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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정부에서는복지사업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여중복수혜및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2009년6월에

관계부처합동으로‘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종합대책’을발표하 으며, 2010년1월부터는‘사회복

지통합관리망’을구축하여운 하고있음. 

■그러나이러한정부의개선안은복지사업의효율성을일정부분개선하 지만농어촌에서는여러

가지문제점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따라서이연구의주요목적은①농어촌사회복지전달체계의현황과 문제점을파악하고, ②국내

외의농어촌사회복지전달체계관련정책및사례를검토하여, ③우리나라농어촌사회복지전달

체계의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임.

연구방법

■이연구에서사용된조사방법은문헌조사, 설문조사, 사례지역조사등임.

■문헌조사를위해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등과같은

관련기관의자료를수집하 고, 기타국내외의문헌및통계자료를조사·분석함.

■설문조사결과공공부문(49개시·군청및210개읍·면사무소에근무) 사회복지담당자343명(회

수율40.5%), 민간사회복지기관담당자186명(회수율37.6%), 농어촌주민300명자료를분석에

사용함.

■사례조사는평야지역은예산군과김제시를, 산간지역은횡성군과평창군을, 어촌지역은신안군과

완도군을조사함.

농어촌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에
관한연구

연구자: 박대식, 최경환, 조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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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사회복지 조직 및 인력의 특성
■분석대상49개시·군중에서사회복지부서의국·과장이사회복지직공무원인곳은6개소(12.2%)에

불과한것으로나타남. 노인복지전담부서(과·팀·담당)를두고있는시·군은45개(91.8%)로대부

분의시·군이노인복지를별도의복지업무로분장하고있었음.

■공공부문 업무 역별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자격증 미소지자가 36명

(10.5%)인것으로나타남.

- 노인복지담당자는자격증미소지비율이22.2%로높았으며, 서비스연계및사례관리업무담당

자들은95.3%가사회복지사1·2급자격증을소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전체적으로볼때사회복지사1급자격증보유비율은65.5%

<농어촌사회복지조직의특성>

<공공부문업무 역별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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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분석대상자중73.0%가기초노령연금을수령하고있으며, 의료비나생계비를지원받은주민이약

60%, 식료품·의류·가구등물품지원을받은주민이44.0%인것으로나타남. 다음으로식사배달

27.7%, 집수리·도배 등 주택관련 서비스 27.3%, 청소·세탁·식사준비 등 가정봉사서비스

16.7%, 노인무료급식15.3%, 노인돌보미10.0% 순으로서비스를이용하 음.

■서비스이용경험에비례하여향후이용의사도높은것으로나타남.

- 그러나교통수단지원의경우이용경험이4.3%인데반해향후이용의사가63.3%이고, 방문요양·

목욕·간호서비스도4.3%가이용경험이있지만, 46.0%가향후이용의사가있다고함. 이는교통

수단지원과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에대한지원이상대적으로부족함을알수있음.

- 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대부분4점이넘는비교적높은점수임. 그중에서도생계비, 기초노령

연금등현금급여에대한만족도와직업훈련·취업상담·취업알선이나일자리사업등취업관련

서비스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았음.

<농어촌주민의사회복지서비스이용경험및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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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인식

■공공부문담당자들의사회복지전달체계에대한인식수준은지속성, 접근성, 통합성, 대응성, 전문

성등전반적으로긍정적인수준인평균4점에못미치는수준으로나타남. 시·군담당자가읍·면

담당자들에비해다소높은점수를보 으며, 사회복지전달체계의전문성에대해서가장낮게평가

하 음.

■민간부문 노인복지기관을 생활시설, 이용시설, 재가시설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이용시설이 전

반적으로높은점수를보 음. 대응성에있어서는시설유형에관계없이4점이상의높은점수를

보인반면, 전문성은4점에못미치는다소낮은수준으로나타남.

■공공부문사회복지담당자들에비해민간부문에서시간접근성, 대응성, 전문성에대한인식이긍

정적인것으로나타남. 즉, 공공부문보다민간부문에서이용자들의편의를위해농한기·농번기에

따라시간을탄력적으로운 하려고노력하며, 이용자들의욕구파악및충족, 불만해결등에신속

하게반응하며, 충분한슈퍼비전이나교육·훈련이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음.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사회복지자원의부족과복지업무의과중

- 조직인프라의부족: 농어촌에는사회복지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는조직인프라가절

대적으로부족함. 농어촌지역에는노인복지관이나종합사회복지관이1개소도없는곳도있음. 

- 사회복지인력의부족및복지업무의과중: 농어촌은공공부문뿐만아니라민간사회복지기관도

인력부족문제에시달리고있는경우가많음. 읍·면사무소의경우, 사회복지사가대부분1~2명

이고복지업무외에다른업무도같이하고있음.

■농어촌주민의접근성부족

- 농어촌(특히, 낙도나산간오지의경우)에서는교통편이불편한것뿐만아니라교통비부담도사회

복지전달체계에있어서중요한장애요인으로작용함.

- 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관련정보의부족도농어촌주민의접근성에있어서장애요인으로작용함.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농어촌주민들은사회복지서비스이용시정보획득이상대적

으로힘든것(평균3.17점)으로나타남.

- 농어촌에서는농한기와농번기를구분하여접근할필요가있는데, 실제로는고려하지못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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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의부족

- 이연구의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읍·면복지담당자나시·군의통합조사담당자의90% 정도가

‘사회복지직’인반면에노인복지담당자는사회복지직의비율이64.4%에불과하 음.

- 시·군 사회복지 담당 국장이나 과장의 직렬이 사회복지직인 경우는 1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현황은1급자격증소지율이65.5%임.

- 민간전문요원의대부분이민간사회복지기관근무경력3년미만임.

■서비스연계및민간협력의부족

- 농어촌지역은 개별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타기관과연계및네트워킹이더욱필요함.

- 본연구의조사결과에의하면, 민관의연계및협력정도는공공부문에비해민간부문이상대적

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하지만, 농업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이가장미흡한것으로나타남.

- 민간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농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함.

- 지역사회의민관협력의구심점역할을담당하고있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운 이활성화되지

못하고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상근간사가근무하는지자체는56개(66.7%)에그침.

■통합적사례관리및방문서비스추진곤란

- 통합적사례관리곤란: 현행시·군단위에서의사례관리는대상자도소수(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5~10% 정도)에 불과하고 제대로 된 통합적 사례관리도 못하고 있음. 그리고 사례관리를 양적

실적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서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사례관리와관련한교육이나훈련도별로없는것으로나타남.

- 방문서비스추진곤란: 사회복지직의충원으로읍·면사무소에1명이상의사회복지인력이배치

되고있지만, 1명이근무할경우대상자의가정방문은현실적으로어려움.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사회복지전달체계를수요자중심의맞춤형사회복지전달체계로전환해야함.

- 정부가일방적으로설계하여수혜대상자에게급여나서비스를제공하는전통적인사회복지전달

체계를수요자의권리와요구를강조하는수요자중심의맞춤형사회복지전달체계로전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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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사회복지전달체계의효율성을제고하고품질관리체계를구축해야함.

-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권역을 감안하고,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다기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

복지전달체계의효율성을강화해야함.

■통합적인사회복지전달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거버넌스를구축해야함.

- 공공부문뿐만아니라민간부문의역할과기능이중요함.

■사회적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등사회적경제의생태계를조성해야함.

- 농어촌지역공동체의활성화와사회적경제의발전과연계하여농어촌사회복지사업을추진해야함.

■생산적·참여적복지정책을실천적으로추진해야함.

- 근로능력이있는농어촌주민들을위해서는생산적사회참여를통해자립과자활을극대화할수

있도록지원하고, 근로능력이없는농어촌저소득계층을위해서는최소한의인간다운기초생활을

할수있도록국가에서보장해야함.

■중앙및지방정부의농어촌복지정책기능을강화해야함.

- 농어촌복지정책추진에있어서중앙및지방정부의역할을강화하고관련예산도확충되어야함.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농어촌형사회복지전달체계의구축

- 중앙정부의경우, 보건복지부는농어촌보건복지전담부서를설치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농어촌

사회과의 복지정책 조직을 강화해야 함. 농림수산식품부는 마사회(KRA)의 농어촌희망재단,

농협재단 등의 복지 관련 사업을 장려하고, 시·군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필요가있음.

- 도청의경우에는도의농어촌복지를총괄하는부서또는책임담당관을지정하여실질적으로운용

해야 함. 강원도, 전남 등의 사례에서처럼 보건·복지·여성업무 등을 1개 국으로 통합하고 도

내에서생활권역별로차별화된사회복지전달체계를구축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음.

- 시·군청의 경우는 희망복지지원단과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 담당자들을 정규

직의사회복지사로충원해야함.

- 읍단위지역과면및리, 마을단위지역을구분하여접근하고도서벽지에대한충분한배려가

있어야만함. 이를위해서는 1개시·군지역을 3~4개의생활권역으로나누어권역별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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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기존시설과인력을활용하고다기능화를함)를구축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 면지역의주민자치센터, 마을단위경로당및마을회관등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주민들의복지

역량을강화해야함. 농어촌주민들의복지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이장, 마을유지등에대한

복지교육을통해서마을복지사를양성할필요가있음.

■농어촌주민들의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개선

-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낙도나산간오지에거주하는주민등과같은교통소외계층에대한

교통편및교통비지원이필요함.

- 산간오지의 경우에는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거나 시·군 등에서 직 하는 순환형 셔틀

버스를운 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이와관련하여충남아산시에서는2012년11월부터

수요응답형교통체계(마중택시)와오지·등교·순환형한정면허버스(마중버스) 등다양한형태의

대중교통체계를도입하여시범운행을하고있음.

- 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관련각종정보를농어촌주민들에게다양한방식으로제공해야함.

- 농한기와농번기의구분에따라서사회복지프로그램을탄력적으로운용할필요가있음.

■농어촌사회복지인력육성및전문성강화

- 일반대학의사회복지학과, 한국농수산대학및농협대학의교과과정,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연수

과정등에서농어촌복지관련과목을개설하여관련학생들이의무적으로이수하도록하고수업

참여가사회복지관련자격증취득이나취업에도움이될수있도록관련조항을수정할필요가

있음.

- 광역단위로거점대학을지정하여농어촌복지학과를계약학과(20명내외) 형태로운 하는방안도

모색할필요가있음.

- 농식품부농어촌사회과의복지담당자들을사회복지전문가로특별충원하고담당자수도증원할

필요가있음.

- 시·군청의사례관리담당자는전문성이높은정규직으로충원해야함.

- 읍·면사무소의 경우, 최소한 2~3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초기상담과 찾아가는 서비

스를제대로할수있게해야함.

- 이장, 부녀회장, 마을 유지, 귀농·귀촌자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또는 마을복지지도자로

육성하여활용해야함.

- 농어촌사회복지인력의역량을강화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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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연계및민관협력강화

- 공공과민간의네트워크를튼튼하게구축해야함.

- 통합사례관리를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에서의민관연계협력체계가중요함.

- 민관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와 시·군 단위 사회복지협의

회의역할이중요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운 비및상근간사의인건비를

도및중앙정부가지원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통합적사례관리와찾아가는사회복지서비스강화

- 사회복지전문인력을적정수준으로보충해야하며, 교통편에대한특별지원이필요함.

- 통합적사례관리를제대로추진하기위해서는시·군청사례관리담당자의처우를개선하고사례

관리관련예산을현실화하고용도제한은완화해야함.

- 사례관리관련업무평가방법에있어서질적측면에대한평가를강화해야함.

■농어업관련기관의농어촌복지사업확대및내실화

- 지역농협, 마사회(KRA)의 농어촌희망재단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복지사업을 확대하고

내실화해야함.

- 기관경 평가에서농어촌복지사업추진실적을적극반 하도록하여농어업관련공공기관에서

농어촌복지사업을좀더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야함.

■기타

- 인력및예산의배정에있어서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도서형으로구분하여차등지원

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농어촌복지특별법」및기본계획들간의역할분담및협조체제를구축해야함.

- 최근에부각되고있는사회적기업이나사회적협동조합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농어촌복지사업을

추진할필요가있음.

연구관련문의
•박대식 I 연구위원 I 02-3299-4345 I pds8382@krei.re.kr

•최경환 I 선임연구위원I 02-3299-4348 I kyeong@krei.re.kr

•조미형 I 부연구위원 I 02-3299-4355 I mihyou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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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농어촌은인구과소화및공동화, 그리고인구고령화를겪는동시에, 최근에는귀농·

귀촌의증가, 인구감소세의둔화등의현상들로나타나고있음. 이와같은사회·경제적변화에따라

주민들이일상적생활을 위하는터전이라할수있는농어촌정주공간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며,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목적임.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를통하여정주공간변화에대한기존연구들을검토하고, 둘째, 관련통계를바탕

으로읍·면, 마을등다양한공간단위에서농어촌정주공간의변화양상을살펴봄. 셋째, 도시민

설문조사와 사례지역 농어촌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함. 사례지역은 경기도 양평군, 충북 진천군,

전북부안군, 경북청송군등4개시·군에서각각3개읍·면씩총12개읍·면을대상으로선정함.

넷째, 사례읍·면별로마을이장조사를실시하고심층현장조사를수행함. 넷째, 선진국의농어촌

정주공간 변화 및 최근 정책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작업을 관련 전문가들과 협동연구를 통해

추진함.

농어촌정주공간의변화와정책과제
(1/2차연도)

연구자: 성주인, 박시현, 김용렬, 윤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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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과소화·공동화 마을의 증가가 예상되어 왔음.

실제로대도시주변을제외한농어촌읍·면지역에과소화마을이확대되는경향이있음. 2005년

에는과소화마을이한개이상분포하는읍·면이전체읍·면중약47%인661개 는데, 2010년

에는전체의63%인884개읍·면에과소화마을이있는것으로집계됨. 특히군부의면지역은전체

마을중10.3%가과소화마을로분류되는등다른읍이나도농복합시지역에비해농어촌과소화가

더욱빠르게진행되고있음.

■이와동시에농어촌의총량적인인구감소추세가완화되는경향이있으며, 2005년이후에는오히려

농어촌인구가소폭증가함. 특히읍지역의경우1995년이후지속적으로인구가늘어나고있음.

전통적인이촌향도형인구이동패턴이반전될조짐이나타난다할수있음.

< 통계및설문조사데이터분석흐름 > < 도시민및농어촌주민의정주의식조사 >

<읍·면별과소화마을의변화추이> <농어촌의인구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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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경제구조에서도변화가나타남. 농어촌지역의취업자수를농업부문과비농업부문

으로구분해서살펴본결과2000년부터2009년사이에총취업자수가4만 714명감소함. 이는

농업종사자수의감소폭이컸던데서기인하는데, 해당기간동안농업부문은59만5,000명이줄어

26.5%의감소추세를보인반면비농업부문종사자수는55만4,286명이증가함(22.1% 증가).

■기초서비스부문사업체를기준으로읍·면단위의중심지계층을파악하여농어촌주민들의일상적

서비스이용여건변화를고찰함. 집계결과군청소재지중일부에서중심지계층이하락하는것으로

파악됨. 대도시권군청소재지들은계층이상승한비율이14.3%로집계되고있는반면, 대도시권

이외지역에서는계층상승비율이1.3%에불과함. 오히려계층이하락한비율이6.6%로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대도시권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농어촌지역에서는 일반 읍과 면 중심지

중계층이상승한비율이각각14.4%, 5.0%로나타남. 군청소재지의중심성이약화된반대급부로

이들하위계층중심지의기능이상승한것으로나타난것임.

< 농업및비농업부문농어촌취업자수변화 >

단위: 천명

<읍·면별중심지의계층변화(2005년-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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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정주 여건 개요

■양평군, 진천군, 부안군, 청송군의12개읍·면(시·군당3개읍·면)의행정리를소재지마을과비소

재지권마을로구분해서각종정주여건변화양상을살펴봄. 최근20여년간마을인구변화추이를

보면, 양평군은소재지권과비소재지권마을모두평균인구가증가하여도시민의전원주거공간으로

변모하는모습을보임. 진천군은소재지권마을은최근크게증가하고배후마을은감소하는추세임.

부안군과청송군은소재지마을과배후마을모두지속적으로인구가감소하고있음. 특히이들두

지역은배후마을의평균인구감소폭이커서마을과소화·공동화현상이나타남.

■사례지역의 외부 인구 유입 현상을 분석함. 농어촌 인구 유입 유형을‘귀농·귀촌 이주’와‘일반

이주’로구분할수있는데, 진천군은일반이주비율이특히높은반면, 양평군과청송군은귀농·귀촌

이주가우세함. 대체로소재지마을의경우일반이주가, 배후마을에서는귀농·귀촌이주가주를

이룸. 이는귀농·귀촌이주주민의경우는어메니티나농업 위조건등을고려하여배후마을을

선택하는경향이우세한반면, 일반이주주민의경우생활편의성등을고려하여소재지마을을

선택하는것으로나타남.

■마을주거지의물리적분포특성, 행정리내자연마을현황등에서지역별로차이를보임. 대표적인

평야지대인부안군백산면은행정리가하나의자연마을로이루어지는반면, 청송군과같은산간지역은

다수의 자연마을로 행정리가 이루어짐. 예컨대 청송군의 3개 읍·면들은 자연마을이 3개 이상인

행정리비율이50% 전후로나타남.

<평야지역의마을분포(부안군백산면)> <산간지역의마을분포(청송군부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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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경제활동 실태

■주민들일터의위치를살펴보면, 소재지거주주민과배후마을주민들간에약간의차이는있지만,

전체적으로볼때는주민들의직장이읍·면내에분포하는비율이높음. 이는농림업이나제조업등

외부수요에대응한일부기반부문을제외하면주민들이종사하는경제활동분야가대체로지역

내수요에대응하여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내수분야에집중되어있음을의미함.

■통근유출·입량을살펴보면양평군을제외한3개시·군은모두통근유입량이유출량보다커지고

있음. 이는타지역과의경제적연계성이높아지는측면도있지만, 대체로생활편의성을추구하여

주변도시로주거지를옮긴주민들이경제활동을위해이전거주지로통근이동만하는것으로도볼수

있음(특히청송군이그러함). 대도시의배후주거공간으로변모하고있는양평군은최근들어통근

유출량이유입량보다커지는모습임. 

서비스 이용 실태

■농어촌주민을대상으로기초서비스를이용하기위한중심지방문빈도변화를조사한결과, 하위

계층인읍·면소재지의중심성이대체로유지되는것으로나타남. 60대와70대를제외한연령대에서

대체로군청소재지와비교하여읍면소재지에방문하는횟수가늘어났는데, 이는기초서비스가아닌

고차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군청소재지보다는대도시또는인근의중심도시를방문하는것임을

짐작할수있음. 

<사례지역통근유출량대유입량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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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동 실태

■농어촌마을의과소화, 공동화등에따라과거마을단위로수행해왔던각종활동들이변화를겪어

왔음. 마을총회나공동애경사, 친목모임등의활동은현재마을에서지속되는반면, 공동농작업이

나도로·농수로관리등의활동들은부진한것으로조사됨. 정부지원마을사업역시그다지활성화

되지않은것으로나타남. 

■읍부와면부, 소재지마을과배후마을로구분하여각각의활동을비교한결과소재지마을보다는

배후마을일수록각종공동체활동수행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또한배후마을중에

서도면부보다는읍부의경우공동체활동을수행중인마을의비율이높게나타남. 면부배후마을

의경우과소화, 고령화등이진행되어공동체활동을유지하는데어려움이있음. 

■향후 공동체 활동 역시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점이 큰 상황임. 마을 과소화 등이

진행되면서활동추진의동력이약해지고있으며, 도농교류활동참여가구가늘고있지만그것이

공동체 단위 활동의 활성화로 귀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인구 유입 및 귀농·귀촌 등에 대한

기대도높지만단순히인구유입만으로공동체활성화를도모할수는없는것으로파악됨.

■한편농어촌으로의인구이동이이전부터폭넓게이루어진일부선진국들의경우외부유입인구의

<활발한공동체활동및향후소멸예상활동> <마을의공동체활동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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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거점으로서중심지기능을육성하는노력을전개하 으며, 혼주화의진행에따라계획적농촌

개발을 위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는 시도도 이루어짐. 무엇보다 혼주화와 인구 구성 변화에 따라

전통적공동체단위인마을을벗어나새로운공동체를모색하려는시도가나타나며, 특히민관의

파트너십구축을중시하고있음. 우리와유사하게인구과소화를겪어온일본의경우는한계마을에

대한정책적해법을찾으려는모색도이루어지고있음.

■마지막으로향후추진할정책과제로서첫째, 약화되는마을공동체기능을대체할수있는방안

모색, 둘째, 전통적마을공동체의역할을대신할새로운민간주체의육성, 셋째, 농어촌의마을

기능을 국가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계획적 농어촌 정비의 제도화, 넷째, 지역

별로 차별화된 정책 수요의 발굴 및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분권적 농어촌정책의 추진 방안

마련등을제시함.

연구관련문의
•성주인 I 연구위원 I 02-3299-4199, jiseong@krei.re.kr

•박시현 I 선임연구위원I 02-3299-4343, shpark@krei.re.kr

•김용렬 I 연구위원 I 02-3299-4362, kimyl@krei.re.kr

•윤병석 I 연구원 I 02-3299-4175, dd329@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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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부에의해농촌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된이래지난수십년간농촌에는수많은생산관련공동

시설과 생활관련 공동시설, 소득관련 공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왔음. 이들 대부분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지난수십년간공급된시설들임. 그러나농촌의인구·사회·경제적변화와함께이들공동시

설이저활용되거나유휴화되어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적지않음. 공동시설의유휴화

는정부와지자체는물론농촌지역사회에도자원의낭비, 유지·관리등에따른비용지출, 농촌의공

간관리측면에서의부담등의문제를발생시키고있음. 이에따라본연구는농촌에분포하는공동시

설의활용을증대하고이미유휴화된공동시설의재활용을촉진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

적으로함.

연구방법

■농촌공동시설의분포와활성화및유휴화정도, 그리고이용활성화를가로막는문제와정책수요

등을조사·분석하기위해다양한연구방법을채택함. 

■먼저농촌공동시설의분포를분석하기위해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자료를활용함. 

■농촌공동시설이용의문제와활용증대를위한정책수요분석을위해서는전국읍·면에거주하는

농촌주민321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 으며이에대한보완조사로서사례지역4개면의

94명이장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 음. 

■또다양한현장사례를발굴하기위해사례지역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하고전문가들과의인터뷰

조사를실시함. 

■이외에도선진국의농촌유휴시설활용제도나실제사례를문헌조사를통해검토함.

농촌공동시설의유휴화 실태와
활용증대방안

연구자: 김광선, 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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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동시설의 개념과 범위

■농촌공동시설은공공성의관점에서일부공용성의관점을수용하는방향으로정의하되시설공급의

공공성, 사용및관리주체의공동성, 사용목적의농촌성등을결합하여조작적정의를내릴필요가

있음.

■본연구에서는농촌공동시설을“농촌주민들의일상생활및경제활동유지를위해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시설이나주민들이공동으로사용하는건축물형태의시설(일부비건축물포함)”로정의한

후⑴공공시설, ⑵커뮤니티시설, ⑶건강·운동관련시설, ⑷문화·여가관련시설, ⑸교육·보육

관련시설, ⑹농업생산관련시설, ⑺수산업관련시설, ⑻기타소득시설, ⑼기타공동시설로구분함.

<농촌공동시설유형과해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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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동시설의 활용 실태와 유휴화 원인

■농촌주민들이주로이용하는공동시설은시설유형별로현재의공간적배치가마을-읍·면-시·군

단위별로달리나타나고있음.

■농촌 공동시설의 활용 정도는 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기보다 대체적으로 개별 시설별로 활용

정도에대한차이가있는특성을보이고있음. 즉, 개별시설모두활용도가비교적높은수산업관련

시설이나, 반대로개별시설모두활용도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평가된기타소득시설을제외

하고는다른유형의공동시설은비교적개별시설별로활용도가다른특성을보이고있음.

■농촌공동시설이유휴화되거나저활용되고있는원인을조사한결과, 커뮤니티시설은주로‘냉난

방비·운 비·유지관리비 부족’(18.5%)이 시설 유휴화 또는 저활용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그밖에‘마을내없어불편’, ‘부속된시설·장비부족’, ‘프로그램운 부족’, ‘관련서비스제공

전문가및관리자부족’이그다음으로중요한유휴화및저활용의원인으로평가되고있음. 

■이외공동시설들의경우는주로‘마을에없어불편’,‘거리멀고교통불편’,‘부속된시설·장비

<농촌공동시설유형별공간분포>

<주요농촌공동시설별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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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서비스 제공 전문가·관리자 부족’,‘냉난방비·운 비·유지관리비 부족’등이 공동시설

유휴화및저활용의주된원인이되고있음. 

농촌 공동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설문조사 결과 농촌 공동시설 이용 활성화의 애로점으로 응답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멀고 교통

불편’,‘냉난방비·운 비·유지관리비부족’,‘관련서비스제공위한전문가·관리자부족’에집중

되고있는반면, 정책수요로서는‘유지관리비확보’,‘부속시설·장비확보’,‘기능복합화’,‘노후

시설리모델링및보수’에대한응답비중이높게나타남. 

■따라서정책적으로는정책수요로서높은비중을차지하는요구를우선해결해나가되애로점으로

지적되는응답비중이높은사항을정책수요로포괄해가는접근이관련정책추진의대안이될수

있을것으로보임.

<농촌공동시설유형별유휴화의주요원인>

<농촌공동시설이용애로점과정책수요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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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동시설의마을-읍·면-시·군단위배치수요를조사한결과시설별로관련서비스를제공

하는공간적범위수요가달리나타나고있어향후관련공동시설을농촌에공급할시아래표와

같은농촌공동시설배치안을참고할필요가있음.

<마을-읍·면-시·군별반드시필요한농촌공동시설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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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의 미래를 고려할 때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공동시설에는 대체로 농업생산, 건강·운동,

기타소득증대, 커뮤니티생활등과관련된시설이주로포함됨. 

■농촌공동시설의효율적공급과이용활성화를위해서는개별공동시설의기능을복합화할필요가

있다는의견역시높음. 

■농촌공동시설에는건축연한이수십년이지나이제는낡고위험하며때로는필요없는시설또한

발생하고있음. 이러한농촌공동시설가운데리모델링(대수선)이필요한것으로는지역유형을막론

하고‘마을회관’과‘경로당’과같은커뮤니티시설이가장높은빈도로지적되고있음. 

농촌 공동시설 이용 활성화 및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결과농촌공동시설이용활성화와유휴시설활용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을네가지로설정

하 음. 첫째, 농촌공동시설활용에대한지자체의권한강화, 둘째, 농촌공동시설활용에대한

지역사회참여강화, 지속가능한농촌공동시설이용방안마련, 중앙정부차원의관련제도정비가

이에해당한다. 

■이러한 정책 기본 방향의 설정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하 다. 농촌 공동시설

이용촉진및유휴시설활용계획의수립의무화, 지자체별농촌공동시설관리위원회운 , 농촌

공동시설관리·운 예치금제도도입, 농촌공동시설운 주체로서제3섹터조직의활용, 농촌

커뮤니티버스운 제도도입, 농촌공동시설관리및활용에대한표준매뉴얼개발·보급등일곱

가지의과제가이에해당함.

연구관련문의

•김광선 I 연구위원 I 02-3299-4361 I yeskskim@krei.re.kr

•이규천 I 선임연구위원I 02-3299-4191 I gcle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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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2002년부터 정부가 마을단위 농촌관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 농촌관광의 시장규모는

크게확대됨. 하지만농촌관광시장이아직도공공지원에의해견인되고있으며고부가가치산업

으로발전하는데는한계를보이고있음. 이연구에서는그동안농촌관광발전실태를점검하고변화

하는여건속에서농촌관광의발전방향과그에따른정책과제를도출함.  

선진국의 농촌 관광 동향과 시사점

농촌관광선진국인 국프랑스독일과우리와여건이비슷한일본의사례를검토함. 선진국의농촌

관광은개별경 체중시의유럽형과지역경 체중시의일본형으로구분됨. 선진국에서는농촌관광

시장규모는계속성장하고있음. 유럽국가에서농촌관광시장의국제화가진행되고있으며경쟁도

강화되고있음. 농촌관광의개념이슬로우라이프적인삶의방식등으로확장되고그에따라상품이

다양해지고있음. 국가별로약간씩상이하지만농촌관광정책은다양한주체에의해추진되고있음. 

한국의농촌관광은정부정책에의한민간시장견인, 농촌관광마을에대한직접투자의특징을가지고

있음. 한국은선진국에비해농촌관광시장에서공공의 향력이매우강한편임. 향후한국의농촌

관광정책은공공의 향력축소, 개별경 체육성, 정책목표의다양화등이추구되어야할것임.

농촌관광 수요 동향

농촌관광에대한수요파악을위해6대광역시주민을대상으로조사를함. 농촌관광이동총량과

농촌관광의새로운방향과정책과제

연구자: 박시현, 김용렬, 권인혜, 류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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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횟수는크게증가하여국내여행이동총량감소와대조를보 음. 농촌관광경험횟수가국내여행

경험횟수에서차지하는비중도2009년에1.8%에불과하던것이2012년에는4.2%로높아졌음.농촌

관광시장규모는2011년2,884억원가량하던것이2012년2,953억원수준으로증가함.이는농

촌관광객1인당지출금액은감소하 지만농촌관광경험횟수가크게증가하 기때문이다. 국내관광

시장규모와비교해보면2011년과같이1.4%를유지하고있다. 농촌관광동기는휴식과휴양을위한

다는것이5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외국인조사에서는한국의농촌관광마을을찾는외국인은주로아시아계중심이며, 특히중국계가

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이들은단체관광객으로여행사를통해농촌관광을경험하고있음. 이들은

농사체험프로그램과자연경관이우수한지역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음. 외국인이느끼는농촌

관광의전체적인서비스수준은선진국수준에도달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으며재방문의사도상대적

으로낮게나타났음.

농촌관광마을 운 실태

정부지원을받아조성된농촌관광마을의사업추진실태와향후지속가능성을진단하기위해마을

조사를실시하 음.

조사결과최근3년간방문객과매출액이증가하고있는마을이과반수를차지하고있어마을단위

농촌관광사업이어느정도정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농촌관광마을의80% 이상이공동주차장,

공동숙박시설, 공동식당등이설치되었음. 하지만 1년내내시설물이가동되는마을이있는가하면

1년에2~3일시설물을사용하고나머지는유휴화되는마을도있음. 50% 마을에서체험활동수익

으로 시설물 유지 및 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해 부족분을 마을기금에서 충당하거나 시·군에서 일부

지원받는경우도있음. 

조사대상마을의70%이상이사무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무장이있는마을은마을분위기가

활발하고 사무장이 없는 마을은 마을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음. 또한 사무장이 없는 마을은 시설물

활용일수도낮았음. 

많은마을에서단순한 농체험과만들기체험에서탈피하고자하지만체험활동의변화를실천하고

있는마을은많지않은편임. 마을조사에서관광마을사업분위기와수익금의배당이상관관계가높은

것으로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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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개별 경 체의 운 실태

개별경 체가운 하는농어촌관광실태를파악하기위해농어촌민박관련제도를살펴보고전국

농어촌민박등록가구중무작위로추출한2,500가구에대한조사를실시하 음. 2005년에이루

어진농어촌민박지정제도에의해농어촌거주주민이일정요건을갖추면누구라도쉽게농어촌민박

사업을할수있도록하고있음. 그결과전국에는2만여개의농어촌민박가구가등록되어있어이분야

경쟁이거세지고있음. 농어촌민박시장의경쟁악화는대부분의민박가구에서매출액과방문객의

전반적인감소로이어지는한편, 시설과경 능력이뛰어난소수의전문펜션과그렇지못한상당수의

농어촌민박가구간의양극화를심화시키고있음. 

전반적으로농어촌민박은예약시스템및리스크관리가불충분하며조직및연계활동도미흡한

것으로나타났음. 또한음식물제공서비스등에대한법적근거도명확하지않으며, 각종체험시설에

서의안전장치, 안전사고에대한사후처리조치등도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못함. 

농촌관광 운 지원 시스템

정부지원 등에 의해 다양한 농촌관광 관련 웹사이트가 있지만 정보검색-예약-결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사이트는 정보화마을과 양평나드리 정도임. 따라서 정보화마을 이외의 관광마을이나

세한농어촌민박가구가쉽게활용할수있는온라인상의예약및결제시스템이미흡함.

정부지원을받은체험마을에대해서는농어촌체험관광보험이운용되고있지만농어촌민박, 관광

농원, 교육농장등농촌관광개별경 체는일반보험틀속에서개별적으로가입하고있음. 농어촌

민박가구의27.8%만이보험에가입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음. 

농촌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농촌관광 정책은 지역 경 형과 개별 경 형을 모두 포함하되 양자가 서로 공생하는

전략을추구함. 지역활성화내지는마을공동체활성화수단으로서의현행농촌관광정책을계속하되

개별경 체의관점에서수익성도동시에추구해나가야할것임. 한편농촌관광정책은농촌관광의

지속가능성과산업화를지향해야함. 

성숙기에접어든한국농촌관광정책의발전방향으로다음을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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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의지속가능여건조성: 농촌관광의자원이되는농촌자연환경의지속성, 농촌관광경

체의지속적유지, 농촌관광시설물의지속적이용등을주요정책목표로설정함.

다양한정책파트너육성: 농촌관광현장에서는마을단위농촌관광사업이전통적인공동체를넘어서

경제적인이해관계속에서작동할수있도록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기업등을사업추진주체로

활용함. 중앙및지역차원의정책파트너의육성은관련자들의조직을통해서이루어질수있음. 

농촌관광산업화기반강화: 시설물설치에집중되어있는농촌관광관련정부투자를농촌관광의

산업화기반조성에도활용함. 농촌관광과일반대형관광시설과의정책차별화를실시함. 농촌관광

상품의품질제고를위한시설및서비스수준점검, 안전장치마련, 서비스의표준화및등급화등을

추진하고이업무를담당할농촌관광관련자의조직을육성함.

새로운농촌관광수요대응: 슬로우라이프, 로컬푸드, 헤리티지등새롭게대두되는가치와연계한

농촌관광상품의개발이필요함. 새로운수요자로등장하는개성이뚜렷한젊은층과외국인방문객을

대상으로하는농촌관광상품개발도필요함.

주요정책과제로다음을제시하 음.

농촌관광을운 할만한인력부족, 농촌관광에대한주민들의이해도저조, 소득이높은농사일에

바빠 농촌관광 필요성이 높지 않거나 지나치게 고령화된 마을의 선정을 가급적 억제함. 다음으로

투명한농촌관광마을경 을위해단기적으로는관리및지도교육을강화하되장기적으로는농촌관

광마을의경 체를상법상의회사법인이나협동조합법상의협동조합으로유도하여소유(마을주민)

와경 관계를명확히함. 

현행마을별로최대5년(3+2)간사무장활동비의90%를정부가지원하고있는데, 이를1차적으로

3년더연장하고그이후에다시2년더연장하여최대10년간지원할수있도록하되정부지원비율은

점차축소함. 체험지도사와마을해설가의활동을장려하는방안을강구함. 

2012년도농교류촉진법의개정에의해체험마을에대한등급제가실시될예정이지만등급제보다는

약한수준의인증제실시가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농어촌민박가구의육성을위해서 현행농어촌민박가구중에서농촌관광의기본취지에적절한

민박(가칭농어촌체험민박)을재분류하여이들민박에대한정책지원을강화함. 농어촌정비법에기초

하여등록한농어촌민박가구를대상으로등급제를실시하고그결과로써재분류하는방안을고려함. 

농어촌민박을포함한농촌관광경 자가쉽게가입할수있는보험상품을개발(가칭: 농촌관광종

합보험)함. 저렴한 가격으로 농촌관광 경 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 및 결제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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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함. 현재활용되고있는정보화마을홈페이지와웰촌포털사이트의통합방안을강구함. 

체험마을협의회, 관광농원협회, 팜스테이마을협의회, 교육농장협의회 등 기존의 농촌관광 조직과

신규로설립되는농어촌체험민박협회(가칭) 등이연대하는『한국농촌관광추진연합회(가칭)』를육성함.

이협회에서인증제혹은등급제를실시하며분야별교육도담당하도록함. 

기타농촌관광경쟁력을높이기위한중간매개조직혹은컨설팅기능을활성화함. 농촌관광주체와

관련기관간의협력관계를만들기위한지방자치단체주도의프로그램개발을촉진함. 농촌관광공급

자와소비자의평가를통한데이터분석연구는다양한부문에서지속되어야함. 

외국인농촌관광수요확대를위해한국농촌관광에대한정보의접근성향상을위해체험마을, 농어촌

민박등농촌관광경 체의외국어( 문, 중문, 일문) 홈페이지구축을지원한다. 국내인바운드여행

사와의연계를강화함. 

농어촌민박과체험마을상품에캠핑사이트임대, 자취용농가임대, 전원걷기, 문화유산(heritage)

답사, 유기식품구매등을연계함. 농사체험외에숲가꾸기체험, 문화유적보전, 경관보전활동등을

체험활동으로개발하며, 학생들의농산어촌유학을농촌관광시설과연계함.

연구관련문의

•박시현 I 선임연구위원I 02-3299-4343 I shpark@krei.re.kr

•김용렬 I 연구위원 I 02-3299-4362 I kimyl@krei.re.kr

•권인혜 I 연구원 I 02-3299-4237 I kinhye@krei.re.kr

•류경선 I 위촉연구원 I 02-3299-4290 I greenfu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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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오늘날, 여성농업인은농업의주생산자, 경 자, 마케터, 농외소득경제활동참여자, 농산물판매및

경 관리자 등 농업에서 여성의 활동분야가 증가하고 있음. 농업부문에서 여성농업인이 종사하는

노동시간증가와경 참여의정도가증대하는경향은농업에서노동인력으로서뿐만아니라경 인

력으로서의역할이커지고있음을나타냄. 그러므로여성농업인실태조사를통해여성농업인의생활과

일에 관계된 제반 조건을 살펴보고, 경 인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과 그들의 요구 내용을

도출하는것은여성농업인의경 인력육성화정책에도움이될것임.

연구방법

여성농업인의경제활동과사회활동실태를살펴보기위해설문조사와마을조사를실시함. 설문

조사의 조사대상(모집단)은 농촌(읍·면지역)거주, 만 19세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으로 하 다.

연구목적이여성농업인의경 인력화에있기때문임. 표본은총702명으로95% 신뢰수준에서최대

허용표본오차는±3.70% 다. 조사는조사전문업체인리서치앤리서치에위탁하 고구조화된설문

내용에대해개별면접조사방식으로이루어짐. 표본추출은권역(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별 175

명을할당후, 권역내농촌유형(도시근교, 평야, 산간)과재배품목, 경 규모, 생애주기등을고려하여

할당표집하여 조사하고,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임. 마을 조사는 연구진이

직접조사함. 조사내용은전국조사와동일한설문지를이용함. 마을은개별농가의재배품목과 농

규모가상이함에따라마을별공통점을찾기어렵기때문에, 농한기기간을객관적인지표로보고

3개마을을선정함.

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적역할제고방안
(1/2차연도)

연구자: 정은미, 마상진, 민자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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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역할 확대와 한계

■여성농업인의역할변화는사회경제구조와관련이있음. 산업화과정에서가정경제가시장경제에

포섭되는과정에서성별분업의개념이변했기때문임.

- 산업이고도화되면서전가족의소비활동에비해가사활동의가치가쇠퇴하 고그에따라여성이

유급노동으로진출하는경향이심화되고있음. 여성농업인도가사와양육이여성책임이라는전통

적인성별의식에대해이제는부정적인견해가높음. 

- 우리사회가전반적인남녀평등사회를지향하며농업분야에서는단순보조자로인식되던여성

농업인이경 자로활동하는사례가나타남. 

■농업에서 여성의 노동이 증가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여성노동의

증가가 여성의 경제사회적 독립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 여성농업인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다는것이우리나라여성농업인이갖는특수성임. 

- 농가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낮으며, 농외소득이라 하더라도 수확기 등 특정시기에

일시적이고낮은임금수준때문임. 그러므로실제여성농업인으로서경제적독립을이룬경

인의수는적음.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실태

■전국 65세 이하 여성농업인 70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농가에서 농업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여성농업인의농사일담당비중은20~30대를제외하고50% 이상으로비중이높음. 

<농가의가족및일관계의변화> <농업변화와여성농업인의역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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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규모가 크고 평야지역이며, 특히 시설재배 비중이 높고 농한기간이 짧을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사일담당비중은높음. 

■여성농업인은농업생산분야중파종, 육묘, 정식이나수확작업과관리등농기계사용이비교적

적은분야, 고용을결정하거나인력관리, 품앗이, 소비지출에관여가많음. 반면, 기술및판매정보

수집, 경 일지나회계장부작성등기록작업은참여비중이낮음.

- 연령이높을수록경 활동과노동활동모두상대적으로적극적이고 농규모가대규모이고농한

기간이4~5개월인경우가경 활동에적극적임. 농업노동은숙련노동이고농업경 도계절변화에

따른농가별맞춤형경 이므로, 육아와가사의비중이상대적으로적은40대이후여성농업인은

농업경 과노동모두참여도가높아지기때문임. 

■여성농업인은 2·3차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소득활동에 참여하더라도 특정 시기에

일부참여하는정도임. 2·3차경제활동참여율을연령별로살펴보면, 20~40대는농산물가공이나

판매, 비농업분야시간제노동, 취업등에다른연령대에비해비중이높고, 60대는품앗이노동이

37.8%로가장높음. 

- 2·3차경제활동은 농규모가클수록농업임노동에참여하는정도는낮음. 

- 농산물직거래는 농규모가대규모인경우가참여율이가장높지만, 중규모20%, 소규모18%로

중소규모의 농가도 농산물 직거래 판매에 참여가 높음. 그 이유는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로

인해유통마진이높아생산자수취가격이낮기때문에, 농규모에관계없이직거래를통해생산

자수취가격을높이고자하는현상이라고판단됨. 

- 농산물가공은중규모9%, 중대규모7%, 소규모5%의순으로참여율이낮음. 

■그러나조사대상여성농업인의60%가향후2·3차경제활동에참여할의향이있는것으로조사됨.

2·3차경제활동을원하지않는40%는고령이고, 농한기기간이짧고, 농규모가클수록농업노동

이과다하기때문으로판단됨. 

- 여성농업인이하고싶은소득활동은현재참여하고있는2·3차경제활동의비중보다높게조사됨.

- 연령별로 20~50대는 일반 농외 취업과 농산물 직거래와 농산물 가공, 농촌체험·관광사업에

관심이있음. 특히20~40대는자녀양육에현금수요가많다보니농외취업에대한의향이높고,

농외취업외에는20~30대가농산물직거래와농산물가공사업에17%의의향이있다면, 40대는

농촌체험·관광사업에9.6%의의향이있음. 

- 농촌거주기간이 10년이하로짧은경우는농산물직거래판매 20%, 농산물가공에 15.7%의

의향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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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한기기간에따른차이는농산물직거래판매는농한기간과관계없이15% 내외의의향이있는

반면, 농한기 기간이 2~3개월인 경우는 농산물 가공에 14%의 의향이 있으며, 농한기 기간이

4~5개월로비교적긴경우는농촌체험·관광사업에9.5%의의향이있음. 

■여성농업인 CEO는 1990년‘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후 여성 중심의 소규모 사업에 창업과

경 을지원한사업프로그램의 향으로등장하기시작함. 

- 이들은 각종 농산물 가공 상품과 교육 체험 농장, 농가 레스토랑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상품화하여지역경제에활력을주고있음. 

- 여성농업인CEO의공통점은부부또는부부+자녀로이루어진가족경 이며, 경 의의사결정은

가족의 동의와 협의로 이루어지고 여성 자신의 특기, 장점을 사업화 하는 등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을받고있음. 또한, 창업전체계적인준비에오랜기간을투자하는반면, 외부지원은최소

화하는등독립성이강하고소비자와지속적인교류방법으로상품을홍보하며, 자녀들이후계자로

경 과기술에참여하는경우가대다수임.

조사결과로 본 여성농업인의 과제

■자존감이낮은중소규모이하의여성농업인을농업의경 인력으로육성이필요한것인가, 필요

하다면그지원의형태는무엇인가하는과제임.

- 여성농업인의농업노동참여율은높지만본인이소득에기여한정도는다소낮게평가하고농가

내에서전문농업인이라기보다보조적인농업인으로판단하는경향이있음. 중소규모이하의여성

농업인일수록자신의소득기여도를낮게평가하는것은농업소득의크기가여성농업인의자존감에

향을주고있는것이라고판단됨.

■소득활동의향이높은여성농업인에게실제소득활동으로연계되도록지역자원을활용하여사업을

조직하고, 그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잠재능력을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과제임.  

- 여성농업인은경제활동을활동의우선순위로하는비율이63%이고그다음이집안·가족, 행사가

31%임. 또여가시간을개인(취미/교양)이나가족을위해보내고싶지만실제개인을위한시간은

10%에불과하며, 농외소득활동을원하는비율이60%에이르고농외소득활동을원하는이유는

경제적요인이52%임. 이결과는여성농업인이경제사회활동에서경제적인요인에가장 향을

받고있음을의미함. 

■농촌지역에일자리를만든다는차원이아니라실질적으로농촌에서일할수있는여성을경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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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활용할수있게하는방안이필요함.

- 여성농업인은 농규모가 클수록 농사일 담당 비중이 크게 증가함. 농규모가 클수록 남편의

사회활동이많고그때문에농업생산부문조차여성농업인에게전가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

하기때문임. 반면, 농규모가소규모라하더라도외부인력을고용하거나관리하는일은여성

농업인이 관여하는 비중이 68%에 이르고 판매처를 결정하거나 통장을 관리하는 비중도 각각

64%, 74%로 높음.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여성농업인의 경 능력은 농규모의 크기에

반드시비례하지않는다는가정이가능함.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향

■지금까지경쟁력있는농가, 주로 농규모중규모이상, 40~50대전문경 인은농정의주요수혜

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규모 이상, 40~50대 여성농업인도 2·3차 경제활동을 원하는 비중

50% 이상으로높음. 이것은농업경쟁력있는농가의여성농업인도정책의수혜가극히적었음을

반증함.

- 여성농업인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은 경 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므로 자산의 유무를 기준으로

여성농업인의경 인력으로육성하는데필요한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음.

■중규모 이상의 농규모에 축산이나 시설채소 등 단일품목의 경쟁력 있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에서이미노동인력으로그역할을충분히수행하고있지만한편, 지역자원의이용측면

에서경 능력을발휘할여지가있기때문에경 인력으로육성이필요함. 

- 농업의2·3차산업인농산물가공이나체험교육농장에관심이있는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기존의

여성농업인일감갖기사업을보다체계적으로지원하는창업보육지원이필요함. 

■중소규모의농가는농촌지역의80% 이상을차지하며지역사회를유지하는중요한인적자원일뿐만

아니라, 지역의먹거리문화나지역고유의맛을유지하고보전하는인적자원임. 

- 이들에게소득향상의기회를제공하고, 소규모이지만안정적인농업활동을지속하게하는생산적

복지차원의지원, 예를들면꾸러미사업과같은경제사업의조직화는새로운경 주체를만드는

기반이될것임.

연구관련문의
•정은미 I 연구위원 I 02-3299-4311 I jeongem@krei.re.kr

•마상진 I 연구위원 I 02-3299-4258 I msj@krei.re.kr

•민자혜 I 초청연구원 I 02-3299-4190 I jhmi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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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기관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로벌핵심어젠다로다루어지고있음. 기후변화는식량공급부문에긍정적인측면도있으나부정적인

측면이보다강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앞으로기후변화가가속화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국내

농업분야기후변화연구는생산에미치는 향분석에국한되어있고, 식량공급에미치는 향과그에

따른 대응전략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식량생산 잠재력을 진단하고, 기후

변화가식량공급에미치는 향을체계적으로분석함으로써기후변화에대응한안정적식량공급체계

구축방안을제시하고자함.

연구방법

기후변화와식량공급관련농업인의인식및반응분석을위해농업인대상(403명) 설문조사를실시

하 으며, 기후변화가벼병해충관찰포피해면적에미치는 향을계측하기위해패널분석모형을

이용하 음. 또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공급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작물생육통합모형(CERES-

Rice)과 농업시뮬레이션 모형(KASMO)을 이용하 음. 이상기상이 발생하는 경우 쌀 생산 수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분석-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 고, 기후변화가 국제곡물시장에

미치는 향력을파악하기위해다중회귀분석모형을이용하 음. 농업인의기후변화적응기술수용에

대한의향분석을위해순위형로지스틱회귀모형을이용하 음.

국내 기후변화의 실태와 전망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912년 이후 장기간 관측자료가 있는 서울, 인천, 강릉,

대구, 부산, 목포 등 6개 지점 자료를 이용한 결과, 1912~2010년간 기온은 1.8℃ 상승하 고,

기후변화가식량공급에미치는
향분석과대응방안

연구자: 김창길, 정학균, 한석호, 김정승, 문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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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은200㎜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권원태, 2012).  

■20세기 말(1971~2000) 대비 21세기 말(2071~2099) 한반도의 기후변화 전망을 살펴보면,

RCP4.5 시나리오의경우기온은3.4℃상승하고, 강수량은17.3% 증가할것으로, RCP8.5 시나

리오에서는기온은6.0℃상승하고, 강수량은20.4%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음.

기후변화와 국내 식량생산 잠재력 진단

■기후변화가지속됨에따라7월호우일수가증가할수록, 겨울철기온이상승할수록, 6월기온이

높을수록, 6월강수량이증가할수록벼병충해피해면적은증가할것으로예상됨. 특히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혹명나방, 벼물바구미 등은 기후변화로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향 분석

■KREI-KASMO를 통해 주요 곡물의 생산량을 분석하 음. 2050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RCP8.5 시나리오의경우단수와재배면적이감소하여쌀은17.8%p 감소하는것으로, A2시나리

오의경우콩은21.2%p, 보리는13.7%p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음.

<21세기말한반도평균기온및강수량전망>

<평균기온> <평균강수량>

자료: 기상청기후변화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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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주요곡물자급률을계산한결과쌀의경우기후변화시나리오가 55.0%로베이스라인에

비해 18.3%p, 콩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6.8%로 베이스라인에 비해 1.3%p, 보리의 경우

기후변화시나리오가8.5%로베이스라인에비해6.6%p 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음. 

- 기후변화로 이와 같이 쌀 자급률이 50%대로 떨어져 쌀 소비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콩과보리도식량자급률이크게하락하여향후수입의존도가보다심화될것으로전망됨.

<기후변화에따른생산량및수입량변화: 쌀품목사례>

<기후변화에따른자급률변화: 쌀품목사례>

수
입
량

생
산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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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상이 쌀 단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결과, 이상고온이발생할경우쌀

단수는 5.8~16.3% 감소하고, 이상강수

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1.0~2.5%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상고온과 이상

강수량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쌀단수가 8.8~20.8% 감소하는것으로

추정됨. 이는 향후 이상기상 발생빈도

증가로쌀의공급불안이야기될수있음을

시사함.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신축성 계수를

추정한 결과 이 3.23, 쌀 2.39, 대두

2.31, 옥수수 2.15 등으로 나타났음.

이는 주요 곡물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

비탄력성으로이상기상등의시장교란시

가격변동의 진폭이 크고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나타냄.

■농업인들의경우기후변화가식량공급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응답의 비중이 61.3%로 나타난 가운데, 식량공급 안정화 방안으로는

곡물자급률 제고, 국산곡물소비 확대, 해외 수입선의 안정적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음.

곡물자급률제고방안으로는수매제도등판로지원, 직접지불제도신설혹은확대, 기후변화대응

기술의개발및보급, 조사료확보로사료용곡물수입감소등이중요하다고평가하 음.

<주요곡물의가격신축성계수>

<이상기상시나리오별쌀단수예측>

<식량공급안정화방안> <곡물자급률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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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식량공급체계 구축 방안

■기후변화에대응하는안정적식량공급체계구축을위해국내생산능력제고측면에서적응기술의

개발및보급확대, 농지보전, 경지이용확대, 융합기술활용, 농업기반시설현대화등이필요함.

완충능력제고측면에서는복원력및생물다양성제고, 위험관리시스템구축, 식량비축확대등이,

해외수입능력제고측면에서는해외식량기지건설, 국제곡물시장활용, 국제협력강화등이, 정책적

대응능력제고측면에서는 향분석모형정교화, 취약성평가, 교육및훈련강화, 기후변화대응

센터설치등이요구됨.

연구관련문의
•김창길 I 선임연구위원I 02-3299-4265 I changgil@krei.re.kr
•정학균 I 부연구위원 I 02-3299-4248 I hak8247@krei.re.kr
•한석호 I 부연구위원 I 02-3299-4279 I shohan@krei.re.kr
•김정승 I 연구원 I 02-3299-4335 I jskim@krei.re.kr
•문동현 I 초청연구원 I 02-3299-4340 I dhmoon0326@krei.re.kr

<기후변화 향분석과대응방안의연계기본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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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필요성및방법

■농자재산업은 농업부문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려나있었으며, 농자재산업과농업부문이어떤연계구조를가지고있는지, 농자재산업이전·후

방으로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에대한연구도미흡한실정임. 

■농업의중요한기반산업인농자재산업과대표적인농자재산업인무기질비료(화학비료)와작물보호

제(농약)산업의동향을파악하고발전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음. 

■이 연구에서는 농자재산업과 농업 간 산업 연관분석, 안전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작물보호제

산업과무기질비료산업의동향을살펴보고발전방안을제시하 음.

농자재산업의산업연관분석과가격변화 향

■농자재산업과 농업부문 전·후방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계측한 결과에

따르면, 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농자재산업은 농업부문 생산물을 중간재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나타났음. 

농림업후방연관산업의전략적발전방안
-작물보호제와무기질비료-

연구자: 강창용, 박현태, 박기환, 한혜성

<농림업후방연관산업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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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농자재산업부문을외생화시켜1억원의수요가증가했다고가정한결과, 농자재산업중에서

질소화합물이자체부문생산증가및타산업의생산증가에미치는 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공급제한효과분석결과, 농업부문과음식료품을포함한전체산업에가장큰 향을미치는농자재

산업은 1억 원 상당의 공급 감소로 9억 5천만원의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 감소를불러일으키는

것으로나타남.

■인건비의변화효과를계측결과, 자체부문피용자보수변화에가장큰 향을받는농자재산업은

종자및묘목이며, 가장적게 향을받는부문은농약부분으로분석됨. 

■국내 석유제품(연료유)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농자재산업에서 가장 크게 향을 받는 산업은

질소화합물로서 6.37%의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 비료(0.54% 상승), 농업용 기계,

종자및묘목, 농약, 사료순으로추정됨.

작물보호제산업의동향과발전방안: 안전성관리개선방안을중심으로

■작물보호제는농산물에대한치료제와방제제로병해충으로인한생산성저하를막아주고품질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함.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가운데 유기, 무농약의 비율이 7% 이하로 농산물

생산의93%는화학농약의사용이반드시요구되기때문에위험성이있지만선택이불가피함. 

■작물보호제시험연구기관은경 차원에서시험기관의초기비용이적지않고안전성에대한검증

측면에서매우중요함. 하지만현재시장에비해시험기관이많아출혈경쟁으로수익성사업으로

연계되기힘들기때문에시험기관의구조조정이요구됨.

- 작물보호제시험기관에대한운 과시설장비, 시험관리등에관련된여러지표를가지고평가한

결과, 시험연구기관의운 이형식적측면에서나내용측면에서느슨한것으로나타남.

■한편, 우리나라작물보호제라벨링은안전성과관련하여제품의추가정보제공이제대로이루어지지

못한것으로조사됨. 또한제품마다라벨링에대한일관성있는표시체계가구축되어있지못하여

핵심정보를파악하기힘듦.

■작물보호제에표시된라벨링에대하여IPA 분석결과, Ⅰ사분면에위치한‘적용대상및사용량에

대한 정보 전달’, ‘해독 및 응급처리 방법 표기’와 관련하여 농민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Ⅱ사분면의‘라벨링 씨의크기및위치’, ‘소비자가이해하기쉬운

설명표기’의경우농민들은중요하게생각되나만족도는낮은것으로나타나관리가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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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사용자인농민들의준법(Compliance) 미준수의원인은농민들의잘못된습관, 부적

절한(미흡또는과다정보) 정보, 경제적이득을고려한행위, 농민들의오염위험에대한낮은의식

수준등으로요약됨.

■농민들은작물보호제살포시인근지역의오염을방지하기위해분무액의비산을최소화하는것이

필요함. 특히고성능방제기의사용이늘어남에따라비산의문제는심화될것으로예상되지만우리

나라는이부분에대해서거의주의를기울이고있지않고있는실정임. 

■우리나라는농촌과 농에서발생하는폐비닐과농약빈병에대한수거·처리를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며, 빈농약병수집과처리에소요되는비용은국가(30%), 지방자치단체(30%), 한국작물보호

협회(40%)가각각분담하고있음. 

■작물보호제사용후관리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농민들은빈농약용기를적절하게처리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작물보호제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사용한 빈 농약을 처리할 방법,

절차등에대한홍보·교육이부족하고지적함. 

<시험연구기관전문가평가결과 > <라벨링에대한농민 IPA분석결과>

< 농폐농약용기수거·처리절차> <빈농약처리시애로요인: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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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작물보호제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첫째, 시험연구기관에대한자격요건을강화하고

동시에사후관리를엄격히해야함. 둘째, 작물보호제R&D 및전문인력육성을위한정부의지원이

필요함. 셋째, 라벨링규격화와함께라벨의내용도개선할수있도록표시시스템을체계화해야함.

넷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홍보·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다섯째, 작물보호제 살포

시비산을최소화할수있도록작업을유도하고소규모사용등록을확대할수있는유인책확대와

함께법적규제강화가뒷받침되어야함. 끝으로빈용기및잔류작물보호제처리를위한체계적인

수거시스템이구축되어야함.

무기질비료산업의동향과발전방안: 공급체계개선방안을중심으로

■무기질비료는 대표적인 농자재산업 중의 하나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량의 자급 달성에 상당한

역할을담당하 으나, 농업부문의위축, 친환경농산물재배면적확대, 정부의비료소비감축정책

등으로소비량이크게줄면서업체의가동률도하락하고있음. 더욱이향후에도무기질비료수요는

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어무기질비료산업의위축은불가피할것으로판단됨.

<천연식물보호제사업매력도(BMO)> <작물보호제안전성제고방향>

<무기질비료의수요량전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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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기질비료는농협의시장점유율이98.9%에달해거의전량이농협에의해독점공급되고

있으며, 많은비종이최저가격입찰제도로공급되고있음. 농협의최저가격입찰제도는비료원자재

가격 상승률보다 인수가격 상승률을 낮춰 비료 공급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부담을최소화하는긍정적효과가있음.

■그럼에도현행무기질비료공급체계는가동률향상을위한비료생산업체간과당경쟁은물론, 낙찰

이후국제원자재가격급등시가격조정이쉽지않아업체의경 이악화되고, 이로인한생산

애로로적기의비료공급에차질을빚을수있음. 더욱이최근에는업체간담합문제가발생하는

등현행공급체계가무기질비료의최대현안으로부상하고있음.

■지역농협비료담당자도현행농협의무기질비료공급체계에대해불만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음.

이는 원하는 비료 제조회사 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44.9%), 공급 불안정(26.9%)과

불공정거래를통제할수없기때문(19.2%)이주요이유임.

■따라서무기질비료공급체계의개선을위해서는‘무기질비료의안정적공급및공정거래정착’을

목표로해야하며, 무기질비료수요자의사용선택권보장, 무기질비료가격책정의적정선설정,

비료원자재의안정적확보방안마련, 불공정거래행위의엄격한조치, 비료의안정적공급과농가

부담최소화를위한정부지원등5가지의기본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음.

<지역농협비료담당자의현행무기질비료공급체계만족도및불만족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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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기본방향하에서효율적인무기질비료공급체계개선방안으로는첫째, 사용자선택권을

일부보장할수있도록무기질비료입찰비종을축소하고, 입찰대상단가산정시일부부대비용을

제외해야함. 둘째, 담합등불공정거래방지를위해입찰참여제한등의조치가엄격히적용되도록

해야함. 셋째, 업체스스로출혈입찰을감행하지않도록하고, 자체적인구조조정도필요함. 넷째,

농가부담완화와맞춤형비료공급정착을위해당분간정부보조는지속되어야함. 다섯째, 수출

확대로새로운수요개척은물론, 국제원자재의안정적확보를위해범정부차원의‘비료원료안정

확보위원회(가칭)’를설치하는방안도고려해야함.

<무기질비료공급체계개선의목표와기본방향>

연구관련문의

•강창용 I 선임연구위원I 02-3299-4273 I cykang@krei.re.kr
•박현태 I 선임연구위원I 02-3299-4271 I htpark@krei.re.kr
•박기환 I 연구위원 I 02-3299-4331 I kihwan@krei.re.kr
•한혜성 I 전문연구원 I 02-3299-4218 I funny1978@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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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생명산업은최근경제, 사회, 문화전반에이루어지고있는메가트렌드와함께중요성이부각되고

있음. 바이오경제시대(생명자본주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명·자원·환경 등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 생명산업은생명중심사회의핵심기술로고령화시대에대응한국민건강및복지향상, 환경,

에너지 문제 대응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분야임. 특히 생명산업에서 농업부문의 중요성은

매우큼. 생명산업의발전을위해필요한소재가대부분농업산물에서추출·이용되고있기때문임.

이와관련하여이연구에서는생명산업의 역에서농식품분야의위치를파악하고, 농식품분야생명

산업의R&D 투자규모, 시장규모, 기술수준, 기술개발방향등을분석하여산업화방향및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함.  

연구방법

생명산업관련통계자료수집·분석을실시하 으며, 국내외문헌과논문등기존연구결과를활용

하여생명산업의시장규모, R&D 투자현황등을분석함. 

산업연관분석에서는농식품분야의시장규모를추정하고각종유발계수를추정하여생명산업에의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을 추정함. 또한 특허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생명

산업관련 특허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특허에 대한인용도 지수, 향력지수, 기술력 지수를

적용하여특허기술의질적수준을분석함. 끝으로전문가를대상으로AHP분석과델파이조사분석을

실시하여생명산업의시장전망, 농식품분야생명산업기술의필요성, 생명산업의산업화촉진을위한

중장기정책, 생명산업의법, 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등을분석함.   

생명산업의 현황

■본 연구에서 최대한 새롭게 분류된 체계를 기준으로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을 정리함으로써 농업

역할의중요성을부각시키고자함.  

농식품분야생명산업현황및발전방향

연구자: 김연중, 한혜성, 임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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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농생명식량산업(Agro-Green Industry) 농업생산물을농업에이용하는생명산업, 

- ②농생명소재산업(Agro-Blue Industry) 농업생산물을비농업에이용하는생명산업, 

- ③농생명지원식량산업(Fusion Ag_Green Industry) 비농업생산물을농업에이용하는생명산업,

- ④농생명지원소재산업(Fusion Ag_Blue Industry) 비농업생산물을비농업에이용하는것으로분류

■농업부문생명산업시장규모는2010년기준130조102억원으로나타는데농식품생명산업분야의

시장규모는이보다더많을것으로추정됨. 

- 종자산업의 시장규모는 1조 3,398억 원, 의약품(동물) 분야의 시장규모는 6,361억 원, 식료품

분야의시장규모는63조7,250억원,  바이오화학, 환경분야의시장규모는1조3,716억원, 사료

분야의시장규모는9조5,922억원, 애완·관상동식물분야의시장규모는2조3,965억원, 농림

수산업(1차생산물) 시장규모는50조9,490억원임.  

생명공학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방향

■농림수산식품 육성 7대 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현재 66~68% 수준이며, 2014년에는

80~82까지높아질것으로전망됨. 바이오분야의특허활동지수를분석한결과, 1990년에기술력

수준이세계15위이었으나, 2010년에는8위로급성장한것으로나타남. 2000년한국특허청농업

분야특허건수는총93건으로1990년에비해6배가까이급증하기시작함.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명산업 관련 기술개발

(0.57)이가장시급한것으로나타났으며그다음제도및정책개선(0.29), 시장확대(0.15) 순으로

분석됨. 정부기관소속전문가집단의경우, 학계, 연구기관전문가들보다상대적으로‘기술개발’

이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반면에‘시장 확대’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남.

<농식품분야산업화전략: AHP분석> <바이오분야의특허활동지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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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에따르면, 농업분야의미래유망연구테마는GMO 및 LMO에해당하는형질전환식물

체를통한신품종개량과동물모델을활용한질환관련치료제등으로나타남.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

■농식품생명산업의시장규모(130조102억원)를기준으로전산업에서생산유발된재화및서비스의

총액은262조 829억원으로추정되며, 이는최종수요의2배에해당되는규모임. 부가가치유발

효과는189조8,701억원으로이는생산유발액262조829억원의72.4%에해당됨. 전산업에서

직·간접으로창출된취업유발효과는331만9,214명으로분석됨.

<농식품분야에대한미래유망연구테마비교>

<농식품생명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결과>



2012 발간보고서요약집● 53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 방안

■생명공학육성법은생명과학연구및기술발전속도가빠르게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법, 제도가

시의적절하게개정되어야함. 생명산업관련법으로친환경농업육성법,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제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

이동등에관한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등이있음.

■최근생명공학분야에서도기술융합현상이늘어나고, 정부부처간업무 역에따른업무소관분쟁의

소지가증가하는추세에있기때문에부처의업무가겹치는중간 역에서부처간이해관계가충돌

하거나부처이기주의의사안이발생할경우이를조정할수있는‘조정관리기구’가필요함.

생명산업의 발전 방향

■생명산업발전방향을위한기본방향은농가소득증대및농업관련산업의부가가치제고에있음.

이를위해서는첫째, 기술수준향상을위한R&D 확대가중요함. 생명산업의R&D는생물자원이용

기술개발, 생물안전성및효능평가개발, 환경공학및바이오에너지개발, 생체유전정보분석및

활용기술개발, 유전자변형기술개발이중심이되어야함.  

■둘째, 생명산업은다른산업에비해노동집약적산업이면서어느정도숙련된노동력이필요하기

때문에산업화를위한인력육성이무엇보다중요함.

■셋째, 산업화를위해서는개발된기술을특허로출현하고기술의상품화와생산물의마케팅을확대

하여야함.

■넷째, 생명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관련법과제도들이시대와환경에맞게개정·보완되어야함.

■끝으로정부의관리체계및역할이강화되어야함. 생명공학조정기능강화해야하며, 국가핵심

사업인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의지원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함. 

연구관련문의

•김연중 I 연구위원 I 02-3299-4256 I yjkim@krei.re.kr

•한혜성 I 전문연구원 I 02-3299-4218 I funny1978@krei.re.kr

•임수현 I 위촉연구조원I 02-3299-4135 I dlash1000@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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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세계각지에서물을둘러싼문제가발생되고있으며향후인구증가등으로인해식량생산을위한

물을확보하는것은세계적인관심사항이되고있음. 이러한상황에서농작물, 가공식품을만드는데

사용되는물을의미하는가상수개념과물의이력을포함하는물발자국은기존공급중심의물관리

정책에서수요중심의관리로전환하는데도움이될수있으며, 소비및교역정책등과의연계를통

해국가수자원정책수립에유용한자료로활용될것으로기대됨. 가상수및물발자국개념의도입은

기존물문제에대한인식을확대시켜보다거시적인관점에서농업용수관리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

할수있는있으며국내농업부문도입에대한연구가필요함. 

연구방법

본연구의목적은농업부문에가상수개념의농업부문도입및활용을위한기초연구로서가상수

및물발자국에관한이론검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농업용수사용량과의비교, 국내외가상수적용

사례를통해국내농업부문에가상수개념도입을위한기초적인자료를제시하는데있음.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농업용수와가상수의비교(서울대학교이상현연구원), 국내식품생산및소비시나

리오에따른가상수사용량변화분석(서울대학교유승환박사)은위탁연구를통해이루어졌음. 가상

수의이론과물수지분석, 물효율성분석및해외사례등은문헌검토, 연구협의회, 워크숍등을거쳐

이루어졌음.

가상수를 고려한 물 수요 및 사용량 분석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의2006년과 2007년의당해연도논벼및밭작물의수요량을살펴보면,

농업부문가상수(virtual water) 도입및
활용을위한기초연구

연구자: 김윤형, 김홍상, 김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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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벼의 경우 각각 82.3억㎥과 81.2억㎥의 수요량이 산정되었고 밭작물의 경우 각각 17.5억㎥과

17.7억㎥의수요량이산정되었음. 논벼의경우물발자국중관개수량에해당되는청색물발자국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56억㎥으로 나타났고, 유효우량에 해당되는 녹색 물발자국은

33억㎥으로나타남. 물발자국과당해연도의수요량과비교할경우약26억㎥의차이가발생하는

것으로나타남. 이는수요량의경우공급의관점이므로수로손실률과같은공급안전율이고려되

었기때문임. 

■국내식품생산및소비에따른가상수량분석결과생산에따른가상수사용량은전반적으로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주된 원인은 육류를 중심으로 한 축산물의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분석됨. 한편1인당가상수소비량경우, 1985년546.6㎥에서2009년861.1㎥로약158%

증가하 는데, 이는 식품소비량 1985년(397.2kg)에서 2009년(509.0kg)의 증가율인 128%보다

상회하는결과임. 이는 1인당쌀및보리소비량은감소하고, 육류소비가증가로인한결과임.

■식량자급률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요구되는추가적인농업용수가상수량은2005~2009년대비

2015년 1,090.3백만㎥이고, 2020년 920.0백만㎥으로 추정되었으며 신규 수자원 확보가 쉽지

않은상황에서기존에확보된농업수자원에대하여물사용효율증대및대체수자원개발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수자원 확보가 필요함. 특히 밭으로의 토지 이용 변화에 대비한 H/W 및

S/W 등의용수공급체계의재정비가필요하며, 생산량제고에따른회색물증가에따른대비책도

필요하다고할수있음.

가상수를 고려한 물 수지 및 효율성 분석

■물발자국이론을기초로한가상수수지분석결과한·미FTA로인한가상수사용량감소추정

치는304M㎥으로예상되며한·EU FTA로인한가상수사용량감소추정치는85M㎥으로추정

되었음. 한·미 FTA와 한·EU FTA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 가상수 감소 추정치는 389M㎥으로

예상되며 수자원장기계획에 따른 밭용수(축산용수 포함)의 13%에 상당하는 농업용수가 감소할

것으로추정되었음. 이러한물수지분석은기존의공급중심물관리정책에서수요중심관리로

전환하는데도움이될수있으며, 국내지역간물수지분석의경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보완

하여지역단위수요·공급용수계획실현에도움이될수있음.

■가상수를고려한물효율성지표는농업분야내에서물효율성이높고낮은분야를분석,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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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효성이높은부문으로물을배분하는정책고려시유용한정보를제공할수있으며향후작부

체계전환과물이용료부담등과연계하여효율성지표의중요성이커질전망임.

가상수 관련 향후 추진과제

■우리나라의경우아직까지지역단위의물발자국이나가상수를이용한분석이미흡한편임. 물발

자국산정에대한통일된표준이필요하며농업용수사용량이각지역의기상, 토양, 작물및지하수

사용등에 향을받는현실을고려할때각지역의특성을반 한지역별물발자국데이터베이스

구축이시급함.

■케냐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발자국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물뿐만 아니라 수출품을 통해

해외에서사용되는물의사용량에도 향을받기때문에수출입국에대한다양한물발자국데이터

베이스구축도필요함.

■식량자급률제고정책으로인한추가적인가상수와FTA로인한가상수감소치추정결과와상충

하는 면이 있음. 이러한 상충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FTA로 인한 농업용수에 대한

파급효과와식량자급률제고정책과의상충관계를파악하고조정하는후속연구가필요할것으로

예상되며지역별물수지분석을바탕으로한지역별용수시설개발및물관리정책에대한연구가

필요함.

■물효율성 지표의 경우 각 지역의 농업용수 스트레스(water stress),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등의다른지표들과연계를통해그유용성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됨. 향후지역별녹색물(green

water), 청색물(blue water) 데이터구축및농업용수스트레스지표구축과물효율성지표와의

연계에관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전망됨.

연구관련문의
•김윤형 I 부연구위원 I 02-3299-4371 I yonhk2@krei.re.kr

•김홍상 I 선임연구위원I 02-3299-4236 I hskim@krei.re.kr

•김정승 I 연구원 I 02-3299-4335 I js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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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우리농촌사회는2010년에이미‘초고령화사회’에진입한상태로농가들이은퇴후임대, 상속

형태로농지분산가능성이높은데, 이에대한대책을수립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로대두하고

있음. 특히1995년이후 농규모화사업지원등을통해 농규모를확대한전업농가들이점차고령

화되면서경 규모를축소해나가고있음. 정책적지원으로육성된농가는전체지원자중에현재50대

이상이73%를차지하고있음. 정책적지원으로육성된농가들이은퇴후임대, 상속형태로농지분산

가능성이높은데, 이에대한대책을수립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가될것임.

연구방법

본연구에서사용한연구방법으로먼저국내·외농지상속제도및세제관련문헌조사임. 이를통해

주요쟁점사항을도출함. 그리고외국의사례를참고하기위하여전문가원고의뢰및해외출장조사

등을통해심층조사를수행함. 두번째방법으로농지상속실태를분석하기위하여농업총조사(2005

년, 2010년)와농가경제(2010년) 원자료를이용하여농지상속추이및승계현황, 후계자확보에 향

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함. 그리고 구체적인 농지상속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인(쌀전업농,

KREI현지통신원)과도시민(비농업인)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마지막으로, 농지상속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과제 도출, 관련 정책 개선방안 모색 등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 및 정책간담회를

실시함. 

농지상속실태와정책과제

연구자: 채광석, 박석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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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 법제와 상속세 공제 제도

■농지상속법제측면에서발생하는문제점은비농업인의농지소유증가와농지세분화문제등을들수

있음. 구체적으로비농업인상속인에게1만㎡의농지를합법적으로소유케하여그이상의면적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현재의 법리로는 피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이

있고그러한공동상속인이농업에종사하더라도전체농지가여러공동상속인에게균분상속되므로

농지세분화를막을방도가크게없다는것임. 그리고비농민의농지소유그자체는불가피하게임

대차를발생시키기때문에농지의비효율적이용을낳고있음.

■원활한 농승계를지원하기위하여농지상속과관련하여세제상의감면혜택을부여하고있으나

별다른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음. 가장큰문제는상속공제관련엄격한사전요건으로입법

취지가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임. 또한,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하 을 때 농상속공제를 적용받

을때세제지원측면에서현격한차이가발생하고, 일부 농형태(농업법인, 시설및화훼농가)에

는이마저도감면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음.

농지상속 및 농가승계 현황과 전망

■농업인의평균상속농지면적은약7,260㎡이고, 도시민의경우는4,290㎡정도인것으로조사됨.

농지상속면적을보면농업인과도시민간의차이가발생하 는데, 이는농지상속방식차이에기인

하고있음. 농업인설문응답자는‘농사짓는형제들이많이상속’받는다고응답한경우가가장많았

는데, 도시민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는‘형제자매 모두 똑같은 면적으로 상속’받은 균분상속이

43.1%로 가장 많았음. 이는 법에서 균분상속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 제도(민법 제1008조의 2)처럼 경향적으로 농후계자가 있을 경우 농사짓는 농가에

일정부분더많이상속이이루어지고있음.

■상속농지의이용실태를살펴보았는데, 비농업인에게상속된농지는농업인대상설문조사결과쌀

전업농의경우응답자의46.3%, KREI현지통신원의경우는32.4%가형제에게상속농지를임대

한다고응답함. 다음으로는형제(친척포함)한테매각하 다고응답한비율은각각9.8%와21.1%

음. 즉, 상속받는농지중형제에게다시매각하거나임대한사람의비율은대략과반수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 설문응답자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지가 응답자의 형제·자매들 간에

상속이이루어졌지만, 상당수는농업인설문응답자(친척포함)가매입또는임차(무상임차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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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경작하고있음. 농지상속및증여수준이농업경 규모확대에어떤 향을미치는지를분석

하는데, 농경력 20년 이상인 농가들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농지상속을 적게 받은 농가들이

규모를확대하 고, 농경력20년미만의농가들에있어서는반대로농지상속규모가상대적으로

큰농가들이더규모를확대해나가는것으로나타났음.

■2010년농업총조사에의하면최근 5년간(2006~2010년) 신규취농중가구원간경 주승계가

이루어진농가는13.9%이고, 기존농가에서분가한농가는8.6%로파악됨. 가장큰비중을차지

하는것은다른산업에종사하다가농업으로직업을전환한경우임. 이들농가가전체취농의45%를

차지하고있음. 신규취농한농가들의연령분포를보면현재 농경력10년이상된농가들의평균

농업진입연령이30대 으나, 최근5년이내에진입한농가의평균연령은50대로매우높게나타

나고있음. 이러한추세는평균수명의연장으로경 주의은퇴연령이계속늦어지는것이한원인

이라말할수있음.

■ 농승계에중요한 농후계자확보유무에 향을미치는요인들을분석하 다. 분석결과에의하면

농지소유면적, 경 면적, 나이, 농업경력모두후계자확보에유의미한양(+)의관계를가지는것

으로나타남. 따라서건실한가족구성원을보유한농가를기본으로농업경 의규모확대를통하여

후계자가취농할수있는경제적조건을조성하는것이중요한것으로판단되었음. 즉, 농업후계자

확보를위해서는적정규모의농지가후계자에게상속및이전될수있도록제도적으로지원이필요한

것으로나타남.

■농지상속으로인한농지유동화물량을추정하 는데, 70세이상농업경 주가 10년이내은퇴한

다고 가정할 경우, 자작농지의 비율은 39.9~42.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자작농지 비율이

너무 낮으면 안정적인 농업경 을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속 후계자가 없는 경우 대규모

경 의농지를순조롭게다른후계경 자에게승계될수있도록다양한제도개선과지원프로그램

개발되어야할것임.

외국의 농지상속 법제 및 상속공제 제도

■일본을제외하고는미국과 국에서는주택및농업용시설까지포함하고있고공제혜택은우리나

라에비해서높은편에속함. 그리고미국과일본은농지자산을평가할때실거래가격이아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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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또는농업투자가치) 등으로시장가격이아닌농업용으로사용할때가치를기준으로평가하고

있음. 게다가주요선진국에서는 농상속공제적용요건에서사전적용요건보다는사후요건을강

화하고있다. 우리나라도 농상속공제를적용하면서적용일현재의요건만으로판단할것이아니

라입법취지가계속하여실현될수있도록장기간의사후관리제도를두어야할것으로판단됨.

농지상속 제도 개선 및 정책 개선 방안

■농지상속제도 및 농지제도의 방향을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의한 농지소유와 농지이용 효율화로

설정하 다. 거기로나아가기위한농지상속제도및정책의과제는후계농업인의농지상속을지원

하고, 비농업인이상속한농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는것으로집약함. 피상속인의농지는결국누군

가가상속하게되는데, 그상속자는농업인아니면비농업인중하나일것이기때문임. 후계농업인의

농지상속을지원하는정책수단으로 농상속공제요건개선, 가업상속공제와 농상속공제구분

적용재검토, 농업자산가치평가방식개선, 가족경 협약제도활성화등을제시함.그리고비농업인

상속농지의효율적이용을위한정책수단으로는지역단위조직경 체·법인경 체육성, 선매협의

제도도입, 농지종합관리기구도입, 농지상속관련통계정비등을제시함.

■농가의 농후계자확보율이5% 전후이므로현농가의농지상속자는90% 이상이비농업인이라고

할수있음. 비농업인의농지상속을금지한다면사회적으로많은문제가야기될것임. 농지법이비

농업인의농지소유와농지임대차를금지하면서도예외조항으로비농업인의농지상속을허용한것은

이같은법적·현실적여건을고려하 기때문임. 따라서비농업인의농지상속을금지할수없다면

그 대안으로서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후계농업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수있음.

- 일본이나독일·프랑스의경우분할상속에의한농장세분화를방지하기위해보상을통해농지

상속을포기하도록하고있음. 그리고현재의 농상속공제제도는 농후계자에게별다른유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농업환경과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로 젊은

농후계자의유입필요성, 농촌경제를살리고농촌의균형발전을위하여 농상속공제액및대상

등을대폭확대·조정할필요가있음.

■현실적으로큰문제는농업인형제자매가없는비농업인의농지상속이지배적이라는점임. 상속인중

누구도 농에종사하지않을때그농지는당연히비농업인에게상속이될것이고, 그렇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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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속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밖에 없음. 농업인에게 매각한다면

그농지는농업인소유가되기때문에문제가없지만임대한다면그농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는

방안이필요함.

- 비농업인상속농지의효율적이용이란곧농업인자녀가없어비농업인에게상속될수밖에없는

농지, 그리하여 농업인에게 임대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란 의미임. 따라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생각한다면경작하는농민에게우선매수할수있는‘선매권’을보장하는등추가적인대안

이필요할것임. 독일과프랑스는농지거래에서선매권제도, 일본은농지선매협의제도가운용되

고있음. 균분상속제를유지하고있는프랑스, 일본등의사례에서처럼실제농지관리기구들이농

지선매권제도및선매협의제도를통해우선농지의거래나상속과정에서농업인이나 농후계자에

게우선적으로농지가이전되도록하고있음.

연구관련문의

•채광석 I 부연구위원 I 02-3299-4377 I gschae@krei.re.kr

•박석두 I 연구위원 I 02-3299-4239 I sd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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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최근발생한태풍·냉해등의자연재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등의가축질병과같은여러형태

의 위험으로부터농업은크게위협받고있음. 정부와농업인은이러한위험으로부터벗어나기위해

다양한정책과전략을통해리스크관리를해오고있음. 그러나농업부문의위험은다른산업에비해

민감하고, 다양한출처에서복합적으로발생하며, 위험의지역별·농가별·시기별발생정도를파악

하기힘든비시스템적인위험인까닭에현재정부의위험관리가단편적이고, 농가의위험전략역시

체계적이지못한상황임.

농가의작물별포트폴리오의위험수준을평가하고, 지역과국가전체가직면한위험의정도를파악

하기위하여농업이직면한여러가지위험에대해지역별·작물별이질적인특성을고려하여위험을

수치화할필요가있음.

연구방법

본연구의주요연구방법은이질적변동성을가지는위험에적절하게대응할수있도록농업부문의

지역별·작물별위험계수를측정함. 농가경제조사원자료, 품목별가격동향자료, 기상자료를이용하여

위험지수를 추정하 음. 다양한 위험척도가 있으나 농업의 특성에 맞는 지수를 적용함(Roy’s

safety-first ratio, VaR). 또한농업분야위험에대한최적포트폴리오를도출하고, 각포트폴리오

별로위험지수의변화를분석함. 

농업부문 위험 및 위험관리 현황

■OECD(2000)에 따르면 농업부문이 직면하는 위험 종류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생산위험, 농가가

농업부문위험과포트폴리오에관한연구

연구자: 김미복,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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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하는가격의불확실성에따른가격위험, 농가가운용하는자금관련변화에따른재무적위험,

세제와보조금등의규제와관련된제도적위험, 노동력의변화를가져오는인적위험으로분류

하고있음. 

■농가에서는기술선택, 시설투자, 계약재배, 다각화등모든수단을이용하여위험을관리하고있으며,

시장이제공하는위험관리교육, 금융투자다각화, 농외소득보완등을이용함. 그러나선물시장과

보험시장이발달하지못하여시장을통한위험관리는다소부족한현실임. 

생산·가격 위험지수 현황

■농업의생산위험크기를구하기위해평균-분산(mean-variance)방법을이용하고, 농가경제조사

자료 중 류별 변수들을 활용함. 개별 품목을 금융부문에서 사용하는 개별 자산이라고 가정하고,

각 품목의 단수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품목의 리스크와 수익률에 따른 현황을 파악함. 그 결과

소동물은리턴과리스크가모두큰품목임. 채소와서류는리턴은높으나리스크가작고, 과일과

화훼는리스크와리턴이모두비교적낮은품목으로나타남. 

■생산위험에서 위험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Roy의 SFratio(safety-first ratio)를 분석한 결과

두류의위험대비수익률이가장높았고, 서류, 특작, 미곡, 맥류, 화훼가높은결과를보이는반면

대동물과소동물은낮은편임. 

<농업위험관리정책의주체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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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농업부문의종류별가격변동을살펴보면잡곡, 두류, 서류, 과일, 화훼등의가격변동성이

높고, 미곡, 맥류, 특작의가격변동성은높지않은편임. 품목별가격부문위험과리턴을살펴보면

맥류, 미곡, 특작이위험과리턴이모두낮은군에속하고, 두류와잡곡은기대리턴이높고변동

성이높은군에속하는것으로나타남. 

■가격위험에서 위험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Roy의 SFratio를 분석한 결과 두류, 서류, 채소류,

과일류등의위험대비수익률이높았고, 반면맥류, 잡곡, 화훼가낮은편이었음. 

농가 품목 포트폴리오 현황

■농가의농업수입비중으로살펴본농업활동포트폴리오변화(2009~2010)에서농가의미곡비중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축산 비중은 변동성이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과채류는 크게 증가하며, 특작

비중도증가하는추세에있음. 

■2003~2010년간농가의다각화정도를추정한결과농가에서는평균적으로6개이상의품목에서

농업수입을얻고있는것으로나타남. 농작물수입부문에서는평균5.3개와최대9개의품목에서,

축산물수입부문에서는평균0.94개, 최대 3개의품목에서수입이발생하는것으로분석됨. 지역

별로는강원, 전남, 전북지역에서다각화정도가높은반면제주지역은현저하게다각화정도가

낮았음. 

<농가의생산비중변화(2003~2010)>

1) 위험지수인Roy의SFratio 값이클수록위험대비수익률이높은포트폴리오임을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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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단위 위험지수 도출

■생산위험만을 고려한 농가의 평균 위험지수(Roy의 SFratio)는 45.68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변동이 있지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위험만 고려한 농가의 평균 위험지수(Roy의

SFratio)는14.27으로특히가격위험에서2007년이후의지속적인하락추세가뚜렷하게나타남.

농업 전체 위험지수 도출

■우리나라전체의농업부문포트폴리오에따른위험지수를살펴보기위해2001~2010년간생산액

비중변화를분석한결과미곡의비중은뚜렷하게감소한반면축산비중은크게증가함. 그러나

과채류와특작류에서특이점은없었음. 

■각연도의생산액비중포트폴리오의리턴과리스크조합을생산·가격부문효율적투자선에적용

했을 때 생산위험만 고려하면 지난 20년간 우리 농업 포트폴리오는 최적포트폴리오 조합에 비해

저리턴-고위험구조임. 미곡비중이크게줄었고, 고위험-고리턴품목인대동물·소동물비중이

증가하 기때문에점차최적포트폴리오곡선에서멀어지는것으로나타남. 가격위험만고려한다면

지난20년간우리농업포트폴리오는안정성을중시한것으로보임. 따라서저위험-저리턴구조를

유지함. 포트폴리오구성에서미곡비중의감소, 축산비중이증가함.

<농업부문생산액비중 10년간변화(2001~201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주요통계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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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연도의포트폴리오를기준으로한Value at Risk(VaR)를분석한결과우리농업은지난20년간

일방적으로위험이증대되도록품목포트폴리오를유지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남. 특히전체생산

액을고려한VaR 금액은2000~2005년까지증가세를보이다가2000년대후반등락을경험하고

있으며, VaR의등락폭이다양하다는것은농업전체의품목비중에따라위험수준을낮출수있다는

것을의미함. 

농업부문 위험지수 활용방안

■농업부문위험이증가하고, 위험에따른손실액이높아지고있기때문에농업부문위험관리는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있음. 생산을책임지는 농가스스로의 위험관리도중요하지만, 농가단위에서

해결할수없는위험과농가단위위험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정부의위험관리인식에제고

가필요함. 

■위험지수의활용방안으로우선위험의계량화를통해각포트폴리오별현황을비교할수있음. 농

가단위에서는농가가어떤품목을얼마나보유하고있는지에대한성과를최적포트폴리오와함께

비교할수있으며, 농업전체로보면농업생산액포트폴리오를어떻게변화시키느냐에따른성과를

비교할수있을것임.  

■생산·가격 위험에 대하여 품목별로 수익률과 리스크를 계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비교가

가능함. 위험대비 수익률을 알 수 있는 Roy의 안전우선비율(satety-first ratio)로 비교를 통해

생산과가격부문의수익률의확인이가능함. 

<농업포트폴리오효율적투자선(199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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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제조사를이용하여농가단위위험지수를구했기때문에지역별차이가반 되었으며, 이를

종합해지역별위험관리가가능해짐. 

■정부의농가소득보전, 경 안정정책에대한성과를평가하기위해농가의 농활동변화를알아

볼수있는지표로활용가능함. 

■마지막으로최적포트폴리오를인식하고농정방향을설정할수있음. 물론현실적으로우리농업

전체의최적포트폴리오를구하고이를기초로정책방향을설정하는것은쉽지않지만, 다양한시나

리오를통해효율적투자선이동을점검할수있음. 

연구관련문의

•김미복 I 부연구위원 I 02-3299-4323 I mbkim@krei.re.kr

•김창호 I 연구원 I 02-3299-4288 I ch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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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시장개방에대응한농업생존전략의하나로논의된우리나라자조금은1992년양돈자조금과양계

자조금으로출발하여현재34개품목(원예25, 축산9)으로확대되는급속한성장을보 음. 그러나

대부분의자조금이설립된지얼마되지않아기금규모가 세하고, 자조금의조성과관리운 측면

에서미흡한점이적지않음.

■자조금 제도는⌜축산자조금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농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금년에는농수산부문⌜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또한시행될

예정임. 이렇듯농업부문자조금제도의법적근거는마련되어있으나자조금의조성에초점을맞추어

제도를 운 하다 보니 자조금의 근본취지와는 어긋난 요소도 더러 있어 건실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따라서자조금의건실한발전을유도하고, 목적달성을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이시급함. 

자조금 조성과 성장추이

■2011년 현재 34개 품목 자조금 전체 기금은 총 772.4억 원이나 이중 한우(329.7억 원), 한돈

(175.2억원), 낙농(67.7억원) 등 3대의무자조금이74.1%를차지함. 이어 10∼20억원대가6개

(절화, 파프리카, 산란계, 감귤, 친환경농산물, 육계)가있고나머지24개자조금은기금규모가10억

원에도못미치는 세한규모임.

■자조금의 숫자가 늘어나고 2004년 양돈자조금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자조금 기금

규모는빠르게성장하 으나, 기금설립이주춤해진 2008년이후에는증가속도가떨어지고있음.

특히전체의1/3이2007년이후설립되어운 의미숙과불안정성등초기발전단계의특징을띠고

있는형편임.

농업부문자조금운 실태와개선방안

연구자: 박성재, 박준기, 정원호,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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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한돈, 한우, 낙농, 계란, 육계) 운 실태

■3대자조금인한돈, 한우, 낙농은의무자조금시행기간이상대적으로길고거출률도90% 이상을

유지하는등여타품목에비해비교적안정된운 을보임. 

■반면 계란과 육계자조금은 2009년에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어 비교적 역사가 짧고 유통경로도

복잡하여거출률이낮고기금규모가 세함. 계란과육계자조금은사무국을별도로운 하고있으나

인력규모및전문성, 자조금사업실적등이임의자조금수준을크게벗어나지못한것으로평가됨.

의무자조금 준비단계 자조금(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인삼) 운 실태

■파프리카와 참다래 자조금은 2000년에 설립되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 되어

왔으며, 인삼(2007)과백합(2011)은자조금운 기간이상대적으로짧음에도불구하고임의자조금의

한계를인식하고의무자조금으로의전환을서두르고있음. 

<운 중인자조금(2011년기준)>

<품목/축종별자조금의기금규모(2011년)> <자조금조성추이와자조금당기금규모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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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대체적으로생산자들의공감대와결속력이큰품목들이므로의무자조금으로전환되더라도

농가들의큰불만이없을것으로예상됨.

■의무자조금을 준비하는 4개 원예품목은⌜농수산자조금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요건을갖춘관리위원회를구성하고있으나 세한자조금규모로인하여사무국규모와역할은

취약한형편임. 

- 현재사무국직원수(사무국장포함)는파프리카5명, 참다래2명, 백합2명, 인삼1명에불과하여

향후의무자조금으로전환을위해서는증원할필요가있음.

임의자조금(기타 25개 품목) 운 실태

■이들 자조금은 품목에 따라서는 조성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조직과 관리운 면에서 초기

단계의성격을보여주고있어의무자조금으로전환되기까지앞으로도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의임의자조금은제대로된임의자조금위원회를구성하고있지못하며, 구성요건인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을 충족한 자조금의 경우에도 생산자단체 및 협회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어

자조금의독립성이결여됨. 

- 사무국의경우도모든임의자조금이별도의사무국을두지못하고농협, 협회, 연합회직원이협회

고유업무등과겸임을하고있는실정임.

■각임의자조금은적절한부과지점을찾기위해노력하고있지만유통구조가투명하지못하고유통

채널이다양하여효과적인부과금의징수가사실상어려움. 

- 대다수임의자조금의거출률은60% 이하이며, 40%가안되는단체가60% 이상인것으로파악됨.

- 특히농협중앙회에서관리하고있는상당수원예품목들은자조금의납부를회원농협이대납하고

있는실정이어서자조금본연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보다근본적인조치가필요한상황임.

자조금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자조금제도는본연의취지를왜곡시킬수있는제도적결함이있다는것이기본적인문제

점임. 직접생산자가아닌생산자단체만으로자조금단체를결성할수있고, 일부중대농중심의제도

운 이가능하도록지배구조를구축할수있으며자조금사업의효과와효율성을바탕으로한자기

발전의동기가부족하여자조금단체의 세성이지속될위험이있다는것임.

- 첫째, 농수산업자에생산자단체를포함시킴으로써회원중에개별생산자가없는생산자단체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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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자조금의설립을가능케함(⌜농수산자조금법⌟제2조②).

- 둘째, 자조금의설치및폐지와같은중대한사안을전체회원투표를통해서결정하도록규정해야

하나우리나라는대의원회를통해서도결정할수있어제도의중요성을간과하고있음(⌜축산자조

금법⌟제5조①, 제23조②, ③과⌜농수산자조금법⌟제6조①, 제21조③, ④).

- 셋째, 자조금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대의원회의 구성도 모든 농가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수있도록안배되어야하나우리나라의자조금대의원회는대농위주로구성될우려가높음

(⌜축산자조금법⌟제8조④).

- 넷째, 자조금회원의참여동기와자조금사업의성과간의인과간계가명확하지않아자조금단체의

성장동기가약하고, 이것이 세성을탈피하지못하는요인이되고있음.

■정부는자조금사업을지원하고감독하는선에서만자조금단체와협력관계를유지하는것이바람

직함. 그러나우리나라정부의역할은자조금전반에대한감독보다는개별사업에대한간섭으로

이어질우려가높은데이는자조금사업활성화를위해제공하는정부보조금에서기인한다고할

수있음.

■대다수임의자조금품목의생산자는자조금자체에대한인식이미흡함. 특히대부분원예품목의

자조금은농협등생산자단체가대납하여조성하고있어생산자자발성이라는취지가퇴색되었으며

이는저조한거출률로이어짐.

■도축장또는집유장에서거출하는일부축산의무자조금을제외하고대부분의자조금은유통구조가

투명하지못하고유통채널이다양하여농가납부율이60% 이하에불과한것이현실임. 

- 조합이대납하거나협회비중에서일정액을자조금으로납부하는자조금의경우생산자는자조금

납부사실조차인지하지못하기도함.

- 자조금거출대상도대부분의국내자조금의경우생산자에한정하므로자조금조성규모의확대가

어렵고, 자조금제도의혜택을일부누리고있으나자조금을납부하지않는유통가공업자나수출입

업자등에대한무임승차문제도지적되고있음.

자조금 제도 개선방안

■자조금의정책방향을‘자조금 조성의 촉진’에서‘자조금의건실한 발전’으로 전환해야 함. 생산

자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과 운 , 모든 회원의 의사가 반 될 수 있는 지배구조의 확립, 투명한

관리·운 과감독강화가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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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단체를의무자조금, 의무자조금준비단계, 임의자조금으로유형화하여각유형에맞는정책을

중점적으로추진해야함. 의무자조금준비단계자조금은설치요건을개선하고, 임의자조금은생산

자의인식제고에역점을둘필요가있음.

■의무자조금의 거출을 정부가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부 자조금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에대한우려가있지만엄정한자조금거출로의무자조금제도를확립하고비용절감을달성

할수있음. 

■자조금의 설치와 폐지와 같은 중대사안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지 않고, 반드시 회원

전원의투표를통해결정하도록해야함. 

■신문·방송의직접광고에정부보조금사용을금지한⌜축산자조금법⌟의개정이필요함. 자조금의

주목적은 소비홍보 촉진이므로 신문·방송 광고가 소비홍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보조를

사용할수없다는것은무리한해석임.

■자조금관리운 비의상한선을법규로규제하는것은상황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없는단점이

있으므로업무지도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함. 

■임의자조금의의무자조금화를촉진하기위해임의자조금으로존속연수가10년이넘는경우정부

보조금의지급수준을낮추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자조금의‘자율적수급조절’사업수행과관련하여품목성격에따라수급조절의역할이다를것이

므로각자조금의정관에선택적으로수용토록해야함.

■ 세자조금의업무효율성과전문성증진을위한공동협력(공동사무실, 회계, 광고회사등)을강력히

지도할필요가있음. 

■자조금소비촉진등성과제고를위해관련자료의과학적관리와분석을위한노력을강화해야함.

연구관련문의
•박성재 I 선임연구위원I 02-3299-4238 I seongjae@krei.re.kr

•박준기 I 연구위원 I 02-3299-4173 I jkpark@krei.re.kr

•정원호 I 부연구위원 I 02-3299-4373 I wchung@krei.re.kr

•임지은 I 연구원 I 02-3299-4133 I jel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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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2000년대 들어 농산물시장의 본격적 개방으로 인해 농업생산 및 경 구조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음. 전업농중심으로해당농가의생산및경 구조가전문화와규모화되면서동시에

겸업농이증가하는등농가경 및생산규모의다양화와양극화가발생하고있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귀농·귀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신규 취농자 중 귀농자의 비중이 2001년 6% 수준에서 2011년

30% 상회하는수준으로급상승하는등농업·농촌현장의새로운움직임이나타나고있음. 

■이상의급변하는대·내외적환경에농업생산및경 구조변화의특징분석과향후전망, 이에기초한

농업구조정책과 농가경 개선 정책수립, 지역 농업발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초자료의 제시는

매우필요함. 

■2000, 2005, 2010년농림어업총조사원자료통계를이용하여생산및경 구조지표를설정·분석

하 음. 농가및농촌인구분석및전망, 농승계와관련해서는동태적코호트(Dynamic Cohort)

방법을, 전겸업경 구조와관련해서는추세및변화치를이용하여유형별분석과전망을수행하

음. 생산구조와관련해서는추세및변화치분석, 회귀분석을사용하여지역별, 농형태별,경 주

속성별 생산구조를 분석하 고, 지역농업구조와 관련해서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irfindahl-

Hirschman Index)를이용하여지역집중도와특화구조를분석하 음.

농가인구및경 주의고령화, 농가경 의전문화, 농형태의댜양화, 생산규모및판매
금액의양극화

■지난2000~2010년까지10년동안농가경 및생산구조의변화는농가인구및경 주의고령화,

농가경 의전문화와동시에경 및 농형태의다양화가이루어지면서생산규모, 판매금액등에서

규모와판매금액에따른양극화가발생하고있음.

농업생산·경 구조의변화와전망
- 2000·2005·2010 농업총조사분석-

연구자: 김경덕, 김정호,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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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는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으나 30~5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신규농업인력
진입 활발

■고령농가를중심으로탈농이진행되는와중에신규진입농가증가가이루어졌음. 특히인적자본이

높다고알려진장년층에달하는40~50대중심으로농가구원의순유입이발생하고있음. 

■2000~2010년까지 30~50대를중심으로신규진입또는 농승계가이루어졌고, 60대는변화가

없는정체상태인것으로나타났음. 그결과40~50대농가인구가증가하고있음. 농촌인구의경우

40대초반을제외하고30대이후부터70대초반연령층의순유입발생하 고, 이들자녀세대또한

순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향후 농촌지역으로의 순조로운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농촌지역의교육시설및편린시설확충이요구됨. 

경 주 교육수준 증가

■전체농가수는감소하는상황에서농가경 주의취종학력이고졸이상인농가수는증가하여농가

경 주의교육수준이지속적으로높아졌고농가인적자본의고도화및다양화가이루어졌음. 

- 2000년대접어들어우리나라농가경 주의고학력추세가뚜렷하게진행되면서고부가가치기

술농업을위한인적인프라가축적되고있음.

- 학교교육등일반교육보다는직업및특정 농훈련이생산성에미치는효과가더큰것으로나타

났음. 특히대졸보다는현장성을중시하는전문대졸학력에서생산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음.

겸업농가 증가

■전업농가비중은2000년 63.2%에서2010년 53.3%로감소한반면, 겸업농가비중은34.8%에서

46.7%로 증가하 음. 그 중에서 1종 겸업농가는 감소, 제2종 겸업농은 절대호수가 증가하는 등

지난10년동안농가경 형태가다양하게변모

■지난10년동안겸업화가일관되게이루어진 농형태는논벼, 채소, 화훼임. 화훼농가의겸업화는

농업소득보다는농외소득이많은제2종겸업화가주도하면서규모화, 전문화와반대방향으로진행.

■ 농경력 5년 미만의 신규진입농가의 경우 전업농 비중은 16.7%p 감소한 반면 제2종 겸업농은

21.0%p 증가함으로써 농업 이외의 소득원 확보가 신규 농가의 농진입과 성공적 안착에 주요

요인으로작용



2012 발간보고서요약집● 75

■지역별로는 경북과 전남의 전업농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겸업농 비중은 경기, 강원지역이

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농형태 및 승계의 다양화

■수도작에서채소, 과수, 양잠·기타, 화훼등으로 농형태의다양화가이루어지고있음. 이들품목을

중심으로고부가가치화가이루어지면서노동생산성이증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논벼 위주의 농이 2000년 56.9%에서 2010년 44.4%로 감소한 반면 특용작물, 화훼 등으로

작부체계의다양화가이루어졌음. 그결과농축산물판매규모분포또한다양성을지니면서양극

화를보이고있음. 

■지역집중도는재배면적기준으로과수와축산의지역별집중도는점점옅어지고, 판매액기준으로

화훼, 축산, 특용작물의지역별집중도는점점옅어지는것으로나타났음. 향후 농형태의지역별

다양화또한신속히이루어질것으로전망됨. 

■ 농승계와관련해서는2001~2005년 5년이상의 농경력을가진농가의58.9%, 2006~2010

년은62.0%의농가가승계농인것으로계산. 지난2000~2010년동안 농승계연령이앞당겨지는

것과동시에 농승계를미루는현상이공존하는것으로나타났음.  

- 2000~2005년은 농경력이상대적으로일천한자들이 농승계를받는주연령이50대인것에

반해, 2005~2010년은40대로앞당겨졌다는데에서2000년대후반들어상대적으로젊은연령

층이 농주로승격되었다는것을의미

- 농경력20~24년의고경력소유자가 농승계받는주연령이50대로늦추어지면서이들계층에

농을이양할경 주들이 농은퇴를미루고있음을시사

경지규모 및 판매규모의 양극화

■경지규모및판매규모에있어대규모농가와소규모농가동시증가함으로써규모화와동시에양극

화가이루어지고있음. ‘판매없는’농가의증가와동시에연매출5,000만원이상을기록하고있는

농가의절대수및비중이증가하고있음. 

■경지규모및판매규모에있어대규모농가와소규모농가가동시증가함으로써규모화와동시에양극

화가이루어지고있음. 판매없는농가증가와동시에연배출5,000만원이상을기록하고있는

농가의절대수및비중이증가하고있음. 향후농가의양극화는더욱심화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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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성 요인

■생산성분석결과농가판매금액에 향을미치는요인으로경 주속성요인, 경 규모요인, 농형

태요인, 지역변수등이모두유의하게나타났음. 

■경 수속성요인중에서는학력요인보다는연령요인이더욱민감하게 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

농형태는 화훼, 축산 농가가 더 탄력적으로 성장하 고, 논벼 농가의 판매수입은 상대적으로

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지역별로는강원과충북지역의경우분석기간인2000~2010년동안경기

지역에비해농가판매금액이감소한것을나타났음. 

■2000, 2005년동안경지규모화에대한체증적수익이발생하 으나2010년접어들면서경지규

모에대한체증적수익효과가사라지고경지규모확대를통한생산성향상은한계를지니는것으로

보임. 따라서향후경지규모에대한체증적수익보다는교육훈련및기술개발등농가경 주의인적

자본개발이농가판매금액의주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됨.

지역농업의 다양화

■지난10년간도단위의지역농업은지역적특색이퇴조하 지만시·군단위의 경우지역적특색은

강화되었고, 향후에도지역적특색을보유하면서그명맥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표1> 참조). 

- 도단위에서는 판매금액 기준의 HHI(허핀달-허쉬만 지수)는 작아지기에 판매금액별 도별 집중

도는낮아지고우리농업의도별특색은지역과무관하게점차옅어지는것으로나타났음

- 시·군및읍면단위의HHI는판매금액과경지면적단위모두에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음. 

<농가판매금액구간별농가호수변화추세(2000~2010):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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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우리농업은 도 단위에서는 지역적 분산이 이루어지는 등 지역특색이 옅어졌으나,

시·군및읍·면단위에서는지역집중도가증가함으로써특정지역중심으로전문화되었다는것

을알수있음. 

■ 농형태별지역집중도는면적기준으로과수와축산의지역별집중도는점점옅어진반면, 논벼

재배의집중도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음. 판매액기준으로화훼, 축산, 특용작물의지역별집중

도는점점옅어진반면, 논벼판매금액집중도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음(<표2> 참조).

- 채소, 축산등은향후특정지역을중심으로지역별집중도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지만, 판매

금액은재배및사양기술의보편화로지역집중도는낮아질것으로전망됨.

연구관련문의
•김경덕 I 연구위원 I 02-3299-4240 I kdkim@krei.re.kr

•김정호 I 선임연구위원I 02-3299-4221 I jhkim@krei.re.kr

•정원호 I 부연구위원 I 02-3299-4210 I sun589@krei.re.kr

<행정구역단위별허핀달지수(판매금액)>

<행정구역단위별HHI 지수(판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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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농촌지역은 인구의 고령화, 농촌지역의 과소화로 인하여 유지·보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

이러한가운데최근급증하고있는귀농·귀촌현상은인구의급격한감소로인한농촌사회의붕괴를

막고농촌사회의활력을증진시켜지역경제의발전과농촌의정주여건을개선하는데기여할수있을

것으로기대하고있음. 한편으로는귀농·귀촌의형태가다양하게나타나면서이에따른애로요인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귀농·귀촌자의 목적 및 경제적 조건에 대응한 귀농·귀촌 현장중심의 맞춤형

대책수립이요구되고있음. 아울러정부차원의귀농·귀촌대책에서나아가귀농·귀촌인의조직화를

통한자조적인노력을유도할수있는시스템, 지원체계의보완이요구되고있음.

연구방법

귀농·귀촌관련정책을리뷰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업추진현황자료, 관계자의인터뷰및설문

조사를 통하여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관련사업 추진체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의 추진

실태, 귀농·귀촌사업의평가와과제를검토함. 또한귀농·귀촌관련현장민간조직, 마을, 선도귀농

인의사례를중심으로이들의정착실태와경제활동및지역활성화활동에대하여검토함. 해외사례

로서우리나라와유사한상황에직면하고있는일본의귀농·귀촌정책동향과지역의사업추진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활성화에 바탕을 둔귀농·귀촌정책의

과제를도출하고이를해소하기위한귀농·귀촌정책추진방안을제시함.  

지역활성화를위한귀농·귀촌추진방안

연구자: 박문호, 오내원,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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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정책의 평가

■귀농·귀촌인의지역발전에대한기여정도면에서는마을유지(3.64), 도농교류활성화(3.51), 농어업

후계인력(3.34), 창의적인리더십과문화확산(3.31)의순으로나타남.  마을의유지에필요한인구

확보와 고령화된 지역주민이 해결하기 어려운 도농교류를 통한 농산물직거래 개척 등에 1차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귀농·귀촌인의 모습은 농촌의 발전을 위한

전문농업경 인, 농업관련산업종사자, 농촌서비스관련사업자의유입을기대하고있음.

<귀농·귀촌인의지역사회기여정도와바람직한귀농·귀촌인의모습>

<귀농·귀촌정책추진관련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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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정책과관련하여비교적만족도가높은항목은이주희망자및실행자정보제공(3.16),

전국민대상홍보(3.15)의순으로정부의적극적인정책홍보효과를반 하는것이라할수있음.

반면, 만족도가낮은항목은지자체의사업에대한지원(2.91), 중앙단위농업외교육(3.02)로나타

났음.

■지방자치단체추진사업에대한만족도는상담및안내(3.24)에대한만족도가다른항목에비하여

높음. 지방자치단체가 귀농·귀촌지역 정착의 창구로서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반 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반면, 정책추진 조직체계(2.64), 주거관련 사업(2.74), 일자리 및 소득지원(2.82)의

순으로불만을나타내고있음.

귀농·귀촌 정책 및 관련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귀농·귀촌정책은중앙정부, 도, 지자체의명확한역할구분에따라체계적으로전개되기보다는

실질적정책수요에따라사업이추가되는형태로전개되어왔음. 귀농·귀촌자가정착에성공하고

지역사회에직·간접적형태로기여할수있는체계적인정책이필요함. 

■지방자치단체의귀농·귀촌관련사업의행정추진체계는담당부서가이원화된경우상호유기적인

협조에애로가많은것으로나타났음.  또한, 담당자의다양한업무수행으로인한부담과잦은인사

이동으로업무의전문성확보에많은애로를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귀농·귀촌관련DB 구축은행정에서임시직업무보조자를활용하거나, 민간지원조직인“귀농·

귀촌지원센터”를통하여이루어지고있으나사업추진에많은애로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빈집

또는농지의DB를구축하려애쓰는것보다이들의멘토링의활성화를통한농지와빈집의알선이

효율적이라는의견이많음. 

■정착현장 적응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시설 중심의 집체교육보다는 귀농자를 희망하는

마을이 중심이 되어 귀농인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즉, 귀농인의 집+멘토+학습장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의견이많음.  

■귀농자의 정착에 필요한 농·생활·일자리 관련사업은 예산의 제약으로 지자체 간 사업추진의

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음. 귀농초기비용이많이드는것이농지와주택으로서이런부분을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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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정책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으며, 지방자치단체의힘으로는역부족이므로중앙과지자체가

함께해야할사업으로인식하고있음. 

■귀농·귀촌인이지역에정착하는데있어서지역주민과의갈등문제는귀농인의지역정착을어렵게

하는주요요인이라고할수있음. 지역과의교류는1차적으로귀농귀촌지원센터나선배귀농·귀촌

인의멘토링을통해지역사회에대한이해와지역정보제공이이루어지도록추진하는것이바람직

하다는의견이많음.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와 문제점

■귀농·귀촌인의전직업과귀촌동기는매우다양함. 농촌에서의생태적삶, 은퇴후고향으로은퇴

(부모봉양), 안전한먹거리생산등을목적으로한경우가많은데, 젊은층에서는대안적자녀교육을

중요한귀촌사유로들기도하 음.

■귀농·귀촌인은농촌생활적응과채소류등의조달을위해농사를짓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 농지

확보가 어려워 전업농은 많지 않고 그 경우에도 식량작물보다는 원예작물이나 특작이 선호되고

있음. 농지를 필요한 만큼 구하지 못해 귀농지역을 옮기는 경우도 상당수 나타났음. 농사일이나

농촌생활에빠른적응을위해서는선배귀촌인의조언이중요한데멘토링제도와인턴제도가긍정적

역할을하고있음.

■귀촌인은농산물유통과가공, 건축과집수리및목공, 마을사무장과간사등다양한비농업활동에

종사하고있으나, 귀촌인을대량으로흡수할만한안정적인일자리는많지않았음. 방과후학교,

지역문화발굴과보전, 도농교류등지역개발사업, 복지사업등은고용효과도높고지역활성화에도

중요한사회서비스분야로평가되지만아직사업화가미흡함. 이를위한공공재정의확충과사업

주체와모델의형성이시급한과제임.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

■귀농·귀촌정책의과제는첫째, 농촌지역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귀농·귀촌이되어야함. 귀농·

귀촌정책의목적을단순히농촌인구늘리기차원으로두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둘째,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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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에대한올바른이해가필요함. 농업·농촌의올바른이해없이귀농·귀촌이이루어지고있어

정착에실패하거나지역주민과의마찰을초래하여갈등관계를형성하는사례가많음. 셋째, 중앙

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분담을통하여사업의내실을도모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함.

중앙정부가해야할일, 지역에서해야할일, 행정적으로접근해야할일, 민간의자율조직이담당

하면더잘할수있는일을구분하여역할을분담하고, 서로각각의역할이사업추진과정에서유기

적으로연계될필요가있음. 넷째, 귀농·귀촌정책은지역주민과귀농·귀촌인간의장벽을해소

하고귀농·귀촌자와지역주민이힘을합쳐지역사회의통합을꾀하여야함. 

귀농·귀촌 정책 추진방안

■농촌지역활성화를위한귀농·귀촌정책추진방안을요약하면, 먼저, 정책추진체계의확립이요구됨.

첫째, 중앙부처간및지역의지역활성화관련부서간의유기적인업무협조체계구축, 중앙과지방

의역할분담체계가확립되어야할것임. 둘째, 민간지원조직의육성이필요함. 지역홍보활동, 상담활

동,현장체험교육, 귀농인의집등관련시설의위탁관리등위탁업무를개발하여사업비및활동비

등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함. 셋째, 귀농·귀촌관련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립되어야 함.

지역에서귀농·귀촌자를심사하여선정하는형태의제도를도입하여정책지원대상자를명확히할

필요가 있음. 넷째, 지방자치단체 사업평가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사업평가 방식을 사후관리에

초점을맞추어정착률및지역주민및귀농·귀촌인의만족도등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임. 

■귀농·귀촌단계별지원사업의개선방안준비단계에서는첫째, 귀농·귀촌의식교육강화가필요함.

귀농·귀촌인의성공적인정착을위해서는농업·농촌의현실을정확히이해하고, 지역주민과동화

될수있는사전교육이매우중요함.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의귀농·귀촌자에대한정보공급체계

구축이요구됨. 귀농·귀촌자가희망하는맞춤형정보제공을하기위해서는정착희망기초지방자치

단체의체계적인원-스톱정보공급체계의구축이필요함. 

■정착단계에서는 먼저, 귀농·귀촌지역의 맞춤형 교육·컨설팅체계가 강화되어야 함. 멘토를 중심

으로한현장중심의교육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지역의선도귀농인전담멘토+귀농인의집+

교육·실습장이일체화된시스템이구축되어야할것임. 둘째, 농지, 주택등 농·생활기반확보를

위한지원이강화되어야함. 우선, 정착에기본이되는농지, 주택, 자금문제를완화시킬수있는

제도의보완이요구됨. 셋째, 6차산업형마을법인을통한일자리창출이필요함. 귀농·귀촌자가

도시생활의경험을바탕으로고령자로구성된지역사회의사회적서비스수요에참여하고,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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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도농교류등다양한사업의기회를제공하여, 일자리와소득을창출하는방안이강구

되어야함. 넷째, 민간주도형공공서비스사업개발이필요함. 농촌지역이적정인구를유지하면서

공공서비스가제공되고농업도활성화되어야하는데, 공공서비스부문이취약함. 산촌유학, 방과

후 학교, 여성,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주도의 지원센터 등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이 요구됨. 다섯째,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지역주민과의

마찰을줄이기위해서는귀농·귀촌이지역사회유지및지역발전을위해필요하다는인식과공감대

형성이필요하며, 이를지원하는다양한형태의교류가이루어질수있는사회적네트워크의구축이

필요함.

연구관련문의

•박문호 I 연구위원 I 02-3299-4264 I mhpark@krei.re.kr

•오내원 I 선임연구위원I 02-3299-4346 I naewonoh@krei.re.kr

•임지은 I 초청연구원 I 02-3299-4133 I jel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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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농촌지역은인구의고령화와과소화가급속하게진전하여커뮤니티기능이저하되고있음. 지역공

동체를기초로한새로운형태의비즈니스가등장하는배경에는지역농림어업이나상공업의침체,

고령화에따른복지수요증대등과같이지역문제가다양화되고복잡화되는반면에, 종전의개별

기업이나행정서비스에의한대응으로는한계가있음.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CB)의실태와역할을파악하고, 지역사회에대한파급

효과를분석하여, CB의확산가능성을제시함으로써지역단위에서일자리를창출하고부가가치를

높여침체하는농촌경제를활성화하여삶의질을향상시키고농촌사회에서심화되는경제적·사회적

과제를해결하기위한농촌형커뮤니티비즈니스의역할과과제를제시함.

커뮤니티비즈니스의중장기육성전략
(2/3차연도)

연구자: 김태곤, 김정섭, 허주녕, 김예슬

<커뮤니티비즈니스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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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비즈니스의 유형과 과제

■농촌사회는고령화와여성화가진전됨에따라사회적약자가누적되고, 빈곤이확대되고있음. 지역

농업과 연계하면서 일정한 공간성을 가지는 비즈니스를‘농업비즈니스(Agri-business, Agri-

Biz, AB)’로정의할수있음.

■AB가지속성을가지기위해서는지역주민의자발적인참여, 지역고유의자원을활용하여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자원 관리나 고령자에 대한 사회

복지서비스제공등에이르는공익적활동을전개해야함.

■AB는지역에서일자리를창출하고부가가치를향상하며, 지역자원을보전하고증식하며, 나아가

고령자나여성등의사회참여기회가제공되는등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고지속성을유지하여

주민의삶의질을향상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커뮤니티 활성화와 협동조합의 역할

■농촌지역은고령화, 과소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고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공동체의유지를위해

협동조합의 역할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CB의 수행 주체로 협동조합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중간지원조직으로협동조합의역할가능성을검토하여정책적함의를도출할필요가있음.

■지역농협의커뮤니티비즈니스사례조사결과농협의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은독자사업조직을

구축하여실천하는정도는아직미흡함. 그리고사업유형에는‘취약계층일자리창출사업’‘취약

<농업비즈니스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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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복지사업’‘농산물생산·유통’등으로한정되어있고사업범위가넓지않다는점을알수있음.

현재농협이진행하는 역이외에도지역농식품의가공, 지역관광사업, 마을단위공동경 조직의

육성, 지역특산품의생산, 문화관련사업등다양한 역으로확대될필요가있음.

■지역농협이농어업과관련된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의중간지원조직으로역할을담당하는방안

에는시·군단위에서다양한조직들과업무를배분할필요있음. 즉, 시·군단위로는농협중앙회의

농정지원팀과연대하여시·군단위차원의CB 육성계획을수립하여농협이육성할부문을결정하는

방식이타당할것임.

■농촌지역에서농협이커뮤니티비즈니스를활성화하기위해서수행할선결과제에는①사업에주민,

이해당사자, 지역커버넌스 공동출자, ②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단체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③커뮤니티사업체의별도법인화등이있음.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사업 평가

■농촌지역의커뮤니티비즈니스와관련된사례분석에서향후농촌형CB의발전방안으로‘조직화’

가필요함. 구성원들간의역할을분담하여체계적으로조직화함으로써팀워크를발휘하여업무의

효율성을기할수있고, 공동선별·출하·정산등의방식을이용하여시장에서의교섭력을확보할

수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사업등세가지유형의농촌형CB 관련사업을대상으로하며,

총6개사업체에대해서조사·분석

■지역의고유한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다른지역과의차별화가필요함. 공동사업을운 하는과정

에서구성원이사망등의사유로조직에서탈퇴하는경우에대한명확한대비책이필요함. 노령화가

심한농촌지역에서지속가능한CB 조직의운 을위해서요구되는것임.

■성공적인CB에는역량과열정이있는리더가존재한다는것임. 지속적인CB 사업을위해서는주민

들의자발적참여와지역리더가중요함. 사업특성에따라전주민이공동사업에참여하는경우도

있지만, 지역의농가가제조업체에원료농산물을공급하는관계를형성하는거래관계에있음. 지역

주민의참여방식에대한합의와지자체가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역할이필요한부분임. 그리고시설

노후화의대책마련이요구됨. 시설노후화에대비하여수선충당금을마련하여회계처리하는것과

같은장치가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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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역할과 과제

■농촌지역은고령화와과소화가빠르게진전되면서농가뿐만아니라다양한직종의사람이거주하는

혼주화도동시에진행되고있음. 따라서농촌지역이안고있는일자리축소, 소득감소, 복지서비스

부족등복합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복지’, ‘산업’, ‘지역’등3자가일체화된정책으로

서‘복지농촌정책’이요구됨.

■‘보완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따라서 최소 단위의 지역에서 문제해결을 시도

하는것이효율적임. CB는소규모사업체로서 리성을전제로하여공익활동을수행하므로CB가

복지농촌정책의추진주체로서기대할수있음.

■마을은종래와같은지연이나혈연에근거한공동작업등의커뮤니티기능이서서히사라지고있음.

마을이라는 공간을 기본단위로 지역 내외의 다양한 주체의 협동에 의해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여

지역활성화를시도하는마을자치센터를도입할필요성이높아짐. 

■마을의 공익적 활동(공동활동, 복지 서비스)과 경제적 활동(소득활동, 교류·직거래)을 결합하여

지속가능성을유지하고, 지역과제와주민니즈에대응하여종합적으로활동하는조직이마을자치

센터임. 

<사례지역의사업조직형태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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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비즈니스가활성화되기위한선결과제에는①지역주민과리더의자발적인참여로CB를

창업하고비지니스를전개하여정착, ②지역의다양한참여주체에서농협의적극적인참여, ③지

역고유의자원을개발하여상품이나서비스로제공, ④농업생산(1차산업), 특산품가공(2차산업),

농산물유통, 관광, 교류(3차산업) 등의다양한비즈니스모델개발, ⑤커뮤니티비즈니스의성과를

복지서비스등으로지역사회환원등이있음.

<마을자치센터개요>

연구관련문의

•김태곤 I 연구위원 I 02-3299-4241 I taegon@krei.re.kr

•김정섭 I 연구위원 I 02-3299-4252 I jskkjs@krei.re.kr

•허주녕 I 전문연구원 I 02-3299-4171 I knuhjn@krei.re.kr

•김예슬 I 연구원 I 02-3299-4368 I joanne1011@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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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가공식품 유통환경은 대형유통업체, SSM, 편의점의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과거 중소

규모의업체가주도하 던가공식품도매와소매유통산업에서대기업의가공식품제조업체와대형

유통업체간직거래가확대되고있음. 이에가공식품도매와소매유통에참여하는중소규모업체는

거래처 감소, 매출액 저하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음. 그러나 가공식품 도매와 소매유통과 관련된

실태, 문제점등이파악되지않아정책수립이어려운실정임. 그러므로가공식품의도매와소매유통의

현황및실태, 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제시가필요함.  

연구방법

가공식품유통현황및문제점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가공식품도매업체및소매업체를대상

으로설문조사와면담조사를실시하 음. 가공식품도매단계는대리점, 도매유통업체, 식재료업체를

대상으로분석하 음. 소매단계는슈퍼마켓, 식당을대상으로분석하 음. 그리고통계청에서조사한

「도소매업조사」원자료, 민간기구에서발행하는각종연감등의자료를이용하여가공식품유통의

일반적인현황과경 실태등을분석하 다. 또한가공식품정책의문제점과시사점도출을위하여

해외사례를분석하 음.   

가공식품 생산 및 유통업체 현황

■가공식품생산업체의업종별출하액은기타식품업종의출하액이가장많고도축및육가공, 유가공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음. 또한업종별생산량의변화는업종별로다양하게나타나고있으며, 출하

량의증감은품목의원재료비변화에따른생산비의변동과소비자의선호도변화에따른수요의

변동에 향을받고있음.

가공식품유통구조개선방안

연구자: 최병옥, 전창곤,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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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체 중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업체 수는 2010년 4,269개소로 2000년 3,431개소와

비교하여24.4% 증가하 으며, 업체별출하액규모도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점차규모화되고

있음.

■가공식품중일반소비자의구매빈도가높은김치, 두부, 장류의시장집중도는 상위소수기업의

비중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업체간편중현상이심화되고있음.

■가공식품도매유통규모는약22조6천억원에달하며, 가공식품도매유통업체는매장면적이클수록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도매유통업체가 다수임. 또한 가공

식품 도매유통업체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을 분석한 결과 도매유통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매출원가비중이높고 업이익률은낮은것으로나타나2차도매업체간판촉경쟁이치열한것을

알수있음.

■가공식품소매유통중대형마트, 백화점, SSM 등을제외한소매업체의매출액은약9조6,200억

원에달하며, 소매업체의매출액과소비자가격지수를분석한결과 업비용증가율이매출액증가율

보다높게나타나판매과정에서의경쟁이치열한것을알수있음. 또한소매업체의매출액대비

매출원가를분석한결과대형소매점과중소형소매점의매출원가차이가약3∼4배로나타나제조

업체에서직접가공식품을공급받는대형소매점의매출원가가낮은것으로나타남.

<식품제조업업종별출하액동향>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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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도매 및 소매유통 실태와 문제점

■가공식품은제조업체에서소비자까지도매와소매를거쳐유통되며, 가공식품도매유통은제조업체

대리점을통한경로와일반2차도매업체, 식자재업체를경유함. 이후소매단계인골목상권의중소

규모소매점및식당을통하여소비자에게공급되며, 이외에도가공식품제조업체와대형유통업체

간직거래경로가있음.

■가공식품도매단계는대리점경로와2차도매업체와식자재업체경로로구분할수있으며, 가공

식품대리점은가공식품제조업체의직 판매장이기때문에해당제조업체의상품만취급함.

■가공식품제조업체와대리점은2차도매업체또는식자재업체그리고소매점등에납품하며, 2차

도매업체특징은대리점과같이특정가공식품제조업체상품을취급하는것이아니고다양한가공

식품제조업체상품을취급하여소매단계에공급한다는것임. 소매단계의골목상권의슈퍼와식당은

도매유통업체에게상품을공급받지만대다수규모가 세하여다품목소량취급이특징임.

■가공식품도매유통중대리점경로의문제점으로는①‘ 어내기식’판매방식, ②일관되지못한

대리점관리방식, ③재래시장및주택가에입지한물류창고등을지적할수있으며, 2차도매업체

및 식재료 업체 유통의 문제점으로는 ① 도매유통업체의 세성 및 동일 상권에서의 경쟁 심화,

<가공식품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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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형유통업체의급속한성장, ③유통전문기업의식재료시장진출, ④가공식품의특성이반

되지못한소비지물류체계, ⑤불법유통행위발생등을들수있음.

■한편 가공식품 소매유통의 문제점으로는 ① 상품 주문처별 가격 차이 존재, ② 대형유통업체 및

SSM 진출의부정적인 향, ③가공식품판매가격의상승, ④가공식품의특성이반 되지못한

배송체계, ⑤동일상권내경쟁심화및조직화체계미비등을지적할수있음.

가공식품 유통정책 현황 및 문제점

■현재식품관련정부부처는다양하지만정부조직별전문화된 역이없으며, 각기관별기능이

중복되고유사기능을수행함으로써정책이산발적으로입안및집행되고있음.

■특히가공식품관련정책은주로중소기업청에서주관하고있지만소상공인의경 구조개선, 자금

지원, 교육사업위주로실시되고있어가공식품유통구조개선과관련된정책은체계적으로이루어

지지않고있음.

■가공식품유통구조개선과관련된사업에는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사업이있지만소상공

인의조직화가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추진되고있으며, 관련예산도부족한실정임.

또한골목상권경쟁력강화를위하여일부사업을실시하고있지만대부분의사업이점포개량이나

시설배치, 상권분석 등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용절감이나 물류효율화를 통한

대규모점포와의경쟁력제고에는한계를나타내고있음.

■가공식품 유통정책의 문제점으로는 ① 가공식품 유통정책의 부재, ②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중소

가공업체의낮은시장교섭력, ③가공식품유통의전문적관리시스템미흡, ④가공식품유통·물류

지원정책의미흡, ⑤가공식품유통관련정부의문제점등을지적할수있음.

가공식품 유통구조 개선방안

■가공식품 도매유통 개선의 기본방안은 ① 2차 도매업체 간 과다경쟁 방지, ② 유통 및 물류비용

절감을통한경쟁력강화, ③공정한유통질서확립등으로설정함. 이를위해서는①상권및지역별

도매유통업체간조직화체계확립, ②평가를통한공동물류센터지원, ③도매유통질서확립등의

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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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소매유통개선의기본방안은①중소규모슈퍼마켓의조직화체계강화, ②유통및물류

비용절감을통한경쟁력강화, ③가공식품부가가치창출방안마련, ④소매유통활성화를위한

사회적합의도출등으로설정함. 이를위해서는①협동조합및연합회의역량강화, ②저온물류

센터지원, ③가공식품PB 브랜드개발, ④사회적합의도출과제도개선등의개선방안이마련

되어야함.

■가공식품 유통 관련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① 가공식품 시장구조 개선, ② 가공식품 시장거래

관련 정책 개선, ③ 가공식품 유통 관련 정책의 내실화, 소상공인 유통·물류부문 지원사업 관련

정책개선, ⑤‘유통산업발전법’개정등의방안이마련되어야함.

연구관련문의
•최병옥 I 부연구위원 I 02-3299-4334 I bochoi@krei.re.kr

•전창곤 I 선임연구위원I 02-3299-4318 I cgjeon@krei.re.kr

•김동훈 I 연구원 I 02-3299-4372 I donghoon@krei.re.kr

<가공식품소매유통개선의기본방안>

<가공식품도매유통개선의기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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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최근원재료가되는국제곡물가격의급격한상승으로가공식품물가상승이높아지고있음. 이연구는

소비자지출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가공식품물가의변동실태와특성을파악해보고, 식품물

가에 향을미치는요소들을분석하고자하 음. 가공식품물가의변동이어떤특성을보이며상승

하고있는지와과거추세와의차이점은무엇인지파악해봄으로써주요하게관리해야할가공식품물가

분야는어떤것인가를파악하고자하 음. 이러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가공식품물가관리위한대응

방안은무엇인지파악하고자하 음. 

연구방법

가공식품물가변동요인을분석하기위해 시계열분석방법을적용하 음. 시계열분석인GARCH

모형을활용하여물가변동의특성을분석하고자하 음. 조건부이분산추정을통해이분산의크기가

시간이지남에따라증가해왔는지를분석하고자하 음. 다른선행연구와차별화하기위하여식품

물가와 거시변수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다변량오차항수정모형(VECM)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충격

반응분석을실시하 음. 그리고국제곡물등원자재가격의변동이국내가공식품물가에어느정도

향을미치는가를파악하기위하여산업연관분석을실시하 음. 

저소득층일수록가공식품가격변동으로부담이큼

■2011년우리나라소비자가계는월평균소득의 16.4%를식품관련소비로지출하고있으며, 하위

소득계층일수록소득대비식품지출비중이높음.

가공식품물가의장단기변동요인과
대응방안

연구자: 황의식, 황윤재, 김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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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소득이100만원미만인계층은전체소득의44.8%를식품소비로지출하고있으며, 식품

소비지출의구성에서신선농축산물이46.5%이고, 가공식품이29.4%임.

■식품물가상승이상대적으로저소득계층의가계에더많은 향을끼칠수있어소득수준이낮을

수록식료품비의가격안정이소비자후생증대에중요

가공식품물가는추세적으로증가할뿐만아니라변동폭도확대

■식품가격의추세적변동과추세선과의차이로표현되는변동성분석결과

- 가공식품가격은평균적으로유의하게추세적으로상승해왔고, 또한가공식품가격의변동성은

최근들어더증가하고있어변동폭이확대

■최근들어가공식품가격변동성이확대되고있어가공식품의가격변동성을완화하는대응방안이요구

환율등거시변수는가공식품가격에장기적으로 향을미침

■현시점의식품물가는과거식품물가의 향을가장크게받은것으로나타나현재가격안정이미래

가격변동축소를위해가장중요

■장기적으로는대부분의거시변수가식품물가에유의한 향을미치고있으며, 환율, 생산자물가,

1인당GDP 등의경제변수는장기균형관계에서식품물가와양의상관관계를맺고있음.

■ , 대두유, 콩, 원당가격등원재료가격이국수, 라면, 빵, 식용유, 두부, 설탕등가공식품가격에

미치는 향을분석

- 국제 가루가격이1% 상승할경우다음시점에서 가루가격은약0.18% 상승하게되며, 국수

가격, 빵가격및라면가격은각각0.11%, 0.03%, 0.04% 상승하는것으로분석

- 대두유가격이 1% 상승하면식용유가격은0.2%만큼상승하며, 1기이전의대두유가격이 1%

상승할경우현재시점의식용유가격은0.25%만큼상승

- 현재시점의대두가격이 1%만큼증가하면현재시점의두부가격은0.026%만큼증가하고 1기

이전의대두가격이1%만큼증가할경우현재시점의두부가격은0.039%만큼증가하는것으로분석

- 현재 시점의 원당 가격이 1%만큼 증가하면 현재 시점의 설탕 가격은 0.03%만큼 증가하고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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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원당가격이1%만큼증가할경우현재시점의설탕가격은0.04%만큼증가하는관계에

있는것으로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위해 수입원재료 가격상승에 대해 2011년 국제곡물 가격상승분을 적용하 다, 즉

, 옥수수, 대두의 평균가격의 변동률 22%, 59%, 26%, 원당과 원유 가격증가율 21%, 20%를

적용한결과

- 수입원재료의가격상승이복합적으로나타났을때의파급효과분석에서는전분이30.22%로가장

큰 향을미쳤으며, 제분이17.87%, 정맥11.43%, 식물성유지가8.01%로가격인상에 향

- , 옥수수, 대두, 원당산업과 같이 특정 식품가공산업의 주원료로 투입되는 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에물가파급효과가집중

가공식품물가는국제곡물가격이상승할때가하락할때보다더많이상승

■가공식품의가격전이(Price Transmission)의비대칭성을분석, 즉가격이상승할때의가격전

이와가격이하락할때의가격전이의크기가서로다른가를분석

- 원재료가격에서가공식품가격으로의가격전이의대칭성을분석한결과, 대두유-식용유가격의

경우현재시점을기준으로할때, 차분한대두유가격이1% 상승하게되면식용유가격은0.26%

만큼유의하게상승하지만, 하락하는경우에는1% 하락하더라도0.18%만이하락하는것으로추정

되어가격전이의비대칭성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

- 대두-콩가격의경우1기이전의대두가격이1% 상승할때에는두부가격이0.05%만큼유의하게

상승하는것으로추정되었으나, 대두가격이1% 하락할경우를나타내는가격전이의추정계수는

0.003%로도출

■가공식품의원재료인곡물의국제가격안정은가격하락기보다상승기에더중요하게다루어져야

할과제임.

2차가공식품의원재료로이용되는 1차가공식품의유통구조개선이필요

■1차 가공식품인 제분( 가루), 전분, 식용유 등의 시장구조가 장치산업으로 인해 소수 기업만이

생산하는과점구조로형성되어있어가격상승기에유통마진율이더높음.

- 원재료 산업의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체제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간 원재료를 완성품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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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수입하는방안을검토

■국제곡물가격의상승에따라1차가공식품인중간원재료자체의수입이확대되는사례도나타남.

- 원자재수입가격지수의변화를원화수입물가지수와외화수입물가지수로구분하여비교하여보면,

원화물가지수가더높게나타나환율이큰 향을미치고있음.

■소비하는가공식품의가격을보다경쟁적으로유지하도록대체관계에있는국내농산물을이용한

전통가공식품의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필요

- 국내농산물을이용한대체관계에있는전통식품의경쟁력을강화하면비록상대적으로소비자가

격이높더라도대체효과에의해가공식품가격인상의압력을완화하는효과가있음.

- 전통식품 생산에 이용되는 국내 농산물 원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을

위해가공식품용품종을개발하고, 계약재배를통하여단지화한생산체계를구축

가공식품물가안정을위한대응과제

■국제곡물가격의상승이가공식품가격에가장큰 향을미치지만그러한충격을완화하기위해서는

각산업단계에서대응방안을마련

<가공식품가격안정을위한대응과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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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의가격안정을위한산업단계별다층적대응과제

- 가공식품 가격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곡물가격 변동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재료해외조달시스템을효율화

- 완재품원재료의할당관세제도를보다탄력적으로운용하는것에서부터중요원자재에대한수입

비축제도를효율적으로운용

- 가공식품의원자재료활용되는1차가공식품인 가루, 전분, 대두유등의시장을보다경쟁체제로

강화하여과점체제에의해유통마진이상승하는것을억제하여야할것임.

■가공식품의유통구조를효율화하여유통비용을축소함으로써가격안정을유도하는방안이마련

- 서민층이이용하는전통시장및중소슈퍼에대한중소슈퍼용공동물류센터의도입등으로물류

비용을절감하고, 효율적인공급체계를구축하는가공식품유통구조를개선

■최종적으로저소득층에대해서는식품지원등으로소득대비식품지출의부담을완화하는것이필요

연구관련문의
•황의식 I 연구위원 I 02-3299-4234 I eshwang@krei.re.kr

•황윤재 I 연구위원 I 02-3299-4247 I yjhwang@krei.re.k

•김태이 I 위촉연구원 I 02-3299-4349 I fishmail@krei.re.kr



2012 발간보고서요약집● 99

연구의 배경
본연구는5년차장기과제중4년차과제로외식산업의구조, 경 실태, 농업과의연계, 외식소비

등전후방연관산업의분석을통해당면과제를도출하고, 경쟁력을갖춘고부가가치외식산업의발전

전략을제시함으로써향후식품산업연구와관련정책개발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

수행되었음.

연구방법
외식산업의구조변화분석은통계청의관련통계자료(도소매업조사, 경제총조사)를이용하여파악

하 으며, 농업과외식산업의연계구조분석은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분석하 음. 외식

산업의효율성분석을위해통계청의도소매업조사원자료를이용해경 효율성분석을실시하 음.

경 분석은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등에 대한 지표분석을 실시하 다.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은

한식점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파악하 으며, 한식점 적정규모 산출은 2005년「서비스업총조사」의

한식점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 음.   

외식업체경 실태분석을위해전국525개업체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 다. 후방산업인

농업과 외식산업의 연계파악을 위해 외식업체(한식점)와 식재료유통업체를 표본 조사하여 식재료

조달및이용구조, 국내산식재료비중등의정보를수집·분석하 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관련조사

원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하 음. 외식소비 구조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가구 식품비

지출원자료와소비자설문조사자료를이용하여분석을실시하 음. 

농어업부가가치의새로운창출을위한
식품산업의중장기발전전략(4/5차연도)

연구자: 최지현, 전창곤, 박기환
김경필, 이동소, 차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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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의 현황과 구조

■국민소득수준의향상, 주 5일근무제확산등으로인한여가활동의증대, 여성의사회활동참여

증가, 1인가구의증가, 식생활 패턴변화 등으로인해 외식수요는 크게증대되고 있음. 1982년

이후도시가구의식료품비지출은연평균4.4%, 외식비지출은10.1% 증가한것으로나타남. 

■2010년외식산업매출액은55.5조원으로대내외경기불확실성증대에따른소리심리위축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함. 사업체수는 2009년 대비 0.9% 증가한 42만 5,856개이며, 종사자 수는

124.8만명인것으로나타남. 이는국내경기하락에따른실업률증가와베이비부머은퇴등임금

노동자들이비자발적으로자 업시장에진입함에따라가족경 음식점이증가하 기때문임. 

■외식산업은종사자수 4인이하사업장이 90.4%의비중을차지하는반면, 20인이상의사업장은

0.7%에불과함. 한식음식점업은사업체수비중의66.1%를점하고있으며, 이중에종사자수4인

이하사업장의비중이91.5%로소규모사업장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이는외식산업이가족

경 형태나생계형중심의 세한산업구조임을의미함. 

■지난5년간(2006∼2010년) 외식업매출액은연평균6.7% 증가함. 한식음식점업의매출액비중은

2007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 기타외국식과기관구내식당업은증가하는추세를

보임. 이는식품소비패턴의다양화와외식선호현상, 국내거주외국인증가등으로민족고유전통

음식(ethnic food)에대한수요가증가하 기때문임. 

식재료 시장 현황과 유통구조

■식재료시장은 크게 외식, 급식, 식품가공으로 구분되며, 참여하는 유통업체의 식자재 유통사업은

급식, 외식업체, 가공업체대상의식자재구매대행사업의성격을지님.

■2012년국내식자재유통시장규모(B2B 시장기준)는약25조원으로추정되며, 프랜차이즈외식과

직 급식시장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식자재유통시장에서대기업의비중은급식시장의경우43%로높은편이나일반외식부문은9%로

평균 15% 내외로 추정됨. 중소형업 식재료상과 중간상인의 시장점유율은 85%에 달하며 이들

업체는전국에5천여개이상있는것으로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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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의 유통경로는 품목에 따라 다양하나 산지(제조업체)에서 직구매하는 비중이 크게 높으며,

중간도매/벤더업체, 도매시장등의순으로구매비중이높음.

■대형유통업체의식재료산지직구매비중이높은반면중소유통업체는산지직구매, 도매시장, 도매

/벤더등구매형태가다양함.

■외식업체가 식재료를 조달하는 방법은 생산자나 식재료유통업체로부터 직구매하는 가장 간단한

단계부터 생산자 → 산지농협 등 → 현지벤더 → 외식업체, 생산자 등 → 도매시장(재리시장) →

외식업체, 생산자등→대형농축산물유통센터→외식업체, 생산자→산지농협등→식재료유통

업체(도매/벤더) →외식업체에이르는단계까지다양함. 

외식업체 식재료 조달 및 이용 실태

■외식업체의연간식재료구입비는5천만원미만이전체의50% 내외인데비해평균구입비가2억원

정도이므로외식업체간구입비지출규모가차이가클것으로판단됨. 운 형태별로는프랜차이즈

음식점의경우 1억원이상이 63.9%로나타난반면, 일반음식점은 32.4%로 2배나많으며, 평균

구입비도3배정도높음.

■외식업체의 판매원가 가운데 식재료와 인건비(프라임코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3.7%로

상당히높아기상이상등으로식재료가격이상승할경우업체의손익에큰 향을미칠것으로

예상됨.

<B2B 형태로거래되는식재료시장규모> <외식업체의식재료조달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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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의쌀구매처는도매시장이29.6%, 중간도매/벤더업체가24.6%, 재래시장15.2%, 대형

유통마트14.0%, 산지직구매11.4% 등으로다양함.

■프랜차이즈식당의경우축산물은본사구매비중이높으나채소류는당근을제외하고본사로부터의

구매비중이7∼8%에불과함.

■외식업체가식재료를구매할때우선적으로고려하는사항으로는신선도가55.5%, 가격35.1%로

이두항목이전체의90% 이상임. 따라서신선도가유지될수있는콜드체인시스템구축이필요함. 

■일본의경우도식재료구매시외식업체가고려하는사항은신선도등품질42.2%, 가격 35.8%,

안정공급11.1%, 국산품4.4%, 브랜드3.5% 등의순으로나타나품질과가격을우선고려함. 

■국산이용률은프랜차이즈형태의음식점이축산물의경우일반음식점보다낮은특징을보이고있음.

프랜차이즈음식점은본사입장에서는각가맹점에보다저렴한식재료를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

수입산사용을증가시킨것으로보임. 

■쌀과 같이 국산과 선호도의 차이가 별로 없는 품목은 국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차별화시켜야 함. 채소류는 외식업체에서 식재료로서

이용이편리하도록세척, 가공과품질균일화및표준화를강화할필요가있음.

농업과 연계 강화를 위한 당면과제

■중소식자재유통업체는외식업체에식자재를공급해주는주요공급처로서이들업체가겪는경

상의애로사항가운데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것이식자재원가상승(37.5%)임. 또한, 국산식재료

가격의불안정성에대해의견이73%로경 상문제점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남.

■이에따라국산식재료가격을보다안정적수준으로공급하고, 인하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만

농업부문과외식산업과의연계성이강화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외식업체는경 안정을위해식재료를필요한시기에안정적으로조달해야함. 설문조사결과외식

업체의국산식재료의안정적조달이어렵다는의견이53.6%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이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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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식자재를안정적으로공급해줄수있는산지조직과외식업체를연계해줄수있는방안마련이

필요함. 

■그외에도신선도와품질향상을위한전략수립과각산지와업체를연결해주는우수한협력벤더의

확보/육성등이중요과제임. 

외식산업과 농업의 연계방안

■외식업체가식자재조달과정에서중요하게생각하는사항은가격인하및안정화, 필요한물량의

안정적인공급, 품질향상등임. 따라서농업부문에서는이러한외식시장의니즈에적극대응할수

있는방안을마련함으로써국산식자재이용률을제고시킬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해궁극적으로

농업의부가가치향상을도모해야함. 

■첫째, 대량 거래가 가능한 산지조직인 지역의 시·군·유통회사나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직거래를

통한안정적인물량확보와가격안정화가필요함.

■낮은가격경쟁력을극복하기위해산지직거래를통한유통비용절감이필요하며, 개별농가보다는

산지조직과연계하는것이바람직함. 직거래는가격인하효과뿐만아니라식자재의우선확보에

유리하기때문에필요한물량을보다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는장점이존재함. 

■산지와외식업체간직거래와함께사이버거래시스템을적극활용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음.

Off-line을 통한 직거래 이외에도 사이버거래소와 같은 On-line 직거래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원가절감, 검증된거래선확보, 이용편의성등의편익을추구할필요가있음. 

■둘째, 세한식점등의국산식재료공동구매지원을위해중소기업청의‘소상공인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등과같은사업을개발하여지원할필요가있음. 세외식업체의경우개별점포

차원에서식재료를구매하고있어안정적인식재료조달의한계성이존재하고있음. 따라서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세개별점포들이공동으로대응하는방법을모색하는것이필요함. 

■셋째, 품목의특성별로 농조합법인, 지역농협, 연합사업단, 시·군·유통회사등산지유통조직을

연계시켜육성해야함. 식재료유통업체와산지간수직결합은대부분유통업체가주체가되어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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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후방결합(Backward Integration)이많아농가가예속되는문제가발생하기도하기때문에

개별농가보다는산지조직과연계하는방안이바람직함. 

■넷째, 산지는원료개발, 상품화검토, 상품개발, 출시, 사후관리단계에이르는모든과정에서구체

적이고체계적인마케팅전략수립이요구됨. 구체적인마케팅전략을수립하여외식수요에맞는

맞춤형제품을개발해야산지와외식업체의연계가지속가능함. 

■다섯째, 소비지가원하는규격의전처리식재료를연중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적합한전처

리시설활용과신기술도입이필요함. 외식업체는원물형태보다는전처리/가공된식재료를구입

하는비중이상당히높기때문에이를적극활용하여공급시국산식재료이용률확대를도모할수

있음. 

■여섯째, 산지와 외식업체를 연결하는 우수한 식재료 전문 협력벤더 육성으로 국산 식자재 이용

확대를유도해야함. 농협이협력벤더의역할을담당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나필요한경우민간

벤더의육성도검토할필요가있음. 

연구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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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환 I 연구위원 I 02-3299-4331 I kihwan@krei.re.kr

•김경필 I 연구위원 I 02-3299-4312 I kkphil@krei.re.kr

•이동소 I 초청연구원 I 02-3299-4322 I petit211@krei.re.kr

•차원규 I 위촉연구원 I 02-3299-4165 I wkcha@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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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소득의양극화에따른빈부격차의심화로사회에취약계층이확대되고있으며, 이들계층의불건

전한 식생활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수의 취약계층이

제도의수혜를받지못하는사각지대에위치하고있음. 지원형태도생계비지원의형태로운 되거나,

특정계층의일부소비자를대상으로필수 양소지원형태에국한되고있어지원대상계층의경우에도

충분한식생활및 양지원이되고있는지에대해의문이제기되고있음.

이연구는저소득계층등사회적취약계층을대상으로식품소비및 양섭취현황을파악하고, 식품의

안정적공급을위한식품지원제도의활성화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추진됨.

연구방법

식품지원제도의운 현황검토와외국의관련제도조사를위해자료수집, 기관방문조사, 전문가

원고의뢰가추진됨. 

취약계층의현황과식품지출및 양섭취파악을위해통계조사의원자료가분석에이용됨.가계의

소득 및 지출현황 분석을 위해 2000~2011년간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원자료를, 양 및 식품

섭취현황분석을위해서는2007~2010년간보건복지부의‘국민건강 양조사’원자료를, 취약계층

의복지지원현황과식품의미보장성등을분석하기위해2005~2009년간‘한국복지패널’의원자

료를분석함. 취약계층의식생활현황과지원제도관련의향을조사하기위해2012년7~8월간765

명을대상으로방문조사를실시함. 

식품지원제도활성화방안검토를위해전문가설문조사와연구협의회가추진됨. 전문가설문조사는

2012년7~8월간총80명을대상으로함. 

사회여건 변화와 취약계층 확대

■소득의양극화에따른계층간빈부격차의심화로사회에취약계층이확대되고있으며, 이들계층의

식품지원제도활성화연구

연구자: 이계임, 황윤재, 이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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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식생활이커다란사회문제로등장하고있음. 소득수준이최저생계비이하인빈곤층가구의

규모가 시장소득기준시 2003년 9.3%에서 2010년에 12.2%로증가함. 또한급속한인구고령

화에따라노인인구가빠르게증가하고, 독신가정이상당수에달하는등인구·사회구조변화로

식생활의어려움에처한가구가확대되고있음. 

■정부에서는다수의관련제도를시행해왔으나2007~2009년간복지패널원자료를통합하여분석한

결과식품미보장률은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계층에속하는가구를대상으로할경우21.1%에

달함. 2007~2010년간국민건강 양조사원자료를통합하여분석한결과 양섭취부족자비중은

수급자가28.7%, 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이나비수급자인경우도18.1%에달하는것으로분석됨.

현행 식품지원제도 운 평가

■식품지원제도를 법률·제도·지원대상·지원규모의 측면에서 운 의 충분성, 효율성, 합리성을

기준으로평가함. 농림수산식품부소관법률에는국민의식생활지원관련목적이나사업이포함

되어 있으나 관련 근거조항이 불충분하며, 소관 중앙행정부처가 분산되어 있고 제도의 연계성을

높이기어려운실정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예산 비중이 식품지원 관련 10개 주요 제도의 예산의 45.2%로 절반

가까이를점하는반면, 통합급여형태로지급되고있어생계비지원이식품소비외에타용도로지출

됨에따라 양섭취부족을초래할가능성이매우높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에 보완적으로 다수의 지원제도가 실시되어 왔지만 지원규모가 적고,

부양가족이나재산상의이유로수급자기준에서탈락한계층·차상위계층·신체적인특성등으로

식생활의어려움에처한계층등이대상에서제외되어있어대규모사각지대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사회적 취약계층의 식품소비행태 및 양섭취실태 분석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의원자료를분석한결과소득수준이최저생계비이하계층의경우식료

품비는전체평균대비2000년60.7%에서2011년51.8%로감소함. 소득수준이최저생계비이하

계층의평균대비지출수준은식품류별로육류63%, 우유류및계란류52%, 과일류61%,채소류

94%, 외식30% 수준으로나타남.

■취약계층765명대상식생활관련설문조사한결과독거노인및노인가구의경우는식품구매및

조리가어려우며, 편부가구의경우조리시간이부족함. 군지역은도시지역에비해주변에마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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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이 크게 부족하여 식품을 구입하거나 교환할 때 어려움이 크며, 공공 급식시설에 대한

접근성이크게떨어지는것으로조사됨. 

■보건복지부의국민건강 양조사원자료를이용하여취약계층의 양섭취실태를분석한결과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에너지 섭취량은 필요추정량의 83%에 불과하며,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계층에서도 대체로 90% 수준임. 칼슘섭취량이 권장량의 60% 수준이며,

리보플라빈과비타민C의섭취수준도권장량에미달되는것으로분석됨. 

■특히, 소득수준이최저생계비이하인가구의65세이상연령층의경우칼슘과리보플라빈의섭취

수준이권장량의절반정도수준이며, 비타민C도58~75% 수준을나타냈다. 청소년층(12~18세)

의 양소섭취수준도다른연령층에비해더욱심각한것으로나타남.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식품지원제도는국민에대한안정적인식품공급을보장하는것을목표로식생활개선에직접연계

되고, 안전하고신선한식품에대한접근성을제고시키기위해국내농업및생산자연계를추구

해야함. 또한수요자의접근성과수용가능성을충분히고려하고, 연계기반마련을통해식품지원

정책의효율적운 을추진해야함. 

■단기적으로는식품소비및 양섭취측면에서취약하여식품지원이필요한계층을대상으로선택

적으로 새로운 식품지원제도를 실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식품관련 기존 정책을 통합하여 보편

적인식품바우처를운 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식품지원제도의시행대상은취약계층식품의미보장성과 양부족실태를근거로소득, 재산, 연령,

가구특성등을감안하여선정해야함. 소득은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기준으로식품미보장가구의

70~80%(75%)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경우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40~180%(150%)

수준으로설정할수있음. 양섭취부족자의41.6%가65세이상이고읍·면지역의경우는56.0%에

달하므로읍·면지역독거노인가구를우선적으로고려하고점차적으로대상계층을확대해나가야

할것임. 

■지원대상식품류는해당계층의식품및 양소섭취가기준에크게미달되는채소류, 버섯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 계란류지원이필요한것으로분석됨. 우수하고신선한식품을지원하여건강한식생

활을보장하는차원에서추진되어야하므로지역내에서생산된신선한과일및채소등을지원

하는프로그램개발을장려할필요가있음. 지원식품은소분류군별로만제시하여, 지역내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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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등농산물생산및유통여건을고려하여세부품목은자율적으로결정하는방안을검토해야함.

■식품지급형태는해당취약계층의연령및질병등신체적인조건, 사회적·인구학적특성에따른

조리능력, 식품또는음식의공급처에대한접근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택되어야할것임.

식품지원시생산자단체와의연계를통해지역농가와주민을연결하여농가는판로에대한부담

감을감소시키면서소득을증대시키고, 취약계층은지역내의안전하고신선한식품에대한접근

성을높일수있음. 급식지원시설은도시지역복지관응답비중이높으므로기존복지관및아동급

식소등의시설현황을기반으로해야하며, 군지역은마을회관에조리시설과식재료를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공동체또는사회적기업형태로취약계층을대상으로밑반찬이나도시락을지원하는

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식품지원이시급한계층에대해생산단계와연계하여신선식품을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 생산과

연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함. 식품지원제도를총괄적인계획하에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

서는관련부처와집행기관이참석하는협의체를구성하여협력방안과운 평가등에대한지속

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식품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지원제도를 통합관리

하는체계를구축하는방안에대해서도검토해야함. 

■식품지원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을위해‘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의제7조를소비

단계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하며 식품 종류별 수급관리를 규정하는 일반법에서 관련 조항의

신설 또는 개정이 필요함. 현행의 보건복지부 소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이양된 식품관련 지원

제도의경우식재료공급시생산자단체와연계될수있도록관련규정을마련하고농림수산식품

부의정책적지원을추진해야함. 

■그밖에프로그램수혜대상자들이스스로식생활및 양관리를할수있도록식생활상담·교육·

만족도파악등을연계실시하고, 취약계층대상식단개발과배달에적합한용기제작·보급등이

마련되어야함. 또한전자바우처운 기반을구축하기위해 전자카드시스템설계및개발, 가맹점

구축, 교육및훈련등의시행요건마련이단계적으로추진되어야함.

연구관련문의
•이계임 I 연구위원 I 02-3299-4326 I lkilki@krei.re.kr

•황윤재 I 연구위원 I 02-3299-4247 I yjhwang@krei.re.kr

•이동소 I 초청연구원 I 02-3299-4322 I petit211@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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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대부분의저개발국의중요기간산업이농업이고, 이를통해빈곤을퇴치하여경제성장을이룩하고

자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 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의 중요성은 막중함.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

사업은협력대상국의빈곤퇴치와경제발전을지원하는목적이외에도우리나라농업경제의세계화

전략과긴 히연계되어있다는점을감안할때, 동부문의개발협력에대한기본정책방향과추진

전략에대한연구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이를위해개발협력경험이풍부한국제기구와공여국의

동 부문 협력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도출을 토대로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있음.

연구방법

본연구는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국국제개발청(USAID), 일본국제협력단(JICA)을조사대상

기관으로선정하여문헌및통계조사, 대상기구방문조사및필리핀현지사례조사를통하여추진

됨. 선정된 4개의 기관이 필리핀에 적용한 농업·농촌부문의 협력정책과 프로세스별 추진방식을

분석하고기관별추진된사업에대한자료를현지관계기관초청세미나를통해수집·분석하여우리

나라에주는시사점을도출함. 도출된시사점을토대로향후우리나라가농업·농촌부문의국제개발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과 프로세스별 기본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한정함.    

선진공여국및기구의농업·농촌부문개발협력전략분석

■미국의USAID는범부처와협력하는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특히USDA/ERS는역량

강화사업, 농업통계및농업정책에대한컨설팅과같은연구기관의전문성을협력대상국에전수

국제사회농업·농촌부문협력전략분석
- 시사점및적용방안을중심으로-

연구자: 이대섭, 허 장, 정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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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사업을주로추진하고있어역량강화측면에서우리나라연구기관이수행하고자하는역할

정립차원에서시사하는바가큼.  

■일본은ODA예산을하향조정하는추세에도불구하고꾸준히농업분야지원을전체ODA예산중

7~8%로유지하고있어지구촌빈곤퇴치를위해서개도국농업분야개발협력이중요하다는인식

제고가정책적으로기반이되어야함을확인할수있음. 일본은정책일관성과개발효과성을제고

하려는노력하에JICA를통한유·무상일원화를이루어운 하고있으며이러한가운데부처간의

협력과조화를이끌어협력체계를구축해가고있음. 일례로JICA는프로젝트사업에중점을두고

이에대한개발조사와컨설팅은농림부가위탁하는등기관의개발경험을존중하고활용하는점은

우리나라가가지고있는부처간분산시행의개선안을모색하는데충분히고려할만한점임. 

■아시아개발은행(ADB)은농업·농촌부문개발협력사업의우선과제로포괄적인추진전략을수립

하고있다는점이시사하는바가크며, 농업부문국제개발협력사업의기본방향은정치적인이념을

배제하고순수한목적의사업을추진하며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에중점을둔사업이주를

이루고있어유관기관간협의체를구성하고관련전문가를활용하고있음. 추진방식의측면에서

유관기관의전문성을적절히활용할수있는공동협력사업이효과적임을확인함.

■세계은행(World Bank)은⌜농업을 통한 개발(Agriculture for Development)⌟보고서를 통해

지원대상국가를경제성장에대한농업의기여정도와농촌빈곤의정도에의거하여구분하고그

유형에따라적용되는전략의방향을상세하게제시하고있음. 따라서실행계획에서연차별지원

포트폴리오를검토할때기준이되어결과적으로일관된사업관리가가능하게됨. 전략방향을제시

하고정책일관성을보장할수있는체계마련에대한교훈을얻을수있음.

- 또한농림수산분야에대한지원비율이6%대로우리나라의8%와비슷하며, 지역개발차원에서의

농촌개발에대한지원은매우많은편으로, 빈곤인구의4분의3이거주한다고알려진농촌에대한

중요성을높이평가하고있음. 최근우리나라의농림수산분야의국제개발협력사업이농촌종합

개발과 같은 농촌개발 사업을 빈번하게 도입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추세에 따르는 것이라고

볼수있음.

■선진공여국및기구는농업·농촌부문의중요성에입각하여중장기개발협력전략을수립하여추진

하고있는실정이며, 미국의경우생산자와시장을연결하기위해식량및농업부문추진전략, 세계

은행의농업부문개발협력전략서, 아시아개발은행의지속가능한식량안보전략, 그리고 JICA는

농촌개발전략등을수립하여단일한이념과전략으로동부문의개발협력을추진하고있음. 또한

추진체계측면에서평가와환류의중요성을강조하고효과적사업수행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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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또한 공동의 철학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농림수산분야의 전략서가

마련될필요가있으며절차의간소화와환류를통해효과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적극고려

해야함.

우리나라 농림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현황 평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은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나누어 지원되며 양자원조는 외교부

(KOICA) 외30개개별기관이무상원조를담당하고, 기재부(EDCF)가유상원조를지원하며, 국제

기구에대한다자원조는기재부와외교부및개별기관이지원함. 

<선진공여국및기구의농업·농촌개발협력전략요약>



1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분야는KOICA와농식품부, 농진청등의부처가무상원조를지원하고있으며, 유상원

조는EDCF가지원함.

■우리나라ODA 총지원규모가증가함에따라농림수산분야의규모도 향을받아왔으며, 유·무상

지원실적을살펴보면유상원조는1987년부터2010년까지6조7,350억원, 무상원조는1991년부터

2010년까지 2조 7,158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이 중 농림수산분야는 각각 1,991억 6,600만 원

(총지원액의3%), 1,981억4,300만원(총지원액의8.8%)이지원됨.

- 2006~2010년 농림수산분야 ODA 실적을 지원 기관별로 살펴보면, KOICA(무상원조, 51%),

EDCF(유상원조, 40%)의 집행액이 농림수산분야 ODA 누적총액의 91%를 차지하고 나머지

약9%(2,051만달러)는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등중앙및지방정부가집행하 음.

- 지리적근접성과현지정보파악이용이한점등으로인해아시아지역에대한집중지원경향이

두드러지고, 사업분야별로는프로젝트사업과교육/훈련사업이주로이루어짐.

■우리나라농림수산분야ODA를가치사슬을세분화한분류기준(표참고)을적용하여분석함. 이는

기존 CRS 코드에 따라 분류된 사업 중 사업내용을 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사업내용을토대로하여가치사슬에입각해재분류함.

- KOICA 프로젝트사업은농촌개발에대한지원이가장많은가운데가치사슬의측면에서는생산과

인프라에대한지원이많이이루어진반면유통및판매등농가와농기업체의부가가치증대를

완성시키는분야에대한지원은미미한실정임. 또한전체적으로생산, 생산자재, 수확후관리등

분야는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져 온 반면 2011년에는 생산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줄고 그 대신

농촌개발에대한지원이증가하고있는경향이있음.

- 농식품부의 사업은 생산기술과 인프라 등 가치사슬의 첫 단계에 해당되는 분야에 많은 사업이

<가치사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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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있으며, 농업생산분야도꾸준히사업이추진되고있음. 농축산물가공및수확후관리

등전문가현지컨설팅과역량개발등을지원하는단기, 소규모의시범사업위주에서벗어나농업

기술 전수와 농업소득 증대 등 생산 분야에서의 시설지원, 새마을운동과 농촌종합개발 방식의

농촌개발을중점추진하고있음.

시사점 및 개선 방안

■농업·농촌부문전략의관점에서국가정책으로서의농업·농촌부문개발협력전략이수립되어야

함. 우리나라농림수산분야ODA의이념과시행기관간의역할분담등을포함한중장기개발협력

정책을 명문화하여 세부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 체계의 통합을

위한분야별단일한개발협력추진전략을수립하는것이당면과제라할수있음. 

■농업·농업·농촌부문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기술 등 분야별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분야별 전문성과 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성이

상호보완적인성격으로활용되어사업을추진하여야하며, 분야의전문성을개별부처/기관이축적

하기에는장시간과인적자원이필요한만큼서로상호연계를강화해야함. 이는부처/기관별사업

내용을분석한결과기관별중점추진분야가비슷해져가는경향이나타나고있어, 상호전문성을

결합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는가능성이높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음. 따라서관계부처

/기관의 개별적인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을 연계하여 개발협력 사업의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

사업을추진하는방안을적극모색하여야함.

■동부문국제개발협력이부처고유의업무 역으로해석되어관계부처의개발협력을물리적으로

통합하려는인식은지양되어야하며, 개발협력의효과적추진을위해서는분야별전문성과개발협력

분야의전문성이조화를이룰때만이가능할것임.

연구관련문의
•이대섭 I 연구위원 I 02-3299-4169 I ldaeseob@krei.re.kr

•허 장 I 연구위원 I 02-3299-4357 I heojang@krei.re.kr

•정승은 I 초청연구원 I 02-3299-4253 I tmddms7777@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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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지난5년간남북관계의경색으로인해거의모든남북교류와협력은중단되었다. 북한주민은식량

부족과경제난심화에따른고통을겪었다. 대북교역을추진하던남한의기업들도어려움을호소함.

사회단체들도북한의인도적상황을염려하며남북관계개선을촉구함. 다행히최근남북관계가변화

할조짐을보이고있음. 그변화상황에대비해남북농업교류협력을새롭게준비할필요가있다. 그간

수행된대북농업교류협력은많은성과를남겼으며과제도남겼음. 이제부터는그효과와지속성을

높이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함.

연구목적

대북 농업교류협력의 효과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상황에 적합한 적정협력의 추진,

북한의농업협력수요에맞춘협력분야의선정, 북한의경제개발전략에조응하는선도적농업협력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여기서는 그 세 가지 주안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연구를

수행함. 첫째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북 농업협력사업을 검토한 후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과제를

도출해내는데있음. 둘째는적정성과수용및지속가능성이높은‘북한맞춤형농업개발협력사업’

을발굴해정리하는것임. 세번째연구목적은북한맞춤형농업협력사업분야와추진방안을제시

하는데있음.

대북 농업교류협력의 평가와 과제

■기존의농업관련대북교류협력은정부와민간의인도지원사업, 민간과지자체의농업개발협력

맞춤형대북농업협력사업추진방안연구
-효과성과지속성증진을위한대안-

연구자: 김 훈, 권태진, 남민지



2012 발간보고서요약집● 115

사업, 민간기업의농업부문경협사업등세가지형태로추진되었음. 이연구에서는기존교류협력

사업의 성과와 문제를 검토했으며, 향후 추진할 대북 농업개발협력에서는 효과성, 추진가능성,

지속가능성을높여야한다는과제를도출했음. 인도적지원은식량과비료지원이대표적인사업임.

동기간대북 지원 규모는 각각 330만 톤과 255만 톤에 달하며 북한의 식량난 완화와 농업생산

증대에큰기여를했음.

■농업기반을조성하고농업생산을향상시키기위한농업개발지원사업도민간단체와지자체에의해

추진되었음. 이들협력사업은해당지역의농업생산성을증대시키고, 부수된물자지원을통해해당

지역주민의인도적상황도개선시키는데기여를했음. 또선진농업기술과자재를북한의농업과

학계, 농촌에소개하고전수한것도농업협력사업의 중요한성과임. 농업부문경협사업은 북한산

농산물반입을중심으로추진되어남북간의상업적교류를확대하는데기여했음.

■기존에수행된대북농업교류협력사업은성과와함께문제도노정하고있음. 식량과비료지원은

북한의농업에서확대재생산을촉발하는자본으로전환되지못했음. 또민간지원단체의소규모농업

협력은 북한의 지원 대상 단위(농장, 연구소, 단체 등)의 개혁과 구성원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음. 민간부문의상업적교류사업의경우계약재배나투자협력사업등경협

사업이활성화되지않아남북교역의효율화가지연됨.

북한 맞춤형 농업개발협력사업의 도출

■이들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새로운접근이필요함. 요컨대, 향후의대북농업개발협력사업은

효과성, 수용가능성, 지속가능성등세차원을집중적으로고려해추진할필요가있음. 이세가지

과제를만족시키는협력사업으로서‘북한맞춤형농업개발협력사업’이필요함. 

■효과성은북한농촌현장의사정에맞추어진농업개발협력사업에서가장크게나타날것임. 북한의

수용가능성이큰협력사업은과거북한이국제사회에공개적으로요청했던사업, 시작된후중단

되지않고꾸준히지속되고있는농업개발협력사업이해당될것임. 지속가능성이높은농업개발

협력사업은‘지속가능한협력’과‘재생산구조의수립’을목표로추진하는농업개발협력사업임.

여기에해당되는대표적인협력사업은특구배후지선도적농업협력사업임.

■본연구에서는북한맞춤형농업개발협력사업을그목적별로식량공급증대등8개협력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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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각각의프로그램별로감자재배확대등총17개세부협력프로젝트를도출해제시했음.

8개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과 17개 세부 프로젝트

■8개농업개발협력프로그램은식량공급증대, 농업기반복구, 축산지원, 산림복구및환경보호, 지속

가능에너지개발, 농촌환경개선, 취약계층지원, 특구배후농장선도농업개발프로그램등임.

■이들 8개 프로그램은 다시 각각 수 개의 세부 개발협력 프로젝트로 구분됨. 이 연구에서 제시한

<‘북한맞춤형’농업개발협력프로그램및세부프로젝트>



2012 발간보고서요약집● 117

주요세부프로젝트는감자재배확대, 우량종자공급, 수확후손실감소, 홍수피해지복구, 제방

복구, 간이관개체계지원, 농가에대한소가축지원, 양돈및잠업지원, 산림복구녹화와양묘장

지원, 산림병해충방제, 농촌에너지개발지원, 지붕개량, 아궁이개량, 취약계층을위한소농장

지원, 특구배후농장선도농업개발협력등임. 이중에는통합해추진이가능한사업도있고물자

지원과모니터링만으로구성되는협력사업도포함되어있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은 북한 특구 배후 농촌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사업임. 북한은 과도기 경제개발 방안으로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개발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북한의개발전략에조응하는농업부문의개발협력사업의효과가높을것임. 북한이지정한

경제특구 배후지역 농촌을 대상으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특구 주민이 소비할 농산물을

공급할수있으며특구에유입된자본이주민의소비생활을통해북한본토로유입되는연관효과도

창출할수있음. 또협력과정에수반될특구배후지농장의시장화실험은북한의바람직한중장기

농업개발전략을수립하는데중요한참고가될수있음.

추진 체계

■본 연구에서는 대북 농업개발협력사업 추진 체계를 정부와 민간지원단체 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정리함. 여기에서중점적으로다룬내용은협력의원칙, 협력체계의구성, 지원대상사업의선정,

모니터링과평가체계등임. 기타고려해야할사항으로서전문기술의지원, 공적개발협력(ODA)

체계와의연계추진, 민간부문내협력을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정부주도대북농업개발협력

체계구축에대해살펴보았음.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북 농업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은 가급적 단순하고 명료해야 함.

그러나반대로이협력사업을뒷받침할계획과국내협조체계는정교하게수립되어야함. 사업추진

주체간협조체계는지원대상사업의선정·모니터링·평가, 정부의재정·기술지원, 정보교환체계

등으로구성됨. 이체계는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와한국국제협력단의가이드라인을참고해

구축하되, 대북농업협력사업의현실에맞게사업유형별로달리작성해활용할필요가있음.

■정부의 재정지원 체계는‘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잘 정리되어 있음.

이에 해당되는 남북협력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체계를 따로

구축할필요가있음. 기술지원체계는전문성이요구되므로농림업부문에서담당하도록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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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함. 대북농업협력사업의수와규모가크지않은초기단계에는농업협력을추진하는지원

단체나 기구(지자체, 지원기구, 민간지원단체)가 정부와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아 협력사업을

추진할수있음.

■협력사업사례와규모가확대되면정부의역할이중요해질것임. 정부는대북농업협력사업을기술

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기구를설립해민간부문의협력사업추진주체를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가

있음. 또정부주도농업개발협력사업의경우일관된추진을위해전문‘사업단’을설립할필요가

있음. 

■정부와민간단체및사업단간에대북농업협력정책및전략과관련된정보교환도활발하게이루

어져야함. 이를위해정부는정례협의회를개최할필요가있음. 추진대상협력사업의효과적실행

과피드백을위해서는심사와선정, 모니터링, 평가과정을활용할수있음.

연구관련문의
•김 훈 I 선임연구위원I 02-3299-4367 I kyhoon@krei.re.kr

•권태진 I 선임연구위원I 02-3299-4255 I kwontj@krei.re.kr

•남민지 I 연구원 I 02-3299-4359 I mj0801@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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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최근 식품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가경제의 한 부문으로서의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하지만그동안식품산업에대한연구는주로식재료의안정적공급, 농산물과식품산업의연계,

식품산업의경쟁력제고에관한내용을주제로많이추진되었으며식품산업을위한통상정책에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음. 본격적인 농식품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UR 협상이나 최근의 DDA 협상, FTA

협상등에서도우리나라는농산물에대한고율관세유지나양허제외를위해노력하 고, 가공식품에

대한배려는상대적으로미흡했다고할수있음.

연구방법

이연구에서는우리나라식품산업의연도별관세변화를분석하여UR 협상이나FTA 협상등시장

개방정책이식품산업의관세구조에어떤변화를초래했는지살펴보고향후식품산업의발전을위한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함. 식품산업과 원료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율 구조를 파악하고, 산업연관

표를 이용하여 식품산업과 농산물의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의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 음. 선행

연구와 관련 기관의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한 식품업체의 현장 관심사항과

애로사항을조사함. 또한식품수출기업협의회와식품업계간담회등에참석하여비관세조치등식품

업계의통상정책관련건의사항을수집하여분석함. 

농식품 관세 체계

■수입물품에부과되는관세의유형은기본관세와탄력관세, 양허관세등이있는데, 세율간에적용

우선순위가있어탄력관세와양허관세, 기본세율이차례로적용된다. 일반적으로양허세율은기본

세율보다낮은경우에만우선적용되게되어있으나, 농림축산물의경우UR 협상당시국내외가격

차에 상당한 세율로 양허(TE 품목)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

식품산업의발전을위한통상정책방향

연구자: 송주호, 최지현, 정대희, 박한울,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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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P 품목)한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양허세율이 우선

적용되도록하고있음. 따라서농식품의관세는매우복잡한양상을띠고있음. 

■2012년관세율을HS 2 단위별로수입액을기준으로가중평균한세율을비교해보면, 기초농산물

관련류(01∼03류, 05∼12류)들은실행세율이양허세율과비슷한수준이고, 가공식품관련류(04

류, 16∼24류)들은실행세율이기본세율과비슷하며양허세율보다낮은수준임.

■주요 가공식품의 완제품과 원재료의 세율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원재료가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의완제품(마가린, 토마토소스등)은원재료의관세가더낮은반면, 원재료가국내산과경합될

가능성이많은경우(아이스크림, 고추장, 초콜릿과자등)는원재료의관세가완제품의관세보다높음.

농식품 실효보호율 추정

■식품산업과같이완제품을만들기위해사용하는원료의종류가많고또이러한원료에부과되는

<HS 류별기본, 양허, 실행세율(가중평균, 2012)>

<국내가공식품과원재료간의관세율현황(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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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이서로다를경우에는중간재에대한관세율도고려하여실효보호율을추정하는것이필요함.

실효보호율이란“주어진 보호체계로 인하여 그 산업의 산출물을 한 단위 생산함에 따르는 부가

가치가증가하는비율”이라고정의됨. 

■실효보호율 계산에는 중간투입 재중에 비교역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3가지 계산방법을

사용할수있음. 전통적인방식은모든중간투입재를교역재여부를구별하지않고관세율과투입

비율만갖고계산하는방식(단순실효보호율)이며, Corden은어느최종제품(j재)의생산에투입된

비교역중간재에포함되어있는부가가치도그제품(j재)의부가가치에포함시키는반면, Balassa는

j재의생산에투입된비교역중간재의부가가치는그제품(j재)의부가가치에서제외시키고있음.

■본연구에서는산업연관표상의기본부문의농림수산품과음식료품을대상으로분석하 음. 추정

결과2009년의경우를살펴보면, 농축산물의경우명목보호율과단순실효보호율, Corden 실효

보호율, Balassa 실효보호율각각의평균은6.3∼8.0%로별차이가없게나타났다. 이는아마도

농축산물의경우중간투입재의비중이높지않기때문인것으로파악됨. 반면, 식료품의경우에는

4가지보호율의차이가크게나타났는데평균명목보호율은7.9%인데, 단순실효보호율은13.6%,

Corden 실효보호율23.3%, Balassa 실효보호율은평균42.2%으로나타나차이가큼. 

■명목보호율(이 연구에서는 실적관세를 명목보호율로 사용하 다)과 실효보호율의 관계를 보면

명목보호율보다실효보호율이높은품목이더많은 것으로나타남. 다소예상외의결과이긴하

지만사실상대다수의식품기업들은원료농산물을높은관세로수입하지않고TRQ 쿼터내낮은

세율로수입하거나혹은유사·대체품목으로수입하기때문인것으로보임. 

<농축산물부문의보호율추세> <음식료품부문의보호율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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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에서의 농식품 양허내역 분석

■한-미FTA와한-EU FTA에서의농산물양허내역을가공식품과일반농산물로구분하여살펴본

결과, 보호수준이매우높은중요기초농산물은여전히민감품목으로분류되어관세철폐기간이

상대적으로길게타결되었고단순가공품이많은유사·대체품목은특별고려를하지않았다고분석

되었음.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유가공, 육가공, 장류업체, 종합식품회사등주요식품업체들을대상으로식품수출입관련관심

사항과정책우선순위를설문조사하 음. 수입과관련하여서는원료의수입관세를인하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원료의 현지 품질관리 강화요청, 원료 공급국가의 공급물량조절 대응 등이

뒤를이었음. 수출과관련하여서는수출대상국의검역·검사문제, 관세인하, 통관절차등의순으로

정책우선과제를제시함.

시사점 및 결론

■우리나라는다른선진국들과는달리많은품목의경우완제품의관세율이중간재의관세보다낮은

역관세구조를갖고있음. 이러한현상은특히가공도가높은식품류에서실증적으로나타남. 1995

년부터 2009년까지의 품목별보호율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UR 협상이나 FTA 협상이 진전되어

시장개방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의 보호율 수준은 별로 변하지 않았음. 또 한-미

FTA와한-EU FTA 양허내역을분석해보면가공식품을배려한흔적이보이지않음. 

<한-미 FTA에서의농산물유형별양허내역> <한-EU FTA에서의농산물유형별양허내역>

주: X축은관세철폐기간및TRQ, 계절관세, 양허제외를의미하며, Y축은전체품목수대비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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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은 완제품과 원자재로 쓰이는 농산물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통상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일반화된정책제안을하기가어려움. 하지만우리나라도세계적인식품기업을양성하려면수출입과

접한관련이있는통상정책개선을위한조치들이더욱적극적으로검토되어야함. 

■가공식품의 발전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으로는 우선, 국내산과 경합이 적은 수입원재료 농산물에

대해서는양허관세나기본관세를완제품보다낮은수준으로과감히인하할필요가있음. 또한매년

할당관세가적용되는품목과매년TRQ가증량되는일부품목에대해서는양허관세나기본관세를

낮추어야함. 기업입장에서는매년불안하게관세혜택을받는것보다제도화되면장기적인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됨. 종량세와 계절관세도 확대 적용되어야 함. 물론 WTO나 FTA에서 양허한

세율을낮추는방향으로의관세인하는어렵지만양허세율보다낮은기본관세가실행세율로적용

되는품목들에대해서는종량세와계절관세를도입하는것은가능함. 관세정책은국내농업보호와

상충되지않는범위내에서추진되어야하지만비관세조치는국내농업보호와상관없이개선할수

있음. 통합원산지규정의마련이나통관절차, 검사·검역조치등은지속적으로개선되어야함. 

■이 연구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상정책을 분석하면서 관세문제에 많은 비중을 두긴 했지만

비관세문제도전반적으로모두다룬종합보고서임. 범위가너무넓다보니일부비관세조치등에

대해선깊이있는분석을하지못했다는한계가있음. 앞으로는원산지규정이나TRQ 관리문제등

특정한주제를선정하여심층적인연구를하게되면더욱실현가능성이높은구체적인제안이가능

해질것임. 

연구관련문의
•송주호 I 연구위원 I 02-3299-4187 I jhsong@krei.re.kr
•최지현 I 선임연구위원I 02-3299-4316 I jihchoi@krei.re.kr
•정대희 I 연구원 I 02-3299-4297 I dhchung@krei.re.kr
•박한울 I 위촉연구원 I 02-3299-4278 I phu87@krei.re.kr
•김성훈 I 충남대학교 교수I 042-821-6746 I sounghunkim@hotmail.com



1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의 목적

이연구는7년간의사업기간이완료된한·칠레FTA 국내대책의사업실적자료를활용하여사후

적인경제적평가를수행하는것을목적으로함. 현재한·미FTA 국내대책에서조기추진된사업은

2012년이면 전체 지원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5년간의 집행 실적이 확보되는 만큼, 2013년부터는

지난5년간의사업에대한평가가이루어질시점임. 한·미FTA 국내대책의투·융자규모는한·칠레

FTA 국내대책의 20배에달하고대상품목과사업내용도훨씬다양함. 따라서이연구는한·칠레

FTA 국내대책의경제적효과를정량적으로평가함으로써한·미FTA 국내대책에대한경제적성과

평가를위한기틀로활용될수있음. 이와더불어시장개방에따른농산물수입증가효과, 국내대책

성과를종합적으로평가하여향후농업부문의FTA 협상방향과보완대책의수정및보완등을위한

효과적인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함.

연구 배경

■높은수준의농산물시장개방이이행됨에따라농산물수입증가로인해국내농업생산이상당부분

위축될것으로예상됨. 정부는FTA로인한농산물시장개방확대에대응하여농업인의피해보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농업분야의 대단위

투·융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된 FTA 국내대책에

대한경제적 향평가가선행될필요가있음. 

■FTA 국내대책의경제적효과를세가지접근방식으로실증분석하 음. 먼저DEA 효율성분석을

활용하여맘퀴스트생산성분석을실시하 음. FTA 국내대책을수혜한지역(시·군)과그렇지못한

지역으로구분하여과일농가의생산성과효율성을비교하 음. 다음으로산출된생산성및효율성

지표와 지역별 경 실적(조수입, 경 비, 소득) 등에 FTA 대책의 세부사업이 미친 효과를 회귀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따른농업부문대응전략:

한·칠레FTA 국내대책의경제적효과분석

연구자: 문한필, 어명근, 박한울, 전익수, 전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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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음. 두 번째 접근방법은 국내대책의 세부사업을 세 가지 유형(시설현대화,

기반조성및규모화, 품질개선및거점APC)으로재분류하여유형별투융자지원이생산비용절감과

부가가치증대, 유통비용절감등에미친효과를실증적으로계측한것임. 전체과수분야와품목별

비용함수에FTA 국내대책의유형별투·융자지원실적변수를포함한지역(시·도)별·연도별패널

모형을구축하고이를추정함으로써비용절감효과를직접적으로계측함. 또한, 품질개선및상품

다양화 관련 투·융자 지원이 부가가치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역수요함수를 이용

하여해당투·융자지원이농가판매가격에미치는 향을추정함. 마지막으로칠레로부터수입되는

주요품목을대상으로균형대체모형(EDM)을적용하여관세인하, 폐원지원, 중장기투·융자지원

등이개별농산물시장에미친 향을사회후생의변화를통해평가함.

한·칠레 FTA와 국내농업의 변화

■한·칠레FTA 발효이후주요과일의생산량과재배면적, 시장가격등의추이를보면, FTA 체결

당시우려했던수준의큰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는것을알수있음. 칠레산포도의수입으로인해

가장큰타격을받을품목으로지목되었던시설포도의생산량과시장가격은FTA 발효이후지속

적으로증가함. 칠레산키위의수입또한예상했던것만큼큰폭으로증가하지않았으며, 국내키위

생산량도FTA 발효전보다두배이상늘어남.

■한·칠레FTA가발효되면서칠레산포도의수입관세는국산포도의출하시기를포함하는5월부터

<과수부문FTA 투·융자지원의경제적성과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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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는현행45%의MFN 관세를유지하되, 11월부터이듬해4월까지는10년에걸쳐균등하게

감축하는계절관세를적용하고있음. 이행9년차인2012년현재칠레산포도의계절관세는8.2%

까지인하된상태임. 칠레산키위에대해서는45%의수입관세를10년동안철폐하기로함. 복숭아와

살구, 단감, 멜론, 체리등도10년철폐과일들이지만칠레가이들품목과관련된금지병해충이존재

하는지역으로지정되어있어현재까지칠레산의수입은이루어지지않고있음.

■FTA로인한칠레산과일의수입증가와이로인한국내과일시장의파급 향은아래그림과같은

과정을거쳐나타날것임. 파급경로에서가장핵심적인역할을하는것은칠레산과일과국산과일의

대체관계이며, 이러한파급 향을실제현실에서체감할수있는경우는FTA로인한관세인하외에

해당시장에 향을주는다른모든외생적인요인들이변하지않았을경우임. 

한·칠레 FTA 국내대책의 성과 평가

■칠레산포도수입도증가하 지만국산시설포도와완전히동질적인관계가아니라불완전대체

관계를가지고있어국산포도에대한수요를소폭감소시킨대신에수입포도에대한수요가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인 과일시장의 후생변화 측면에서도 소비자뿐만

아니라생산자의잉여가감소하지않은가장큰이유는한·칠레FTA가포도에대해서계절관세

부과라는제한적인시장개방으로양허한데다이행기간동안국내소비자의과일수요가큰폭으로

증가하 기때문임.

■이러한과일수요증대와함께과수분야에지원된한·칠레FTA 투·융자또한과수농가의생산성

향상, 과일품질개선및품종다양화등을통해 농수익과부가가치증대, 생산자및소비자후생

증대에일정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됨. 과수부문의FTA 지원금을받은지역과받지않은지역

간의생산성및효율성차이를계측한결과품목별로차이는있으나대체로FTA 지원을받은지역이

받지 않은 지역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게 나타남. 맘퀴스트 생산성지수(MPI)와 기술효율성

<한·칠레FTA의과일시장파급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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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TECI)는 모든 품목에서 FTA 지원을 받은 지역이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계측됨. 

■한·칠레FTA 투융자지원은과일생산량증대, 과수농가의생산비용절감, 최종산출물의부가가치

증대, 유통비용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과일별로 수급상황과 생산구조,

기술수준, 규모화정도등이상이하기때문에획일적인사업을추진하기보다는품목별로가장효율

적인정책프로그램을선택하여차별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음.

■균형대체모형(EDM)을적용하여칠레산포도의관세인하, 폐업지원금, 중장기투·융자의경제적

효과를 계측하 음. 칠레산 수입과일의 관세인하로 인한 포도농가의 생산자잉여 변화분은 시나

리오에따라20~235억원감소하고, 소비자잉여변화분은8~913억원감소하여사회적총후생은

53~1,176억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음. 한편, 시설포도에대한폐업지원금지급으로생산자

잉여와소비자잉여는각각24억원, 49억원이감소한것으로계측되었으며, 폐업으로인한포도

공급의감소는국내가격을상승시켜포도판매액은24억원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음. 

■반면과일수요와공급에모두 향을미치는FTA 투·융자지원은소비자와생산자의후생을모두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FTA 투·융자 지원이 과수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유도하 고,

품질개선과다품종개발을통해수요를견인하 기때문임. 그결과, 투융자지원으로증가한사회

후생은 214~787억 원으로 나타났음. 포도에 지원된 중장기 투융자 규모는 1,800억 원으로,

한·칠레FTA 대책은1,800억원의사회적투자를통해최대1,225억원의피해를보전하고, 최대

787억원의공익적기여를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한·칠레FTA 투·융자사업의효과별사회후생변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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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대책의 개선 방향

■한·칠레FTA 발효이후과수분야에지원된투·융자는전반적인과일생산량감소와급격한비용

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생산량증가와비용절감에기여한것으로평가됨. 그러나공급측면에서

나타난성과보다증가하는과일수요에대응하여품질개선, 다양한품종개발, 고부가가치상품출하

등을 통한 가격인상을 견인한 효과가 더 큼. 따라서 국내 생산구조상 비탄력적인 공급보다는

건강과안전성및기능성등과일수요를변화시키는요인에대응할수있는투·융자사업의개발과

지원이요구됨.

■FTA로인한수입증가는생산자와소비자잉여모두를감소시킬수있음. 생산자잉여뿐만아니라

소비자 잉여의 감소 수준은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의 대체탄성치에 좌우됨. 다수의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차별화가 필수적이며,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수입 농산물에

비해친환경적이며보다안전한농산물을생산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야함. 즉, 재정지원과함께

제도적지원이동시에이루어져야함.

■농업분야 FTA 국내대책의 핵심은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투·융자에 있으며

단기적 피해보전장치는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것임. 그러나‘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는‘피해보전이나 생산기반 유지’와 상충되는 정책목표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농업부문의구조조정이동시에진행되어야하며, FTA 대책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

서는정책목표가서로상충되거나정책효과가서로상쇄될수있는일부사업에대해서는조정이

필요함.

■폐업지원금을 받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농가들은 공급증가로 피해를 입게 되며,

폐업후일정기간이지나다시동일작목을경 하는데에따른자원의비효율성문제가나타날수

있음. 반면, 생산성이낮은한계경 체들의폐업과탈농이원활하게이루어질경우, 해당품목의

평균생산성이향상되는효과가있음. 사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폐업대상사업장과폐업

신청농업인모두5년동안동일품목의생산이허용되지않도록철저한사후관리가필요함. 

■FTA 이행이진전될수록동일한품목간발생하는직접적인소비대체효과(감귤대오렌지) 외에도

국내농산물시장전반에미치는간접적인파급 향이확대될가능성이높음. 현행단기소득보전

대책은 동질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한하여 직접적인 소득보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품목간에발생하는수입피해에대해서는적용하기가어려움. 현행피해보전직불제는당초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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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FTA 이행초기에발생할수있는직접적인수입피해에대한구제수단으로활용하고, 다수의

FTA가 동시에 이행되면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발성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직불제 개편이나 소득

안정보험도입과같은종합적인소득안정장치를마련하여대처해야함. 한편, FTA 이행과직접

적인연관이없는수확량의증감으로인한조수입/소득의감소는FTA 피해보전대책이아닌일반

적인농정(생산기반유지, 수급조절, 재해보험, R&D 등)으로대처해야할문제임.

■2008년이후한·미FTA 대책으로일부사업이시행되고있으나, 성과보다는추진상황을중심

으로관리중이며, 추진상황평가역시사업주관부서의자체판단에기초하고있음. 특히개별

사업의성과를다음연도예산에반 하여여건변화및사업효과에따라신축적으로세부사업을

조정할수있는체계가구축되지못함. FTA 대책사업의효과를측정할수있는통계가보강되

어야 하며 전문적인 지표 개발을 통한 성과 측정, 다음 연도 예산 반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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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근 I 선임연구위원I 02-3299-4364 I myongeor@krei.re.kr
•박한울 I 위촉연구원 I 02-3299-4278 I phu87@krei.re.kr
•전익수 I 충북대 교수 I 043-261-2594 I iksuinje@chungbuk.ac.kr
•전상곤 I 경상대 교수 I 055-772-1846 I sanggon@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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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최근대내외적으로산림의중요성이커지고수요가다양해지면서, 산림을둘러싸고다양한이해

주체들간의요구가대립되고있음. 특히, 산림을보전하고이용하자는국민과산지를개발하고산림

으로부터소득을얻고자하는임업인간에이해와요구가대립되고있음. 기존의지속가능한산림

경 은주체간의대립과이로인한갈등을해결하기에한계가있기때문에, 다양한이해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통해조화·상생할수있는새로운산림정책을제시할필요가있음.

연구방법
이해 주체들의 산림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민(1,033명)과 임업인(500명)을 대상으로

임업과산림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 음. 더불어중장기산림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

정책목표를설정하기위해산림의내외적여건변화를분석하고, 국내산림정책뿐만아니라주요임업

선진국(8개국)의산림정책을검토하 음. 또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핵심과제와세부전략을도출하기

위해현지조사및현장간담회와전문가세미나를실시하 음.

산림분야 대내외적 환경 분석
■최근국제사회가기후변화, 사막화, 생물다양성손실등의지구환경문제와에너지위기에당면하면서

산림의중요성은점점증가하고있음. 대내적으로는도시화율의증가, 주5일근무제정착, 건강에

대한관심이커지면서산림에서의휴양이나치유, 교육등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음. 

■국내산림자원이성숙하고산림의공익가치가상승했지만, 임업생산성이낮고임가소득이저조하여

임업인들은산지이용에대한수요가높아지고있음.

국민과 임업인 의식조사
■국민1,033명과임업인500명에게임업과산림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국민은산림의자

녹색성장에대응한중장기산림정책추진전략
(1/2차연도)

연구자: 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안선진,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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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전(42.7%), 지구온난화방지(20.3%), 재해방지(17.1%) 기능과더불어휴식·치유공간제공

(13.0%) 기능을중요하게여기고있는반면, 임업인은자원보전(30.4%), 재해방지(18.0%), 지구

온난화방지(10.0%) 기능과더불어단기소득임산물생산(26.0%) 기능을중요하게여김.

■국민들은 산림생태계 보전(32.3%), 치유·휴양 공간 제공(19.9%), 도시숲 제공(16.2%)에 대한

정책을 기대하고 있으나, 임업인들은 임산물 공급(29.0%)과 경제림 조성(16.8%)에 대한 정책을

기대하고있어산림을둘러싼국민과임업인의요구가매우다르다는것을확인함.

산림정책 비전과 목표 및 핵심전략
■산림을둘러싼이해관계자들의다양한요구를수렴하는동시에국가산림전체를가장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산림과산지를소유권과이용목적에근거하여네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 유형에

따라산림의주요역할, 정책대상과이들의정책적요구등을고려하여산림정책목표를구분·설정

하 음.  

- 새로운산림정책의기본목표는‘사유림의다원적기능에대한보상’, ‘산림산업의경쟁력강화’,

‘지역사회활성화’, ‘산림생태계보전및산림환경서비스확대’임.

핵심 전략별 추진과제
■산림의다원적기능보상

- 산림의다원적기능을보상하기위해사유림의개인적인이용을제한하여국민들에게다양한산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주들의 희생을 보상해줄 수 있는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함. 이는 사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주는 반대급부로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여 산주와 국민들을 동시에

만족시킬수있을것임. 또한산림보호신탁제도를도입하여장기적으로산주로부터산림의사용

<산림정책기본목표> <핵심전략과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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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구매하거나직접지불제와같이사유림을공익적목적에부합하도록경 하는산주에게직접

지원금을지불하는등의제도도입이필요함.

■산림산업경쟁력강화

-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전환하고 임가의 소득안정체제를 마련하며

임업조직·경 체를육성해야함. 목재소비를증진하고국산재공급을증대하며목재가공기술혁

신및유통체제개선등을통해목재산업을발전시켜야함. 또한임산물수출확대및산림농업육

성을통해임가소득을증가시켜야함. 임산물재해보험을확대하고FTA 피해보전을위한직불제

를 시행함으로써 임가 소득안정체제를 마련하고, 세 산림을 규모화·집약화하여 법인경 체를

조직하거나산주가직접산을관리하기어려운경우대리경 체를육성하여위탁경 하도록지원

하는것이필요함.

<산림보호신탁제도입> <산림환경서비스직불제도입>

<산림농업육성> <임업경 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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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임업활성화

- 지역임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권역 단위의 산림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산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추진하며 지역사회산림 및 모델림을 육성해야 함. 주요 임산물 생산과 유통지역에

품목·지역·산업을 통합하여 산림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함으로써 지역 임산업을 강화하고, 산촌

단위 또는 일정 지역 단위에서 국·공유림의 지역자원(임산물, 산촌문화, 생태관광 등)을 활용한

사업을추진함으로써지역일자리와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촌형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이필요함.

또한특정지역단위또는특징을가진넓은권역단위에지역사회가직접산림을관리하는산림

경 모델림을육성함으로써지역산림관리와지역경제안정화를도모하는것이필요함.

■산림생태계보전및복합산림환경서비스확대

-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환경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복합적인 산림환경서비스 확대와 건강한

산림생태계보전, 적극적인도시숲관리가필요함. 산림휴양, 치유, 교육, 레포츠를확대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림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요한

산림재해에대응하고기능별숲가꾸기사업을확대함으로써산지를보전하고산림생태계의안전성,

생산성, 다양성을유지및향상시키는것이필요함. 또한지역주민및기업과의파트너십을통해

도시숲 공간 및 질을 향상시켜 생활권 근처에서 산림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산촌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 <지역(권역)단위모델림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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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체계구축

- 핵심전략및추진과제들을수행하기위해서는제도적인틀을개선할필요가있는데, 이는정책적인

지원체계의구축으로나타남. 산림관리거버넌스를구축하여산림분야이해관계자들과국민들의

요구를반 하는산림정책을수립및이행하고, 경 주체별지원제도를구축하여서로다른요구를

가진산림경 주체들을각각의요구에맞는지원을해야함. 유연산지관리체제를통해산지이용을

유연화하고생태적으로산지를이용함으로써산지활용의효율성을높이는동시에산지를보전하는

것이필요함.

연구관련문의
•석현덕 I 선임연구위원 I 02-3299-4192 I hdseok@krei.re.kr •장철수 I 연구위원 I 02-3299-4194 I cschang@krei.re.kr

•민경택 I 부연구위원 I 02-3299-4337 I minkt@krei.re.kr •정호근 I 부연구위원 I 02-3299-4150 I hogunc@krei.re.kr

•안선진 I 초청연구원 I 02-3299-4235 I sjahn@krei.re.kr •박소희 I 위촉연구원 I 02-3299-4293 I psh1346@krei.re.kr

<산림치유서비스활성화> <적극적인도시숲관리>

<경 주체별지원제도구축> <유연산지관리체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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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2012년국제곡물가격이큰폭으로상승하며세계4위(2010/11 USDA 기준)의곡물수입국인우리

나라에큰부담으로작용하게되었음. 수입곡물의급격한가격상승은국내물가상승에크게기여

하게되는데 2012년하반기 , 옥수수, 콩의평균가격은전월대비각각 51%, 42%, 20% 상승

하 고 이는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 되어 2013년 상반기 배합사료 11%, 제분 31%, 제당

30%의물가상승잠재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현재우리는해외관련기관으로부터해외곡물시장에관한많은정보를수집하고있으나단편적인

자료에불과하며따라서해외시장정보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시스템을운 할필요성이

있음. 또한수집된자료를체계적으로분석하고요약하여보급할수있는방안도함께마련되어야함.

■급격한 가격변동의 원인으로 금융자본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국제상품선물시장의 금융화가 곡물

가격의상승이의심되고있어이에대한면 한분석과대응방안마련이필요한시점임. 또한가격

변동성의 대응방안으로 해외곡물선물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국내 관련 업체는 참여가 미미한

수준으로 수입자는 가격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국내 수입자의

곡물선물시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있음.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

■해외곡물시장정보홈페이지는크게메인화면과서브화면으로구성되어있음. 메인화면은 /옥수수

/대두/쌀가격그래프, 일일시황, 해외곡물시장뉴스및브리핑, KREI 발간물, 각종게시판, 해외

곡물시장여건을한번에확인하도록하고서브화면에서는세계곡물가격동향, 세계곡물수급동향,

세계곡물수급전망, 세계곡물관련정보로나누어제공함.

국제곡물시장분석과
해외곡물시장정보체계구축및운

(1/3차연도)

연구자: 성명환, 한석호, 권대흠, 윤병삼, 승준호
윤재웅, 신인애, 권나경, 한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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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곡물가격동향서브화면에는2008년부터 /옥수수/대두/쌀의근월물선물가격과선물거래

량을그래프로제공하고있음. 세계곡물수급동향은미농무부PSD Online 자료를이용하여검색

하는데지도를이용하는방법과테이블을이용하는방법을통해정보활용도를달리하 음. 세계곡물

수급전망은KREI-KOWGOS(Korean World Grain Outlook System)로분석하여매달발간

하는국제곡물관측월보에서 제공하고있음. 세계곡물관련정보는일일시황, 해외곡물시장뉴스

및브리핑, 해외곡물동향및정책, 국내곡물동향, 기상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계간지게시판이

포함되어있음.

■해외곡물시장 관련정보에는 주요국 환율정보, 유가, 원당·원면, 커피 선물가격, 선임지수, FAO

식량가격지수와 곡물가격시수, CRB지수와 골드만삭스상품지수, 국내곡물수입단가, 곡물선물

순매수포지션(비상업) 자료를유관기관으로부터제공받아그래프화하여제공하고있음. 

<해외곡물시장정보홈페이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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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곡물선물시장 실태분석

■IT버블이후투자처를잃은국제투기자본이주식과유사하고포트폴리오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

상품시장에대량유입됨. 이러한자본은주로상품지수에투자되는데2002년에200억달러미만

이었으나, 2008년에는2,500억달러이상으로12배가넘게급증하 으며이는전세계선물거래

소에서거래되는상품선물계약의명목가액대비약25~35%에해당하는것임. 

■기관투자자의자금을상품지수와연결시키는스왑딜러는헤징을위해상품선물을매입하게되는데

<국제곡물관측월보콘텐츠>

<해외곡물정보시스템메인및서브화면>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 <세계곡물가격동향> <세계곡물수급동향>

<세계곡물관련정보> <CRB지수, 골드만삭스상품지수> < 선물포지션(비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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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요인이국제곡물가격을상승시킨요인으로파악되고있음. 특히2000년상품선물현대화법이

제정되면서스왑딜러는투기적거래한도로부터면제되었음. 

■금융자본의상품선물의대규모매수는가격변동성확대, 현·선물간의괴리로인한수렴방해(헤징

방해), 정보공개의어려움이있음. 따라서정책적으로이러한스왑딜러에대한엄격한투기적거래

한도적용이필요하고투기자본감시및국제적인감독기관공조가필요함. 또한정보의투명성확보를

위해더욱엄격한정보공개규정이요구됨.

해외곡물선물시장 활용방안

■가격변동성을헤징하기위해서는해외곡물선물시장을활용할필요가있음. 그러나우리나라는현물

구매빈도가높고대기업의경우구매량의20~30% 정도만을선물거래로조달하는것으로파악됨.

■곡물조달시해외선물거래의가장큰어려움은선물거래의목적및헤징의메커니즘에대한인식

부족으로선물거래의투기적인성격만을강조하는경우임. 또한헤징목표가격설정, 해외선물거래

파이낸싱, 인력부족, 공동구매관행, 정보부족등의문제가있음.

■해외곡물선물시장활용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헤징에대한정확한메커니즘을이해하고목표가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점을 임원진과 실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해야함. 다만레버리지효과와마진콜의위험을고려하면헤징을위한선물거래는장기적이고주기

적인선물매매및지속적인모니터링이수반되기때문에안정적이고전문적인선물전문금융기관의

도움이나전담부서를통한운 이바람직함. 

■현물거래의추정치로선물가격의실효성이투기적거래에의해의심되는상황에서현지가격및베이

시스정보를축적하고투기자본의움직임을구별, 추적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가필요함. 또한다른

외부요인(환율, 유가, 운임, 이자등)과의연계성을분석하여향후곡물가격정보를전망할수있는

곡물정보분석시스템운 이필요함.

연구관련문의

•성명환 I 연구위원 I 02-3299-4366 I mhsung@krei.re.kr •한석호 I 부연구위원I 02-3299-4279 I shohan@krei.re.kr

•권대흠 I 부연구위원I 02-3299-4330 I daeheum@krei.re.kr •윤병삼 I 충북대교수I 043-261-2589 I bsyoon@chungbuk.ac.kr

•승준호 I 전문연구원I 02-3299-4267 I jhseung@krei.re.kr •윤재웅 I 초청연구원I 02-3299-4336 I jwoong01@krei.re.kr

•신인애 I 위촉연구원I 02-3299-4189 I gresia@krei.re.kr •권나경 I 위촉연구원I 02-3299-4189 I naijiong@krei.re.kr

•한근수 I 선임전문원I 02-3299-4126 I rainmker@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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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축산물은 전체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지만 생활필수품으로 구입 빈도가 높고, 수급에

있어단기간변동이많음. 소비자물가에 향을주는축산물의가격불안정은수급상의문제와불합

리한유통구조문제로구별할수있음. 소비자물가안정의중요성과필요성에대한인식이확대되면서

축산물의가격안정을위한효과적인정책대안마련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음. 축산물가격안정을

위해정부는여러차례수급및유통구조정책을발표하 으나정책의효과에대한평가는거의이루

어지지못하고있으며, 관련연구도크게부족한실정임.

이연구는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우유, 축산식품(햄, 소시지, 낙농가공품) 시장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총 4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임. 이번 2년차 연구에서는 축산물 중 닭고기 및

계란시장의수급및가격구조를분석하고유통실태를조사·분석하여개선과제를도출하며, 유통

관련 정책 평가와 외국사례 분석을 통하여 닭고기 및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있음. 

연구방법

이연구의방법및내용은다음과같다. 1장서론에서는연구의필요성과목적, 선행연구, 연구방법

등을제시하 으며, 2장에서는닭고기및계란시장의수급및가격구조를분석함. 3장에서는닭고기

및계란가격의인과성및비대칭성을분석하 으며, 4장에서는닭고기및계란시장의유통단계별

실태분석을하고과제를도출함. 5장에서는닭고기및계란의유통정책에대한순위조사및평가를

하 으며, 6장에서는축산물유통정책모형개발및효과분석을실시하 으며, 7장에서는일본, 미국의

양계산물가격및유통정책을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함. 8장에서는닭고기및계란시장의유통

체계개선의기본방향과유통단계별개선방안을제시하 으며, 마지막으로9장에서는요약과결론을

제시함.

물가안정을위한축산물과축산식품
유통체계구축연구(2/4차연도)

연구자: 정민국, 우병준, 지인배
송우진, 이명기, 남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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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및 수급구조 분석

■육계사육마리수는지속적인소비증가와가격상승으로증가하고있으며, 산란계사육마리수

또한소비증가와가격상승으로증가하여왔으나최근들어정체된상태임. 지난20년동안실질

산지가격은하락한반면소비자가격은상승하여닭고기유통마진은확대되어온것으로분석되었

으며, 계란의경우실질소비자가격의상승률이산지가격상승률보다커계란유통마진은확대되어

온것으로분석됨. 그리고닭고기와계란의가격은계절성을가지는것으로분석됨. 닭고기가격은

2∼3월생산성저하로도계물량이감소하여높게형성되며, 7∼8월복수요증가로강세를유지함.

계란가격은추석이있는9월에높게형성되고, 더위가심한여름철7월에가장낮게형성되는것으로

나타남.

닭고기ㆍ계란의 유통단계별 가격 인과성과 비대칭성 분석

■닭고기및계란의유통단계별가격인과성분석결과닭고기시장은쇠고기및돼지고기유통시장의

향을받지않는것으로나타남. 닭고기시장에서는산지가격이도매가격과소매가격에직접적인

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계란시장의경우는계란소매가격이도매및산지가격결

정에 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닭고기및계란시장의유통단계별가격의비대칭성여부를분석한결과, 닭고기시장의경우산지

가격→도매가격 간 가격 전이는 장단기 모두 대칭적이지만, 도매가격→소매가격의 가격 전이는

장단기모두양(+)의비대칭성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계란시장의경우닭고기시장과는반대로

산지가격→도매가격간가격전이에서장단기모두양(+)의비대칭성이관찰되었지만, 도매가격→

소매가격의가격전이는장단기모두대칭적으로나타남.

<닭고기유통단계별가격및유통마진>  
(실질가격기준)

<계란유통단계별가격및유통마진> 
(실질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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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ㆍ계란 유통실태 분석과 과제

■닭고기의 유통 경로 및 참여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산지 유통과정에서 계열업체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있으며, 일부는산지유통상인이그역할을담당하고있음. 닭및닭고기가계열업체를

통해유통되는비중은91%임. 

■계란의유통경로및참여주체는매우다양하지만산지유통과정에서도매상이주요역할을담당

하고 있으며, 일부는 생산자단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계란이 도매상인을 통해 유통되는

비중은71%이며, 생산자단체를통해유통되는비중은9% 정도임. 

■닭고기및계란유통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도출된주요과제는①계란의품질차별화및등급

화에대한농가의인식이부족함. ②특정중량(1.5kg)의닭고기소비편중과대형닭생산이저조함.

③양계산물의직거래비중이낮고양계농가의거래교섭력이낮음. ④양계산물수급의계절성과

가격이불안정함. ⑤계열화확대에따라육계산지가격의실효성에한계가있음. ⑥계란의냉장

보관·수송체계가미흡함. ⑦현행양계산물고시가격에대한불신과대표성에한계가있음등임.

<동태적누적동태승수함수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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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ㆍ계란 유통정책 과제 순위조사 및 평가

■닭고기의경우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정책으로생산및출하조절을통한수급조절정책과협동

조합형계열화확대가중요한정책으로평가되었으며, 유통비용절감을위한정책으로협동조합형

계열화확대와직거래확대가중요한정책으로평가됨. 계란의경우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정책

으로계란집하장(GPC) 기능강화와협동조합형계열화의확대가중요한정책으로평가되었으며,

유통비용절감을위한정책으로계란집하장(GPC) 기능강화와협동조합형계열화확대가중요한

정책으로평가됨.

■닭고기및계란유통정책의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수용성평가결과, 닭고기유통에서협동

조합형 계열화 확대와 계사시설 현대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며, 계란은 계란집하장

(GPC)의기능강화와계사시설현대화가매우중요한정책으로평가됨.

닭고기ㆍ계란 정책모형 개발 및 효과 분석

■육계 계열화의 진척으로 산지-도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는 경우 산지가격은

0.6~1.8% 상승하고, 도매가격은0.3~1.2% 하락하며, 소매가격은0.3%~1.0% 하락하는것으로

나타남. 그리고시장균형물량은0.1∼0.5%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광역GPC 건설로인해도-소매단계에서유통비용이 10% 감소하면, 산지가격은0.3∼1.9% 상승

하고, 도매가격은 0.2∼1.7% 상승하며, 소매가격은 1.0∼2.1%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리고

시장균형물량은0.4∼1.6%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닭고기ㆍ계란 유통체계 개선 방안

■닭고기및계란시장은유통단계별로가격의비대칭성이존재하는것으로파악되었기때문에양계

산물의다단계유통구조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해결하고가격불안정성을완화해야함. 이를위해

서는 첫째, 유통단계를 축소하거나 통합하여 유통단계별 가격의 연동성을 높여야 함. 둘째, 수급

상황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함. 셋째, 유통주체의

의사결정단계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양계산물의유통체계가개선될필요가있음.

■닭고기및계란유통체계개선을위한유통단계별방안으로생산단계에서는①양계산물의생산성

제고및생산요소의품질향상이필요함. ②양계산물생산의산지조직화및계란집하장의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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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어야함. ③양계산물의냉장유통체계구축및포장유통이정착되어야할것임. 

■도매단계에서는 ① 도계장의 위생관리 강화 및 닭고기 수출 기반을 구축해야 함. ② 양계산물의

가공기능활성화및수요기반확대가필요함. ③거점계란유통센터설치및계란의분산기능활성

화가필요함. 

■소매단계에서는①계란제품의유통이력정보시스템구축및사이버직거래가활성화되어야함.

②부정육(부정란) 판매단속의강화및원산지표시제가정착되어야할것임. 마지막으로가격결정

단계에서는양계산물거래기준가격의개선및대표성이확보되어야함. 이를위해서는현재의양계

산물고시위원회를확대·개편하여생산자단체, 유통업체, 소비자단체등으로구성하고, 수급상황을

제대로반 할수있도록해야함. 다른대안으로는미국과일본처럼정부나언론에서거래가격을

수집하여기준가격을발표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연구관련문의
•정민국 I 연구위원 I 02-3299-4263 I mkjeong@krei.re.kr

•우병준 I 연구위원 I 02-3299-4378 I bjwoo@krei.re.kr

•지인배 I 부연구위원 I 02-3299-4132 I jiinbae@krei.re.kr

•송우진 I 부연구위원 I 02-3299-4328 I gnos@krei.re.kr

•이명기 I 연구위원 I 02-3299-4166 I mklee@krei.re.kr

•남경수 I 연구원 I 02-3299-4162 I ksnam@krei.re.kr

<닭고기시장의가격안정과유통체계개선방향> <계란시장의가격안정과유통체계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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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원예·특작산업은생산액이2010년에 15.3조원규모로농업생산액의36.6%를차지하는중요한

산업임. 원예·특작산업은부가가치가높기때문에농업성장동력으로서의역할을유지해야함. 따라서

이연구는원예산업의생산·경 , 출하, 소비구조의변화특성과차별화요인을분석하고, 이를바탕

으로원예산업을성장동력으로유지하기위한유형별전략과정책과제를제시할목적으로수행됨.

연구방법

주산지경쟁력의변화특성을분석하기위해2000년, 2005년, 2010년의상위지역집중도와지역

특화계수를산출함. 산지조직의수확후관리와공동계산의실태와애로사항을파악하기위해27개

소의산지유통센터와지역전문가에게설문함. 사과와토마토를사례로상품특성별시장가치를평가

하기위해두도매법인의2009∼2011년간거래실적자료를바탕으로헤도닉가격분석모형을추정함.

소비자가구의과일과채소에대한구입행태와선호를파악하기위해전국에서층화추출된650가구에

대해설문조사를실시했으며, 상품종류별인지도와지불의향을분석하기위해로짓모형과순위프로

빗모형을 추정함. 원예산업의 발전전략을 유형화하기 위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상품-시장

매트릭스기법을응용함. 전문가조사와워크숍을통해발전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함.   

원예산업 성장 추이

■원예산업은농업성장에대한기여도가높은성장동력임. 그러나최근성장률이하락하면서산업내

품목이나부류별성장추세가차별화되고있음. 

신성장동력발굴을위한
원예·특작산업발전전략(1/2차연도)

- 원예산업을중심으로-

연구자: 이용선, 국승용, 김성우, 서대석
김종진, 신유선, 노호 , 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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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채류등의새로운품목이나과일이나과채류신품종은아직시장규모가작지만성장성은크고,

과일과채류나과일부품종은시장규모도커졌고성장성도높음. 한편양념채소등노지채소와과일

주품종은시장이포화되어성장이정체되거나오히려쇠퇴하기시작함. 

생산·출하 구조의 변화

■원예작물재배면적은증가하면서도농가수는감소하여농가호당재배규모는완만히확대됨. 시설

면적은완만히확대되고특히채소용유리온실이꾸준히확대됨. 생산이주산지로집중되고산지

경쟁력은수요가증대되는품종재배지역이나기후변화에따른신규재배적지에서강화됨.

■2000∼2011년간 원예농가의 실질 경 비는 비료, 노임, 농광열 비목을 중심으로 연 2∼3%씩

증가하고실질소득은연1∼5%씩감소함.

<농업부문별생산액및연평균성장률(단위: 10억원)>

<원예농가경지면적과규모화농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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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출하조직은 취급규모가 서서히 확대되었고 공동출하도 증가함. 수확 후 관리에서는 등급

선별과저장품질관리가어려운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시설보다는생산방식에따른품질차이에

대한전문적지식과관리노하우가부족한것으로평가됨.

상품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의 평가

■원예농산물의시장가치는품종, 산지, 공동출하여부, 인증종류, 크기등상품특성에따라차이가

크게나는것으로분석됨. 

■소비자조사결과, 과일은맛, 신선도, 안전성이, 채소는신선도와안전성이중요하면서도만족도는

낮은것으로나타남. 품질보장성과품질균일성도중요시하지만만족도는낮은편임. 품질에대한

판단기준으로외관에의존하며표준등급의존비율은낮음. GAP 인증과일이나채소에대한인지

도는 45% 수준으로 아직 높지 않지만 추가지불 의향이 높은 인지소비자의 비율이 타 인증품에

비해높음.

<원예작물연도별경 비및소득추이> <도매시장유형별출하액비중>
단위: %

<출하주체별경락가격차이> <인증종류별경락가격차이>
원/kg, 일반=0원/kg, 개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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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유형과 발전 전략

■원예산업이지속적인성장동력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소비자선호의다양성과변화에기민하게

대응하는시장주도형산업’을지향해야함. 원예산업의발전을지원하기위해정부의정책은다양

한 품목·품종으로 관심을 확대하고, 중장기 수급균형을 고려하며, 기술 개발·보급과 시장조성

기능을강화하고, 민간이함께투자하는‘민간동반형’투자를강화하는방향이어야함.

■원예산업의발전전략은품목·시장유형에따라달라져야함. 품목유형은성장률(시장매력도)과

시장규모·점유율(경쟁력)에의해신규(new) 유형, 성공(star) 유형, 성숙·정체(cash-cow) 유형,

사양(dog) 유형등4가지로구분할수있음. 신규유형의발전을위해‘다각화전략’, 성공유형의

발전을위해‘제품개발전략’, 시장이포화된성숙·정체유형에는시장규모를유지하기위한‘시장

침투전략’이필요함.

<과일품질에대한소비자평가>

<상품-시장유형> <상품-시장유형별발전전략>

<채소품질에대한소비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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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유형과성공유형을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해정부는기술개발및보급, 신시장모니터링

및전망정보제공, 소비촉진분야를강화해야함. 이를위해시장환경과수요변화가효과적으로

반 되는지원체계를구축해야함. 단기적으로는정부와공공R&D 예산중‘민간참여형’을확대

하고, 신시장 정보지원사업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하되 플랫폼(platform) 방식으로 운 되

도록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장기적으로는 품목단체를 구성하여‘자조금’방식의 자구적인

재원조성방안이강구되어야함.

<품목유형별발전전략>

연구관련문의

•이용선 I 연구위원 I 02-3299-4320 I yslee@krei.re.kr •국승용 I 연구위원 I 02-3299-4269 I gouksy@krei.re.kr

•김성우 I 부연구위원 I 02-3299-4115 I swootamu@krei.re.kr •서대석 I 부연구위원 I 02-3299-4260 I dssuh@krei.re.kr

•김종진 I 부연구위원 I 02-3299-4382 I jkim@krei.re.kr •신유선 I 초청연구원 I 02-3299-4287 I shinys@krei.re.kr

•노호 I 초청연구원 I 02-3299-4130 I rhy81@krei.re.kr •노수정 I 위촉연구원 I 02-3299-4188 I nosu303@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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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축산업은2000년대들어서면서FTA에따른시장개방, 국제곡물가격상승, 구제역등질병의발생,

축산업에대한규제강화, 안전축산물에대한수요증가등대내·외여건변화에따라지금까지의양적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료산업, 동물약품산업, 축산기자재산업, 수의·방역 등 축산업 후방연관산

업의지원이필수적임. 따라서축산업후방연관산업의발전방향제시를위해축산업후방연관산업의

산업현황, 산업구조, 정책, 당면과제, 산업간연관관계등에대해종합적이고체계적인연구가필요함.

연구방법

축산부문이국민경제에미치는경제적파급효과와축산업과연관산업의구조변화를살펴보기위해

지난 2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 으며, 생산-생산형(Ritz-Spaulding)

모형을 이용하여 해당산업의 생산변화에 따른 전산업의 파급효과를 살펴보았음. 축산업 후방연관

산업의기초통계및산업구조등현황파악을위해선행연구검토와산업현장조사를실시하 으며,

사료산업, 동물약품산업, 축산기자재산업의현황, 문제점, 발전방안등을파악하기위해산업전문가

에게원고위탁을추진하여자료를수집하 음. 또한외국의사례로우리나라와상황이비슷한일본을

대상으로축산업후방연관산업의현황과정책에대해조사를실시하 음.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결과

■축산업과육류및육가공품, 낙농품, 사료산업, 농업용기계는지난20년간높은성장률을보 으나,

우리나라전체산업성장률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었으며, 타산업에비해부가가치율이낮은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축산업과 축산연관산업의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축산업의후방연관산업구조와발전방안

연구자: 지인배, 송우진,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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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나타나국민경제에서큰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축산업및축산연관산업의생산유발계수는육류및육가공품이2.93, 양돈이2.36, 가금이2.33,

육우가2.20, 낙농품이2.20, 농업용기계는2.12, 낙농이1.98, 사료는1.83, 의약품은1.76으로타

산업들(도소매1.66, 금융·보험서비스1.29, 제조업1.17)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음.

■취업유발효과도육우가23.5명, 양돈이23.3명, 낙농이22.4명, 가금이21.9명, 육류및육가공픔

21.3명, 농업용기계20.0, 기타축산이18.1명으로농림수산품(39.9명)과음식점및숙박(30.9명),

도소매(24.2명) 다음으로높은취업유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대부분의축산업과축산연관산업의 향력계수가1보다큰것으로나타나축산업과축산연관산업의

발전이축산업후방연관산업의발전으로파급되는것으로나타났음. 그리고사료산업은전방연관

효과와후방연관효과가모두높은것으로나타나사료산업의발전을통해사료산업의전방산업인

축산업과후방산업인농림수산품, 음식료품, 도소매업등이발전하는것으로나타남.

<2010년산업별생산유발계수> <2010년취업유발효과>

주: 1. 생산유발계수는해당산업의생산이1단위증가함에따른전산업에미치는 향을의미함.
2. 취업유발효과는해당산업의생산이10억원증가하 을경우의취업유발효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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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발전방향

■산업연관분석결과축산업후방연관산업은전후방연관효과가높고생산유발효과와취업유발효과

또한높은것으로나타났음. 따라서축산업후방연관산업은축산업의성장정체에대응하여축산

분야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축산업과국가경제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됨. 특히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은내수시장과수출시장의확대로지속성장이가능한산업으로평가받고있음. 따라서

사료산업, 동물약품산업, 축산기자재및축산건축산업, 수의·방역등축산업후방연관산업의내실

화를통해축산업의질적성장을견인하도록해야함.

■축산업후방연관산업이축산분야의질적성장을견인하기위해서는첫째로산업의구조조정을통해

현재소규모 세업체중심에서경쟁력있는규모화된기업중심으로전환해야함. 두번째로연구

개발에대한투자를확대하여축산업과축산업후방연관산업의부가가치를향상시킬필요가있음.

세번째로해외시장을적극적으로개척할필요가있음. 경쟁력있는기업을중심으로M&A를추진

하여기업의규모화를달성하고, 이러한기업을중심으로투자활성화와R&D 강화를통해제품의

품질을향상시켜야함. 우수한제품개발과마케팅강화를통해국산축산제품의내수시장점유율을

향상시키고, 더나아가해외시장으로진출하는전략이필요함.

<2010년산업별후방연관효과> <2010년산업별전방연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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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산업의 발전방안

■사료산업에서가장중요하고시급한과제는원료의안정적인확보라할수있음. 이를위해보다

적극적으로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과환리스크를관리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가격변동성

관리방안으로구매방식의다양화, 수입국의다변화, 수입원료의다양화가있을수있으며, 환리스크

관리방안으로선물거래또는베이시스거래확대등을들수있음. 이와함께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할필요가있음.

■최근육계와 양돈을중심으로 사료회사의M&A, 생산농가와의 계약거래확대, 직접생산확대등

수직·수평 계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계열화 추세는 생산비용과 유통비용의 절감,

생산사료의효율성향상을가능하게하며, 해외투자의가능성도높일수있음. 낮은단계의계열

화로기업간의수위탁생산과생산제품수의감축등을통해생산품목을전문화, 특성화하는기업

경 의합리화방안이모색되어야함. 사료산업은과거단순배합에서첨단가공기술을겸비한고도의

바이오산업으로발전해가고있음. 따라서앞으로는고품질경쟁시대에대비하여R&D 기능을보다

강화하여질적성장을도모해야함. 또한국내사료시장의정체에대비하여동남아시아와중국등

해외의사료시장에적극적으로진출할필요가있음.

동물약품산업의 발전방안

■동물약품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시장 확대, 시설 투자가 필요함. 이를

<축산업후방연관산업의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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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선적으로약사법체계를탈피하여독립된법령체계를갖춤으로써전문성과산업의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음.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화를 이루어야 함.

또한동물용생약, 천연물질상용화등경쟁력있는품목과기업을위한제도개선, 연구개발, 기술

지원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개별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원과 시설 현대화, 전문 인력의 확충을 통해 KVGMP의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향후

내수시장의정체에대비하여수출시장을개척해야함.

축산기자재산업의 발전방안

■축산기자재산업은 수많은 세업체가 난립하면서 기술경쟁보다는 가격경쟁에 치중하고 자금난과

도산·폐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축산기자재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구조개선자금을 마련하여

세업체의폐업을유도하고경쟁력있는기업을중심으로규모화를촉진시킬필요가있음. 또한

축산시설 및 축산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해당부분에대한연구개발등적극적인정책지원이필요함. 이를통해표준모델을개발

하고제품의공용화와호환성을증진시킬필요가있음. 그리고규모화·자동화시설에대한신속한

A/S 체제 및 정기적 사후점검이 가능하도록 A/S 완전책임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며, 시설에 대한

호환성과능률성을높이기위하여종합시스템사를육성해야함. 축산기자재산업도국내축산업의

성장정체에대비하여내수산업에서수출산업으로패러다임을전환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세제

지원등정부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함.

연구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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