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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재  생산량과 소비량 등 수 통계에 한 이해당사자의 신뢰도가 낮으

며 시장안정을 한 정부의 시장개입 효과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 시장안정을 

해서는 수 통계의 신뢰성이 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수

련 통계의 문제 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생산량 조사 방식의 정확성이 떨어지며  생산량은 과다하게 추정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  품종  10a당 생산량이 600kg인 호품벼 재배면

이 2007년 0.01%에서 2010년에는 27.8%로 늘어났다. 하지만 작황조사 표본

수는 어들었으며 재배면  비  변화도 반 하지 않고 있다. 

 소비량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추정치보다 다고 단하는 시각이 있다. 

외식 비 이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통계청이  소비량을 조사

할 때 외식은 가정에서의  소비량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외식 에서 한식이 차지하는 비 이 40% 수 으로 가장 높고 피자 

등 문  비 은 10%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수 통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품종별 재배면  비 이 

변하 으므로 조사표본도 이를 반 하여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백

률을 90.4%로 일률 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주기 으로 백률을 조사하여 

실을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소비량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해 외식업체를 상으로  소비량을 조사하고, 가공업체의  소비량도 포함

해야 한다.

이 연구가 수 안정을 한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 하며, 

짧은 기간에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특히 간담회에서 요

한 의견을 주신 통계청 계자와 학계 문가에게 감사드린다. 

2011. 9.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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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행  수확량 표본 조사는  품종별 재배면 의 변화를 반 하지 않고 

있다.  품종에 따라 단수에 차이가 있으며 최근에는 고단수 품종의 재배면

이 증가하 는데 이러한 변화는 모집단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조사 표본에도 

반 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제 율에 백률 92.9%(8분도)를 용하여  생산량을 추정하

다. 이 기 은 이 부족했던 과거의 용 행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하지

만 소비자의 고품질  선호에 부응하여 백률은 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통계청은 2011년산부터 백률 90.4%를 용하기로 

하 다. 새로운 백률 기 도 농 원의 88∼89%보다 높아서 여 히  생산

량이 과다추정될 소지가 있다. 

향후  생산량 조사 방식은 지역별  생산력, 재배품종  기후변화에 따

른 품종별 단수의 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품종별 재배면  비  변화에 따

라 표본포구를 조정하거나 조사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여겨진다.  

한 집계방식도 기존의 단순평균 방식에서 필요한 경우 가 치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작황 조사 시 도도부 별로 지형, 기상, 재배품종 등에 따라 

지역을 분할하여 표본을 선정하고 있으며, 생산량 추정 시 가 치를 부여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다. 

앞으로  생산량의 과다추정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일정한 백률을 조

정하기보다는 주기 으로 백률을 조사하여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단된다. RPC 설문조사 결과와 농 원 공공비축미를 상으로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90.4%의 비율은 실보다 여 히 높은 수 이다. 

외식을 하는 경우의  소비량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가구 내에서의 평균 

양곡소비량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소비량을 추정하고 있다. 외식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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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등이므로  소비량이 과다추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한 가

구에서 만든 음식  양곡 이외의 식품(고기, 라면, 국수 등)  떡, 빵 등의 가

공식품을 식사(끼니) 용으로 받은 경우도 외식횟수에 포함되므로  소

비량이 과다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조사결과 외식의 경우 한식 비 이 40% 수 으로 가장 높고 피자 등 문

 비 은 10%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외식형태를 감안하면 외식

의  소비량은 가구 내에서의 소비량보다 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재

의  소비량 추정량은 실제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소비량을 조사하기 한 가구부문 표본은 단독가구  외국인가구 등 특

수가구의 제외문제, 농가와 비농가의 표본구성비 문제, 이에 따른 가 치 용

방식 등의 문제 도 제기되고 있다. 행  소비량 조사결과에는 사업체부문

(제조업체)의 소비량이 반 되지 않아서  총소비량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

려운 문제 이 있다. 

곡물도정업체를 상으로 한 사업체부문의 미곡재고량 조사에서는 10월말

을 기 으로 구곡을 조사 상으로 하고 있으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

겨진다. RPC 등 도정업체 경 자는 조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신

곡매입 등으로 바쁜 시기이며 재고량은 사업상의 문제이므로 정확한 자료 제

공에 한계가 있다고 단된다. 

가구부문  소비량 과다추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 외식업체 부문에 

한 양곡소비량 통계생산체계를 독립 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구부문 양곡소비량조사’의 농가와 비농가의 추출틀 결합사용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해 표본구성  가 치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농가와 비

농가의 표본구성비가 모집단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우선 가 치 용방식에 한 논의가 필요하며, ·장기 으로

는 비농가의 조사 상 수를 늘림으로써 표본자체의 구성비를 실화해야 한다. 

한 조사를 하고 있으나 공표하지 않고 있는 제조업체의  소비량 조사결과

를 공식승인 통계화하고 그 결과를  소비량추정량에 통합해야 한다. 

장기 으로는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량을 추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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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총공 량에서 재고량을 제외한 것이 가공용을 포함한 

총소비량이 되며, 이를 국민수로 나  것을 국민1인당 소비량으로 간주하고 있

다. 총공 량에 향을 미치는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재고량 통계가 신뢰할 

만하다는 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 게 하면 소비량을 조사하기 한 가구

조사와 사업체조사 비용이 감될 수 있다.

수확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실을 감안하여 재고량 조사는 9월로 조정하

여 조사의 용이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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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s of Ric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tistics 

  The current survey system on rice harvest production level does not 
reflected the changes of the cultivation area in terms of rice varieties. 
Considering the yield differences due to the rice varieties and the increased 
acreage of high yield varieties in recent period, the survey sample need to 
reflect these changes in the population.
  Statistics Korea estimated rice production by applying Hyeonbaekryul 
(milling ratio) 92.9%. This inherited standard came down from the past 
practice when the rice is short to meet the need. But Hyeonbaekryul is 
gradually lowered responding to the consumer high-quality rice preference.  In 
recognition of this issue, the Statistics Korea decided to apply Hyeonbaekryul 
90.4% from the 2011 year production. There still exist the possibility of 
over-estimation, since the new criteria is still higher than Hyeonbaekryul 
88~89%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Future survey approach should reflect the yield differences due to the 
impacts of local productivity, varieties and climate changes. It is reasonable to 
adjust the survey sample and methods depending on the acreage changes in 
terms of rice varieties. In addition, the aggregation methods need to be 
changed from the current simple average to weighted one if necessary.
  In the case of Japan survey on rice crop, they select the survey sample 
reflecting regional differences in terms of the terrain, weather, varieties and 
applying weighting scheme rather than simple average to enhance accuracy.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over-estimation in the future rice production 
survey,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adjusted Hyeonbaekryul reflecting 
periodically surveyed results rather than applying a fixed level. Considering 
the survey results on RPC and analyzed results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the new rate of 90.4% is still high to 
reflect the reality.  
  The rice consumption level in case of eating-out is estimated by assuming 
that it is the same as the average consumption within household. There also 
exist another possibility of over-estimation, since the eating ou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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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ed include the case that non-grain food(meat, noodle etc), rice cake, 
bread and other processed food is provided by other household. 
  Survey results of eating-out show that the Hansik is ranked the highest as 
40 % and restaurants specific to pizza and others is appeared as 10%. Given 
the variety of forms of eating-out, it can be inferred that the rice consumption 
level in case of eating-out is less than the average consumption level within 
household, thus the current estimate of the rice consumption is over-estimated 
  For the rice consumption survey within the household, several issues have 
been raised such as exclusion of special household like single and foreign 
households, composition ratio between farm and non-farm households, and 
weighting scheme for aggregation. Since the current rice consumption survey 
result does not include the consumption in the business sector, the total rice 
consumption level cannot be exactly estimated.
  For the inventory survey in the business sector like grain processing 
companies, the inventory level of rice produced previously is investigated at 
the end of October. The accuracy of this investigation is considered to be 
poor, since the grain processing company like RPC (Rice Processing Center) 
does not recognized the importance for this survey, they are busy in 
purchasing newly produced rice during the survey time, and they feel 
information on their inventory level as business sensitive issue.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survey system is required to address 
the over-estimation issue in the rice consumption survey within household.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ample composition and weighting 
scheme in order to address issues such as big difference between sample and 
population in terms of farm and non-farm composition ratio due to the 
auxiliary use of other survey system. To do this, the weighting scheme need 
to be reviewed and the sample number of non-farm need to be increased in 
the long-run. In addition, the rice consumption level in the business sector, 
which is surveyed but not published, need to become official statistics for the 
public an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final estimate of rice consumption 
level.
  In the long-run, the approach Japanese rice consumption is estimated can be 
considered as alternative one. They estimates rice consumption per capita 
based on the total consumption level, which is the total supply minus 
inventory level. This approach can reduced the expenses of consumption 
survey but needs the reliable total supply estimate, which includes the level of 
production, import, export, and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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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dering the early harvesting schedule in recent period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urvey period to September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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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  생산량과 소비량 등 수 통계에 한 생산자, 도정업체, 정책당국 등 이

해당사자의 신뢰도가 낮으며 시장안정을 한 정부의 시장개입 효과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가 2009년에  과잉생산량 34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 으며, 한국농

경제연구원(2010) 등은 2010양곡년도에 계 진폭이 발생할 것으로 망

하 다. 

- 문가의 상과 반 로 역계 진폭이 나타났으며 가격이 지속 인 하락

세를 보여 단경기에 추가 격리 하 다.

- 단경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과잉물량을 격리한 것은 매우 이례 인 

상이다.  

 

○ 2010년산의 경우에는 정부가 보유한 을 방출하 으나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방출을 수차례 반복하 다(그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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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장격리  공매량(2009, 2010년산)

○ 망치가 실제 시장상황과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정부가 한 시장

개입 수 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생산량과 소비량, 재고량 통계의 부정확성

이 한 요인인 것으로 지 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산량은 실제보다 많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고단수 품종 재배면 이 늘어나고 있는데 조사표본은 이러한 변화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 

- 통계청은 단 면 당 미 생산량을 추정한 후 8분도의 백률( 미→백

미) 92.9%를 일률 으로 용하므로  생산량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추정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실제  소비량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추정치보다 다고 단하는 시

각이 있다.



3

- 외식 비 이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통계청이  소비량을 

조사할 때 외식은 가정에서의  소비량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 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비량은 고려되지 않아서 통계

청이 추정하는  소비량은 실제치와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수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시장안정을 한 정책수단 개발이 어려워

지며 개발된 정책효과도 제한 일 수 있다.

- 수 안정을 한 격리물량을 얼마나 할 것인지 는 방출량을 어느 정도

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등 수 련 통계 조사 방식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시장안정을 한 정책수단 등을 개발하기 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

통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연구 목

○  수 통계 조사 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장안정 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통계청(2010c)은 양곡소비량 조사의 품질을 진단·평가하고, 품질을 개선하

기 해 표본설계 련 내용 설명 보충, 개선된 가 치에 합한 모수추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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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외식에 의한 소비량 추정법 개선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하 다. 하지만 

구체 인 개선방안은 제시하지 못하 다. 

○박동규 외(2011)는 「국내  수 상의 감모량 통계 개선방안」연구에서  

소비량과 재고량이 결정된 이후 공 량과의 차이를 감모로 처리하는 방식은 

하지 않다고 지 하고 생산량의 6～8%를 감모량으로 보는 것이 하

다고 제안하 다. 한 생산량과 소비량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 하

지만 안 제시는 미흡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량과 소비량 조사 방식을 심층 으로 검토하여 합리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4.1. 연구 내용

4.1.1.  생산량과 소비량 통계 조사의 황과 문제

○  생산량과 소비량 등 조사 방식을 검토한다. 

-  생산량 조사 방식: 표본포구 선정과 포구수 변화, 표본포구에서의 수확

‧건조‧도정 방식, 미와 백미 추정 방식 등이 합리 인지 검토한다.

-  소비량과 재고량 조사: 표본선정과 소비량 조사 방식, 농가와 유통업체

의 재고량 조사 표본과 조사 방식, 조사 시기 등을 검토한다.

○  생산량과 소비량 통계 조사와 련된 문제 을 도출한다. 

-  생산량 조사 방식의 문제 : 고단수 품종의 재배면 이 늘어나는 것을 

반 하는지, 미 생산량 추정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백미(정곡)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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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해 검토한다.  

-  소비량 조사 방식의 문제 : 외식을 하는 경우의  소비량 추정방법이 

정한지, 재고량 조사 방식과 시기의 성에 해 검토한다. 

4.1.2. 일본의  수 통계 조사 방식 검토

○일본의  생산량과 소비량 조사 방식을 분석한다.  

-  생산량 조사 방식: 표본포구 선정과 포구수 변화, 표본포구에서의 수확

‧건조‧도정 방식, 미와 백미 추정 방식 등을 분석한다. 

-  소비량 조사: 표본선정과 소비량 조사 방식, 농가의  소비량 조사 등

- 재고량 조사: 표본선정과 소비량 조사 방식, 조사 시기 등을 살펴본다. 

4.1.3. 생산량 조사 방식의 문제와 개선방안

○최근에 고단수품종 재배면 의 비 이 늘어나는 변화가 있었지만 표본포구

는 감소하 는데 이것이 생산량 추정에 문제는 없는지, 표본포구의 확  

는 조정이 필요한지 등에 한 안을 제시한다.  

○수확단계에서 낙곡 등 감모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 미와 백미 생산량 추정방식에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본다. 

- 도정공장에서의 벼→ 미, 미→백미 비율을 조사하여 생산량 통계 방식

과 비교 검토한다. 

4.1.4. 소비량 조사 방식의 문제와 개선방안

○ 차 외식 소비가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외식도 집에서 을 소

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소비량을 추정하는  방식의 문제 과 개선방

안에 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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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수를 감안하여  소비량을 추정하고 있는지 검토하

기로 한다.

4.1.5. 재고량 조사 방식의 문제와 개선방안

○재고량 조사 표본이 하며 조사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고, 개선방

안을 제시한다.  

4.2. 연구 방법

4.2.1. 기존 문헌조사  지조사

○  생산량과 소비량, 재고량 등 통계청의 조사 방식 등에 한 자료를 검토

한다. 한 통계청의 통계 품질평가 자료를 검토한다.  

○  생산량과 소비량, 재고량 등 조사 방식에 한 장의 문제 을 악하여 

통계조사와 실 간의 괴리를 악한다. 

○일본의 생산량과 소비량, 재고량 등 조사 방식을 검토한다.    

4.2.2. 통계 문가 청 자문회의 

○생산량과 소비량 조사 표본의 정성 등에 한 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

여 의견을 수렴한다. 

4.2.3. 설문조사

○도정업체(RPC, 임도정공장 등): 백률, 감모량 등을 조사한다. 

○소비자(농가, 비농가): 외식비율, 외식의 종류   소비량 등을 설문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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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생산량 통계의 문제 과 개선방안

1.  생산량 조사 황1

1.1. 조사 대상지역과 방식

1.1.1. 조사 상지역과 단

○표본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16개 시도의 국단 (단, 낙도 지역은 제외)를 

상지역으로 하며, 조사 단 는 표본으로 추출된 필지 내에서 2개의 표본

구역을 상으로 실측조사를 실시한다.2 

○표본필지 내에서 선정한 2개의 표본구역에서 직  벼를 수확하여 3㎡당 

량을 실측조사 한다.

1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의 2010년 농작물생산조사 통계설명자료(http://ko-

sis.kr/metadata/main.jsp?c_id=1967001)에서 재정리한 것이다. 

2 농작물생산조사 방식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보리(겉보리, 보리, 맥주보리), 고추, 

참깨, 사과, 배 등도 조사하며 이 연구에서는  심으로 살펴본다. 한 은 실측

조사를 하지만 그 외의 품목은 경작자 면 을 통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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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재배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각 작물별 단 구 에서 표본을 추출

하여 추출된 필지를 상으로 실측한다. 

○조사는 지방통계청(통계사무소)의 통계조사 이 실시하며 각 지방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통계청에서 최종 집계한다. 

1.1.2. 조사  보고 기간

○ 의 경우 수확기에 실수확량 조사를 하기 에 매년 9월 15일에 상수확

량 조사를 실시하여 9월 21일까지 보고하고 있으며(표 2-1 참조), 실수확량

은 수확기에 조사하여 11월 5일까지 보고한다.

- 작물별  지역별로 수확기가 다르므로 별도의 조사 기간 기 은 없다.

표 2-1.  농작물생산조사(표본조사 작물 15종) 조사 기   보고기일

작물명 조사 구분 조사 기 자료입력 보고기일 조사 방법

논벼‧밭벼
상량조사

실수확량조사

9월 15일

수확기
조사 즉시

9월 21일

11월 5일
실측

겉‧ ‧맥주보리 실수확량조사 수확기 조사 즉시 7월 8일 청취

감자

(고랭지 감자)
실수확량조사 수확기 조사 즉시

8월 30일

(10월 30일)
실측

콩 실수확량조사 수확기 조사 즉시 11월 30일 실측

참깨 실수확량조사 수확기 조사 즉시 11월 5일 청취

마늘‧양 실수확량조사 수확기 조사 즉시 7월 1일 실측

고추 실수확량조사 수확기 조사 즉시 11월 10일 청취

김장무‧김장배추 실수확량조사 수확기 조사 즉시 12월 10일 실측

사과‧배 실수확량조사 수확기 조사 즉시 11월 30일 청취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의 통계설명자료(2010년 농작물생산조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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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사 표본

1.2.1. 표본 설계

○경지총조사를 통해 국의 경지(시군구별, 읍면동별 인  지번)를 약 2ha의 

크기로 구획하여 93만 1천 개의 모집단 조사구를 설정한다. 

○조사구 설정은 등록지뿐만 아니라 하천부지 같은 미등록지라도 경지로 이용

될 경우에는 포함시킨다.

- 시도별 추계를 목 으로 하므로 각 시도를 부분모집단(sub-population)으

로 간주한다. 

○모집단은 농경지의 산업단지나 주택단지로의 환 등 경지용도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보정된다. 

○설정된 93만 1천 개의 모집단 조사구를 작물재배면 조사의 표본 추출틀로 

활용한다. 

- 이 에서 약 2만 6천 개의 재배면 조사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여 농작물

생산조사의 표본추출틀로 활용하는데, 여기에서 약 8천 개의 조사구3를 

다시 추출하여 생산량 조사구로 활용한다.

○생산량조사의 표본은 3단계(표본조사구, 표본필지, 표본구역)로 추출한다.

- 1단계(표본조사구 추출)에서는 해당 작물이 66㎡이상 재배된 조사구를 

상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층 번호, 카드번호 순으로 정렬하여 시군 

는 층(밭벼, 콩 등)의 조사구별 면 에 비례하여 계통 추출한다.

- 2단계(표본필지 추출)에서는 1단계에서 추출된 표본조사구를 논, 밭, 지번

3 국의 경지면 을 2ha 크기로 인근 필지가 하도록 묶은 단 구로서 8,000개의 생

산량 조사구를 추출하므로 총 상면 은 1만 6,000 ha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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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렬하여 재배면  비례로 계통 추출한다. 

- 3단계(표본구역 추출4)에서는 장에서 표본구역 선정기 에 의해 2개의 

표본구역을 선정한다. 

○논벼 비율  주 작물을 기 으로 11개 성격 층으로 층화하며, 층화지표는 논

비율(100%, 100%미만～50%이상, 50%미만)과 주작물(벼, 맥류, 시설작물, 식

량작물, 채소류, 조미채소, 특‧약용작물, 과수, 기타작물)이다(표 2-2 참조).

○층 번호와 특성은 지역에 계없이 동일하며, 1～10층의 층화기 에는 합

하지만 시‧군별로 해당 층의 모집단 조사구가 어 표본조사구 추출이 어려

운 경우에는 기타 층으로 층화한다.

○  생산량 조사는 농업면 조사(경지면 조사)5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우

리나라 경지 면 을 2ha 단 로 구분할 경우 논, 밭  다양한 작물별로 여

러 가지 분포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하지 않고 표본 추출을 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품목별로 층화를 하는 것이 조사 과정  결과에 유리하므

로 층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1.2.2. 표본 추출  오차 산출 방법

○표본 추출 방법은 표본수 배정, 표본 단 구 추출, 표본필지 추출 단계로  

구성된다. 주요 농작물의 표본오차  신뢰구간은 작물별 표본추출이 완료

된 후 산출한다(2010년의 경우 11월에 산출).

4 표본구역의 선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장에 가서 직  자로 재어 표본구역

을 선정하는 방법과 ‘표본구역 선정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사무실에서 시스템(지번, 성 상 등 활용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표본구역을 선정하

고, 장에서 직  확인하는 차를 더 거치는 방법이다.

5 농업면 조사는 통계명이며 공표범 에 따라 경지면 조사와 작물재배면 조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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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농작물생산조사 층화기

층
층화기

논비율(%) 작물 재배 형태

1 100 벼*

2 50～100 미만 벼
*

3 0～50 미만
맥류*

•작물별 재배면  에서 맥류 재배면 이 가장 많은 단 구

4 0～100 미만

시설작물*

•시설작물 재배면 이 3,300㎥ 이상인 단 구

•작물별 재배면  에서 시설작물 재배면 이 가장 많은 단 구

5 0～50 미만

식량작물(두류, 잡곡, 서류)*

•작물별 재배면  에서 두류, 잡곡, 서류 재배면 이 가장 많은 

단 구

6 0～50 미만

채소류(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기타채소)*

•작물별 재배면  에서 채소(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기타채소) 

재배면 이 가장 많은 단 구

7 0～50 미만

조미채소(고추, 마늘, 양 , 기타조미채소)*

•작물별 재배면  에서 조미채소(고추, 마늘, 양 , 기타조미채

소) 재배면 이 가장 많은 단 구

8 0～50 미만

특‧약용작물(고추, 마늘, 양 , 기타조미채소)*

•작물별 재배면  에서 특‧약용작물 재배면 이 가장 많은 단

구

9 0～50 미만

과수

•과수 재배면 이 6,600㎥ 이상인 단 구

•작물별 재배면  에서 과수 재배면 이 가장 많은 단 구

10 0～50 미만
기타작물

•작물별 재배면  에서 기타작물 재배면 이 가장 많은 단 구

11 0～50 미만

기타

•1～10층으로 층화되지 않은 단 구

•1～10층의 층화기 에는 합하나, 시군별로 해당층의 모집단 

단 구가 어 표본단 구 추출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층으로 층

화하지 않고 기타층으로 층화

주: *시설작물  과수층에 해당되는 단 구는 제외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의 통계설명자료(2010년 농작물생산조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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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표본 리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의 격 여부를 지 조사하여 확인하고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요청에 의하여 표본조사구를 체한다. 

○생산량 조사 표본필지가 추출되면 해당 경작자에게 생산량 조사의 요성, 

취지 등에 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확 정일 악 등으로 표본필지를 

리한다. 

○표본조사구  필지의 부 격 사유가 발생하면 표본을 체한다.

1.3. 생산량 조사자료 처리 방법

○농작물생산조사 표본추출 → 조사원 교육 → 표본조사구 확인  교체 → 

지 실측조사(면 청취조사) → 조사표 입력 → 내용 검토 → 자료 집계 → 

결과 분석 → 결과보고  공표의 순서에 따른다(표 2-3 참조).   

○생산량 조사에는 울, 운반용 차량, 탈곡기, 단별기, 호미, 물장화, 시료채취

용 낫, 수분측정기, 컴퓨터 등이 사용된다. 

○자료입력은 지방통계청  사무소 조사담당 공무원이 산 로그램을 이용

하여 직  입력하고, 국, 시도별, 시군별  특성별 자료를 집계한다.

- 산 내검 로그램  본청 질의조회를 통하여 오류를 정정하고 시‧도 

 시‧군별 층별 재배면   생산량에 승수를 용하여 추계한다. 

○  생산량을 추정하기 해 정해진 표본필지 내 일정규모(3㎡) 면 에 있는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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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낫으로 수확하여 탈곡기나 홀태를 이용하여 탈곡하고 풍구를 이용하여 쭉

정이 등을 제거(정선)한다. 

- 정선된 벼를 15% 내외의 수 으로 건조한 후 제 기를 이용하여 미로 

만들고 량을 측정하여 10a당 수량을 산출한다. 

- 10a당 미 생산량에 92.9%의 백률6을 용하여 백미 10a당 수량을 산

출한다.7 

○논벼 생산량은 시‧군별로 조사된 단 면 당(10a) 생산량에 논벼 재배면 을 

곱하여 시‧군별 생산량을 산출하고 이 값을 지역별로 합하여 도별  국 생

산량을 추계한다. 

- 따라서  생산량은 ‘각 시‧군별 산출량(10a당 생산량 × 논벼 재배면 )의 

합’과 같다.

○밭벼 생산량은 시·도별, 층별로 추계된 단 면 당(10a) 생산량에 재배면

조사에서 추계된 해당 층의 재배면 을 곱하여 층별 생산량을 구하고 이 산

출값을 합하여 도별  국 생산량을 추계한다.

6 미를 도정하여 백미(정곡)로 만드는 과정에서 겨층이 깎여 나간 후 남는 비율로 

정백률이라고도 한다.

7 백률 92.9%를 용하는 것은 합리 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2011년산

부터는 90.4%로 새로운 백률을 용하되 통계 시계열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해 

기존 92.9% 비율을 용한 통계도 발표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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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생산량 실측조사 과정  장 사진

조사 단계 장 사진

표본단 구 확인 

 표본포구 선정

3㎡ 수확

탈곡  정선

건조  제

미 선별  

량 측정

10a당 수량 산출 1.6 mm 이상의 미를 상으로 량 측정하여 산출

 생산량 추정 각 시‧군별 10a당 생산량 → 도별  국 생산량 추정

자료: 통계청 제공자료를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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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량 조사의 문제

2.1. 품종별 재배면적 변화 미반영

○ 10a당 생산량이 600kg인 호품벼 재배면 이 2007년 53ha에서 2010년에는 

15만 4,410ha로 늘어났다. 

- 고단수 품종인 운 벼 재배면 도 크게 늘어난 반면 단수가 상 으로 

낮은 남평이나 동진1호 품종의 재배면 은 어들고 있다(표 2-4, 2-5 참

조).

○단수별 차이가 있는 품종별 재배면  변화는 모집단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

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2-4.  과거 5년 주요 논벼 품종별 재배면 (2006～2010년)

단 : ha, kg/10a

　 추청 주남 동진1호 호품 남평 일미 운 계

2006 125,818  78,296 205,120 - 125,106  72,534 6,570 613,443 

2007 126,628  91,163 190,147    53 116,018  71,575  30,659 626,244 

2008 126,282 101,633 167,350  10,416 112,490  67,495  46,170 631,835 

2009 123,203 100,040  97,197  82,144  80,512  73,713  53,969 610,778 

2010 113,491  69,360  58,569 154,410  42,788  60,381 56,497 555,497 

단수

(kg/10a)
453 576 567 600 528 520 586 -

주: 단수는 품종개발 시 시범재배를 통해 얻어진 3개년(2007~2009년) 단수를 평균한 수치

이므로 품종별 실제 단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농 진흥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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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과거 5년 주요 품종별 재배면  비 (2006～2010년)

단 : %

　 추청 주남 동진1호 호품 남평 일미 운 계

2006 20.5 12.8 33.4 - 20.4 11.8   1.1 100.0 

2007 20.2 14.6 30.4   0.0 18.5 11.4   4.9 100.0 

2008 20.0 16.1 26.5   1.6 17.8 10.7   7.3 100.0 

2009 20.2 16.4 15.9 13.4 13.2 12.1   8.8 100.0 

2010 20.4 12.5 10.5 27.8   7.7 10.9 10.2 100.0 

자료: 농 진흥청 내부자료.

○하지만  수확량조사 표본은 이러한 품종별 재배면  변화를 제 로 반

하지 못하여 추정 생산량이 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재배면 이 크게 늘어난 호품벼의 생산량은 기상여건에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기상여건이 좋았던 2009년과 반 의 조건이었던 2010년 생산량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조사 표본에 호품벼 등 고단수 품종 재배면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큰 문제

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 하지만 재배품종 비 에 큰 변화가 있으면 모집단이 바 었다는 것을 의

미하므로 조사 표본도 이를 반 해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기 할 수 있다

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2. 높은 현백률 적용하여 생산량 과다추정

○통계청에서는 추정 미 생산량에 백률 92.9%(8분도)를 용하여  생산량을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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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족하 던 시기에 8분도로 도정하 으며,  생산량 통계조사 시

부터 이러한 기 이 행 으로 용되고 있다.  

○하지만 RPC 등 도정공장에서는 품질향상을 해 12분도( 백률 90.4%) 이하 수

으로 도정하는 것이 일반 이다.

- 소비자의 고품질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고품질  유통을 

강조하면서 백률은 차 낮아지고 있다.

- 백률이 낮으면 백도가 높아져 상품성이 향상되며, 공 과잉 시 수 안

정에 기여하는 부수 인 효과도 있다.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에서 공공비축미를 상으로 실 인 백률을 용

한 결과 2007～2009년 평균  생산량 차이는 2.94%(통계 오차)인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2-6 참조). 

- 백률을 실화하면 연간 13만 8천 톤 정도의  생산량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6.  통계조사와 일반유통  도정수율 비교
단  : 톤

연
도
구  분

벼
(A)

미(제 율)
(B)

정곡( 백률)
(C)

도정수율
(B×C)

정곡생산량
(A×D)

’09

통계청 6,502,249 5,291,798(81.4%) 4,916,080(92.9%) 75.60% 4,915,700 

농 원 6,502,249 5,377,360(82.7%) 4,785,850(89.0%) 73.60% 4,785,655 

 비 - △85,650(△1.3%) 130,230(3.9%) 2.00% 2.65%

’08

통계청 6,468,281 5,213,647(80.6%) 4,843,478(92.9%) 74.90% 4,844,742 

농 원 6,468,281 5,361,927(82.2%) 4,726,748(88.9%) 73.10% 4,728,313 

 비 - △148,280(△1.6%) 116,730(4.0%) 1.80% 2.40%

’07

통계청 5,934,403 4,744,610(80.0%) 4,407,743(92.9%) 74.30% 4,409,261 

농 원 5,934,403 4,818,735(81.2%) 4,240,487(88.0%) 71.50% 4,243,098 

 비 - △74,125(△1.2%) 167,256(4.9%) 2.80% 3.77%

  주: 농 원 조사결과는 시험연구소에서 공공비축미곡을 상으로 실제 조사한 수율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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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표 2-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도별로 벼 품질에 따라서 백률과  

생산량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 농 원자료에 따르면 기상조건이 좋았던 2009년의 백률은 89.0%인 반

면 2007년에는 88.0%로 1%포인트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이 제기되자 통계청은 2011년산  상생산량을 발표하면서, 

2010년산  생산량은 백률 용 기 에 따라서 11만 5,592톤 차이가 발

생한다고 하 다(표 2-7 참조).

- 미 기 으로 2010년산 생산량은 462만 3,696톤이며, 여기에 기존 백

률 92.9%를 용하면 (백미) 생산량은 429만 5,413톤이 된다. 만약 백

률을 90.4%로 조정하면 생산량은 417만 9,821톤이 되어 기존의 백률 

용시의  생산량보다 11만 5,592톤이 어들게 된다.

표 2-7.  백률 조정(안) 용에 따른 백미 산출량 비교

단 : 톤

미생산량
(A)

기존 백률(92.9%) 
용시 백미 생산량

(B)

개선된 백률(90.4%) 
용시 백미 생산량

(C)

오차
(B-C)

생산량(2010) 4,623,696 4,295,413* 4,179,821 115,592

○추세 으로 보면 연간 10만 톤 이상씩  생산량이 과다추정되어 수 에 여유가 

있다는 단을 하도록 하고, 생산량을 정 수 으로 이기 한 정책을 선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그림 2-1 참조).

○농 원 검사 결과 백률은 88.6%(2007∼2009년 평균)인데 반해 통계청에

서 최근 검토하고 있는 백률 90.4%와도 차이가 있다.

- 통계청에서 새롭게 용하고자 하는 백률 90.4%가 실 인지에 한 

의문은 여 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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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백률에 따른  생산량 차이

2.3. 예상생산량과 실수확량 차이 발생

○통계청은 등숙기(9월 15일 기 )에 상  생산량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 최근 들어 실제생산량과 상생산량 간에 격차가 커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는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생산량을 추정하기 해 고려한 요인과 실제 수확기 동안의 기상에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 상생산량과 실제생산량 간에 차이가 있으나 <그림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 격차가 최근에 커지고 있다. 

 



20

그림 2-2.  연도별 상수확량  실수확량 비교(1995～2010년)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황이 좋았던 2008년과 2009년에는 실제 

단수가 상단수보다 각각 4.9%와 5.0% 높았다. 

- 흉작이 들었던 2007년과 2010년에 실제단수는 상단수보다 각각 2.1%와 

1.2%가 었다. 

그림 2-3.  연도별 상단수  실제단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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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산 수확량도 8월 순 이후 기상여건이 매우 좋아서 실수확량이 상

량보다 5%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그 지 않다는 의견이 립

하고 있다.

-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결정과 정부의 수 안정 책 수립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3.  생산량 통계의 개선방안

3.1. 품종별 재배면적 변화 반영해야

○  생산량 표본포구가 1만 개 으나 2007년부터 어들기 시작하여 2010년

에는 6,808개 표본포구에서 조사하 다.

- 벼 재배면 이 어들고 있으므로 생산구조가 동일하다면 표본포구 감소

는 효율 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어떤 기 에서 어떤 지역의 표본포구가 어느 규모로 어들었는지에 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본포구 감소가 합리 이었는지 단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

○단수 차이가 큰 품종별 재배면  비 이 변하고 있으므로, 즉 모집단이 변하

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표본포구를 조정하거나 조사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여겨진다.  

○일본에서  생산량을 조사할 때 도도부 별로 지형, 기상, 재배품종 등에 

따라서 지역을 분할하여 표본을 선정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8 

8 일본의  생산량 조사 방식에 한 구체 인 내용은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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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황 표시 지 마다 단 구 체를 수량의 고 , 연차 변동, 수량에 향

을 주는 조건 등의 지표에 의해 계층별로 구분하고, 각 도도부 별 표본수

를 계층별 년산 작부 면 에 해당 계층의 10ha당 수량의 표 편차를 곱

한 값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다.

- 각 표본필지의 10a당 미 량을 계층별로 평균하고, 그 평균치를 계층별 

경지면 의 합계를 가 평균하여 작황 표시 지 의 10a당 미 량을 추

정한다.

- 이것을 작황 표시 지 별 수도 작부 면 으로 가 평균하여  평균 10a

당 미 량을 추정한다.

○앞으로  생산량 조사 방식은 재배면  비  등 구조변화를 반 하여 정확

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 지역별  생산력, 재배품종을 고려하여 표본을 조정하며, 생산량 집계방

식도 단순평균에서 여건을 반 하여 필요한 경우 가 치를 부여하는 방안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 도정공장의 현백률 반영해야

3.2.1. 용 백률 실화

○통계청에서는 1965년부터 92.9%의 백률을 용하여  생산량을 발표하

고 있다.

- 백률 92.9%이면 이 푸른 빛이 돌 정도의 흰색이 나도록 미를 게 

깍은 상태이며 이는 실을 합리 으로 반 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 매년 10a당 수량 산출시마다 각기 다른 백률을 용하면 시계열의 일

성 유지가 어려워지며, 매년 백률을 새롭게 용하기 해서는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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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조사   기  설정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실행하기가 실 으로 어렵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9 

○고품질 10에 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백률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정

부에서도  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고품질  생산, 유통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반 하여 통계청에서는 2011년  생산량부터 백률 

90.4%를 용하며 시계열 안정성을 하여 기존의 92.9%를 용한 생산량

을 동시에 발표하기로 하 다. 

○하지만 백률 90.4%도 여 히 높은 수 인 것으로 단되며 생산량이 과다

추정될 소지가 여 히 남아있다.

- RPC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률

은 90%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11

- 농 원이 공공비축미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2007∼2009년 평균치인 

88.6%인 것을 감안하면 통계청에서 조정하여 용할 90.4%도 여 히 높

은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  생산량 추정 시 백률을 90.4%로 고정하여 용하기보다는 주기 으로 

백률을 조사하여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9 면담조사  문가가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10 고품질 에 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백률이 낮아 백도

가 높은 수 을 의미한다.
11 많은 RPC에서는 수율(벼→정곡)과 백률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

겨진다. 백률이 80%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 다.   



24

그림 2-4.  백률 분포(RPC 조사 결과)

주: RPC 497개소에 한 백률 조사 결과  유효 응답( 백률 80% 이상)의 분포

3.2.2. 조곡, 미 생산량도 공표

○매년 기상여건에 따라서 백률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일률 인 백률을 

용하는 경우에 통계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건강에 한 심이 많아지면서 미 소비량이 

많아지고 있으며, 농가나 가게에서 자가도정기를 활용하여 미를 소비하

는 경우도 지 않다.

- 주기 으로 백률을 조정한다고 하여도 실제  생산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주의 통계에서 조곡(벼), 미 등의 통계를 동시에 공표하여 참고자료

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상 으로 국제 무역량은 정곡 기 으로 집계하지만, 국별 생산량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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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은 조곡이나 미 기 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일본은 미를 기 으로 하고, 미국이나 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조곡으

로 수 통계량을 발표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조곡 기 으로 발표하면서 필요한 경우 일정 도정률(벼→정곡)을 용하

여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도 있다.  

3.3. 예상 쌀 생산량 도출 방식의 정교화 

○ 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에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에 혼란을  수 있으

므로 이러한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시 하다.

- 이러한 모델 개발에는 기상여건, 품종별 재배면  비   이의 변화를 감

안하여 가 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 기상여건, 품종별 재배면  등을 감안하여 가 치를 부여할 경우 행 방

식보다 오차도 일정 부분 어들 것으로 여겨진다. 

○ 한 9·15 작황조사 이후부터 수확기까지의 기간 동안 기상변화 등 작황에 

향을 주는 변화 요인을 악하고 이를 정교하게 반 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해 상 수확량과 실제 생산량의 격차 발생을 어느 정도 일 수 

있으며 격차 발생의 원인 악  사  응에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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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소비량과 재고량 통계의 문제 과 개선방안

1.  소비량과 재고량 조사 황

1.1. 조사 현황12

1.1.1. 조사 개요

○농림수산식품부는 군 , 교도소 등 공공부문 소비량과 정부  민간의 창고

에 보  인 재고량을 조사한다. 

- 한 민간 소비부문 에서 농가  사업체의 종자용 수요와 감모  기타 

부문에 한 조사를 하고 있다(그림 3-1 참조).

○통계청은 농가와 비농가 가구부문의 식용 소비량과 제조업체의 가공용 소비

량에 한 조사를 하며, 농가  사업체 등 생산자의 재고량과 미곡종합처리

장(RPC업체)  정미소 등 도정업체의 재고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2 통계청(2010a)에서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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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병원, 학교 등의 소비량과 음식 에서의  소비량은 조사하지 않

고 있다.  

그림 3-1.  양곡의 수요처별, 보   유통업체별 조사 기

자료: 통계청(2010a).

1.1.2. 조사 표본

○양곡소비량 조사가 농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등의 다른 통계조사에 부

가되어 실시됨에 따라, 양곡소비량 조사의 모집단  조사 상은 농가경제

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모집단은 국의 모든 가구를 상으로 한다. 

○양곡소비량 조사의 표본가구는 농가경제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표본구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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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가구씩 다음과 같은 기 으로 선정한다.

- 농가경제조사 560개 표본조사구에서 표본조사구 번호의 3자리  두 번째 

번호와 동일한 농가 는 표본조사구 번호의 두 번째 자리번호에 ±5를 하

여 동일한 농가를 표본농가로 추출한다.13

- 가계동향조사 999개 표본조사구에서 표본조사구의 첫 번째 구역, 첫 번째 

거처 내의 첫 번째 가구를 표본가구로 추출한다.14

○조사 상 가구수는 1,559가구이며, 이  농가는 560가구(농가경제조사 560

표본조사구 × 1농가), 비농가는 999가구(가계동향조사 999표본조사구 × 1

가구)이다. 미곡재고량조사는 2,800농가 (농가경제조사 560표본조사구 × 5

농가)를 상으로 한다. 

○사업체부문의 조사는 곡물도정업체를 상으로 한 미곡 재고량조사와 음식

료품 제조업체를 상으로 한  소비량조사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그러나 재 사업체부문 조사결과는 정책 자료로만 활용되고 공표되지 않

는 비승인통계이다.15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체부문의  소비량은 27개 업종의 음

13 컨  130 표본조사구에서는 두 번째 숫자 ‘3호’ 농가를, 171 표본조사구에서는 두 

번째 숫자 7-5=‘2호’ 농가를, 200 표본조사구에서는 두 번째 숫자 0+5=‘5호’ 농가를 

표본농가로 각각 선정한다.
14 유고표본은 동일한 조사구역내에서 거처번호 우선 순으로, 동일한 거처 내에서 가구

번호 우선 순으로 체하되, 유고가구의 가구원 구성 황과 가장 유사한 가구를 

체가구로 선정한다. 한 동일한 조사구역내에서 유사한 가구가 없거나 모두 유고된 

경우, 순차 으로 다음 조사구역에서  방법과 동일하게 선정한다.
15 이에 따라 사업체부문 조사에 한 분석은 매우 제한 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 사업체부문 조사에 한 내용은 2010년 조사지침서에는 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2009년 “양곡소비량 조사 조사지침서” (통계청, 2009)를 통해 제공된 설명자료

를 참조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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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체를 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 수조사 사업체와 표본사업체로 구분하여 조사 표본을 추출하 으며, 표

본크기는 2,727개이다( 수사업체: 1,113개, 표본사업체: 1,614개). 

 
그림 3-2.  양곡소비량  재고량 조사 규모

양곡소비량  재고량 조사

가구 부문 사업체 부문

양곡
소비량

미곡
재고량

미곡
재고량 소비량

↓ ↓ ↓ ↓ ↓

농가

(560)

비농가

(999)

농가

(2,800)

도정업체

(1개 업종)

음식료품
제조업체
(15개 업종)

매월 조사 매월 조사
매월 

조사

연 1회 조사

(10월말 기 )
연 1회 조사
(양곡년도 기 )

1인당 양곡소비량
농가 
재고량

민간부문 
재고량

가공용 수요량

   자료: 통계청(2009a)

○미곡재고량 조사는 가구(농가)부문과 사업체(곡물도정업체)부문에 한 조

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 가구부문 조사는 2,800개 농가를 상으로 매월 조사하고 있으며, 사업체

부문 조사는 506개 곡물도정업체를 상으로 10월말 기 으로 매년 조사

하고 있다.

- 정부  민간에서 창고에 보  인 미곡재고량에 한 조사는 정책목

상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미곡재고량에 해서는 체

로 포 인 조사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16

○사업체부문의 재고량을 조사하기 한 모집단은 2009년 기  국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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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와 미곡종합처리장 명단을 이용하여 구성하 다. 

- 표본은 수조사 사업체와 표본사업체로 구분하여 표본사업체에서는 표

본 추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은 수조사를 한다. 

- 표본 크기는 506개( 수사업체: 306개, 표본사업체: 200개)이다. 

1.1.3. 조사 방법

가.  가구부문  소비량 

○가구부문  소비량 조사결과를 집계하여 1인 1일당 양곡( )소비량 통계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해서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고 있다17.

   ․1인 1일당 양곡소비량18 = 가구원수×당월일수접대횟수외식횟수
가구내양곡쌀소비량

16
 단, 비농가, 음식 , 학교 등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량에 해서는 체 미곡재고량 

에서 차지하는 비 이 낮다는 이유로 조사 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17

 가구부문  소비량과 보리  등 양곡소비량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심으로 논의한다. 참고로 양곡소비량 조사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양곡: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압착·분쇄·분말·혼합 상태의 것도 포함)

  - 미곡: 메벼, 찰벼, 멥 , 찹  ( : 멥 , 찹 )

  - 보리 : 겉보리, 겉보리 , 보리, 보리 , 맥주보리, 맥주보리 , 기타 맥류(호

, 귀리 등의 조·정곡)

  - 가루: , 가루

  - 잡곡: 옥수수, 기타 잡곡(좁 , 수수 , 메 , 율무 등)

  - 두류: 콩( 두), 팥, 땅콩(조·정곡), 기타 두류(녹두, 동부, 강낭콩, 완두콩 등)

  - 서류: 고구마, 감자
18

 1인 1일당 양곡소비량은 다음 계산에 의해 산출된다. 

  - 1인 1일당 양곡소비량 = 가구원수×월별일수
월중가구내소비량접대소비량외식소비량

   여기서 외식( ) 소비량 = (1인 1일당 소비량 / 3) × 외식( ) 횟수.

   따라서 가구원수×월별일수 ×인 일당양곡소비량  =

           월중가구내소비량 인 일당소비량  × 접대횟수외식횟수 
   정리하면, 월중가구내소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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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부문 양곡소비량 조사 시, 신곡이 생산되는 9월~11월(3개월) 동안은 신·

구곡을 구분하여 조사한다.19

○가구부문 양곡소비량 조사에서는 추가 으로 가구원수와 외식·결식· 횟

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조사 상 가구원은 가족 구성원(부모, 자녀 등)의 개념과는 다르며, 동거

인의 개념을 기 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조사 상가구의 구성은 주민등록 

등재 여부 는 연 계 여부와는 계없이, 매월 1일을 기 으로 사실

상 3개월 이상 숙식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동거인(가정부 포함)으로 

정의된다.20 

- 외식, 결식, 에 한 조사는 아침, 심, 녁 등의 식사 는 이를 

신할 수 있는 체식품(빵, 라면, 국수 등)21을 상으로 한다. 따라서 간

식, 새참 등은 제외되며, 1일 3끼로 계산된다.

- 외식과 결식횟수는 가구원별로, 횟수는 (가구원별로 조사하지 않고) 

가구별로 ‘2일’ 간격으로 기입하도록 하여 조사한다.

나.  재고량 

○가구부문 재고량을 조사하기 해 가계부를 작성하는데, 가계부는 월   월

           인 일당소비량× 가구원수×월별일수  접대횟수외식횟수   
   그러므로 인 일당소비량  = 가구원수×당월일수 접대횟수외식횟수 

월중가구내 소비량
19 조사는 미곡 조사항목의 해당 칸을 분할하여 상단에는 미곡 체를, 하단에는 신곡을 

기입한다. 미곡 체는 농가경제에서 미곡구분 입력에 따라 양곡 로그램에 자동집계 

되고, 신곡은 양곡 로그램에서 수기로 입력한다.
20 컨  타지에 사는 가족은 가구원이 아니므로 가구를 방문하여 식사하는 경우 

횟수로 처리해야 한다. 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환자·군입  자녀·유학생·하숙생

은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21 따라서 가구에서 만든 음식  양곡 이외의 식품(고기, 라면, 국수 등)  떡, 빵 등

의 가공식품을 식사(끼니) 용으로 제공한(  받은) 경우도 횟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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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재고량과 월  수입량  지출량 등의 주요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품목별 월  수입량은 비농가의 경우 구입량(외상구입을 포함한 구입량) 

 기타 증여, 무료 등을 포함하여 한달 동안 가구에 들어온 총량으로 집

계하여 조사된다. 농가의 경우 구입량 이외에도 수확량, 도정량22, 기타 수

입량 등이 추가로 조사된다.

- 품목별 월  지출량은 비농가의 경우, 용도별 음식용 소비량(주·부식, 장

류, 떡·과자, 기타 음식)과 기타 지출량으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기타 음식은 컨  엿, 술, 감주, 미숫가루 등을 소비한 양으로 정의된다. 

농가의 경우 용도별 음식용 소비량 이외에도 도정량, 매량, 증여량, 임

차료, 기타 지출량23 등으로 세분화되어 추가 조사된다. 

○정확한 월말 재고량을 악하기 해, 월말 재고량은 표본가구가 월말에 실

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으로 조사원이 직  으로 확인하며, 품목별로 월

말 재고량을 조사하여 ‘월  재고량 + 월  수입량 - 월  지출량 = 월말 

재고량’의 항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사업체부문의 재고량 조사는 곡물도정업체를 상으로 체 양곡 에서 미

곡만을 조사 상으로 한다.

- 신곡을 제외한 구곡만을 조사 상으로 하며, 10월말 기 으로 조사가 실

시된다.

22 수확량은 재배하여 수확한 양을, 도정량은 조곡을 정곡으로 도정한 양을 지칭한다.
23 매량은 외상을 포함하여 시장이나 다른 가구에 매한 양을, 증여량은 자녀, 이웃, 

친척 등에게 증여  보조한 양을, 임차료는 농지, 농기계, 역축 등의 임차료를 물

로 지 한 양을, 기타 지출량은 종자, 사료, 도정료, 노입  농조조합비 등에 지출한 

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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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량과 재고량 통계의 문제 24

2.2.1. 가구부문  소비량 과다추정

○외식을 하는 경우의 양곡소비량은 별도 조사를 하지 않고 가구 내에서의 평

균 양곡소비량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소비량을 추정하고 있다.

- 외식의 형태나 음식의 종류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조사를 하기가 실

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 외식을 하는 경우 집에서의  소비량보다 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

이지만 확인된 사례조사는 없다.   

○가구에서 만든 음식  양곡 이외의 식품(고기, 라면, 국수 등)  떡, 빵 등

의 가공식품을 식사(끼니) 용으로 받은 경우도 외식횟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소비량이 과다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외식을 하는 경우에도 가정 내에서 을 소비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이 합리 인지 단하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의 소비자 패 을 상으로 한달 동안

의 외식 종류별 선택 횟수(과거 선택횟수 비 )와 향후 외식 증가 시 외식 

종류별 선택 빈도(향후 선택횟수 비 )를 함께 조사하 다.

- 조사 상은 26세에서 64세 사이의 가정주부 325명( 업주부는 43.69%)이

며, 한식, 식, 일식, 양식(피자, 돈까스 등의) 문 , (김밥 등의) 분식  

등의 외식종류별로 개인외식과 가족외식으로 나 어 조사(2011년 8월 9

일~14일)하 다. 

○외식 종류별 선택횟수(과거 선택횟수 비 )와 향후 외식 증가 시 외식 종류

24 통계청의 가구부문 양곡소비량조사의 문제 에 한 자체 분석결과는 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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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선택 빈도를 조사한 결과 개인 으로 외식을 하거나 가족이 외식을 하는 

경우 각각 한식 비 이 37.1%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한식을 선택할 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 가족외식 횟수(16.36)가 개인외식 횟수(14.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된 평균외식횟수와 집계된 외식종류별 횟수 비 을 이용하면, 한달 

동안 한식으로 외식을 한 횟수는 가족외식의 경우(6.69회)가 개인외식의 

경우(5.32회)보다 많았다.

표 3-1.  외식종류별 선택횟수 비

개인외식
(%)

개인외식
(평균횟수)

개인외식
(향후,%)

가족외식
(%)

가족외식
(평균횟수)

가족외식
(향후,%)

한식 37.12 5.32 68.92 40.91 6.69 66.15

식 8.37 1.20 1.23 12.73 2.08 3.38

일식 4.55 0.65 7.08 5.97 0.98 6.15

양식 6.44 0.92 9.54 8.83 1.45 10.77

문 9.90 1.42 5.23 17.69 2.89 9.85

분식 10.58 1.52 5.23 11.90 1.95 2.15

구내식당 22.41 3.21 1.23 0.00 0.00 0.00

기타 0.62 0.09 1.54 1.96 0.32 1.54

합계 100.00 14.33 100.00 100.00 16.36 100.00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결과(2011. 8).

○평소 가정에서 먹는 밥의 양을 기 으로 비교한 결과 외식종류별로 큰 차

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2와 3-3 참조). 

- 한식 , 분식 , 구내식당 등의 경우, 외식에서 먹는 한 끼니당 밥의 양

은 개인외식과 가족외식 모두 가정에서 먹는 한 끼니당 밥의 양과 체

로 비슷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식, 일식, 양식, 문 의 경우에

는 평소 가정에서 먹는 밥의 양보다 외식에서 먹는 밥의 양이 은 

것으로 단된다.

- 가정에서 먹는 한 끼니당 밥의 양과 비교했을 때, 한식을 선택한 개인 



36

(가족) 외식에서 먹는 한 끼니당 밥의 양은 체로 ‘비슷하다’는 의견이 

35.38%(39.69%)로 나타나, 30.15%(22.77%)로 집계된 ‘ 다’는 의견과 

34.46%(37.54%)인 ‘많다’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개인외식 시 외식과 가정내 식사에서 밥먹는 양 비교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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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70.00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전문점 분식점 구내식당

가정내보다 적다 가정내와비슷하다 가정내보다 많다가정내보다 적다 가정내보다 많다가정내와 비슷하다

표 3-2.  개인외식 시 외식과 가정내 식사에서 밥먹는 양 비교
단 : %

외식종류 가정내보다 다 가정내와 비슷하다 가정내보다 많다

한식 30.15 35.38 34.46 

식 56.00 22.46 21.54 

일식 48.00 27.69 24.31 

양식 61.85 19.38 18.77 

문 63.08 21.54 15.38 

분식 28.31 41.85 29.85 

구내식당 25.85 56.92 17.23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결과(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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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가족외식 시 외식과 가정내 식사에서 밥먹는 양 비교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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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중식 일식 양식 전문점 분식점 구내식당

가정내보다 적다 가정내와비슷하다 가정내보다 많다가정내보다 적다 가정내보다 많다가정내와 비슷하다

표 3-3.  가족외식 시 외식과 가정내 식사에서 밥먹는 양 비교

단 : %

외식종류 가정내보다 다 가정내와 비슷하다 가정내보다 많다

한식 22.77 39.69 37.54 

식 50.15 24.31 25.54 

일식 49.23 27.69 23.08 

양식 58.46 23.08 18.46 

문 61.23 21.54 17.23 

분식 30.77 43.08 26.15 

구내식당 25.85 59.38 14.77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결과(2011. 8).

○외식 형태별 비 을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외식에서의  소비량이 가구 내

에서의 평균  소비량보다 은 것으로 추론되며, 행 1인당 양곡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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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식은 양곡소비량을 과  추정할 수 있다(그림 3-5와 표 3-4 참조).25 

- 개인외식의  소비량은 ‘가정 내의 소비량보다 다’는 의견이 37.31%로 

‘비슷하다’는 의견(37.07%)보다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높게 나타났

다. 반면 가족외식의 경우에는 ‘가정내의 소비량보다 다’는 의견이 

39.07%로 ‘비슷하다’는 의견(32.60%)보다 높게 나타났다.

- 개인외식의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의 근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

안 가족외식의 가구평균 외식횟수(16.36)가 개인외식의 평균외식횟수

(14.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체 으로 외식에서의  소

비량이 가구 내에서의 평균  소비량보다 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5.  외식 시 외식과 가정내 식사에서 밥먹는 양 비교

단 : %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개인외식(과거) 가족외식(과거) 개인외식(향후) 가족외식(향후)

가정내보다 적다 가정내와비슷하다 가정내보다 많다가정내보다 적다 가정내보다 많다가정내와 비슷하다

25 외식에서 먹는 밥의 양이 외식종류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평소 가정에서 

먹는 밥의 양을 기 으로 한 상  소비량만을 이용해 (총)외식  소비량 수

을 집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략 으로 외식을 통한 소비의 상

인 집계치를 추산하기 해서, (조사시 을 기 으로) 한달 동안의 외식 종류별 선

택 횟수(과거 선택횟수비 )를 가 치로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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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외식 시 외식과 가정내 식사에서 밥먹는 양 비교

단 : %

외식종류 가정내보다 다 가정내와 비슷하다 가정내보다 많다

개인외식(과거) 37.31 37.07 25.61   

가족외식(과거) 39.07 32.60 28.33 

개인외식(향후) 36.43 33.00 30.58 

가족외식(향후) 33.29 34.85 31.86 

  주: 종합(과거)은 과거 외식종류별 외식횟수비 을 가 치로 하여 종합한 결과임.

종합(향후)은 향후 외식종류별 선호도를 가 치로 하여 종합한 결과임.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결과(2011. 8).

○향후 외식 증가시 외식 종류별 선택 빈도(향후 선택횟수 비 )에 한 조사

결과, 한식에 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가족)외식에서의  소비

량이 향후에는 증가할 망이다. 

- 특히 가족외식 에서 한식의 선택 비 이 과거의 40.91%에서 향후 

66.15%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족외식 시  소비량은 

‘가정내  소비량과 비슷하다’는 의견(34.85%)이 ‘그 지 않다’는 의견보

다 높게 집계되었다.

- 그러나 향후에도 외식횟수에 한 조사결과만을 이용해 일 으로 외식

을 통한 소비량을 추정하는 행 방식에 한 개선은 여 히 필요한 것으

로 단된다. 왜냐하면 한식에 한 선호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외

식의 경우에는 여 히 가족외식 시  소비량이 ‘가정내  소비량보다 

다’는 의견(36.43%)이 다른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2.2.2. 조사표본에 특수가구 제외

○ 재 양곡소비량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본(추출틀)에는 증가하고 있는 

단독가구와 외국인가구  집단가구26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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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가구 에서 단독가구의 비 이 2000년의 15.46%에서 2005년에는 

19.83%로 증가하 고 2010년에도 23.5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한 총인구 에서 외국인의 비 이 0.33%(2000년)에서 1.21%(2010년)

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 가구 에서 외국인 가구

의 비 이 0.45%(2000년)에서 1.22%(2010년)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

다.

- 반면 집단가구의 경우에는 체 가구 에서 차지하는 비 이 2000년과 

2005년에는 0.10%, 2010년에는 0.12%로 약 0.1% 의 수 을 유지하고 

있다(표 3-5와 3-6 참조).

○단독가구와 외국인가구가 국내 일반가구들에 비해서 1인당 양곡소비패턴이 

상이할 수 있다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3-5.  집단·외국인·단독 가구 황

2000 2005 2010 

총 가구 (가구) 14,391,374 15,988,274 17,574,067 

일반가구  
(가구) 14,311,807 15,887,128 17,339,422 

(%) 99.45 99.37 98.66

집단가구 
(가구) 14,417 16,551 20,727 

(%) 0.10 0.10 0.12

외국인가구 
(가구) 65,150 84,595 213,918 

(%) 0.45 0.53 1.22

단독가구
(가구) 2,224,433 3,170,675 4,142,165 

(%) 15.46 19.83 23.57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26 가구란 한사람 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

로 정의되며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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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총인구  외국인 비

2000 2005 2010 

총인구 (명) 46,136,101 47,278,951 48,580,293 

외국인
(명) 150,812 237,517 589,532 

(%) 0.33 0.50 1.21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2.2.3. 표본상의 농가와 비농가 간 구성비 문제

○가구부문 조사 상인 총 표본 가구 에서 농가표본의 비 은 35.92%로 모

집단의 일반가구 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 인 6.61%보다 하게 높은 

실정이다. 

- 한 일반가구 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 이 2000년의 9.66%, 2005년

의 8.01%, 2009년의 6.61%로 지속 으로 감소함에 따라, 표본과 모집단상

의 농가표본비 의 차이에 따른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표 3-7과 

3-8 참조). 

표 3-7.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농가의 비

2000 2005 2009

일반가구 (천호) 14,312 15,887 16,917

농    가 (천호) 1,383 1,273 1,119

농가/일반가구 (%) 9.66 8.01 6.61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표 3-8.  양곡소비량조사의 표본에서 농가의 비 변화

표본수 조정년도 2003년 이 2003～2007 2008～ 재

총표본 (가구) 1253 1639 1559 

비농가표본 (가구) 625 999 999 

농가표본 (가구) 628 640 560 

농가표본/총표본 (%) 50.12 39.05 35.92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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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에 두 번의 표본 조정을 실시한 바 있으나 여 히 개선의 여지

가 있다고 여겨진다.27

- 2003년에 농가표본 수 증가보다, 비농가표본 수 증가를 늘려서 총 표본 

비 농가 표본의 비 을 50.12%에서 39.05%로 낮춘바 있다.

- 2008년에는 비농가표본수를 그 로 둔 채, 농가표본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총 표본 비 농가표본의 비 을 35.92%까지 낮추었다.

2.2.4. 사업체부문  소비량 반 하지 않아

○  소비량에는 사업체부문의 가공용 소비량이 포함되지 않아서 양곡소비량

조사결과만으로는 총  소비량 악이 어렵다. 

- 공식 발표되는  소비량만 감안하면,  소비량은 실제  소비량보다 

게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산업연 표 자료를 통해 추정해보면, 국내산  용도별 공  비

은 액기 으로 최종 수요, 외식, 간재 수요 각각 54.80%, 35.04%, 

10.15%이다(표 3-9 참조).

- 액기 이므로 물량기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구 내 식용소비

량 이외에 상당부분의  소비량에 한 조사통계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28

27 표본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해 비농가와 농가의 1인당 소비량에 가 치를 부

여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평균  소비량을 계산

할 때 어떤 비율로 가 치를 용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28 분류기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체로 최종수요는 가구내 식용소비량, 외식은 외

식을 통한 소비량, 간재 수요는 가공업체 소비량 등으로 유추하 으며, 부가가치

의 차이에 따라 물량기 과 액기 의 분석결과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의 정성

 해석은 정량  의미로 확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추가 인 분석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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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의 용도별 공 액과 비

국산 공 액 (백만원) 비  (%)

최종수요 5,164,624 54.80

외식 3,302,434 35.04

간재 수요 956,836 10.15

합계 9,423,894 100.00

자료: 한국은행(2008), 국승용(2011)에서 재작성

2.2.5. 재고량 조사 용이하지 않아 

○통계청의 농가  사업체 부문 미곡 재고량 조사는 공표되지 않아 조사 결과

에 한 근성이 매우 낮다. 

- 정부와 민간창고에 보  인 미곡재고량에 비해 농가  곡물도정업체의 

미곡재고량이 상 으로 작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사가 진행 인 재고

량에 한 조사 결과에 한 근성을 높임으로써, 미곡재고량조사  양

곡소비량 조사의 신뢰성과 이용자 편리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곡물도정업체를 상으로 한 사업체부문의 미곡재고량 조사에서는 구곡만

을 조사 상으로 하고 있으나, 조사가 신·구곡이 겹치는 10월 말 기 으로 

실시되고 있어 구곡만을 분리하여 조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도정업체의 재고량은 사업상 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자료 제공을 기

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조사를 하는 10월 말이면 신곡 입하가 본격 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곡물도정업체 경 자를 상으로 면담조사한 결과, 신구곡을 구분하여 재고

량 통계를 리하지도 않으며,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조사에 임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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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장에서의 미곡에 한 선호도가 신·구곡여부에 따라 차이가 

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에서, 미곡재고량 조사에서의 신·구

곡의 포함  구분여부는 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신·구곡과 

련된 행 조사 방식에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소비량과 재고량 통계조사 개선방안

3.1. 외식부문 쌀 소비량 조사 현실화

○  소비량 과다추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는 ‘가구부문 양곡소비량 조

사’의 조사내용을 확 ·보완하는 방안과 외식 사업체 부문에 한 양곡소비

량 통계생산체계를 독립 으로 새로 구축하여 그 결과를 통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구부문 조사내용을 확 하는 것은 실 으로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 외식 등에서의 다양한 (개별) 품목들을 모두 조사 상에 포함하기가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사업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개별 품목별로 양곡의 포함량

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다.

○ ‘가구부문 양곡소비량 조사’와는 별도로, 외식 사업체 부문에 한 양곡소비

량 통계생산체계를 독립 으로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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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본구성 및 가중치를 재조정해야

○가구부문 양곡소비량 조사의 표본 문제를 해소하기 한 방법으로 독립 인 

표본설계방안과 결합표본 보완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양곡소비량 조사만을 한 독립 인 표본설계 구축방안을 채택하기 해서

는 다음과 같은 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매우 특성이 다른 농가와 비농가를 포 하는 모집단과 표본추출틀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29

- 표본을 독립 으로 구축할 경우, 통계조사 역시 독립 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립 인 표본설계를 실제로 수행하기 해서는 인력  

산상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을 고려하여야 한다.30

○ 재와 같이 농가경제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부가 인 조사 항목으로 양곡

소비량조사를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들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 특성이 다른 농가경제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각 표본구에서 표본가구를 

29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단독가구 등의 특수가구가 조사 상에

서 제외되는 것 역시 농가경제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이 가지고 있는 구조 인 

특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특수가구를 포함시키기 해서는 농가와 비농가 표본추

출틀의 결합사용과는 별도의 표본추출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계동향

조사와 양곡소비량 조사의 모집단이 국 일반가구와 모든 가구로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가계동향조사가 가구의 소득과 지출의 악이 어려운 농림어가를 조사

상에서 제외하 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농가와 양곡소비패턴이 다른 

농가를 조사 상에 포함시키기 해 농가경제조사의 표본이 결합되었다는 이 향

후 개선방안 마련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30 ‘가구부문 양곡소비량 조사’의 부정확성 문제에 비해서 양곡소비량 조사가 가구부문

의 소비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이 보다 요한 문제라고 단된다. 따라서 효율

인 산사용을 해서 가구부문를 한 독립 인 표본설계  조사체계 구축보다는 

사업체부문 특히 외식을 통한 양곡소비량에 한 조사체계를 개선하는 데 집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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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씩 추출하 으므로, 이를 반 한 가 치 용방식의 평가  개선

이 필요하다. 

- 특히 행의 가 치 용방식은 표본추출률이나 응답률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 ·장기 으로는 모집단의 농가  비농가 비율과 큰 차이가 있는 재의 

농가와 비농가의 표본크기 구성비를 조정하기 하여, 양곡소비량조사 표본

상에서 농가비 을 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양곡소비량 조사의 표본에서 농가와 비농가는 농가경제조사와 가계동향

조사의 표본구에서 각각 1가구씩 추출되고 있다. 이러한 에서 총 표본

에서 농가  비농가의 구성비(1:1.78)는 농가경제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표본구 비율(560:999)에 의해 구조 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단된다. 

- 따라서 가계동향조사 표본구당 표본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비농가의 표본

수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단된다. 왜냐하면 농가의 표본수를 이는 

방식은 구조 으로 농가경제조사의 표본구수 자체를 이는 표본설계방

법의 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3.3. 가공용 쌀 소비량도 포함해야

○양곡소비량 통계에 사업체부분의 소비량을 포함하기 해서는 조사 결과를 

공표31하고 조사 내용을 추가 으로 확 할 필요가 있다.

31 양곡소비량 조사 황에서 살펴 본 것처럼 양곡소비에 한 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와 통계청으로 이원화되어 양곡수요흐름상의 주요 부분에 한 포  조사 체계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체 조사 체계 에서 조사 결과가 공표되

는 것이 ‘가구부문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 국한되어 있어,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의 

측면에서 포 성이 낮다는 문제 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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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하고 있으나 공표가 되지 않는 제조업체의  소비량 조사 결과를 

공식승인 통계화32하기 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해서는 재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이유와 그에 한 개선방

안을 통계생산기 과 련 문가집단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 

- 특히 조사의 표본설계 근거  변경사유33에 한 상세정보와 조사 결과의 

집계 시 사용하는 가 치 용방식과 표 오차에 한 정보를 추가 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제조업의  소비량 조사 내용을 재의  소비량만을 조사하

는 방식에서,  이외의 양곡 등으로 조사 품목을 확 해 가는 방안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 한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구매량, 재고량, 그리고 양곡을 원료로 

한 즉석밥(햇반)이나 떡, 과자 등과 같은 제조품목별 소비량 등에 한 조

사 내용을 추가 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양곡 특히 의 소비량 증  등을 해서 다양한 양곡가공제품의 개발과 

보 을 정책 으로 추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공업체부

문의 양곡소비량 조사 체계의 확충·보완은 요한 과제이다.

3.4. 재고량 조사결과도 공표해야

○농가와 곡물도정업체의 재고량 조사·집계결과의 공식승인 통계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2 양곡소비량 조사 통계담당자와의 간담회에 의하면, 통계청은 이미 사업체부문의 조

사결과를 공식승인 통계화하기 해 비 인 것으로 알려졌다.
33 가구부문의 조사 상에 비해서 사업체부문의 조사 상은 상 으로 자주 변경되

었으며  변화의 정도 한 크다는 에서 변경사유에 한 추가설명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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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 업무가 1998년 통계청으로 이 된 이후에 최소 수는 856개, 

표본은 3,155개를 유지하던 표본 크기가 2002년 이후 최  수는 390개, 

표본은 350개로 격하게 축소되었다. 

- 표본조정이 합리 이며 이러한 표본에서 도출된 결과가 실 인지에 

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고량 조사 시기를 신·구곡이 겹치는 10월 말 신에 수확기 인 9월 말 

등으로 앞당겨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도정업체에 한 조사 내용에는 재고량과 함께 도정율에 한 조사를 추가

하여  생산량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3.5. 기초 통계를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정확한 통계를 도출하기 해 조사 범 와 내용을 확 하는 것은 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 특히 일반가구와 외식업체를 상으로  소비량을 조사하는 데에는 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기 통계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간  총공 량에서 재고량을 제외한 것을 가공용을 포함한 총 소비량

으로 간주하고 그 수치를 국민수로 나  것을 국민 1인당 소비량으로 간

주하고 있다.34

- 1인당  소비량=(국내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 재고증감량) / 인구수

34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3 참조.



49

- 이는 엄 히 말하면 소비량이라기보다는 공 량이지만 민간부문에서 재

고를 보유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소비량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용하기 해서는 국내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재고량 등의 

기  자료의 정확성이 제되어야 한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가정내의 소비량, 외식에서의  소비량, 사업체에서의 

가공용  소비량도 구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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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요약  결론

1.  생산량 통계의 여건변화 반

1.1. 고단수품종 면적비중 늘어나는 것 반영하지 않아

○ 행  수확량 표본 조사는  품종별 재배면 의 변화를 반 하지 않고 

있다.  품종에 따라 단수에 차이가 있으며 최근에는 고단수 품종의 재배면

이 증가하 는데 이러한 변화는 모집단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조사 표본에

도 반 할 필요가 있다. 

○ 한 재배면 이 크게 늘어난 호품벼의 생산량은 기상여건에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생산량 조사 방식은 지역별  생산력, 재배품종  기후변화에 따

른 품종별 단수의 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 품종별 재배면  비  변화에 따라 표본포구를 조정하거나 조사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여겨진다. 

- 한 집계방식도 기존의 단순평균 방식에서 필요한 경우 가 치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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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작황 조사 시 도도부 별로 지형, 기상, 재배품종 등에 따라 

지역을 분할하여 표본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표본선정 방법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1.2. 현실적 현백률 반영해야

○통계청은 제 율에 백률 92.9%(8분도)를 용하여  생산량을 추정하

다. 이 기 은 이 부족했던 과거의 용 행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하

지만 소비자의 고품질  선호에 부응하여 백률은 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 하여 통계청은 2011년산부터 백률 90.4%를 

용하고 기존의 백률 92.9%를 용한 생산량도 함께 제시하기로 하 다.

○하지만 새로운 백률 기 도 농 원의 88∼89%보다 높아서 여 히  생

산량이 과다추정될 소지가 있다. 

○앞으로  생산량의 과다추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일정한 백률

을 용하는 것보다 주기 으로 백률을 조사하여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단된다.  

- RPC 설문조사 결과와 농 원 공공비축미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

면 90.4%의 비율은 실보다 여 히 높은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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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쌀 통계를 다양화해야

○ 한 기존의  주 통계에서 벼, 미 등 다양한 통계를 공표하는 방법에 

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일률 인 백률 용에 따른 통계오차를 최소화하고  생산량 통계와 

함께 벼, 미 등의 생산량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본이나 미국, 국 등 부분의 국가에서는 벼나 미 생산량과 소비량

을 발표하고 있다. 

○ 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사이의 괴리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혼란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교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모델 개발은 기상여건, 품종별 재배면  비   변화 등을 감안하

여 가 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소비량과 재고량 통계의 정확성 제고 

2.1. 가구부문 쌀 소비량 과다추정 

○외식을 하는 경우의  소비량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가구 내에서의 평균 

양곡소비량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소비량을 추정하고 있다. 외식은 주

로 육류와 패스트푸드 등이므로  소비량이 과다추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 한 가구에서 만든 음식  양곡 이외의 식품(고기, 라면, 국수 등)  떡, 

빵 등의 가공식품을 식사(끼니) 용으로 받은 경우도 외식횟수에 포

함되므로  소비량이 과다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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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외식의 경우 한식 비 이 40% 수 으로 가장 높고 피자 등 문

 비 은 10%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외식형태를 감안하면 외

식의  소비량은 가구 내에서의 소비량보다 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재의  소비량 추정량은 실제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  소비량을 조사하기 한 가구부문 표본은 단독가구  외국인가구 등 특

수가구의 제외문제, 농가와 비농가의 표본구성비 문제, 이에 따른 가 치 

용방식 등의 문제 도 제기되고 있다.  

○ 행  소비량 조사 결과에는 사업체부문(제조업체)의 소비량이 반 되지 

않아서  총소비량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 이 있다.  

○곡물도정업체를 상으로 한 사업체부문의 미곡재고량 조사에서는 10월말

을 기 으로 구곡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으로 여겨진다. 

- RPC 등 도정업체 경 자는 조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신곡

매입 등으로 바쁜 시기이며 재고량은 사업상의 문제이므로 정확한 자료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단된다.     

2.2. 외식업체 대상으로 쌀 소비량을 조사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초 

통계량 사용하는 것 검토

○가구부문  소비량 과다추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 외식업체 부문에 

한 양곡소비량 통계생산체계를 독립 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구부문 양곡소비량조사’의 농가와 비농가의 추출틀 결합사용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해 표본구성  가 치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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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농가와 비농가의 표본구성비가 모집단에 비해 크게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해 우선 가 치 용방식에 한 보다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며, 

·장기 으로는 비농가의 조사 상 수를 늘림으로써 표본자체의 구성비

를 실화해야 한다.

○ 한 조사를 하고 있으나 공표하지 않고 있는 제조업체의  소비량 조사결

과를 공식승인 통계화하고 그 결과를  소비량 추정량에 통합해야 한다.

○ 장기 으로는 일본의 산정 방식과 같이  소비량을 추정하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 일본에서는 총공 량에서 재고량을 제외한 것이 가공용을 포함한 총소비

량이 되며, 이를 국민수로 나  것을 국민1인당 소비량으로 간주하고 있

다.

- 총공 량에 향을 미치는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재고량 통계가 신뢰할 

만하다는 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 소비량을 조사하기 한 가구조사와 사업체조사 비용이 감될 수 있다. 

 

○논벼의 수확시기기 앞당겨지고 있는 실을 감안하여 재고량 조사는 9월로 

조정하여 조사의 용이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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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  통계

양곡
연도

생산 소비
재고
(천톤)재배면

(천ha)
단수
(kg/10a)

생산량
(천톤)

1인당소비량
(kg)

식용소비량
(천톤)

총소비량
(천톤)

1980 1,224 453 5,546 132.4 5,057 5,402 1,066

1981 1,220 289 3,530 131.4 5,091 5,366 1,495

1982 1,212 416 5,040 130.0 5,123 5,404 1,423

1983 1,176 438 5,151 129.5 5,172 5,303 1,511

1984 1,220 442 5,388 130.1 5,279 5,675 1,247

1985 1,225 463 5,671 128.1 5,259 5,501 1,428

1986 1,233 456 5,618 127.7 5,308 5,805 1,249 

1987 1,233 454 5,601 126.2 5,247 5,617 1,239 

1988 1,259 436 5,487 122.2 5,129 5,611 1,121 

1989 1,257 481 6,047 121.4 5,145 5,602 1,572 

1990 1,254 470 5,892 119.6 5,127 5,445 2,025 

1991 1,242 451 5,600 116.3 5,032 5,490 2,141 

1992 1,207 446 5,380 112.9 4,930 5,526 1,999 

1993 1,156 461 5,328 110.2 4,855 5,510 1,820 

1994 1,135 418 4,748 108.3 4,814 5,414 1,156 

1995 1,102 459 5,058 106.5 4,777 5,557 659 

1996 1,055 445 4,694 104.9 4,778 5,225 244 

1997 1,049 507 5,322 102.4 4,710 5,070 497 

1998 1,052 518 5,448 99.2 4,606 5,216 806 

1999 1,056 482 5,089 96.9 4,541 5,278 722 

2000 1,059 495 5,238 93.6 4,425 5,114 978 

2001 1,055 497 5,239 88.9 4,209 5,151 1,335 

2002 1,056 516 5,450 87.0 4,145 5,557 1,447 

2003 1,039 471 4,891 83.2 3,987 5,455 1,099 

2004 1,002 441 4,416 82.0 3,952 4,718 850 

2005 984 504 4,960 80.7 3,815 5,210 832 

2006 967 490 4,735 78.8 3,860 5,008 830 

2007 945 493 4,659 76.9 3,789 5,061 695 

2008 942 466 4,388 75.8 3,755 4,675 686 

2009 928 520 4,825 74.0 3,683 4,794 993 

2010 918 534 4,899 72.8 3,670 4,710 1,506 

2011 887 483 4,282 - 3,642 5,170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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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일본 작물 통계 조사 개요

1. 조사의 개요

1.1. 조사의 목적

  작물 통계 조사는 경지  작물의 생산과 련된 실태를 명확히 하고「식료·

농업·농  기본법」(1999년 법률 제106호)에 근거한 식료·농업·농  기본 계획

에 따라 책정된 식료 자 률과 생산 수량 목표 달성을 한 각종 시책의 추진

「주요 식량 수   가격 안정에 한 법률」 (1994년 법률 113호)에 근거한 

수  망 등의 책정,「농업 재해 보상법」(1947년 법률 제185호) 등에 근거한 

공제 사업의 정한 운  등의 농정 자료를 정비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2. 자료의 근거

  작물 통계 조사는「통계법」(2004년 법률 제53호)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기

간 통계 조사이다. 한 특정 작물 통계 조사는「통계법」(2004년 법률 제53

호)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일반 통계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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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사 기관

  조사는 농림수산성 신 방 통계부  지방 통계 조직을 통해 실시하 다.

1.4. 조사의 체계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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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사의 범위

1.5.1. 작부 면  조사

  상 범 는 국이다. 즉 사탕무, 사탕수수, 곤약감자  「골풀」에 해서

는 다음 표에 나타난 「작황조사」와 동일한 범 이다.

1.5.2. 작황 조사

  작물마다 다음과 같다. 즉, 주기 으로 국을 범 로 하는 조사에서 국을 

범 로 하지 않은 해에는 조사한 지역을 주산지로 칭한다.

작 물 범   

수도, 육도, , 2
조 보리, 6조 보리, 
보리  두

국 구역

고구마
국 작부 면 의 거의 8할을 차지하는 상  도도부 (시도읍면) 구
역. 단, 3년마다 국 구역으로 한다.

목 , 미리 수확
한 옥수수  사
탕옥수수(sorgo)

국 작부(재배) 면 의 거의 8할을 차지하는 상  도도부   
국 사료 증산 행동 회의에 의해 사료 증산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도도부 의 구역, 단 3년마다 국 구역으로 한다.

사탕무 홋카이도 구역

사탕수수 카고시마   오키나와  구역

차1)
국 조차 생산량의 거의 8할을 차지하는 상  도도부 , 밭작물 공
제 사업을 실시하는 도도부   농업 생산 통합 책 사업을 실시
하는 도도부  구역. 단 5년마다 국 구역으로 한다.

콩류1)
(팥·강낭콩·땅콩)

국 작부 면 의 거의 8할을 차지하는 상  도도부  구역. 단, 3년
마다 국 구역으로 한다.

메
국 작부 면 의 거의 8할을 차지하는 상  도도부  구역  사업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 )을 실시하는 도도부  구역

곤약 감자1) 토치기   군마  구역으로 한다, 단, 3년마다 국 구역으로 한다.

골풀 후쿠호카   쿠마모토  구역으로 한다.

주: 1)은 2009년산 조사에서 국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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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사 대상

1.6.1. 작부 면  조사

  조사 상 작물의 재배용으로 제공된 체 토지를 상으로 한다.

1.6.2. 작황 조사

가. 수도

  수도가 재배되고 있는 토지를 상으로 한다.

나. 사탕무  사탕수수

  사탕무에 해서는 제당회사  원료사업소를, 사탕수수에 해서는 제당회

사, 제당공장 등을 각각 상으로 한다.

다. 차

  국의 조차 공장을 상으로 한다.

라. 기타 작물

  계 단체  조사 상 작물을 매 목 으로 작부한 농림업 경 체를 상

으로 한다.

1.7. 조사 기일

1.7.1. 작부 면  조사

가. 수도, 차: 7월 15일

나. 콩류: 9월 1일 (홋카이도의 팥  강낭콩, 땅콩에 해서는 7월 1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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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도, 맥류, 메 , 사료  비료 작물, 고구마, 사탕무, 사탕수수, 곤약 감자, 

골풀 수확기

1.7.2. 수도 작물 조사

가. 작황 개황 조사: 서남 온화지역에서의 조기 재배 등의 작황 개황(7월 15일 

재), ※8월 15일 재  벼 수량 확정기

   주: ※은 8월 순 경까지 수확이 거의 종료된 조기재배면  비율이 거의 

3할 이상을 차지하는 토쿠시마 , 코치 , 미야자키   카고시마 과 

함께 이모작  제1기 벼인 오키나와 을 상으로 하고 있다.

나. 상 수확량 조사: 10월 15일

다. 수확량 조사: 수확기

1.7.3. 수도 이외의 작황 조사: 수확기

1.8. 조사 방법의 개요

1.8.1. 작부 면  조사

가. 수도 작부 면

  도도부 별로 지 표본 실측 조사에 의해 실시했다. 단, 지 표본 실측 조

사의 효율이 낮은 원격지, 낙도, 시가지 등에 해서는 방문·추정, 계 기 으

로부터의 정보·자료수집, 항공사진 이용 등을 통해 악하 다.

  지 표본 실측 조사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표본 단  구역」을 직원 

는 조사원이 실측한 표본 조사로서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모집단

- 모집단은 국 농지와 그 주변에 있는 개간 가능한 토지를 국토 기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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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사진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농지 면 을 약 2ha(홋카이도는 약 10ha)

가 되도록 토지를 구역으로 분할한「단 구」( 국은 약 194만 단 구)의 

집합이고, 단 구별로 밭의 배치도와 밭의 면 에 한 데이터를 정비하

고 있다.

- 한, 택지 등으로의 용이나 경작 폐기 등 상의 변화를 반 하도록 매

년 계획 ·지속 으로 단 구 자료의 갱신이나 단 구 재편성 등을 실시

하고 있다.

○계층 분류

- 도도부 을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지역별로 조사 정도의 향상을 

도모하기 해 모집단을

    ① 경지의 부분이 밭이면「밭」계층, 논이면 「논」계층처럼　토지의 

목 에 주목하여 구분하고, 

    ② 다음으로 각각의 계층에 해 밭 정리 상황, 수 율 등에 따른 단 구

의 분류를 실시하며 계층내의 단 구 성격이 균일하도록 계층 분류를 

실시하고 있다.

○표본 배분·추출

- 표본은 도도부 별로 논밭별 농지 면   수도 작부 면 별 소요 표본수

를 산출하여 개층별로 배분을 실시, 계층별로 계통 추출법에 의해 표본 단

구를 추출한다.

○실사

- 추출한 표본 단 구내의 체 필지35에 해 사  장에 정리한 필지별 

면 을 기 으로 조사 상 항목의 면 (논, 밭별 경지 면 , 수도 작부 면

 등)을 추측한다.

35 논두  등으로 구분된 한 구획의 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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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 도도부 내의 지역별로 실시한다. 계층별로 표본 단 구의 장 면  합

계에 한 실사에 의해 구한 표본 단 구의 조사 상 항목별 추정 면 의 

합계 비율을 체 단 구의 장면  합계에 곱하고, 측정 수정율( 장 면

에 한 실측 면  비율을 별도 측정한 결과 등에 근거하여 추정한 것)

을 곱하여 면 을 구해 산출된 면 을 각 계층별로 합하여 체 면 을 

추정한다.

추정면적 표본 대장 면적 합계
표본 현상태 면적 합계

×전체 단위구의 대장 면적 합계×측정 수정율

나. 사탕무  사탕수수 작부(재배) 면

  체 제당회사, 제당공장 등에 조사표를 송부·회수하는 왕복 우편 조사에 따

른다. 사탕수수에 해서는 방문·추정에 의해 보완하고 있다.

다. 기타 작물의 작부(재배) 면

  계 단체에 한 왕복 우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문·추정, 계 기

으로부터의 정보·자료 수집에 의해 보완하고 있다.

1.8.2. 작황 조사

가. 수도 작황 조사

  작황 개황 조사, 상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도 도도부  별로 다음과 

같이 직원의 표본 실측 조사에 의해 실시한다. 단, 원격지, 교통 불편지역 등에 

해서는 방문·추정  정보 수집에 의해 실시한다.

○모집단

- 작부면  조사의 단 구 , 밭이 존재하는 단 구를 모집단으로 한다.

○계층 분류  표본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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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작황 조사에서는 지역 행정상 필요한 수도의 작황을 표시한 구역으

로 도도부 별로 그 구역을 수도의 생산력(지형, 기상, 재배품종 등)에 따

라 분할하고 분할한 구역을 「작황 표시 지 」로 설정하고 있다.

- 그 작황 표시 지 마다 단 구 체를 수량의 고 , 연차 변동, 수량에 

향을 주는 조건 등의 지표에 의해 계층별로 구분하고, 각 도도부 별 표본

수를 계층별 년산 작부 면 에 해당 계층의 10ha당 수량의 표 편차를 

곱한 값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표본필지의 추출

- 계층별로 배분된 표본수의 표본 단 구를 단 구의 장 면 에 비례한 

확률로 추출하는 확률비례추출법(구체 으로는 단 구를 밭면 이 작은 

곳에서부터 순차 으로 나열하고 일정 밭 면  간격마다 단 구를 선택하

는 방법)에 따라 추출하고, 추출한 표본 단 구내의 수도 작부필지로부터 

무작 로 1필지 추출한다.

○표본필지의 실측

- 표본필지의 각선상 3개의 장소를 계통 추출법에 의해 선정하고 조사 장

소로 하여 포기수, 이삭수, 벼수 등의 실측 조사를 실시한다.

   ․작황 개황 조사  상 수확량 조사

실측조사의 결과와 그 후의 기상이 평년과 같은 추이라고 가정하여 추계

한 벼 천그루당 수량을 사용하여 10a당 미 량을 추정한다.

   ․수확량 조사

조사 장소마다 일정 그루 수의 벼를 수확하고 탈곡·건조·매갈이36를 실시

한 후에 주식용으로 공 받은 로서 농산물 규격 규정 3등  이상의 품

를 가지며 입자가 1.70mm 이상이 되도록 미를 선별하여 10a당 미 

량을 결정한다.

36 벼를 매통에 갈아서 왕겨만 벗기고 속겨는 벗기지 않은 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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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a당 수량 추정

- 각 표본필지의 10a당 미 량을 계층별로 평균하여 그 평균치를 계층별 

밭 장면 의 합계를 무게로 가  평균하여 작황 표시 지 의 10a당 

미 량을 추정한다. 이것을 작황 표시 지 별 수도 작부 면 으로 가  

평균하여  평균 10a당 미 량을 추정한다. 

- 여기에 콤바인 손실37  규격별로 재선별을 한 경우의 감소분을 차감하여 

도도부 의 10a당 수량을 추정한다. 이를 고려하여 선정한 표 인 밭

(작황 기 필지)의 실측결과  특이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설치한 피해

조사필지의 실측 결과를 기 으로 방문을 통해 추정한 작황  피해 상황

에 따라 보완한다. 

○수확량  피해량

- 작황 표본필지의 수확 조사 결과로부터 추정한 10a당 수량에 작부 면 을 

곱하여 수확량을 구한다. 피해량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후 손상을 

단하기 쉬운 시기에 조사를 실시한다.

나. 사탕무  사탕수수

  체 제당회사, 제당공장 등에 조사표를 송부·회수하는 왕복 우편 조사를 통

해 실시한다.

다. 차

  국의 차 공장으로부터 무작 로 추출한 표본 차 공장에 한 왕복 우편 조

사로 실시한다. 한, 각 도도부 의 차 생산량 규모별 공장수에 따라 일정 생

산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에 해서는 체 조사한다.

라. 기타 작물

37 콤바인을 사용하여 수확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확 손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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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단체  2005년 농림업 인구조사(census)에 따라 조사 상 작물을 

매 목 으로 작부한 농임업 경 체로부터 무작 로 추출한 경 체에 한 왕

복 우편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방문·정보 수집을 통해 보완한다. 

1.8.3. 기상 자료의 수집

  기상청에서 기온, 일조시간, 강수량 등의 기상 자료를 수집하고 수확량 조사

의 기  자료로 사용한다.

1.9. 조사 정도

가. 작부 면  조사의 지 표본실측조사 시 수도 작부 면 에 련된 표  단

구 수  조사 결과( 국)의 실  정도(표  오차율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표본수 표  오차율(%)

작부면 39,484 0.32

주 : 표  오차율(%)=표  오차의 추정치≒추정치×100

나. 수도 작황 조사의 실측 표본 조사 시 표본필지수  조사 결과( 국)의 실

 정도(표  오차율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표본수 표  오차율(%)

10a당 미 량 10,285 0.15

주 : 표  오차율(%)=표  오차의 추정치≒추정치×100

다. 기타 작물에 해서는 계 단체, 회사, 공장 등에 한 수 조사이며, 조

사 목표 수 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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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조사 대상수

1.10.1. 작부면 조사

○수도 표본 단 구 : 39,484 단 구

구 분

계 단체 등 조사

상수
①

유효회수수
②

유효회수율
③=②/①

육도
단체

43

단체

43

%

100.0

맥류 685 682 99.6

두 664 656 98.8

팥 177 168 94.9

강낭콩 114 112 98.2

땅콩 39 38 97.4

메 304 303 99.7

고구마 173 171 98.8

사료작물 310 308 99.4

차 112 109 97.3

사탕무 31) 31) 100.0

사탕수수 1041) 611) 58.7

곤약 감자 56 55 98.2

「골풀」 4 4 100.0

주: 1)의 단 는(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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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작황 조사

○수도 작황 표본필지 : 10,285필지, 작황 기 필지 : 876필지

구분

계 단체 등 조사 표본 경 체 조사

상
수
①

유효 
회수수
②

유효회
수율
③=②/
①

모집단
경 체수
④

표본수
⑤

추출율
⑥=⑤/
④

유효회
수수
⑦

유효회
수율
⑧=⑦/
⑤

육도 단체
24

단체
24

%
100.0

경 체
7,450

경 체
670

%
9.0

경 체
202

%
30.1

( )보리 642 632 98.4
87,099
94,963

808
649

0.9
1.9

410
251

50.7
38.7

두 677 627 92.6 154,802 5,520 3.6 2,475 44.8

팥 175 168 96.0 60,201 5,955 9.9 1,577 26.5

강낭콩 98 98 100.0 43,352 4,124 9.5 592 14.4

땅콩 37 35 94.6 43,970 2,321 5.3 410 17.7

메 222 216 97.3 24,193 2,119 8.8 906 42.8

고구마 95 92 96.8 98,746 1,660 4.3 853 51.4

사료 
작물 61 59 96.7 83,807 9,783 11.4 4.184 42.8

곤약 
감자 56 55 98.2 9,576 848 8.9 301 35.5

 

구분
모집단 조차 
공장수⑨

표본수⑩
추출율
⑪=⑩/⑨

유효회수수
⑫

유효회수율
⑬=⑫/⑩

차
공장

6,475

공장

1,358

%

21.0

공장

1218

%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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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통계의 표장 범위

  본서에 기재한 통계의 국 농업지역의 구분과 그 범 는 다음 표와 같다. 

한 본서의 년 통계표와 련하여 연차에 따라 그 표장 범 가 상이한 경우

는 그 취지를 각주에 기재했다.

1.11.1. 국 농업 지역

국농업지역명 소속 도도부  명

홋카이도 홋타이도

토후쿠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호쿠리쿠 니가타, 후지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칸토우·히가시야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도쿄, 카나가와, 아마나시, 나가노

토카이 기후, 시즈오카, 아이치, 미에

킨키 시가, 교토, 오사타, 효고, 나라, 와카야마

추코쿠 톳토리, 시마네, 스가야마, 히로시마, 야마구치

시코쿠 토쿠시마, 카가와, 에히메, 코치

큐슈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쿠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카고시마

오키나와 오키나와

1.11.2. 지방 농정국

구분 소속 도도부  명

토후쿠 농정국 가의 토후쿠 소속 도도부 과 같음.

호쿠리쿠 농정국 가의 호쿠리쿠 소속 도도부 과 같음.

칸토우 농정국 니가타, 토치기, 근마, 사이타마, 치마, 도쿄,카나가와, 나가노, 
시즈오카

토카이 농정국 기후, 아이치, 미에

킨키 농정국 가의 킨키 소속 도도부 과 같음.

추코쿠 시코구 농정국 톳토리, 시마네, 스기야마,히로시마, 야마구치, 토쿠시마, 카가와, 
에히메, 코치

큐슈 농정국 가의 큐슈 소속 도도부 과 같음.

주: 토후쿠 농정국, 호쿠리쿠 농정국, 킨키 농정국, 큐슈 농정국의 결과에 해서는 해당 

농업 지역의 결과와 같기 때문에 통계 표장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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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기

2.1. 작부면적조사

∙작부면

수도,  등은 씨뿌리기 는 모내기 후 개 1년 이내에 수확되고 여러 해에 

걸쳐 수확을 할 수 없는 비 년생 작물을 생육하고 있는 면 을 말한다. 밭

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을 추정 작부면 으로 계상한다.

∙재배면

  과수 차 등 1번 씨뿌리기 는 옮겨 심은 후 몇 년 내에 걸쳐 수확을 할 수 

있는 년생 작물을 생육하고 있는 면 을 말한다. 밭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

는 경우는 그 이용부분을 추정 재배면 으로 계상한다.

∙ 채면

차 재배면   채한 실면 이다.

∙수확면

  곤약 감자에 있어서는 재배면   종자(씨감자)로서 내년에 옮겨 심을 목

으로 수확된 면 을 제외한 면 을 말한다. 사탕수수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산 

경작 형태(여름 심기,  심기, 나무심기)의 합계 면   실제 수확된 면

을 말한다. 

2.2. 작황 조사

∙연산구분  

  수확량의 연산구분은 원칙 으로 수확한 해(통상 수확 성수기에 속하는 해)

이고, 한해를 가지고 나타낸다. 따라서 작업, 매 등의 경우에 따라 수확이 

익년으로 이월된 경우도 익년산으로 하지 않고 그해 생산분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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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량

수확·수납(수확 후, 보존 는 매할 수 있는 상태로서 수납 창고 등에 보

하는 것)된 일정 기 (품질·규격) 이상의 것의 양을 말한다. 한, 수확 의 

추정량을 상 수확량이라고 한다.

∙10a당 수량

  실제로 수확된 10a당 수확량을 말한다(농가가 수확을 폐기한 경우는 제외).

∙10a당 평년 수량

  작물의 재배를 개시하기 이 에 그 해의 기상 추이와 피해 발생 상태 등을 평년 

수 으로 보지 않고 최근 재배 기술의 진척 정도와 작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실수량 추세를 기 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해에 상되는 10a당 수량을 말한다.

∙10a당 평균 수량 

  최근 7년  최고  최 를 제외한 5년간의 평균치를 말한다.

∙10a당 평균 수량 비

  10a당 평균 수량에 한 10a당 수량 비율이다.

∙작황 지수

  작황의 불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고 10a당 평년 수량에 한 10a당 수량

( 는 상 수량)의 비율이다.

∙자실용

  주로 식용으로 하는 것(자실생산)을 목 으로 하는 것으로 시료, 비료용, 덮

개용 등을 제외한 것이다.

∙미리 수확

  자실 생산 이 에 미리 수확하는 것으로 사료, 비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다. 한, 미리 수확에는 벼 발효 장 사료(Whole Crop Silage), 짚 용 벼 

등을 포함한다.

∙사료용

  미리 수확용  가축에 공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비료용

  미리 수확용  농산물 생산을 해 비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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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종자

  식용을 목 으로 미성숙(완숙기 이 )으로 수확하는 것(풋콩, 강낭콩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한, 땅콩은 껍질이 있는 것이다.

2.3. 수육도

∙작황 표시 지   

지역 행정상 필요한 수도의 작황을 표시하는 구역으로 도도부 을 수도 생

산력(지형, 기후, 재배품종 등)에 따라 분할한 것이다.

∙이삭 수의 많고 음

  1㎡당 체 이삭 수가 평년과 비교하여 많은지 은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많음, 조  많음, 평년수 , 조  음, 음’의 5단계로 표시하고 있다.

∙1이삭당 벼수의 많고 음

  1이삭에 붙어있는 체 벼의 평균수가 평년에 비해 많은지 은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많음, 조  많음, 평년수 , 조  음, 음’의 5단계로 표시하고 있다.

∙ 체 벼수의 많고 음

  1㎡당 체 벼수가 평년과 비교하여 많은지 은지를 표시하는 것이고, 많

음, 조  많음, 평년수 , 조  음, 음의 5단계로 표시하고 있다.

∙숙성 불량

  숙성(개화, 수정에서 성숙기까지 벼의 비 , 충실)이 평년과 비교하여 좋은지 

나쁜지를 나타내고 있고, ‘좋음, 조  좋음, 평년수 , 조  나쁨, 나쁨’의 5단

계로 표시하고 있다.

∙수도의 이모작 재배

  같은 밭에서 연간 2회 작부하는 재배 방법을 말하고 제1회 작부를 제1기도(1

기작), 제2회 작부를 제2기도(2기작)라고 한다. 수도의 작부 면 , 수확량은 

제1기도와 제2기도의 합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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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탕수수

∙  심기

  (2009년산의 경우) 2009년 2~4월에 심어서 2009년 12월~2010년 4월에 수확한 것.

∙여름 심기 

  (2009년산의 경우) 2008년 7~9월에 심어서 2009년 12월~2010년 4월에 수확한 것.

∙나무 심기 

  (2009년산의 경우) 작년 수확한 나무에서 발아시켜 2009년 12월~2010년 4월

에 수확한 것. 

2.5. 차

∙다기 구분

  다기는 각 지방에 따라 다르고 게다가 그 해의 작황이나 피해, 타 농작물 등

의 계에 있어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각 다

기의 구분은 통상 그 지역의 습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  

다기 구분은 다음 기일에 따른 구분을 기 으로 하 다.

  한, 3월 10일 이후라도 정원의 목 을 겸하여 채하여 차로 가공한 것은 

동차에 포함한다.

다기명 구분 다기명 구분

1번 차

2번 차

3번 차

4번 차

3월 10일～ 5월 31일

6월  1일～ 7월 31일

8월  1일～ 9월 10일

9월 11일～10월 20일

  동춘추 차

  동춘 차

  추동 차

1월 1일～3월 9일

10월 21일～12월 31일

2.6. 「골풀」

∙「골풀」생산농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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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풀」을 생산하는 체 농가수를 말한다.

∙ 돗자리 생산농가수

  「골풀」의 생산에서 돗자리 생산까지 일 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가의 수를 

말한다.

∙돗자리 생산량

  돗자리의 생산 매수를 말한다. 한 2009년산의 돗자리 생산량은 2008년 7

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생산된 것이다.

2.7. 피해

∙손상  

  기상 , 생산  원인 등 어떤 요인의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작물체의 이상 

상태를 말한다.

∙피해

  밭에서 재배를 개시하면서부터 납입할 때까지의 기간에 기상 ‧생산  기타 

이상 환경 등에 의해 농작물에 손상이 발생하여 기  수량보다 감소한 상태

를 말한다.

∙기  수량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경우에 얻을 수 

있다고 망되는 수량을 말한다.

∙ 피해면

  농작물에 손상이 발생하여 기  수량보다 감수한 면 으로 총수의 피해면

은 종류별 손해면 을 합계한 연장면 을 말한다.

∙피해면 율

  피해면 의 작부면 에 한 비율(백분율)을 말한다.

∙피해량

  농작물에 손상이 생겨 기  수량보다 감수한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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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율

  피해량의 평년수량(그 작물의 작부면 ×10a당 평년수량)에 한 비율(백분

율)을 말한다. 한 맥류에 해서는 피해량의 평균수량(작부면 ×10a당 평

균수량)에 한 비율(백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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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일본  소비량

○일본의  소비량 조사는 식품수 표에 의한 국민1인당 공 량, 총무성 통

계국의 가계조사에 기 한 가구당  소비량 자료가 있으나 공식 으로 어

떠한 자료를 사용하는지 명확한 입장이 없다.

○식품수 표에 의한 소비량(한국에서 국민1인당  소비량이라고 인용하는 수치)

- 이는 조사에 의하지 않고 (국내 생산량+수입량-수출량-재고증감량)으로 

산출된 국민 총소비량을 인구수로 나  수치이다.

- 일본의  소비량은 아래 그림과 같은 소비량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 소비량은 정미 기 이며 주식용과 가공용(된장 등 가정 내 소비량)을 포함

한 수치이다.

- 이 수치의 정확한 해석은 소비량이라기보다는 국민 1인당 공 량 개념이

지만 소비량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 소비량은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것과 외식소비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국민1인당 공 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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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통계국은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가구당  구입량을 조사, 이를 가구

당 소비량으로 간주하고 있다(구입량을 모두 소비한다는 가정). 

- 농림수산통계 자료의 「 의 1가구당 소비량」은 재 총무성 통계국 

「가계조사 연보」에서 공표하고 있다. 이 통계는 인구 5만 명 이상 도시

의 가구원 두 사람 이상 세 의 1가구당  구입량 수치를 나타낸다. 

○조사 방식

- 샘  세 에 매월 가계부를 제출하게 하고, 그 안에 일부 품목에 해서는 

구입 수량도 써서 제출하게 한다. 2002년부터는 조사 방법이 복잡해져 식

료의 구입 수량은 조사 시작의 1개월째만을 조사한다. 샘  세 는 반년

마다  샘 수의 6분의 1씩 교 하므로 식료의 구입 수량은 매월  샘

수의 6분의 1세 만 조사한다. 

○추계 방법

- 에 한 추계 방법은 6분의 1세 가  구입에 지출한 액과 을 구입

한 수량을 가지고 단 당 평균 단가를 도출한다(6분의 1세 만이 가계부

에 의 구입 수량을 기입). 그 다음에 모든 세 (6분의 6세 )의  지출

액을 산출한다. 지출 액은 매월 모든 세 에게 질문하고 있으므로, 제

출된 가계부에서 산출한다. 세 의  지출 액을 6분의 1세 에서 산

출한 평균 구입 단가로 나 고, 세 (6분의 6세 )의 의 평균 구입 수

량을 산출한다.  

○  구입량 악

- 총무성 통계국은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표본세 를 무작  추출하고, 

상 세 에 가계부를 쓰게 하고 있으며, 이를 집계하여 모집단 가계의  

구입량을 악하고 있다.

○  소비량 악

- 「 의 1가구당 소비량」은 원래 농림수산성의 「  소비 동향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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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조사하 으나 국 8,340가구(소비 세  6,650가구, 생산 세  1,690

가구)를 상으로 1인 1개월당 소비량을 추계한다. 통계 업무의 감량·효율

화 목 으로 2008년부터 총무성에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 가구당  구입량을 소비량으로 간주하는 것도 무리이지만, 이 수치는 늘

어나는 외식소비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량으로 간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세 당  소비량>

단 : kg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88.2 83.8 85.0 86.7 85.0

자료: 일본 농림수산통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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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양곡소비량조사 통계품질 진단결과

□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문제 들의 통계품질차원별 체계화

○여기서는 그동안 양곡소비량 통계와 련하여 제기된 주요 문제 들을 통계

품질차원별 진단 차38를 기반으로 조사결과의 제공과정, 통계조사의 정확

성, 조사 목표의 달성여부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정리하 다.

- 체로 통계조사의 련성, 비교성, 일 성 등의 통계품질차원들을 심으

로한 조사 목표의 달성여부는 주로 생산된 통계가 통계의 포 범 와 개

념, 내용 등의 측면에서 이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정도의 문제와 련된다. 

- 통계조사의 정확성은 제공된 통계자료가 설정된 조사 상의 특성을 통계

학 으로 잘 반 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목표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이 히 추출되었느냐의 표본오차의 문제와 조사 기획에서부터 표본조

사데이터 분석결과의 공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처리 오차 등

의 비표본오차의 문제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 조사결과의 제공차원은 시의성, 정시성, 근성, 명확성 등의 통계품질차

원들과 련되며, 체로 생산된 통계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과정에 

한 평가와 련된다. 특히 명확성은 통계에 한 설명자료가 충분히 제

공되고 있는가와 련되어, 양곡소비량 통계에 한 평가 가능 범 를 규

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다.

38 통계청은 정기 으로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련성(relevance), 정확

성(accuracy), 시의성(timeliness)  정시성(punctuality), 비교성(comparability), 일

성(coherence), 근성(accessibility)과 명확성(clarity) 등의 차원별로 이루어진다(통계

청,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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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소비량 통계에 해서 그동안 산발 이기는 하나 다양한 문제 들이 제

기되고 있다. 다양한 평가들을 체계 으로 정리하고, 문헌  근거로서의 참

고문헌을 제공하기 해, 통계청의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를 사용하 다. 

즉,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별로 “양곡소비량조사 2010년 정기통계품질진

단” (통계청, 2010d)에 나타난 양곡소비량 조사에 한 평가를 요약하여 정

리하 다. 

- 아울러 마지막에는 본문에 언 하지 않은 미곡재고량조사에 하여 포

성, 근성,  조사 방식에 한 련 사항들을 요약·제시하 다.

□ 조사 목  달성여부에 한 평가와 검토: 련성, 비교성, 일 성

○먼  련성, 비교성, 일 성39 등의 통계품질차원에서의 양곡소비량 조사에 

한 평가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련성의 측면에서 양곡소비량 조사 목 에 주어진 양곡수 계획, 식

량생산목표설정 등의 정책수립에 직  사용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

는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 되었다. 

- “1인당 공 량과 소비량이 비슷하지 않아 신뢰성이 낮고, 외식부분과 가

공부분이 정확히 반 되지 않아서 통계에 한 신뢰성과 유용성이 낮다.”

- “양곡소비량의 재 조사방법은 가구에서 소비하는 양곡만을 조사하고, 

외식의 경우에도 집에서와 동일한 식품을 먹는 것으로 가정하여 조사하므

로 주식인 은 약간은 과  추정되지만 가루는 과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식생활의 변화로  소비의 핵심주체가 가구에서 외식부분이나 사업체부

분으로 변화되었으나 이를 반 한 조사방법이나 통계작성체계는 수립되

39 련성은 통계의 포 범 와 개념, 내용 등이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정도를, 비

교성은 특정 통계에 하여 시간   공간 으로 비교가 가능한 정도를, 일 성은 

동일한 상에 해 작성된 다른 통계자료와의 유사 는 근 한 정도를 말한다(통

계청, 2009b).



82

지 않아서 가구당 는 1인당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한 신뢰도가 매

우 낮으므로 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 통계명칭은 양곡소비량 조사이나 실제 조사된 내용은 가구에서 소비하는 

양곡소비량이다. 따라서 양곡소비량 조사 에서 가구소비만을 조사하므

로 양곡소비량의 체 인 악이 미흡하다. 

○공표되는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가 가구부문의 소비량 통계에 국한됨에 따라 

비교성과 일 성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 되었다.

- 비교성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의 양곡소비량 조사 방식과의 상이성이 지

되었다. 즉, 가구당 양곡소비량을 발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식생활 양

식이 유사한 일본과 만 등이지만, 통계생산방법이 상이하므로 추정치의 

인 크기 비교는 어렵다. 특히 일본이나 만에서는 1인당 소비량을 

생산량과 유통량을 연계하여 총량 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들과 직 인 

비교를 해서는 동일한 생산방법을 용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

하다. 재로서는 1인당 소비량의 변화추세에 한 비교 정도가 가능하다.

- 일 성 측면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의 1인당 공 량에 기 한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와의 상이성이 지 되었다. 2009 양곡년도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에 따르면 은 1.5kg으로 년 비 0.1kg 늘었다. 그러나 농

림수산식품부의 비공식 통계에서는 1인당 연간 가루 소비량은 2008년

에 33kg, 2007년에 33.7kg을 사용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내 가

루 소비량은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친 공 량을 인구수로 나 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양곡수 계획 등의 양곡소비량 조사의 작성목 을 달성하기 해서

는 통계품질차원상의 련성, 비교성, 일 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문제는 주로 식용, 가공, 외식 등을 포 하는 양곡소비량 조사의 포 성 문

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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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의 정확성에 한 평가와 검토: 표본  비표본 오차문제

○다음으로 통계조사의 정확성40과 련하여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별로 요약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양곡소비량 조사와 련되어 제기된 문제들은 주로 통계의 정확성과 

련된 표본오차의 문제들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조사 상가구 에 체가구의 20% 정도인 단독가구는 양곡소비량 조사

에서 제외되었다. 때문에 단독가구의 특성이 반 될 수 없으며 1인당 양

곡소비량 조사 결과에서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매년 농가수가 감소함에 따라 농가와 비농가의 구성비에서 모집단과 표본

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표본설계가 필요하며, 이

를 반 한 가 치의 산출방법이 설명되어야 한다.

- 농가와 비농가 추출틀이 상이함을 고려한 모수추정 연구가 필요하다. 특

히 가 치 계산과 표본오차의 계산에 한 종합 이고 체계 인 검토가 

필요하다.

○조사 기획에서부터 표본조사자료 분석결과의 공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처리 오차 등의 비표본오차의 문제에서도 몇 가지 문제 들이 지

되었다.

- 혼합곡의 매 비 이 높아지고 있는데, 혼합곡의 구성비를 정확하게 할 

수 없으므로 조사 품목들의 소비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 양곡소비량 조사는 농가경제조사와 가계동향조사에 부가해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별도의 답례품을 지 하고 있지 않다. 양곡소

비량 조사의 요도에 한 인식을 제고하고 응답표본가구의 동기부여 차

40 정확성은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와 련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을 얼

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개념화한 것이다. 체로 표본오차는 표본설계  

추정방법 등과 비표본오차는 측정오차  처리오차 등과 련된다. 한편 정확성문제

의 다른 차원으로 잠정치와 확정치간의 차이의 문제가 있다(통계청, 2009b).



84

원에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곡소비량 통계조사의 정확성과 련하여 주요한 과제는 표본추출

틀에서의 단독가구의 미포함문제, 표본에서의 농가와 비농가간의 구성비조

정문제, 농가와 비농가에 한 상이한 추출틀의 결합사용문제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 비표본오차상의 문제들은 체 으로 양곡소비량 조사가 1998년 통계청

으로 이 된 이후 차 으로 통계작성기반이 안정화됨에 따라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컨  숙련된 문면 원에 의한 자료수집과 응답가구

와 조사원간의 친숙도가 높아집에 따라 비표본오차의 리가 차 개선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 비표본오차상의 과제로 남아있는 문

제들도 기술 인 측면에서 향후 개선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41

□ 조사 결과의 제공과정에 한 평가와 검토: 시의성, 정시성, 근성, 명확성

○마지막으로 시의성, 정시성, 근성, 명확성42 등의 통계품질차원별로 양곡

소비량 조사에 한 평가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곡소비량 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과정은 시의

성  정시성 차원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1 단, 표본가구(원)가 용도별(주·부식, 장류용, 떡·과자용, 기타)로 양곡소비량을 기입하

는 데에 따르는 근본 인 측정의 어려움은 여 히 남아 있다. 특히 혼합곡의 구성비

에 따라 곡류별로 정확한 소비량을 측정하기 해서는 혼합곡 포장지에 곡류별 구성

비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화를 통한 근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 측정도구

와 련하여 재고량 측정의 정확성에 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42 시의성은 이용자들이 통계자료를 얻게 되는 시 과 통계가 설명하고자 하는 상이 

발생한 시 간의 일치성, 정시성은 공표 정시정과 실제공표일 간의 일치성과 련

된 개념이다. 반면 근성은 이용자가 얼마나 용이하게 통계자료에 근할 수 있는

가를, 명확성은 통계작성과정  유의사항 등 설명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를 개념화한 것이다(통계청,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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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소비량 조사는 햅 의 생산을 기 으로 양곡년도를 년도 11월 1일 

부터 해당년도 10월 31일까지로 정의하여 조사기간을 정하 으며, 조사 

결과를 연 (1월말~2월 )에 발표하여 양곡수 계획이나 식량생산목표설

정에 한 정책수립을 한 시의성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43 

-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가계부에 기입된 내용을 통계자료처리 산시스

템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공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자료의 공표 차를 제 로 수하고 있으므로 정시성은 양호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양곡소비량 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에 한 근성  명확성 차원에

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근성 측면에서는 조사 결

과에 한 미공표 항목들에 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명확성의 측면에서

도 집계방법과 가 치  모수추정에 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필

요하다는 지 이다.

- 조사된 항목 에서 공표되지 않는 항목에 해서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

야 한다. 만일 정도가 낮아서 공표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히 표기하

여 발표하고 이용자에게 이용시 유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방법도 고려

해야 한다.

- 가구당 양곡소비량의 표본오차는 6개 품목별(농가와 비농가 구분)로 제시

하 으나, 다른 추정치 ( : 품목별*용도별 는 16개 시도별)에서는 표본

오차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용자를 해서 표본오차 는 상 표본오차를 

추정치와 함께 공표해야 할 것이며 6개 품목에 해서도 추정치와 표본오

차를 함께 표기해야 이용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의 제공과정에 한 주요 과제는 미공표 통계

43 통계청(2010c)은 “조사품목 에서 보리 과 서류는 햇생산품이 출하되는 시기와 양

곡년도의 정의기 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조사 품목 에서 미곡이 가장 

요한 품목이므로 감수해야 할 사안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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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한 근성과 공표된 통계에 한 설명내용의 명확성 등의 문

제로 요약할 수 있다.44

44 단, 양곡생산이 1년을 주기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재고량 조정 등의 

양곡수 계획에 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서는 공표를 보다 자주하는 등의 시의성 

차원의 개선여지는 남아있다. 재는 1인당 양곡소비량에 한 월별 통계정보가 매

년 한번씩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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