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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정부는 농식품 수출을 농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해 수출 증

를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수출업

체 수출 련 기 들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농식품 수출액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 이고 견실한 수출성장

을 이루기 해서는 수출구조와 수출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이를

해 개선해야 될 사항들도 많다.단기 인 수출증 성과뿐만 아니라 장

기 인 차원에서 농식품 수출구조를 개선하기 해서는 농식품 지원정책

개선방향이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식품 수출을 증 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연구내용은 크게 수출 향요인 성과 분석,

수출물량 공 기반 분석,수출지원제도에 한 수출업체와 수출 문가의

의식 조사,한· ·일 수출지원제도 비교 분석으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분석의 기 자료를 제공한 농수산물유통공

사(aT),농식품부 계자,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수출업체와 수출 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이 보고서가 농식품 수출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기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

한다.

2011.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iii

요 약

이 연구는 농식품 수출을 증 하면서 수출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해 수행하 다.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연구내용은 크게 농식품 수출지원동향 분석,수출 향요인 성과 분

석,수출물량 공 기반 분석,수출지원제도에 한 수출업체와 수출 문가

의 의식 조사,한· ·일 수출지원제도 비교 분석으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수출증 향요인에 한 분석 결과 수출물류비는 성 하게 축소하거

나 폐지할 필요는 없으며,수출물류비 지원을 단계 으로 개선하는 략이

바람직하다.수출물류비 지원성과가 낮은 품목은 물류비 지원을 단계 으

로 축소하거나 철폐하고 수출기반 분야로 지원을 환할 필요가 있다.수

출 타깃 지역은 근거리 국가들을 우선 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 이며,

해외마 지원사업과 수출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지속 으로 확 할 필요

가 있다.신규 수출상품,신규 수출시장 진출 시에는 교민규모가 큰 시장을

우선 으로 공략하는 것이 효과 이며,한류효과가 나타나는 품목 심으

로 시식행사, 매 진행사 등 홍보 마 행사를 정기 ,지속 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류확산과 농식품 수출증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농식품 수출지원정책성과의 지표는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수출업체 수

용성,농업인 수용성 네 가지로 설정하여 수출업체와 수출 문가에 한

의식조사를 수행하 다.수출업체와 수출 문가들의 의식을 종합 으로 고

려하면 가장 요하게 고려해야 할 수출지원 정책 지표는 수출지원정책의

효과성,즉 농식품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이며,다음으로 농업인 수용가능

성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의 정책지표별

요도는 수출목표 달성을 최우선 으로 고려하고,다음으로 농업인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지원정책에서 수출업체들의 의견을 고려할 경우 농식품 수출활동

단계별로 가장 요하게 고려해야 할 분야는 ‘수출 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와 ‘수출 상품의 선별·상품화 리’부문이다.수출 문가들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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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경우 농식품 수출지원사업들 에서 ‘해외마 지원사업’과 ‘수

출성장동력 확충사업’을 가장 요하게,세부지원사업 에서는 해외 홍

보·마 지원,해외 행사지원,국제박람회참가지원사업을 요하게

추진해야 한다.종합 으로 국외에서는 해외시장 마 활동을 지속 으

로 수행하면서 국내산 농식품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는 한편,국내에서

는 ‘수출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와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기

반을 강화함으로써 연계성을 높이는 략이 바람직하다.

국내 수출지원제도의 개선을 해 주변국 비 국내 수출지원제도의 약

분야는 개선하고 우 에 있는 분야는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한

국의 수출지원제도가 주변국인 국과 일본에 비해 약한 분야는 검역·통

분야,수출농식품 랜드 분야이므로 이 분야의 개선을 한 정책 노력을

더 투입해야 할 것이다.한편,수출지원이 주변국과 비슷한 수 인 분야는

장·수송·물류 분야,해외마 분야,수출 융 분야,음식·식재료 해외

수요 확 분야,수출조직 분야이며,주변국보다 강한 분야는 수출물량 확

보,품질·안 성 향상,무역정보 서비스,기술개발(R&D)분야이다.

본 연구결과는 수출지원정책 제도개선 방향의 기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연구결과를 실질 으로 정책에 도입할 경우에는 보다

구체 인 의사결정과 제도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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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forImprovingExportPromotionPrograms

This is the second-year report of a two-year collaborative research entitled 

‘A Study on Agricultural Export Promotion Strategies’, which is led by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some effective agricultural export 

promotion strategies.

Various factors that affect Korean agricultural export have been an-

alyzed with a gravity model and the study found that GDP of the importing 

country and spacial distance from Korea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export 

amount. Also, government expenditure for export marketing increases agri-

cultural exports.

In this study, emerging export market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growth-potential neighbor market, growth-potential long distance 

market, uncommon culture market, and fast-growing neighbor market. After 

selecting export-promising products for each type of market, this study es-

tablished export marketing strategies through conjoint analysis and market 

share simulations. Also, this study provided export pricing strategies for 

each market using the price sensitivity measurement (PSM) method.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d some measures to expand ag-

ricultural export markets. 

First, organization and collectivization are needed to overcome the 

limits of small-scale structure of Korean agriculture. Flexible and various 

rather than uniform policies should be applied to this process since the en-

vironment and conditions are very different depending on farms, products, 

and locations.

Second, restructuring of the agricultural export industry should be 

enforced by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themselves in order to expand 

export markets. Since the scale of exporting companies is too small to 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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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n in the market, they can't establish strong brand power of Korean agri-

cultural products in overseas markets. Through the entry into and exit from 

the market according its principles, they need to merge into large and spe-

cialized enterprises. 

Finally, government export promotion support should be indirect 

and long-lasting rather than direct and one-time exhausting ones. For exam-

ple, the current expenditure for export logistics would be better spent for 

construction of export infrastructure such as cold chain, processing facili-

ties, and common warehouse. Support for overseas marketing and buyer in-

vitation costs can also be considered as export infrastructure expenditure 

which could lead to self-sustainability of exporting farms and companies.  

Researchers: Kyungphil Kim, Hanphil Moon, Junghee Han

E-mail: kkphil@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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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의 필요성

정부는 농식품 수출을 농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해 수출 증

를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정부의 지원사업은 크게 수출

기반 조성,수출 유망품목 육성,수출지원체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수출업체,수출 련 기 들의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에 농식품 수출액은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2009년 수출액은

년 비 7%증가하 고 2010년에도 년 비 22.3%로 크게 증가하 으며,

2011년 수출 목표 58억 달러와 2012년 100억 달러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

도 높아지고 있다.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화훼,넙치,굴,딸기,가 육,

통주 등이며,김과 음료의 수출액은 최 로 1억 달러를 과하 다.수

출 국가들 에서 국과 아세안 국가에 한 수출증가율이 높고,일본,

만,EU등 부분의 나라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1

한편,농식품 수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성장 이면에 있는

수출구조와 수출기반 구축에 있어서 지속 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야 될 사항들도 많다.특히,정부 보조지원액에 의존하는 가격경쟁력 제고

구조와 덤핑 수출 출 경쟁으로 인한 수출액 증가 구조로 인해 수출

1국가별 년 비 2010년 수출증가율이 높은 국가들은 국(39.3%),ASEAN

(38.1%), 만(36.4%)며,EU(28.4%),홍콩(24.2%),일본(19.1%),미국(11.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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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어들거나 가격경쟁력 여건이 약화될 경우 수출액이 속히 감소

할 가능성도 높다. 한 장기 으로 DDA등 국제 약에 의해 직 지원

액이 감축(혹은 폐지)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미리 응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 수출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농식품 수출구조를 개선하기 해서는 농식품 지원

제도의 개선방향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농식품 수출을 증 시

킬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기 해서는 수출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2.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농식품 수출 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출지

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3.선행연구 검토

3.1. 수출지원 도  연구

한국의 수출지원제도에 련된 연구로 농림수산식품부(2011.2)는 2011

년 농식품 수출확 정책의 추진과제를 선진국형 수출 인 라 조성,

로벌 경쟁력 확충, 략 시장개척 지원으로 분하고 과제별 세부과

제를 제시하 다.선진국형 수출인 라 조성을 한 세부과제에는 수출선

도조직 육성 확 ,수출정보 제공기능 강화,수출지향형 안 리 검역

지원,수출 물류지원체계 개편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로벌 경쟁력 확충

부문에는 수출 략 품목 육성 집 지원,고품질 이미지 구축 지원,수



서 론 3

출 의회 구축 지원이 포함되며, 략 인 시장개척에는 선택과 집 을 통

한 마 효과 극 화,국내외 수출 유 기 과의 연계 강화,수출지원 종

합정보시스템 구축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김경필 외(2010.10)는 수출농산물의 공 기반 실태를 악하기 해 원

문단지 조사 원자료(5개년도)와 수출선도조직 운 평가자료(2개년도)

를 분석하 다.원 문단지의 수출기능을 강화하기 해서 수출교육과

회의 강화,품질 리매뉴얼의 활용도가 제고되어야 하고,수출선도조직의

운 을 강화하기 해서는 수출업체가 심이 된 품종개발과 물류시설 확

보로 강력한 계열화 수단 확보가 필요하며,수출물류체계를 개선하기 해

서는 수출 농식품의 신선도 품질을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하기 한 수

확후 리 장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김성훈 외(2009.11)는 농축산물 수출제고에 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물

류비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농축산물 매 진사업 황과 문제 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결론 으로 농축산물 매 진사업 제도개선의 기

본방향은 수출물류비 지원의 단계 철폐 수출인 라 구축 강화, 앙

정부와 지자체의 수출지원제도 통합 효율성 제고,개별지원 체계에서

표조직 지원으로 지원시스템을 진 으로 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

다.하지만,수출물류비 지원성과의 다 회귀모형 분석,지원 액의 상한

하한 범 나 차등 지원방안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김병률 외(2005.12)는 수출 농산물의 국내 생산자 조직인 수출단지와 수

출업체의 운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 을 악하여 농산물 수출확 를

한 해결과제들과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주요 연구내용은 수출단지를 개

선하기 해 생산농가 단지 규모화 유도,수출단지 생산시설 내부장

치에 한 개보수 지원,수출 문단지의 수출용 농산물 계약재배 확 ,수

출단지 생산물의 문화 유도,수출단지의 APC설치 확 와 공동 선별,규

격선별 수 상향을 제안했다.수출지원에 해서는 수출물류비,생산시설,

운 자 등 핵심 지원내용에 해 제시하 고,수출업체 개선방향으로 농

무역은 민간수출업체 등과 과당경쟁을 지양하고,단 조합 수출업체는

수출업체와 계약에 의한 계열화 체제를 구축하고 농법인 수출업체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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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공 계약에 의한 계열화된 직수출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한 지자체 투자 수출업체는 지역 농산물에 한 해외마 지원,홍보

강화에 집 하고 지역 농산물 수출업체에 한 지원에 집 해야 한다고 주

장하 다.

형진(2011.2)은 국 농수산물 수출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

한 비 세장벽은 생검사 검역제도,수입제한,통 차가 표 이

라고 지 하고, 국 수출확 를 해 제도 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2

타깃마 (targetmarketing)과 니치마 (nichemarketing)으로의 환 이

라고 주장했다. 국 내 유통망 확보를 해 정부의 수출지원자 을 농식품

유통기업을 상으로 한 신규유통망 개척비용 규모 유통망 입 비용

을 융자 보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규모화된 문 수

출경 체 육성은 ‘생산자(조직)+수출기업’유형의 농식품 수출선도조직의

계약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해 ‘생산자(조직)+생산기지+수출기업’유형

의 경 체 육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출업체의 세성으로 인한

정보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국 수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정부의 법규 제정 개정 황을 수시로 악하여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비 세장벽을 해소하기 한 생검역조치(SPS;Sanitary

andPhytosanitaryMeasures),무역상 기술장벽(TBT;TechnicalBarriesto

Trade) 원회 등 정부 간 상채 을 최 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환(2009)은 농식품 수출증 를 농가경제 문제 해결의 요한 략

으로 오인하여 농정의 요 목표로 추진하기보다 시장의 경쟁과 선택을 통

해 수출이 결정되도록 하고,자 률을 높이는 데 집착하기보다 종합 인

식량안보체계를 정비하는 데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통해

농축산품 수출증 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이원기 외(2011.2)는 세계 10 수출 강국의 농식품 수출비 은 평균

10.2%로 국가 체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기 때문에 재 1.2%로 낮은 한

국의 농식품 수출비 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 하고 농식품

2농수산물유통공사의 국 농산물 수출활성화 방안(2008)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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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성공사례와 수출확 략을 제시하 다.농식품 수출성공사례의 주요

요인은 화훼류에서 신품종·신기술 개발,참여농가의 재배컨설 ,선진기술

교육이며 개선사항으로 수출시장 편 과 수입품종 로열티 문제 해결을 지

하 다.버섯류의 해결과제는 버섯배지 원료의 체재 개발과 배지원료

의 안 성 기 마련,외국품종에 한 로열티 지불 책 마련이 필요하다.

딸기는 로열티 문제가 두되었지만 국산품종 개발보 으로 수출증가에

기여하 고 지속 인 수출확 를 해서는 단 면 당 생산량 증 와 품

질향상을 한 고설재배 보 ,품종개량 신품종 개발,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인삼은 승열작용에 한 오해를 해소하는 세

미나를 지속 으로 개최하여 오해를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화로 수출실

이 증가하 다.국내 수출업체의 83%가 수출실 이 1백만 달러 이하로 구

조 으로 세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경쟁력 있는 략품목을 지원하여

입 성공률을 확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 다.수출확 를 한 과제

로는 1)R&D를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수출이 필요하며,이를

해 기술개발기 과의 력체계 구축 2)수출가능성 높은 품목과 시장 선

택,집 생산,R&D,교육 등의 체계 지원 3)개별업체 지원보다 수출선

도조직,수출 의회,클러스터 등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 확 4)공 자(정부) 주의 지원방식을 고객(수출기업,농가)에 맞

춘 탄력 인 맞춤형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환이 필요하고 5)생산에 한

지원은 지자체에서,수출 부문은 aT에서 담당하여 문화 분업화를 통

한 시 지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최정섭 외(1992.12)는 농산물 수출지원에 한 연구를 통해 수출지원의

의의와 필요성,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 황을 정리하 다.박 희

(2009)는 수출물류지원사업이 농산물 수출에 미친 향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수출물류비 지원이 농산물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박 희 외(2010)는 농산물 수출을 통한 수출농업 활성화를 해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농수산물수출보험에 한 인수액

이 증가할수록 농수산물의 수출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조성제(2010)는 수출농업 활성화를 한 실 문제 을 진단하고,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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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황분석을 통해 실 문제 을 수정보완하기 한 수출시장

략과 품목 략 그리고 지원 략을 심으로 우리나라 수출농업활성화를

한 농식품 수출 발 방향을 제시하 다.

최병옥(2010.6)은 토마토 수출확 방안을 제시하기 해 토마토 취 산

지유통조직 종사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규모화·조직화

마 활동,수출 상품화 과정,수출자조 정부보조 등에 한 가설설

정,가설설정에 한 일 성 검증을 한 Cronbach'sα 값을 이용하여 신

뢰도 측정,주성분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변수들을 서로 독립 인 새로운

요인들로 묶어 수출 성공요인을 분석하 다.토마토 수출을 확 하기 해

서는 지속 인 물량수집 체계 마 활동,상품화 과정,수출 자조

정부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박재홍(2009)은 만시장에서 한국

산 사과의 포지셔닝을 확인하고,한국 사과의 해외 수출 증 를 해서 우

리나라 사과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시장

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에 련된 연구로 어명근 등(1999.12)은 미

국,EU, 언스그룹 국가들의 농산물 수출지원실태에 한 연구를 통해 우

리나라의 수출지원을 한 시사 을 제시하 다.이승신 외(2010.10)는

국과 일본의 수출확 정책 배경,수출확 목표 략,구체 인 수출지

원 지원조치,수출지원 사례 등을 살펴보고 수출지원제도의 특징과 시사

을 도출하 다.송주호 외(2010)는 미국,일본,유럽의 수출 진 략

지원분야를 제시하 고,농림부·농수산물유통공사(2007)는 랑스,네덜란

드,덴마크,일본,태국의 수출지원정책 내용을 소개하 다.농림수산식품

부(2011)는 2008년 이후의 농식품 수출성과 평가와 향후 농식품 수출여건

변화와 망을 제시한 후 수출확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제

시하고 있다.

Guyomard,H.외(2000)는 미국의 1996농업법(FederalAgriculture

ImprovementandReformAct:FAIR)이 EU의 농업정책 개 에 미친 향

과 가격보조를 한 보조 의 단계 철폐는 재보다 비동조화를 더 야기

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Cioffianddell'Aquilla(2004)는 우루과이라



서 론 7

운드 정 이행법(TheUruguayRoundAgreementsAct:URAA)실행 이

후,EU에서 채택한 과채류에 한 무역정책의 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Bamou,E.andTchanou,J.P.(2006)는 농산물 무역거래 시뮬 이션 모델

(AgriculturalTradePolicySimulationsModel:ATPSM)을 사용하여,WTO

에서 의된 시장 근을 증가시키기 한 세부원칙은 앙아 리카 경제·

통화 공동체의 복지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 다.

3.2. 수출지원사업 향 및 과분   연구

최근 농식품 분야의 교역확 에 따라 수출성과를 계측하는 연구들이 나

오고 있다(김한호 외 2009,곽창근 외 2010,임정빈 외 2011).이들 연구는

모두 력방정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농식품의 무역형태와 무역에 미치

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 다.

김한호 외(2009)는 1991~2007년 수출입 실 을 이용하여 과실류 5개 품

목(배,사과,단감,감귤,오 지)의 수출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력

모형의 기본변수들과 교민수를 심으로 분석하 다.곽창근 외(2010)는

14개 국가의 5개년 교역자료를 활용하여 한·EUFTA체결이 농식품 분야

8개 상품군의 수출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세율 탄성치를 도출하

다.임정빈 외(2011)는 1995~2008년 간 10개국에 한 수출자료를 가지

고,원 부분(과일,채소,화훼)의 수출입구조를 분석하고 각 품목류의 수

출확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 다.그러나 아직까지 농식품 수

출 증감에 한 향요인과 수출지원사업 성과를 정량 으로 분석한 연구

는 없는 실정이다.

3.3. 수출 량 공 단지 및 여건  연구

김경필 외(2010.10)는 수출농산물 공 여건 분석에서 과실류 원 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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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지 운 실태와 수출선도조직 운 실태를 분석하 다.원 문생산단

지 분석은 2005~2009년까지의 연도별 정부지정 원 문생산단지 수조

사자료를 이용하 고,수출선도조직은 정부에서 2009년도 선정 13개 조직,

2010년도 6개 신규조직에 한 2009년과 2010년의 운 실태 검결과 자

료이다.원 문생산단지 분석에서 생산단지의 품질 향상을 한 교육

과 의회 개최가 강화되어야 하고,선도조직은 신규참여농가 확 로 수출

물량의 안정 확보기반 강화,공동 랜드 포장상자 활용도 제고,수출

상품 리 기 설정과 체계 인 리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3.4. 수출지원 도에  수출업체· 가 식 조사연구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성과와 련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2010)는 농식

품 수출업체들을 상으로 수출지원사업의 만족도 참가효과,수출 실태,

수출지원사업의 개선사항들에 해 조사하 다.농업정책 연구에서 AHP

기법을 용해 수행한 연구로 이한성(2006)은 농 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

본계획에 포함되는 사업들 간의 투자우선순 결정을 한 평가기 과 세

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이들 평가기 평가항목 간의 상 인 요도

를 정하 다.황의식 외(2007)는 농림사업 성과목표에 향을 미치는 세부

향 요소들의 주요 성과지표를 선정하고,AHP기법을 용해 성과지표

간의 상 요도를 분석하여 성과 리 수립방안을 제시하 다.김태완

외(2010)는 경남 창녕군의 지역농업 특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자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농축산물에 해 다수의 의사결정요소들

을 계층 으로 분류하여 각 요소의 요도를 악함으로써 핵심작목과 정

책방안의 우선순 를 결정하 다.채경진 외(2010)는 산림청의 략목표

성과목표를 심으로 산림정책 문가와 산림청 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양자 간 인식도를 살펴보고,AHP기법을 용하여 우리나라 산

림정책 우선순 시사 을 제시하 다.지 까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의 정책지표별 상 요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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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연구 차별

지 까지 수출지원제도에 한 선행연구들은 부분 일부 지원사업에

한 성과분석 수출 향요인 분석,외국의 수출지원제도 소개에 제한되

고 있다.본 연구의 가장 큰 차별성은 수출지원사업의 상 요도를 도

출하고 한· ·일 수출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수출지원제도의

개선 추진 략을 도출하는 데 있다.

4.연구 방법 범

4.1. 연구 방법 및 범

수출지원사업 향요인 성과분석은 양방향 교역 신에 일방 인 무

역흐름인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에 을 맞추어 기존의 력방정식을

수출방정식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 다.수출방정식의 종속변수는 품목군·

수출 상국·연도별 수출액이며,설명변수로는 력방정식의 기본변수,수

출지원 정책변수,수출 상국의 시장여건 국내시장의 수 상황 등을 나

타내는 지표를 활용하 다.농식품 수출성과분석의 추정방법은 확률효과

패 토빗(RandomEffectPanelTobit)모형을 이용하 다.

수출농산물 공 기반의 원 문생산단지 분석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원 문생산단지 운 실태에 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도별 조

사·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수출사업 평가,조직운 평가,안

성 평가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 상 기간 동안의 분석 항목별 증감률을

분석하 다.

수출지원제도의 상 요성에 해서는 수출업체를 상으로는 주요

수출활동 단계를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수출활동의 상 우선

순 요도를 조사,분석하 다.수출 문가들에 한 조사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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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세부지원사업을 상으로 정책지표별 지원사업 부문별,세부지원사

업별 상 요도를 분석하 다.

한· ·일 수출지원제도 분석은 주변국의 수출지원제도를 비교 분석함으

로써 재 지원내용의 검과 주변국의 수출지원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 을 도출하기 해 수행하 다.주변국 수출지원제도 비교분석에 활

용한 자료는 국과 일본의 경우 이승신·정성춘·여지나(2010)의 연구결과

를,한국은 농식품부 내부자료(2011)와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2011)자료를 활용하 다.주요 비교 분석내용은 국가별 수출동향과 수출

추진체계,수출지원사업 내용 등이다.

4.2.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의 목 은 국내 농식품 수출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

이다.연구 추진체계는 우선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동향을 살

펴본 후 수출지원사업의 향 성과분석을 수행한다.그리고 수출물량

공 기반의 하나인 원 문생산단지의 운 실태 분석,수출업체와 수출

문가를 상으로 한 수출지원제도의 상 요도 분석,한· ·일 수출지

원제도를 비교,분석한다.분석내용은 문가 의회와 정책담당자의 자문

을 거쳐 수출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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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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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출지원사업 지원 동향

1.1. 수출 지원체계

농림수산식품 수출지원 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 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지자체, 련기 을 통해 직·간 으로

지원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

재정지원,지역 수출정책 생산단지를 지원하고 있으며,aT는 해외시

장 개척,무역정보 제공,유망품목 개발과 련되는 사업들을 리하고,농

진흥청,농 경제연구원 등의 련 기 은 재배 기술개발 지원,품질

리,검역 지원,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수출업체는 농가

와 연계하여 계약재배 등 수출물량을 리하고 해외시장 진출과 련하여

해외시장 개척,바이어 확보 노력,수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수출업체의

수출물량 확보,품질 리,수출시장 진출 등의 업무 수행은 지방자치단체,

aT,정부 련기 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수출에 참여하는 농가 생산

자조직은 부분 수출업체에 물량공 기능을 수행하며,물량공 과 품질

리 수행은 정부 지자체 지원내용에 연계된다(그림 2-1참조).

농림수산식품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앙정부에서 공기업을 통

해 지원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앙 공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는 해외시장개척사업,농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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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농림수산식품 수출지원정책 체계도

자료:2011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진흥사업 안내,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11.4)

그림 2-2.농식품 수출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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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진사업,수출정책자 지원으로 구분되며,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은 수

출교육 컨설 ,수출단지조성 경 지원,해외시장 개척 마 ,

물류비 품질인증 지원으로 구분된다(그림 2-2참조).

앙정부의 농림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 수출기반조성사

업,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해외마 사업,농축산물 매 진사업 등 크

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우선 농림수산식품 수출기반조성사업은 수

출선도조직 육성,수출안 성 리,무역정보 조사,무역정보 데이터베이스

(DB)구축 , 자상거래(e-trade)시스템 운 ,국내 수출의욕 고취

지원 사업 등의 세부사업을 포함한다.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은 수출상품

화 지원,직 세일즈 사업,공동 랜드 리 운 ,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의 세부사업을 포함한다.그리고 해외마 사업은 국제박람

회 참가 지원,해외 행사 지원,바이어 거래 알선,해외 홍보 마 사

업,수출여건변화 응 마 사업 등의 세부사업을 포함한다.마지막으

로 농축산물 매 진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과 수출인 라 강화 사

업을 포함한다.

그림 2-3.농림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 유형

주: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종류이며,융자사업인 수출자 지원,농식품 수출 해외 선진

기지 구축 사업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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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출지원 세부사업

2.1. 부사업별 지원내용

앙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은 사업성격에 따라 크게 여섯 개 부문으로

분된다.부문별 사업유형은 수출기반조성사업,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해

외마 참가 지원,농축산물 매 진사업,수출기지 구축,수출단지 운

, 융 부문이다.부문별 사업은 세부 으로 20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별 추진목 내용은 아래 <표 2-1>과 같이 정리된다.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의 지원 목 은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

공 을 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 리하는 농식품 수출조직을 육성하

는 것이다.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① 수출선도조직의

조기정착을 한 운 사업비 일부지원(3년간 3억 7천만 원)② 수출선도조

직 물류비 인센티 제공(3년간 표 물류비의 15%이내 2년간 10%이

내 지원)③ 정책자 지원 시 가 부여 우 등(운 활성화자 ,시설

화 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출안 성 리지원 사업은 국제기 의 안 농산물 생산 리시스템

(GAP)의 농가보 을 한 GAP인증을 지원하여 안 농산물 수출을 확

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그리고 수출안 성 리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① 수출농산물 GAP인증을 한 장 검 사후 리(인증

심사:서류심사, 장심사)② 수출농산물 GAP인증을 한 토양,수질,잔

류농약 분석비용 지원(GAP인증이후 지원)③ 국제기 인증획득을 한

GlobalGap인증의 동등성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 무역정보(KATI)지원사업의 목 은 국내·외 농식품 무역정보를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농식품 무역정보(KATI)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① 무역정보(국내외 수출뉴스 자료,수출입 동

향,해외시장정보 등)② 무역지원(수출지원,시장개척,박람회,수출 차,

안 성 정보)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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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e-trade)거래알선 목 은 수출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우리 농식

품의 상설 해외홍보와 수출업체에게 바이어 발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거래사이트는 www.AgroTrade.net이다.인터넷(e-trade)거래알선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① 거래알선을 한 수출업체의 SellingOffer,바이어의

BuyingOffer등록 검색 ② 기업정보 검색을 한 국내외 수출입 업체

정보 상품 카탈로그 제공 등을 포함한다.

고부가가치 수출상품화 지원은 차별화되고 수출이 유망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 발굴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증 에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고부가가치 수출상품화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① 품

질 리(포장디자인 개발,각종 인증·특허·등록 비용,안 성 검사비,기술

문가 청비용 등) 해외마 (시장조사비,주류마켓 입 비,샘 운송비,

행사 비용 등)지원 ②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4천만~6천만 원까지의 차

등지원(총 사업비의 70%)③ 1년 단 로 사업지원 약정체결,매년 사업평가

결과 우수업체는 3년까지 연속 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공동 랜드 리·운 지원은 국가 공동 랜드(Whimori)육성을 통한

수출상품의 고 화와 규격화,통합마 개 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공동 랜드 리·운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선별·포장 리(공동선별장 운 :휘모리 품 기 수,소포장 등 고 화)

등이다.

국제박람회의 ‘한국 ’지원은 해외식품박람회별 국가 형태로 지원하

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장기 으로 수출기반 조성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목 이다.국제박람회 ‘한국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부

스임차료(1부스),장치비(1부스),냉장·동 비품, 시품 운송통 비,통역

요원 등이다.

해외 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행사 지원은 해외시장 소비자를 상으

로 한 활동을 통한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와 수출수요의 변확 를

도모하는 것이다.주요 지원 내용은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식품 매 확

를 한 마 활동비(총사업비의 80%)이다.

해외바이어 청 거래알선 지원은 해외 유망·개별 바이어 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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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문

세부 지원사업 사업 목

1.
수출
기반
조성
사업
(6)

1)수출선도조직 육성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 공 을 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 리하는 농식품 수출조직 육성

2)수출 안 성 리
◦국제기 의 안 농산물 생산 리시스템(GAP)
농가보 을 한 GAP 인증 지원,안 농산물
수출확

3)무역정보(KATI)제공
◦국내·외 농식품 무역정보를 수출업체·수출농가
에 제공

4)무역정보Data
Base구축·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국내·외 무역정보 DB
구축을 통해 수출업체에 신속한 정보 제공

5)인터넷거래알선(e-
trade)시스템 운

◦인터넷을 통한 우리 농식품의 상설 해외홍보,수
출업체에 바이어 발굴 기회 제공 알선

6)국내 수출의욕 고취
◦농식품 수출 진 회,수출성공사례책자 배포,
우수지자체 수출인센티 지원, 장간담회

한 규모 수출상담회 개최 등으로 실질 으로 수출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

으로 한다.주요 지원 내용은 항공료 체재경비 통역,교통편의,생

산시설 유통매장 견학 등이다.

수출물류비 지원의 목 은 물류비(선별비,포장비,운송비 등)부담이 큰

품목의 물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

시켜 수출을 확 하는 것이다.주요 지원 내용은 ①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수출물량에 해 매월 지원(B/L상의 수출선 일 기 )하며,②

지원액은 ‘수출물량×품목별·국가별 지원단가(표 물류비의 15% 수 )'이

며 ③ 지원한도는 수출건별 수출 액(FOB)의 15%를 과할 수 없다.

농수산물 수출보험·환변동보험 가입은 환율변동,농산물 가격상승 등 수

출여건을 고려한 수출보험의 가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안정

경 을 지원하는 것이 목 이다.주요 지원사업은 ① 환변동 보험료와 농

수산물 수출보험이며,② 지원 상은 각 보험 종류에 따라 일반형 옵션

형 환변동보험 가입비와 농수산물수출보험(패키지형)가입비이고 ③ 지원

비율은 환변동보험료는 가입보험료 일반형 100%,옵션형 90%,농수산물

수출보험은 가입보험료의 90%,④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 원 한도이다.

표 2-1.aT농식품 수출지원 세부 사업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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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aT농식품 수출지원 세부 사업별 목 (계속)

사업
부문

세부 지원사업 사업 목

2.
수출
성장
동력
확충
사업
(4)

7)고부가수출상품화
지원

◦차별화된 수출유망 고부가가치 창출 상품 발굴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증 에 기여

8)직 세일즈 사업
◦신규상품 발굴,시장개척,마켓테스트,수출계약
까지 직 행,해외런칭을 민간업체와 공사가
공동 추진

9)공동 랜드 리·운
◦국가 공동 랜드(Whimori)육성 통한 수출상품 고
화와규격화,통합마 개, 랜드 가치 제고

10)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

◦수출업체간 자율 으로 수출품 안 성 품질 리,
공동마 추진,수출 질서 확립 활동 지원

3.
해외
마

참가
지원
(5)

11)국제박람회
‘한국 ’참가 지원

◦해외식품박람회별 국가 형태로 지원,우리 농
산물의 우수성 홍보로 장기 수출기반 조성
수요 창출

12)해외 형
유통업체 연계
행사 지원

◦해외시장 소비자 상 활동을 통한 한국 농식
품 인지도 제고 수출수요 변확 도모

13)바이어거래 알선
◦해외 유망·개별 바이어 청을 통한 규모 수출
상담회 개최 등으로 실질 수출성과 거양

14)해외 홍보
마 사업

◦해외 유력언론,재외공 등 지주류층,유력바
이어 상 수출 농식품 방 홍보,소비 변
확

15)수출 여건변화
응 마

◦해외 aT 센터에서 자율 으로 주요국 안 성
리 강화,수입제도 개정 등에 탄력 응

4.
농축
산물
매
진
사업
(2)

16)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물류비(선별비,포장비,운송비 등)부담이 큰
품목의 물류비 일부 지원으로 수출확 와 식품
산업 육성

17)수출인 라
강화사업

◦수출인 라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의
원활화와 농가소득 증 도모

18)원 문생산
단지

◦원 문생산단지 시설의 화,규모화, 문
화를 지원함으로써 품질개선 물량확보 기반
구축

5.
수출
기지
구축
(1)

19)수출 해외 진
기지 구축(융자)

◦신선농식품 수출확 주요 장애요인인 지 냉
장물류 지원을 통해 신규 수출품목 발굴,시장확
견인

6.
융
(1)

20)농수산물 수출
보험·환변동
보험가입 지원

◦환율변동,농산물 가격상승 등 수출여건을 고려
한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
경 지원

주:1.농림수산식품부,aT보고서(2010.11)참조,보조 지원사업 심으로 재작성함.

2.원 문생산단지는 수출인 라 강화사업에 포함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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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원사업별 산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출지원사업은 해외시장개척사업과 농축산물 매

진사업으로 지원 산을 편성하여 수출확 수출기반 강화를 해 지원

하고 있다.2010년도 수출지원사업 산은 총 716억 8,500만 원이다.3

수출지원사업 유형별 사업비 비 을 살펴보면,해외시장 개척사업이

42.1%(301억 5천만 원),농축산물 매 진사업이 57.9%(415억 3천 5백

만 원)로,농축산물 매 진사업 비 이 다소 높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사업부문별 산 비 은 농식품 수출기

반조성 사업이 7.7%(55억 1천만 원),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12.0%(86억

1천 9백만 원),해외마 사업이 22.3%(160억 2천 1백만 원)로 해외마

사업 비 이 가장 높고,다음으로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수출기반조

성 사업 순의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기반조성 사업의 세부 산은 수출선도조직 육성이 3.9%(28

억 원),수출 문인력 육성이 0.1%(7천만 원),수출안 성 리(GAP)가

0.2%(1억 7천만 원),해외시장 정보인 라 사업 2.1%(15억 원),국내 수출

의욕 고취 0.5%(3억 7천만 원),지자체 수출 인센티 지원 0.8%(6억 원)

를 차지하 다.

수출성장동력 확충 사업은 식재료 수출활성화 사업이 2.4%(17억 원),수

출유망품목 육성사업 4.2%(30억 원),공동 표 랜드 리운 1.5%(11억

원),품목별 공동마 지원 2.5%(18억 9천만 원),신규시장 개척 지원

1.1%(7억 9천만 원),지리 표시 특산물 수출활성화 0.3%(2억 2천만 원)을

차지하 다.

한 해외마 사업의 세부 산은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이 8.7%(62

억 6천만 원),유통업체 연계 행사 4.5%(32억 1천 5백만 원),지자체연

계 행사 0.8%(6억 원), 국진출 한국계 유통업체 지원 0.3%(2억 1천

만 원),바이어거래 알선 1.0%(7억 2천 9백만 원),해외 홍보마 사업은

3농림수산식품 수출진흥사업비와 수출 련 융자 산을 제외한 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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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 비 사업수행 근거

1.해외시장개척사업 30,150 42.06

□ 수출기반조성 사업 5,510 7.69

◦수출선도조직 육성 2,800 3.91

◦수출 문인력 육성 70 0.10

◦수출안 성 리(GAP) 170 0.24

◦해외시장 정보인 라 사업 1,500 2.09

◦국내 수출의욕 고취 370 0.52 -농업·농 기본법
제35조◦지자체 수출 인센티 지원 600 0.84

□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8,619 12.02

◦식재료 수출활성화 사업 1,700 2.37

◦수출유망품목 육성사업 3,000 4.18

◦공동 표 랜드 리운 1,100 1.53

◦품목별 공동마 지원 1,809 2.52

◦신규시장 개척 지원 790 1.10

◦지리 표시 특산물 수출활성화 220 0.31

□ 해외마 사업 16,021 22.35

◦국제박람회참가 지원 6,260 8.73

◦유통업체연계 행사 3,215 4.48

◦지자체연계 행사 600 0.84

◦ 국진출 한국계 유통업체 지원 210 0.29

◦바이어거래알선 729 1.02

◦해외 홍보마 사업 5,007 6.98

2.농축산물 매 진사업 41,535 57.94 -WTO이행특별법

◦수출물류비 지원 　 -농업·농 기본법

◦환변동보험가입 지원 　 제35조

◦수출농산물 검역 지원 　

총계 71,685 100.00

7.0%(50억 7백만 원)를 차지하 다.

표 2-2.농림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 산 구성

단 :백만 원,%

주:1.2010년 수출지원사업비 기 산이며,세부추진사업 구분과는 다소 상이함.

2. 산 비 은 수출진흥사업비(인건비·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기 임

3.사업비 재원:농안기 .단,수산‧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농특회계 (＊농축산

물 매 진사업비는 2011년 농안기 편입)

4.농축산물 매 진사업:2010년 수출물류비(33,076),수출인 라강화(8,459)

자료:2011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진흥사업안내,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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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출지원사업 변화

3.1. 수출지원사업 변

수출지원사업 유형은 2010년 기 으로 해외시장개척사업,농축산물

매 진사업,수출 련 융자 산 부문으로 구분된다.지원사업 유형은 과거

2000,2005년과 비슷하여 큰 차이가 없으나,농식품 수출기반조성 사업,

수출성장동력사업은 분류상 사업명은 달라져 있다.

사업 유형별 세부 지원사업은 몇 가지 달라졌는데,과거 2000년,2005년

과 비교하여 2010년에 추가된 세부 사업은 수출기반조성사업의 수출선도

조직 육성,수출 문인력 육성,지자체 수출 인센티 지원사업4,수출성장

동력 사업의 식재료수출 활성화 사업,농축산물 매 진사업의 환변동보

험가입 지원,수출농산물 검역지원 등의 사업이 새로이 추가된 사업이다.

반면,사업성격상 기존에 추진되다가 최근에 폐지된 내용의 사업은 신선농

산물 신속 기 운송 지원사업,해외상설매장 설치 등이 해당된다.기존에

지원되었던 사업은 부분 명칭이 조 씩 변형되었지만 재 지원사업 내

용에 부분 포함되고 있다.

과거 재 모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농식품 수출기반조성사업의 해

외시장 정보인 라 사업,수출성장동력 사업,공동 표 랜드 리운

사업,해외마 사업의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주요 국가 농특산물 박람

회,해외 지원,신규시장 진출지원,수출홍보 마 등은 기존에도 지

원되었으며,수출물류비 지원,수출정책자 융자도 이제부터 지원되었다.

결과 으로 수출지원사업은 최근에 새로운 사업이 추가됨으로써 지원사

업의 종류는 더 다양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수출시장 환경 변화와

수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해 신선농산물뿐만 아니라 식재료 한식 수

출까지 수출지원사업의 범 가 확 되고 있다.

42010년 지원 사업에 기존 지원사업 내용이나 지원항목이 일부 복될 수 있으

며,필자가 사업명으로 단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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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원사업 ’00 ’05 재 지원사업 ’10

□ 해외시장개척사업 ⊙ ⊙ □ 해외시장개척사업 ⊙

◦ 수출활성화 사업 ⊙ ⊙ ◦ 농식품 수출기반조성 사업 ⊙

-포장디자인개발 ⊙ 　 -수출선도조직 육성 ⊙

- 지화 응수출상품개발 ⊙ 　 -수출 문인력 육성 ⊙

-수출유망품목 개발지원 　 ⊙ -수출안 성 리(GAP) ⊙

-농산물 수출컨설 ⊙ ⊙ -해외시장 정보인 라 사업 ⊙

-공동 랜드 개발 운 　 　 -국내 수출의욕 고취 ⊙

-고품질 안 생산지원 　 ⊙ -지자체 수출 인센티 지원 ⊙

- 문생산단지 평가 　 ⊙ ◦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

-신선농산물신속 기운송지원 　 　 -식재료 수출활성화 사업 ⊙

◦ 국제 농산물박람회 참가 ⊙ ⊙ -수출유망품목 육성사업 ⊙

-박람회 ⊙ ⊙ -공동 표 랜드 리운 ⊙

-특 ⊙ 　 -품목별 공동마 지원 ⊙

-한국우수농산물수출상담회 　 ⊙ -신규시장 개척 지원 ⊙

◦ 형유통업체직수출 ⊙ ⊙ -지리 표시특산물 수출활성화 ⊙

-시장개척단 견 ⊙ 　 ◦ 해외마 사업 ⊙

- 지유통업체연계 ⊙ ⊙ -국제박람회참가지원 ⊙

-지자체연계 행사 　 　 -유통업체연계 행사 ⊙

-우수바이어 청 ⊙ ⊙ -지자체연계 행사 ⊙

◦ 수출홍보사업 ⊙ ⊙ - 국진출한국계 유통업체지원 ⊙

-한국농산물 해외홍보 ⊙ ⊙ -바이어거래알선 ⊙

-한국 식문화 홍보 ⊙ ⊙ -해외 홍보마 사업 ⊙

-기타매체 홍보 　 　

-축산물 수출활성화 홍보 　 　

-한국식품 로드쇼 　 ⊙

-과실류 해외홍보행사 　 ⊙

-해외상설매장 설치 ⊙ ⊙

◦ 해외시장정보사업 ⊙ ⊙

-심층조사 ⊙ ⊙

-DB구축 ⊙ ⊙

-인터넷 거래알선 　 ⊙

표 2-3.농수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종류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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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분야 1991 1995 2000 2005 2010
증감률
(’10/’00)

해외시장개척사업 45 1,750 8,440 12,680 27,590 326.9

농축산물
매 진사업

679 1,553 19,081 28,882 41,535 217.7

농식품
운 활성화자 22,546 13,872 236,406 254,924 321,092 135.8

총계 23,270 117,175 263,927 296,486 390,217 147.9

표 2-3.농수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종류와 변화(계속)

과거 지원사업 ’00 ’05 재 지원사업 ’10

□ 농축산물 매 진사업 ⊙ ⊙ □ 농축산물 매 진사업 ⊙

□ 농식품 운 활성화 자 ⊙ ⊙ -수출물류비 지원 ⊙

-환변동보험가입 지원 ⊙

-수출농산물 검역 지원 ⊙

□ 수출 련 융자 산 ⊙

-수출자 지원 ⊙

-농식품수출 진기지구축 ⊙

주:1.해외시장개척사업과 농축산물 매 진 지원사업비는 보조,농식품운 활성화자

은 융자임.

2.⊙ 표시는 해당연도에 지원된 사업종류임.

3.2010년 농축산물 매 진사업에는 수출물류비,수출인 라강화 사업이 포함됨.

4.2010년 수출 련 융자 산에는 운 활성화 자 ,축산물열처리자 이 포함됨.

3.2. 사업별 지원액 동향

농수축산물 수출지원사업의 보조 과 융자 을 포함하는 총 지원액은 1991

년 233억 원에서 2000년 2,639억 원,2010년 3,902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

다.2010년 기 으로 해외시장개척사업은 276억 원으로 2000년 비 327%규

모로늘어났고,농축산물 매 진사업은 415억원으로 218%규모로 증가하

다.한편,농식품 운 활성화 융자자 은사업규모가3,210억원 규모로 지원

액이 크지만 사업비는 136%규모로 증가하여 증가율은 상 으로 었다.

표 2-4.농수축산물 수출지원사업 분야별 지원액

단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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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유형 1991 1995 2000(A) 2005 2010(B)
증감
(B-A)

해외시장
개척사업

0.19 1.49 3.20 4.28 7.07 3.87

농축산물
매 진사업

2.92 1.33 7.23 9.74 10.64 3.41

농식품운
활성화자

96.89 97.18 89.57 85.98 82.29 -7.29

총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총 수출지원자 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차지하는 비 은 1991년

0.19%에서 2010년 7.07%로 크게 증가하 으며,2010년 비 은 2000년에

비교하여 3.87%p증가하 다.농축산물 매 진사업 비 도 1991년

2.92%에서 2010년 10.64%로 크게 증가한 반면,운 활성화 자 지원비

은 2010년 82.29%로 2000년에 비해서 7.29%p낮아졌다.

표 2-5.농수축산물 수출지원사업 분야별 지원액 비

단 :%,%p

<그림 2-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출지원자 은 가 르게 증가하

고 있으며 특히 2001~2003년 사이에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 다.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액과 농축산물 매 진사업 지원액은 계속 증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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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농수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유형별 지원규모 동향

단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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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해외시장개척사업과 농축산물 매 진 지원사업비는 보조,농식품운 활성화자

은 융자임.

2.해외시장개척사업비는 '95~'05까지 농특회계,'06이후는 농안기 임(농업·농 기

본법 제35조,농림사업 시행지침).농축산물 매 진사업은 농특회계(WTO특별법,

농업·농 기본법 제35조),농식품운 활성화자 은 농안기 임(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 제57조).

3.수출지원사업의 체는 아니며,aT가 수행하는 주요사업만 상임.

그림 2-5.농수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유형별 지원비 동향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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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농수축산물 수출보조사업 분야별 지원액 동향

단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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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농수축산물 수출보조사업 분야별 지원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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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향요인 분석 제3장

1.분석 개요

1.1. 분  목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서 담배,조제식품,자당,커피조제품 등 가공식

품이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수출가공식품의 경우 부분이

규모가 큰 식품제조업체가 해외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다

음,다시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이들 기업들은 국내의

일반 제조업체처럼 국내시장만으로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극

인 해외시장 마 을 실행하고 있으며,최근의 수출성과 한 가시 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신선농산물의 수출은 인삼류를 제외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 이다.

기본 으로 수출용 신선농산물의 경우 내수용보다 유통 보 등에 제약

이 따르기 마련이지만,주된 이유는 수출을 목 으로 하는 농업인의 조직

화나 문화가 미흡하고 부분의 수출업체가 세하여 체계 이고 지속

인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선농산물의 수출확 는 농업인의 소득증 와 직결되고,공 량의 조

을 통해 국내시장의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와 지

자체에서는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표 으로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앙정부를 행하여 수출업체와 생산자에게 수출물류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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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있으며,이밖에도 해외시장 개척,수출기반 조성,수출 문인력육

성 등의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수출 련 융자도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증 요인 에 하나인 수출지원정책의

효과를 계측한다는 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한 국내 가공농식품

과 신선농산물의 생산 교역구조가 상이하고 수출을 주도하는 주체가 다

르다는 을 고려하여 연구에서는 신선농산물만을 상으로 수출증 성

과분석을 실시하 다.2003～2009년 수출액과 수출지원실 자료를 가지

고 신선농산물을 5개 품목군(과실류,채소류,화훼류,버섯류,인삼류)5으로

구분하여 품목군별,수출 상국별,연도별 3차원으로 구축된 패 자료를

이용해,분석기간 동안 체 신선농산물의 수출증 에 기여한 요인들을 분

석하고,품목군별로 어떤 요인들이 수출증 에 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

고자 하 다.

1.2. 분  모  및 자료

1.2.1.분석 모형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성과분석을 해 력모형(Gravitymodel)을 응

용한 수출방정식을 구성하 다(Mary2004,임정빈 외 2011). 력모형은

동일 산업 내에서도 국가 간 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독 경쟁무역

(monopolisticcompetitiontrade) 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분

석법으로,패 자료를 이용한 추정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본래 양방

향 무역패턴(bilateraltradepatterns)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양국의 소득수

,양국간 거리, 세,다양한 무역장벽들이 양국간 교역량을 결정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이론 토 를 가지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양방향

5농수산물유통공사의 AG코드에 따라 분류된 품목군의 수출량과 수출실 을

활용함.



수출 향요인 분석 31

교역 신에 일방 인 무역흐름인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에 을 맞추

어 기존의 력방정식을 수출방정식으로 재구성하 다.6

1.2.2.분석 자료

수출방정식의 종속변수는 품목군·수출 상국·연도별 수출액이며,설명

변수로는 력방정식의 기본변수,수출지원 정책변수,수출 상국의 시장

여건 국내시장의 수 상황 등을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하 다.품목군별

로 2010년 수출액을 기 으로 수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 14~18개국

을 분석 상국으로 선택하 다.품목군에 따라 다수의 수출 상국이

복되기 때문에 체 신선농산물의 수출 상국은 28개국으로 정리되었다

(표 3-1참조).

분석 상 신선농산물의 2009년 수출실 은 6억 515만 달러로 2003년부

터 2009년까지 연평균 8.5%씩 성장하 다.품목군별로는,채소류의 수출

액이 2억 3,785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그 다음으로 과실류가 1억 5,78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 다.버섯류의 경우 3,278만 달러로 수출규모는

가장 작지만 분석기간 동안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 다.

수출시장별로는 일본이 가장 큰 규모인 2억 7,240만 달러의 수출실 을

기록한 반면,EU시장으로의 수출액은 1,338만 달러에 불과하 다.그러나

지난 7년 동안 일본으로의 신선농산물 수출은 정체 내지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EU, 국,동남아시아,기타 국가들로의 수출은 연평균 20%에 가까

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6이 연구에서는 추정모형으로써, 통 인 다자간 력모형에서 변형된 단일국

가 심의 력방정식(김한호 외 2009)을 고려하 으며,나아가 수입부문을 제

외하고 수출부문만을 상으로 하는 수출방정식을 선택하 음.이는 상국가

와 품목군(특히 인삼류 버섯류)에 따라 수입량이 없는 경우가 많고,본 연

구의 심사가 교역량 결정요인이 아니라 수출증 요인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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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품목군별,권역별 분석 상 국가

구 분 국가

품
목
군

과실류(14)
만,미국, 국,일본,러시아,리비아,홍콩,말 이시아,
싱가포르,캐나다,인도네시아,호주,태국,필리핀

채소류(18)
일본,미국,싱가포르,홍콩, 만, 국,호주,말 이시아,
인도,캐나다,러시아,독일, 국,태국,필리핀,네덜란드,
인도네시아,뉴질랜드

화훼류(16)
일본, 국,네덜란드,미국,러시아,호주,이스라엘,캐나다, 만,
말 이시아,홍콩, 랑스,인도,스페인,이탈리아,멕시코

버섯류(17)
홍콩,미국, 국,호주,네덜란드,일본,캐나다,싱가포르,
말 이시아,독일,인도네시아,스페인, 만,스 스,필리
핀,남아공,이집트

인삼류(16)
일본,홍콩, 만, 국,미국,싱가포르,캐나다,독일, 랑
스,말 이시아,호주,태국,이탈리아,터키,필리핀,스페인

권
역

국/일본(2) 국,일본

북미(3) 미국,캐나다,멕시코

동남아시아(7) 만,말 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홍콩

유럽(7) 네덜란드,독일,스 스,스페인,이탈리아, 랑스, 국

기타 (9) 호주,뉴질랜드,러시아,인도,터키,이집트,리비아,이스라엘,남아공

표 3-2.품목군별,수출시장별 수출실 (2009) 연평균성장률(2003-2009)

단 :만 달러,%

구분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버섯류 인삼류 계

국
2,020 619 1,440 941 683 5,703

(51.6) (5.7) (6.3) (186.5) (14.0) (19.9)

일본
1,710 16,200 5,690 190 3,450 27,240

(16.2) (-0.1) (11.4) (-23.1) (2.8) (2.3)

북미
3,840 1,930 172 805 938 7,684

(12.0) (12.4) (-9.8) (50.9) (9.0) (12.2)

동남아시아
6,920 3,690 11 783 4,660 16,065

(14.6) (30.8) (-32.6) (98.9) (13.1) (17.3)

EU
0 540 235 366 197 1,338

- (32.5) (18.1) (278.7) (1.1) (23.8)

기타
1,290 806 109 193 87 2,485

(17.1) (12.5) (50.0) (234.2) (29.1) (17.9)

계
15,780 23,785 7,657 3,278 10,015 60,515

(16.3) (3.9) (9.2) (21.8) (8.3) (8.5)

주: 호 안의 숫자는 연평균성장률임.

자료: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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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성과분석에 사용된 주요 설명변수는 력모형의 기본변수인

수출 상국 GDP,수출 상국 1인당 GDP,우리나라와의 거리(greatcircle

distance)등이 포함되었다.단,연도별로 불변인 물리 인 거리에 국제유가

를 곱한 변수를 양국 간 교역 시 소요되는 해상운송비용의 리변수로 삼

아,연도별로 변동하는 실제 운송비를 반 하 다.

이 연구에서는 농식품 수출을 정책 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출진흥사업

의 성과를 평가하기 해 수출물류비 지원액과 기타 지원액(농식품 수출기

반 조성사업,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해외마 사업)을 설명변수에 포

함시켰으며,수출물류비는 세부 품목별,수출 상국별 지원 실 이 제시된

반면,기타 지원액은 연도별 총액만 가용하 다.

그림 3-1.수출물류비(5개 품목군) 기타 수출진흥사업 지원액 추이

매년 수출실 에 따라 개별 수출업체에게 사후 지원되고 있는 물류비 지

원액과는 달리 기타 수출지원액은 반 인 농식품 수출 련 인 라 구축,

수출인력 조직 육성,해외시장 개척과 같이 지원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연도별 지원액 신에 체

분석기간의 지원액을 설명변수로 선택하 다.7<그림 3-1>은 분석기

7정부의 농식품 수출에 한 본격 인 지원이 2000년 부터 시작된 것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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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5개 품목군의 수출액과 수출물류비 지원액 기타 수출지원액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세 변수 모두 안정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상 계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표 3-3>은 5개 품목군별,수출시장 권역별 2009년도 수출물류비 지원

액과 연평균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채소류 수출에 한 지원이 190억 원

으로, 체 물류비 지원액의 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특히 일본으로

의 채소류 수출에 가장 많은 103억 원이 지원되었다.그 다음으로 동남아

시아 시장으로의 채소류 수출과 과실류 수출에 각각 57억 원,56억 원의

물류비 지원이 이루어졌다.인삼류에 한 지원액이 가장 작은 동시에 분

석기간 동안 오히려 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류별로 버섯류의

물류비 지원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시장별로는 아직 수출실 이 많

지 않은 EU와 기타 국가들로의 물류비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 다.

표 3-3.품목군별·수출시장별 수출물류비 지원액 연평균성장률

단 :백만 원,%

구분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버섯류 인삼류 계

국
621 990 328 990 31 2,960

(80.4) (264.4) (-14.0) (108.1) (-8.9) (22.4)

일본
799 10,300 5,870 11 41 17,020

(19.0) (11.9) (7.7) (108.0) (-20.5) (10.3)

북미
3,310 1,400 24 955 118 5,807

(5.5) (28.6) (-10.1) (242.5) (-10.1) (11.8)

동남아시아
5,570 5,680 3 970 329 12,552

(-3.7) (82.8) (-47.0) (170.2) (-5.5) (8.5)

EU
0 385 69 400 13 867

- (55.3) (3.9) (199.3) (7.3) (45.7)

기타
32 276 66 201 7 581

(17.0) (38.3) (68.9) (617.0) (-9.2) (43.5)

계
10,332 19,031 6,359 3,527 538 39,786

(1.1) (22.0) (4.8) (221.2) (-8.5) (11.1)

주:1. 호 안의 숫자는 연평균성장률임.

2.수출물류비 지원액은 2009년 기 이며,연평균성장률은 2003년 비 2009년임.

려하면,이러한 변수 설정이 기타 수출지원액의 성과평가에 합하다고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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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상국의 시장여건을 고려하기 하여,수출 상국 통화의 미환

율 비 원/달러 환율,한국인 체류자 수,문화콘텐츠 수출액 등을 설명변

수로 포함하 다.상 환율은 해당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

쟁력을 반 하는 변수로 수출 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환율이 높아질수

록 우리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한 국가별로 우리 교민

이나 체류자 수가 많을수록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사실

을 고려하 으며,최근 한류(韓流)의 인기가 세계 으로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증 효과를 분석하기 해 국가별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을 리변수로 설정하 다.

표 3-4.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

변수 변수설명 자료출처

EX 품목군별 주요국가 수출액;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GDP 수출국 GDP;국가통계포털 (www.kosis.kr/index/index.jsp)

PCI
수출국 1인당 국민소득;국가통계포털
(www.kosis.kr/index/index.jsp)

EXR
한국통화가치/수출국통화가치;
(http://www.imf.org/external/data.htm)

DISO
한국과의 거리*국제유가;
(http:distancecalculator.globefeed.com,datastream)

SUB1 수출물류비 지원액;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자료

CUMSUB2
물류비를 제외한 수출진흥사업의 지원액(2003～2009);
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자료

RCPI
품목군별 실질 소비자물가지수;국가통계포털
(www.kosis.kr/index/index.jsp)

PRO 품목군별 생산액;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2010

KORN 한국 교민 수;국가통계포털 (www.kosis.kr/index/index.jsp)

HANR
한류;HScode(4901-4905,4909-4911,9740,852410,852432,
852451,852452,852329,3706,950410);한국무역 회
(http://stat.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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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내시장의 수 상황이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향을 반 할 수

있도록 품목군별 국내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액을 포함하 다.이는 국내

시장의 수 불균형이 농식품 수출에 향을 주고 있는 실을 고려하기

한 것이다.즉,공 과잉이 되면 어내기식 수출이 이루어지고,국내가격

이 등하면 계약되었던 수출이 취소되는 경우가 신선농산물의 수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들 변수를 통해 실질가격이 낮아지거

나 생산액이 늘어날수록 해당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악하고

자 하 다.

농식품 수출 향요인 성과분석에 사용된 수출방정식의 추정식은 식

(3.1)과 같으며,추정방법은 확률효과 패 토빗(Random EffectPanel

Tobit)모형을 이용하 으며,각 변수는 자연로그를 취하여 추정하 다.

(3.1) 


 품목 별· 가별확률효과 ∼ 


  란항  ∼ 


다수의 선행연구들처럼 수출실 이 있는 국가들만을 표본으로 삼아 수

출성과 분석을 할 경우 표본선택으로 인한 모수 추정치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석 상인 신선농산물 5개 품목군 에서

한 품목군이라도 수출되고 있는 28개 국가를 국내산 신선농산물의 수출

가능 국가들로 가정하고,분석기간 동안 개별 품목군의 수출실 이 없는

국가들 한 표본으로 포함함으로써 표본선택으로 인한 편의(Bias)를 최소

화하 다.따라서 종속변수인 국가별·품목군별·연도별 수출실 이 0 는

미미한 값을 갖게 되는 다수의 찰치가 표본에 포함되어 수출실 의 분포

가 0에 가까운 수치에서 단된(truncated)형태를 가지게 된다.종속변수

가 특정 이나 특정범 에서 단 는 삭제된 경우 OLS(OrdinaryLeast

Square)추정방정식은 불일치한(inconsistent)추정치를 도출하기 때문에,

Tobin(1958)이 제안한 로 우도함수를 활용하여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Estimation)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토빗 모형을 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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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8

(3.2) 
 i f 

  

  i f 
 ≤ 

본 연구에서는 패 분석의 장 을 살려서 찰되지 않은 표본의 이질성

(heterogeneity)을 고려할 수 있도록 품목군 국가별 확률효과를 오차항

의 일부로 포함시켰다.9일반 으로 패 분석에서는 오차항과 설명변수 간

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치추정량(consistentestimator)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룹효과를 일종의 상수항으로 처리하는 고정효과 모형이 선

호되지만,본 연구와 같이 시계열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고,그룹효과의 추

정에 심이 없을 경우에는 확률효과모형이 오히려 더 합할 수 있다

(CameronandTrivedi,2005).10더욱이 비선형모형인 토빗 모형을 사용한

패 분석에서는 우도함수로부터 고정효과를 분리시킬 수 있는 충분통계량

(SufficientStatistics)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을 용하기가

쉽지 않다.패 분석의 합성 여부를 단하기 하여 Breusch&Pagan

8본 연구에서는 수출실 이 1천 달러 이하인 측치의 경우 수출실 이 사실성

없는 것으로 간주하 음.즉,토빗 모형에서 수출액 분포의 하방 단 은 1천

달러로 설정하 음.결국,토빗 모형의 추정은 수출액이 1천 달러를 과하는

찰치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수출액이 1천 달러 이하인

찰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도함수를 극 화하는 것임.

9기본 으로 패 개체(품목군 국가)들이 모집단에서 무작 로 추출된 샘

일 경우,는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추론할 수 있지만,패 개체가 특정 모집

단 그 자체라면 는 확률변수가 될 수 없음.이 연구에서 선택한 5개의 신선

농산물 품목군이 체 수출농식품 의 일부라는 ,그리고 분석에 포함된

국가들이 특정 시 (2009년도)의 수출액 기 으로 각 품목군에서 상 국가들

인 에 비추어 볼 때 를 확률변수로 간주할 수 있음.

10고정효과모형에서는 설명변수들이 와 상 계를 가지고 있어도 추정계수

의 일치성이 보장되지만,확률효과모형에서는 를 확률변수로 간주하고 설명

변수들과 상 계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기각될 경우 편의된

추정치를 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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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LagrangeMultiplier)검정을 실시한 결과 의 분산이 0이라는 귀무

가설이 기각됨으로써 그룹효과를 고려치 않는 pooledOLS보다 확률효과

모형이 더 합한 것으로 명되었다.

식 (3.1)의 추정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문제는 주요 설명변수들의 잠

재 내생성(endogeneity)으로 인한 추정결과의 편의(biased)가능성이다.

정부의 물류비 지원은 수출업체의 비용을 감시켜 해외시장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수출증 를 가져온다.그러나 물류

비 지원이 사 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별,품목별 수출실 에 따라

실제 소요된 물류비의 일정 비율만큼 사후에 지원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수

출실 이 많은 품목이나 시장일수록 당해연도 물류비 지원액이 증가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결국 종속변수(수출액)가 독립변수(물류비 지원액)에

향을 으로써 오차항과 독립변수가 상 계를 갖는 내생성이 존재한다.

한,품목군별 실질물가지수는 해당품목군의 수출실 에 부(-)의 향

을 주는 동시에 수출물량의 증감은 국내가격의 등락에도 향을 수 있

기 때문에 해당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해야 한다.11물류비 지원액과 실질물

가지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추정방

법을 용한다.1단계에서는 물류비 지원액과 실질물가지수를 해당변수의

시차변수와 여타 설명변수를 도구변수(Instrumentalvariables)로 삼아 추정

하고 두 변수의 측치를 산출하고,122단계에서는 앞서 도출한 측치를

해당변수의 측치 신에 사용하여 확률효과 토빗 모형을 재추정한다.

11두 설명변수(물류비 지원액,실질소비자물가지수)의 내생성 유무를 단하기

해,확률효과 토빗 모형 신에 pooledIV(InstrumentalVariable)모형을 추정

하여 내생성 검증(Endogeneity test)를 실시하 음.Wu-Hausman F test와

Durbin-Wu-Hausmantest결과,1% 유의수 에서 두 변수가 실제로는 외생

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음(F(2,827)=29.4, =55.8).

121단계 추정에서 품목군,국가,연도에 따라 변동하는 물류비 지원액은 확률효

과 패 토빗 모형을 그 로 용한 반면,품목군과 연도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변수인 실질물가지수는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한 다음,각각의 측치를 산출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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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 결과

2.1. 체 신 농산  수출 향요인 분

2003~2009년 동안 체 신선농산물(5개 품목군)을 상으로 수출방정식

(1)을 추정한 결과가 <표 3-5>에 제시되어 있다.상이한 추정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확률효과(RandomEffects)모형,확률효과 토빗

(Random EffectsTobit)모형,확률효과 도구변수 토빗(Random Effects

InstrumentalVariableTobit)모형을 각각 추정하 다.Log-log방정식 형

태로 추정하 기 때문에 각 설명변수의 추정치는 수출탄력성을 나타낸다.

분석에 포함된 980개의 측치 가운데 48%에 해당하는 464개의 측치

가 수출실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종속변수의 값이 0인 측치가 많을

수록 분포의 단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 회기분석의 추정치는 0으로

편의되는 경향이 있다(Greene,2007).두 번째 열에 제시된 확률효과(RE)

모형의 경우 품목군 국가별 확률효과를 고려하 지만,세 번째 열의 확

률효과 토빗(RE-Tobit)모형에 비해 일부 변수(GDP,HANR)의 추정치가

과소 추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반면,분포의 단여부와 계가 없거

나(CUMSUB2)거의 향을 받지 않는(SUB1)변수들은 과 추정되었다.

네 번째 열은 내생성이 우려되는 두 변수의 년도 시차변수를 외부 도

구변수(excluededinstrumentvariable)로 활용한 2단계 추정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내생성을 완화시킨 결과,세 번째 열에 제시된 확률효과 패 토

빗 모형의 추정치에 비해서 정부의 수출지원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반면,

거리변수가 수출에 미치는 향은 더 작게 나타났다.한편 생산액의 증

가 수출에 미치는 정 인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변한 신

에,한류의 확산이 신선농산물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바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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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신선농산물 수출 향요인 분석 추정결과: 체 품목군

변수
Random Effect

Panel
Random Effect
PanelTobit

Random Effect
PanelIV Tobit

ln(GDP)c,t
0.291 0.668 ** 0.659 ***

(0.259) (0.292) (0.141)

ln(PCI)c,t
0.396 0.419 0.194

(0.272) (0.316) (0.200)

ln(DISO)c,t
-1.430*** -1.079 *** -0.612 ***

(0.219) (0.210) (0.206)

ln(SUB1)g,c,t
0.283*** 0.152 *** 0.229 ***

(0.032) (0.009) (0.028)

ln(CUMSUB2)t
0.521*** 0.304 ** 0.472 **

(0.153) (0.138) (0.191)

ln(EXR)c,t
-0.040 -0.153 -0.002

(0.137) (0.216) (0.097)

ln(RCPI)g,t
0.542 0.341 0.630

(0.671) (0.584) (1.040)

ln(PRO)g,t
0.464 ** 0.374 0.309 **

(0.230) (0.238) (0.131)

ln(KORN)c,t
0.411 ** 0.250 * 0.302 ***

(0.165) (0.152) (0.115)

ln(HANR)c,t
0.187 0.609 ** 0.197

(0.200) (0.241) (0.302)

Constant
-0.210 -10.857 ** -13.262 ***

(3.830) (4.674) (3.187)


2.033 3.349 *** 4.112 ***

(0.368) (0.358)


1.203 0.904 *** 1.014 ***

(0.032) (0.037)

CensoredObs. 464 394

UncensoredObs. 980 516 446

WaldStat. 632.0 591.7 358.9

R2 0.819

Loglikelihood -941.2 -913.0

주:1.***,**,*은 각각 1%,5%,10%에서 유의함.

2.는 품목군 국가별 확률효과의 표 편차,는 오차항의 표 편차임.

3.세 모형에서 도출된Wald통계량은 모든 설명변수의 계수가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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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2단계 추정방법을 통한 확률효과 도구변수 토빗(RE-IV-

Tobit)모형의 추정치13를 가지고 신선농산물의 수출성과를 분석하 다.

첫째,우리나라의 신선농산물 수출도 력이론과 같이 해외시장의 규모

(GDP)가 클수록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상국의 GDP가

1%증가하면 우리나라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0.66%씩 늘어난다.하지만,1

인당 GDP의 증가는 수출증 에 의미 있는 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신선농산물의 특성상 국가간 거리 는 운송비용도 수출규모를 결

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운송비용이 1% 증가할수록 국내

산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0.61%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지리 으

로 가까운 일본과 국시장 등 동남아시아 수출시장의 요성이 재차 확인

된다.

셋째,정부가 수행한 수출지원정책의 수출증 효과는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단기 이고 소모성 지원인 수출물류비 지원액의 성과도 확인되

었으며,장기 이고 지속 인 성격의 기타 수출 지원액(농식품 수출기반

조성사업,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해외마 사업)의 효과 한 통

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해외시장별,품목별로 지원된 수출물류비의

경우 0.23%의 수출탄력성을 기록하 다.기타 수출지원자 의 액

한 0.47%로 수출물류비보다 높은 수출탄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수출 상국과의 상 환율은 우리나라 신선농산물의 수출에 거

의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통계 유의성은 없지만,추정

치가 상된 부호와는 반 인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이는 우리나라의

신선농산물이 기후나 생산여건의 차이로 인해 해당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13<표 3-5>의 Tobit모형에서 도출한 추정치는 각 설명변수의 탄성치이다.본 연

구에서는 분석 상으로 선정한 28개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신선농산물을 수출

할 수 있는 모든 국가라고 가정했기 때문에,수출액이 1천 달러 이상인 국가들

( 단되지 않은 측치)만을 상으로 설명변수의 한계 향을 악하는 것보

다,수출액이 1천 달러 이하인 국가들까지 포함한 체 수출 상국을 상으로

각 설명변수의 한계 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에 더 부합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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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주로 수출되고 있어 상 환율의 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품목별 국내 생산액이 증가할수록 해당 품목류의 수출이 늘어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품목별 실질소비자 물가지수의 추정치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했던 부호(-)와는 반 로 나타났

다.이는 신선농산물의 생산액이 1%증가할 때 수출액은 0.31%늘어나며,

국내 공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시 수출업체들이 낮은 단가로 해외시장

수출을 증가시키는 실을 반 하고 있다.14그리고 유의하진 않지만 실질

가격의 수출증 효과가 상과 달리 양(+)으로 나타난 것은 각 품목군에

포함되는 일부 품목들은 국내가격이 하락해도 수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거나,품목군 내에서 생산과 소비 모두 체 계인 품목들이 많기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된다.15

여섯째,해외시장의 한국인 체류자(교민 포함)수가 신선농산물의 수출

에 미치는 효과는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한류의 변 확 로

인한 농산물 수출증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해외

시장의 체류자 수가 1%증가할 때 신선농산물의 수출액은 0.3%증가하고

있으며,해외 교포들이 수출 농산물의 주 소비층인 실을 반 하고 있다.

그리고 한류의 리변수인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증가가 신선농산물의 수

출증 에 미치는 향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산품의 경우를

사례로 조사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해외시장에서

수출증 에 미치는 정 인 효과를 밝 낸 바 있으나,신선농산물의 경우

는 지 까지 농식품 체 으로는 한류의 효과가 수출증 에 미치는 향

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14생산액과 수출액의 계가 음(-)인 경우도 가능함.2010년도 감귤과 같이 생산

량이 감소하여 국내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생산액은 년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반면,당해연도의 감귤 수출량은 감소한 바 있음.

15보다 세부 인 품목 단 로 분석을 할 경우 국내가격과 수출의 계는 음(-)

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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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품목군별 수출 향요인 분

품목군별로 식 (3.1)의 수출방정식을 추정함으로써 품목군에 따라 설명

변수들이 미치는 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수 있다.각 품목군은

168개의 찰치를 가지고 있으며,종속변수의 분포가 단된 문제와 수출

물류비 지원액과 실질가격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확률효과

도구변수 토빗(RE-IV-Tobit)모형을 용하 다.

<표 3-6>은 품목군별 수출방정식의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품목군에 따

라 교역형태가 동질 이지 않고,주요 수출시장도 다르기 때문에 수출액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탄력성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16

첫째,인삼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군들이 정부의 수출지원이 확 될수록

수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물류비 지원액은 과실류와 화훼류에서

높은 수출탄력성이 도출되었으며,버섯류의 경우 기타 수출지원사업에 가

장 큰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신선농산물 에서 가장

수출단가가 높은 인삼류의 경우,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은 증가했지만 수

출은 감소하여 수출지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16품목군별 추정에서는 일부 계수가 이론과 부합하지 않게 나타나기도 함.가령,

화훼류의 GDP계수는 4.79로 력모형의 이론치를 많이 벗어났으며,버섯류

의 실질가격 탄성치는 -75.6으로 과 추정되었음.이는 품목군당 168개의 소

규모 표본을 가지고 동일한 수출방정식을 추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편의

라고 볼 수 있음.세부 품목의 국가별 수출실 과 수출지원액 등의 통계를 이

용하여 표본의 크기를 늘릴 수 있다면,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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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농산물 품목군별 수출 향요인 추정

변수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버섯류 인삼류

ln(GDP)c,t -0.516 1.239*** 4.794*** -0.994 0.746***

(0.364) (0.432) (1.482) (1.987) (0.213)

ln(PCI)c,t 0.559 -1.248** 0.535 4.942** -0.523***

(0.402) (0.552) (1.638) (2.304) (0.165)

ln(DISO)c,t -1.060** 0.506 * -3.941 * -8.253***-0.373**

(0.424) (0.303) (2.189) (1.974) (0.172)

ln(SUB1)c,t 0.484*** 0.027 0.259*** 0.041 -0.021**

(0.034) (0.025) (0.062) (0.076) (0.010)

ln(CUMSUB2)t 0.369* 0.360** 3.409 2.602** 0.047

(0.224) (0.170) (3.405) (1.309) (0.214)

ln(EXR)c,t -0.940*** 0.580*** 0.659 -0.603 0.662***

(0.183) (0.217) (0.994) (1.260) (0.129)

ln(RCPI)t -2.074* -1.853 -5.135 -75.641*** 2.045

(1.163) (1.882) (43.359) (28.204) (1.587)

ln(PRO)t -0.987 4.356 * 0.554 0.220 0.821

(1.405) (2.358) (11.811) (2.507) (1.019)

ln(KORN)c,t 0.271 0.036 -0.769 2.081 0.407***

(0.223) (0.205) (0.939) (1.291) (0.150)

ln(HANR)c,t 0.775** -0.236 -4.100 3.194 0.339

(0.349) (0.387) (2.681) (2.408) (0.434)

Constant 13.012 -57.776***-37.532 -6.937 -18.947**

(14.208) (20.317) (80.571) (37.859) (8.209)

 8.290*** 12.407*** 7.825*** 10.500*** 12.654***

(1.494) (2.258) (1.716) (2.250) (2.350)

 0.533*** 0.410*** 2.966*** 3.917*** 0.333***

(0.046) (0.031) (0.260) (0.358) (0.026)

CensoredObs. 84 60 83 87 72

UncensoredObs. 84 108 85 81 96

WaldStat. 632.4 126.5 60.1 55.8 293.8

Loglikelihood -125.9 -144.2 -264.1 -282.7 -114.9

주:1.***,**,*은 각각 1%,5%,10%에서 유의함.

2.는 품목군 국가별 확률효과의 표 편차,는 오차항의 표 편차임.

3.모든 품목군에서 도출된 Wald통계량은 모든 설명변수의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

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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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품목군에 따라서 수출 상국 1인당 소득과 GDP의 변화에 상이한

반응을 보인다.이는 품목군에 따라 주력시장이 변화하는 추세가 반 된

결과이다.일본과 동남아 시장으로 주로 수출하고 있는 채소류와 인삼류의

경우,일본으로의 수출은 정체 는 감소하는 반면,동남아로의 수출은 빠

르게 확 되고 있는 추세가 반 되어,GDP는 양(+)의 효과를,1인당 소득

은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일본으로의 수출이 큰

비 을 차지하면서도 성장률도 높은 화훼류의 경우 GDP의 수출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일본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버섯류의 경우에는 1인당 소득의 수출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채소류를 제외한 부분의 품목군은 수출시장과 거리가 멀어질수

록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으며,버섯류가 거리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

하고 있다.일본이 주력시장이고,동남아가 신흥시장인 채소류의 경우 거

리가 멀수록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일본으로의 수출

은 정체 는 감소하는 반면,동남아로의 수출은 빠르게 확 되고 있는 상

황이 반 되었기 때문이다.

넷째,품목군별로 정책변수와 력모형 변수들을 제외한 여타 수출증가

요인을 살펴보았다.과실류의 경우 한류의 확산과 국내가격의 하락이 수출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상 환율의 하락이 수출증가에

정 으로 나타난 것은 상 외의 결과 으며 국내 수 변동에 따른 가격

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채소류의 수출은 상 환율의 증가에 민

감하게 반응하 으며,국내생산이 증가할 때 수출 한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버섯류는 국내가격의 하락에 가장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버섯류의 경우 국내에서 공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경우

낮은 단가로 일정물량 이상 수출하는 실태를 반 한 것으로 단된다.그

리고 수출단가가 상 으로 높은 인삼류의 경우,상 환율이 증가할 때

수출이 크게 확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해외시장의 체류자 수는

인삼류의 수출증 에 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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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사

신선농산물 수출에서 GDP의 수출탄력성(0.66%)이 유의한 반면,1인당

GDP의 수출탄력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해외시장의 물리 규모

(GDP 는 인구)가 확 될수록 국내산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증가하지만,

개별 소비자들의 소득탄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최근의

신선농산물 수출이 선진국 시장을 목표로 고품질,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매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보다는 국 동남아 국가와 같은 개도국 시장에

서의 가격경쟁력에 을 맞추어 수출물량이 확 되어온 실을 반증하

고 있다.17

수송거리가 멀거나 운송비용이 높을수록 수출이 어드는 것으로 나타

난 분석결과는 근 한 해외시장의 요성을 확인시켜 뿐만 아니라,수출

물류비 지원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행 물류비 지원제도와 련해서,물류비 감축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

는 국내외 가격차를 보 하는 성격이 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지원

이 오히려 수출경쟁력을 하시킨다는 우려가 지속 으로 제기되면서 장

기 으로는 직 지원보다는 수출농산물의 품질향상 신규시장 개척,공동마

추진 등의 간 지원으로 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두되었다.18그

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물류비지원액의 수출탄력성이 0.23%로 나타난

17일부 품목의 경우,GDP가 증가하고 있는 수출시장으로의 진출은 마켓테스트

나 홍보용으로 지속되고 있지만,아직까지는 소득수 이 높은 개인 소비자의

지속 인 구매가 아닌 호기심에 의해 구입하는 행태가 주를 이루는 기 시장

근 단계임.

18이는 DDA농업 상의 결과에 따라 개도국의 경우라도 일정 시 부터는 물류

비 지원과 같은 직 인 수출보조는 철폐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우리나라는 2004년까지의 수출보조 실 을 WTO에 통보하 는데 개

도국에게는 감축약속이 면제되는 유통비용 감목 의 수출보조 으로 과일

(116억 원),화훼(42억 원),김치(21억 원),채소(66억 원),축산물(1억 원),인삼

(10억 원)에 해 지 한 것으로 통보하 음(2004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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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수출물류비 지원이 신선농산물의 수출확 에 정 으로 작용한

것 한 사실이며, 재까지의 DDA 상에 따르면,우리나라가 개도국 지

를 유지할 경우 재와 같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2021년까지 지속 으로

지원할 수 있다.따라서 수출물류비를 성 하게 폐지할 필요는 없으며,

장기 으로 감축하면서 기타 수출지원사업으로 비 을 확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기타 수출지원에 해당하는 해외마 지원사업(시장조사,홍보,마

등)과 수출기반 구축사업(수출선도조직 육성,품목별 수출 의회 지원,수

출 인 라 확충 등)은 수출탄력성이 0.47%로 물류비지원액 탄력성보다 크

고 품목이나 산업 특정성이 으며,수출을 한 범 한 정부의 서비스

에 해당되므로 수출보조가 아닌 허용보조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으로 확 할 필요가 있다.

상 환율이 신선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

은 수출시장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경쟁 상품목이 수출국 자체 으로 공

된 농산물이 아닌 그 시장에 수출되는 다른 수출경쟁 국가의 농산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따라서 해외시장에서 비교우 가 있거

나 특화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경우 수출단가를 낮추려는 노력보다는 품질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교포들이 우리 농산물의 주요 소비층인 것은 분석결과에서도 확인

되었지만,해외 체류자 수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낮기 때

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수출탄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해외시장의 진입을 시도하려는 신규 수출품목이나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존 수출품목의 경우 체류자 는 교민 규모가 큰 시장을 목

표로 삼아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해외마 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9

19해외시장의 체류자 수를 제곱한 변수를 분석모형에서 함께 추정할 경우,체류

자 수의 계수가 체류자 수를 제곱한 변수의 계수보다 더 크게 추정되면 이러

한 해석이 타당함.실제 분석결과,통계 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추정계수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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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확산이 아직까지는 기 단계여서 신선농산물의 체 인 수출

증 에 직 인 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 지만

최근의 설문조사들에 따르면,해외 소비자들이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한

호기심과 구입의향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품목별로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향후 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 인 연구가 뒤따라

야 하며,한류와 농식품 수출을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 으로 강구할 필요

가 있다.

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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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문생산단지

1.1. 분  요  및 목

농식품 수출 증 와 수출기반 강화를 해서는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와 품질 리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국내 농식품 수출지원정책

에서 수출물량 공 ,품질 리지원과 련된 표 인 사업이 원 문생

산단지 지원과 수출선도조직지원 사업이다.이 두 개 사업부문의 운 실태

와 동향을 살펴 으로써 수출확 를 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제

1 에서는 원 문생산단지에 한 분석 시사 을 제시한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 수출 진을 해 원 문생산단지를 지정하고

운 하면서 매년 운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있다.운 실태를 평가하는 목

은20우수단지에 해 인센티 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농산물의 안 성

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확보하고 수출의 안정성을 높여 단지를 활성

화시키는 것이다.한편,원 문생산단지 지정·운 은 aT지원사업의 ｢농

축산물 매 진사업-수출인 라-수출농산물생산단지 리｣에 해당하는 사

업이다.

원 문생산단지에 해서는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품질이 리되고 수

20조사근거는 원 문생산단지 리지침 제13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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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량이 안정 으로 공 될 것으로 기 되고 있기 때문에 운 실태를 분

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정책 시사 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원 문생산단지 평가 지표에 단지별 수출 액,수출비 ,계약재배,품

질 리,교육 회의 개최 등에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지표들의 실태와 변화를 분석할 경우 농산물 공 과 품질 리에 한 실태

동향 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원 문생산단지의 운 실태 구조변화를 분석함

으로써 수출물량 공 단지로의 기능과 운 실태의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정책 시사 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분  자료 및 분 방법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농수산물유통공사(aT)｢원 문생산단지 운 실

태 조사·평가결과｣의 각 연도별 원자료이다.21원 문생산단지 실태 조

사시기는 연도별로 조 씩 다르지만 부분 1~2월이다.생산 상 품목으

로는 가지, 리카 등을 포함하는 채소류 12개,감귤 등을 포함하는 과실

류 6개 품목,국화,장미 등을 포함하는 화훼류 10개 품목이다.

원 문생산단지 수는 2011년 조사·평가 상 기 으로 채소류 52개,

과실류 59개,화훼류 42개 등 총 158개이다.연도별 운 단지 수는 2005

년 128개에서 2010년 155개로 늘어났으며,단지규모는 총 6,959ha,단지당

평균면 은 44.9ha이다.단지 체 농가 수는 11,535호,단지당 평균농가는

74.4호이다.이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총 5,135호이며,수출참여

농가의 단지당 평균면 은 33.1ha이다.

21이 자료의 생성 과정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와 지자체(시·군)에서 단지 평가

지표에 의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로 제출하면,

본사에서는 조사결과를 분석·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하

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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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분석기간은 2005~2010년까지이며,2005년 비 2010년의 평가

지표별 증감률과 동향을 분석한다.원 문생산단지 평가지표 세부 조

사항목은 3개 부문에 총 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조직운 평가

부문의 세부항목은 단지규모,자조 조성 운 ,계약재배 수출비 (%),

수출농가 비율,교육 회의 개최 등을 포함한다.수출사업 평가 부문의

세부항목은 수출 액,수출신장률(%),생산량 비 수출 비 (%)이다.마

지막으로 안 성 평가부문은 품질 안 성 리 실태를 포함한다.

그림 4-1.원 문생산단지 운 실태 조사·평가 체계동향

농 식 품 

지 체(시 ․도)

지 체(시 ․군)

aT(본사)

aT(지사)

원예전문생산단지

② ⑤ ① ④

②

③ ③

②

② ⑤

자료:농수산물유통공사,원 문생산단지 운 실태 조사·평가결과 자료(2011)

1.3. 분  결과

1.3.1.단지운 부문

가.단지규모 단지 수

원 문생산단지 운 면 은 2005년 7,696ha에서 2010년 6,959ha로

9.6% 감소하 다.원 문생산단지 수는 2005년 126개소에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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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개소로 증가하 고 단지규모별 평균면 은 61.1ha에서 44.9ha로 27.1%

감소하 다.

품목부류별로 채소류 단지 면 은 2005년 614ha에서 2010년 1,614ha로

162.9%증가하 다.단지 수도 역시 2005년 31개소에서 2010년 59개소로

90.3% 증가하 고,단지규모의 평균 면 은 19.8ha에서 27.9ha로 41.1%

증가하 다.

과실류 단지 면 은 2005년 6,812ha에서 2010년 4,882ha로 28.3%감소

하 고,단지수도 2005년 53개소에서 2010년 52개소로 1.9%감소하고 평

균 단지규모도 128.5ha에서 93.9ha로 26.9% 감소하 다.

화훼류 단지 면 은 2005년 270ha에서 2010년 463ha로 71.5%증가하

고,단지수는 2005년 42개소에서 2007년 55개소로 증가하다가 2010년 44

개소로 다시 감소하 으며,평균 단지규모는 6.4ha에서 10.5ha로 64.1%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지 수와 단지규모 증가율은 채소류가 제일 높고,

단지규모는 과실류가 제일 넓다.

표 4-1.품목류별 원 문생산단지 규모 단지 수 동향

단 :ha,개소,%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채
소
류

단지규모 614 783 1,470 1,472 1,788 1,614 162.9

단지 수 31 42 63 62 64 59 90.3

평균 19.8 18.6 23.3 23.7 27.9 27.4 38.4

과
실
류

단지규모 6,812 7,693 8,248 6,655 5,886 4,882 -28.3

단지 수 53 57 65 54 52 52 -1.9

평균 128.5 135.0 126.9 123.2 113.2 93.9 -26.9

화
훼
류

단지규모 270 403 479 412 436 463 71.5

단지 수 42 50 55 43 42 44 4.8

평균 6.4 8.1 8.7 9.6 10.4 10.5 64.1

계

단지규모 7,696 8,879 10,197 8,539 8,110 6,959 -9.6

단지 수 126 149 183 159 158 155 23.0

평균 61.1 59.6 55.7 53.7 51.3 44.9 -26.5

주:증감률은 2005년 비 2010년 증감률임.

자료:원 문생산단지 평가·분석결과 각 연도별 자료를 재분석함.



수출물량 공 기반 분석 53

나.단지규모

원 문생산단지의 총 운 면 은 2005년 46,393천㎡에서 2010년 69,759

천㎡로 50.4%증가하 다.그 채소류 단지 면 은 2005년 2,184천㎡에

서 2010년 15,323천㎡로 601.7% 증가하 다.채소류 단지규모에서 특히

딸기,멜론, 리카 면 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과실류 단지 면 은 2005년 43,144천㎡에서 2010년 49,755천㎡로 15.3%

증가하 으며,단감 증가율이 제일 높다.화훼류 단지 면 은 2005년 1,066

천㎡에서 2010년 4,682천㎡로 339.1% 증가하 는데,품목별로 심비디움,

국화,백합 증가율이 높다.단지 규모는 과실류가 제일 넓고,단지규모 증

가율은 채소류가 제일 크다.

표 4-2.품목류별 원 문생산 단지규모 동향
단 :1000㎡,%

부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채소류 2,184 7,765 14,702 14,724 15,169 15,323 601.7

과실류 43,144 76,293 82,481 66,549 53,928 49,755 15.3

화훼류 1,066 3,995 4,795 4,117 4,279 4,682 339.1

체 46,393 88,053 101,978 85,390 73,376 69,759 50.4

주:1.품목 부류는 단지별 표품목으로 산정함.

2.증감률은 2005년 비 2010년 증감률임.

자료:각 연도 원 문생산단지 평가결과 원자료 재분석,농수산물유통공사

다.단지 농가 수

원 문생산단지의 총 농가 수는 2005년 7,467호에서 2010년 5,135호

로 31.2% 감소하 다.품목부류별로 채소류 농가 수는 2005년 1,705호에

서 2010년 1,303호로 23.6% 감소하 으며,과실류도 2005년 5,294호에서

2010년 3,311호로 37.5%감소하 다.반면,화훼류 농가 수는 2005년 468

호에서 2010년 551호로 11.3%증가하 다.과실류 농가 수가 제일 많으나

감소비율도 제일 크고 화훼류 농가 수는 제일 지만 유일하게 증가한 품

목부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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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원 문생산단지 품목류별 농가 수 동향

단 :개소,호,%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채
소
류

농가 수 1,705 1,669 3,718 3,613 3,511 1,303 -23.6

단지 수 31 42 63 62 64 59 90.3

평균 55 39.7 59 58.3 54.9 22.1 -59.8

과
실
류

농가 수 5,294 5,595 8,934 8,605 8,538 3,311 -37.5

단지 수 53 57 65 54 52 52 -1.9

평균 99.9 98.2 137.4 159.4 164.2 63.7 -36.2

화
훼
류

농가 수 468 561 661 550 552 521 11.3

단지 수 42 50 55 43 42 44 4.8

평균 11.1 11.2 12 12.8 13.1 11.8 6.3

계

농가 수 7,467 7,825 13,313 12,768 12,601 5,135 -31.2

단지 수 126 149 183 159 158 155 23.0

평균 59.3 52.5 72.7 80.3 79.8 33.1 -44.2

주:증감률은 2005년 비 2010년 증감률임.

자료:각 연도별 원 문생산단지 평가·분석결과를 재분석한 결과임.

1.3.2.조직운 부문

가.자조 조성

원 문생산단지 자조 조성액 규모는 체 으로 2005년 43억 6천 5

백만 원에서 2010년 102억 1천 9백만 원으로 134.1%증가하 다.조성

액 측면에서는 과실류,채소류,화훼류 순으로 크고,조성액 증가율은 화훼

류,과실류,채소류 순으로 크다.

과실류 자조 조성액은 2005년 15억 9천만 원에서 2010년 42억 6천 1

백만 원으로 168.0%증가하 다.품목별로 배 조성액 규모가 가장 높지만,

감귤은 오히려 감소하 다.

채소류는 2005년 20억 2천 1백만 원에서 2010년 31억 6천 2백만 원으로

56.5%증가하 다.품목별로 방울토마토 조성액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

은 딸기가 가장 크다.

화훼류는 2005년 7억 5천 4백만 원에서 2010년 27억 9천 6백만 원으로

270.8%증가하 다.백합의 조성규모가 가장 크고,국화 증가율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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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품목류별 원 문생산단지 자조 조성 동향

단 :백만 원,%

부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채소류 2,021 2,836 7,761 4,771 5,572 3,162 56.5

과실류 1,590 142 312 191 304 4,261 168.0

화훼류 754 1,253 3,362 1,207 2,677 2,796 270.8

체 4,365 4,231 11,434 6,170 8,553 10,219 134.1

주:1.품목 부류는 단지별 표품목으로 산정함.

2.증감률은 2005년 비 2010년 증감률임.

자료:각 연도 원 문생산단지 평가결과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나.계약재배 비

원 문생산단지의 계약재배 비율은 체 으로 2005년 66.3%에서

2010년 78.3%로 12.0%P증가하 다.그 채소류의 계약재배 비 은 4.1%

감소하 지만,방울토마토(8.1%P)와 리카(4.3%P)품목의 계약비 은

커졌다.

과실류 계약재배 비 은 2005년 비 8.6%증가하 다.사과,배,포도

는 증가하 지만,단감은 감소하 다.감귤은 2008년 재 계약재배를 시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원 문생산단지 품목류별 계약재배 비 변화

단 :%,%P

부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

채소류 81.6 73 71.1 89.2 86.3 77.5 -4.1

과실류 58.9 59.1 63.7 86 80.3 67.5 8.6

화훼류 64.5 62.4 65.3 71.6 71.6 89.9 25.4

체 66.3 64.1 66.7 83.3 80.4 78.3 12.0

주:1.품목 부류는 단지별 표품목으로 산정함.

2.증감량은 2005년 비 2010년 변화분임.

3.부류 소계 평균 비 은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제외함.

자료:각 연도 원 문생산단지 평가결과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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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류는 계약재배 비 은 25.4%증가하 는데,국화,선인장,심비디움,

장미가 증가하고 백합과 양란은 감소하 다.장미와 호 란은 2009년 기

으로 100% 계약재배를 시행하고 있다.

다.교육 회의

원 문생산단지의 교육 회의 횟수는 체 으로 2005년 1,313회에

서 2010년 1,774회로 35.1%증가하 다.부류별로 채소류는 각각 267회에

서 648회로 142.7% 증가하 다.과실류는 각각 579회에서 602회로 4.0%

증가하 으며,화훼류는 467회에서 524회로 12.2% 증가하 다.채소류가

교육횟수도 많고 증가율도 높다.

표 4-6.원 문생산단지 교육 회의 횟수

단 :회,%

부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채소류 267 378 691 531 766 648 142.7

과실류 579 484 479 544 569 602 4.0

화훼류 467 431 617 350 574 524 12.2

체 1,313 1,293 1,787 1,425 1,909 1774 35.1

주:1.품목 부류는 단지별 표품목으로 산정함.

2.증감률은 2005년 비 2010년 증감률임.

자료:각 연도 원 문생산단지 평가결과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1.3.3.수출 부문

가.수출 농가 수

원 문생산단지 수출 농가 수는 체 으로 2005년 4,522호에서 2010

년 5,135호로 13.6%증가하 다.단지별 평균 수출 농가 수는 2005년 35.9

호에서 2010년 33.1호로 다소 감소하 다.

품목류별로 채소류 농가 수는 2005년 836호에서 2010년 1,30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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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증가하 지만,단지별 평균 수출 농가 수는 각각 27.0호에서 22.1호

로 18.2% 감소하 다.

과실류 수출 농가 수는 2005년 3,332호에서 2010년 3,311호로 0.6%감

소하 지만,과실류 단지 평균 수출 농가 수는 2005년 62.9호에서 2010년

63.7호로 1.2% 증가하 다.

화훼류 수출 농가 수는 2005년 354호에서 2010년 521호로 47.2% 증가

하 으며,화훼류 단지 평균 수출 농가 수는 2005년 8.4호에서 2010년

11.8호로 41.0% 증가하 다.

표 4-7.원 문생산단지 수출 농가 수 동향

단 :개소,%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채
소
류

수출 농가 수 836 961 2,008 1,901 1,537 1,303 55.9

단지 수 31 42 63 62 64 59 90.3

평균 27 22.9 31.9 30.7 24 22.1 -18.2

과
실
류

수출 농가 수 3,332 2,913 3,768 3,625 3,693 3,311 -0.6

단지 수 53 57 65 54 52 52 -1.9

평균 62.9 51.1 58 67.1 71 63.7 1.2

화
훼
류

수출 농가 수 354 377 471 399 441 521 47.2

단지 수 42 50 55 43 42 44 4.8

평균 8.4 7.5 8.6 9.3 10.5 11.8 41.0

계

수출 농가 수 4,522 4,251 6,247 5,925 5,671 5,135 13.6

단지 수 126 149 183 159 158 155 23.0

평균 35.9 28.5 34.1 37.3 35.9 33.1 -7.7

주:증감률은 2005년 비 2010년 증감률임.

자료:각 연도 원 문생산단지 평가·분석결과 재분석,농수산물유통공사

체 농가에서 수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60.6%에서 2010년

45.0%로 34.0%감소하 다.품목별로 살펴보면 채소류는 49.0%에서 39.1%

로 20.2% 감소,과실류는 62.9%에서 43.8%로 30.4% 감소하 고,화훼류

는 75.6%에서 79.9%로 5.7% 증가하 다.2010년 기 으로 체 농가 수

와 수출 농가 수는 과실류가 제일 많다.수출농가 비율은 화훼류가 제일

높고 채소류가 제일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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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원 문생산단지 수출농가 비율

단 :개소,%,%P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체
농
가
수

채소류 1,705 1,669 3,718 3,613 3,511 3,333 95.5

과실류 5,294 5,595 8,934 8,605 8,538 7,560 42.8

화훼류 468 561 661 550 552 642 37.2

계 7,467 7,825 13,313 12,768 12,601 11,535 54.5

수
출
농
가
수

채소류 836 961 2,008 1,901 1,537 1,303 55.9

과실류 3,332 2,913 3,768 3,625 3,693 3,311 -0.6

화훼류 354 377 471 399 441 521 47.2

계 4,522 4,251 6,247 5,925 5,671 5,135 13.6

수
출
농
가
비
율

채소류 49 57.6 54 52.6 43.8 39.1 -20.2

과실류 62.9 52.1 42.2 42.1 43.3 43.8 -30.4

화훼류 75.6 67.2 71.3 72.5 79.9 79.9 5.7

계 60.6 54.3 46.9 46.4 45.0 81.2 34.0

주:증감률은 2005년 비 2010년 증감률임.

자료:각 연도 원 문생산단지 평가·분석결과를 재분석한 결과임.

나.수출 액

원 문생산단지 체 수출액은 2005년 9,533만 1천 달러에서 2010년

1억 9,564만 4천 달러로 105.2%증가하 다.과실류 수출액은 각각 3,365

만 3천 달러에서 2010년 4,218만 달러로 25.3% 증가하 다.채소류 수출

액은 각각 3,111만 달러에서 7,881만 4천 달러로 145.0%증가하 고,화훼

류는 3,056만 8천 달러에서 7,465만 달러로 144.2% 증가하 다.

원 문생산단지의 수출액은 채소류,화훼류,과실류 순으로 높고,최근

증가율도 채소류와 화훼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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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원 문생산단지 품목류별 수출 액 동향

단 :천 달러,%

부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채소류 31,110 44,336 51,433 47,404 64,267 78,814 153.3

과실류 33,653 29,823 39,057 40,043 46,180 42,180 25.3

화훼류 30,568 30,569 39,104 39,924 47,999 74,650 144.2

체 95,331 104,728 129,593 127,370 158,446 195,644 105.2

주:1.품목 부류는 단지별 표품목으로 산정함.

2.증감률은 2005년 비 2009년 증감률임.

자료:각 연도 원 문생산단지 평가·분석결과를 재분석한 결과임.

다.수출신장률

원 문생산단지 수출신장률 평가결과의 등 별 비 변화를 살펴보면,

체 으로 ‘수’등 은 2005년 24.6%에서 2010년 30.3%로 5.7%P증가하

으며,‘우’등 은 7.9%에서 14.8%로 6.9%P증가,‘미’등 은 13.5%에

서 11.6%로 1.9%P감소,‘양’등 은 11.9%에서 11.6%로 0.3%P감소,

‘가’등 은 42.1%에서 31.6%로 10.5%P감소하여 체 으로 수출신장률

이 증가하 음을 보여 다.22

부류별로 살펴보면 채소류의 ‘수’등 은 각각 22.6%에서 29.0%로

6.4%P증가하 으며,‘우’등 은 16.1%에서 17.0%로 0.9%P증가하 다.

‘수’와 ‘우’등 이 증가하여 수출신장률이 커졌음을 보여 다.

과실류의 수출신장률에서 ‘수’등 은 2005년 30.2%에서 2010년 23.0%

로 7.2%P감소하 으며,‘가’등 은 41.5%에서 44.0%로 2.5%P증가하

다.과실류는 (수)등 이 감소하고 (가)등 이 증가하여 체 으로 수출

신장률이 감소하 다.

화훼류는 ‘수’등 이 2005년 19.0%에서 2010년 41.0%로 22.0%P증가

22수출신장률은 신장률 등 별 평가지표가 연도별로 조 씩 달라졌기 때문에 일

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를 들어 2009년에는 단지별 수출실 으로 수를

등 별(수,우,미,양,가)로 부여하 으나 2010년에는 단지별 년 비 수출

신장률로 등 (수,우,미,양,가)을 부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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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가’등 은 40.5%에서 21.0%로 19.5%P감소하 다.화훼류는

(수)등 이 증가하고 (가)등 이 감소하여 체 으로 수출신장률이 증가

하 다.

표 4-10.원 문생산단지 수출신장률 동향

단 :개소,%,%P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채
소
류

수
개소 7 7 23 30 31 17 142.9
비 (22.6) (16.7) (36.5) (48.4) (48.4) (29.0) (6.4)

우
개소 5 3 3 0 6 10 100.0
비 (16.1) (7.1) (4.8) (0.0) (9.4) (17.0) (0.9)

미
개소 1 6 6 6 10 7 600.0
비 (3.2) (14.3) (9.5) (9.7) (15.6) (12.4) (9.2)

양
개소 4 6 1 3 0 8 100.0
비 (12.9) (14.3) (1.6) (4.8) (0.0) (13.0) (0.1)

가
개소 14 20 30 23 17 17 21.4
비 (45.2) (47.6) (47.6) (37.1) (26.6) (29.0) (-16.2)

소
계

개소 31 42 63 62 64 59 90.3
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과
실
류

수
개소 16 12 30 24 30 12 -25.0
비 (30.2) (21.1) (46.2) (44.4) (58.8) (23.0) (-7.2)

우
개소 2 3 3 2 2 4 100.0
비 (3.8) (5.3) (4.6) (3.7) (3.9) (8.0) (4.2)

미
개소 7 8 16 9 6 7 0.0
비 (13.2) (14.0) (24.6) (16.7) (11.8) (13.0) (-0.2)

양
개소 6 10 0 3 2 6 0.0
비 (11.3) (17.5) (0.0) (5.6) (3.9) (12.0) (0.7)

가
개소 22 24 16 16 11 23 4.5
비 (41.5) (42.1) (24.6) (29.6) (21.6) (44.0) (2.5)

소
계

개소 53 57 65 54 51 52 -1.9
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화
훼
류

수
개소 8 8 21 24 22 18 125.0
비 (19.0) (16.0) (38.2) (55.8) (52.4) (41.0) (22.0)

우
개소 3 2 2 2 0 9 200.0
비 (7.1) (4.0) (3.6) (4.7) (0.0) (20.0) (12.9)

미
개소 9 8 9 3 7 4 -55.6
비 (21.4) (16.0) (16.4) (7.0) (16.7) (9.0) (-12.4)

양
개소 5 11 1 2 3 4 -20.0
비 (11.9) (22.0) (1.8) (4.7) (7.1) (9.0) (-2.9)

가
개소 17 21 22 12 10 9 -47.1
비 (40.5) (42.0) (40.0) (27.9) (23.8) (21.0) (-19.5)

소
계

개소 42 50 55 43 42 44 4.8
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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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원 문생산단지 수출신장률 동향(계속)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체

수
개소 31 27 74 78 83 47 51.6
비 (24.6) (18.1) (40.4) (49.1) (52.9) (30.3) (5.7)

우
개소 10 8 8 4 8 23 130.0
비 (7.9) (5.4) (4.4) (2.5) (5.1) (14.8) (6.9)

미
개소 17 22 31 18 23 18 5.9
비 (13.5) (14.8) (16.9) (11.3) (14.6) (11.6) (-1.9)

양
개소 15 27 2 8 5 18 20.0

비 (11.9) (18.1) (1.1) (5.0) (3.2) (11.6) (-0.3)

가
개소 53 65 68 51 38 49 -7.5
비 (42.1) (43.6) (37.2) (32.1) (24.2) (31.6) (-10.5)

소
계

개소 126 149 183 159 157 155 23.0
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수:20∼60% 이상,우:5∼60% 미만,미:-10∼32%,양:-25∼4%,가:-25% 미만

2.증감률은 2005년 비 2010년 증감률임.

자료:각 연도별 원 문생산단지 평가·분석결과를 재분석한 결과임.

라.수출 비 23

원 문생산단지의 생산량 비 수출물량에 한 평가결과에 한 등

별 비 은 체 으로 ‘수’등 은 2005년 28.6%에서 2010년 38.7%로

10.1%P증가하 으며,‘우’등 은 11.1%에서 11.0%로 0.1%P감소,‘미’

등 은 10.3%에서 1.9%로 8.4%P감소,‘양’등 은 10.3%에서 3.9%로

6.4%P감소,‘가’등 은 39.7%에서 44.5%로 4.8%P증가하 다. 체 으

로 수출물량 (수)등 이 증가하 고 (가)등 도 증가하여 간등 이 감

소하 다.

부류별로 채소류는 ‘수’등 이 4.1%P증가,‘우’등 은 12.0%P증가하

여 체 으로 (수),(우)등 이 증가하고 (가)등 이 감소하 다.과실류

23원 문생산단지의 생산량 비 수출물량 비 평가기 도 최근에 다소 강화

되어 평가 등 의 일 성이 다소 낮음. 를 들어 2005년에는 생산량 비 수

출물량이 30% 이상이면 ‘수’,20%이상이면 ‘우’,15% 이상이면 ‘미’,10% 이

상이면 ‘양’,10%이하면 ‘가’등 으로 구분하 음.하지만,2006년 이후는 수

출물량이 40% 이상이면 ‘수’,33%이상이면 ‘우’,27% 이상이면 ‘미’,20% 이

상이면 ‘양’,20% 이하면 ‘가’등 으로 기 이 강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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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등 이 11.9%P증가하 고 ‘가’등 은 4.9%P증가하 다.과실류

는 수출물량 (수)등 과 (가)등 도 증가하여 간등 이 감소하 음을

보여 다.화훼류는 ‘수’등 은 2005년 35.7%에서 2010년 43.0%로 7.3%P

증가하 으며,‘가’등 은 35.7%에서 39.0%로 3.3%P증가하 다. 체

으로 (수)등 과 (가)등 이 증가하여 간등 이 감소하 다.

표 4-11.원 문생산단지 생산량 비 수출물량 동향

단 :개소,%,%P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채

소

류

수
개소 13 16 25 30 23 27.0 107.7
비 (41.9) (38.1) (39.7) (48.4) (35.9) (46.0) (4.1)

우
개소 0 1 3 0 4 7.0 　
비 (0.0) (2.4) (4.8) (0.0) (6.3) (12.0) (12.0)

미
개소 4 3 3 2 2 0.0 -100.0
비 (12.9) (7.1) (4.8) (3.2) (3.1) (0.0) (-12.9)

양
개소 5 1 1 2 5 1.0 -80.0
비 (16.1) (2.4) (1.6) (3.2) (7.8) (2.0) (-14.1)

가
개소 9 21 31 28 30 24.0 166.7
비 (29.0) (50.0) (49.2) (45.2) (46.9) (40.0) (11.0)

소

계

개소 31 42 63 62 64 59.0 90.3

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과

실

류

수
개소 8 5 20 16 19 14.0 75.0
비 (15.1) (8.8) (30.8) (29.6) (37.3) (27.0) (11.9)

우
개소 8 2 6 7 3 6.0 -25.0
비 (15.1) (3.5) (9.2) (13.0) (5.9) (11.0) (-4.1)

미
개소 7 3 4 8 3 1.0 -85.7
비 (13.2) (5.3) (6.2) (14.8) (5.9) (2.0) (-11.2)

양
개소 4 9 7 7 8 3.0 -25.0
비 (7.5) (15.8) (10.8) (13.0) (15.7) (6.0) (-1.5)

가
개소 26 38 28 16 18 28.0 7.7
비 (49.1) (66.7) (43.1) (29.6) (35.3) (54.0) (4.9)

소

계

개소 53 57 65 54 51 52.0 -1.9

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화

훼

류

수
개소 15 14 21 18 16 19.0 26.7
비 (35.7) (28.0) (38.2) (41.9) (38.1) (43.0) (7.3)

우
개소 6 8 2 2 3 4.0 -33.3
비 (14.3) (16.0) (3.6) (4.7) (7.1) (9.0) (-5.3)

미
개소 2 0 1 1 2 2.0 0.0
비 (4.8) (0.0) (1.8) (2.3) (4.8) (5.0) (0.2)

양
개소 4 2 2 4 2 2.0 -50.0
비 (9.5) (4.0) (3.6) (9.3) (4.8) (4.0) (-5.5)

가
개소 15 26 29 18 19 17.0 13.3
비 (35.7) (52.0) (52.7) (41.9) (45.2) (39.0) (3.3)

소

계

개소 42 50 55 43 42 44.0 4.8

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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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품질 리 부문

품질 안 성 평가기 항목은 2009년 GAP,잔류농약검사실 ,농약

사용기록 장 등에서,2010년에는 GAP,안 성검사실 ,안 지킴이(농약

담사)지정유무로 변경되었고 화훼류는 제외하고 있다.품질 안 성

의 평가 수가 원 문단지에서 차지하는 비 은 총 100 20 을

차지하고 있다.

채소류의 품질 안 성 평가 수는 2005년 7 에서 2010년 12 으로

5 증가하 다.과실류는 각각 6 에서 9 으로 3 증가하 다.품질

안 성 리 평가기 강화로 과실류의 2010년 수는 상 으로 채소류

에 비해 감소폭이 크다.화훼류에서는 2008년부터 안 성 리 수가 부여

되지 않고 있는데 안 성 리 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표 4-12.품목류별 품질 안 성 수

단 :%

부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량

채소류 7 8 8 14 14 12 5

과실류 6 6 8 14 15 9 3

화훼류 3 4 6 - - - -

주:1.품목 부류는 단지별 표품목으로 산정함.

2.증감량은 2005년 비 2010년 변화분임.

3.화훼류 2008,2009,2010년 품질 안 성 수 자료 부재

자료:각 연도별 원 문생산단지 평가·분석결과를 재분석한 결과임.

1.3.5.요약 시사

가.단지 운

원 문생산단지 분석결과의 시사 은 크게 단지운 ,조직운 ,수출

기능부문,품질 리 네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원 문생산

단지 규모는 2005년에 비해 체 으로 9.6%감소하 지만 단지 수는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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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단지별 평균 단지규모는 26.5%감소하게 되었다.과실류의 단지

규모(4,882ha)와 평균 단지규모(93.9ha)가 제일 크며,채소류는 단지규모와

평균 단지규모 증가율이 각각 16.9%,38.4%로 제일 높다.원 문생산단

지 규모화 성과는 과실류가 제일 높으며,최근에 채소류의 규모화 진행 속

도가 제일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재 원 문생산단지 농가 수는 5,135호,단지 수는 33.1개여

서 단지 수별 평균 농가 수는 155호이다.과실류의 농가 수와 단지별 평균

농가 수가 제일 많다.채소류와 과실류의 문생산단지 농가 수와 단지별

평균 농가 수는 2005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화훼류는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나.조직 운

원 문생산단지의 자조 조성액은 2005년에 비해 134.1% 증가하

다.자조 조성액 증가율은 화훼류가 270.8%로 가장 높고 다음 과실류

168.0%,채소류 56.5% 순으로 높다.향후,화훼류 품목 심으로 자조

조성액 규모가 차 증가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다.

원 문생산단지의 계약재배 비 도 2005년에 비해 12.0%P증가하여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특히 화훼류의 계약재배 비 이 25.4%

로 가장 높아 상 으로 과실류(8.6% 증가),채소류(4.1% 감소)에 비해

안정 인 생산 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다.계약재배 비 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수출물량과 공 가격에 한 측력이 높아지고 농

가경 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아직도 계약재배

비율이 78.3%에 머물러 생산물량의 안정 공 과 확보에 있어서 계약재

배 비 을 늘려야 하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

원 문생산단지 농가에 한 교육 회의개최는 농가의 조직화와 생

산물량의 품질 리 등에 한 농가의식을 환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원 문생산단지 체 농가교육 횟수는

2005년에 비해 35.1% 증가하 고,특히 채소류는 142.7% 증가하여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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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회의개최 회수가 농가의식을 지속 으로 환시키는 역할이 커지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출기능 부문

원 문생산단지의 수출 농가수가 2005년에 비해 13.6% 증가하고 수

출을 수행하는 단지 수도 23.0%증가하여 수출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특히 채소류와 화훼류 수출 농가 수 증가율이 55.9%와

47.2%로 높아져 향후 수출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상된다.

원 문생산단지의 수출 총액도 2005년에 비해 105.2%증가하여 수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원 문생산단지의 수출액도 채소류와 화훼류가

각각 145.0%,144.2%로 높아졌다.수출신장률 평가결과도 2005년에 비해

‘수’‘우’등 비율이 높아져서 수출신장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다.

원 문생산단지의 수출 농가 수,수출총액,수출신장률이 모두 증가하고

있어서 체 으로 수출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다.

라.품질 리 기능

원 문생산단지의 품질 안 성 리 수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한 인식과 리태도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품질과 안 리에

한 구체 인 평가항목 평가지표를 구체화시키고,화훼류의 안 성

리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2.수출선도조직 운 실태

2.1. 분  요  및 목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가 세하고 분산된 편이어서 수출시장에 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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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과당 출 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수출업체와 농가 간 체

계 인 품질 리와 안정 인 공 계약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따라서 국

내 농식품 수출을 문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물량의 안정 공 과 체

계 인 품질 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수출물량의 안정 공 과 품질 리를 강화하여 물량공

과 품질의 안정성을 높여 수출시장에서 교섭력을 증 시킬 수 있는 수출선

도조직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2008년부터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수출선도조직의 개념은 농식품 수출업체와 생산농가(생산자조직 포함)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체 주도로 품종 선택부터 재배,수확,선

별,포장,안 성 품질 리,정산,농가교육,수출업무 등의 과정을 수

행함으로써 수출농식품의 경쟁력 제고 수출확 를 선도하는 조직이다.

수출선도조직은 수출을 수행하는 수출업체나 생산자조직들 상으로

공모·평가하여 선정된 조직으로 장기 으로는 동일품목의 조직간 통합을

통해 품목별 마 보드(MarketingBoard)설립까지 유도하는 것이 목표

이다.

수출선도조직 황을 살펴보면,2009년도 13개 조직,2010년도 6개,

2011년 1개 신규조직을 선정하 고,기존 선정조직 에 4개 수출조직이

2011년 계속 지원에서 제외되어 재 총 15개 품목 16개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24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이 3년차가 이행되는 시 에서 수출선도조직 운

실태 목표 달성의 성과를 검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본

연구의 목 은 국내 농식품 수출선도조직의 운 실태 개선사항을 악

하여 수출선도조직 운 개선방향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42011년 9월 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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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  자료 및 방법

분석 자료는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수출선도조직 운 실태 조사자료

이다.운 실태 조사연도는 2009년과 2010년 자료이다.수출선도조직 운

실태 조사는 품목별 수출선도조직 사업자별 운 실태를 검해 사업의 효

율 추진을 유도하고 검결과로 도출된 애로 문제 에 해서 개선방

안을 마련해 익년도 사업추진계획 등에 반 함으로써 수출목표를 달성하

고 수출기반을 강화하기 해 수행하고 있다.

수출선도조직명 품목
조사 상

2009년도 2010년도

1차
연도
조직

NT업체 리카 ○ ○

LP 리카 ○ ○

AO 여름딸기 ○ ○

MM 새송이 ○ ○

FS* 배 ○ ○

CP* 배 ○ ○

JC* 감귤 ○ ○

MF 단감 ○ ○

DN 백합 ○ ○

RP 장미 ○ ○

DS 김치 ○ ○

HU* 김치 ○ ○

HS 유자차 ○ ○

2차
연도
조직

KM 팽이버섯 - ○

ET 토마토 - ○

NT 멜론 - ○

GH 국화 - ○

GD 선인장 - ○

LT 겨울딸기 - ○

19개 조직 16품목

표 4-13.운 실태조사 수출선도조직 상

주:1.수출선도조직 명칭은 익명으로 제시함.

2.*는 2011년 수출선도조직지원에서 제외된 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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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평가내용
가

치

득
평가방법 수

사업
목표
달성
도
(60)

규격품 수출물량,재배면
목표 실

※평균달성률[①+②/2]로
평가

40

①규격품 수출물량 목표(%)
:수출물량실 /목표×100

②재배면 목표(%)
:참여재배면 (천㎡)실 /목표×100

선도조직 수출신장률 -
국가품목 수출신장률

=실신장률
※ 신장률은 년 비 기

10

수 우 미 양 가

20%
이상

1∼20
미만

-10∼0
미만

-20∼-10
미만

-20
미만

10 8 6 4 2

선도조직 자체 수출신장률
※()는수출증가액기 (백만$)

10

수 우 미 양 가

20%
이상
or

(2이상)

5∼20
미만
or

(1이상)

0∼5
미만

-10∼0
미만

-10
미만

10 8 6 4 2

조직
화/
규모
화
이행
노력
(17)

규격품
생산
계약이행
리(8)

품질향상,안 성
강화 노력

5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농가계약이행
(연합조직은물량·
가격정보공유노력
포함) 리노력

3

수 우 미 양 가

3 2.5 2 1.5 1

수출활성화
인센티
(4)

용도의 정성 2
수 우 미 양 가

2 1.5 1 0.5 0

사용 차,의사록
작성의 정성

2
수 우 미 양 가

2 1.5 1 0.5 0

규격품의
안정
물량확
노력
(5)

참여농가
확 노력

3
수 우 미 양 가

3 2.5 2 1.5 1

신품종,신기술
개발노력 등

2
수 우 미 양 가

2 1.5 1 0.5 0

표 4-14.수출선도조직 조사·평가 항목

주:1.평가항목은 4개 분야로 구성되며,각 항목별 가 치를 부여하여 평가함.
2.평가항목·가 치는 조정될 수 있으며,득 은 소수 둘째자리까지 사사오입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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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도조직 운 실태는 농식품부와 aT본사·지사 담당,수출선도조직

운 원 등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조사 상은 2009년도에는 13

개 수출선도조직 사업자(수출업체 혹은 생산자조직),2010년도에는 19개

수출선도조직 사업자를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검 항목은 사업목표 달

성도,생산자와의 조직화 규모화를 한 이행노력 정도,수출시장에

한 마 활동,선도조직 육성사업의 내실화 노력 정도 등을 포함한다.

2.3. 분 결과25 

2.3.1.조직화·규모화 이행 실태

2009년에 수출선도조직들은 반 으로 생산자 리, 의회 운 ,품질

리사 활동실 이 우수한 편이다.2010년 수출선도조직들은 생산자 리

내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표 계약서를 용하여 농가와 물품공 계약

을 체결하고,생산자에 개별 ID를 부여해 리하고 있다.신규농가 확보

등 재배면 확 를 해 노력하고 있으나,농가별 계약이행 여부 확인이

나 실 이 조한 농가에 한 조치 등 실질 인 리노력은 미흡하다.

한 일부조직은 품목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수출조직

에 농가를 유인하는 효과가 미흡한 편이다.그리고 외부 문가 컨설

는 농약안 지침 등과 연계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합조직은 회

원사에 한 실질 인 리가 미흡하고 개별조직은 품질 리가 취약한 농

가,신규 참여농가 상의 맞춤형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

생산자와 의사결정기구(의회)의 활성화를 해 생산자 표가 참여하

는 의회를 구성·운 하고 있으나,일부 수출조직은 운 규정·회칙이 없

고,개최실 이 조한 경우가 많아 활성화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품질

리 지도사 운 실태는 내·외부 품질지도사 는 수출국 지 문가 등과

25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조사 결과 재분석한 내용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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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통해 생산단계부터 재배지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조직

은 품질지도사의 역할 미숙지,지도실 등의 자료 미비,품질 리매뉴얼

활용교육 미실시 등 운 이 미흡한 실정이다.

가.생산자 리 실태 개선상황

수출선도조직에서 수출참여 농가들에게 수행한 교육실 은 2009년에 선

정조직은 체로 양호한 편이나,2010년 선정조직은 KM(팽이버섯)과 ET

(토마토)가 조한 편이다.하지만 수출농가들에 한 ID 리는 2009년과

2010년 모두 양호한 편이다.생산자별 계약은 주로 농 단 로 물량을 수

집하는 조직의 운 실태가 미흡한 편이며,수출에 참여하는 신규 생산자를

확보하기 한 노력은 일부 농 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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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자명

생산자 리상황

2009 2010

교육
실

ID
리
생산자별
계약확인

신규생산자
확보노력

교육
실

ID
리
생산자별
계약확인

신규생산자
확보노력

1
차
연
도
조
직

NT업체 리카 ○ ○ ○ × ○ ○ ○ ○

LP 리카 ○ ○ ○ △ ○ ○ ○ ○

AO 여름딸기 ○ ○ ○ ○ ○ ○ ○ ○

MM 새송이 ○ ○ ○ △ ○ ○ ○ ○

FS 배 ○ ○ ○ ○ △ ○ △ ○

CP 배 ○ ○ △ △ ○ △ △ ×

JC 감귤 ○ ○ △ △ △ ○ △ ○

MF 단감 ○ ○ 미수출 △ ○ ○ × ×

DN 백합 ○ ○ △ ○ ○ ○ ○ ○

RP 장미 ○ ○ ○ ○ ○ ○ ○ ○

DS 김치 ○ ○ △ △ ○ ○ ○ ○

HU 김치 ○ ○ ○ ○ ○ ○ ○ ○

HS 유자차 ○ △ 미수출 △ ○ ○ ○ ○

2
차
연
도
조
직

KM 팽이버섯 - - - - × ○ ○ ○

ET 토마토 - - - - × ○ × ○

NT 멜론 - - - - ○ ○ ○ ○

GH 국화 - - - - ○ ○ ○ ○

GD 선인장 - - - - ○ ○ × ×

LT 겨울딸기 - - - - ○ ○ ○ ○

표 4-15.수출선도조직 생산자 리사항 실태

주:○:양호( 리사항을 실제 이행하면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임),△:보통( 리사항을

이행하지만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미흡(이행하지 않는 경우임.)

나.운 의회·품질 리사 운 실태 개선상황

2009년도 평가에서 수출업체와 생산자조직간 운 의회 구성은 부분

이루어졌으며,MF조직의 경우 의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회의실 은 미

흡한 편이다.반면 수출선도조직의 문 품질 리사 운 은 부분의 수출

선도조직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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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모든 수출선도조직에 운 의회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

났다.배를 수출하는 FS는 회의실 과 품질 리사 운 이 미흡하여 2009

년도에 비해 오히려 운 실태가 나빠진 편이다.단감을 수출하는 MF는 품

질 리사 운 실태가 양호해졌으나 운 의회 회의실 은 2009년도에 이

어 여 히 미흡한 상태이고,토마토를 수출하는 ET도 운 의회는 구성

했으나 회의실 과 품질 리사 운 실태는 미흡한 실정이다.

구
분

사업자명

2009 2010

운 의회 품질
리사
운

운 의회 품질
리사
운

구성
여부

회의
실

구성
여부

회의
실

1
차
연
도
조
직

NT업체 리카 ○ ○ ○ ○ ○ ○

LP 리카 ○ ○ ○ ○ ○ ○

AO 여름딸기 ○ △
(기록미흡)

○ ○ ○ ○

MM 새송이 ○ ○ ○ ○ ○ ○

FS 배 ○ ○ ○ ○ × ×

CP 배 ○ ○ ○ ○ ○ ○

JC 감귤 × × ○ ○ ○ ○

MF 단감 ○ × △ ○ × ○

DN 백합 ○ ○ ○ ○ ○ ○

RP 장미 ○ ○ ○ ○ ○ ○

DS 김치 ○ ○ ○ ○ ○ ○

HU 김치 ○ ○ ○ ○ ○ ○

HS 유자차 ○ ○ ○ ○ ○ ○

2
차
연
도
조
직

KM 팽이버섯 - - - ○ ○ ○

ET 토마토 - - - ○ × ×

NT 멜론 - - - ○ ○ ○

GH 국화 - - - ○ × ○

GD 선인장 - - - ○ ○ ○

LT 겨울딸기 - - - ○ ○ ○

표 4-16.수출선도조직 운 의회·품질 리사 운 실태

주:○:양호( 리사항을 실제 이행하면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임),△:보통( 리사항을

이행하지만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미흡(이행하지 않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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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수출시장 마 활동

2009년도에 해외마 노력은 반 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26

2010년도에도 반 으로 해외마 과 홍보( ,박람회, 청행사

등)활동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일부조직은 신상품의 포장디자인 개발

등 신시장 개척의 성과도 보이고 있다.그러나 부분의 수출선도조직이

수출바이어 유통채 확보의 제한으로 인해 수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

으므로 보다 극 인 신규시장의 바이어 과 시장개척을 한 노력이

요구된다.연합조직인 CP의 경우 회원사별 개별 홍보활동이 이루어져 공

동 랜드를 활용한 공동마 노력은 미흡하다.

수출시장 마 활동은 2009년에 부분 박람회나 시회, 행사에

참여하는 수 이었으나 2010년에는 신규 바이어 발굴로 마 활동이 개

선되었다.마 활동 상 국가도 동남아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등으로

확 되고 있다.

신규 바이어 발굴 수출시장 확 단계도 2009년에는 부분의 수출

선도 조직들이 신규바이어를 발굴 이거나 동남아시장의 바이어를 발굴

하는 수 이었다.하지만,2010년에는 바이어 발굴업체 수가 늘어나고 시

장 바이어 발굴지역이 확 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공동마 노력

공동마 노력에서 2009년에는 공동마 을 한 공동 랜드 포장상

자 제작 사용은 체로 미흡한 편이며,몇몇 수출선도조직에서 휘모리 박

스를 사용하거나 제작 에 있었고,2010년에도 여 히 공동 랜드 공

동 포장상자를 이용하는 수출선도조직은 많지 않았다.오히려 2009년 조사

결과 공동박스를 디자인 인 선도조직도 2010년에는 단한 업체들이

있었다.

26과실류는 선도조직 지정 이후 출하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평가하기 어려움.



74 수출물량 공 기반 분석

구
분

사업자명
수출시장 마 활동

2009 2010

1
차
연
도
조
직

NT업체 리카
FoodexJapan휘모리 참여
수출상담회 2회(BKF등)
국 검역 청 1회

호주수출용 리카 선과장
생산온실 등록

LP 리카
10회(일본 도쿄 등)
(회원사 기 )

일본 러시아 신규 바이어
5업체 발굴

AO 여름딸기 1회(9월 홍콩 시회)
일본 신규 바이어 1업체 발굴
몽골, 만,싱가포르,일본

상

MM 새송이
해외박람회 6회

싱가포르, 국에서 행사
일본 신규 바이어 1업체 발굴

FS 배
해외 수출상담 3회
( 만 2회,미국 1회)

-

CP 배
수출상담회,박람회,바이어

방문 등 10회
두바이,미국,호주,뉴질랜드
신규시장 바이어 발굴

JC 감귤 6개국 마 실시
미국,캐나다 시장조사활동
동남아한국식품수입상 의회

와 MOU 체결

MF 단감
바이어 청,박람회 참가 등

4회
캐나다 일본 신규 바이어

2업체 발굴

DN 백합 국 박람회 시장개척 2회 일본 신규 바이어 1업체 발굴

RP 장미 바이어 청 4회 우즈벡 시회 1회

DS 김치 - -

HU 김치 수출 상담회(BKF)참가 1회 -

HS 유자차 행사 3회(상해,타코, 련) 국 신규 바이어 1업체 발굴

2
차
연
도
조
직

KM 팽이버섯 -
일본 신규 바이어 1업체 발굴
베트남 사무소 개설 추진

ET 토마토 - 일본 신규 바이어 1업체 발굴

NT 멜론 - -

GH 국화 - 일본 신규 바이어 2업체 발굴

GD 선인장 - 신상품 샘 발송(10개국)

LT 겨울딸기 - -(생산시기 미도래)

표 4-17.수출선도조직 수출시장 마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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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자명

해외시장개척을 한 노력
-공동마 실태-

2009 2010

1
차
연
도
조
직

NT업체 리카 휘모리,Dole포장 사용 휘모리 랜드 사용

LP 리카 공동 랜드 포장 실시 공동 랜드 공동박스 활용

AO 여름딸기 자체 포장 박스 운 -

MM 새송이 MM 공동 랜드(휘모리) 휘모리 랜드 사용

FS 배 공동박스 디자인 -

CP 배 -
공동 랜드 공동박스는
제작하 으나 활용도 미미

JC 감귤 - -

MF 단감 공동박스 디자인 -

DN 백합 공동 랜드 사용 -

RP 장미 공동 랜드 박스 사용 공동박스 활용

DS 김치 - -

HU 김치 - -

HS 유자차 - -

2
차
연
도
조
직

KM 팽이버섯 -
공동 랜드 공동박스

제작

ET 토마토 -
공동 랜드 공동박스

제작

NT 멜론 - -

GH 국화 - -

GD 선인장 - -

LT 겨울딸기 - -

표 4-18.수출선도조직 공동마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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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상품화 개선 노력

수출선도조직들의 규격품 리상황은 2009년도에 체로 양호하며,품

기 수를 해 노력하고 있었다.2010년도에도 규격품 리 품

기 수 상황은 체로 지정 선별장 사용,ID부착을 통한 품질 리 표

시,포장박스 차별화를 통한 규격품의 구분표기 등의 노력은 양호한 것으

로 평가된다.한편,품질 리 매뉴얼 리 활용 상황에서 매뉴얼 제작

농가배포는 양호하게 추진하고 있으나,매뉴얼을 활용한 품질교육 등의

실 은 미흡한 편이다.특히,신규농가 등 품질규격이 미흡한 생산자에

한 개별품질지도가 필요하나,집합교육 수 에 머무르고 있다.

규격품 리 실태에서 2009년의 선별·포장과 규격품 별도 구분,비계약

농가 상품 혼입 여부 구분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생산이력 ID

부착은 일부 과실류 수출 농 조직에서 미흡하다.2010년에는 1차연도와 2

차연도 선정조직 모두 선별포장,규격품 구분,비계약농가 물량 구분이 모

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생산이력 ID부착 실태도 부분 양호하고,

ID추 도 수출선도조직 모두 가능하게 되어 규격품 리 수 이 크게 향

상되었다.

가.품 ·품질과 안 성 리실태

수출선도조직들의 품 ·품질과 안 성 리 실태는 2009년도에 품

리요원활동,품 리 일지작성,품질 리 메뉴얼 활용은 부분 양호한

편이다.하지만,2010년도 품질 리 매뉴얼 활용실태는 새송이버섯,배,감

귤,단감,유자차,김치 품목의 운 조직에서는 미흡하다.2009년도에는 품

질 리 매뉴얼 보유 여부를 평가하고 2010년에는 실질 으로 활용하는 수

을 평가하 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체로 품질

리 매뉴얼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매뉴얼 제

작 활용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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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자명

2009 2010

선별
포장

규격품
별도
구분

비계약
농가
혼입
구분

생산
이력
ID
부착

ID
추
가능
여부

선별
포장

규격품
별도
구분

비계약
농가
혼입
구분

생산
이력
ID
부착

ID
추
가능
여부

1
차
연
도
조
직

NT업체 리카 ○ ○ ○ ○ ○ ○ ○ ○ ○ ○

LP 리카 ○ ○ ○ ○ ○ ○ ○ ○ ○ ○

AO 여름딸기 ○ ○ ○ ○ ○ ○ ○ ○ ○ ○

MM 새송이 ○ ○ ○ ○ ○ ○ ○ ○ ○ ○

팜슨 배 ○ ○ ○
×
(정)

미수출 ○ ○ ○ ○ ○

CP 배 ○ ○ ○ × △ ○ ○ ○ △ ○

JC 감귤 ○ ○ △ △ △ ○ ○ ○ ○ ○

MF 단감 미수출미수출미수출미수출미수출 ○ ○ ○ ○ ○

DN 백합 ○ ○ ○ ○ ○ ○ ○ ○ ○ ○

RP 장미 ○ ○ ○ ○ ○ ○ ○ ○ ○ ○

DS 김치 ○ ○ △
해당
없음

△ ○ ○ ○
해당
없음

○

HU 김치 ○ ○ ○
해당
없음

△ ○ ○ ○
해당
없음

○

HS 유자차 미수출미수출미수출
해당
없음

미수출 ○ ○ ○
해당
없음

○

2
차
연
도
조
직

KM 팽이버섯 - - - - - ○ ○ ○ ○ ○

ET 토마토 - - - - - ○ ○ ○ ○ ○

NT 멜론 - - - - - ○ ○ ○ ○ ○

GH 국화 - - - - - ○ ○ ○ ○ ○

GD 선인장 - - - - - ○ ○ ○ ○ ○

LT 겨울딸기 - - - - - ○ ○ ○ ○ ○

표 4-19.수출선도조직 규격품 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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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자명

2009 2010

규격품
품 기
수

품질
리
매뉴
얼
활용

안 성
리강화

규격품
품 기
수 품질

리
매뉴얼
활용

안 성
리강화

품
리
요원
활동

품
리
일지
작성

원격
지생
산자
리

자체
안
검사

품
리
요원
활동

품
리
일지
작성

원격
지생
산자
리

자체
안
검사

1

차

연

도

조

직

NT업체 리카 ○ ○ ○
○
(ERP)

○ ○ ○ ○ ○ ○

LP 리카 ○ ○ ○ ○ ○ ○ ○ ○ ○ ○

AO 여름딸기 ○ ○ ○ ○ ○ ○ ○ ○ ○ ○

MM 새송이 ○ ○ ○ ○ ○ ○ ○ × - -

팜슨 배 미수출미수출 ○
GAP
추진
계획

○ ○ ○ × - -

CP 배 미수출미수출 △ ○ ○ 미수출 미수출 × - -

JC 감귤 미수출 미수출 ○ 미수출 ○ 미수출 미수출 × - -

MF 단감 미수출 미수출 ○ △ △ 미수출 미수출 × - -

DN 백합 ○ ○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 -

RP 장미 ○ ○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 -

DS 김치 ○ ○ ○ △ ○ ○ ○ ○ ○ ○

HU 김치 ○ ○ ○ ○ ○ ○ ○ × ○ ○

HS 유자차 미수출미수출 ○ △ ○ ○ ○ × - -

2
차
연
도
조
직

KM 팽이버섯 - - - - - ○ ○ △ - -

ET 토마토 - - - - - ○ ○ ○ ○ ○

NT 멜론 - - - - - ○ ○ △ ○ ○

GH 국화 - - - - - ○ ○ ○ - -

GD 선인장 - - - - - ○ △ ○ - -

LT 겨울딸기 - - - - - ○ ○ ○ ○ ○

표 4-20.수출선도조직 품 ·품질·안 성 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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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요약 및 시사

수출선도조직들은 부분 농가교육과 농가별 ID 리를 수행하고 있으

나 몇몇 농 과 연계된 선도조직에서는 생산자별 계약과 신규 생산자를 추

가 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농 과 연계된 수출조직은 농 에

물량을 출하하는 농가 수가 많기 때문에 수출조직에 신규로 농가를 참여시

킬 동기가 을 수도 있지만 수출 참여 농가와의 수출물량 계약과 계약 이

행률 등 지속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농가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수출물량을

안정 확보하고 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품질 리 문인력 확보와 교육훈련에 한 노력은 일부 조직에서는 강

화된 한편,일부 조직에서는 약화되기도 하여 문인력 활용실태가 불안정

한 편이다.한편,일부 수출선도조직은 운 의회 운 실 이 미흡하고

운 회의 교육이 농가와 연계성이 으므로 운 회의 구성 주기

인 의회 개최를 늘림으로써 수출농가 참여를 증 시키고 수출조직 운

진과 참여농가의 소통과 이해의 기회를 증 시켜야 한다.

해외마 활동 노력에서 2010년에는 신규 바이어 발굴 확 등 보다

구체 인 마 활동의 성과와 실 을 보이고 있으므로 마 활동이 개

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선도조직들의 상품화 활동에서 공동 랜드 포장상자 이용이

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는 수출국 바이어들과 포장상자 랜드

표기방법 의에서 거래 조건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 일 수도 있

다.따라서 공동 랜드와 개별 수출업체의 랜드를 공유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규격품 리 실태는 양호하게 개선되고 있어서 선별 포장,상품성 제

고수 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하지만,수출선도조직과 참여 생

산농가들이 실질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질 리매뉴얼 작성과 보 은 미

흡한 것으로 단되며,품목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높은 기

설정과 리에 한 매뉴얼 작성 보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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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석 개요

1.1. 분  목

농식품 수출업체와 련 문가를 상으로 주요 수출지원정책 의사결

정 과정에 고려되는 지표들의 요성과 우선순 를 악하고 더 나아가 구

체 활동에 한 인식과 니즈(Needs)를 조사·분석하여 수출지원제도 개선

방향의 기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의 목 은 농식품 수출지

원사업의 정책 의사결정 주요 지표별 요성을 AHP(AnalyticHierarchy

Process)분석을 통해 객 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농식품 수출업체를 상으로 수출 단계별 활동의 상 우선 순 와

요도를 악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며,수출 문가 상으로는 수출지

원사업의 상 우선 순 와 요도를 악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 다.

1.2. 분  자료

1.2.1.조사 설계 내용

본 연구의 분석을 한 설문조사는 2011년 6월 말부터 8월 까지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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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안 리서치 기 인 포커스컴퍼니를 통하여 농식품 수출업체와 련

문가들을 상으로 일 일(1:1)개별면 조사와 Fax 이메일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조사하 다.수출업체 조사는 정부의 수출물류비지원,수출지원

사업 등의 수혜업체를 상으로, 문가 조사는 학계(수출연구사업단 등),

련 기 (농 경제연구원,농 진흥청), 앙 지자체 공무원 등을 상

으로 실시하 다.표본 수는 농식품 수출업체와 련 문가 각각 107개,

76개이다.표본 추출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우,활용된 리스트에서 난수

에 의한 정렬 후 체계 계통추출(systematicsampling)방법을 이용해 표

본을 추출하 으며, 련 문가조사는 련기 의 수출 문가를 임의로

선정하여 수조사(completeenumeration)하 다.

수출업체와 수출 문가들을 상으로 한 주요 조사내용은 수출업체의

경우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 결정 시 주요 지표별 상 요도,

농식품 수출증 활동 분야별 상 요도,수출활동과 련된 주요 이

슈에 한 의견 수출 개선사항 등이다.수출 문가들에 한 조사내용

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 지표별 상 요도,수출지원 세부

사업에 한 상 요도,수출지원사업에 한 개선사항 등이다(표 5-1

참조).

본 연구에서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개선을 한 정책결정의 주요 지표는

‘정책효율성’27,‘정책 효과성’28,‘수출업체 수용성’29,‘농업인 수용성’30의

네 가지 항목이다.

27‘정책효율성’은 수출지원사업의 투입비용보다 편익발생 크기가 큼을 의미함.

28‘정책효과성’은 수출지원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의미함.

29‘수출업체 수용성’은 수출지원정책을 수출업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임.

30‘농업인 수용성’은 정책을 농업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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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주요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농식품 수출업체 련 문가

정책
의사결정
지표
(AHP
분석을
한

조사문항)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

결정 시 주요 지표

-정책 효율성
-정책 효과성
-수출업체 수용성
-농업인 수용성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

결정 시 주요 지표

-정책 효율성
-정책 효과성
-수출업체 수용성
-농업인 수용성

농식품
수출단계별
활동에
한
요도

◦농식품 수출 증 세부 활동분야에
한 정책 의사결정 지표별 개별
요도

-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세부
활동

-수출 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 세부 활동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
세부 활동
-수출시장 로개척과 마 활동
-고부가가치상품기술개발세부활동

◦농식품 수출지원세부사업에 한
정책 의사결정 지표별 개별 요도
-수출기반 조성사업
(6개 세부사업)
-수출 성장동력 확충사업
(4개 세부사업)
-해외 마 지원사업
(5개 세부사업)
-농축산물 매 진 사업
(3개 세부사업)
-수출기지구축사업(1개 세부사업)
-수출 융 사업(1개 세부사업)

기타 주요
이슈

◦주요 이슈에 한 의견 수출
활동 단계별 개선사항

◦수출지원사업에 한 개선사항

수출업체를 상으로 조사한 수출단계별 활동분야는 다섯 단계로 구분

하 으며,1)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단계,2)수출 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 단계,3)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단계 4)수출시장 로개척과

마 활동단계,5)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R&D)분야 등이다.

수출 단계별 활동에 포함되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5-2참조).첫

번째 분야인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는 농가·수출업체 정기 교육,생산

농가별 ID 리,생산자 계약실행,계약내용 수,신규 생산자 확보,농가·

수출업체 간 조직화,운 의회 구성,운 의회 회의 실 등의 세부활

동을 포함한다.두 번째 수출농산물 품질·안 성 제고 분야는 품질 리 매

뉴얼 보 ·운 ,품질 리·출하지정 문인력,수확시기 지정 리,품

리 일지 작성,원격지 생산자 리,자체 안 성 검사 시스템 등의 세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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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포함한다.세 번째 활동분야인 수출상품 규격 리(선별·상품화)는 고

부가가치 수출상품 개발,유통시설 규모, 생수 ,유통시설 리기 운

,유통시설 담인력 배치,규격품 별도 구분 리,비계약농가 생산품

별도 리,수출상품 생산이력 ID부착 등의 세부활동을 포함한다.네 번

째 수출시장 로개척/마 활동 분야는 수출국 시장개척·유통채 확

보,시장개척·수출 문인력 양성, 매 진활동 개최,수출상담회,박람회

참여,수출시장 소비행태 정보 제공 등의 세부활동을 포함한다.다섯 번째

기술개발(R&D)분야는 수출용 품종 개발,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육성,수

확 후 리기술 개발 등의 세부활동을 포함한다.

표 5-2.수출업체의 농식품 수출증 활동부문 세부활동 구분

수출단계별 활동 분야 분야별 세부 활동

1)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 고정 수출농가 확보
◦ 수출농가 교육
◦ 생산농가별 ID 리
◦ 생산자 계약실행,계약내용 수
◦ 수출 련주체 운 의회 운

2)수출농식품의 품질·
안 성 리

◦ 품질 리 매뉴얼 보 ·운
◦ 품질 리·출하 리 문인력
◦ 수확시기 지정 리
◦ 품 리 일지 작성
◦ 원격지 생산 리 시스템
◦ 자체 안 성 검사 시스템

3)수출상품의 선별·
상품화 리

◦ 선별장· 장고 등 유통시설 보유
◦ 유통시설 리기 운
◦ 유통시설 리 문인력
◦ 수출규격품 별도 구분· 리
◦ 수출상품 생산이력 ID부착

4)수출시장 로개척과
마 활동

◦ 수출국 시장개척·유통채 확보
◦ 수출시장활동 문인력 운
◦ 해외시장 매 진활동 개최
◦ 수출상담회,박람회 참여,바이어 소개· 청
◦ 수출시장 소비행태 정보 수집

5)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
(R&D)

◦ 수확 후 리기술 개발
◦ 수출용 품종 개발
◦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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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수출업체 수출단계별 활동의 계층구조

수출 문가를 상으로 조사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의식조사 내용은

크게 수출기반 조성,수출성장동력 확충,해외마 ,농축산물 매 진사

업,국내외 물류기지 구축,수출 융 부문으로 분할 수 있다.수출지원

사업별 세부지원사업 종류 목 은 <표 5-3>과 같다.첫째,수출기반조

성 사업 부문에는 수출선도조직 육성,수출안 성 리,무역정보(KATI)

조사,무역정보 DB구축· ,e-trade시스템 운 ,국내 수출의욕 고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부문에는 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직 세

일즈 사업,공동 랜드 리·운 ,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 등의 세부지원

사업을 포함한다.셋째,해외마 참가 지원 사업 부문은 국제박람회 참

가 지원,해외 행사 지원,바이어 거래 알선,해외 홍보마 사업,수

출여건변화 응 마 등을 포함한다.넷째,농축산물 매 진사업 부문

에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수출인 라 강화사업,원 문단지 지원사업

을 포함한다.다섯째,수출기지구축 사업 부문은 수출해외 진기지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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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융자사업이며,마지막으로 수출 융사업은 수출보험·환변동 보험 등

의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표 5-3.농식품 수출지원사업부문 세부지원 사업

사업
부문

세부 지원사업 사업 목

1.
수출
기반
조성
사업
(6)

1)수출선도조직 육성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 공 을 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 리하는 농식품 수출조직 육성

2)수출 안 성 리
◦국제기 안 농산물 생산 리시스템(GAP)농가

보 한 GAP인증지원,안 농산물 수출확

3)무역정보(KATI)제공 ◦국내·외 농식품 무역정보 제공

4)무역정보Data

Base구축·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국내·외 무역정보 DB

구축을 통해 수출업체에 신속한 정보 제공

5)인터넷 거래알선

(e-trade)시스템운

◦인터넷을 통한 우리 농식품의 상설 해외홍보,

수출업체에 바이어 발굴 기회 제공 알선

6)국내 수출의욕 고취
◦농식품 수출 진 회,수출성공사례책자 배포,

우수지자체 수출인센티 지원, 장간담회

2.
수출
성장
동력
확충
사업
(4)

7)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

◦차별화된 수출유망 고부가가치 창출 상품 발굴

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증 에 기여

8)직 세일즈 사업

◦신규상품발굴,시장개척,마켓테스트,수출계약

직 행,해외출시를 민간업체와 공사 공동

추진

9)공동 랜드 리·

운

◦국가공동 랜드 육성을 통한 수출상품 고 화

와 규격화,통합마 개, 랜드가치 제고

10)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

◦수출업체간 자율 으로 수출품 안 성 품질

리,공동마 추진,수출 질서 확립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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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농식품 수출지원사업부문 세부지원 사업(계속)

사업
부문

세부 지원사업 사업 목

3.
해외
마

지원
사업
(5)

11)국제박람회 ‘한국 ’

참가 지원

◦해외식품박람회별 국가 형태 지원,우리농산

물의 우수성 홍보로 장기 수출기반 조성,수

요창출

12)해외 형유통업체

연계 행사 지원

◦해외시장 소비자 상 활동을 통한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 수출수요 변확 도모

13)바이어거래 알선 ◦해외 유망·개별 바이어 청,수출상담회 개최 등

14)해외 홍보 마

사업

◦해외 유력언론,재외공 등 지주류층,유력

바이어 상 수출 농식품 방 홍보,소비

변 확

15)수출 여건변화

응 마

◦해외 aT 센터에서 자율 으로 주요국 안 성

리 강화,수입제도 개정 등에 탄력 응

4.
농축
산물
매
진
사업
(2)

16)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물류비(선별·포장·운송비 등)부담이 큰 품목의

물류비 일부 지원으로 수출확 와 식품산업 육성

17)수출인 라 강화

사업

◦수출인 라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의 원활화와 농가소득 증 를 도모함

18)(원 문생산단지)

◦원 문생산단지 시설의 화,규모화, 문

화를 지원함으로써 품질개선 물량확보 기반

구축

5.
수출
기지
구축
(1)

19)수출 해외 진

기지 구축(융자)

◦신선농식품 수출확 장애요인인 지 냉장물

류 지원을 통해 신규 수출품목 발굴,시장확

견인

6.
수출
융
(1)

20)농수산물수출보험·

환변동보험가입

지원

◦환율변동,농산물 가격상승 등 수출여건 고려한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수출업체 안정 경

지원

자료: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11),2011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진흥사업 안

내사업을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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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농식품 수출지원제도의 계층구조

1.2.2.응답자 특성

조사에 응답한 농식품 수출업체의 주 수출국가는 일본이 29.9%,동남아

시아 26.2%,북미 18.7%, 국 15.9%이다.주요 수출품목은 가공식품이

36.4%,채소류와 과일류가 각각 17.8%,인삼류 13.1%,화훼류 7.5%로 나

타났다.수출회사 형태는 문수출회사가 40.2%로 가장 많았으며,지역농

과 품목농 , 농조합이 21.5%,농업수출회사법인은 19.6%이다.수출

업체의 수출규모는 1백만 달러 미만이 42.1%,1백~5백만 달러 미만이

38.3%,5백만 달러 이상이 19.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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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농식품 수출업체 응답자 특성

단 :명,%

구 분 응답수 비율

수출 표국가

일본 32 29.9

국 17 15.9

북미 20 18.7

동남아시아 28 26.2

기타¹ 10 9.3

수출 표품목

채소류 19 17.8

과일류 19 17.8

화훼류 8 7.5

인삼류 14 13.1

가공식품 39 36.4

기타² 8 7.5

수출회사형태

농조합(지역농 ,품목농 ) 23 21.5

문수출회사 43 40.2

농업수출회사법인 21 19.6

기타³ 20 18.7

수출규모

1백만 달러 미만 45 42.1

1백∼5백만 달러 미만 41 38.3

5백만 달러 이상 21 19.6

주:1.수출 표국가에서 기타는 러시아,유럽,뉴질랜드, 동지역을 포함함.

2.수출 표품목에서 기타는 버섯,곡물,축산품을 포함함.

3.수출회사 형태에서 기타는 제조업체,일반기업,공기업,축산 문기업을 포함함.

농식품 수출 문가 응답자의 소속은 시·군도청 공무원이 체 문가 응

답자 68.4%로 가장 많고,연구원 23.7%,수출업체 5.3%, 학교수

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농식품 수출 문가 응답자 특성

단 :명,%

구 분 응답수 비율

연구원 18 23.7

학교수 2 2.6

시군도청 54 68.4

수출업체 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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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  모

1.3.1.계층분석 의사결정과정(AHP)의 개념

일반 으로 정량 분석기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과학 이고 객 이라

는 평가를 받아왔으나,사실상 그 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이러한 정량

분석기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의사결정의 목표 는 평가기 이 다수이

며 복합 인 경우에 안들의 체계 평가를 하여 최근에 범 하게 활

용되고 있는 의사결정분석 기법이 바로 계층화 분석법(AHP)이다.31

AHP분석기법은 다수 기 하에서 평가되는 다수 안들의 우선순 를

선정하는 문제를 다루며,기존의 의사결정이론 체계에서 보면 다속성 의사

결정분석의 선호보정이 있는 모형으로써 그 속성을 치시킬 수 있다.

한,목표들 사이의 요도를 계층 으로 악함으로써 각 안들의

요도를 산출하는 기법이다.계층분석이 갖는 계층 분석의 특징은 의사결

정과제의 유기 계를 계층 으로 악하는 데 있어서 과제의 복잡성에

매우 큰 유연성과 응성을 가진다.따라서 많은 사람,기 ,기간으로 구

성된 복잡한 의사결정 과제인 경우 분리를 통한 계층 근이 가능하므로

유용하다.

1.3.2.계층분석 의사결정과정(AHP)개념 용

AHP를 이용하여 의사 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은 4단계를 거치게 된다.1단계는 의사결정 문제를 상호 련된 의사결정

사항들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의사결정계층(decisionhierarchy)을 설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주어진 의사결정 문제를 상호 련된 의사결정요소들로 계

층화하여 문제를 분리하는 과정이다.32

31유 길(2010),p93

32조근태 외(2003),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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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비교로 단자료를 수집한다.다속성

의사결정일 때는 각 속성의 상 인 요도를 모두 고려하여 가 치를 정

하기가 어렵다.따라서 AHP에서는 속성들을 두 개씩 뽑아 비교를 하

게 된다.

3단계는 고유치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상 인 가 치를

추정한다.한 계층 내에서 비교 상이 되는 n개 요인의 상 인 요도를

  ⋯라 하면, 별 비교행렬에서의 는    ⋯

로 추정할 수 있다.즉,와  사이에는 식 (5.1)이 성립하게 된다.

(5.1)     ⋯

여기서,행렬의 모든 요소를 나타내면,식 (5.2)와 같다.

(5.2)




∙∙


   ⋯

식 (5.2)는 선형 수론에서의 고유치 문제와 같다.즉,요소 로 구

성되는 행렬 A를 식 (5.3)과 같이 나타날 때,

(5.3) 




























⋯




⋯









⋮ ⋮








⋮ ⋯




⋯

⋮





고유치 방법에 의하여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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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행렬 A의 우측 고유 벡터,

n:행렬 A의 고유치에서 구할 수 있는 것임

그런데 AHP에서는 평가자가 정확한 w를 모르며 비교에 의하여 정

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으로 식 (5.5)에서

w를 추정한다.즉, 비교행렬 A의 각 요소에 한 가 치 w를 모른다

고 했을 때,이 행렬을  ′라하고 이 행렬의 가 치 추정치 ′는 식 (5.5)

를 이용하여 구한다.

(5.5) ′∙′  m ax∙
′

4단계는 평가 상이 되는 여러 안들에 한 종합순 를 얻기 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상 인 가 치를 종합화한다. 안의 종합 우선순

가 치를 결정하는 단계로 계층구조를 이루는 모든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 인 요도 선호도를 종합하여 안들의 우선순 를 평가하고 최

의 안을 결정한다.

2.수출업체의 수출 의식

2.1. 수출에  반 인 식

2.1.1.수출이 필요한 이유

수출활동의 가장 요한 주체로 단되는 수출업체들이 수출활동에

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악하기 해 수출업체 의식을 조사하

다.농식품 수출이 필요한 이유는 ‘FTA등 시장개방 확 수입농식

품에 극 으로 응하기 하여 농식품 수출이 실하다’는 응답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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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로 가장 높다.이는 수출업체들도 시장개방에 응하여 극 인 자

세로 응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국내시장에 출하하는 것보다 높은 농가소득을 기 할 수 있기 때

문에’라는 응답비 은 어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 의 기 효과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 수출이 필요한 이유에 해 응답자 특성별로 인식의 차이가 존재

하고 있다.주 수출국이 일본인 수출업체는 농식품 수출이 필요한 이유로

‘수출활동이 국내 농식품의 품질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과일류가 주수출 품목인 수출업체

와 수출회사 형태가 농업수출회사법인인 경우는 ‘국내 농식품 시장의 수

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6.농식품 수출이 필요한 이유

단 :명,%

구 분
응답
수

FTA등
시장개방
확
수입
농식품에
극 으로
응함

수출활동
으로 국내
농식품의
품질
가격
경쟁력을
높임

국내
농식품
시장의
수 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외국
시장에서
국내
농식품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기
함

국내에
출하하는
것보다
높은

농가소득을
기 할수
있기
때문임

체 107 32.7 20.6 19.6 16.8 10.3

수출
표
국가

일본 32 21.9 31.3 3.1 28.1 15.6

국 17 29.4 17.6 23.5 23.5 5.9

북미 20 35.0 25.0 20.0 20.0 0.0

동남아시아 28 46.4 14.3 32.1 3.6 3.6

기타 10 30.0 0.0 30.0 0.0 40.0

수출
표
품목

채소류 19 31.6 15.8 15.8 26.3 10.5

과일류 19 10.5 31.6 47.4 5.3 5.3

화훼류 8 25.0 25.0 12.5 0.0 37.5

인삼류 14 57.1 14.3 21.4 7.1 0.0

가공식품 39 28.2 20.5 10.3 28.2 12.8

기타 8 75.0 12.5 12.5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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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농식품 수출이 필요한 이유(계속)

구 분
응답
수

FTA등
시장개방
확
수입
농식품에
극 으로
응함

수출활동
으로 국내
농식품의
품질
가격
경쟁력을
높임

국내
농식품
시장의
수 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외국
시장에서
국내
농식품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기
함

국내에
출하하는
것보다
높은

농가소득을
기 할수
있기
때문임

수출
회사
형태

농조합 23 26.1 34.8 17.4 8.7 13.0

문수출
회사

43 34.9 20.9 20.9 16.3 7.0

농업수출
회사법인

21 23.8 19.0 23.8 19.0 14.3

기타 20 45.0 5.0 15.0 25.0 10.0

수출
규모

1백만
달러 미만

45 37.8 20.0 11.1 17.8 13.3

1백～5백만
달러 미만

41 31.7 14.6 24.4 22.0 7.3

5백만
달러 이상

21 23.8 33.3 28.6 4.8 9.5

그림 5-3.농식품 수출이 필요한 이유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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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수출목표 달성 방법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을 해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수출시장에서의

품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는

수출업체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의 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한

다.아울러 ‘정부의 수출지원제도 지원사업이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비 도 높게 나타났다.

표 5-7.수출 목표 달성 방법

단 :명,%

구 분 응답수

품질
가격
경쟁력
확보

수출지원
제도
지원 사업
개선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수출조직
규모화와
조직화

수출가격이
국내가격
보다 높음

체 107 40.2 24.3 17.8 13.1 4.7

수
출

표
국
가

일본 32 46.9 12.5 21.9 15.6 3.1

국 17 35.3 41.2 17.6 5.9 0.0

북미 20 45.0 40.0 5.0 5.0 5.0

동남아시아 28 39.3 21.4 17.9 17.9 3.6

기타 10 20.0 10.0 30.0 20.0 20.0

수
출

표
품
목

채소류 19 36.8 21.1 26.3 10.5 5.3

과일류 19 52.6 21.1 15.8 0.0 10.5

화훼류 8 75.0 12.5 12.5 0.0 0.0

인삼류 14 57.1 14.3 21.4 7.1 0.0

가공식품 39 23.1 33.3 17.9 20.5 5.1

기타 8 37.5 25.0 0.0 37.5 0.0

회
사
형
태

농조합 23 26.1 26.1 13.0 26.1 8.7

문수출회사 43 51.2 20.9 14.0 9.3 4.7

농업수출회사 21 42.9 19.0 33.3 4.8 0.0

기타 20 30.0 35.0 15.0 15.0 5.0

수
출
규
모

1백만 달러
미만

45 24.4 24.4 17.8 26.7 6.7

1백∼5백만
달러미만

41 58.5 19.5 17.1 4.9 0.0

5백만 달러
이상

21 38.1 33.3 19.0 0.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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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농식품 수출목표 달성 방법

단 :%

수출목표 달성을 해 가장 필요한 사항도 응답자 특성별로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있다.주 수출국이 국인 수출업체와 가공식품업체인 경우는 수

출목표 달성을 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의 수출지원제도 지원 사업

이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1.3.수출기반 강화 방법

농식품 수출체질 수출기반을 강화하기 해서는 ‘정부의 수출지원제

도 지원사업이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반

면,‘수출용 농식품 매가격이 국내시장 출하가격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

견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수출체질 강화 기반 강화를 해 가장 필요한 사항도 응답자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주 수출국이 일본인 수출업체와 표 수

출품목이 채소류인 업체,그리고 수출회사 형태가 문수출회사인 경우는

‘농식품 수출업체 수출조직이 규모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반면,주 수출국이 국인 수출업체와 표 수출품목

이 화훼류와 인삼류인 업체,수출주체가 농조합법인인 경우,수출규모가

1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수출시장에서 품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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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수출지원제도

지원사업 개선에 한 수요와 수출조직의 규모화와 조직화에 한 필요

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 다.

표 5-8.농식품 수출체질 강화 기반강화 방법

단 :명,%

구 분
응답
수

정부의
수출지원
제도
지원사업
개선

품질
가격
경쟁력
향상

수출조직
규모화,
조직화

수출물량
안정
확보

수출
가격이
국내가격
보다 높음

체 107 27.1 25.2 21.5 19.6 6.5

수
출

표
국
가

일본 32 21.9 25.0 28.1 18.8 6.3

국 17 29.4 35.3 23.5 11.8 0.0

북미 20 25.0 35.0 15.0 15.0 10.0

동남
아시아

28 35.7 17.9 17.9 25.0 3.6

기타 10 20.0 10.0 20.0 30.0 20.0

수
출

표
품
목

채소류 19 26.3 21.1 31.6 5.3 15.8

과일류 19 15.8 21.1 26.3 31.6 5.3

화훼류 8 12.5 50.0 12.5 25.0 0.0

인삼류 14 28.6 35.7 28.6 7.1 0.0

가공식품 39 30.8 23.1 15.4 25.6 5.1

기타 8 50.0 12.5 12.5 12.5 12.5

수
출
회
사
형
태

농조합 23 17.4 34.8 17.4 13.0 17.4

문수출
회사

43 23.3 20.9 25.6 25.6 4.7

농업수출
회사법인

21 42.9 28.6 14.3 9.5 4.8

기타 20 30.0 20.0 25.0 25.0 0.0

수
출
규
모

1백만
달러미만

45 26.7 33.3 17.8 13.3 8.9

1백～5백만
달러미만

41 26.8 14.6 31.7 26.8 0.0

5백만
달러이상

21 28.6 28.6 9.5 19.0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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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농식품 수출체질·기반 강화 방법

단 :%

2.1.4.수출추진 주체 요건

농식품 수출증 를 해 수출추진 주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요한 요건

은 ‘수출국가에 유통채 안정 바이어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

장 많다.다음으로 ‘해외시장 마 활동능력과 수출 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와 ‘수출물량 확보 기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응답자 특성별로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북미로 주로 수출하는 업

체인 경우는 ‘해외시장 마 활동능력과 수출 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 수출품목이 채소류인 수출업체와

농조합인 경우는 ‘수출물량 확보 기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에서는 해외 수출시장의 유통채 바이어

확보,마 능력과 수출 문인력 확보를 수출추진주체가 갖추어야 할 가

장 요한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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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수출 주체가 갖추어야 할 요 요건

단 :명,%

구 분
응답
수

수출국가
유통채 ,
안정
바이어
확보

마
활동능력
과 수출
문인력
보유

수출물량
확보
기반
능력
보유

수출농식
품 품질
리시설
기반
구비

수출
시장
유통
시설
보유

체 107 40.2 24.3 21.5 12.1 1.9

수

출

표

국

가

일본 32 40.6 15.6 28.1 15.6 0.0

국 17 29.4 29.4 17.6 17.6 5.9

북미 20 35.0 45.0 5.0 10.0 5.0

동남아시아 28 42.9 17.9 28.6 10.7 0.0

기타 10 60.0 20.0 20.0 0.0 0.0

수

출

표

품

목

채소류 19 31.6 10.5 52.6 5.3 0.0

과일류 19 36.8 26.3 26.3 10.5 0.0

화훼류 8 62.5 12.5 12.5 12.5 0.0

인삼류 14 50.0 21.4 7.1 21.4 0.0

가공식품 39 38.5 33.3 10.3 12.8 5.1

기타 8 37.5 25.0 25.0 12.5 0.0

수

출

회

사

형

태

농조합 23 17.4 26.1 39.1 17.4 0.0

문수출회사 43 46.5 30.2 16.3 4.7 2.3

농업수출
회사법인

21 28.6 14.3 28.6 28.6 0.0

기타 20 65.0 20.0 5.0 5.0 5.0

수

출

규

모

1백만
달러 미만

45 44.4 26.7 22.2 4.4 2.2

1백～5백만
달러 미만

41 39.0 19.5 17.1 22.0 2.4

5백만
달러 이상

21 33.3 28.6 28.6 9.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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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농식품 수출 주체가 갖추어야 할 요 요건

단 :%

2.1.5.수출물량 안정 확보 방법

농식품 수출물량을 안정 으로 확보하기 해서 가장 요한 사항은 ‘품

목별 문생산단지 수출 문조직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났다.반면,‘수출업체나 수출농가가 수출계약을 반할 경

우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아도 수출업체가

계약물량을 부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게 나타났다.

수출물량을 안정 으로 확보하기 해서는 수출업체와 농가 간 수출계

약이나 물량공 계약을 반할 경우 제재조치,수출업체의 무조건 인 수

출물량 구입 등의 조치들보다는 수출업체와 생산자조직이 결속하여 수출

물량과 품질을 공동으로 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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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농식품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방법

단 :명,%

구 분
응
답
수

품목별 문
생산단지
수출 문조
직이 육성되
어야 함

수출가격이
내수용 가격
보다 높아야
함

내수용 가격
이 수출가격
보다 높아도
생산농가는
계약물량을
공 해야 함

수출업체나
수출농가가
수출계약을
반할 경우
강력히 제재
해야 함

수출가격이
내수용가격
보다 낮아도
수출업체가
계약물량을
부 구입해
야함

체 107 61.7 17.8 9.3 6.5 4.7

수
출

표
국
가

일본 32 59.4 21.9 6.3 6.3 6.3

국 17 64.7 5.9 17.6 0.0 11.8

북미 20 45.0 25.0 15.0 15.0 0.0

동남
아시아

28 75.0 10.7 7.1 3.6 3.6

기타 10 60.0 30.0 0.0 10.0 0.0

수
출

표
품
목

채소류 19 73.7 26.3 0.0 0.0 0.0

과일류 19 52.6 21.1 10.5 15.8 0.0

화훼류 8 50.0 25.0 25.0 0.0 0.0

인삼류 14 71.4 0.0 14.3 0.0 14.3

가공식품 39 56.4 20.5 10.3 7.7 5.1

기타 8 75.0 0.0 0.0 12.5 12.5

수
출
회
사
형
태

농조합 23 52.2 26.1 4.3 4.3 13.0

문수출
회사

43 67.4 18.6 7.0 7.0 0.0

농업수출회
사법인

21 61.9 9.5 19.0 4.8 4.8

기타 20 60.0 15.0 10.0 10.0 5.0

수
출
규
모

1백만
달러 미만

45 53.3 17.8 11.1 8.9 8.9

1백～5백만
달러 미만

41 68.3 17.1 9.8 2.4 2.4

5백만
달러 이상

21 66.7 19.0 4.8 9.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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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안정 수출물량 확보방법

단 :%

2.1.6.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결속력 강화방법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결속력 강화를 해서 가장 요한 사항은 ‘수출

업체나 농가의 수출소득 일정부분을 립하여 수출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존하여 수출농가의 소득이 안정 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의 형 산지유통센터 이용이나 농자재 공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는 의견은 낮게 나타났다.이는 실질 으로 소득이 우선 으로 안정화되어

야만 결속력 강화를 한 다각 근이 용이할 것임을 보여 다.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결속력 강화를 해서 가장 요한 사항도 응답

자 특성별로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표 수출품목이 화훼류인 수출

업체의 경우는 ‘수출 수익과 수출 비용 등 제반 수익과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수출회사 형태가 문수

출회사,수출규모가 5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수출물량과 규격에 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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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결속력 강화방법

단 :명,%

구 분
응답
수

수출농가의
소득이
안정 이어
야 함

수출물량과
규격의
계약서
작성
이행되어야
함

수출수익과
수출비용
등 제반
수익과
비용을
공개해야 함

농식품종자,
농자재보 과
기술지도,
교육을
수행해야 함

지역의
형산지
유통센터
이용,

농자재공
혜택 부여

체 107 34.6 25.2 18.7 12.1 9.3

수
출

표
국
가

일본 32 28.1 21.9 25.0 12.5 12.5

국 17 35.3 23.5 17.6 17.6 5.9

북미 20 40.0 25.0 20.0 5.0 10.0

동남
아시아

28 39.3 28.6 10.7 10.7 10.7

기타 10 30.0 30.0 20.0 20.0 0.0

수
출

표
품
목

채소류 19 36.8 26.3 5.3 21.1 10.5

과일류 19 42.1 31.6 15.8 5.3 5.3

화훼류 8 0.0 25.0 62.5 12.5 0.0

인삼류 14 42.9 21.4 14.3 0.0 21.4

가공식품 39 38.5 17.9 23.1 12.8 7.7

기타 8 12.5 50.0 0.0 25.0 12.5

수
출
회
사
형
태

농조합 23 34.8 26.1 8.7 17.4 13.0

문수출
회사

43 27.9 32.6 23.3 9.3 7.0

농업수출
회사법인

21 28.6 19.0 23.8 14.3 14.3

기타 20 55.0 15.0 15.0 10.0 5.0

수
출
규
모

1백만
달러미만

45 35.6 20.0 17.8 13.3 13.3

1백～5백
만 달러
미만

41 39.0 19.5 19.5 14.6 7.3

5백만
달러 이상

21 23.8 47.6 19.0 4.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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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농식품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결속력 강화 방법

단 :%

2.1.7.수출조직 유형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조직을 강화하고 규모를 확 하기 해 더 강

력하고 효과가 클 것으로 상되는 수출조직 유형으로는 체 응답자

70% 이상이 ‘수출업체 심으로 조직화하고,생산자는 공 업무를 한다’

는 조직 유형을 선택하 다.이는 수출업체가 응답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실

질 으로 수출시장에서 직 활동하는 수출업체의 역할이 요하다는 의

미로 해석된다.

표 5-12.효과 수출 조직 유형 생산자조직에 한 의견

단 :명,%

구 분
응
답
수

생산자 심으로
조직화하여 생산을
강화하고 수출업체는
마 활동만 함

수출업체 심으로
조직화하고 생산자는
공 업무를 함

체 107 29.0 71.0

수출
표
국가

일본 32 31.3 68.7

국 17 29.4 70.6

북미 20 20.0 80.0

동남아시아 28 21.4 78.6

기타 10 6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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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효과 수출 조직 유형 생산자조직에 한 의견(계속)

구 분
응답
수

생산자 심으로
조직화하여 생산을
강화하고 수출업체는
마 활동만 함

수출업체 심으로
조직화하고 생산자는
공 업무를 함

수출
표
품목

채소류 19 26.3 73.7

과일류 19 42.1 57.9

화훼류 8 0.0 100.0

인삼류 14 21.4 78.6

가공식품 39 28.2 71.8

기타 8 50.0 50.0

수출
회사
형태

농조합 23 43.5 56.5

문수출회사 43 23.3 76.7

농업수출회사법인 21 28.6 71.4

기타 20 25.0 75.0

수출
규모

1백만 달러 미만 45 28.9 71.1

1백～5백만달러미만 41 22.0 78.0

5백만 달러 이상 21 42.9 57.1

2.2. 책지 별 수출 동  요도 평가

농식품 수출증 와 기반강화를 한 활동단계를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

할 때 어느 단계가 더 요한지 그리고 어떤 정책지원 부문에 우선 순 를

두어야 할지에 해 고려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해 수출업체들을 상

으로 조사하 다.부문별 활동의 요도는 정책방향의 지표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네 가지 정책지표별로 각 부문별 활동의 요성을 5 척도로 구

분하 다.

체 평균값을 기 으로 했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 수출활동별 요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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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를 가장 요하게 인식하고 있고,다음으

로는 ‘수출시장 로 개척과 마 활동’,‘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순으로 나타났다.

수출업체들은 장기 으로 성과를 기 할 수 있는 연구개발활동(R&D)보

다 재 수출 활동에 발생하고 있는 장애요인 해결에 한 심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5-13.효율성 측면에서의 수출활동별 요도

단 : 수,%

구 분 평균값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하지
않다

1+2
순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4.2 43.0 38.3 17.8 0.9 - 81.3

수출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

4.4 50.5 38.3 10.3 0.9 - 88.8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

4.2 36.4 49.5 14.0 - - 86.0

수출시장 로
개척과 마 활동

4.3 49.5 34.6 15.0 0.9 - 84.1

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

4.1 36.4 41.1 19.6 1.9 0.9 77.6

주:평균값은 수출활동별 요도를 ‘매우 요하다(5 )’에서 ‘ 요하지 않다(1 )’

까지 5 척도를 사용해 응답한 값임.

수출목표 달성을 한 효과성 측면에서는 ‘수출 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수출시장 로개척과 마 활동’,‘수출 물량의 안정 확보’가

상 으로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이

나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는 요도가 낮았다.수출목표 달성을

해 로개척과 마 활동이 제일 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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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효과성 측면에서의 수출활동별 요도

단 : 수,%

구 분 평균값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하지
않다

1+2
순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4.3 44.9 40.2 15.0 - - 85.0

수출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

4.3 40.2 48.6 9.3 1.9 - 88.8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

4.1 32.7 46.7 19.6 0.9 - 79.4

수출시장 로
개척과 마 활동

4.4 50.5 34.6 14.0 0.9 - 85.0

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

4.0 29.0 42.1 25.2 3.7 - 71.0

주:평균값은 수출활동별 요도를 ‘매우 요하다(5 )’에서 ‘ 요하지 않다(1 )’

까지 5 척도를 사용해 응답한 값임.

수출업체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 요도가 높은 수출활동은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와 ‘수출농산품의 품질·안 성 리’로 나타났다.이는 업체들

의 직 인 수출 활동에 실 으로 체감되는 활동이 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반면,‘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활동은 수출업체 측에

서도 상 으로 낮은 요도를 보 다.수출업체들의 R&D 요성에

한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와 ‘수출 농산품의 품질·안 성 리’는 농업인

수용성 측면에서도 요한 활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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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수출업체 수용가능성에서의 수출활동별 요도

단 : 수,%

구 분 평균값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하지
않다

1+2
순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4.4 54.2 35.5 9.3 0.9 - 89.7

수출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

4.3 40.2 49.5 9.3 0.9 - 89.7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

4.2 35.5 47.7 15.9 0.9 - 83.2

수출시장 로
개척과마 활동

4.4 53.3 30.8 14.0 1.9 - 84.1

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

4.1 31.8 43.0 23.4 1.9 - 74.8

주:평균값은 수출활동별 요도를 ‘매우 요하다(5 )’에서 ‘ 요하지 않다(1 )’

까지 5 척도를 사용해 응답한 값임.

표 5-16.농업인 수용가능성에서의 수출활동별 요도

단 : 수,%

구 분 평균값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하지
않다

1+2
순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4.3 44.9 43.0 12.1 - - 87.9

수출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

4.4 50.5 37.4 11.2 0.9 - 87.9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

4.2 39.3 43.9 15.9 0.9 - 83.2

수출시장 로
개척과 마 활동

4.0 33.6 35.5 24.3 6.5 - 69.2

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

3.9 25.2 45.8 25.2 2.8 0.9 71.0

주:평균값은 수출활동별 요도를 ‘매우 요하다(5 )’에서 ‘ 요하지 않다(1 )’

까지 5 척도를 사용해 응답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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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출 문가 의식

3.1. 부지원사업 부 별 요도

수출 문가들을 상으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상 요성을

5 척도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수출기반조성사

업,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해외마 지원사업,농축산물 매 진사업,수

출기지구축,수출 융부문 등 크게 6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수출지원사업의 요성은 정책지원 효과의 효율성,효과성,수출업체

수용가능성,농업인 수용가능성 등 네 가지 지표로 구분하 다.‘정책효율

성’은 수출지원사업의 투입 비용보다 편익발생 크기가 크다는 것을,‘정책

효과성’은 수출지원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을,‘수출업체 수용가능

성’은 수출지원사업을 수출업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농업인

수용가능성’은 지원사업을 농업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

한다.

수출 문가의 응답결과는 수출지원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네 가지 정책

지원의 지표를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수출 문가들이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요도에 해 5 척도로 응답한

결과의 평균값을 기 으로 했을 때,효율성 측면에서 ‘수출기반조성사업

(4.0)’과 ‘해외 마 지원 사업(3.9)’을 요하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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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효율성 측면에서의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요도

구 분 평균값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하지
않다

1+2
순

수출기반조성사업 4.0 30.1 40.8 25.7 4.2 - 70.8

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 3.8 17.1 48.4 28.0 5.6 1.3 65.5

해외마 지원사업 3.9 22.9 51.9 20.3 3.7 1.6 74.7

농축산물 매 진사업 3.8 22.4 43.0 25.0 8.8 2.6 65.3

수출기지구축 3.7 17.1 46.1 27.6 7.9 1.3 63.2

수출 융 3.7 9.9 53.5 29.6 7.0 - 63.4

단 : 수,%

주:평균값은 수출활동별 요도를 ‘매우 요하다(5 )’에서 ‘ 요하지 않다(1 )’

까지 5 척도를 사용해 응답한 값임.

수출지원사업의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에 한 효과성 측면에서 ‘해외 마

지원 사업(3.9)’과 ‘수출기지구축사업(3.9)’,‘수출기반조성사업(3.9)'

부문을 요하게 평가했다.

표 5-18.효과성 측면에서의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요도

구 분 평균값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하지
않다

1+2
순

수출기반조성사업 3.9 25.5 46.3 25.0 3.9 1.3 71.7

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 3.8 18.4 48.4 26.3 4.9 2.6 66.8

해외마 지원사업 3.9 23.9 50.0 21.6 2.9 2.0 73.9

농축산물 매 진사업 3.8 21.5 48.2 22.8 8.6 2.6 69.7

수출기지구축 3.9 25.0 48.7 22.4 2.6 1.3 73.7

수출 융 3.6 9.9 43.7 42.3 4.2 - 53.5

단 : 수,%

주:평균값은 수출활동별 요도를 ‘매우 요하다(5 )’에서 ‘ 요하지 않다(1 )’

까지 5 척도를 사용해 응답한 값임.

수출업체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해외 마 지

원사업(4.1)’이 가장 요하고,다음으로 ‘수출기반조성사업(4.0)’을 요하

게 평가했다.농업인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는,‘농축산물 매 진사업(4.2)’

을 가장 요하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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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값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하지
않다

1+2
순

수출기반조성사업 4.0 25.9 49.1 20.4 5.9 1.3 75.0

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 3.8 22.7 39.8 31.9 4.9 1.3 62.5

해외마 지원사업 4.1 34.2 44.7 19.2 1.6 1.3 78.9

농축산물 매 진사업 3.9 24.6 50.0 22.8 2.6 1.3 74.6

수출기지구축 3.9 21.1 52.6 25.0 - 1.3 73.7

수출 융 3.9 26.8 42.3 29.6 1.4 - 69.0

표 5-19.수출업체 수용가능성 측면에서의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요도

단 : 수,%

주:평균값은 수출활동별 요도를 ‘매우 요하다(5 )’에서 ‘ 요하지 않다(1 )’

까지 5 척도를 사용해 응답한 값임.

구 분 평균값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하지
않다

1+2
순

수출기반조성사업 3.8 21.3 41.2 31.4 8.6 2.6 62.5

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 3.8 22.4 48.0 23.4 5.3 2.3 70.4

해외마 지원사업 3.8 21.1 47.9 25.5 3.9 1.6 68.9

농축산물 매 진사업 4.2 40.8 41.2 14.9 2.6 1.3 82.0

수출기지구축 3.7 19.7 39.5 31.6 6.6 2.6 59.2

수출 융 3.7 21.1 40.8 29.6 7.0 1.4 62.0

표 5-20.농업인 수용성 측면에서의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요도

단 : 수,%

주:평균값은 수출활동별 요도를 ‘매우 요하다(5 )’에서 ‘ 요하지 않다(1 )’

까지 5 척도를 사용해 응답한 값임.

수출지원사업 부문의 정책지표별 요도에 한 응답결과를 종합 으로

고려했을 때 수출 문가들은 정책 효율성,정책 효과성,수출업체 수용성

세 가지 지표에서 해외마 지원사업과 수출기반조성사업을 다른 사업부

문보다 더 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다만,농업인 수용성 측면에서는 수출

물류비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농축산물 매 진사업을 가장 요하게

평가하 다(표 5-21참조).33

33정책지표별 수출지원사업부문의 상 요도 평가는 5 척도 응답결과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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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수출지원정책 지표별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요도

지원사업 부문 효율성 효과성
수출업체

수용성

농업인

수용성

수출기반조성사업 1 2 2 4

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 3 5 6 2

해외마 지원사업 2 1 1 3

농축산물 매 진사업 4 4 3 1

수출기지구축 6 3 4 6

수출 융 5 6 5 5

주:1.표 안의 숫자는 각 정책지표별로 지원사업 부문별 요도의 평가결과 평균값이 높

은 순서 로 부여한 결과임.

2.평균값이 같은 경우에는 1순 와 2순 를 합한 응답비율이 높은 순서로 순 를 부

여함.

3.2. 부지원사업별 요도

농식품 수출 문가를 상으로 수출지원부문의 20개 세부지원사업들에

한 정책지표별 요도를 조사하 다.수출 문가들은 체 평균값을 기

으로 했을 때 수출지원 세부사업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출안 성

리(4.4)’가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났고,그 다음으로는 ‘수출선도조직 육

성(4.2)’,‘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4.1)’,‘바이어 거래 알선(4.0)’,‘수출인

라 강화사업(4.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반면,‘직 세일즈사업(3.5)’,

‘수출물류비 지원사업(3.6)’,‘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3.6)’‘e-trade시스템

운 (3.6)’등은 상 으로 요도가 낮다.

균값을 기 으로 순 를 부여했으며,평균값이 같은 경우에는 1순 와 2순

를 합한 응답비율이 높은 순서로 순 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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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값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
하지
않다

1+2
순

1.수출선도조직 육성 4.2 35.5 48.7 15.8 - - 84.2

2.수출안 성 리 4.4 53.9 36.8 7.9 1.3 - 90.8

3.무역정보(KATI)조사 3.8 21.1 36.8 38.2 3.9 - 57.9

4.무역정보 DB구축· 3.9 32.9 32.9 30.3 3.9 - 65.8

5.e-trade시스템 운 3.6 13.2 40.8 42.1 3.9 - 53.9

6.국내 수출의욕 고취 3.9 23.7 48.7 19.7 7.9 - 72.4

7.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 4.1 34.2 42.1 21.1 1.3 1.3 76.3

8.직 세일즈사업 3.5 10.5 48.7 26.3 13.2 1.3 59.2

9.공동 랜드 리·운 3.8 17.1 48.7 28.9 3.9 1.3 65.8

10.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 3.6 6.6 53.9 35.5 3.9 - 60.5

11.국제박람회 참가지원 3.9 26.3 46.1 21.1 5.3 1.3 72.4

12.해외 행사 지원 3.9 23.7 48.7 22.4 3.9 1.3 72.4

13.바이어 거래 알선 4.0 26.3 51.3 19.7 1.3 1.3 77.6

14.해외 홍보마 사업 3.9 18.4 57.9 17.1 3.9 2.6 76.3

15.수출여건변화 응 마 3.9 19.7 55.3 21.1 3.9 - 75.0

16.수출물류비 지원사업 3.6 22.4 35.5 22.4 17.1 2.6 57.9

17.수출인 라 강화사업 4.0 25.0 51.3 19.7 3.9 - 76.3

18.원 문생산단지사업 3.8 19.7 42.1 32.9 5.3 - 61.8

19.수출해외 진기지 구축 3.7 17.1 46.1 27.6 7.9 1.3 63.2

20.수출보험·환변동보험 3.7 9.9 53.5 29.6 7.0 - 63.4

표 5-22.효율성 측면에서의 세부지원사업별 요도

단 : 수,%

주:평균값은 수출활동별 요도를 ‘매우 요하다(5 )’에서 ‘ 요하지 않다(1 )’

까지 5 척도를 기 으로 응답한 값임.

효과성 측면에서도 ‘수출 안 성 리(4.4)’가 가장 요하고,그 다음으

로는 ‘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4.1)’,‘수출인 라 강화사업(4.1)’,‘수출 선

도조직의 육성(4.0)’,‘바이어 거래 알선(3.9)’등의 순서로 나타났다.이는

수출 농식품의 안 성 리와 수출선도조직 육성이 수출목표 달성 측면에

서도 매우 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반면,‘직 세일즈사

업(3.5)’,‘수출물류비 지원사업(3.6)’,‘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3.6)’,

‘e-trade시스템 운 (3.6)’,‘수출보험·환변동보험(3.6)’등은 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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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값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하지
않다

1+2
순

1.수출선도조직 육성 4.0 30.3 44.7 23.7 - 1.3 75.0

2.수출안 성 리 4.4 43.4 50.0 6.6 - - 93.4

3.무역정보(KATI)조사 3.8 21.1 46.1 28.9 3.9 - 67.1

4.무역정보 DB구축· 3.9 25.0 40.8 32.9 1.3 - 65.8

5.e-trade시스템 운 3.6 9.2 48.7 32.9 7.9 1.3 57.9

6.국내 수출의욕 고취 3.9 23.7 47.4 25.0 2.6 1.3 71.1

7.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 4.1 30.3 52.6 13.2 2.6 1.3 82.9

8.직 세일즈사업 3.5 13.2 43.4 31.6 7.9 3.9 56.6

9.공동 랜드 리·운 3.8 19.7 48.7 25.0 3.9 2.6 68.4

10.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 3.6 10.5 48.7 35.5 5.3 - 59.2

11.국제박람회 참가지원 3.9 23.7 46.1 26.3 2.6 1.3 69.7

12.해외 행사 지원 3.9 25.0 44.7 26.3 2.6 1.3 69.7

13.바이어 거래 알선 3.9 26.3 48.7 19.7 2.6 2.6 75.0

14.해외 홍보마 사업 3.9 26.3 50.0 17.1 3.9 2.6 76.3

15.수출여건변화 응 마 3.9 18.4 60.5 18.4 2.6 - 78.9

16.수출물류비 지원사업 3.6 19.7 42.1 21.1 13.2 3.9 61.8

17.수출인 라 강화사업 4.1 27.6 51.3 21.1 - - 78.9

18.원 문생산단지사업 3.8 17.1 51.3 26.3 3.9 1.3 68.4

19.수출해외 진기지 구축 3.9 25.0 48.7 22.4 2.6 1.3 73.7

20.수출보험·환변동보험 3.6 9.9 43.7 42.3 4.2 - 53.5

표 5-23.효과성 측면에서 세부지원사업별 요도

단 : 수,%

주:평균값은 수출활동별 요도를 ‘매우 요하다(5 )’에서 ‘ 요하지 않다(1 )’

까지 5 척도를 사용해 응답한 값임.

수출업체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의 요도는,‘수출 안 성 리(4.3)’가

가장 요하고,다음으로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4.2)’,‘수출선도조직 육성

(4.1)’,‘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4.1)’,‘해외 행사 지원(4.1)’,‘바이어

거래 알선(4.1)’,‘해외 홍보마 사업(4.1)’,‘수출여건변화 응 마

(4.1)’,‘수출인 라 강화사업(4.1)’이 요하게 나타났다.반면,‘수출 의

회 활성화(3.6)’지원사업은 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수출지원제도에 한 수출업체· 문가 의식 115

구 분 평균값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하지
않다

1+2
순

1.수출선도조직 육성 4.1 36.8 42.1 19.7 - 1.3 78.9

2.수출안 성 리 4.3 39.5 46.1 14.5 - - 85.5

3.무역정보(KATI)조사 3.9 18.4 57.9 17.1 6.6 - 76.3

4.무역정보 DB구축· 3.9 22.4 48.7 23.7 5.3 - 71.1

5.e-trade시스템 운 3.7 14.5 46.1 34.2 3.9 1.3 60.5

6.국내 수출의욕 고취 3.9 23.7 53.9 13.2 7.9 1.3 77.6

7.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 4.1 32.9 44.7 21.1 1.3 - 77.6

8.직 세일즈사업 3.7 25.0 32.9 34.2 6.6 1.3 57.9

9.공동 랜드 리·운 3.7 15.8 47.4 32.9 2.6 1.3 63.2

10.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 3.6 17.1 34.2 39.5 9.2 - 51.3

11.국제박람회 참가지원 4.2 36.8 47.4 14.5 1.3 - 84.2

12.해외 행사 지원 4.1 30.3 50.0 18.4 1.3 - 80.3

13.바이어 거래 알선 4.1 35.5 42.1 18.4 2.6 1.3 77.6

14.해외 홍보마 사업 4.1 36.8 39.5 22.4 1.3 - 76.3

15.수출여건변화 응 마 4.1 31.6 44.7 22.4 1.3 - 76.3

16.수출물류비 지원사업 4.0 30.3 47.4 18.4 2.6 1.3 77.6

17.수출인 라 강화사업 4.1 28.9 53.9 17.1 - - 82.9

18.원 문생산단지사업 3.7 14.5 48.7 32.9 2.6 1.3 63.2

19.수출해외 진기지 구축 3.9 21.1 52.6 25.0 - 1.3 73.7

20.수출보험·환변동보험 3.9 26.8 42.3 29.6 1.4 - 69.0

표 5-24.수출업체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세부지원사업별 요도

단 : 수,%

주:평균값은 수출활동별 요도를 ‘매우 요하다(5 )’에서 ‘ 요하지 않다(1 )’

까지 5 척도를 사용해 응답한 값임.

농업인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는 ‘수출 인 라 강화사업(4.3)’과 ‘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4.2)’,‘수출 물류비 지원사업(4.2)’,‘수출선도조직 육성

(4.1)’,‘수출안 성 리(4.1)’,‘국내 수출의욕 고취(4.1)’,‘원 문생산단

지사업(4.1)’등의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반면,‘e-trade시스템 운 (3.3)’

과 ‘무역정보조사(3.4)’,‘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3.6)’,‘직 세일즈사업

(3.6)’,‘무역정보 DB구축· (3.6)'등의 요도는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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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값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하지
않다

1+2
순

1.수출선도조직 육성 4.1 34.2 40.8 25.0 - - 75.0

2.수출안 성 리 4.1 34.2 40.8 25.0 - - 75.0

3.무역정보(KATI)조사 3.4 6.6 43.4 38.2 11.8 - 50.0

4.무역정보 DB구축· 3.6 10.5 42.1 39.5 7.9 - 52.6

5.e-trade시스템 운 3.3 7.9 35.5 40.8 13.2 2.6 43.4

6.국내 수출의욕 고취 4.1 34.2 44.7 19.7 1.3 - 78.9

7.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 4.2 35.5 52.6 10.5 - 1.3 88.2

8.직 세일즈사업 3.6 13.2 48.7 30.3 5.3 2.6 61.8

9.공동 랜드 리·운 3.9 25.0 52.6 15.8 3.9 2.6 77.6

10.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 3.6 15.8 38.2 36.8 6.6 2.6 53.9

11.국제박람회 참가지원 3.8 18.4 51.3 22.4 6.6 1.3 69.7

12.해외 행사 지원 3.8 22.4 42.1 28.9 3.9 2.6 64.5

13.바이어 거래 알선 3.9 25.0 47.4 22.4 3.9 1.3 72.4

14.해외 홍보마 사업 3.9 22.4 46.1 27.6 2.6 1.3 68.4

15.수출여건변화 응 마 3.8 17.1 52.6 26.3 2.6 1.3 69.7

16.수출물류비 지원사업 4.2 50.0 26.3 21.1 1.3 1.3 76.3

17.수출인 라 강화사업 4.3 39.5 48.7 10.5 1.3 - 88.2

18.원 문생산단지사업 4.1 32.9 48.7 13.2 5.3 - 81.6

19.수출해외 진기지 구축 3.7 19.7 39.5 31.6 6.6 2.6 59.2

20.수출보험·환변동보험 3.7 21.1 40.8 29.6 7.0 1.4 62.0

표 5-25.농업인 수용성 측면에서 세부지원사업별 요도

단 : 수,%

주:평균값은 수출활동별 요도를 ‘매우 요하다(5 )’에서 ‘ 요하지 않다(1 )’

까지 5 척도를 사용해 응답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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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6.수출지원정책 지표별 세부지원사업별 요도

구 분
효율성　 효과성

수출업체

수용성　

농업인

수용성　

평균값 순 평균값 순 평균값 순 평균값 순

1.수출선도조직 육성 4.2 2
*

4.0 4
*

4.1 5
*

4.1 6

2.수출안 성 리 4.4 1
*

4.4 1
*

4.3 1
*

4.1 6

3.무역정보(KATI)조사 3.8 14 3.8 15 3.9 12 3.4 19

4.무역정보DB구축· 3.9 11 3.9 12 3.9 14 3.6 18

5.e-trade시스템 운 3.6 19 3.6 18 3.7 18 3.3 20

6.국내 수출의욕 고취 3.9 8 3.9 9 3.9 11 4.1 5
*

7.고부가수출상품화지원 4.1 3
*

4.1 2
*

4.1 6 4.2 2
*

8.직 세일즈사업 3.5 20 3.5 20 3.7 19 3.6 16

9.공동 랜드 리·운 3.8 12 3.8 14 3.7 16 3.9 8

10.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 3.6 17 3.6 17 3.6 20 3.6 17

11.국제박람회 참가지원 3.9 9 3.9 10 4.2 2
*

3.8 12

12.해외 행사 지원 3.9 10 3.9 11 4.1 4
*

3.8 13

13.바이어 거래 알선 4.0 4
*

3.9 7 4.1 7 3.9 9

14.해외 홍보마 사업 3.9 6 3.9 6 4.1 8 3.9 10

15.수출여건변화 응마 3.9 7 3.9 5
*

4.1 8 3.8 11

16.수출물류비 지원사업 3.6 18 3.6 16 4.0 10 4.2 3
*

17.수출인 라 강화사업 4.0 5
*

4.1 3
*

4.1 3
*

4.3 1
*

18.원 문생산단지사업 3.8 13 3.8 13 3.7 16 4.1 4
*

19.수출해외 진기지구축 3.7 16 3.9 8 3.9 13 3.7 15

20.수출보험·환변동보험 3.7 15 3.6 19 3.9 15 3.7 14

주:1.평균값은 20개 세부사업에 한 요도를 5 척도로 평가한 평균 수임

2.순 기 은 평균값이 높은 순서 로,평균값이 같은 경우에는 (1+2순 ),(1+2+3

순 )응답비율이 높은 순서로 순 를 매김.

3.*는 정책지표별로 상 5 안에 포함되는 세부지원사업임.

정부의 20개 세부지원사업에 해 수출 문가들이 수출정책 지표별로

요도를 평가한 결과를 <표 5-26>과 같이 정리하 다.정책지표별로 요

도가 상 5 안에 포함되는 사업을 기 으로 평가결과를 설명하면,수출

안 성 리사업은 정책효율성,효과성,수출업체 수용성에서 모두 1 로

나타나 요하게 추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수출인 라 강화사

업은 네 개 지표 모두에서 요하게 평가되는 사업으로써 수출편익 발생,

수출목표 달성,수출업체 수용성,농가수용성 모든 측면에서 요도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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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순 가 높은 사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은

정책효율성과 효과성,농업인 수용성 측면에서 요도가 높고,국제박람회

참가지원과 해외 행사 지원은 수출업체 수용성 측면에서 요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출물류비 지원사업과 원 문생산단지 사업,국내

수출의욕 고취사업은 효율성,효과성,수출업체 수용성 측면에서 요도

순 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단지 농업인 수용성 측면에서는 요도가

높다.

수출 문가 의식에 한 조사 분석결과는 정책 지표별로 어떤 세부지

원사업들을 더 요하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보여 다. 를 들어 수출정책

목표가 수출목표 달성의 정책효과성에 을 둔다면 세부지원사업은 수

출안 성 리,고부가 수출상품화,수출인 라 강화사업 지원,수출선도조

직육성사업 지원에 비 을 확 할 필요가 있다.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효

율성,효과성,수출업체 수용성 측면에서 요도가 낮더라도 농업인 수용

성을 요시 여기는 수출정책을 선택한다면 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

다.세부지원사업들 에서 수출선도조직 육성,수출안 성 리,수출인

라 강화사업의 요도는 세 개 지표에서 상 권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지속

으로 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단된다.

4.수출지원사업에 한 요도 평가

4.1. 책지 별 요도 

농식품 수출업체와 수출 문가 체를 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종합하

면,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지표별 요도는 수출목표 달성 여부를 의미하

는 ‘정책 효과성(0.282)’,‘농업인 수용성(0.256)’순서로 요하다.조사

상별로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정책 효과성(0.294)’과 ‘농업인 수용성(0.281)’

순서로 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반면,수출 문가는 ‘수출업체 수용성(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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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출업체 문가 체

요도 우선순 요도 우선순 요도 우선순

정책효율성 0.243 3 0.234 3 0.241 3

정책효과성 0.294 1 0.261 2 0.282 1

수출업체 수용성 0.182 4 0.284 1 0.221 4

농업인 수용성 0.281 2 0.221 4 0.256 2

일 성 비율 0.0058 0.0173 0.0091

과 ‘정책 효과성(0.261)’순서로 요하게 평가했다.

체 응답자의 일 성 지수는 ‘정책 효율성’,‘정책 효과성’,‘수출업체 수

용성’,‘농업인 수용성’의 모든 요인에서 일 성 지수(ConsistencyIndex)34

가 0.0091로 10%이하로 나타나 AHP분석결과 해석에 무리가 없다.수출

업체의 경우 일 성 지수가 0.0058, 문가 역시 일 성 지수가 0.01173으

로 분석결과의 해석에 무리가 없다.

수출업체와 수출 문가의 의견을 종합 으로 고려하면 수출지원정책 지

표의 우선 순 는 수출목표 달성의 정책 효과성과 농업인 수용가능성에 두

어야 할 것이다.수출업체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에 정책 지원은 정책효과

성을,수출 문가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에는 수출업체 수용가능성에 우선

순 를 두어야 할 것이다.

수출업체와 수출 문가 두 집단 간에 수출정책의 우선순 에 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책지원 방향을 수출업체 의견에 비 을 둘 것

인지,혹은 수출 문가의 의견에 비 을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체 인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수출지원정책은 수출목표 달성을 최우선

인 목표로 설정한 후 농업인 수용성과 수출업체 수용성 순서 로 우선

순 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27.수출지원사업에 한 지표별 요도 우선순

34일 성 지수가 0.1이하로 나타나면,응답자가 일 성을 유지하며 비교를

수행하 음을 의미하는 반면,일 성 지수가 0.1이상이면 일 성이 부족한 것

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을 의미함(조근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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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수출지원사업에 한 지표별 요도 우선순

단 :%

4.2. 수출 동 단계별 요도 

수출업체를 상으로 한 농식품 수출증 ·기반 강화의 활동부문별 상

요도 우선순 에 한 AHP분석결과는 <표 5-28>과 같다.정책효

율성 측면에서 수출활동 부문별 상 요도와 우선순 는 ‘수출 농식품

의 품질·안 성 리(0.215)’,‘수출시장 로 개척과 마 활동(0.214)’이

가장 요한 부문으로 나타났다.정책효과성 측면에서는 ‘수출 농식품의 품

질·안 성 리(0.214)’,‘수출 상품의 선별·상품화 리(0.208)’순서로

요하다.수출업체 수용성 측면에서 ‘수출 상품의 선별·상품화 리(0.218)’,

‘수출 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0.206)’,‘수출시장 로 개척과 마 활

동(0.206)’의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농업인 수용성 측면에서도 ‘수출 상

품의 선별·상품화 리(0.216)’,‘수출 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0.205)’가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활동 단계의 부문별로 네 개 지표에 한 복합가 치와 활동부문별

우선순 는 (표 5-28)의 체평가 우선 순 와 같이 나타났다.모든 지표들

을 종합 으로 평가한 결과 수출활동 단계별로 가장 요한 부문은 ‘수출

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부문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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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다음으로 ‘수출시장 로 개척과 마 활동’,‘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수출물량의 안정 확보’순서로 요하게 나타났다.

표 5-28.활동 부문별 상 요도 복합가 치

구 분 효율성 효과성
수출
업체
수용성

농업인
수용성

복합
가 치

체평가
우선순

활
동
부
문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0.176 0.178 0.178 0.179 0.178 5

수출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

0.215 0.214 0.206 0.205 0.210 1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

0.198 0.208 0.218 0.216 0.210 1

수출시장 로 개척과
마 활동

0.214 0.201 0.206 0.203 0.206 3

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

0.197 0.199 0.193 0.196 0.197 4

주:1.상 요도는 정책방향 결정 지표별 평균과 각 활동부문 수 간의 총합에서

각각의 활동부문들의 상 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2.복합가 치=(활동부문별 상 요도*각 지표별 가 치)

4.3. 수출지원 사업별 요도

농식품 수출 문가를 상으로 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부문별 상

요도 우선순 에 한 AHP분석결과는 <표 5-29>와 같다.정책효

율성 측면에서 상 요도 우선 순 는 ‘해외마 지원사업(0.191)’,

과 ‘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0.189)’의 순서로,정책효과성 측면에서는 ‘해외

마 지원사업(0.210)’,‘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0.196)’순서로 요하게

나타났다.수출업체 수용성 측면에서는 ‘해외마 지원사업(0.198)’,‘수출

기반조성사업(0.194)’이,농업인 수용성 측면에서는 ‘해외마 지원사업

(0.234)’,‘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0.203)’이 상 으로 더 요하게 평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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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 사업부문별 체 인 요도를 나타내는 복합가 치를 고려할

때,수출 문가들은 ‘해외마 지원사업’,‘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수출

기반조성사업’,‘수출기지구축사업’,‘농축산물 매 진사업’,‘수출 융사

업’부문 순서 로 요하게 평가하 다.35

표 5-29.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상 요도 복합가 치

구 분 효율성 효과성
수출업체
수용성

농업인
수용성

복합
가 치

체평가
우선순

지
원
사
업
부
문

수출기반조성사업 0.182 0.189 0.194 0.167 0.184 3

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 0.189 0.196 0.183 0.203 0.192 2

해외마 지원사업 0.191 0.210 0.198 0.234 0.207 1

농축산물 매 진사업 0.147 0.168 0.147 0.077 0.137 5

수출기지구축 0.153 0.140 0.136 0.165 0.147 4

수출 융 0.139 0.099 0.141 0.154 0.132 6

주 1:상 요도는 정책방향 결정 지표별 평균과 각 지원사업부문 수 간의 총합에

서 각각의 세부사업들의 상 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2:복합가 치=(지원사업부문별 상 요도*각 지표별 가 치)

수출 문가를 상으로 평가한 수출 세부지원사업별 상 요도

우선순 를 분석한 결과는 <표 5-30>과 같다.정책효율성 측면에서 세부지

원사업의 상 요도 우선순 는 ‘국제박람회 참가지원(0.063)’,‘공

동 랜드 리·운 (0.060)’,‘해외 행사 지원(0.060)’,‘고부가 수출상

품화 지원(0.059)’,‘수출인 라 강화사업(0.058)’,‘수출해외 진기지 구축

(0.058)’순서로 요하게 나타났다.

352010년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비 은 농축산물 매 진사업(수출물류비지원,

환변동보험가입,수출농산물검역지원 포함)이 57.94%로 제일 많고,다음으로

해외마 사업(22.35%),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12.02%),수출기반조성사업(7.69%)

순으로 높음.해외시장개척사업의 지원액 비 순서와 수출 문가의 상

요도 평가순 는 같게 나타남.단,농축산물 매 진사업 부문은 수출 문가

들은 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했으나 지원 비 은 가장 높아 괴리가 발생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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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성 측면에서는 ‘해외 홍보마 지원사업(0.070)’,‘해외 행

사 지원(0.060)’,‘e-trade시스템 운 (0.059)’,‘수출인 라 강화사업(0.049)’,

‘수출해외 진기지 구축(0.049)’순서로 나타났다.

수출업체 수용성 측면에서는 ‘해외 홍보마 지원사업(0.062)’,‘바이

어 거래 알선(0.057)’,‘수출여건 변화 응 마 (0.056)’,‘직 세일즈 사

업(0.055)’,‘수출선도 조직 육성(0.054)’,‘국내 수출의욕 고취(0.054)’순으

로 요하게 나타났다.

농업인 수용성 측면에서는 ‘국제박람회 참가지원(0.076)’,‘해외 행사

지원(0.075)’,‘해외 홍보마 사업(0.074)’,‘바이어 거래 알선(0.066)’,

‘직 세일즈 사업(0.064)’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문가가 평가하는 수출지원사업의 체 인 요도인 복합가 치

를 고려하여 세부지원사업의 평가순 를 매길 수 있다(표 5-30참조).수출

문가가 수출지원사업에서 가장 요하다고 평가한 세부지원사업은 ‘해

외 홍보마 사업(0.065)’이며,다음으로 ‘해외 행사 지원(0.062)’,

‘국제박람회 참가지원(0.060)’,‘직 세일즈 사업(0.055)’,‘공동 랜드

리·운 (0.055)’순서로 요하게 평가하 다.36이들 사업은 부분 해외

마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므로 수출 문가들은 해외마 지원사

업 부문과 련된 세부지원사업들을 매우 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362010년 수출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비 은 농축산물 매 진사업(57.94%)부

문 외 해외시장개척사업에서는 국제박람회 참가지원(8.73%),해외 홍보마

사업(6.98%),유통업체연계 행사(4.48%),수출유망품목육성사업(4.18%),

수출선도조직육성(3.91%),품목별 공동마 지원(2.52%),식재료 수출활성화

사업(2.37%),해외시장 정보인 라 사업(2.09%),공동 표 랜드 리운

(1.53%),신규시장 개척 지원(1.1%),바이어 거래 알선(1.02%),지자체 수출 인

센티 지원(0.84%),지자체연계 행사(0.84%),국내 수출의욕 고취(0.52%),

지리 표시 특산물 수출활성화(0.31%), 국진출 한국계 유통업체 지원

(0.29%),수출안 성 리 GAP(0.24%),수출 문인력육성(0.1%)순서임.해외

시장개척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해외 홍보마 사업과 해외 행사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은 재 지원비 도 높고 문가평가 요도도 높아

일치성이 높음.하지만 재 농축산물 매 진사업은 지원비 이 제일 높지만

문가들의 세부사업 평가결과는 16 ,18 ,20 로 나타나 지원 비 에 비해

요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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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0.세부 활동별 상 요도 복합가 치

사업
부문

세부지원사업
효율성 효과성

수출
업체
수용성

농업인
수용성

복합
가 치

평가
순

수출기
반조성
사업

수출선도 조직 육성 0.044 0.049 0.054
*
0.037 0.047 13

수출안 성 리 0.044 0.036 0.045 0.023 0.038 19

무역정보(KATI)조사 0.044 0.046 0.049 0.039 0.045 15

무역정보 DB구축· 0.045 0.039 0.051 0.036 0.043 17

e-trade시스템 운 0.045 0.059* 0.053 0.054 0.053 9

국내 수출의욕 고취 0.052 0.056 0.054*0.041 0.051 11

수출성
장동력
확충
사업

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 0.059
*
0.058 0.040 0.051 0.052 10

직 세일즈 사업 0.051 0.053 0.055* 0.064* 0.055 4

공동 랜드 리·운 0.060
*
0.053 0.053 0.054 0.055 4

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 0.038 0.045 0.044 0.062 0.047 13

해외
마
지원
사업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0.063*0.053 0.050 0.076* 0.060 3

해외 행사 지원 0.060
*
0.060

*
0.054 0.075

*
0.062 2

바이어 거래 알선 0.043 0.056 0.057* 0.066* 0.055 4

해외 홍보마 사업 0.055 0.070* 0.062* 0.074* 0.065 1

수출여건 변화 응
마

0.056 0.048 0.056
*
0.060 0.055 4

농축산
물 매
진
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0.036 0.045 0.034 0.015 0.033 20

수출인 라 강화사업 0.058* 0.049* 0.038 0.031 0.044 16

원 문생산단지사업 0.037 0.042 0.051 0.023 0.039 18

수출
물류
기지
사업

수출해외 진기지 구축 0.058* 0.049* 0.049 0.061 0.054 8

수출
융사업

수출보험·환변동 보험 0.052 0.035 0.050 0.057 0.048 12

주:1.상 요도는 정책방향 결정 지표별 평균과 각 세부지원사업간의 총합에서 각각

의 세부지원사업들의 상 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2.복합가 치=(세부지원사업별 상 요도*각 지표별 가 치)

3.*표시는 각 정책지표별로 요도가 5 안에 포함되는 세부지원사업이며, 수가

같은 경우에는 6 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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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사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농식품 수출업체와 수출 문가를 상으로 하여

수출정책 지표별로 수출업체들의 수출활동 부문과 수출지원사업의 상

요도를 평가하는 것이다.수출업체와 수출 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수출지원사업의 정책지표를 평가한 결과 ‘정책효과성’이 가장

요하고,다음으로 ‘농업인 수용성’,‘정책 효율성’,‘수출업체 수용성’순서

로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즉,수출지원정책에서 수출목표 달성과 농업

인 수용가능성이 요하고,수출지원 투입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지에

한 정책 효율성과 수출업체의 수용가능성 지표는 상 으로 덜 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수출지원사업 평가 주체별로는 수출업체는 ‘정책 효과성’,‘농업인 수용

성’,‘정책 효율성’,‘수출업체 수용성’순서로 요하다고 평가하 다.수

출 문가는 ‘수출업체 수용성’,‘정책 효과성’,‘정책 효율성’,‘농업인 수

용성’순서로 요하게 평가하 다.수출업체와 수출 문가 평가결과 정책

지표 요도의 순서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양측 모두 정책 효과성을

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수출업체들의 수출활동 부문별 요도를 평가한 결과 정책지원의 효율

성과 효과성 두 가지 지표에서 ‘수출 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부문을

가장 요하게 평가하 으며,수출업체 수용성과 농업인 수용성 측면에서

는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부문을 가장 요하게 평가하 다.즉,

수출업체들의 에서 수출정책 목표가 수출지원사업 투입비용보다 편익

발생의 크기가 더 커야 하거나 수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수출 농식품

의 품질 안 성 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더 주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출 문가를 상으로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상 요도를 평가한

결과,정책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출 성장동력 확충사업’부문이 가장 요

하고 수출정책의 효과성,수출업체 수용성,농가 수용성 측면에서는 ‘해외

마 지원사업’이 가장 요하게 나타났다.즉,수출지원정책이 정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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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투입비용보다 편익발생이 더 커야 하는 데 우선 순 를 둔다면 수출 성

장동력 확충사업을 우선 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수출성장동력사업

에는 ‘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공동 랜드 리운 ’등의 사업이 포함

된다.수출목표 달성,수출업체 수용성,농가 수용성 측면에서는 해외마

지원사업 부문을 가장 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수출 문가들을 상으로 20개 세부지원사업들을 평가한 결과 정책 효

율성 측면과 농업인 수용성 측면에서는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을,정책 효

과성과 수출업체 수용성 측면에서는 ‘해외 홍보마 사업’을 가장 요

하게 평가하 다.세부지원사업에 한 종합 인 평가결과도 ‘해외 홍보마

사업’과 ‘해외 행사 지원’이 가장 요하게 나타났다.즉,수출

문가들은 해외마 사업부문의 ‘해외 홍보 마 사업’과 ‘해외

행사 지원’,‘국제 박람회’등의 세부지원사업을 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업체들과 수출 문가들은 수출정책 지표별 요도와 수출활동

지원사업 부문별 요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출업체와 수출 문가들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37수출정책 지

표 설정에 있어서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을 의미하는 ‘정책효과성’이 가장

요하게 나타났다.다만,수출지원의 투입비용보다 편익발생의 크기가 더

커야 하는 ‘정책 효율성’측면은 양측 모두 요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지

속 이고 장기 인 수출활동을 유지하기 해서는 매우 요한 정책지표

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즉,단기 으로는 수출업체와 농업인이 쉽게 수

용할 수 있는 방식의 지원도 필요하지만,지속 인 수출성장을 해서 장

기 으로는 정책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식품 수출활동 부문별로 수출업체들은 ‘수출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와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부문을 요하게 평가하는 반면,수

출 문가는 ‘해외마 지원사업’부문을 요하게 평가하고 있다.사실,

수출기반 강화와 수출 증 목표는 수출활동의 어느 특정 분야만 개선된다

37조사결과와 연구자의 종합 인 단을 고려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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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달성될 것으로 기 하기는 어렵다.국외에서는 해외시장 마 활동을

지속 으로 수행하면서 국내산 농식품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에서는 ‘수출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와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외 수출 활동별 연계성을 높이는 략이

필요하다.





한··일 수출지원제도 분석 제6장

1.분석 개요

한국 정부는 2011년 농식품 수출액 목표치인 76억 달러뿐만 아니라

2012년 수출 목표인 100억 달러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다음 단계의 수출목표를 달성

하는 노력뿐만 아니라,지속 이며 안정 으로 수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출체질을 개선하고 수출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환할 필

요성이 있다.38

농식품 수출지원제도를 효과 으로 개선하기 해서는 국내 수출지원제

도를 외국의 수출지원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국가별 지원제도의 장단

혹은 시사 을 도출하여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본 연구의 목 은

주변국의 수출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수출지원제도의 지원내

용을 확인하고 주변국의 수출지원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 을 도출

하는 것이다.

주변국 상 국가는 국과 일본으로 설정하 으며,수출지원제도 비교

38정부에서는 수출목표 달성 추진이 계획 로 이행됨에 따라 최근에는 수출목표

를 2017년까지 2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으로 확 설정하는 한편,수출구조

의 체질 개선과 구조 문제해결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양 목표달성뿐만 아

니라 수출체질 개선과 수출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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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이용한 국과 일본의 자료는 이승신·정성춘·여지나(2010)의 연구

결과를,한국은 농식품부 내부자료(농식품 수출확 정책 추진방향,2011)

와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11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진흥사

업,2011)자료를 활용하 다.

2.수출동향과 추진지원체계

2.1. 국가별 수출동향

2.1.1.한국39

한국의 농식품 수출액은 2009년 기 48억 9백만 달러로 2005년 34억 2

천만 달러 비 40.8% 증가하 다.부류별로 신선농식품이 15.4%(7억

3,938만 달러),가공농식품 53.2%(25억 5,867만 달러),수산식품 31.4%(15

억 1,123만 달러)로 가공농식품 비 이 매우 높다.

신선농식품의 주요 수출품목은 인삼(1억 890만 달러),김치(8,940만 달

러),배(5,280만 달러), 리카(5,330만 달러),단일과실조제품(3,800만 달

러),밤(2,990만 달러),유자(2,680만 달러),백합(2,470만 달러),채소종자

(2,190만 달러),팽이버섯(2,130만 달러),장미(2,010만 달러),사과(1,960만

달러),딸기(1,920만 달러)등이다.가공농식품 표 수출 품목은 궐련(4억

6,690만 달러),커피조제품(1억 9,380만 달러),자당(1억 4,910만 달러),라

면(1억 4,190만 달러),소주(1억 1,290만 달러)등이다.

수출 국가별 비 은 일본이 32.9%(15억 8천만 달러)로 가장 높고,다음

으로 국 11.8%(5억 6,520만 달러),미국 9.7%(4억 6,730만 달러),러시아

연방 4.7%(2억 260만 달러),홍콩 4.1%(1억 9,620만 달러),아랍에미리트

39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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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억 5890만 달러)순이다.

2.1.2. 국40

국의 농식품 수출액은 2009년 기 392억 1천만 달러로 2005년 271억

8천만 달러 비 44.3%증가하 다.농산물 품목별로 곡물 곡분의 수출

액은 체 수출의 2%미만으로 크지 않고,채소류가 10.4%(41.7억 달러)로

비 이 가장 높으며,사과를 비롯한 신선과실류가 4.5%(18.2억 달러),땅콩

등 식용유종자류는 2.3%(9.1억 달러)를 차지하 다.

수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 지역으로 59%(233억 달러)이며,다음

으로 유럽이 18%(72억 달러),북미 륙이 14%(54억 달러)를 차지하 다.41

최 수출국은 일본으로 2009년 기 19.6%(76.9억 달러)를 차지했고,다

음으로 미국,홍콩,한국이 각각 13.1%(51.2억 달러),8.8%(34.4억 달러),

8.1%(31.7억 달러)를 차지하 다.

국가별 수출액 증감동향은 2005년 비 2009년에 일본은 3.0%감소했지

만 홍콩은 30.3%,한국 11.2%,미국 80.3%,베트남 203.2%,태국 102.8%

로 아시아 신흥국을 상으로 한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 다.수출 국가별

비 은 일본 9.6%p,홍콩 0.9%p,한국은 2.4%p감소했지만,미국은 2.7%p,

베트남 1.3%p,태국 0.8%p증가하 다. 국 농식품의 수출국가가 다변화

되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한 경향이다.

2.1.3.일본

일본의 농식품 수출액은 2009년 기 4,454억 엔으로 2005년 4,008억

엔 비 11.2% 증가하 다.농식품 부류별 수출 비 은 농산물이 59.2%

40이승신·정성춘·여지나,2010,｢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국,일본｣,p

32~71

41 국 상무부, 국수출입월간통계보고(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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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억 엔)로 가장 높고,수산물 38.7%(1,724억),임산물 2.1%(93억 엔)

로 나타났다.품목 부류별로는 가공식품 27.5%(1,225억 엔),조제품 이외의

수산물이 28.1%(1,250억 엔)로 비 이 높게 나타났다.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2009년 기 )은 알코올음료(15,399백만 엔),분유(12,415백만 엔),명

태(9,459백만 원),고등어(7,490백만 엔),사과(5,416백만 엔),묘목(4,469백

만 엔)순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로 70.6%(3,145억 엔)를 차지하며,다음

으로 북미 륙 17.5%(782억 엔),유럽이 7.1%(317억 엔)를 차지하 다.42

수출 국가별 비 은 홍콩(22.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16.4%), 만

(13.1%), 국(10.4%),한국(10.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아시아 지역 수

출비 이 압도 으로 높으며, 한 이 지역의 수출확 략 수립을 요

하게 고려하고 있다.

2.1.4.한· ·일 비교

한· ·일의 최근 5년간 수출증가율은 한국과 국이 각각 40.8%,44.3%

로 수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으나 일본은 11.2%로 조한 편이다.한국은

지난 2008년에 설정한 2012년 100억 달러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짐

에 따라 수출목표를 2017년 2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으로(연평균 20%

성장)목표를 높일 정도로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반면,일본은 2013년 1

조억 엔 달성(연평균 17% 성장)을 수출목표로 설정하 으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0년에 1조억 엔을 달성하는 것(연평균 8%성장)으로

목표달성 기간을 연장하 다.

42농림수산성,｢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진 책 개요｣(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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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한· ·일 수출 동향 비교

항목 한국 국 일본

수출
액

◦48.0억 달러 ◦392.1억 달러 ◦4,454억 엔

수출
증감률

◦40.8% 증가 ◦44.3% 증가 ◦11.2% 증가

수출
목표

◦2012년 100억 달러
→2017년200억달러
(연평균 20% 성장)

◦2010년 380억 달러
(연평균 7% 성장)

◦2013년 1조억 엔
(연평균 17% 성장)
→2020년 1조억 엔
(연평균 8% 성장)

농산물
수출
비

◦농산물:15.4%
-과실류(3.6%),채소류
(3.4%),인삼류(2.3%)
비 이 높음

◦농산물:31.7%
-채소류(10.4%),
과실류(4.5%),
식용유류 종자(2.3%)

◦농산물:59.2%
-축산물 7.9%,곡식가
루 4.4%,야채·과실
3.7%

주요
수출
품목

◦인삼,김치,배,
리카,단일과실

조제품,밤 등

◦ ,버섯 등 채소류,
사과,귤 등 과실류,
땅콩 등 식용유류종
자 등

◦사과,묘목,녹차,쇠
고기 등

주요
국가

◦일본, 국,미국,
러시아연방,홍콩 등
-다변화 추세

◦일본,미국,홍콩,한국
등
-다변화 추세

◦홍콩 등 아시아,미국,
만, 국,한국 순

-아시아 비 특히 큼

주:1.수출 액은 2009년 기 ,수출증감률은 2005년 비 2009년 수출액 증감률임.

2.부류별 수출비 은 한국과 일본은 2009년, 국은 2008년 기 임.

자료:한국은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09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통계(2010)’, 국은 이승신 외,‘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국,일본(2010)’

의 국농업연감 인용자료(2009),일본은 이승신 외,‘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제

도: 국,일본(2010)’의 농림수산성,‘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진 책의 개요

(2010)’를 이용하여 정리함.

농식품 수출액에서 신선농산물이 차지하는 비 은 한국이 15.4%, 국

31.7%,일본이 59.2%로 일본, 국,한국 순으로 높다.한국에서 수출 비

이 제일 높은 신선농산물 부류는 과실류(3.6%)이며, 국은 채소류(10.4%),

일본은 축산물(7.9%)이다.수출액이 많은 품목은 한국은 인삼,김치,배,

리카 등이며, 국은 ,버섯,사과,귤 등,일본은 사과,묘목,녹차,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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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등이다.주요 수출 상 국가는 세 국가 모두 한국, 국,일본 국가 외

에 미국,홍콩,러시아 국가들이며,세 나라의 수출 상국이 비슷하며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2. 수출 략 및 수출지원체계

2.2.1.한국43

한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체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 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지자체, 련기 을 통해 직·간 으로

지원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은 크게 앙정부에서 공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44

수출확 를 한 지원정책은 크게 수출기반 조성,수출동력 확충,수출

지원 시스템 개선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45수출 기반조성을

한 주요 사업은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과 농식품 수출연구사업단 운

지원을 포함한다.

수출동력 확충을 해서는 식재료 수출 활성화와 1억 달러 이상 수출 가

능한 품목 수출 유망품목을 집 육성하고 있으며,국내 식재료 문

수출업체 육성 련업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고부가가치 가공식

품 수출확 를 유도하고 있다.

수출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해서는 국가의 체 인 수출지원 체계

43외국의 수출지원제도와 비교분석하기 해 한국의 수출지원제도 내용은 제2장

한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실태와 개선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함.

44 앙 공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는 해외시장개척사업,농축산물

매 진사업,수출정책자 지원으로 구분됨.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은 수출교

육 컨설 ,수출단지조성 경 지원,해외시장 개척 마 ,물류비

품질인증 지원사업으로 구분됨.

45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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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편하고 수출박람회· 확 ·온라인 홍보를 통한 해외마 지원

에 집 하고 있다. 한 외교부 등 계부처와 지자체,식품공업 회,품목

별 의회,해외 한인네트워크 등과 력을 강화하는 한편,농수산물유통

공사를 품목별 리체제로 개편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2.2. 국

국정부는 수출애로 여건을 극복하고 국 농식품의 비교우 를 살려

수출을 확 하기 해서 2006년부터 시행한 11차 5개년 계획에서 농산물

수출 11차 5개년 발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수출확 를 해 노력하고 있

다.농산물 수출 11·5발 계획은 국의 첫 번째 농식품 5개년 계획으로

2010년 농산품 수출 380억 달러 달성을 해 연평균 7%의 성장목표를 제

시하 다.46

농식품 수출 11·5발 계획에서 제시된 주요 수출 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첫째, 국의 주요 농산물은 낮은 생산비를 바탕으로 하여 비교

우 가 있기 때문에 노동집약형 주의 농식품 수출 략을 수립하는 것이

다. 국의 노동집약형 농식품은 상당기간 동안 국제시장에서 비교우 를

가질 것으로 망되므로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자원의 효율 배치와 농식

품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과 취업 창출 농민소득 증 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하는 략이다.

둘째,품질 안 성 제고를 통한 수출 농식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

키는 것이다. 국 농산물은 품질·안 · 생 문제로 인해 외국의 기술장벽

에 부딪히기 쉬우며 이로 이해 주요 농식품의 비교우 를 하는 데 큰 제

약을 받고 있다.농식품 수출을 증 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제고

하기 해서 노동집약형 농산물의 비교우 를 가지면서 상품의 품질 안

성을 한 기술 신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략이다.

셋째,시장 다변화를 통한 농산물 수출시장 확 략이다. 국 농산물

462006년 8월 24일 국 상무부가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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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부분 일본,한국,아세안,유럽 등 통 시장에 제한되어 있으

며,수입국의 기술 장벽,반덤핑 기타 비 세장벽에 의해 쉽게 제한받을

수 있다.그러므로 기존의 통 수출시장은 진 으로 증 시키고,유럽

과 미국 등 잠재력이 큰 거 시장과 동,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극 으

로 개척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키는 략이다.

2.2.3.일본

일본 정부는 2007년 농림수산물 가공식품의 해외수출을 획기 으로 증

시키기 해 수출정책을 극 으로 추진하기 시작하 다.2007년 수출실

이 약 5,000억 엔 수 이었는데 2013년까지 1조 엔의 수출을 달성하는 것

을 목표로 제시하 다.하지만 수출증가율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2010년

1조 엔 달성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 다.

일본은 여러 가지 농업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해외수출의 요성을 인식

하기 시작하 다.첫째,인구 감소와 출산·고령화로 인해 자국 총수요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 국내시장 규모가 차 축소됨에 따라 자국 내

시장만을 상으로 한 농업경 의 리스크가 커졌다는 이다.둘째,국내

시장에 한 개방 압력 증가도 요한 배경 하나이다.일본은 아시아지

역 국가들과 자유무역 정을 체결했고 향후 한국· 국과도 정 체결을 추

진하고 있지만 농업시장 개방이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자유무역 정

체결 주장론자들은 농업의 재 상황을 개선하기 해 지 까지의 수세

농정을 공세 농정으로 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수출확 추진체제의 주요 특징은 수출 진 국 의회가 심이

되어 수출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다. 국 의회는 2005년 4월

설립된 단체로 일본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림수산 단체,식품산업·유통 계단체,외식· 단체,경제단체,47도

도부 지사,지역 블록별 수출 진 의회, 계 정부부처 등 148개 회원

이 참가하고 있다.수출 진 국 의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수출에 한

정보수집 분석·확산,수출과 련된 계몽활동 홍보,수출 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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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검토 실시하고 있으며,농림수산성 신 방 국제부 국제경제과

수출 진실에 사무국을 두고 있어 농림수산성이 국 의회를 실질 으로

주도하고 있다.일본의 수출 략은 농림수산성의 수출 진본부가 주도하여

작성하고,수출 략은 국 의회를 통하여 련 단체에 설명·홍보함과 동

시에 이에 한 승인을 얻어 수출 략의 효과 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2.2.4.한· ·일 비교

가.수출확 략

한국의 농식품 수출확 략은 선진국형 수출인 라 구축, 로벌 경쟁

력 확충, 략 시장개척 지원 부문으로 분된다.선진국형 수출인 라

구축은 선도 인 수출조직 육성과 안정 인 수출물량 확보,품질 안 성

리,효율 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한 정책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로벌 경쟁력 확충 부문은 수출시장 진출 성공가능성이 높은 품목 발굴,품

질경쟁력 제고,수출노력의 효율성 제고를 한 조직 운 등의 정책들이

다. 략 시장개척 부문은 수출시장별 마 효과 극 화,수출시장 네트

워크 구성,수출시장 수출동향 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국의 수출확 략은 부문별로 1)품질안 리 강화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2)수출상품 구조의 최 화와 랜드 략,3)정보서비스 구

축 교육훈련 강화,4)농식품 수출 조직화 제고,수출지원 시스템 확 ,

5) 외교섭력 확 외환경 개선 정책으로 구분된다. 국의 수출

략에서 드러나는 요한 략은 수출 농식품을 생산단계부터 규제하는 조

치,품질 표 시스템 도입,농업생산의 조직화와 업종별 조직 설립 등이며,

그 외의 수출 략 추진내용은 부분 한국과 비슷하다.

일본의 수출확 략은 1)수출환경 정비,2)품목별,국가·지역별 맞춤

형 수출 략 수립,3)의욕 인 농림어업자 지원,4)일본 음식 식재료

해외수요 개척 부문으로 구분된다.일본의 수출확 략에서 차별화되는

내용은 농식품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출환경을 정비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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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한· ·일 국가별 농식품 수출확 략

한국 국 일본

◦선진국형 수출인 라
-수출선도조직
-수출정보 인 라 강화
-수출지향 안 리
검역 지원
-수출물류 지원체계개편

◦품질안 리 강화·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농식품 생산단계 규제
-수출가공과정통제 강화
-안 검사모니터링 강화

◦수출환경 정비
-검역 의가속화,수출검사
체제강화
-유기농산물국제기 인정
-수출증명서 원활한 발행
- 세 철폐 인하 추진
-수출품생산시설정비추진

◦ 로벌 경쟁력 확충
-수출 략품목선정 집
육성
-고품질이미지구축지원
-수출 의회기능·역할확

◦수출상품구조최 화와
랜드 략수립

-선진기술·우량품종 도입
-품질 표 시스템 도입
- 랜드농식품해외마
계획수립

◦품목별,국가·지역별 맞춤
형수출 략수립
- 개별품목·국가선정
-특정 품목·지역선정
-품목별 수출확 로드맵

◦ 략 시장개척 지원
-선택과집 을통한마
효과극 화
-국내외수출유 기 과의
연계강화
-수출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서비스 구축 교육
훈련 강화
-무역정보·경보 시스템
-수출정보 서비스 제고
-수출 문인력 양성
-국제시장 마 활동
-농식품 물류조건 개선

◦의욕 인농림어업자지원
-국내외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
-수출애로사항 해결 한
상담체제 강화
-수출확 련 세미나
개최

-

◦농식품 조직화 제고
-농업생산 조직화
-수출업종별 조직 설립
-수출경 주체 양성

◦일본 음식 식재료해외
수요개척
-해외시장 인식 제고
수요 창출·확
-일본음식 스토랑 네트
워크 확 ,인지도 제고

-

◦수출지원시스템 확
- 앙무역발 기 지원
-수출기업 출 지원
-수출정책보험지원 개선
-세수지원
-검사·검역비용 지원

-

-

◦ 외교섭력 확 외
환경 개선
-국제 상 극 참여
-외교교섭력 강화

-

자료:한국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안)(2011.7), 국은 이승신 외(2010)의

국농업연감 인용자료(2009),일본은 이승신 외(2010)의 농림수산성,‘농림수산물·식

품의 수출 진 책의 개요(2010)’자료를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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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정부에서는 수출상 국에 해 검역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하고 자체 으로도 수출품 검사 체제를 강화하며,일본 내의 유기농산

물 인증이 수출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세 철폐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그 외의 수출 유망시장별 유망품목 발굴,수출 박람회

상담회 개최,일본 음식 식재료의 해외수요 확 를 한 조치들은 한국

과 비슷하다.

나.수출 추진체계

국가별 농식품 수출지원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한국은 농림수산식품부

에서 수출정책을 총 으로 수립하고 공기업(농수산물유통공사)과 지방

자치단체,농 진흥청 등 련기 을 통해 직·간 으로 지원하고 리하

고 있다.품목별 표조직이나 수출 의회,수출선도조직사업을 통해 수출

조직화 기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능 역할은 미미

한 편이다.

국은 수출주체의 민 화 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의 수출

주체는 2009년 기 으로 국유기업 15.3%,외자투자기업 40.7%,민 기업

40.6%이며,국유기업 비 은 2003년에 43.6%에서 2009년 15.3%로 축소되

었다. 한 국은 여러 가지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지원체

계가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앙정부는 수출지원정책의

방향만 제시하고 실질 인 지원은 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농식품 수출지원 체계는 농림수산성 수출 진본부가 주도하여

작성하고 수출 진 국 의회를 통해 련 단체에 설명·홍보함과 동시에

승인을 얻어 추진하고 있다. 국 의회 조직은 일본 농림수산물·식품 수

출 진의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고이즈미 총리가 명 회장으로 활

동하고 다수의 농업·임업·수산업 계단체와 앙정부 부처가 포함되어 있

을 정도로 요한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 의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수출 련 정보 수집 분석·확산,수출과 련된 계몽활동 홍보,수출

진에 한 책 검토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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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한· ·일 농식품 수출 추진체계 주체

한국 국 일본

◦ 앙정부에서 공기업과

지자체를 통해 지원

리

◦수출주체의 민 화 상

뚜렷함

◦수출 진 국 의회가 심이

되어수출확 추진

◦품목별 표조직이나

수출 의회 구성

◦ 앙정부는 수출지원정책

방향만 제시

-지방정부 지원이 실질

효과를 보임

◦ 국 의회가 수출 진의 주

도 인 역할을 수행함

3.한··일 수출지원제도 비교 분석

3.1. 국

한국의 농식품 수출확 를 한 추진과제는 선진국형 수출인 라

조성, 로벌 경쟁력 확충, 략 시장개척 지원 부문으로 구분된다.우선

선진국형 수출인 라 조성 부문은 수출선도조직 육성확 ,수출정보 제공

기능 강화,수출지향형 안 리 검역 지원,수출물류지원체계 개편사

업을 지원하는 략이다. 로벌 경쟁력 확충 부문은 수출 략 품목 육성

집 지원,고품질 이미지 구축 지원,수출 의회 기능·역할을 확 하는

략이다. 략 시장개척 지원 부문은 선택과 집 을 통한 마 효과

극 화,국내외 수출 유 기 과의 연계 강화,수출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수출지원사업은 사업성격에 따라 크게 수출기반

조성사업,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해외마 참가 지원사업,농축산물 매

진사업,수출기지 구축,수출단지 운 , 융 부문 등 6개 부문으로,세부사

업은 20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세부사업 내용은 <표 6-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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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반 조성 부문의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은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

공 을 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 리하는 농식품 수출조직을 육성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수출안 성 리지원 사업은 국제기 의 안 농산

물 생산 리시스템(GAP)을 농가에 보 하기 한 GAP인증을 지원하여

안 농산물 수출을 확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농식품 무역정보(KATI)

지원사업은 국내·외 농식품 무역정보를 수출업체·수출농가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인터넷(e-trade)거래알선 시스템은 수출업체들이 인터

넷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상설 해외홍보,수출업체에게 바이어를 발굴할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출성장동력 확충 부문의 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수출증 에 기

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직 세일즈 사업은 신규상품 발굴,시장개척,

마켓테스트,수출계약까지 직 행하는 사업으로 수출상품의 해외 출시

를 민간업체와 유통공사(aT)가 공동으로 추진한다.공동 랜드 리·운

지원은 국가 공동 랜드(Whimori)육성을 통한 수출상품의 고 화와 규격

화,통합마 개 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다.수출 의회 활

성화 지원사업은 수출업체 간에 자율 으로 수출품의 안 성 품질 리,

공동마 추진,수출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해외마 참가 지원 부문의 국제박람회 ‘한국 ’지원사업은 해외식품

박람회에 국가 형태로 지원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장기

으로 수출기반 조성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목 이다.해외 형유통

업체와 연계하는 행사지원의 목 은 해외시장 소비자를 상으로 한

활동을 통해 한국산 농식품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출수요 변확 를

도모하는 것이다.해외바이어 청 거래알선 지원사업은 해외 유망·개

별 바이어 청을 통한 규모 수출상담회 개최 등으로 실질 으로 수출성

과를 높이는 것을 목 으로 한다.해외 홍보마 사업은 해외 유력언론,

재외공 등 지주류층,유력바이어 상 수출 농식품 방 홍보,소비

변 확 를 목 으로 한다.수출여건변화에 응한 마 지원사업은 해

외 aT센터에서 자율 으로 주요국의 안 성 리 강화,수입제도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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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탄력 으로 응하기 한 사업이다.

농축산물 매 진사업 부문의 수출물류비 지원은 물류비(선별비,포장

비,운송비 등)부담이 큰 품목의 물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진

출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켜 수출을 확 시키는 것이다.수출인 라 강화

사업은 수출인 라를 강화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식품의 원활

한 수출과 농가소득 증 를 도모하는 것이다.원 문생산단지 사업은 원

문생산단지 시설의 화,규모화, 문화를 지원함으로써 품질개선

물량확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수출 진기지 구축사업은 신선농식품의 수출확 에 있어서 주요 장애요

인인 지 냉장물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수출품목 발굴과 시장확

를 견인하는 것이다.농수산물 수출보험·환변동보험가입은 환율변동,농산

물 가격상승 등 수출여건을 고려한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 경 을 지원한다.

표 6-4.한국의 농식품 수출정책지원 세부지원사업

사업

부문
세부 지원사업 사업 목

1.

수출

기반

조성

사업

(6)

1)수출선도조직 육성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 공 을 해 생산부

터 수출까지 일 리하는 농식품 수출조직

육성

2)수출 안 성 리

◦국제기 의 안 농산물 생산 리시스템(GAP)

농가보 을 한 GAP인증 지원,안 농산물

수출확

3)무역정보(KATI)제공
◦국내·외 농식품 무역정보를 수출업체·수출농

가 제공

4)무역정보 DataBase

구축·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국내·외 무역정보 DB

구축을 통해 수출업체에 신속한 정보 제공

5)인터넷 거래 알선

(e-trade)시스템 운

◦인터넷을 통한 우리 농식품의 상설 해외홍보,

수출업체에 바이어 발굴 기회 제공 알선

6)국내 수출의욕 고취
◦농식품 수출 진 회,수출성공사례책자 배포,

우수지자체 수출인센티 지원, 장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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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한국의 농식품 수출정책지원 세부지원사업(계속)

사업

부문
세부 지원사업 사업 목

2.

수출

성장

동력

확충

사업

(4)

7)고부가수출상품화지원
◦차별화된 수출유망 고부가가치 창출 상품 발굴

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증 에 기여

8)직 세일즈 사업
◦신규상품 발굴,시장개척,마켓테스트,수출계약까지

직 행,해외출시를민간업체와공사가공동추진

9)공동 랜드 리·운
◦국가공동 랜드(Whimori)육성을통한수출상품의고

화와규격화,통합마 개 랜드가치제고

10)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

◦수출업체간 자율 으로 수출품 안 성 품질

리,공동마 추진,수출질서 확립 활동 지원

3.

해외

마

참가

지원

(5)

11)국제박람회

‘한국 ’참가 지원

◦해외식품박람회별국가 형태로지원,우리농산물의

우수성홍보로장기 수출기반조성 수요창출

12)해외 형유통업체 연

계 행사 지원

◦해외시장 소비자 상 활동을 통한 한국 농

식품 인지도 제고 수출수요 변확 도모

13)바이어 거래 알선
◦해외 유망·개별 바이어 청을 통한 규모 수

출상담회 개최 등으로 실질 수출성과 거양

14)해외홍보마 사업
◦해외 유력언론,재외공 등 지주류층,유력바이

어 상 수출 농식품 방 홍보,소비 변 확

15)수출 여건변화 응

마

◦해외 aT 센터에서 자율 으로 주요국 안 성

리 강화,수입제도 개정 등에 탄력 응

4.

농축

산물

매

진

사업

(2)

16)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물류비(선별비,포장비,운송비 등)부담이 큰

품목의 물류비 일부 지원으로 수출확 와 식품

산업 육성

17)수출인 라 강화사업
◦수출인 라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의 원활화와 농가소득 증 도모

18)원 문생산단지
◦원 문생산단지 시설의 화,규모화, 문화

를 지원함으로써 품질개선 물량확보 기반구축

5.
수출
기지
구축
(1)

19)수출해외 진기지

구축(융자)

◦신선농식품 수출확 주요 장애요인인 지

냉장물류 지원을 통해 신규 수출품목 발굴,시장

확 견인

6.
수출
융
(1)

20)농수산물 수출보험

·환변동보험가입지원

◦환율변동,농산물 가격상승 등 수출여건을 고려한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 경

지원

주:1.농림수산식품부,aT보고서(2010.11)참조,보조 지원사업 심으로 재작성함.

2.원 문생산단지는 수출인 라 강화사업에 포함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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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

국의 농식품 수출 확 를 한 정책은 여섯 가지 부문으로 구분된다.

주요 부문별로 1)품질안 리 강화,2)수출상품 구조 최 화와 랜드

략 시행,3)정보서비스 구축 교육훈련 강화,4)수출 조직화 제고,5)

농식품 수출 정책지원 시스템 확 6) 외교섭력을 확 한 외환경 개선

조치이다.

품질안 리 강화 부문의 정책 조치로는 첫째,생산품의 표 화 수 과

농약으로부터의 안 성을 제고하기 해 수출용 농식품을 생산단계에서부

터 규제하는 것이다.둘째 조치는 우수제조 리(GMP), 해요소 리

(HACCP),농식품 생 리제도 강화 등 품질 안 성의 국제시장 표

규격의 부합성을 제고시키기 해 수출가공기업에 한 감독 리 지도

를 확 하는 내용이다.셋째,안 검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한 검사

강화를 해 검사 검역장비의 검사기술 수 을 제고시키고 련 요원의

교육훈련 국가인증 획득을 독려하는 조치이다.

수출상품의 구조 최 화와 랜드 략 시행 부문을 한 조치로는 첫째,

해외 선진기술과 우량품종을 도입하여 지식재산권이 있는 고유제품을 개

발하며 둘째,농식품 원산지 표기 등록제도를 극 으로 추진하기 해

원산지가 표기된 농식품은 검역 검사와 통 을 용이하게 한다.셋째,품질

표 시스템 수립과 수출업종 표시의 표 화를 해서는 표 화된 재배

양식방법 홍보,제품 품질 식별 표지 품질수 에 따라 가격을 책정

하는 조치를 취한다.넷째, 랜드 농식품의 해외마 활동을 강화하기

해서 농식품 수출 랜드 형성을 지원하고 해외 박람회 참가, 매

활동을 지원하는 조치이다.

정보서비스 구축 교육훈련 강화를 해서는 첫째,농식품 무역정보

시스템 민간상품 수출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이를 해 주요

수출경쟁국가의 시장 유율 경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기

술 무역조치 응 략과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둘째,농식품

수출정보 서비스 수 을 제고시키기 해 수출 농식품 통계분석 강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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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장 동태 추 감시,해외 농식품 시장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조치들

이다.셋째,농식품 수출 련 훈련 문인력 양성을 해서 해외 농식품

수입 기술표 ,품질 리 시스템,국제인증 획득에 필요한 훈련 실시,농식

품 수입국의 새로운 기술 표 에 응하는 훈련을 실시한다.넷째,국제시

장 마 활동을 지원하기 해 수출 련 조직의 국제박람회 교역회의

참석 지원, 마 활동 지원,국제 유통업체 조직과의 기술교류

력 강화를 지원하는 조치이다.다섯째,물류조건 개선과 수출효율성

을 제고시키기 해 냉장 냉동물류시스템 구축,신선농산물의 수송을

최 한 단축시키는 조치이다.

수출 조직을 강화하기 한 정책 조치로는 첫째,농식품 수출 주산단지

에 농업 력조직 설립,생산의 표 화,품질 리의 신뢰도 제고,생산 규

모화 등을 추진한다.둘째,농식품 수출업종별 조직을 설립하기 해 수출

업종별 회 조직 발 ,업종별 자체 서비스 감독 리 강화,업종별

조직 수출질서 확립과 국제무역 분쟁에 응하는 조치들이다.셋째,농

식품 수출 경 주체 지원 양성을 해 농기업들의 다양한 소유형태

경 형태에 한 지원,비교우 가 높고 취업기회 제공이 많은 선도기업

육성,농식품 가공업을 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조치

들이다.

농식품 수출정책지원 시스템을 확 하기 한 주요 조치로는 첫째, 앙

무역발 기 을 수출확 를 한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내용이다.이를 해 WTO규범에 한 심층연구와 해외농업발

성공사례의 벤치마킹,선도기업 심의 기술 연구개발과 기술제조로 농산

물 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둘째,수출기업에 한 극 인 출

지원으로 농식품 수출 련 정책성 융지원 제공 강화방안 연구,수출

기업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융상품 개발 등이다.셋째,농식품 수출보험제

도 개선을 한 수출신용보험과 농업보험이 결합된 리스크 방어시스템 구

축,수출 신용보험 담보범 확 ,농기업의 보험가입률 제고를 한 정책

조치들이다.

세수 지원정책 개선과 련한 정책은 첫째,수출환 세율 구조를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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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상품코드 통일화 유도 규범화,생산가공 검사설비 통용 설

비 수입시 세감면 등의 우 조치를 취한다.둘째,검사·검역비용 감면

신속한 통 을 해 수출 농식품의 검사·검역 시설조건 개선,수출품 검사

장소를 수출기지로 이 하여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검사횟수를 이고,

품질 신뢰성이 높은 기업의 농식품은 검사·검역 차를 간소화시킨다.

외 교섭능력 확 외환경 개선을 해서 첫째,WTO의 상라운

드에 극 참여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진 을 진하고 국내 지원 수출

보조 문제를 해결하며,수출확 를 한 공평하고 완화된 경쟁 환경을 조

성한다.둘째,FTA 상을 확 ,실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 수출시

장을 확 하고,EU·일본·미국·동남아국가·러시아 등과도 방 의체를 구

성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표 6-5. 국의 농식품 수출확 를 한 주요 정책조치

정책
부문

정책 조치 주요 내용

1.

품질·안

리강화

(3)

1)수출용 농식품의 생

산단계에서부터규제

◦우수농산물인증(GAP)기술 응용 극 진

◦생산의 표 화,모종재배 양식기지 설립 지원

◦‘기업+기지’의 농식품 수출경 방식 보

◦소 시스템 과정 품질 리 시행

◦농업 투입재 사용 엄격 규제,농약사용 리감독 강화

◦생산기지 농업생산 기록일지 체계 구비

◦재배 양식방식 환,방역조건에 부합한 생산

2)식품 수출가공기업

에 한 감독 리

지도확 실시

◦우수제조 리(GMP)추진, 해요소 리기

(HACCP)품질 리,수출식품 생등록제도 강

화 등 수출품의 국제시장 표 규격 부합성 제고

3)안 검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한

검사 강화

◦농식품 검사 기 설비 확 ,출입국 검역장비

검사기술 수 제고

◦ 문 검사요원 교육,국가인증 획득 독려

◦수출비교 우 농식품 투입재 검사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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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국의 농식품 수출확 를 한 주요 정책조치(계속)

정책
부문

정책 조치 주요 내용

2.
수출상품
구조
최 화와
랜드
략 시행
(4)

4)해외선진기술 우
량품종 도입,지식재
산권이 있는 고유제
품개발

◦기업 핵심경쟁력 향상:해외선진기술도입,우량
품종 도입,지식재산권이 있는 고유제품 개발
◦신품종 수입,바이오 비료·농약 등 농업생태환경
한 제품 수입 장려

5)농식품 원산지 표기
등록제도 극 추진

◦원산지표기로 보호된 농식품은 우선 인 검사 면제
◦유명원산지 표기 농식품은 통 용이

6)품질 표 시스템 수
립,농식품수출업종
표 표식홍보

◦표 화된 재배 양식방법 홍보
◦과학기술 활용한 생산과정 리·제품품질 안정 유지
◦품질 식별 표지 품질수 에 따른 가격 책정

7) 랜드 농식품의 해
외마

◦농식품 수출 랜드 형성 지원
◦ 랜드비용: 랜드 지식재산권 보호,해외시장
고 선 ,박람회 참가, 매 활동 지원

3.
정보
서비스
구축
교육훈
련 강화
(5)

8)농식품무역정보제공
시스템 민간상품
수출경보시스템구축

◦ 국농식품 시장 유율 경쟁상황 정보 실시간 제공
◦ 국농식품 무역 조사 신속한 응 시스템 구축
◦기술 무역조치 응 략,무역조치 경보시스템 구축
◦해외 기술법규·표 정보 수집,업종별경보시스템 설치

9)농식품 수출정보 서
비스수 제고

◦수출 농식품 통계분석 강화
◦ 수출시장의 동태 추 감시 강화
◦해외 농식품 시장 조사연구 수행

10)농식품수출훈련,
련인력자질개선

◦체계 인 농식품 수출훈련 계획 수립
◦품질 리시스템,국제인증 획득,생산가공 기술 교육
◦농식품 수입국의 새로운 기술표 에 응하는 교육

11)국제시장 마
활동 극 지원

◦국제박람회 참여 지원으로 국산 인지도 제고
◦시장조사, 고· ,마 략수립·활동 지원
◦국제인증허가·국제소매상 조직 기술교류 력강화

12)물류조건개선과
수출효율성제고

◦냉장 온창고의 냉동시스템 신속 구축
◦신선농식품 화물차를 한 면세통로 조속 개통

4.
수출
조직화
제고
(3)

13)농업생산의 조직
화 제고

◦농식품 수출 주산지에 농업 문 력조직 설립
◦표 화된 생산으로 수출기업 비용 감
◦농식품 품질 리에 한 신뢰도 제고
◦규모의 경제 농업의 산업화 추진

14)농식품 수출업종
조직설립 강화

◦농식품 수출업종의 상회· 회 개조직 발
◦업종별 자체 인 서비스 감독 리 강화
◦업종 자체의 조직화 강화,수출질서 확립으로 국제
무역 분쟁에 극 응

15)농식품 수출 경
주체 극 지원,
양성

◦다양한 경 형태의 농산업화 기업에 한 극 지원
◦선도 기업·농업 문조직 농산물 수출경 주체 양성
◦비교우 ,취업기회가 많은 농산물의 선도기업 육성
◦농식품가공업신기술·신품종,신설비도입으로농업의종합 경쟁력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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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국의 농식품 수출확 를 한 주요 정책조치(계속)

정책
부문

정책 조치 주요 내용

5.
농식품
수출정
책지원
시스템
확
(5)

16) 앙무역발 기
의 수출확 용
도 사용 국
제경쟁력 향상

◦WTO규범심층연구,해외농업발 성공사례활용
◦선도기업 심으로 국제표 인증,수출기지 설립,농수
산물 품종 양식이력 품질추 시스템 설치,기술
연구개발 기술제조로 농산물 품질표 시스템 구축

17)수출기업에 한
극 출 지원
제공

◦농식품 수출 정책 융 지원 강화방안 연구
◦농식품 수출기업 수요 제고시키는 융상품 설계
◦농식품 수출 신용 출 지원 확

18)농식품수출보험제도
지속개선

◦수출신용보험·농업보험 결합된 리스크방어시스템
◦농식품 수출 신용보험 담보범 확
◦보험가입률 제고,수출기업 리스크 비 능력 강화

19)세수지원정책개선
◦농산물 가공품 상품코드 통일 한 규범화로 수출환
세율 구조 조정
◦생산가공 검사설비·통용설비 수입시 세 감면 등

20)검사·검역비용
감면 신속한
통

◦수출 농식품의 검사·검역 시설조건 개선
◦수출 검측 수 증가
◦수출품 품질검사 기능을 생산기지 리부문으로 이
하여 검사 강화 검사횟수 임
◦품질·신용 우수수출기업 검역 검사·검역 차 간소화

6.
외

교섭능
력 확

외환
경 개선
(3)

21)WTO의 새로운
상라운드 극참여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진 추진
◦시장진입,국내지원 보조문제 해결로 불공정경쟁 임
◦수출확 를 한 공평하고 완화된 경쟁환경 조성

22)FTA 체결 상
확 실시

◦ ·아세안, ·호주에 이어 지역경제공동체 형성
수출시장 확
◦EU·일본·미국·동남아국가·러시아 등 시장과
방 의회 구성 해외시장 개척 지원

23)외교교섭력강화
◦화해·분쟁 해결로 수출에 유리한 국제시장 환경 조성
◦민간단체와 민결합 상교류 채 구축

3.3. 일본

일본 농림수산성이 2007년 5월에 ‘농림수산물·식품의 종합 수출 략’

을 제시하여 국 의회가 승인하 고,수출실 이 주춤하자 2009년 새로

운 수출 략 개정안을 채택하여 수출 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 의

회가 2009년 채택한 수출 략에는 네 가지 주력분야가 제시되었는데,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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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출환경 정비,둘째 품목별 국가·지역별 략 수출 책,셋째 의

욕 인 농림어업자 등에 한 지원,넷째는 일본음식·일본식재의 해외수요

개척이다.이러한 수출 략을 추진하여 장기 으로 2020년에 1조 엔 수출

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 다.

수출환경정비 부문에서는 농식품 수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가

용되는데 기본 으로 국내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한 상 국 정

부의 요구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이때 상 국 정부의 요구조건이 지나치

게 높은 수 이거나 수출의 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시정과 개선을 요

구해야 한다.

수출확 를 한 첫 번째 조치는 검역 의 가속화와 수출검사 체제를 강

화하는 것이다.주요 농식품 수출 상국에게 수출 지 해제를 한 의

체제를 강화하고,수출 상국 병해충 검역조치에 한 응노력을 주산지

생산자들에게 교육시킨다.

둘째,수출 련 증명서 발행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이다.이를 해 상

국에서 요구하는 생증명서를 신속하게 발행하는 한편,증명서 요구항목

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한편,일본 정부 이외의 민간기 을 증명서 발행

주체로 승인하는 방안에 해 상 국이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조치이다.

셋째,일본 정부 유기농산물의 JAS규격을 수출 상 국에서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하는 조치이다.넷째,수출확 가 기 되는 품목의 세 철폐

와 인하에 해 지속 으로 의한다.다섯째,미국과 EU등 수출 상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시설과 리 수 을 갖추고 인력양성,매뉴얼 보

교육과 련된 조치이다.여섯째,생산단계의 GAP을 국 으로 도입

하여 보 하는 조치이다.

품목별 국가·지역별 수출 략은 품목별,국가·지역별로 수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환경에 필요한 맞춤형 수출 략을 수립하는 책이다.

일본 정부는 재 11개의 ‘ 개별품목’을 설정하여 개별품목별로

국가·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품목별 국가·지역별 수출 략은 첫째,11개의 수출주력 개별품목을

선정하여 개별품목별로 국가 지역을 선정하여 집 으로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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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며,둘째, 개별 품목별 특정 수출시장을 선정하여 수출확 노

력을 투입하는 것이다. 를 들어 동아시아에 해서는 ·야채·과실·목재

품목을,북미에 해서는 식육·차·수산물 등으로 시장별 주력품목을 선정

한다.셋째, 수출시장과 주력 품목에 해 구체 인 추진일정의 공정

표와 로드맵을 구축한다.각 품목별로 수출 비즈니스모델 략을 책정하

고,해외바이어의 요구물량을 기에 공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의욕 인 농림어업자 지원을 해서는 첫째,국내와 더불어 해외에서도

박람회,상담회 개최 기회를 확 시키는 것이다.둘째,국내외 수출애로사

항 해결을 한 상담체제를 강화하기 해 수출상 국 요청문제 해결,국

내 수출애로 요인,농림수산물 생산자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조치들이다.

셋째,수출 련 활동과 사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이를 해 의욕 인

농림어업자의 연수회 개최,해외시장조사,해외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일본 음식·일본식재료의 해외수요 개척을 한 략은 첫째,일본 식재료

의 인지도를 더욱 확 시키고 수요를 확 시키기 한 지원조치이며,둘째,

일본 음식 스토랑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조치이다.

일본의 농식품 수출 진사업 세부내용을 살펴보면,농식품 수출 진 지

원사업 산은 1/2보조사업,매칭사업,수출과제 해결사업,기타 사업으

로 구분된다.수출지원사업은 첫째 수출활동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1/2보조사업)으로 수출 진 활동 경비의 반을 상한으로 지

원하게 된다.주요 상사업은 차세 기술자·수출담당자 육성,해외시장

개척 조사,생산지 홍보 국내 상담회,해외 시험수송,수출환경 정비,

해외 매 진활동,수출 신상품 시범생산 마켓테스트 사업 등이다.

매칭 지원사업은 해외에서 일본 음식이나 농림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상담회나 시회,시식회 등 매칭이벤트를 개최하는 사업에 한 정액보조

사업이다.주로 물류사업자나 민간단체가 매칭이벤트를 개최할 때 지원하

게 된다.

수출과제 해결 지원사업은 농림수산물 수출에 장애가 되는 문제에 해

조사하고 책을 제시하는 조사·연구 활동에 정책 보조 을 지 하는 사업

으로 사업실시 주체는 민간단체이다.수출생산체제 구축과 련해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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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국의 규제상황에 한 조사나 농림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베이

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그 외 사업으로 수출 오리엔테이션 모임은

수출 계자들이 이 모임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수출 진을 한 정

보교환과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발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해외 식품

시회 등에 일본 시 을 설치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표 6-6.일본의 농식품 수출 추진정책

략 부문 부문별 추진 략 주요 내용

1.
수출환경
정비(6)

1)검역 의 가속화와 수출검사체제 강
화

◦주요 수출농산물 상 국과 수출 지
해제 의
◦수출 상국 병해충에 한 검역조치
주산지 교육

2)수출 련 증명서 발행 원활화

◦상 국 요구의 생증명서 신속 발행
과 증명서 항목 타당성 검토
◦정부 이외 기 을 증명서 발행주체로
승인 가능토록 요구하여 증명서 발
여건 정비

3)유기농산물 JAS 규격 동등성
인정 신속화 요청

◦일본 정부 인증의 유기 JAS규격을
수출상 국이 인정하도록 요구함

4)수출확 기 품목의 세 철폐·
인하 지속 추진

◦수출 상 국에 수출이 유망한 품목의
세철폐를 요구함

5)미국·EU 시장에 수산물·쇠고기
수출 한 시설 정비 진

◦수출 상 국 요구 생 시설과 리
수 부응
◦강습회 개최, 문가 견,가이드라인
이나 매뉴얼 작성,취 시설의 인증
취득 진,HACCP등

6)생산단계의 GAP을 국 으로
도입·보

◦강습회 개최, 문가 견,가이드라인
이나 매뉴얼 작성,생산 장 지도 등

2.
품목별
국가·지역
별 맞춤형
수출 략
(3)

7) 개별품목과 국가·
지역 설정

◦11개의 개별품목을 설정하여
개별품목별로 국가 지역을
선정하여 집 인 지원

8)특정 품목과 특정 지역
설정

◦ 개별품목별 특정 수출시장
설정

9) 지역과 품목에 한 구
체 추진일정의 공정표·로드
맵 구축

◦각 품목별 수출 비즈니스 모델 략
책정,보
◦해외바이어 요구물량 기 공 가능
기반 강화
◦수출 수송,포장,보존 분석기술 등
연구개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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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일본의 농식품 수출 추진정책(계속)

략 부문 부문별 추진 략 주요 내용

3.
의욕 인
농림어업
자 지원
(3)

10)국내외 바이어와의 상담 기회
제공

◦국제박람회·상담회 등에 일본 시
설치·참여

◦해외매장에 상설 포 설치,일본식
재 페어 개최
◦ 국 순회 상담회,업종별·품목별 상
담회 개최

11)국내외 수출애로사항 해결
한 상담체제 강화

◦농림수산성,외무성,JETRO가 연
하여 상 국정부 요청문제 해결
체제 구축
◦농림수산성,JETRO가 연 하여 국
내 수출애로사항 해결체제 구축
◦지역수출 진 의회는 농림어업자의
요청 부응

12)수출 련 활동·사례 정보 제공
◦의욕 인 농림어업자의 연수회 개
최,해외시장조사,해외 활동 등
수출활동 지원

4.
일본음식·
일본식재
료 해외
수요 개척
(2)

13)일본식재 인지도 제고와 수요
창출·확

◦해외 수입업자,유통업자,재외공
등이 참가하는 네트워크 구축
일본음식 제공

14)일본 음식 스토랑 네트워크
구축 활용

◦일본식재료 페어,상담회 개최,
스토랑 쇼 출품,산지견학 등 실시
◦일본 음식 요리강습,일본식재 이용
가능한 해외인재 육성

주:JETRO는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진을 해 2008년 4월에 ‘농림수산업 등 지역산

품 수출 진본부’를 발족함.

자료:이승신 외(2010)에서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림수산식품·식품 수출 진 책의 개요

정리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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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일본의 농식품 수출 추진정책

지원사업 지원 상 분야 지원 상 활동

1.
1/2
보조
사업

1)차세 기술자·수출담당자 육성
◦ 문가를 통한 연수회 개최
◦수출 장,유통 장 실태 조사

2)해외시장 개척 조사
◦수출시장유통실태,소비자선호도조사
◦시장개척 략과 랜드확립 략수립

3)생산지 홍보 국내 상담회
◦주요 생산 가공 장에 해외바
이어 빙 소개,상담회 개최

4)해외 시험수송
◦수송비 약,품질유지 한 포장
재활용 시험수송
◦시험 수송결과를 활용한 응책 마련

5)수출환경 정비
◦수출 상국가의 규제조건 검토 응
◦지식재산권자와 생산지가 연 한 해
외진출 조직체계 구축

6)해외 매 진활동
◦국제 견본시장 출품
◦수출상담회,페어 개최 활동

7)수출 신상품 시범생산 마켓
테스트

◦국내 식재료와 가공·포장기술을 활
용한 수출용 신상품 생산
◦수출 신상품의 해외시장 시식회 등
반응 악

8)수출 로모터 활동
◦상사 OB,무역 컨설턴트,해외 상표
등록 변리사 활용

2.
매칭지원
사업

9)해외 상담회, 시회,시식회
등 매칭이벤트 개최 지원

◦물류사업자나 민간단체의 매칭이벤트
개최 지원

3.
수출
과제
해결

10)수출 장애요인 조사· 책 제시
◦사업실시 주체:민간단체
- 상사업:수출 한 생산체제 구축,
물류 효율화를 한 조사·연구 활동

4.기타

11)수출 오리엔테이션 모임
◦선정된 수탁사업자가 모임참가자 모
집,수출 계자들의 무료 참여

12)해외 식품 시회의 일본 시
설치사업 외 등

◦식품 시회 참가자 모집,참가자는 일
본 시 에 자신의 상품 출품 상
담회 개최

13)해외 고 매장에 매거 설치
사업

◦수탁사업자가 출품자 모집,출품자는
매거 에서 시험 매 실시

자료:이승신 외(2010)에서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림수산식품·식품 수출 진 책의 개요

정리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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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일 

한· ·일 수출지원사업 내용들을 비교하기 해 해당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내용들을 수출활동 단계별로 구분하 다.수출활동 단계별 지표는 수

출물량 확보,품질 안 성 제고, 장·수송·물류체계,검역 통 (수출

외환경),유통채 진입 해외마 ,무역정보 서비스,수출 융,기술

개발(R&D),음식·식재료의 해외수요 확 , 랜드,수출조직화 등 11개 부

문으로 설정하 다.

수출물량의 안정 인 확보 품질 리 기능을 강화하기 해 한국은 수

출선도조직 운 과 원 문생산단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

문생산기지 운 과 수출상품 구조 최 화를 한 선진기술 우량품종 도

입을 장려하고 있다.한국과 국은 수출물량의 안정 인 확보를 해

문생산단지 운 계열화 조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에는 련

조치들이 발견되지 않아 미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상품의 품질 향상과 안 성 제고를 한 조치로 한국은 수출 안 성

리와 고부가가치 수출상품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도 수출 농식품의 안

성을 리하기 해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약살포 규제와 식품수출 가공

기업 리·감독,안 검사 모니터링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일본도

수출농식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GAP(GoodAgriculturalPractices)을 도

입·보 하고 미국,EU시장에 수출을 진하기 해 련시설의 생상태

등 설비 정비를 진하며,시설 품질 리 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수출 농식품의 장·수송·물류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가격 품질 경쟁력

을 높이기 해서 한국은 수출물류비 보조의 직 지원과 수출해외물류

기지 건립 등의 간 지원을 하고 있다. 국에서는 물류조건을 개선하

여 수출효율성을 제고하기 한 조치로 신선농산물 화물차의 면세통로 개

통과 통행세 감면으로 성(省)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수출 지역 등의

냉동운송시스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일본에서는 1/2보조사업으로

수출상품의 해외시장까지의 시험수송 지원 등 수출환경 정비를 해 지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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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농식품의 검역 통 의 원활화를 해 한국은 수출 농식품의 안

성 리와 검역 련 지원을 하고 있다. 국은 검사·검역 비용의 감면

뿐만 아니라 신속한 통 ,외교교섭력 강화 등 국제 상에도 극 참여하

고 있다.일본은 검역문제 의를 가속화하며 수출확 가 기 되는 품목의

세 철폐와 인하를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외 수출시장의 유통채 진입 마 활동과 련해서는 일본의 정

책지원 내용들이 돋보인다. 국은 수출시장 마 계획 수립과 활동을

지원하는 수 에 머무르지만 한국은 바이어 거래 알선,해외 형유통업체

행사,국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특히,일본은 해외 바이어

상담회 제공과 매 진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수출 로모터 활동,

수출오리엔테이션 모임,해외 고 매장 매거 설치까지 1/2보조사업

형태로 극 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역정보서비스 제공은 한국과 국이 무역정보 DataBase구축 정

보제공,수출지원 종합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수 제고를 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일본 정책에서는 무역정보 서비스 제공에 련 조치들이 발

견되지 않는다.

수출 융 지원부문과 련해서 국은 무역발 기 을 농식품 수출확

용도로 사용하며,수출기업에 해 극 으로 출해주는 한편,수출보험

제도와 세수 지원정책 개선을 해 가장 활발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단된

다.반면,상 으로 한국의 수출 융지원은 미약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단되고,일본은 수출 융과 련하여 명시된 내용이 거의 없다.

농식품 수출확 를 한 기술개발사업은 한국이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

원(IPET)수출연구사업단 지원, 련 농식품 수출 기술개발과제,농

진흥청 등의 수출확 연구과제 등 련기 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까지

감안하면 한국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국은 해외 선진기술

우량품종 도입,일본은 신상품 시범생산 마켓테스트 수 에 머무르

고 있다.

음식 식재료 수출과 련해서 일본 음식은 해외시장에서 인지도가 한

식보다 높지만 인지도와 수요를 더 확 하기 해 일식 스토랑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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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은 한식의 세계화를 해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단계이며 미약한 수 으로 단된다. 국은 음식 련

수출확 지원 확 조치들이 보이지 않는다.

랜드 략과 련하여 국은 농식품 원산지 표기 원산지 등록제도

를 극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 수출업종 표 표식 홍보,농식

품 품질시스템 수립 등 랜드운 성공의 본질 요소인 품질 상품의

표 화를 해 극 노력하고 있다.한편 일본의 랜드 련 정책들은 명

시되지 않고 있으나 일본 농(JA) 심으로 랜드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

일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고품질 수출농산물의 공동 랜드(Whimori)를 운

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수출 조직 활동과 련해서 일본은 수출 진 국 의회 등 수출지원 체

제를 리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되어 국내외 수출애로사항을 수하고 해

결하는 체계 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한국과 국은 수출조직

화와 련하여 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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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한· ·일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내용 비교

구분 한국 국 일본

물량
확보

◦수출선도조직육성
◦원 문생산단지

◦생산기지건설 강화
◦수출상품 구조 최 화

◦수출장애요인조사· 책
제시**

품질·
안 성
향상

◦수출선도조직육성
(품질 리 문인력
지원)
◦수출 안 성 리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화 지원

◦수출 농식품 생산단계
부터 규제

◦식품 수출가공기업감독
리·지도확

◦안 검사 모니터링 시
스템 도입,검사 강화

◦농식품 수출 훈련
련인력 자질개선

◦미국·EU시장 수출 한
시설 정비 진
◦생산단계GAP도입·보
◦차세 기술자·수출인력
육성*

장,
수송,
물류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해외 진기지
◦수출인 라 강화

◦농식품 물류조건 개선,
수출효율성 제고

◦해외 시험수송*
◦수출환경 정비*

검역·
통
( 외
환경
개선)

◦수출 안 리
검역 지원

◦검사·검역비용 감면
신속한 통

◦외교 교섭력 강화
-국제 상 극 참여

◦검역 의 가속화와 수출
검사체제 강화
◦수출 련 증명서 발행
원활화
◦수출확 기 품목 세
철폐·인하 추진

유통
채
진입

해외
마 　
　

◦ 로벌경쟁력확충
-수출 략품목 선정
육성

-고품질 이미지구축
지원

◦바이어 거래 알선
◦해외 형유통업체
연계 행사지원
◦해외 홍보·마
지원(선택과 집 )
◦국제박람회 ‘한국 ’
참가지원
◦수출여건변화 응
마 지원

◦국제시장 마 활동
극 지원

◦ 랜드농식품해외마
계획수립

◦ 개별품목과
국가·지역 설정
◦ 지역· 품목 구체
공정표·로드맵구축
◦유기농산물 JAS 규격
동등성 인정 요청
◦국내외 바이어와 상담
기회 제공
◦해외 매 진활동*
◦해외시장 개척 조사*
◦해외상담회, 시회 등
매칭 이벤트 개최**
◦생산지 홍보·상담회*
◦수출 로모터 활동*
◦수출오리엔테이션모임***
◦해외 식품 시회의 일본
시 설치사업 등***

◦해외 고 매장 매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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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한· ·일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내용 비교(계속)

구분 한국 국 일본

무역
정보
서비스

◦무역정보(KATI)제공
◦무역정보 DataBase
구축·
◦인터넷 거래 알선
(e-trade)시스템운
◦수출지원 종합정보
시스템구축

◦농식품 무역정보 제공
시스템,민간상품 수출
경보 시스템 구축

◦농식품 수출정보 서비스
수 제고

-

수출
융

◦농수산물 수출보험·
환변동보험가입

◦ 앙무역발 기 의 수출
확 용도사용

◦수출기업에 한 극
출지원제공

◦수출보험제도 개선
◦세수지원정책 개선

　-

기술
개발

◦농식품수출연구사업단
연구지원*
◦농림수산기술기획
평가원 기술개발*

◦해외선진기술 우량
품종도입, 지식재산권
고유제품 개발

◦수출 신상품 시범생산
마켓테스트*

음식·
식재료
수요
확

◦한식 세계화 추진*
-

◦일본식재료 인지도 제고와
수요창출·확
◦일본 음식 스토랑 네트
워크구축 활용

랜드

◦공동 랜드 리·
운

◦농식품원산지표기등록제
도 극추진

◦품질 표 시스템 수립,
농식품 수출업종 표
표식 홍보

　
　-

수출
조직화

◦수출선도조직육성
◦수출 의회기능확
◦국내외 수출 유
기 연계 강화

◦농식품 수출업종 조직
설립 강화

◦농식품수출경 주체지원·양성
◦농업생산 조직화 제고

ㅇ수출기구 운
◦국내외 수출애로사항 해결
한상담체제강화

◦수출 련활동·사례정보제공

자료:1.한국은 농식품부(2011.2),‘2011년 농식품 수출확 정책 추진방향(안), 국은 이승

신 외,‘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국,일본(2010)’의 국농업연감 인용자료

(2009),일본은 이승신 외,‘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국,일본(2010)’의 농림

수산성,‘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진 책의 개요(2010)’를 이용하여 재정리함.

2.한국의*표시는농식품수출진흥사업 산이외기 사업부문에서지원하는사업임.

3. 국의 ◦표시는 농식품 수출 11·5발 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이며,•표시는

국정부에서 농산업 발 을 해 추진하는 내용임.

4.일본의 ◦표시는 국 의회에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출 진 략이며,(*)

표시는 농림수산성의 직 인 1/2보조 지원사업,(**)는 매칭지원사업,(***)는

기타 지원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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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정책지원사업 내용을 수출활동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내용

지원활동 수 을 비교·평가하면 <표 6-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한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정책에서 지원 수 이 강한 부문은 수출물량 확보,품질

안 성 확보, 장·수송·물류체계 개선,무역정보 서비스 제공,기술개

발(R&D)부문으로 평가된다.반면,수출시장 유통채 진입 해외마

활동,수출 융,음식·식재료 해외수요 확 ,수출조직화 부문은 수출정

책지원 조치 수 이 보통으로 평가된다.하지만,수출시장 검역·통 , 랜

드 련 부문은 미약한 수 으로 평가된다.농식품 수출 확 와 수출기반

강화를 해서는 주변국 비 정책지원 수 이 보통이거나 약한 부문에

한 정책지원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표 6-9.한· ·일 농식품 수출확 를 정책지원 수 비교

구분 한국 국 일본

수출물량 확보 ◎ ◎ •

품질·안 성 향상 ◎ ◎ ◎

장·수송·물류 개선 ◎ ◎ ○

검역·통 ( 외환경개선) • ◎ ◎

유통채 진입·해외마 ○ • ◎

무역정보 서비스 ◎ ◎ •

수출 융 ○ ◎ •

기술개발(R&D) ◎ • ○

음식·식재료 해외수요 확 ○ • ◎

랜드 • ○ •

수출 조직 ○ ○ ◎

주:농식품 수출확 분야별 정책지원 사업 지원수 에 해 정책지원 수 이 강하면

◎,보통이면 ○,약하면 • 표시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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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사

한국과 국,일본 모두 수출 상국가가 비슷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추

세이다.따라서 향후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 ·일 간 시장 유율 확 를

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상되므로 수출확 를 한 차별화된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의 수출확 략에 비해 국은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표 화

안 성 리,농업 생산 업종의 조직화를 한 노력이 돋보인다.일본의

돋보이는 수출정책은 검역 통 의 신속한 진행,일본의 표시제도가 외

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과 세 철폐 인하 등 수출

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수출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조치들이다. 국

과 일본 두 국가로부터 품질표 화 생산업종별 조직화,수출상 국 진

출을 한 국가 간 의 노력을 벤치마크해야 할 것이다.

수출추진 체계에 있어서 일본은 수출 진 국 의회를 구성하여 수출확

필요성의 공감 를 형성하고 수출 련 정보 수집 ,수출 계몽활

동 홍보,수출 진 책을 검토·추진하고 있으므로 재 추진되고 있는

실태를 면 히 조사하여 한국에서의 벤치마킹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 ·일 세 국가 모두 수출 농식품의 품질 향상과 안 성 제고의 요

성에 해 깊이 인식하여 정책조치들을 취하고 있다.특히,한국은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치이므로 수출농식품의 차

별성 확보와 안정 인 수출을 해서는 품질향상과 안 성 리를 한 정

책조치는 지속 으로 투입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특히 수출 농식품이

수출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품질을 공식 으로 인

증해주는 표시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물류체계 개선과 련하여 국으로부터는 수출 농식품의 온냉장 운

송시스템과 신속하게 선 출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벤치마

크 할 수 있어야 한다.일본으로부터는 수출 농식품의 수출시장까지의 운

송 가능성에 한 테스트 지원사업과 신선도 제고를 한 수송방법 발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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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험수송 지원사업을 벤치마크할 수 있다.한국에서 수출 농식품의

검역 통 의 원활한 진행을 한 정책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단된

다.일본의 지원정책에서 수출 농식품의 검역 통 의 원활화와 세인

하를 한 정부의 노력을 벤치마크해야 할 것이다.

한국 농식품의 수출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해서는 일본의 수출

련 주체자들의 모임 결성과 정기 인 세미나 개최,수출 로모터 활동,수

출오리엔테이션 모임,해외고 매장 매거 설치 지원 등을 벤치마크 할

수 있다.한국은 상 으로 농식품 수출 련 융의 활성화가 조하므

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농식품 수출확 를 한 기술개발 연구사업에 수

출농식품 시범생산,물류수송,마켓테스트 사업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수출농산물 랜드도 일정한 물량규모를 갖추고 품질표 화를

이룰 수 있는 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농식품 수출을 체계 으로 주도하고 리할 수 있는 수출지원조직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 제7장

1.지원제도 개선분야

농식품 수출지원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지표를 더 요하게

추진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수출업체와 수출 문가의 평가결과 정책

지표 에서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을 의미하는 ‘정책 효과성’이 가장 요

하게 나타났으며, 한 가장 요할 것으로 단된다.수출지원의 투입비

용보다 편익발생의 크기가 더 커야 하는 ‘정책 효율성’의 요도는 낮게

평가되었으나 지속 이고 장기 인 수출활동을 유지하기 해서는 요한

정책지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즉,단기 으로는 수출업체와 농업인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지원도 필요하지만,지속가능한 수출성장을

해서 정책 효율성 측면을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농식품 수출활동 부문별 요도에 해서 수출업체들은 ‘수출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와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부문을 요하게 평

가하 다.반면,수출 문가는 ‘해외마 지원사업’부문을 요하게 평

가하고 있다.사실,수출기반 강화와 수출 증 목표 달성을 해서는 어느

특정 분야만 개선된다고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기는 어렵다.따라

서 국외 으로는 해외시장 마 활동을 지속 으로 수행하면서 국내산

농식품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는 한편,국내 으로는 ‘수출농식품의 품

질·안 성 리’와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외 수출활동 부문들의 연계성을 높이는 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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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지

표

1.수출목표 달성

2.농업인 수용성
⇒
1.수출목표 달성

2.농업인 수용성
⇐

1.수출목표 달성

2.수출업체 수용성

수출업체 의식 총 수출 문가 의식

⇓ ⇓

수

출

지

원

우

선

분

야

1.품질·안 성 리

2.선별·상품화 리

1.해외마 지원

2.수출성장동력 확충

수출단계별 활동 수출지원사업 부문

⇓

1.해외 홍보·마

2.해외 행사지원

3.국제박람회참가

수출 세부지원사업

그림 7-1.농식품 수출지원제도 추진분야 우선순

2.지원제도 약 분야 개선

한국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이 주변국인 국,일본에 비해 약하거나 비슷

한 수 의 분야는 지원을 강화하고,지원조치가 강한 부분은 개선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국내 수출지원정책이

국,일본에 비해 약한 분야는 검역·통 분야,수출농식품 랜드 분야이

며,주변국과 비슷한 수 인 분야는 장·수송·물류 분야,해외마 분

야,수출 융 분야,음식·식재료 해외수요 확 분야,수출조직 분야이다.

수출지원수 이 주변국보다 강한 분야는 수출물량 확보,품질·안 성 향

상,무역정보 서비스,기술개발(R&D)분야이다.

검역·통 지원조치와 련하여 한국은 수출농식품 안 성 리와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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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지원조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주변국에 비해 미약한 편이므로 보다 더

극 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의 경우 검사·검역 비용의 감면뿐

만 아니라 신속한 통 과 외교교섭력 강화를 해 FTA등 상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일본도 수출농식품의 검역 장애요인 극복을 해 수

출상 국과의 의를 가속화하고 있으며,수출가능 품목의 세철폐 인

하를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출 농식품 랜드화와 련하여 국은 원산지 표기 원산지 등록제

도를 극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농식품 수출업종 표 표식 홍보,품

질 리시스템 수립 등 랜드 성공을 한 품질 리 상품의 표 화를

해 극 노력하고 있다.한국은 수출농산물의 공동 랜드를 운 하고 있

으나 물량 품질 리 주체가 분산되다보니 랜드 효과가 고 개별

랜드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한국 수출농산물의 공동 랜드는 수출 품목

별 조직화와 품질 리방안과 연계하여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장·수송·물류 분야는 주변국과 비슷한 수 의 지원조치들을 취

하고 있으나 품질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해 주변국들의 지원내용을 벤

치마킹해야 한다. 국의 경우 수출농산물의 수송효율성을 제고하기 해

화물차의 면세통로를 개통하여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으며,수

출생산기지 등 지역에는 온냉장수송시스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물류체계의 장애요인 극복과 수송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해외시장까지의 시험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마 부문에서 한국은 해외 바이어 거래 알선,해외 형유통업체

행사,국제박람회 참가 등을 극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과 비슷

하다.하지만 일본의 차별화된 마 활동 조치들은 벤치마킹하여 해외마

활동의 성과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일본의 경우 수출 련 주체

자들의 모임결성과 정기 인 세미나,수출오리엔테이션 등 수출 로모터

활동과 해외 고 매장 매거 설치를 극 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

일식이 세계 으로 인지도가 높지만 인지도 수요를 더 확 하기

하여 일식 스토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그리고 일

본 정부인증의 표시제도를 수출시장에서도 공식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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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수출 상국에 요구하는 내용도 벤치마킹해야 한다.

한국은 수출선도조직사업과 수출 의회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물량을 안정 으로 확보하고 품질 리를 체계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화·규모화 기반을 확보하기 해 극 으로 조치하고 있다.하지만,아직

도 수출선도조직사업과 수출 의회 추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수출선도조직과 수출 의회가 수출창구 단일화와 수출물량 조 ,품질

리기능을 수행하여 사업목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극 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을 총 하는 조직 출범과 련하여 일본의 사례

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일본은 수출 진 국 의회를 구성하여 수출

확 의 필요성에 한 공감 형성,수출정보 수집 ,수출 계몽활동

홍보,수출 진 책을 검토·추진하고 있다.한국에서도 농림수산식품

부를 심으로 수출업체, 련 부처, 련 기 ,품목 단체 조직들을

표하는 수출 지원조직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해 일본의 사

례와 국내 용 가능성에 해 좀더 면 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림 7-2.농식품 수출단계별 구조와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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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출지원성과 제고

정부의 농식품 수출지원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야 하

며,수출지원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물류비지원 분야와 해

외마 분야로 구분된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신선농산물의 수출확 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까지의 DDA 상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

를 유지할 경우 재와 같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2021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따라서 수출물류비를 성 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는 없으며,

제도 으로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농식품 수출은 수송거리가 멀거나 운송비용이 높을수록 어드는 것으

로 나타나므로 농식품의 수출 타깃 지역은 근거리 국가들을 우선 으로 설

정하는 것이 효과 이다.

해외마 지원사업(시장조사,홍보,마 등)과 수출기반 구축사업

(수출선도조직 육성,품목별 수출 의회 지원,수출 인 라 확충 등)은 품목

이나 산업 련 특정성이 고,수출을 한 정부의 범 한 서비스에 해

당되므로 수출보조가 아닌 허용보조로 분류할 수 있다.따라서 이들 지원사

업은 수출기반 강화와 기반 구축을 해 지속 으로 확 할 필요가 있다.

품목군별 수출성과 분석에서는 품목군에 따라 교역형태가 동질 이지

않고,주요 수출시장도 다르기 때문에 수출액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탄력성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수출품목과 품목별 주력수출 시장에 따

라서 차별화된 수출확 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수출물류비 지원성과

가 낮은 품목은 물류비 지원을 단계 으로 축소하거나 철폐하고 수출기반

인 라 강화 분야로 지원을 확 할 필요가 있다.

해외마 분야에서 해외시장에 진입을 시도하려는 신규 수출품목이나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존 수출품목의 경우 체류자 는 교민 규

모가 큰 시장을 목표로 삼아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해외마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신규 수출상품,신규 수출시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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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에는 교민규모가 큰 시장을 우선 으로 공략하는 것이 효과 이다.

한류의 확산이 아직까지는 신선농산물의 체 인 수출증 소비자

들의 구매에 직 인 향을 주지 않고 있지만,품목에 따라 한류 효과가

나타나는 품목도 있다.최근 해외 수출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한국산 신선농

산물에 한 호기심과 구입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류효

과가 나타나는 품목 심으로 시식행사, 매 진행사 등 홍보 마

행사를 정기 ,지속 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류확산과 농식품 수출증 의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4.수출물량 공 기반 개선

농식품 수출 증 와 수출기반 강화를 해서는 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와 품질 리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이는 수출가격과 수출거래

의 지속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국내 수출지원사업에 수출물량과

품질 리와 련된 주요 사업은 원 문생산단지 운 과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이다.

원 문생산단지의 수출물량이 지속 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물량확

보의 안정성 기능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수출물량 등

에서 최우수 등 비율이 ‘66.7%’에 머물러 있으므로 원 문단지의 수

출기능을 더욱 높이기 해 개선이 필요하다.원 문생산단지 계약재배

비 도 높아져 수출물량과 공 가격에 한 상과 농가경 안정성이 높

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아직도 계약재배 비율이 78.3%에 머물러 생

산물량의 안정 공 과 확보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

원 문생산단지 생산물의 안 성 리에서 채소류의 리 실태는 크

게 개선되었으나 과실류의 경우 부분의 품목에서 개선되지 않았다.과실

류 품목 심으로 안 성 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화훼류 부문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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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원 문생산단지 생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 성 리 강화를 해 생산

자 수출담당자의 교육과 의회 개최가 늘어나야 하지만,과실류와 화

훼류는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자조 조성액

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 으로 규모가 작으므로 자조 규모를 지

속 으로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8년부터 농식품 수출업체와 생산농가(‘생산자조직’포함)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체 주도로 품종 선택에서부터 재배,수확,선별,포

장,안 성 품질 리,정산,농가교육,수출업무 등의 과정을 수행함

으로써 수출농식품의 경쟁력 제고 수출확 를 선도할 수 있는 수출선도

조직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수출선도조직 운 실태의 개선사항을 발

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수출선도조직들은 부분 농가교육과 농가별 ID 리를 수행하고 있으

나 몇몇 농 과 연계된 조직에서는 생산자별 계약과 신규 생산자 확보가

미흡한 편이다.수출에 참여하는 개별 생산자와 수출물량 출하 계약과 이

행률,지속 참여 계를 높일 수 있는 농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수출물량

을 안정 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한 품질 리 문인력이 일부 수출선도조직에서는 강화된 한편,일부

조직에서는 약화되기도 하여 문인력 활용실태가 안정 이지 않은 편이

다.일부 수출 조직은 운 의회 운 실 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

와의 연계성이 높지 않으므로,운 회의 구성 주기 인 의회 개최

는 수출조직 운 진과 참여농가의 소통과 이해의 기회를 증 시킬 수 있도

록 개선해야 한다.

수출선도조직들의 공동 랜드 포장상자 이용이 조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이는 수출국 바이어들과 거래 조건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

운 문제 일 수도 있다.따라서 개별 수출업체들의 수출창구를 일원화하여

공동 랜드를 사용하고 일원화된 수출창구에 가담하는 수출업체와 수출

공동 랜드를 사용하는 수출업체들이 정부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

계 으로 수출지원 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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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도조직들의 규격품 리 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선별 포

장,상품성 제고수 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하지만 아직도 수출

선도조직 생산농가들이 실질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질 리매뉴얼 작

성과 보 은 미흡한 것으로 단되며 수출시장 여건,생산지역별 여건과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 설정과 리가

필요하다.



요약 결론 제8장

정부는 농식품 수출을 농산업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기 해 수출 증 를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수출업체,

수출 련 기 들의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에 농식품 수출액은 크게 증가하

고 있으며,2012년 100억 달러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농

식품 수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구조의 자생

력을 높이고 지속 인 수출성장이 가능하도록 수출지원정책 방향을 개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농식품 수출을 증 하면서 수출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

록 수출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연구내용은 크게 농식품 수출지원동향 분석,수출 향요인 성과 분

석,수출물량 공 기반 분석,수출지원제도에 한 수출업체와 수출 문가

의 의식 조사,한· ·일 수출지원제도 비교 분석으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수출증 향요인 수출지원 성과에 한 분석 결과 수출물류비는 성

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는 없으며 수출물류비 지원은 단계 으로

개선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수출물류비 지원성과가 낮은 품목은

물류비 지원을 단계 으로 축소하거나 철폐하고 수출기반 강화 분야로 지

원을 환할 필요가 있다.수출 타깃 지역은 근거리 국가들을 우선 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 이며,해외마 지원사업과 수출기반구축 지원사업

은 수출기반 구축 강화를 해 지속 으로 확 할 필요가 있다.신규

수출상품,신규 수출시장 진출 시에는 교민규모가 큰 시장을 우선 으로

공략하는 것이 효율 이며,한류효과가 나타나는 품목 심으로 시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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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진행사 등 홍보 마 행사를 정기 ,지속 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류확산과 농식품 수출증 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농식품 수출지원정책의 지표는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수출업체 수용성,

농업인 수용성 네 가지로 설정하여 분석하 다.수출업체와 수출 문가들

의 의식을 종합 으로 고려하면 가장 요하게 고려해야 할 수출지원 정책

지표는 수출지원정책의 효과성,즉 농식품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이며,다

음으로 농업인 수용가능성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정부의 수출

지원사업의 정책지표별 요도는 수출목표 달성 여부를 최우선 으로 고

려하고,다음으로 농업인 수용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출지원정책이 수출업체들의 의견을 고려할 경우 농식품 수출활동 단

계별로 가장 요하게 고려해야 할 분야는 ‘수출 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와 ‘수출 상품의 선별·상품화 리’부문이다.수출 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할 경우 농식품 수출지원사업들 에서 ‘해외마 지원사업’과 ‘수

출성장동력 확충사업’을 가장 요하게,세부지원사업 에서는 해외 홍

보·마 지원,해외 행사 지원,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을 요하

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종합 으로 국외에서는 해외시장 마 활동을

지속 으로 수행하면서 국내산 농식품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에서는 ‘수출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와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활동별 연계성을 높이는 략이 바람직하다.

국내 수출지원제도의 개선을 해 주변국 비 국내 수출지원제도의 약

분야는 개선하고 우 에 있는 분야는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한국의

수출지원제도가 주변국인 국과 일본에 비해 약한 분야는 검역·통 분

야,수출농식품 랜드 분야이므로 이 분야의 개선을 한 정책 노력을 더

투입해야 할 것이다.한편,수출지원이 주변국과 비슷한 수 인 분야는

장·수송·물류 분야,해외마 분야,수출 융 분야,음식·식재료 해외수

요 확 분야,수출조직 분야이며,주변국보다 강한 분야는 수출물량 확보,

품질·안 성 향상,무역정보 서비스,기술개발(R&D)분야이다.

수출물량 공 기반 개선 측면에서는 원 문생산단지의 수출물량 공

비 을 높이고 계약재배 비율을 높이며,특히 과실류의 생산단지는 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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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품질 향상과 안 성 리 강화를 해 생산

자 수출담당자의 교육과 의회 개최횟수는 미미하게나마 증가하고는

있으나 더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자조 조성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 으로 규모가 작으므로 자조 규모를 지속 으로 늘리는 노

력이 필요하다.수출선도조직 운 에서 농가별 교육과 ID 리,품질 리

문인력 운 ,공동 랜드 포장상자 이용,품질 리매뉴얼의 활용도

제고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다.

본 연구결과는 수출지원정책 제도개선 방향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그리고 연구결과를 실질 으로 정책에 도입할 경우에는 정책방

향 설정과 제도도입을 해서는 보다 구체 인 의사결정과 제도도입의 가

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를 들어 수출지원정책의 최우선 인 목표를

수출목표 달성에 둔다면 수출효과성 지표에서 요하게 평가된 수출활동

부문과 수출지원사업들을 더 요하게 추진하면 될 것이다.하지만,수출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단되고 장기 으로 수출편익 발생

이 필요한 시 이라고 단된다면 정책지표 효율성을 달성하기에 가장

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외국의 수출지원 제도도입 가능성

측면에서는 일본의 수출 진 국 의회 구성을 벤치마킹할 경우에는 사

례에 해 보다 더 구체 으로 분석하고 한국에서의 용 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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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단계별 상 요도 조사표(수출업체)

「농산물 수출활동 단계별 상 적 중요  조사」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 으로 농산물 수출시장

확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수출업체를 상으로 수출활동 분

야별 상 요성과 개선사항 악을 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기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주소:(우)130-710,서울시 동 문구 회기동 4-102

조사 문의:김경필연구 원 02-3299-4312, kkphil@krei.re.kr

어명근선임연구 원 02-3299-4364,myongeor@krei.re.kr

한정희 연구원 02-3299-4217,jhhan1@krei.re.kr

■ 응답자 정보

1)성명: 2) 화번호:

3)이메일: 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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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정책방향 결정’의 지표로 정책의 효율성,효과

성,수출업체 수용성,농업인 수용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정책 효율성은 수출지원사업의 비용보다 편익발생 크기가 큼을 의미합니다.

② 정책 효과성은 수출지원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의미합니다.

③ 수출업체수용성은정책을수출업체가쉽게받아들일수있는정도를의미합니다.

④ 농업인수용성은정책을농업인이쉽게받아들일수있는정도를의미합니다.

1-1)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정책 효율성과 정책 효과

성 에 어느 항목이 더 요하다고 보십니까?()속의 숫자가 클수록

더 요하며,해당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정책 효율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로 요하다 (5)

② 정책 효율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③ 정책 효율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④ 정책 효율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⑤ 정책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은 서로 비슷하게 요하다 (1)

⑥ 정책 효과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⑦ 정책 효과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⑧ 정책 효과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⑨ 정책 효과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요하다 (5)

1-2)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정책 효율성과 수출업체수용

성 에 어느 항목이 더 요하다고 보십니까?해당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정책 효율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로 요하다 (5)

② 정책 효율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③ 정책 효율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④ 정책 효율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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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책 효율성과 수출업체 수용성은 서로 비슷하게 요하다 (1)

⑥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⑦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⑧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⑨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요하다 (5)

1-3)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정책 효율성과 농업인 수용

성 에 어느 항목이 더 요하다고 보십니까?해당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정책 효율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로 요하다 (5)

② 정책 효율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③ 정책 효율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④ 정책 효율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⑤ 정책 효율성과 농업인 수용성은 서로 비슷하게 요하다 (1)

⑥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⑦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⑧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⑨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요하다 (5)

1-4)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정책 효과성과 수출업체 수용

성 에 어느 항목이 더 요하다고 보십니까?해당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정책 효과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로 요하다 (5)

② 정책 효과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③ 정책 효과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④ 정책 효과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⑤ 정책 효과성이 수출업체 수용성은 서로 비슷하게 요하다 (1)

⑥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⑦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매우 요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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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⑨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요하다 (5)

1-5)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정책 효과성과 농업인 수용

성 에 어느 항목이 더 요하다고 보십니까?해당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정책 효과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로 요하다 (5)

② 정책 효과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③ 정책 효과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④ 정책 효과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⑤ 정책 효과성과 농업인 수용성은 서로 비슷하게 요하다 (1)

⑥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⑦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⑧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⑨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요하다 (5)

1-6)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수출업체 수용성과 농업인 수

용성 에어느항목이더 요하다고보십니까?해당번호에√표를하여

주십시오.

① 수출업체 수용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로 요하다 (5)

② 수출업체 수용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③ 수출업체 수용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④ 수출업체 수용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⑤ 수출업체 수용성과 농업인 수용성은 서로 비슷하게 요하다 (1)

⑥ 농업인 수용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⑦ 농업인 수용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⑧ 농업인 수용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⑨ 농업인 수용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요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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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단계별 활동 분야 분야별 세부 활동

1)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 고정 수출농가 확보
◦ 수출농가 교육
◦ 생산농가별 ID 리
◦ 생산자 계약실행,계약내용 수
◦ 수출 련주체 운 의회 운

2)수출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

◦ 품질 리 매뉴얼 보 ·운
◦ 품질 리·출하 리 문인력
◦ 수확시기 지정 리
◦ 품 리 일지 작성
◦ 원격지 생산 리 시스템
◦ 자체 안 성 검사 시스템

3)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

◦ 선별장· 장고 등 유통시설 보유
◦ 유통시설 리기 운
◦ 유통시설 리 문인력
◦ 수출규격품 별도 구분· 리
◦ 수출상품 생산이력 ID 부착

4)수출시장 로개척과 마 활동

◦ 수출국 시장개척·유통채 확보
◦ 수출시장활동 문인력 운
◦ 해외시장 매 진활동 개최
◦ 수출상담회,박람회 참여,바이어 소개· 청
◦ 수출시장 소비행태 정보 수집

5)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R&D)
◦ 수확 후 리기술 개발
◦ 수출용 품종 개발
◦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육성

◇ 농식품 수출을 증 시키기 한 활동은 크게 1)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2)수출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 3)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 4)수

출시장 로개척과 마 활동 5)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R&BD)등

5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분야별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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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식품 수출증 를 한 수출단계별 활동의 요성을 ‘효율성 측면’으

로 평가하여 해당 부분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효율성은 투입 비용보

다 편익 발생이 더 큰 것을(비용 <편익)을 의미합니다.

농식품 수출단계별 활동

‘효율성 측면’에서 요도 평가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
하지
않다

( 시)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

1.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2.수출 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

3.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

4.수출시장 로개척과 마 활동

5.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R&BD)

3.농식품 수출증 를 한 수출단계별 활동의 요성을 ‘효과성 측면’으

로 평가하여 해당 부분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효과성은 수출증 목

표달성 여부를 의미합니다.

농식품 수출단계별 활동

‘효과성 측면’에서 요도 평가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
하지
않다

( 시)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

1.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2.수출 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

3.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

4.수출시장 로개척과 마 활동

5.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R&BD)



180 부록 1

4.농식품 수출시장 확 를 한 수출단계별 활동의 요성을 ‘수출업체

수용가능성’을 기 으로 평가하여 해당 부분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수출업체 수용가능성은 수출업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

합니다.

농식품 수출단계별 활동

‘수출업체 수용가능성’에서 요도 평가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
하지
않다

( 시)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

1.수출물량의 안정 확보

2.수출 농식품의 품질·안 성 리

3.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리

4.수출시장 로개척과 마 활동

5.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R&D)

◇ 농식품 수출 증 수출기반 강화와 련된 내용입니다.귀하의 생각

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6.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수출이 필요한 가장 요한 이유는?

①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 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② 국내시장에 출하하는 것보다 높은 농가소득을 기 할 수 있기 때문에

③ 농산물 품질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④ 외국시장에서국내농산물의 인지도와선호도를계속높여야하기 때문에

⑤ FTA등 시장개방 확 수입농산물에 극 으로 응하기 하여

7.농산물 수출 1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해 가장 요한 사항은?

① 수출용 농산물 매가격이 국내시장 출하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② 수출시장에서 품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국내 가격변동에 계없이 수출물량을 안정 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농산물 수출업체 수출조직이 규모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

⑤ 정부의 수출지원제도 지원사업이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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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농산물 수출체질 강화 수출기반 강화를 해서 가장 요한 사항은?

① 수출용 농산물 매가격이 국내시장 출하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② 수출시장에서 품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국내 가격변동에 계없이 수출물량을 안정 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농산물 수출업체 수출조직이 규모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

⑤ 정부의 수출지원제도 지원사업이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9.농산물 수출주체(수출회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요한 사항은?

① 수출물량 확보 기반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수출 농산물의 품질 리 시설 기반이 구비되어야 한다

③ 해외시장 마 활동 능력과 수출 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④ 수출국가에 유통채 안정 바이어를 확보해야 한다

⑤ 수출시장에 유통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0.농산물 수출물량 안정 확보를 해 가장 요한 사항은?

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② 수출가격이내수가격보다낮아도수출업체가계약물량을 부구입해야한다

③ 내수가격이수출가격보다높아도생산농가는계약물량을 부공 해야한다

④ 수출업체나 수출농가가 수출계약을 반할 경우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⑤ 품목별 문생산단지 수출 문조직이 육성되어야 한다

11.농산물생산자와수출업체간조직력(결속력)강화를 해가장 요한사항은?

① 수출 물량과 규격에 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이행한다

② 수출 수익과 수출 비용 등 제반 수익과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③ 수출농가에게농산물종자(종묘),농자재보 과기술지도,교육을수행한다.

④ 수출업체나 농가의 수출 소득의 일정부분을 립하여 수출 손실이 발

생할 경우 보존하여 수출농가의 소득이 안정 이어야 한다

⑤ 지역의 형산지유통센터 이용,농자재 공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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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단계별 활동 개선사항

1)수출물량 안정 확보
①
②

2)수출품 품질·안 성 리
①
②

3)수출품의 규격화,상품화
①
②

4)수출시장 로개척,
마 활동

①
②

5)기술개발(R&D)
①
②

12.국내 농산물 수출업체들의 조직 강화와 규모 확 를 해서 어떠한 수

출조직 유형이 더 강력하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십니까?

① 생산자 심으로 조직화하고 수출업체는 마 활동만 한다

② 수출업체 심으로 조직화하고 생산자는 생산·공 활동만 한다

13.우리나라도 제스 리나 썬키스트처럼 규모 생산자조직이나 마 회

사를 만들고 운 할 필요가 있습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14.우리나라 농산물 수출도 제스 리나 썬키스트처럼 규모 생산자조직이

나 규모 마 회사를 만들어 운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① 가능하다 ② 불가능하다

15.우리나라에서 제스 리나 썬키스트처럼 규모 생산자조직이나 마

회사를 만들어 운 할 경우 주주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6.농식품 수출을 증 시키기 해 수출활동 단계별로 개선해야 될 사항

들을 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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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수출회사 기본사항

17-1.귀 업체의 수출 표 국가는?

① 일본 ② 국 ③ 북미 ④ 러시아 ⑤ 동남아시아 ⑥ 기타 ( )

17-2.러시아 시장으로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7-3.향후 러시아 시장으로 수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7-4.귀 업체에서 수출하는 표품목 부류는 무엇입니까?

① 채소류 ② 과일류 ③ 화훼류

④ 인삼류 ⑤ 버섯류 ⑥ 곡물

⑦ 축산품 ⑧ 가공 농식품(김치,유자차 등)⑨ 기타 ( )

17-5.귀 수출회사의 형태는?

① 농조합법인 ② 지역농 ③ 품목농

④ 문수출회사(무역업체) ⑤ 농업수출회사법인 ⑥ 기타 ( )

17-6.귀 수출회사의 2010년 기 농식품 부문 수출규모는?

① 1백만 달러 미만 ② 1백만 달러∼5백만 달러 미만

③ 5백만 달러∼1천만 달러 미만 ④ 1천만 달러∼2천만 달러 미만

⑤ 2천만 달러 이상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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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지원사업별 상 요도 조사표(수출 문가)

「농산물 수출시장 확  방안 전문가 조사」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 으로 농산물 수출시장

확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수출 문가를 상으로 수출활동

분야별 상 요성과 개선사항 악을 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기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주소:(우)130-710,서울시 동 문구 회기동 4-102

조사 문의:김경필 연구 원 02-3299-4312,kkphil@krei.re.kr

어명근선임연구 원 02-3299-4364,myongeor@krei.re.kr

한정희 연구원 02-3299-4217,jhhan1@krei.re.kr

■ 응답자 정보

1)성명: 2) 화번호:

3)이메일: 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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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정책방향 결정’의 지표로 정책의 효율성,효과

성,수출업체 수용성,농업인 수용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정책 효율성은 수출지원사업의 비용보다 편익발생 크기가 큼을 의미합니다.

② 정책 효과성은 수출지원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의미합니다.

③ 수출업체수용성은정책을수출업체가쉽게받아들일수있는정도를의미합니다.

④ 농업인수용성은정책을농업인이쉽게받아들일수있는정도를의미합니다.

1-1)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정책 효율성과 정책 효과

성 에 어느 항목이 더 요하다고 보십니까?()속의 숫자가 클수

록 더 요하며,해당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정책 효율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로 요하다 (5)

② 정책 효율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③ 정책 효율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④ 정책 효율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⑤ 정책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은 서로 비슷하게 요하다 (1)

⑥ 정책 효과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⑦ 정책 효과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⑧ 정책 효과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⑨ 정책 효과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요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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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정책 효율성과 수출업체

수용성 에 어느 항목이 더 요하다고 보십니까?해당 번호에 √표

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정책 효율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로 요하다 (5)

② 정책 효율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③ 정책 효율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④ 정책 효율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⑤ 정책 효율성과 수출업체 수용성은 서로 비슷하게 요하다 (1)

⑥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⑦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⑧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⑨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요하다 (5)

1-3)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정책 효율성과 농업인 수

용성 에 어느 항목이 더 요하다고 보십니까?해당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정책 효율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로 요하다 (5)

② 정책 효율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③ 정책 효율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④ 정책 효율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⑤ 정책 효율성과 농업인 수용성은 서로 비슷하게 요하다 (1)

⑥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⑦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⑧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⑨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요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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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정책 효과성과 수출업체

수용성 에 어느 항목이 더 요하다고 보십니까?해당 번호에 √표

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정책 효과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로 요하다 (5)

② 정책 효과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③ 정책 효과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④ 정책 효과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⑤ 정책 효과성이 수출업체 수용성은 서로 비슷하게 요하다 (1)

⑥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⑦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⑧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⑨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요하다 (5)

1-5)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정책 효과성과 농업인 수

용성 에 어느 항목이 더 요하다고 보십니까?해당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정책 효과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로 요하다 (5)

② 정책 효과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③ 정책 효과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④ 정책 효과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⑤ 정책 효과성과 농업인 수용성은 서로 비슷하게 요하다 (1)

⑥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⑦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⑧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⑨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요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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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문
세부 지원사업 사업 목

1.

수출

기반

조성

사업

(6)

1)수출선도조직 육성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 공 을 해 생산부터 수

출까지 일 리하는 농식품 수출조직 육성

2)수출 안 성 리

◦국제기 의 안 농산물 생산 리시스템(GAP)농

가보 을 한 GAP인증 지원,안 농산물 수출

확

3)무역정보(KATI)제공
◦국내·외 농식품 무역정보를 수출업체·수출농가

제공

4)무역정보Data

Base구축·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국내·외 무역정보 DB구

축을 통해 수출업체에 신속한 정보 제공

5)인터넷거래알선

(e-trade)시스템운

◦인터넷을 통한 우리 농식품의 상설 해외홍보,수출

업체에 바이어 발굴 기회 제공 알선

6)국내수출의욕고취
◦농식품 수출 진 회,수출성공사례책자 배포,우

수지자체 수출인센티 지원, 장간담회

1-6)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수출업체 수용성과 농업

인 수용성 에 어느 항목이 더 요하다고 보십니까?해당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수출업체 수용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로 요하다 (5)

② 수출업체 수용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③ 수출업체 수용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④ 수출업체 수용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⑤ 수출업체 수용성과 농업인 수용성은 서로 비슷하게 요하다 (1)

⑥ 농업인 수용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약간 더 요하다 (2)

⑦ 농업인 수용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매우 요하다 (3)

⑧ 농업인 수용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확실히 요하다 (4)

⑨ 농업인 수용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요하다 (5)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수출기반 조성,수출성장동력 확충,해외마 ,

농축산물 매 진사업,국내외 물류기지 구축,수출 융 부문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사업별 주요 목 은 아래 표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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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문
세부 지원사업 사업 목

2.

수출

성장

동력

확충

사업

(4)

7)고부가수출상품화

지원

◦차별화된 수출유망 고부가가치 창출 상품 발굴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증 에 기여

8)직 세일즈 사업

◦신규상품 발굴,시장개척,마켓테스트,수출계약까

지 직 행,해외론칭을 민간업체와 공사가 공동

추진

9)공동 랜드 리·

운

◦국가 공동 랜드(Whimori)육성을 통한 수출상품

의 고 화와 규격화,통합마 개 랜드

가치 제고

10)수출 의회 활성

화지원

◦수출업체간 자율 으로 수출품 안 성 품질

리,공동마 추진,수출 질서 확립 활동 지원

3.

해외

마

지원

사업

(5)

11)국제박람회

‘한국 ’참가지원

◦해외식품박람회별 국가 형태로지원,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로 장기 수출기반 조성 수요 창출

12)해외 형유통업체

연계 행사지원

◦해외시장 소비자 상 활동을 통한 한국 농식

품 인지도 제고 수출수요 변확 도모

13)바이어 거래 알선
◦해외 유망·개별 바이어 청을 통한 규모 수출상

담회 개최 등으로 실질 수출성과 거양

14)해외홍보마

사업

◦해외 유력언론,재외공 등 지주류층,유력바이

어 상 수출 농식품 방 홍보,소비 변 확

15)수출여건변화

응 마

◦해외 aT센터에서 자율 으로 주요국 안 성 리

강화,수입제도 개정 등에 탄력 응

4.
농축
산물
매
진
사업
(2)

16)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물류비(선별비,포장비,운송비 등)부담이 큰 품목의

물류비 일부 지원으로 수출확 와 식품산업 육성

17)수출인 라 강화

사업

◦수출인 라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의

원활화와 농가소득 증 도모

18)(원 문생산단지)
◦원 문생산단지 시설의 화,규모화, 문화

를 지원함으로써 품질개선 물량확보 기반구축

5.수출
기지
구축
(1)

19)수출 해외 진

기지 구축(융자)

◦신선농식품 수출확 주요 장애요인인 지 냉장물

류 지원을 통해 신규 수출품목 발굴,시장확 견인

6.수출
융
(1)

20)농수산물수출보험·

환변동보험가입

지원

◦환율변동,농산물 가격상승 등 수출여건을 고려한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 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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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종류별 요성을 ‘정책의 효율성’을 기 으로 평

가하여 해당 부분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정책의 효율성은 (비용 <편

익)을 의미합니다.

농식품수출 지원사업 종류

‘효율성 측면’에서
요도 평가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
하지
않다

시)수출선도조직 육성 √

수출기반조성
사업

1)수출선도조직 육성

2)수출안 성 리

3)무역정보(KATI)조사

4)무역정보 DB구축·

5)e-trade시스템 운

6)국내 수출의욕 고취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7)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

8)직 세일즈 사업

9)공동 랜드 리·운

10)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

해외마
지원사업

11)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12)해외 행사 지원

13)바이어 거래 알선

14)해외 홍보마 사업

15)수출여건변화 응 마

농축산물
매 진사업

16)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7)수출인 라 강화사업

18)(원 문생산단지사업)

수출물류 기지 19)수출해외 진기지 구축

수출 융 20)수출보험·환변동 보험

※ 원 문생산단지 지원은 수출인 라 강화사업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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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종류별 요성을 ‘정책의 효과성’을 기 으로 평

가하여 해당 부분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정책의 효과성은 목표달성

여부를 의미합니다.

농식품수출 지원사업 종류

‘효과성 측면’에서
요도 평가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
하지
않다

시)수출선도조직육성 √

수출기반조성
사업

1)수출선도조직 육성

2)수출안 성 리

3)무역정보(KATI)조사

4)무역정보 DB구축·

5)e-trade시스템 운

6)국내 수출의욕 고취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7)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

8)직 세일즈 사업

9)공동 랜드 리·운

10)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

해외마
지원사업

11)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12)해외 행사 지원

13)바이어 거래 알선

14)해외 홍보마 사업

15)수출여건변화 응 마

농축산물
매 진사업

16)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7)수출인 라 강화사업

18)(원 문생산단지사업)

수출물류 기지 19)수출해외 진기지 구축

수출 융 20)수출보험·환변동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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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종류별 요성을 ‘수출업체 수용가능성’을 기 으

로 평가하여 해당 부분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수출업체 수용가능성

은 수출업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농식품수출 지원사업 종류

‘수출업체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요도 평가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
하지
않다

시)수출선도조직육성 √

수출기반
조성
사업

1)수출선도조직 육성

2)수출안 성 리

3)무역정보(KATI)조사

4)무역정보 DB구축·

5)e-trade시스템 운

6)국내 수출의욕 고취

수출성장
동력
확충사업

7)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

8)직 세일즈 사업

9)공동 랜드 리·운

10)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

해외마
지원사업

11)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12)해외 행사 지원

13)바이어 거래 알선

14)해외 홍보마 사업

15)수출여건변화 응 마

농축산물
매 진
사업

16)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7)수출인 라 강화사업

18)(원 문생산단지사업)

수출물류
기지

19)수출해외 진기지 구축

수출 융 20)수출보험·환변동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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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종류별 요성을 ‘농업인 수용가능성’을 기 으로

평가하여 해당 부분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농업인 수용가능성은 농

업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농식품수출 지원사업 종류

‘농업인 수용가능성’측면에서
요도 평가

매우
요
하다

요
하다

보통
이다

요
하지
않다

요
하지
않다

시)수출선도조직육성 √

수출기반조성
사업

1)수출선도조직 육성

2)수출안 성 리

3)무역정보(KATI)조사

4)무역정보 DB구축·

5)e-trade시스템 운

6)국내 수출의욕 고취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7)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

8)직 세일즈 사업

9)공동 랜드 리·운

10)수출 의회 활성화 지원

해외마
지원사업

11)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12)해외 행사 지원

13)바이어 거래 알선

14)해외 홍보마 사업

15)수출여건변화 응 마

농축산물
매 진사업

16)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7)수출인 라 강화사업

18)(원 문생산단지사업)

수출물류
기지

19)수출해외 진기지 구축

수출 융 20)수출보험·환변동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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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출지원사업과 련하여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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