 05.12.26 제39호 고려수삼 07.12.20 

제12호 이천 05.12.26 제40호 청양고추 07.12.20 

제13호 철원 05.12.26 제41호 청양고춧가루 07.12.20 

제14호 고흥유자 06.05.08 제42호 해남고구마 08.01.30

제15호 홍천찰옥수수 06.06.05 제43호 암무화과 08.01.30

제16호 강화약쑥 06.08.07 제44호 여주고구마 08.03.05

제17호 횡성한우고기 06.09.11 제45호 보성삼베 08.03.05

제18호 제주돼지고기 06.09.19 제46호 함안수박 08.04.07

제19호 고려홍삼 06.12.07 제47호 고려인삼제품 08.06.16

제20호 고려백삼 06.12.07 제48호 고려홍삼제품 08.06.16

제21호 고려태극삼 06.12.07 제49호 군산찰 보리  08.07.30

제22호 안동포 06.12.07 제50호 제주녹차 08.10.16

제23호 충주사과 06.12.11 제51호 홍천한우 08.10.16

제24호 양얼음골사과 06.12.29 제52호 월고추 08.12.19

제25호 한산모시 06.12.29 제53호 천포도 09.01.22

제26호 진도홍주 07.01.23 제54호 주사과 09.01.22

제27호 정선황기 07.01.27 제55호 서생간 곶배 09.03.27

제28호 남해마늘 07.05.01 제56호 무주사과 09.04.03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 32-6.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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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등록명칭 등록일자 등록번호 등록명칭 등록일자

제1호 양양 송이 06.03.27 제14호 덕 송이 08.02.12

제2호 장흥 표고 06.05.16 제15호 구례 산수유 08.03.12

제3호 산청 곶감 06.06.09 제16호 양 백운산 고로쇠수액 08.08.13

제4호 정안 밤 06.09.15 제17호 암 감 08.11.25

제5호 울릉도 삼나물 06.12.15 제18호 천안 호두 08.12.23

제6호 울릉도 미역취 06.12.15 제19호 문경 오미자 09.01.28

제7호 울릉도 참고비 06.12.15 제20호 무주 머루 09.01.28

제8호 울릉도 부지갱이 06.12.15 제21호 울진 송이 09.04.01

제9호 경산 추 07.01.03 제22호 횡성 더덕 09.05.12

제10호 화 송이 07.01.03 제23호 악양 감 09.05.12

제11호 청양 구기자 07.02.01 제24호 동 곶감 09.06.23 

제12호 상주 곶감 07.06.12 제25호 가평잣 09.06.23

제13호 남해창선 고사리 07.07.16 제26호 홍천잣 09.11.19 

자료: 산림청.

표 32-7.  산림청 지리적 표시 등록임산물 현황

◦ 일반 브랜드에 비해 지리적표시 브랜드의 경우 지역성과 공공성의 이미지와 

함께 공동재산권 설정, 품질관리 ·명칭보호 등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2   임산물 상품화 우수사례

2.1. 상품화 우수사례 관점

◦ 임산물은 농·수산물에 비해 주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어 원

물에 대한 지역적 특색을 살린 지역명 브랜드화, 포장단위로 구분해 상

품품목을 늘리는 중량별 상품화 같은 초기수준의 상품화 과정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다양한 가공방법으로 상품화를 시도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

타나며 점차 다음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 임산물은 명절 같은 특정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어 동일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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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을 취급하는 경쟁업체들보다 뛰어난 상품화 성공요소를 갖춰야 한다. 

즉,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추거나, 지리적 ․기후적 장점, 지자체의 의지와 

협력, 생산자들간의 단결 등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상품화에 성공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2. 보은군 황토대추

2.2.1. 일반개황

◦ 보은군은 일조량이 많고 토지가 사질의 황토로 구성되어 있어 비옥하며, 

밤과 낮의 온도차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당도가 매우 높고 육질이 풍부

한 대추가 생산되고 있다.

◦ 보은군 내 대추 농가수는 2009년 말 기준 1,126호이며, 재배면적 570ha

에서 1,077톤의 생산량을 기록하여 107억 7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 2007년 대비 재배농가, 재배면적, 생산량, 소득액 모두 40%를 초과하거나 

육박하는 증가율이며, 특히 재배면적이 48.1%나 증가해 전국대비 생산

비중도 5.5%에서 12.3%로 크게 올랐다.

구분 농가수 재배면 생산량 소득액 생산비 ( 국 비)

2007(a) 412 274 427 6,405 5.5%( 국 3 )

2008 762 467 509 6,617 5.8%( 국 3 )

2009(b) 1,126 570 1,077 10,770 12.3%( 국 3 )

a/b 

등락률(%)
36.6%↑ 48.1%↑ 39.6%↑ 41.7%↑ 44.7%↑

주: 1) 2007~8년 농가수 및 면적은 실적이며, 생산량 및 소득액, 생산비중은 임산물생산통계.
2) 2009년 농가수 및 면적은 실적이며, 생산량 및 소득액, 생산비중은 추정치임.

표 32-8  년도별 보은군내 대추재배 현황
단위: 농가수(명), 재배면적(ha), 생산량(ton), 소득액(백만원) 

◦ 보은군에서는 명품대추 육성을 위하여 매년 농민이 직접 손으로 수확한 

우수한 대추만을 일정 기간(10월 10일에서 25일)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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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격은 1kg에 15,000원~20,000원 정도로 다른 지역 일반 대추에 비

해서 다소 높게 판매되고 있으나 가장 맛있는 시기에 가장 월등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홍보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2.2.2. 상품화 추진과정

◦ 보은군은 대추를 활용한 특화산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산업자원부

(현 지식경제부)로부터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

었으며, 충청대학과 공동으로 보은 생물자원 산업진흥사업단을 설립했다. 

본격적인 보은대추 부흥사업을 위해 총156억여 원을 사업비로 투자해 과

원조성, 저장시설, 지주목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합계 1994~1998 1999~2003 2004~2008

15,697,094 2,257,431 853,495 12,586,168

표 32-9.  보은대추 기간별 사업비 투자현황
단위: 천원

◦ 특히 54억 원이 투입된 비가림재배 사업은 수확철 열과1)를 막아 저장성

이 좋은 대추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병해충 방제에도 효과가 있어 친

환경 농사가 용이해졌으므로 품질의 고급화가 실현되었다. 결국 줄어든 

건조비용과 감모율은 모두 소득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사업별 액 사업별 액

과원조성 3,163,928 수 556,524

건조장 100,000 정 255,970

건조기 605,900 물탱크시설 16,600

장시설 2,451,945 비가림재배 5,439,020

선별기 257,600 지주목 806,393

운반차 24,000 유공 354,464

장운반상자 26,750 기타 1,638,000

표 32-10.  보은대추 사업별 사업비 투자현황
단위: 천원

1) 裂果. 추알이 터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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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을 중심으로 보은대추 발전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보은군산림조합 지도팀,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와의 유기

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대추재배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보은군 내 25개 작목반을 중심으로 (사)보은군황토대추연합회를 결

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림 32-1.  보은대추 상품화 주체 

◦ 2009년 12월에 보은대추 지리적표시등록사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완심의를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2010년부터 지

리적표시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2.2.3. 상품화의 성공요인

◦ 보은군이 위치한 지리적 요인이 보은대추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로 꼽힌다. 보은군은 일교차가 높은 중간산지 및 분지를 중심으로 과원

이 조성되어 빛깔과 당도가 우수한 대추생산이 가능하다. 즉, 자연적 우

수 생산여건이 상품화 성공요인의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 사통이 발달된 국토의 중심지역이라는 점 역시 대도시로 출하하기가 용

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특히 2010년 회인면에 완공예정인 거점산지유통센터는 현재의 보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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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산림조합, 향후 추진 중인 삼승면 유통센터 등과 함께 고속도로 

나들목(IC) 가까이에 위치하며 보은대추 유통에 큰 혁신을 가져올 것으

로 예상된다.

주: 보은읍 보은군산림조합, 회인면 거점산지유통센터(2010년 완공 예정), 삼승면 유통센터(추진 중).

그림 32-2.  보은군 3대 보은대추 유통거점 계획

◦ 보은군의 대추 상품화 육성의지도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군을 대추고장

으로 만들기 위한 보은군수의 공약실천에 따라 최근 3년간 228억을 투입

하는 등 산업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 또한 군 농축산과 내 대추육성 담당부서를 별도로 신설해 명품화 육성

사업, 전통대추장류마을 조성사업,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하여 대추를 보은의 제1브랜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여기에 대추산업이 고소득 작목으로 인식되면서 대추재배 농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과, 해마다 개설되는 대추대학에 농가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국 최고수준의 재배기술을 보유하도록 하는 점도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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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농표고 영농조합법인

2.3.1. 일반개황

◦ 2008년 기준 조합원, 준조합원, 일반참여농가를 합쳐 93개 농가로 운영

되고 있으며 선별포장실, 가공작업장, 건조장을 비롯해 15동의 저온창고와 

5개소의 자재창고를 갖추고 있다. 

◦ 부농표고 영농조합법인의 93개 농가 가운데 대다수인 86호가 원목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1,000~2,000평 규모의 재배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2,000평 이상의 규모를 보유한 농가도 16호에 달한다.

재배별 규모별

원목재배 균상재배
원목·균상

복합재배
계

2,000평 

이상

1,000

~ 2,000평

1,000평 

이하
계

86

(93%)

2

(2%)

5

(5%)

93농가

(100%)

16

(17%)

42

(45%)

35

(38%)

93농가

(100%)

표 32-11.  부농표고 영농조합법인 재배현황(2008년)

2.3.2. 상품화 추진과정

◦ 1980년 문경시 소재 10명의 버섯 재배자들이 모여 부농회를 조직한 후, 

1997년 16개 버섯 재배농가가 표고버섯 연구회를 만들어 표고버섯 주산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부농표고의 본격적인 상품화가 시작됐다. 

◦ 2000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농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2005년 특허청 상표등록, 2007년 무농약재배 유통자 및 유기농재배 인증을 

받았다. 

2.3.3. 상품화의 성공요인

◦ 부농표고 영농조합법인은 표고버섯을 활용해 천연조미료, 전통장류, 주

식류, 음료류, 주류 등 38종의 상품을 개발하였다. 특히 가정에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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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으로 소비되는 쌀, 김치, 면 등과 과립차, 두유, 정과, 스킨, 크림, 

비누 같은 기호식품·향장제품 상품화에 성공해 표고의 상품다각화의 대

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 다양한 상품군의 보유는 소비층의 수요욕구를 즉각 반영할 수 있고, 

새로운 수요품목에 대해서도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분류 제품명 주요활용

천연조미료
표고깍두기, 세 표고, 분말, 슬라이스, 조미액, 

농축과립액(6종)

식품첨가용

천연조미료

통장류
표고된장, 고추장, 재래간장, 진간장,

표고버섯장아 , 표고김치(6종)

통장류에

표고 첨가

주식류
표고국수 생면, 표고국수 건면, 표고우동,

표고수제비, 표고 (5종)

표고음료류
표고덕음차, 표고과립차, 표고 우치음료,

표고미싯가루(4종)

표고과자류
표고부각, 표고 강장, 표고정과, 육포 ,

젤리, 표고두유, 표고바, 표고환(9종)

표고주 표고술, 표고약주, 표고 스키(3종)

향장제품 한방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 비 (5종)

계 38종

표 32-12.  부농표고 영농조합법인 상품화 현황

◦ 여러 농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의 특성을 살려 필요한 

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갖췄다. 

국내외 선진 재배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농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상품 전

체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등 생산차별화를 이뤘다.

– 또한 표고의 안전식품 이미지 확대를 위한 무농약 표고재배법을 도입했

으며, 유통시장에 대응하는 다양한 상품생산을 위한 재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 수출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서구 유럽, 동남아 등지

에서 안정성과 효능을 인정받아 표고버섯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이며, 특히 톱밥재배 등 타 재배방법에 의한 표고에 비해 품질이 좋은 원목

표고는 한국이 종주국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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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미국, 네덜란드, 싱가포르에서 수출조건 제이가 들어와 있는 등 원목

재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농표고 영농조합법인의 수출전망이 밝은 

상황이다. 

2.4. 밤뜨래 영농조합법인

2.4.1. 일반개황

◦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양을 갖춘 밤 주산지인 부여군에 위치한 밤뜨

래 영농조합법인은 부여밤을 이용하여 밤퓨레, 밤양갱, 맛밤, 밤페이스트 

등 각종 간식거리로 상품화하고 있다.

◦ 9월과 10월에 생산되는 밤을 CA저장2)과 공동선별과정을 거쳐 연중출하

하고 있다.

– 부여밤은 양송이버섯, 표고버섯, 멜론 등과 함께 부여군의 대표적인 8개 

대표생산품을 일컫는 ‘부여 8미’ 중 하나로, ‘굿뜨래’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 밤뜨래 영농조합법인은 810평 규모의 공장건물에 밤의 내외피 박피를 위

한 화염 박피라인과 퓨레 제조라인, 양갱 제조라인, 맛밤 제조라인, 살균

기시설, 정량 자동포장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밤양갱과 밤퓨레 상품의 

포장재 인쇄와 자동포장을 할 수 있는 포장공정을 설비했다. 

– 특히 화염 박피라인은 800℃ 고열로 밤 박피 자동제거가 가능해 1시간에 

밤 1톤을 처리할 수 있어 밤의 본격적인 상품화의 기틀이 됐다.

2.4.2. 상품화 추진과정

◦ 2004년 국내산 화염식 박피밤을 이용한 수출용 마론그랏세3) 제조시스템 

2) 공기 의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를 과실의 종류  품종에 알맞게 조 하여 과실을 장기간  

장할 수 있는 과실 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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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4)에 참여한 후 2005년 밤뜨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부여밤의 상

품화를 시작하였다. 2006년 산림청의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으로 본격적

인 사업에 들어갔으며, 2007년 국내산 밤을 이용한 밤 캔디 제조기술 실

시권을 획득하고, 일본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식기반을 

구축하였다.

– 온라인 쇼핑몰과 육 ·공군 복지단, 중대형마트, 백화점을 통해 유통을 

시작하였다.

◦ 현재 밤을 이용한 푸딩, 페이스트, 아이스크림 등 품목의 다양화를 추진

하고 있으며, 각종 인증과 함께 롯데제과, CJ, 농심 등 대기업의 OEM5) 

생산계약을 준비하며 판매형태의 다양화도 꾀하고 있다. 

2.4.3. 상품화의 성공요인

◦ 경쟁력 있는 상품화를 위한 사전기술력 다지기가 첫 번째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품질이 우수한 원료가 있어도 가공기술이 부족하여 원활한 상품

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국식품연구원 기술개발, 

지역특화기술혁신 선도기업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여 관련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반을 다지며 밤 박피기술의 습득 후 제품개발을 시작했다. 

– 밤 가공상품화의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박피기술의 신개발로 생밤일 때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밤 가공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져 새로운 소비시장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 능동적인 방향설정 또한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밤뜨래 영농조합

법인은 설립 초기단계부터 해외시장 개척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일본

업체들보다 빨리 화염식 박피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법인체 시작과 동시에 

일본시장을 두드렸다.

3) 불란서의 특유한 고  밤과자로 밤 형태를 그 로 유지하며 당도 70%의 향기를 지닌 밤사탕. 

밤뜨래 농조합법인에서는 부여밤에 콜릿을 입힌 형태로 상품화했다.

4) 한국식품연구원, 2004.11.12.

5)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약자. 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을 일컫는 말로, 거

래선의 랜드로 매되는 제품을 수주(受注)하여 생산하는 방식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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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깐 밤 3.5톤을 처음 수출하였으며, 미국과 대만 등에 수출판로를 

개척했다. 

– 2009년에는 24시간 편의점과 PB상품6) 계약을 체결하며 공격적이고 적

극적인 운영 체제에 들어갔다.

2.5. 알알이물산(주)

2.5.1. 일반개황

◦ 전국 대추 생산량의 40%를 생산하는 경산에 위치한 (주)알알이물산은 

2002년부터 건대추를 이용한 상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경산

대추 상품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업체로 꼽힌다. 

◦ 경산대추는 경산시 진량읍 마곡리에서 처음 재배하여 그 일대를 ‘대추

골’이라 부른다. 1950년대 이후 ‘빗자루병’이 만연하여 전국적으로 대추

재배가 위축되었지만, 1970년대 신품종의 출현과 함께 생산이 늘어났으

며,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경산에서도 전역에 생산이 확대되었고 재배기술이 보급되면서 현재 대추 

명산지가 됐다.

◦ 경산시에서는 대추가 제수용품, 한약재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데 주

안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알알이물산에서는 새로

운 상품개발에 성공하여 대추 소비시장을 더욱 늘림으로써 농가소득 증

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5.2. 상품화 추진과정

◦ 2001년 경산대추 상품화에 대한 연구개발 끝에 대추의 씨를 빼고 방부제, 

색소 등을 첨가하지 않은 건대추 제품과 슬라이스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

6) Private Brand 상품. 백화 ·슈퍼마켓 등 형소매상이 독자 으로 개발한 랜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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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하였다.

– 2006년 특허청에 ‘슬라이스대추 및 그 제조방법’을 특허등록 해서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2007년 이노비즈7)와 ISO 90018) 인증을 받았다. 

– 경산대추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제로 

등록(산림청 제9호)됐다.

건 추 ▶ 추세척 ▶ 추씨 제거 ▶ 슬라이스 작업

▶ 슬라이스 추 건조 ▶ 후숙성 ▶ 선별  포장

그림 32-3.  슬라이스대추 생산 공정도

◦ 2009년에는 주력상품 외에 대추를 활용한 장아찌, 피클, 양갱, 즙, 조청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했으며, 생산 확대를 위해 공장의 신축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2.5.3. 상품화의 성공요인

◦ 최우량 품질의 대추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경산에 위치하여 질 좋은 원료 공

급이 원활하며, 경산대추라는 원료의 브랜드 가치와 함께 상표등록을 통한 

상품 자체브랜드도 관리하고 있어, 시장경쟁력 향상의 기본이 되고 있다.

– 특허등록을 통해 경쟁체제의 대비도 마련됐다. 

◦ 최근 들어 다양한 상품개발과 함께 특허출원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까지 수년간 대추 슬라이스 제품 및 관련 파생제품만을 생산 ․판매하였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상품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대추관련 상품의 

독자적인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 이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한 상품화 성공과는 또 다른 단품상품에 대한 

성공사례가 됐다.

7) 신형 소기업. Innovation( 신)과 Business(경 )의 합성어로 기술 우 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 신형 소기업을 지칭한다.

8) 국제표 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 시스템에 한 국제규격. 제품, 서비스 체계가 규

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 으로 유지, 리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 에서 객 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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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차문화대전, 서울국제식품산업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등 국내 관련 

전시·박람회에 꾸준히 참가하며 상품과 브랜드를 알리고,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매체를 활용해 판매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2008년 

대비 2009년 매출이 200% 성장하였다.9) 

– 해외 수출상담회와 전시·박람회를 통해서도 수출을 모색하여 미국·대만·

아르헨티나·영국에 수출길을 열기도 했다. 

2.6.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사업소

2.6.1. 일반개황

◦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소 중 하나인 임산물유통사업소는 계절적으로 소량 

분산생산되는 임산물을 수집, 선별, 포장, 가공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유통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을 통한 

임산물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여 산주 및 조합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설, 운영되고 있다.

임산물 수집 장 선별·가공 매

지역산림조합

산림조합원
▶

여주 장고

수원센터
▶

선별포장장

가공공장
▶

서울매장

수원매장

지역산림조합

백화 ·마트

쇼핑몰

▼ ▼ ▼

도소매 사업자

식 리

식자재 유통업체

▶
일반소비자

학교·단체( 식)

그림 32-4.  임산물유통사업소의 임산물 상품화 운영체계

9) 2008년 9억4백만원 → 2009년 11월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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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유통사업소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 294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저장시설, 289평 규모의 선별포장장, 308평 규모의 

가공시설, 서울 ·수원 ·광릉의 판매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2.6.2. 상품화 추진과정

◦ 1980년 10월 공판사업, 토목사업, 매장운영, 나무시장 등을 토대로 하는 

임산사업소를 설립하며 임산물 관련사업을 시작했으며, 1995년 2월 미생

물사업소와 통합하며 임산미생물사업소로 개편된 후 2004년 4월 기관

분리를 통해 현재의 임산물유통사업소의 체제를 마련했다.

◦ 1986년 서울 임산물 직매장과 1994년 광릉 국립수목원 매장을 개설하며 

임산물을 유통하기 시작했으며, 1997년 여주군에 저온저장고와 선별포장

장을 준공하며 단기소득 임산물 유통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 1998년 임산물 온라인 전문쇼핑몰 ‘푸른장터’ 개장과 1999년 ‘숲에서자란’ 

브랜드 및 소포장상품 개발, 2001년 상표등록으로 임산물 유통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2008년 HACCP와 GAP인증으로 상품 

신뢰성을 높이게 되었다.

– 2010년에는 깐잣 가공공장준설 계획에 있다. 

◦ 2007년 14억 1,400만원(국고 9억 3,700만원, 자부담 4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임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였다. 산지 생산물 수집을 확대

하여 산촌의 소득을 증대하고, 임산물을 직접 가공 ·판매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고효율 ·저비용 유통체계를 확립했다.

– 이를 계기로 임산 가공품 유통사업을 단체 대량급식으로의 확대와 국산 

임산물 소비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2.6.3. 상품화의 성공요인

◦ 사업초기 단순 수집·공급의 도매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소포장 상품개발·

공급을 통해 과감한 상품화를 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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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유통사업소의 2009년 말 현재 상품화 품목은 원물형태와 포장단

위까지 나눌 때 250여개 이상이며, 매년 포장개선을 추진하여 소비자 욕

구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판매 금액도 1997년에 2억 3천만 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09에는 7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1997년 ... 2007년 2008년 2009년

2.3 ... 72 75 78

표 32-13.  임산물유통사업소 매출추이
단위: 억원

◦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상품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것 역시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 산림조합의 공신력 있는 대외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국내산 임산물만을 

취급하며, HACCP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삶은 나물류, 세척

절단 제품(표고칩, 도라지채 등)등 신선편의식품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임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수요가 적다는 점과 특정 기간에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으로 인해 아직은 전국적인 물류유통 단계에 이르진 않았

지만 적재적소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점도 하나의 성공요인이다.

– 주요 대형마트와 급식대리점, 벤더, 도매시장을 통한 필수 수요처 위주

로 공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쇼핑몰의 강화와 유통정보시스

템의 연계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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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 지금까지 임산물의 소비형태는 유통업체를 통한 소포장단위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들어 참살이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임산물 전문식당이 

증가하고 단체급식의 임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임산물을 이용한 

레시피 개발·보급과, 젊은 층을 위한 임산물 가공식품 개발에 이은 간편

음식 상품화 및 보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식품안전성 요구에는 GAP 및 HACCP 인증시설 

보급과 임산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이 제도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여기에 따른 생산자의 비용증가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임산

물은 품목별로 특정계절에 집중출하되는 특성으로 가격변동이 심한 편이

며, 잣 ·호두 ·대추와 같은 수실류는 해거리에 따른 가격변동폭이 특히 

심하므로 생산자 및 소비자의 안정적 수요와 공급을 위해 저리의 농업기

금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 역시 필요하다.

– 2009년도에는 잣과 호두의 결실량 저조로 20% 이상 가격상승이 예상

되고, 표고 ·대추 ·산채류도 5~10% 정도 가격인상이 예상됨.

◦ 임산물의 상품화 개발, 브랜드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품목별 ·

주산단지별로 다양한 상품·가공식품 개발 역시 필요하다. 또한 현재 산

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유통시설의 확대와 임산물 가공을 통한 식

품화로 임산물 산업육성이 절실하다.

◦ 이러한 임산물 상품화로 인한 임산물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전국에 

4~5개소의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이 필요하며, 임산물 정보화·표준화·

브랜드화로 소비자가 손쉽게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유통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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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품화 우수사례에서 보았듯이 지리적인 요소를 충분히 활용하여 

우수등급 원물의 수급과 판매유통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 지자

체의 제도를 적극 활용한 점, 농가공동체의 특성을 살려 원가절감과 기

술보급을 추진한 점 등 지역적 특성과 태생적 특성을 알고 이를 활용해 

상품화에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 기술력 제고, 상품군의 다양화, 노하우 축적, 지식자산 검증 등 상품화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임산물 상품화 성공의 우선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우수사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법인체, 기관 등과 같은 해당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배경을 활용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임업뿐만 아니라 업체의 성장

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분류 지역 성공요인 비고

보은 추

지방

자치

단체

충청북도

- 지리  요건(유통)

- 육성의지

- 추산업 발달

※지역  특성 활용

단체장 육성의지에 의해 

사업추진방향 좌우

부농표고 

농조합

농

조합

법인

경상북도

- 상품군 다양화

- 공동운  효율화

- 수출여건 조성

※태생  특성 활용

공동운 의 장  최 화가 

농가 동반성장 좌우

밤뜨래

농조합

농

조합

법인

충청남도

- 핵심기술력 개발, 습득

- 명확한 목표설정과 능동  

추진

※기술개발 매진

부여군 공통 랜드 

‘굿뜨래’ 랜드 극 활용

알알이물산(주)
일반

법인
경상북도

- 지리  요건(원물 수 )

- 단품목 집 투자

- 국내외 홍보집

※지역  특성 활용

상품 문성과 극  

외홍보가 성공 좌우

산림조합 앙회 

임산물유통사업소
기

강원 외

(원물수

집)

- 과감한 상품개발·개선

-소비자욕구(안 성·편의성) 

충족

-효율 인 유통선별

※상품개발 매진

공신력기 과 

사업체기 이라는 두 가지 

면 극 활용

표 32-14.  업체 분류별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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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의 업체들은 각각 성공요인을 잘 활용한 결과, 근 몇 년간 매출액

이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상품의 수요가 매년 늘어나는 것을 나타내고, 

이는 해당상품이 소비시장에 적절하게 파고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2-5 우수사례 업체들의 매출현황 그래프(2007년~2009년)
단위: 백만원

◦ 끝으로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임산물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국내 임산물에 대한 품질의 고급화,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식품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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