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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지난해 우리 농업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대외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쌀 관세
화 문제와 한·중 FTA가 일단락이 되었고 이제는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한 수
세적인 농정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전략 수립과 새로운 성
장동력 발굴에 매진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 농업이 당면
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농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원내 그리고 농업계 내외
부의 다양한 전문가 44명이 참여한 ‘KREI 미래농정포럼’을 발족(’14.4.4.)하였
습니다. 농업, 농촌, 식품·유통 세 분야로 분과를 구성하여 해당 분야의 정책진
단과 중장기 아젠다 발굴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객관적·합리적 농정대안을 모색하는 공동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10차례의 포럼 회의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연구분야를 발굴하고, 10년 이후 우리 농업·농촌의 모습을 그려봄으로써
미래 농정의 목표와 수단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은 포럼 활동의 긍정적인 성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15년도에는 포럼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의 실현가능
성과 기대효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인한 농업인의 불안이 고조되고 농업·농촌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학계를 비롯한 우리 농업계
전체는 막연한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발상을 전환하여 미래성장산업
으로서 농업에 대한 잠재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가치
를 재조명하고, 농업인과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
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KREI 미래농정포럼’이 우리 농업이 당면한 위기를 기
회로 전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적 소명에 충실한 선도적인 학술모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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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미래농정포럼 운영 및 활동

1. 운영 및 구성

1.1 운영 방향
○ 농업계와 비농업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
○ 열정과 관심을 가진 농식품·농촌 전문가의 “자발적 모임”
○ 농정현안과 미래 농정방향에 대한 “선도적 역할”

1.2 운영 목적
○ 농식품·농촌 관련 주요 농정현황 진단 및 아젠다 발굴
○ 농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미래정책방향 제시
○ 농업계·비농업계 전문가 참여를 통한 객관적·합리적 농정대안 제시
○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이슈를 KREI 정책연구(기본, 수시 등)와 연계 수행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2

1.3 구성
◦ 공동위원장(2명): KREI 원장, 원외 공동위원장 1명(서울대 이태호 교수)
◦ 본위원회: 위원장(2명), 사무국(2명), 분과장(3명), 분과간사(3명)
◦ 사무국 운영: 기획조정실
- 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 분과 운영: 농업분과, 농촌분과, 식품·유통분과
◦ 포럼 조직 및 운영: 1년 단위
<포럼 조직도(안)>

위 원 장
(2명)
사무국
(기획조정실)
본위원회

농업분과

농촌분과

1.4 포럼 분과별 위원장 및 위원 구성
< 농업분과 >
◦ 위원장: 이태호 교수(서울대학교)
◦ 간사: 황의식 박사(KREI 농업발전연구부장)
- 간사보: 임지은 연구원(KREI 농업발전연구부)

식품·유통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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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10명
- 박범수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
- 손재범 총장(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 이명헌 교수(인천대학교)
- 이병서 박사(농촌진흥청)
- 이주량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임소영 박사(조세재정연구원)
- 임송수 교수(고려대학교)
- 임정빈 교수(서울대학교)
- 최승철 교수(건국대학교)
- 황수철 박사(농정연구센터)

< 농촌분과 >
◦ 위원장: 윤원근 교수(협성대학교)
◦ 간사: 성주인 박사(KREI 농촌정책연구부장)
- 간사보: 권인혜 연구원(KREI 농촌정책연구부)
◦ 위원: 10명
- 김정희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김영란 교수(목포대학교)
- 김정연 박사(충남발전연구원)
- 나백주 교수(건양대학교)
- 박윤호 박사(농어촌연구원)
- 손은일 교수(한국국제대학교)
- 오형은 대표(지역활성화센터)
- 이기원 교수(한림대학교)
- 임연기 교수(공주대학교)
- 전영미 박사(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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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유통분과 >
◦ 위원장: 이정희 교수(중앙대학교)
◦ 간사: 이계임 박사(KREI 식품유통연구부장)
- 간사보: 반현정 연구원(KREI 식품유통연구부)
◦ 위원: 10명
-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 권승구 교수(동국대학교)
- 김관수 교수(서울대학교)
- 김성훈 교수(충남대학교)
- 김태희 교수(경희대학교)
- 배호열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안병일 교수(고려대학교)
- 이기식 이사(식품산업협회)
- 이윤석 교수(연세대학교)
- 정혜경 교수(호서대학교)

2. 2014년도 활동 주요 일지
4. 4

KREI 미래농정포럼 출범식

5. 28

식품유통분과 제1차 회의

7. 25

식품유통분과 제2차 회의

8. 5

농업분과 제1차 회의

8. 11

농촌분과 제1차 회의

10. 17

식품유통분과 제3차 회의

11. 11

농촌분과 제2차 회의

12. 8

KREI 미래농정포럼 본회의

5
미래농정포럼 출범식(4.4)

미래농정포럼 본회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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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과별 주요 활동

3.1 농업분과
○ 제1차 회의: 2014. 8. 5.(화) 16:00-, 연구원 중회의실
- 목적: 농업분과 운영방향 및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논의 방향>
• 장기적인 안목에서 간과되고 있는 연구 분야 발굴 필요
• 주요 문제에 대해 현 상황을 되짚고 원인을 규명하는 시스템적, 패러다
임적 논의 필요
•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담론 수준의 논의에서 발전하여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구체적인 논의로 전환 필요
<자유주제 논의>
• 농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농정의 수단 적합성
• 농업생산성 투자 – 농업생산성 – 농업소득 향상의 연결고리 약화
• R&D의 목적(생산성 향상 vs. 비용 절감/부가가치)
• 정책수요자의 정책에 대한 신뢰와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정책
• 농업·농촌 정책사업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
• 농식품 생산 경제시스템의 소모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 정립
○ 제2차 회의 개최 예정
- ｢농업·농촌 패러다임 변화｣ 주제발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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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굴 이슈
구분

주제

담당

소속

1

농업·농촌 패러다임 변화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2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 R&D 설정 방향

이주량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3.2 농촌분과
○ 제1차 회의: 2014. 8. 11.(월) 16:00-,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농촌분과에서 다룰 미래 농촌정책 관련 주요
주제를 발굴 (※ 발굴 주제에 대해 3개 위탁원고 발주)
○ 제2차 회의: 2014. 11. 11.(화) 17:00-, 연구원 연구동 3층 회의실
- 위탁원고에 대한 중간점검 및 분과활동결과 정리 방향 토의
○ 주요 발굴 이슈
농촌분과는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측면에서 미래의 농촌 발전을 위
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영역을 ‘가치’, ‘주체(사람)’, ‘공간’의 3
가지로 정하고, 각 영역에서 위탁원고 진행을 통해 논의를 발전시키고 향후
의 중요한 연구주제를 도출하고자 함

구분

주제

담당

소속

1

농촌정책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

이기원

한림대학교

2

지역에서의 농촌정책 추진주체에 관한 발전방
향 모색

전영미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3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방안

오형은
김정연

지역활성화센터
충남발전연구원

8

3.3 식품유통분과
○ 제1차 회의: 2014. 5. 28.(목) 17:00-, 엘타워 2층 코러스홀
- 목적: 운영방향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연구주제를 ｢10년 후 식품유통분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로 설정하고 농정 변화 및 간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결정
○ 제2차 회의: 2014. 7. 25.(금) 15:00-, 연구원 중회의실
- 목적: 주제별 원고 초안 검토 및 향후 일정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분야별 방향과 전망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를 작성하기로 결정
○ 제3차 회의: 2014. 10. 17.(금) 14:00-, 연구원 연구동 4층 회의실
- 목적: 주제별 결과 발표 및 토론
- 주요 논의 내용: 주제별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를 마무리하기로 결정
○ 주요 발굴 이슈
구분

분야

1
2
3

식품
유통

4
5
6

식품
산업

7
8
9

식품
소비

주제

담당

소속

기후변화와 푸드시스템

김관수

서울대학교

미래의 농산물 수급관리시스템

김성훈

충남대학교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

권승구

동국대학교

대형유통업체와 식품가공업체의 거래공정화
에 관한 연구

이정희

중앙대학교

식품 포장 및 디자인

이윤석

연세대학교

외식산업의 미래

김태희

경희대학교

가구 차원의 식품보장(Food Security) 실태
와 개선 방향

안병일

고려대학교

식품표시 제도 현황과 소비자 이슈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식생활 양상과 미래 전망

정혜경

호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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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농업분과 주요 발굴 이슈

1. 농업 ‧ 농촌 패러다임의 변화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
제1장 머리말
제2장 농업패러다임의 변화 - 세계적 맥락

2.1. 농정패러다임의 이행:
국가지원 패러다임으로부터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2.2. 생산주의 비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
2.3.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등장
- 유럽적 맥락의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

제3장 맺음말 -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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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머리말

○ ‘현대’가 어떠한 시대이고 언제 시작됐는지는 논란거리지만, 그 특징이 ‘국
가의 정책적 개입’ 이라는 데는 커다란 이견이 없음.
- 근대(19세기적 질서)로부터 현대(20세기적 질서)로의 변화는 사상사적으
로는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개입적 자유주의로의 전환이기도 함.
․ ‘개입적 자유주의’란 보호‧개입‧규제‧유도‧조직화를 정당화하는 사
상으로서, 개입을 적극적이고 보편적으로 도입하려는 점에서 그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르며, 개인의 자유, 시장의 기능, 사유재산을 인정
하는 점에서 사회주의와도 다름.
○ 20세기 자본주의세계의 농업‧농정 역사는 ‘개입적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농
업분야에서 제도화되는 과정이자 농업분야로의 개입‧보호의 정당성을 둘러
싼 논란의 과정임.
- 세계 농정사를 보면, 농업분야 개입의 정당화론은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
해 왔으며, 정책방향을 둘러싼 내홍과 논란이 거듭됨. 그리고 이를 반영해
개입의 방식과 수단은 지속적으로 변화함.
○ 이하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농업‧농촌 개입이 어떻게 변질됐는
지 농업‧농정 패러다임 측면에서 검토함.
- 패러다임의 전환 배경, 패러다임의 핵심 내용과 특징이 주로 검토할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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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업패러다임의 변화 - 세계적 맥락

2.1. 농정패러다임의 이행: 국가지원 패러다임으로부터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 농업정책의 변화는 종종 목표의 위계, 정책 도구의 유형과 도구 설정의 변화
를 유발하는 패러다임의 이행으로 논의됨(Josling, 2002; Moyer & Josling,
2002; Huylenbroeck et al., 2007).
- 첫째, 의존적 농업 패러다임(dependent agriculture paradigm)임. 정부개입
을 필요로 하므로 국가지원 패러다임(state-assisted paradigm) 혹은 보호주
의(protectionism)라 하는데,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합의(이하 URAA) 이전
까지 지배적인 농업보호 패러다임임.
- 둘째, 경쟁적 농업 패러다임(competitive agriculture paradigm)임. 시장자유
주의의 이념을 따른다고 해서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market liberal paradigm)으로 부름. 보호주의는 URAA를 획기로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으
로 이행함.
- 셋째,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multifunctional agriculture paradigm)임. 국가
개입으로부터 시장자유화 및 글로벌화로 패러다임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사조임.1
○ URAA 이후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세계 각국 농정의 커다란 흐름이 됐
지만,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패러다임 간 착종‧갈등이 빚어짐.

1

2차 대전 이후 등장한 농정 패러다임 변화를 Josling(2002)과 Moyer and Josling(2002)
은 의존적 농업, 경쟁적 농업,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Daugbierg and
Swinbank(2010)는 국가지원, 시장자유주의, 다기능 패러다임(multifunctional paradigm)으로 구분하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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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은 유럽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이하 CAP) 개혁과정에서 등장함.
- CAP의 개혁이 진전되면서 세계농업질서를 둘러싼 국제농업협상은 사실
상 상이한 패러다임 간 토론의 장이 됨. 시장자유주의를 강조하는 미국과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입각한 새 질
서를 주장하는 유럽연합(이하 EU)이 대립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이 현재 EU의 농정패러다임이 시장자유주의로부터 다기능주
의로 이행했다는 의미는 아님. 일련의 CAP 개혁을 통해 다기능주의가 강
화되지만, EU농정패러다임의 주류는 시장자유주의임. EU의 CAP에는 상
이한 패러다임이 착종돼 있음.
․ 현재 CAP의 개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림. 가령 Garzon(2006)은 CAP개
혁(특히 2003년 피슐러개혁)을 다기능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으로 평가
하는 반면, Daugbierg and Swinbank(2010)는 아직도 국가지원 패러다임
이 지배한다는 입장임.

2.1.1. 국가지원 패러다임의 등장과 쇠퇴
○ 20세기 많은 나라들이 채택한 농정패러다임은 농업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적
이고 재정적 조치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국가개입에 기초한 패러다임임.
- 미국은 1933년 농업조정법(1933 Agricultural Adjustment Act)으로 방대한
상품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유럽은 식량생산과 농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57년 CAP을 발족함. 공산권은 식료의 생산, 분배, 가격과 무역을 국유
화함(Osborne & Trueblood, 2002). 많은 신흥독립국(개발도상국)의 국가
는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시장에 개입함. 낮은 식료가격 정책, 농업생산자
에 대한 소득세와 토지세, 국가마케팅보드 등의 수단으로 주요 생산물의
공급과 마케팅을 통제함(Anders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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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 농정의 핵심 목표는 1930년대의 시장붕괴 상황을 회피할 생산 증대
와 자급이었음. 도시노동자에게 값싼 식료를 제공해 임금을 낮추고, 도시‧산
업의 성장을 촉진할 의도였음Mazoyer & Roudart, 2006).
- 1930년대 대공황, 1940년대의 제2차 대전을 거친 직후의 세계는 늘어나는
식량수요를 공급이 뒤쫓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방향, 거버넌스
작동방식,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 공감함.
- 당시 전 세계적으로 공유된 비전은 ‘생산능력의 향상’이었음. 이른바 생산
주의(productivism)가 농정의 핵심 이념으로 등장한 것임.
․ 이는, FAO 창설(1945년)을 이끈 1943년의 ‘핫 스프링스 비전’에서 확
인됨. 1943년 미국 버지니아주 핫 스프링스에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의 제안으로 44개국이 모여 4대 목표에 합의가 이뤄졌음. ①인민의 영
양과 삶의 수준을 높임. ②모든 식품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의 효율성
을 증진함. ③농촌주민의 더 나은 조건을 만듬. ④세계경제의 확장과 기
아로부터의 해방을 보증하는데 기여한다는 목표임. 그리고 이를 실현하
려고 만든 국제기구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임.2
․ 생산주의(생산력주의)란 경제적 생산성과 성장이 인간 조직의 목적이
고, “더 많은 생산이 반드시 선(good)”이라는 믿음을 말하며, 성장주의
(growthism)로도 불림. 식료시스템(foodsystem)을 경제적 측면에서 투
입재 공급, 농산물의 생산, 저장, 배분의 단선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Davis & Goldberg(1957)의 이론적 입장이 대표적임.
○ 생산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농업연구와 기
술에 막대한 공공자금을 쏟아 부었음.
- 새로 등장한 생산력주의 사고체계는 자본‧기술과 결합한 과학이 생산능력
을 높일 수 있고, 생산량이 늘면 농촌문제, 건강문제, 복지문제도 함께 해
결된다는 신념에 따라 농업투자를 중시했음.
2

http://www.fao.org/docrep/009/p4228e/P4228E04.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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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는 “과학+자본+분배를 통한 산출 ⟶ 덜 낭비 ⟶ 더 싼 식료 ⟶
건강=진보(progress)”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
○ 국가지원 패러다임은 당시의 독특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었음.
- 국가지원 패러다임은 ‘농업은 예외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상대적 약자인
농민을 보호정책의 체계 속에 편입시키려는 틀이었음. 농업은 ‘예외적’ 존
재이고 농업보호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음.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는
어떤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고, ‘농업보호의 정책화’는 무조건 용인되었음.
- 이른바 농업 근본주의(agricultural fundamentalism), 농업 예외주의(agricultural
exceptionalism)라는 이데올로기가 작동한 것인데,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세계농업공황의 여파, 전시의 고난에 대한 기억, 전후 냉전시대의 체제
유지, 집표기반으로서 농민이 갖는 정치적 중요성 등이 배경으로 지적됨
(Wilson, 2000).
- 이처럼 예외산업이라는 특수한 위치설정에 따라 농업보호와 국가개입이
라는 도식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자본주의체제의 내부안정장치로서 보
호의 제도화(가격지지, 보호무역 등)가 순조롭게 진행됐음.
○ 국가개입정책은 많은 지역에서 성공을 거뒀음(Hawkes et al.. 2012).
- 미국과 유럽의 생산은 급증했고 도시의 식생활은 풍족했음. 잉여가 창출
됐고, 수출보조 같은 정책지원에 힘입어 미국과 유럽각국은 거대 수출국
이 됐음.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도 농업성장은 인구성장보다 빨랐음.
- 그러나 아프리카 같은 개도국의 사정은 달랐음. 1인당 식료산출은 오히려
하락했고, 생산증대는 선진국처럼 빠르지 않았음. 1970년대 말, 세계인구의
75%를 차지하던 개도국의 곡물생산은 세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음.
○ 한편, 성공 이면에서 균열조건도 함께 성숙해갔음.
- 무엇보다 신자유주의론자들의 비판이 제기됐음.
․ 국제금융기관들은 국가개입이 생산성을 늘릴 유인을 줄이고 경제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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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낳는다고 비난했음(Krueger et al., 1991).
․ 자민족만을 생각하는 국가개입은 비효율적‧과잉관료적‧부패적이고 세
계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제약한다는 비판이었음(McMichael, 2004).
- 이 과정에서 이른바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census)’로 알려진 경제
발전정책프로그램이 등장했음(Williamson, 2004).
․ 워싱턴 합의는 시장력의 자유로운 흐름이 국민국가와 세계 경제발전의
관건이라는 관점임.
․ 새로운 모델은 내향적 국민경제로부터 외향적 국민경제로의 이동을 선
호했음. 또한 비교우위론에 따라 각국이 전문화하고 시장을 자유롭게
활용하자는 농업패러다임의 등장을 예고했음.
․ 농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없애야 민간부문의 활동이 촉진되고 시장경
쟁력이 높아지며, 그래야 좀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더 많은 단수, 더
낮은 생산비) 국제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임.
○ 두 가지 중요한 정책과정이 새로운 모델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했음(Hawkes
et al.. 2012).
- 첫 번째는 1980년대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임.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많은 개도국들은 국제수
지문제 완화에 필요한 융자지원을 기대하고 국제은행들의 개혁 조건을 받
아들였고, 정책은 일방적으로 이행됐음. 시장 개혁은 그 과정의 핵심 부분
이었음.
- 두 번째 중요한 정책과정은 농업무역협정(URAA)이었음. 1990년대까지
농업(식료)은 GATT 협상에서 제외됐음.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창설은
관세, 비관세장벽, 수출보조, 국내농업지지의 감축을 통해 각국의 농식품
시장을 모두 열어젖힘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
○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촉발한 URAA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유럽대륙 간
대립의 소산이자 보호주의체제에 내재한 두 가지 모순의 결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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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과잉생산과 수출경쟁의 심화 현상임. 강력한 보호조치는 공급력을
폭발적으로 늘려 과잉문제를 초래해 각국의 농산물 수출 경쟁을 촉발했
음. 특히, 미국과 EC간의 무역마찰은 국가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
는 신호탄이 됐음.
- 둘째, 재정과 환경 측면의 중대한 모순임. 강한 생산 자극을 주는 가격지
지정책 탓에 과잉농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재정지출은 어마어마하게 늘
어났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수질 오염, 토양 오염 및 유실 등)
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음.
○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과정에서 단행된 1992년의 CAP 개혁으로 국가지
원 패러다임은 사실상 폐기 국면에 돌입함.
- 국가지원 패러다임의 대내외적 모순이 심화하자, EC는 미국의 CAP 해체
공세를 구실로 농정개혁을 단행함. ‘가격정책의 역사적 후퇴’를 골자로 하
는 이른바 맥셰리 개혁(1992 MacSharry Reform)이 농업협상 타결 2년 전
에 이뤄진 것임.
- 이로써 국가지원 패러다임은 근본적 시정이 불가피해졌음. 국가의 지원이
아니라 시장자유화가 난제를 해결할 것이며, 시장이 식료공급메커니즘을
이끌 수 있도록 농업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했음.
- 요컨대, 보호의 정책화가 야기하는 재정과 환경 측면의 모순, 식품안전을
위협받는 소비자의 우려 등이 겹치면서 국가지원 패러다임의 정당성을 의
심하는 생각들이 분출하기 시작했음. URAA는 이러한 의문에 마침표를
찍고 시장자유주의의 글로벌화 국면을 활짝 열어주었음.

2.1.2.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특징과 내용
○ URAA 이후 세계농정 패러다임은 급변했음.
- UR 이전까지 농업은 예외적 존재였으나, UR에서는 바로 그 ‘예외적’ 농
업이 도마 위에 올라 자유화와 정책개혁의 대상이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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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농업정책이 일국적 틀을 벗어나 세계적 공간에서 재평가된 것임.
이제 국제합의 없이 각국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게 됐음.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는 각국 농정의 지속적 개혁을 촉구하는 거대한
외압이었음. 어느 나라도 국가지원 패러다임에 안주할 수 없게 됐음.
- URAA의 역사적 중요성은 농업을 세계무역원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자
유화와 정책개혁을 촉진하도록 한 데 있음.
․ 각국은 시장원리 활성화(가격지지 후퇴와 시장기능의 복원)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원칙에 부합하도록 자국 농업의 구조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
었음(농업구조조정체제의 등장).
○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국가지원 패러다임과 달리 시장을 중시하고 경쟁
적 농업이야말로 시대에 부합하는 기초원리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농민상
을 요구함.
- ‘가격정책의 역사적 후퇴’라는 과거와는 결정적으로 달라진 생산 환경의
극적인 변화에서 생산자가 살아남으려면 시장변동을 미리 읽고 대응하는
능동적 농민상이 필요하며, 그런 농민을 키우는 ‘경쟁적 농업’이 중요하다
고 강조됨.
○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국가의 개입방식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
- 가격정책은 최소한으로 축소됐음. ‘순수한 안전망(genuine safety-net)'으로
서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는 완충(buffer) 기능만이 용인됨.
- 시장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직접소득보상으로 손해를 벌충하는 구조가 가
격정책을 대신함. 농민들에 대한 국가지원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그 개입
방식이 간접소득보상(가격지지)에서 직접소득보상(직접지불) 방식으로 바
뀐 것임(국가개입방식의 새로운 전환).
○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일정한 성과도 거뒀지만 많은 문제를 노정하게 되었음.
-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과거 보호주의체제의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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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문제의 완화, 환경파괴적 증산기조의 약화, 소비자와 사회의 요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뒀음.
- 그러나 경제성 및 효율성 위주의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환경문
제, 식품안전문제, 보건‧건강문제, 농촌지역사회문제, 생태문제 등이 한층
심각해졌음. 또한 전지구적인 식량위기, 에너지‧자원위기, 기후변화 등 전
례 없이 새롭고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한 이 패러다임의 대응능력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음.
․ 특히, 비판의 화살은 전후 보호주의체제와 더불어 등장한 생산력주의를
겨냥했음. 생산력주의에 입각한 농업의 산업화(공업화) 논리가 농업‧농
촌은 물론 지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요인이라는 것임.

2.2. 생산주의 비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
○ 1970년대 경부터 확산된 생산주의 비판과정에서 농업의 현대화‧산업화 접
근을 극복할 새로운 이론적 틀과 패러다임들이 나타남.
- 포드주의적 식품체제(food regime)와 결합된 생산주의는 농업의 산업화‧
상업화‧상품화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며, 농업생산의 집약화‧전문화‧집중
화를 초래했는데, 시장자유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 경향을 한층 강
화하는 동시에 글로벌화 하는 과정이기도 함.
- 생산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음.
․ 하나는, 신자유주의적인 현대화 프로젝트의 글로벌 동조화 현상을 비판
하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제기임(Marsden, 2006).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등장임.
․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적 담론과 밀접한 연관을 가
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럽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한 ‘다기능 농
업 패러다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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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산주의적 발전관의 대안으로 등장함.
- 그것은 생산과 경제 편향의 관점을 비판하고, 사회적이고 생태적으로 존
립가능한 경제발전을 요구함.
- Lang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1987년 유엔 브룬트란트 위원회,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1996년 세계 식량정상회의에서 오랜 기간
주창된 경제‧사회‧환경정책의 재정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표현함(팀
랭 외, 2012, p.95).
- 지속가능 발전은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
언’ 27개 원칙으로 정형화되어 세계의 주된 의제가 되었고, 20년이 지난
2012년에 리우+20 정상회의(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다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논의됨.
- 한편, EU의 경우 이미 1993년부터 환경행동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발
전의 개념을 도입했고, 2000년 리스본 전략과 2010년에 새로 작성한 ‘유
럽2020’ 전략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인 미래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
○ 지속가능 발전 개념은 규범적이며, 두 개의 원칙을 따름.
- 하나는 정의(justice)이고, 다른 하나는 상이한 욕구(needs)의 통합임. 여기
서 정의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도 고려한 정의로 표현됨. 욕구 통합
은, 상이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생태(환경)적‧경제적‧사회적 욕
구의 차이와 연계됨.
- 자주 인용되는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는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임
(세계환경발전위원회, 2005, p.87).
-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 여기에 포함됨. 첫째, ‘욕구’의 개념으로,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는 인간다운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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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이 깔려 있음. 둘째, ‘한계’의 개념임. 기술과 사회조직의 상태가
현재와 미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의 능력에 제약을 준다는 인
식임. 기술과 사회조직의 변혁이 없으면, 현재의 기본적 요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위기감을 표현함.
○ 결국 종래와는 다른 발전의 경로를 제시하려는 것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고 환경적‧사회적 외부성(externality)
을 지속가능한 경제 속으로 내부화(internalization)하려는 것임.
- 정책과 정치는 경제에 편향돼서는 안 되며, 환경‧사회‧경제에 똑같이 초
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함.
-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 발전은 경제적 진보를 더 조화로운 방식(환경, 분
배, 성장 간의 조화로서 지속가능성)으로 활용하려는 환경관리적 접근법
을 포용함.
- 이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지향점으로 공유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향한 인류사회의 진전은 느리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2.2.2.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위상
○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농업‧농촌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이론적 차원에서 산업으로서 농업은 자연생태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산
업이며, 지역공간으로서 농촌은 도시에 비해 육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면적
도 넓음.
․ 경종과 축산부문은 모든 취수(water withdrawals)의 70%를 이용하며,
지구 표면의 60%를 차지함. 축산생산만으로도 전 세계 작물 재배면적
과 초지의 80%를 사용함(FAO, 2012a).
․ 따라서 전 세계가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을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면
서 생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없이 지속가능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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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불가능함.
․ 21세기 세계경제가 첨단산업과 도시지역 못지않게 산업으로서 농업 그
리고 공간으로서 농촌에 주목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
- 현실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성장, 분배 그리고 환경의 측면에서 21세기 세
계 농업‧농촌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매우 많음.
․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국의 농업성장 정체,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및 사회적 격차, 농업 생산에 따른 환경파괴와 온실가스 배출 등
은 그 단적인 예임.
․ 더구나 현재 지구생태계의 여건(농지, 초지, 산림, 해양자원 등)을 고려
해 볼 때 현재의 농업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 성장 및 소득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국제기
구와 전문가들의 진단임.
-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볼 때, 현대농업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
인 면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요소로 강조됨.
․ 농업은 수자원의 담수기능, 온실가스 흡수, 생물들의 서식지 제공 등 자
연생태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환경공공재의 생산), 다른 한편으
로는 환경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줌.
․ 가령,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수요 증대는 자연생태계의 생물다양성 감소
(biodiversity loss)를 유발함. 즉 식량생산 증가에 따른 숲의 농경지 전
환(서식지 변화), 양분과잉과 환경오염(토양과 수질오염), 과도한 토지
이용(토양유실)은 기후변화와 함께 생물종 다양성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음.
․ 농업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며, 미래 배출 증가의 가장
큰 원천으로 추정됨(IPCC, 2007). 농업생산은 물, 토양, 공기, 야생생물
및 에코시스템 다양성, 인간의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줌. 못쓰게 된
땅의 40%가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며, 토양과 삼림의 소실, 종다
양성 상실, 수자원의 고갈 및 질적 악화 위기에 직면함(FA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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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이래 작물다양성의 3/4이 상실됐고(FAO, 2010a), 매년 약 520만
ha의 삼림이 사라짐(FAO, 2010b).
○ 요컨대 21세기 세계농업‧농촌은 식량생산이라는 일차원적이고 단순한 역할
을 넘어 자연생태계 및 자원보전, 농업‧농촌의 사회적‧지역적 불평등성 해
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식량생산이라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음.
- 농업의 새로운 역할로서 강조되는 점을 몇 가지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음.
․ 농업은 에너지의 측면에서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가축질병 축소를 통해 인류 건강과 동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
․ 또 환경의 측면에서 수자원의 절약과 수질오염 방지를 통해 수자원의
양과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단작경영 지양과 농촌경관 유지
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 더구나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분배위기 그리고 환경위기가 중첩되어 있
는 현 상황에서 세계 농업‧농촌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지향하지
않을 수가 없음.

2.2.3. 농업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
○ 농업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의 핵심과제라는 인식은 이미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았음.
- 1987년의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는 ‘식료보장(food security)’과 ‘종과 생
태계’에 각각 한 장(chapter) 씩을 할애해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2002년 유엔(WEHAB 작업반)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5가지 핵심과제(물,
에너지, 건강, 농업, 생물다양성)의 하나로 농업을 꼽음(WEHAB Working
Group, 2002).
․ 여기서는 특히 농업을 다른 4가지 과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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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로 설정하고 있음.
- OECD(2001)도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농업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
을 강조하는데, OECD는 1993년 JWP(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를 구성하여 환경과 농업간의 관계설정, 농업정책의
환경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음.
- UNEP(2009)는 세계경제위기의 성격을 에너지위기, 식량위기, 수자원위기
로 규정하고, 녹색경제를 위한 뉴딜사업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
조함.
- 2005년의 UN <새천년생태계평가> 보고서도 생태계의 관리에서 농업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함(UNMA 2005).
․ “21세기에 들어서 생물다양성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농업
의 확대일 것임. 과도한 물 소비 또는 과도한 영양소가 살충제 사용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단위 면적당 식량 생산을 지속가능하
게 늘릴 수 있는 농업개발방식, 농업평가방식, 농업기술이 확산된다면
다른 생태계활동에 대한 압력이 대폭 줄어들 것임.”(UNMA 2005: 24;
필립 맥마이클, 2013, pp.455~456에서 재인용).
- 녹색경제를 지속가능 발전 달성의 중요한 도구로 선언한 리우+20에서도
농업시스템의 개선은 핵심 관건으로 강조됨.
- 요컨대, 최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 농업이 갖
는 새로운 역할에 주목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음.

2.2.4. 지속가능한 농업과 그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언
가.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
○ 브룬트란트 보고서 이후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해 많은 정의와 방법론이 논
의되고, 다양한 개념화가 시도됐음.
- 경제‧환경‧사회의 어느 측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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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새로운 철학과 자연관, 그리고 그를 반영한 새로운 방법(농법)과 기술
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강조됨. 그리고 그 기저에는 산업적 농업
(industrial agriculture)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깔려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대표적인 정의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고, 지
속가능한 농업이 강조하는 새로운 철학과 자연관은 <표 2-2>와 같이 요약
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은 자연에 대한 인식(지배냐 조화냐), 경제와 사회에 대
한 접근(전문화냐 다양화냐, 경쟁이냐 협동이냐), 강조점(양이냐 질이냐
등)에서 산업적 농업과 대비됨을 알 수 있음.
표 2-1.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다양한 정의
논자

FAO

미국의
1990
농업법

TAC

연도

정의‧개념

항목

1988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천연자원기반을 관리, 보전하고,
현재 및 장래의 세대를 위해 인간의 욕구를 달성하고
혹은 계속 충족케 하는 방법으로 기술적 변화 및 제도
적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농업, 임
업, 어업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토지, 물, 식물 및
동물의 유전자자원을 보전하고, 환경적으로 천연자원
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적절하고, 경제적으
로 실행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이다.

①,②,③

1990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장기에 걸쳐 인간의 식료‧섬유에
관한 욕구를 충족하고, 환경의 질을 높이면서 농업이
의존하고 있는 자연자원기반을 향상시키며, 비재생자
원과 농업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적당한
경우에는 자연적 생물학적 순환과 제어를 통합하고,
농장운영의 경제적 자립성(존속능력)을 유지시키고,
이로써 농민과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각 지역
특유의 응용력을 갖는 동식물생산방법의 종합시스템
이다.

①,②,③

1991

지속적 농업이란 환경의 특질을 유지‧향상시키고, 또
한 천연자원을 보전하면서, 인류의 변화하는 제반 욕
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원관리에 주도면밀하게 배려하
는 농업이다.

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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蔦谷栄一

矢口芳生

연도

정의‧개념

항목

2000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경제적으로 성립하고 장기적으
로 보아 자연환경을 열화시키지 않는 농업생산이다

①,②

1992

지속가능한 농업은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토양의
비옥도와 물의 청정함을 유지하고, 토양의 물리적‧화
학적‧생물학적 질을 보존‧향상시켜 자연자원을 재활
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질 높
은 식료, 섬유, 약을 다양한 형태로 생산한다.

①,③

2000

석유에너지, 화학비료, 농약의 투입을 억제하고, 생태환
경에 주는 부하를 최소화하며 생물의 다양성, 식품의 안
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농업인이 경영을 계속 이어갈 정
도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을 총칭하여 지속적 농
업이라 부른다.

①,②,③

1999

지속성이 높은 생산방식이란 토양의 성질에 유래하는 농
지 생산력의 유지증진과 기타 양호한 영농환경 확보에 기
여한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농업생산방식이며, 토양창
출, 화학비료저감기술, 화학합성농약저감기술 모두를 사
용하는 것이다.

①,②

2000

지속성이 높은 농업에는 유기농업부터 감농약‧감화학
비료까지 포함된다. 유기농업은 궁극적인 지속형, 순환
형 농업이고, 지속형농업은 유기농업 및 관행농업과
유기농업의 중간단계 혹은 발전단계를 포함하는 개념
이다.

①

1998

지속가능이라는 생각은 “일정량의 자원스톡에서 발생
하는 재생산량만이 인간들이 이용가능하며, 그 이상
사용하면 스톡(원본)이 감소하고 자원의 고갈이 초래
된다. 다른 대체자원으로의 이행이 상정되지 않는 한,
이것이 당해 자원에 대한 개발.생산.소비의 최대이자
최적의 한계로 된다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천연자원의 손실이나 파괴를 멈추고, 생태계를 건전하
게 유지하면서 농업의 생산성 상승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②

주: 항목란의 ①은 환경적 측면, ②는 경제적 측면, ③은 사회적 측면 등을 말함. TAC는
CGIAR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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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산업적 농업과 비교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철학‧가치관
산업적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자연에 대한 지배
-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고 우위에 섬
- 자연은 사용돼야 하는 자원으로 구성
- 불완전한 라이프사이클: 부패(폐기물의
리싸이클) 무시
- 자연에 부과된 인간이 만든 시스템
- 생산은 농화학물로 유지
- 고도로 가공되고, 영양이 강화된 음식

‣자연과의 조화
-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자 구성요소
-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님
- 완전한 라이프사이클: 성장과 부패의
균형
- 자연적 에코시스템의 모방
- 생산은 건강한 토양의 개발로 유지
- 최소가공, 자연적으로 영양을 갖춘 음식

‣전문화
- 좁은 유전적 기반
- 대부분 단작화
- 단일작물의 연작
- 경종과 축산의 분리
- 표준화된 생산시스템
- 고도의 전문화, 환원주의적 과학 및 기술

‣다양화
- 광범한 유전적 기반
- 여러 작물의 동시재배
- 복수작물의 상호보완적 로테이션
- 경종과 축산의 통합
- 지역적으로 적응된 생산시스템
- 학제적, 시스템 지향의 과학 및 기술

‣경쟁
- 협동의 결여, 자기이해(이익)
- 전통농업‧농촌문화는 구시대적이라는 인식
- 소규모 농촌공동체는 농업에 불필요하
다는 인식
- 단조로운 농장작업, 노동투입 최소화
- 영농은 오직 비즈니스일 뿐

‣공동체
- 협동의 강화
- 농업전통과 농촌문화의 보전
- 소규모 농촌공동체가 농업에 본질적
- 보람 있는 농장작업, 노동은 의미를 찾
는 데 본질적 요소가 있음.
- 영농은 비즈니스인 동시에 삶의 방식

속도, 양, 이윤에 대한 1차적 강조

영속성, 질, 아름다움에 대한 1차적 강조

자료: Lyson(2008)

○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강조되는 농업의 역할과 그에 비춰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개념적 차원에서 정리하면 <표 2-3>과 같음.
- 지속가능한 농업이 추구하는 농업의 가치는 경제가치(경제가치의 창조),
환경가치(건전한 생태계 유지), 생활‧사회가치(풍요로운 인간생활과 사회
‧문화의 발전)로 요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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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지속가능한 농업의 역할과 주요 과제
경제가치의 창조

건전한 생태계 유지

풍요로운 인간생활과
사회‧문화의 발전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지
역‧사람들의 경제기반이
세계 각국에서 흔들린다.
‣단기이익 우선의 경제에
추수된 농업경제 발전으
로 인해 생태계에 엄청난
부하가 발생하며, 초국적
기업과 선진공업국에 의
한 지배가 확대되면서 지
구규모의 (농업)경제격차
가 만연한다.
‣각국, 각 지역의 조건을 반
영한 농업경제정책이 입
안‧실행되지 못함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이 나
타난다.

‣자연자원의 파괴가 진전
하고, 생태계가 인간 사
회에 제공하는 ‘생명유지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
한다.
‣토양의 열화, 물 순환 교
란(오염‧부족), 생물다양
성의 감소, 기후변동의 진
행 등으로 미래의 식료
증산이 위험하며, 농산물
의 안정공급(조건) 결여
에서 발생하는 사회 불안
과 국제 마찰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세계의 약 10억 명이
굶주리고, 식료보장은 실
현되지 못한다.
‣식생활 교란과 격변하는
생활환경에 적응하지 못
해 선진국에서는 건강피
해와 비만이 만연한다.
‣농업인구의 감소, 농촌‧
농업지역의 공동화, 농업
의 사회적 지위 저하가
일상적이며, 사회와 문화
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농촌‧농업생산지역의 공
헌 정도가 저하한다.

나.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언
○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를 위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해 최근 국제사
회에서 강조되는 새로운 접근의 키워드는 소농 중시, 지속가능한 집약화
(sustainable intensification)와 농생태접근(agro-ecological approach)으로 요
약됨.
-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기업농적 접근(규모화‧전문화‧집약화)으로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풀 수 없고, 푸드시스템의 위기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
해서는 농생태적 소농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임.
․ UN 식량권특별조사관(Olivier de Schutter)은 농생태야말로 푸드시스템
위기와 기후변화의 해법임을 강조함(De Schutter 2013).
- 따라서 전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농이 구조조정프로그램으로 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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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빠지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며, 소농의 높은 잠재력을
인정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함.
․ 26억 농민의 99%를 차지하는 소농의 경작지는 8억 ha으로 전 세계 경
작지(16억ha)의 절반을 차지함. 대부분 2ha 미만인 소농은 소비되는 식
료의 70%를 생산함. 그리고 소농의 70%가 여성임. Rosset(2000)은 통
념과 달리 소농은 산업적 농가보다 2~10배 더 생산적이고 수익성도 높
다고 주장함. Mae-Wan Ho et al.(2008)은 화석연료 집약적 농가들, 선
진국의 왜곡된 농업보조(개도국으로의 보조금에 기초한 체계적 덤핑수
출), IMF와 세계은행의 개도국 구조조정프로그램이 이들 소규모 가족
농을 파괴한다고 강조함.
-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해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려면 농
생태적 영농의 생물다양성을 한층 중시하라고 강조함.
○ 이러한 관점은 IAASTD의 2008년 보고서에서 가장 폭넓게 제시됐음.
- 400명 이상의 과학자가 4년에 걸쳐 편찬한 ‘발전을 위한 농업과학기술의
국제적 평가(IAASTD)’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을 주장하고 농업의 다기능적 역할을 제창했음.
․ 이때 다기능적 역할에는 빈곤과 사회불평등과 젠더불평등의 감소, 농촌
사회의 안정, 환경 훼손의 회복, 그리고 지구온난화 방지 등이 포함됨.
- 이 보고서의 주요 메시지는 발표 당시에는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널리 공유됨.3
․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많은 국제기관들이 산업형 농업시스템의 전환
을 촉구하고, 월드워치연구소 등 주요 NGO들도 농생태적 지식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에서 핵심적 요소라는 주장을 거듭해왔음.

3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리우+20)에 맞춰 단장된 웹사이트(www.globalagriculture.org)
에서는 IAASTD의 연구성과를 토픽별로 정리해 이용가능토록 하고, 과학적이고 조
직화된 조사보고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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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ASTD(2008)에 이어 유사한 입장이 속속 제출됐음. Mae-Wan Ho et al.(2008),
FAO(2009, 2011, 2013), UN(2011), UNEP(2011), UNCTAD(2013) 등이 대
표적임.
- UNCTAD(2013)는 현재의 산업적 농업과 글로벌 푸드시스템으로부터 소
규모, 생물다양적, 생태적 농가의 통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주장함.
- 유엔의 세계경제사회조사보고서(UN, 2011)는 ‘녹색기술의 대전환’(the great
green technological transformation)을 강조함.
․ 이 대전환의 핵심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자원소비의 급격한 감축임.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는 ‘식료보장을 위한 진정한 녹색혁명’이 강조됨.
- FAO(2011)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현재의 집약적 작물생산 패러
다임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함.
․ 즉, 이제는 ‘절약’(save)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임. 지금까지의 산업적이
고 화석연료 기반의 농업과 ‘녹색혁명’의 관점으로부터 소규모농가를
중심에 두는 농생태적(agro-ecological) 원칙과 경작시스템으로 이행하
는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집약화’(SCPI, sustainable crop production intensification)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
․ 지속가능한 집약화란 자연자원 소비의 극적인 감소(절약)를 동반한 생
산성 증대를 의미함. 즉, 자원을 지키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며 천
연자본과 생태계 편익을 높이면서 동일한 토지면적에서 더 많이 생산한
다는 발상임.
․ 그리고 기후변동과 토지, 물, 에너지를 둘러싼 경쟁격화의 복합효과를
고려하면, 자연력을 적극 활용하고 적절하고 적량의 외부 투입재를 적
시에 투여하는 농생태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임.
- FAO(2013)는 자연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농업시스템 관리
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함.
․ 특히,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증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집약화’야말로 ‘작물생산시스템에
서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에코시스템 기반 접근’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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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주목되는 동향은, 이상의 주장을 줄곧 외면해오던 주류 과학자들이
최근 입장을 바꿨다는 점임.
- 종래 주류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도 새로운 기술로써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음. IAASTD(2008)의 반대 리포트로 알려진
Royal Society(2009)의 ‘이윤 거두기’라는 보고서가 대표적임.
- 그러나 최근 주류 과학자들의 입장이 바뀌었음. 2011년의 영국과학부보고
서(GOS, 2011)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집약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미
래는 작지만 생산적인 로컬 수준의 전환, 소규모농가의 지식과 농생태를
위한 투자 증대에 달려있다”고 강조함.
․ 이 보고서는 주류 과학자집단이 과거 100년간 고수해온 패러다임인 기
술에 대한 신뢰(promises of new technologies)를 포기한 첫 사례로 평가됨.

2.3.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등장 - 유럽적 맥락의‘다기능 농업 패러다임’
2.3.1. 다기능 농업의 개념
○ 다기능 농업의 개념은 광범위하게 토론돼 왔으며, 지금도 국제적 논쟁이 지속됨.
- 다기능 농업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 리우 지구정상회의(Rio Earth
Summit)를 통해 국제무대에 첫 선을 보인 후 OECD의 개념 확장을 거치
면서, 지금은 농업‧농촌발전의 미래에 관련한 모든 논의에서 핵심개념으
로 등장함.
○ 다기능 농업이라는 개념은 실증과 규범 양 측면에서 정의됨.
- 실증적(positive) 개념은 OECD(2001)에서 개념화한 ‘농업부문에 의한 상
품과 비상품의 결합생산(joint production)’이라는 정의가 대표적임.
․ 농업생산은 1차 농산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매우 다양한 효과를 낳음<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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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의 정의는 이러한 경제활동(생산과정) 자체의 다기능적 특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농업활동은 경관을 형성하고, 토지보전,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의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같은 환경적 편익을 제공하며,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에 기여”(OECD, 2001, p. 9)할 수 있다고 지적함.
표 2-4. 다기능 농업의 산출물
상품(commodity)
식료와 섬유
생산물의 변형
기타 시장화할 수 있는 생산물
농촌투어리즘
고령자나 취약자의 돌봄

비상품(non-commodity)
식료보장, 식품안전
농촌적 삶의 방식‧전통
토양보전
농촌경관
생물학적 다양성
건강 및 기타 비상품적 생산물

자료: Huylenbroeck and Durand(2003), p.4.

- 규범적(normative) 개념은 EU의 CAP에서 강조되는 다기능성임.
․ 다기능성은 ‘무언가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됨(Huylenbroeck et al.,
2007, pp. 7~11). 따라서 그것은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 내지 ‘목
표’ 개념임.
․ 이러한 규범적 틀에서 본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다기능성은 공공
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극적인 정책대상이 돼야함.4 왜냐하면 시장에
만 맡겨둬서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임.5

4

5

여기에는,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원칙에 입각한 공적 개입이 불가피하
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Daniel, 2008, p.5).
대부분 비상업적인 재화‧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따라서 그 가치와 편익
을 평가할 시장메커니즘도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로컬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다수의
소규모 가족농이 공급 주체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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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규범적 개념의 배경에는,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원
칙에 입각한 공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철학이 깔려 있음(Daniel, 2008, p.5).

2.3.2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의 등장 배경
○ EU에서 등장한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은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농촌발
전 전략의 일환으로 자리 잡는데, 그 역사적 경과는 다음과 같음.
○ 1950년대 이래 추진된 농업근대화 프로젝트가 1970년대 이후 한계를 노정
하기 시작했음.
- 1950년대 이래 지배적인 농업근대화론의 목표는 농업의 산업화를 통한 표
준적 품질(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를 갖는 소위 ‘벌크’ 농산물), 값싼(국
제적으로 경쟁적인) 농식품의 생산과 마케팅이었음.
- 이러한 모델에서 농업은 산업을 위한 값싼 원료의 공급자로만 치부됐음. 생
산량의 증대(규모확대, 전문화, 토지이용의 집약화)는 농장단위에서 소득패
리티를 유지하는 지배적 전략이었음. 이 관점은 널리 공유됐고, 농장단위의
유일한 전략으로서 옹호됐으며, 정책‧연구‧교육‧지도를 통해 강화됐음.
- 이를 통해 농업생산은 크게 증가하고 농가소득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됐으
나 종래에는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등장했음.
․ 1970~1980년대 이후 농업은 환경오염, 식품 문화와 품질의 상실, 식품
사고, 가축질병, 동물건강 및 복지 등 한층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직
면했음.
․ 그 사이에 사회는 크게 변해, 식품생산과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새로운
욕구와 기대)과 불신이 동시에 표출됨.
○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엄격한 규칙과 규제가 도입됐지만, 문제를 풀
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자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가
비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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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및 식품안전 문제 등에 대해 생산권 및 쿼터시스템 도입, 환경조치,
배출제한 기술, 자연 및 경관 보전계획, 동물복지기준, 식품안전조치 등
다양한 분야에 엄격한 규칙과 규제가 적용됐음.
- 그러나 이상과 같은 규제에 따라 영농비용은 더욱 더 늘어났지만 수입은
정체 내지 감소하는 소득압박(income squeeze)이 한층 심해지는 결과가
초래됐음.
- 그 결과 대안적 발전 및 소득 전략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는 동시에 근대화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했음.
․ 이런 가운데 1980년대 말부터는 농업은 환경적‧생태적‧사회적 목표와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좀 더 폭넓은 목표를 갖는 농업(agriculture
with a broader objective)’, ‘대안농업(alternative agriculture)’, ‘통합농업
(integrated agriculture)’,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으로
개념화됐음.
○ 이 과정에서 소득압박을 회피하려는 농민들 스스로의 다양한 대안적 활동이
확산됨.
- 농산업 밸류체인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밸류체인 바깥에서 소득 전략을 찾
는 활동이 늘어남.
․ 농민들은 특정한 소비자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새로운
활동을 개발함. 즉 농장 가공 및 직판, 고품질생산물 마케팅, 자연 및 경
관 관리, 돌봄(care)활동, 유기농업, 에너지 생산 등 농업‧농촌의 다기능
성을 활용한 활동이 확산됨.
․ 유럽의 농민들은 단순한 식료생산을 넘어 다양한 활동에 적합한 방식으로
영농시스템을 전환해가고 있었음(Ploeg and Roep, 2003; McNally, 2001).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기능 농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는 견
해가 널리 확산됐음.
- Ploeg and Roep(2003), Wilson(2004)은 다기능 농업 모델을 생산자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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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의 새로운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농식품시스템으로 묘사함.
․ 이들은 농업활동이 일어나는 농촌공간과 전체 농식품시스템을 연결지
음으로써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 관심을 집중함.
- Madureira & Costa(2009)와 Daniel(2008)은 다기능 농업이 농촌지역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유망한 접근법이라고 강조함.

2.3.3 다기능 농업과 농촌발전전략의 결합 : 다기능성과 지속가능성의 결합
○ 1996년의 코크선언(Cork Declaration)을 계기로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은
CAP의 농촌발전전략과 본격적으로 결합됨.
- 코크선언은 EU농정의 목표를 “새로운 사회적, 환경적 욕구를 충족하는 동
시에 경쟁적 농업을 실현한다”는 것, 즉 지속가능성을 농정 이념으로 명
확히 설정하고, 농촌발전프로그램의 10개항의 원칙을 천명함.
․ 비록 다기능성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이 프로그
램에는 다기능성의 아이디어(통합, 다각화)가 구체화됨.
․ 코크선언을 통해 새로운 다기능 패러다임의 규범적 지향점이 규정된 것
인데, 그것은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통합적이며(integrated), 다양
한(diverse)’ 농촌발전으로 개념화됨.
○ 뒤이어 1999년의 ‘어젠다 2000’ 개혁으로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은 새로운
유럽농업모델(EMA, European Model of Agriculture)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
리잡음.
- 어젠다 2000 이전의 CAP은 농업정책 중심으로 짜여 있었음. 어젠다 2000
은 경쟁적인 유럽농업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축(농업정책)과 별도로 농
촌발전규정(RDR, Rural Development Regulation)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
촌발전정책을 제2축으로 설정했음. 이로써 CAP의 제2축으로 불리는 새로
운 보조 시대가 시작됨.
․ 즉, 정부가 보조(지원)를 해주지만, 그것은 농업생산이나 다른 나라와의 경

35
쟁력 격차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다기능적 전환(multifunctional
rural transition)’을 목표로 하는 농촌공간 이용질서의 재정비(경관관리,
자연보전, 환경보호, 다각화 등)에 초점을 맞춤. 그리고 보조금 할당을
직설적(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원에 대응의무
(cross-compliance)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진적 접근법이 채택됨.
- 이때부터 CAP의 제2축(농촌발전)은 사실상 다기능성과 동의어로 이해되
며, “사회적이고 환경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농업활
동 실현”이 그 목표로 설정됨.
․ 그리고 이후 계속되는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CAP의 중심은 1축으로부
터 2축으로 이동해감.

2.3.4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의 농업관 - 농업의 새로운 역할 부여6
○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에서 농업은 농촌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부여
받음.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의 농업관은 종래의 생산주의나 후기생산주의의
그것과는 크게 다름.
- 생산주의(productivism)에서는 식료생산의 극대화가 최대 목표이고, 농촌
은 식료생산기지로 간주됨.
․ 식료생산 극대화를 담당하는 주체는 규모화‧전문화‧집약화된 경쟁력
있는 농업‧농민으로서, 이들은 소수 농산물을 대량생산하는 데에 집중함.
․ 생산주의 관점에서 다기능 농업은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없는 농가들
이 생존전략 차원에서 벌이는 농장단위 복합활동(pluri-activity) 정도의
매우 좁은 개념으로 이해됨. 즉, “가장 생산적이지 못한 농민들이 엄혹
한 시장조건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의 생존전략”일 뿐, ‘농
촌의 새로운 발전’의 핵심요소라는 전망이 들어설 여지는 없음.

6

이하는 주로 Marsden(2003), Marsden & Sonnino(2008)에 의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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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후기생산주의(post-productivism)는 농
업‧농촌을 산업자본뿐 아니라 점증하는 도시인구에 의해 착취되는 공간
으로 봄.
․ 여기서는 식료생산에 대한 강조는 크게 줄어들고, 농촌을 생산공간보다
는 환경적 가치를 지닌 소비공간으로 봄. 즉, 생산주의시대에 지배적이
던 ‘농촌사회에서의 농업이 갖는 중심성(centrality)’은 인정되지 않으며,
농촌(자연)은 일종의 ‘소비재’로 그 경관가치만 인정될 뿐임.
․ 이 관점에서는 경관가치를 유지하는 토지관리 측면에서만 다기능 농업
의 존재를 인정함. 즉, 농장토지 다각화(farmland diversification) 차원의
환경보호, 어메니티 증진 활동이 중시됨.
- 이에 비해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에서는 ‘농촌지역사회에서의 농업의 중심
성’을 강조함. 여기서 농업은 ‘농촌의 변화, 이행과 발전을 위한 추진동력
이자 중심축’이라는 적극적 역할을 부여받음. 그리고 농민은 1차생산물의
공급자라기보다는 농업과 비농업 활동을 결합해 혁신을 유도하는 농촌기
업가(rural entrepreneurs)로 새롭게 개념화됨(새로운 소농 new peasantry).7
․ 여기서 다기능 농업은 단순한 생존전략을 넘어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
는, 좀 더 지속가능한 범위의 경제, 시너지 경제를 촉진하는 발전도
구’(Marsden, 2003, p.185)라는 적극적인 위상을 부여받음.
․ 그리고 이때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기능적 활동은 다음의 세 조
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①농업부문에 소득 및 고용기회가
부가돼야 함. ②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업부문 구성
에 기여해야 함. ③단순한 농장 차원을 넘어 농촌자원의 극적인 재정의
(redefinition)와 재형성(reconfiguration)이 이뤄져야 함(Marsden, 2003, p.186).

7

이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Ploeg(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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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의 실천전략 - 확대‧심화‧재편성 전략
○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에서는, 농업이 농촌사회의 혁신동력이 되려면 농장활
동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 관행적(전통적 농업)으로부터 ‘다기능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 프레임
워크는 확대, 심화, 재편성이라는 개념으로 제시됨(Ploeg & Roep, 2003 등).
․ 이들은 다기능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농촌
지역과의 관계, 식품공급사슬과의 관계, 자원의 이동성(mobilisation)의
세 측면에서 관행적 농업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 농업은 생산주의, 구조조정 기
조에 입각해 규모확대, 전문화, 외부화의 관점에서 농업활동을 해왔지만,
이제는 확대, 심화, 재편성의 관점에서 그 기능을 재설정(farm boundary
shift)하라는 것임.
그림 2-1. 다기능 농업 기반의 농촌발전 전략

자료: Ploeg & Roep(2003), Ploeg(2008) 등을 기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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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심화‧재편성 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확대(broadening)란 농촌지역내의 다각화전략을 말함.
․ 농촌관광(agri-tourism), 새로운 농업활동(사회적 농업 social farming
등), 자연 및 경관관리, 영농활동의 다각화(에너지생산 등), 농촌의 자연
적‧사회적‧문화적 자원의 집약적 활용 등으로 농촌지역 내 활동을 넓
혀가는 것임.
- 심화(deepening)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전략을 말함.
․ 현재의 공급사슬에서 불가피한 소득압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농장활
동의 재조직화가 불가결하다는 인식임. 가령, 공급사슬과의 관계에서
종래의 전문화노선(소품종 대량주의)이 아니라 다품목 소량주의를 바탕
으로 고부가가치 지향성을 강화하는 전략임.
․ 전통적 생산방법의 복원, 유기농업, 짧은 공급사슬(=다양한 직판 활동),
농가가공 활성화 등이 그 구체적 수단들로 제시됨.
․ 기본적으로는 현대사회 소비자의 급변하는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
한 생산 재조정이라는 특징을 가짐.
- 재편성(regrounding)은 농촌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농장내 자원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함.
․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되는데, 우선 노동 측면에서는 복합활동(pluriactivity)
이 강조됨. 비농업부문으로부터 소득을 올리는 겸업활동 강화 등이 대
표적인 예임.
․ 다음으로 생산 측면에서는 외부투입보다는 내부투입 활용이 강조됨. 가
령,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지역내 순환고리와 단절된 외부의존적 자원
투입구조를 탈각해 외부자원 의존을 줄이고 내부자원을 재조직화(농업
바이오매스의 적극 활용 등)하는 것임.
- 요약하면, 주류 푸드시스템의 서플라이체인에 규정‧복속되는 상태에서는
비용 증가와 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의 배분 몫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회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는 우회와 네트워킹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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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능 패러다임은 시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적 우위를 갖
출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의 탐색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강조함.
- 다기능성 담론에 대해서는 종종 그것이 ‘경쟁력이 없는 농가들에게 보조
금을 주기 위한 것’ 혹은 ‘비효율적 농민들에 대한 소득지지’를 위해 만들
어진 개념이 아니냐는 오해와 의심이 제기됨(Swinbank, 2001).
- 그러나 개념으로서의 다기능성은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거부하지 않음.
․ 다만 효율을 보는 관점을 이윤에 국한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socially desired outcomes)’이라는 관점에서 효율을 측정하자고 제
안함(Huylenbroeck and Durand, 2003).
․ 또한 경쟁력도 다른 관점에서 보자고 주장함. 가격경쟁력(비용효율성)
만을 강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품질, 식품안전, 지속가능성, 동물복
지, 신뢰, 지역의 균형발전과 양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조함.
- 다기능 패러다임은 사회적으로 우월한 산출물(좀 더 높은 가치시장, 로컬
산품, 애그리투어리즘을 위한 산품 등), 그린케어, 환경서비스, 건강서비스
등 공공시장에 대응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넓힐 것을 강조함.
․ 우리가 보지 못하던 시장과 독특한 판매 및 공급 활동에서 개인이나 그
룹으로 활동하는 농촌 창업을 강조함. 또한 비교역적 재화를 위한 공공
시장을 조직화하고, 민간과 공공부문 사이에 새로운 협정에 기반한 농
촌 연대나 네트워크 활성화를 중시함. 이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
들이 창출될 수 있다고 봄.
- 요컨대, 다기능성 정책은 경쟁적이지 못한 농민(losers)들의 생존전략이라기
보다는 지역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촉진하는 적극적 전략이라 할 수 있음.

2.3.6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과 혁신(innovation)
○ 혁신은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의 핵심 요소의 하나임.
- Ploeg & Roep(2003)가 개념화한 농업‧농장 활동의 성공 여부는 결국 보유‧
잠재 자원을 다른 경제활동에 ‘혁신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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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에서는 ‘자원의 혁신적 활용’이 특히 강조됨.
- 이러한 관점은 OECD(2006)에서 개념화한 상향식(bottom-up) 접근과 맥락
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표 2-5>, 단순히 지역의 내생적(endogenous) 잠재
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문지식과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에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의 차별성이 있음.
- 또한 종래 중앙단위의 집중관리와 농민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던 것과는
달리, 지역과 주민의 역할, 농업활동만이 아닌 ‘농촌’의 활동, 농민만이 아
니라 농촌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동등하게 중시함.
․ 이는, 지역의 여러 부문을 대표하는 다양한 커뮤니티그룹의 ‘참여’와 다양
한 이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거버넌스’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의함.
표 2-5. 농촌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과거의 접근

새로운 접근

정책목표

형평
농업소득
농업경쟁력

농촌지역 경쟁력
농촌자산의 가치화(valorisation)
미이용자원의 활용

정책지향

부문(sector)

영역(territorial)

핵심부문

농업

농촌경제의 다양한 부문

주요수단

보조금

투자

주요행위자

중앙정부
농민

모든 수준의 정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공공, 민간, NGO)

자료: OECD(2006).

○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에서는 혁신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혁신체계
(AIS, 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의 구축을 중시함.8
- 과거와 같은 지식의 일방적 전달(linear model)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 긴밀한 소통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이 창출되는 기반을 갖추는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R&D-기술보급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 수반되는 것
또한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의 중요한 특징임.
8

유럽을 중심으로 한 농업지식혁신시스템의 동향에 관해서는 황수철 외(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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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의 농업체제는 농업보호주의체제에서 농업구조조정
체제로 진화하고 현재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단계에 이름.
- 패러다임 차원에서 보자면, 1980년대 중반 UR을 획기로 국가지원 패러다
임에서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거치고, 20세기 말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의 출현으로 또 한 번의 패러다임 전환을 앞두고 있음.
․ <표 2-6>은 각 패러다임의 특징을 논리적 차원에서 요약해 본 것임.
○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서 그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임.
- 유럽연합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 개혁과정에 돌입했는데, 그 목표는 농
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며 핵심실천전략은 생산주의로부터 다기능
농업으로의 이행임.
○ 국가지원 패러다임으로부터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다시 다기
능 농업 패러다임으로 진화하는 변화는 국가의 농업‧농촌 개입을 둘러싼 사
회인식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음.
- 20세기 전반기에는 국가의 농업‧농촌 개입이 당연시되고 농업의 보호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그러나 20세기 후반으로 접어
들면서 국면은 확실히 바뀌었고 왜 국가가 농업을 보호해야 하느냐는 문
제제기가 득세하게 됐음. 현재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
고 있으며, 그 속에서 농업‧농촌은 사상 초유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음. 다
기능 농업 패러다임은 이러한 국면에서 등장했음. 농업‧농촌의 공익성과
공공적 가치는 보호돼야 마땅하며 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하다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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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농정패러다임의 변화
국가지원패러다임
(의존적 농업)

시장자유주의패러다임
(경쟁적 농업)

다기능패러다임
(다기능 농업)

1930년대～

1980/90년대～

1990년대～

농업 체제
(regime)

보호주의체제

구조조정체제

지속가능체제

농업‧농민의
특성

낮은 소득
타부문, 타국과 경
쟁적이지 않음

평균적 소득
타부문, 타국과 시장
경쟁

적절한 소득
보상받지 못한 공공재 생
산자

농업보호에
대한 인식

농업예외주의
(보호대상=특별한
존재)

수많은 산업의 하나
(농업보호 제한)

절충적 입장(경쟁적 농업
에 중심을 두면서도 보호
‧육성할 농업 강조)

이념

형평성
(농업‧농민보호)

효율성
(농업구조조정)

다기능성/지속가능성
(공공성 확보)

목표

농산물증산
(공급통제)

자유시장으로의 이동
/ 농업경쟁력
(공급통제 완화)

지속가능한 농업
(가족농 자립)

수단

시장개입/보호무
역
(가격지지)

자유시장/자유무역
(소득직불/위험관리/
최소한의 안전망)

시장/무역/새로운 제도의
결합(다기능농업을 위한
보호, 공익직불)

대상

생산자 중심

소비자 중심

소비자, 생산자, 미래세대

시장대응

시장수요에 대한
반응 결여/둔감
(생산자극 중시)

시장수요가 결정적
역할(수요변동에 유
연한 생산체제)

중립적(소비자요구 중시
하지만 비시장가치=공공
재 공급 중시)

자유와
공공성

생산의 자유

생산의 자유
(시장원리 최대활용)

생산에 대한 공적 개입
(공공성에 입각한 생산)

공급

소규모 가족경영
소품종 증산주의

대규모 개별경영
소품종 원가주의

지역단위 규모화‧조직화
다품종 품질주의

기술

환경오염형 고투입
(녹색혁명기술)

고투입농법 완화
(녹색혁명기술 퇴조)

지속가능 농법
(생태적 기술혁신)

농지제도

농지보전
(농지전용 규제)

농지전용
(농지유동화 촉진)

농지의 계획적 관리
(zoning)

정
책

농촌=농업 발전
mono-functiona

농촌≠농업 발전(경
제성)

농촌=환경,
(어메니티

농업패러다임

정
책

농
업
부
문

농
촌

이념

문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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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부
문

lity

dual-functionality

multi-functionality

목표

-

농촌지역개발
(산업적 접근)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지역적 접근)

수단

-

시설투자, 보조금

중기 농촌발전계획
(로컬거버넌스,
역량강
화)

대상

-

농촌주민, 기업체

다양한 이해관계자

농업 입지

농‧산업 입지

다원성의 융합공간

공간인식

자료: 조영탁(2013), Moyer & Josling(2002, p.32), Daugbierg & Swinbank(2010) 등을 기초로
필자 작성.

- 그러나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이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대체하지는 못
하고 있음.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이
며,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의 발상지인 유럽에서 조차 이러한 이행을 논하
기는 아직 이름.
- 유럽연합의 상황을 바탕으로 다기능 농업의 미래에 관해 약간의 촌평을
가하면서 글을 마무리해봄.
○ 오늘날 유럽의 농정에서 나타나는 주목할만한 변화는 가격정책(공동농업정
책의 제1축)으로부터 농촌발전정책(공동농업정책의 제2축)으로의 중점 이동임.
- 이는, 농정사상 확실한 불가역적 변화로 이해됨. 그러나 다기능 농업 패러
다임과 결합된 농업모델은 유럽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며, 유럽 내에서조
차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유럽농업모델은 체제안정을 위해 고안된 독특한 프로그램임.
- 가격지지의 역사적 후퇴라는 조건 속에서 소득분배효과의 왜곡을 시정하
기 위한 노력이 농촌사회라는 다양한 공간정책의 장치 아래서 추진되는
것이 그 본질임.
․ 시장원리로는 불가능한 공익적인 재화와 서비스 기능에 착목한 농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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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지정책이 유럽연합 농업모델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농업보호 정당화 근거가 변화한 과정으로 이해됨.
- 과거의 보호주의체제에서는 농민이 갖는 정치적‧경제적 중요성, 특히 정
치적 의미(집표기반)가 농업보호의 중요한 근거였다면, 맥셰리 개혁 이후
에는 그 근거가 '시장원리로 불가능한 공익적 재화와 서비스 기능에 착목
한 농촌사회 유지'로 변질된 것임.
○ 그러나 유럽위원회가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과 슬로건이 유럽사회에서 온전
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님.
- 유럽연합 내에서는 농업보호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음. 특히, 1990년대 이후 직접지불의 과잉보상문제는 늘 논란의 중심
에 있으며 '왜 직접지불이 계속돼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끊이지
않음.
○ 농업보호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제농업협상과정에서 한층 첨예하
게 등장함.
- 농업의 다기능성론은 국제협상과정에서 농업보호의 유력한 논거의 하나
로 등장해 널리 공유되고 있음. 문제는 그것이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
등 이른바 다기능성 친구국들(the Friends of Multifunctionality) 사이에서
는 통용되지만 국제적 합의를 얻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는 점임.
○ 이런저런 사정을 반영해 현실의 공동농업정책에서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은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과 병존하는 형태(이른바 패러다임 믹스)로 존재함
(Mölders, 2013).
- 현재의 공동농업정책에는 여러 패러다임이 착종‧갈등함. 공동농업정책의
제1축은 기본적으로 경쟁적 패러다임의 특징을 갖지만 의존적 농업의 요
소(시장개입, 생산연계보조금, 직접소득지불)와 다기능 패러다임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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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의무 cross compliance, 정책변조장치 modulation)도 포함함. 제2축인
농촌발전정책에서는 다기능 패러다임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처럼 보이
지만, 정부지원을 통해 이 원칙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존적 요소가 남아
있고, 또한 농촌지역도 경쟁력을 갖출 것이 강조되므로 경쟁적 패러다임
요소도 담고 있음.
○ 그렇더라도 공동농업정책은 기본적으로 다기능 패러다임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임.
- 최근의 개혁조치는 그러한 지향점을 한층 분명히 하고 있음. 해서 혹자는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이 시장자유주의의 경쟁패러다임의 대안적 패러다
임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Allaert et al.,
2006), 이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고 그러한 이행에 부정적인 입장도 아
직 강함(Daugbierg & Swinbank, 2010).
○ 현재로서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함.
- 국제적으로 농업보호 개입 정당화 논거도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
며, 유럽 내부에서도 개입 정당화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임. 결
국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의 미래는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목표, 즉 '산업으
로서의 농업의 재생, 생활의 장으로서의 농촌의 자립'이 어느 정도 원활하
게 달성되느냐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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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 R&D 설정 방향

이 주 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1장 농업 과학기술과 미래 농업

1.1. 농업 가치의 재발견과 농업 R&D
1.2. 관리자 수행자 이슈(Patron Performer Issue)
1.3. 농업 R&D와 정치가, 행정가, 전문가의 역학 관계 (Price Model)
1.4. 농업 R&D 3절 구조와 범위의 확장
제2장 농업 R&D의 주요특징
제3장 네덜란드 농업경쟁력과 농업기술혁신

3.1. 네덜란드와 농산업, 그리고 농업기술혁신
3.2. 네덜란드 농업 경쟁력의 원천
3.3. 농업 기술혁신에 있어서의 한국과 네덜란드 비교
제4장 한국 농업 R&D의 발전을 위한 제언

제1장 농업 과학기술과 미래 농업

1.1. 농업 가치의 재발견과 농업 R&D
○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하버드 대학의 사이먼 쿠즈네츠(S. Kuznets)
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까지는 될 수 있지만,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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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중심 국가였던 한국 역시 1970년대 이후 공업화를 통하여 경공업, 중화
학공업, 자동차‧조선‧IT산업으로 국민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하였고, 중진국
을 거쳐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음. 그러나 압축 성장 시기가 끝나가고, 저성
장 기조의 고착과 고령화, 복지수요 증가와 일자리 감소 등 우리의 환경이
빠르고 악화하고 있음.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쿠즈네츠의 주장처럼 일부 산
업의 경제적 성공이 선진국 진입과 행복한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되었음.
○ 농업은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음. 경제적 가치와 생태환경적 가
치, 사회문화적 가치, 안보적 가치 등의 비화폐적 가치가 복합되어 있는 농
업은 우리 시대의 다양한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자 다기능의 열쇠이기 때문임.
○ 그러나 현실에서는 농업과 농업 R&D에 대한 편견과 오류가 많은 것이 현실
임. 제조업 기반의 빠른 혁신 패러다임에 익숙한 우리에게 농업과 농업
R&D는 매우 낯설고 어색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농업 R&D 현장(performer)
과 농업 R&D 정책결정자(patron), 그리고 농업 R&D 효과의 대상이 되는 농
민(farmer)간의 괴리와 오류가 큼.
○ 미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업 R&D에 대한 올바른 이
해가 필요한 이유임.

1.2. 관리자 수행자 이슈(Patron Performer Issue)
○ 농업 R&D의 효과가 일차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농민(farmer)이고9, 농민을

9

농업생명공학 R&D는 농민이 직접적 수혜자가 아닐 수 있다. 유전체 등 생명체와
대사의 기본원리를 연구하는 농업생명공학연구는 농기반 신소재, 의약, 생명, 에너
지, 환경 등 비농업 또는 농업연관 산업이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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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궁극적으로는 국민(citizen)에게 귀속됨. 따라서 농업 R&D는 기본적으
로 농민을 위한 R&D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실은 농업 R&D를
수행하는 R&D 수행자와 농업 R&D 정책결정자(patron)의 상호작용이 농민
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 정치권과 이익집단의 요구에 민감하고 R&D 수행자(performer) 보다 전문
성이 떨어지는 R&D 정책결정자(patron)는 가시성과 도출 및 입증을 요구
하는 경향이 높음. 이 같은 압력은 R&D 수행자(performer)가 농민에게 당
장 필요한 연구(must do research)에 집중하기보다 성과산출이 가능한 연
구(can do research)에 집중하게 함.
- 반면에, R&D 수행자들은 상대우위에 있는 R&D 전문성을 토대로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여지가 있음. 결국 이 과정에서 농민의 이익은 소외될 가능성이 커짐.
그림 2-2. Patron - Performer 이슈와 농업 R&D

자료: Dalrymple, Dana G.(2006), “Setting the Agenda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Public
Sector: the Case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Science and Public Policy, Vol.
33 No. 4 (May), pp.27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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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업 R&D와 정치가, 행정가, 전문가의 역학 관계 (Price Model)
○ 농업 R&D는 다른 어떤 영역의 R&D 보다 정치에 민감함. Price (1965)는 이
미 1960년대부터 R&D와 정치의 역학관계를 강조했는데, 농업 R&D는 정치
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영역임.
그림 2-3. 농업 R&D와 Price 모델

자료: The Scientific Est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rice, Don K.(1965)

○ 이를 잘 설명한 것은 Price Model 임.
- 그림에서 보면 정치가 – 행정가 – 전문가 – 과학자의 연결구조가 형
성되어 있음.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자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가 사이에
행정가와 전문가가 존재하는 형태임. 정치가는 항상 농민의 표에 관심이
큰데, 어느 나라에서든 농민은 가장 큰 이익집단 중에 하나임. 정치학자들
은 민주화된 나라에서 전체 유권자의 최소 7% 정도를 농민 또는 농업과
관련된 표로 봄.
- 정치가들은 과학자 집단의 합리적 의견과 중장기 국가이익에 반할지라도
이익집단인 농민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큼. 행정가와 전문가가 정치가
의 이익을 견제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증폭시키는 경우도 허다
함. 한국 역시 빠른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농업 R&D 체계 및 성과와
관련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많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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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해 왔고, 이런 과정이 축적되면서 “길거리에서 농사 짓는다.” 라
는 말도 나올 정도임.
○ Alston(2004)은 농업 R&D에서 정부규제를 포함하여 Price 모델과 관련하여 대응
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이 전체 R&D 비용의 10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추측함.

1.4. 농업 R&D 3절 구조와 범위의 확장
○ 과거의 농업 R&D가 농장의 문제(Farm Issue)를 해결하는데만 초점이 맞추
어져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그림과 같이 가운데 축과 두 개의 무게추로 구성
된 3절 구조의 덤벨형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가운데의 축은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원예연구, 축산연구, 식량연구, 농
업기초기반 연구로서 계속사업 형태이며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축의 또 다른 역할은 우측 무게추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좌
측 무게추의 실용화로 연결해 주는 것임. 축은 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공립연구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임. 연구주제
는 식량위기대응, 기후변화대응, 개방화대응, 식품 안정성 확보 등 중장기
적인 국가 어젠다로 구성됨.
- 우측의 무게추는 농업생명공학 등 농업과 농민과는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신성장동력의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 우측 추는 대학과 출연(연)의 역량을
활용하여 대규모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미래 원천 R&D를
위주로 하며 고급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이쪽의 중요한 역할임.
- 좌측의 무게추는 농업과 농민을 위한 영역임. 따라서 산업화‧응용화 R&D
와 보급사업 위주로 구성하여 운영함. 지역농업기술 개발/보급, 지역농업
인력 양성 등도 이 영역에 속하며, 연구주체는 도기술원이나 센터, 지역대
학 등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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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구조의 덤벨형 구조는 새로운 것이 아님. 다만 현장에서 정리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운영될 뿐 아니라, 하나의 몸체로 인식되고 있어서 수행자,
관리자, 농민, 타분야 연구자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을 뿐임.
그림 2-4. 농업 R&D 덤벨형 구조 및 시대에 따른 범위의 확장

자료: 이주량 (2012), 농업 R&D의 이해와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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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업 R&D의 주요특징

○ 농업 R&D는 타 분야 R&D와 차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
○ 농업 선진국은 농업과 농업 R&D의 특징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정책결정자
와 연구자그룹, 그리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잘 형성되어 있
고, 이런 특수성에 부합하는 R&D 관리제도가 발전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
음.10 반면에 한국은 국가 R&D 관리체계에서 농업 R&D의 차별적 특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농업 R&D 관리수준 역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농업 및 농업 R&D가 다른 분야의 산업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공공
성임. 농업은 주요 식량자원을 생산해 내는 분야로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임. 1862년 링컨이 농무부
를 만들면서 국민의 부처(People's Department)로 명명한 것도 농업의 공
공성을 강조하기 위함임.
- 두 번째 특징은 불확실성임. 농업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가진 유기체를 다
루는 분야로 생장 위해요소나 기후변화, 토양변화 등으로 인해 R&D의 불
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음.
- 세 번째는 비독점성(비전유성)임. 농업 분야에서는 핵심기술이 개발 되더
라도 모방가능성이 높아 독점적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임. 대
체로 시설, 설비 등의 생산기술은 모방이 용이한 편이고 생명공학 기반기
술과 종자 등은 제한적 독점성을 가짐.
- 네 번째 특징은 장기성임. 대개의 R&D분야에서는 편익이 발생하기 전 순

10

우리 농업의 벤치마킹 모델로 인식되는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대규모 공업발전의 경
험이 없는 나라이다. 이들 나라는 농업과 제조업의 특징을 우리보다 명확히 구분하
는 성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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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게 지출만이 발생하는 ‘회임기간(gestation period)'을 3년에서 5년 정
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농업 R&D의 경우 회임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로 김.
- 다섯 번째는 지역성(Regionality) 또는 국지성(Locality)임. 지역성이란 지
역별로 토질, 강수량, 강수패턴, 자연재해, 온도 등 자연환경이 상이하고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지역성은 국가 간은 물론이고, 같은
국가라도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짐.
- 여섯 번째는 귀속성임. 농업 생산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또는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이 R&D, 농정, 유통체계, 시장수급, 수출입, 보조금,
전달체계 중에 어디에 귀속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그림 2-5. 농업 R&D의 회임기간과 편익기간

자료: Alston, Norton, and Pardey(1995), Science under Scarcity: Principles and practice for
agricultural research evaluation and priority setting. Ithaca, N.Y., U.S.A.: Cornell
University Press. Reprinted in 1998, Wallingford, U.K.: CAB International.

- 일곱 번째는 동일한 품질과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
다는 의미의 붉은여왕 효과 (Red Queen Effect) 임.11 농업과 농업 R&D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에 대응하는 것인데, 온도, 풍질, 강수량 등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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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끝없이 변화함. 자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야 품질과 생산성이 유지되
며, 자연스레 농업 R&D 투입의 상당부분은 품질과 생산성의 향상이 아니
라 유지에 사용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자동차 R&D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 되지만, 농업 R&D
는 시장환경 변화에 더하여, 자연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것임.
․ 미국에서는 농업 R&D 투입의 35∼70%가 생산성 유지에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연구결과가 있으며(Alston & Pardey, 2000), 한국에서는 농업
R&D 투입의 20∼25%는 생산성 유지에 사용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이주량 외, 2012).
- 마지막 특성은 다채로운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R&D가 필요하다는 다양
성임. 식량, 원예, 축산 등 품목별 R&D를 위해서는 토양, 물, 기후 등 주변
요인에 대한 R&D도 필수라는 것임.
그림 2-6. 농업 R&D의 일반적 특징

11

“어떤 대상이 발전을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나 경쟁 대상이 더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뒤쳐지게 되는 원리”로 시카고 대학의 진화학자 밴 베일른이 처음 사용
하였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의 속편 거울을 통하여에서 붉은 여왕이 한 말인 “제
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야 한다, If you want to get somewhere else, you
must run at least twice as fast as that!”에서 유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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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네덜란드 농업경쟁력과 농업기술혁신

3.1. 네덜란드와 농산업, 그리고 농업기술혁신
○ 전 세계의 집약농업국가들에게 네덜란드 농업의 발전과정과 이를 뒷받침한
농업기술혁신 체계는 따라하고 싶은 훌륭한 모델임.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느 한 나라도 네덜란드처럼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
며, 그 이유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함.
○ 반면, 네덜란드 농업 역시 많은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음.
-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한계에 도달한 영역이 점차 많아지고 있
고, 환경과 에너지 부담이 커지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많음.
- 7만 농가의 1/3은 사회복지대상이고, 원가절감을 위한 해외 생산증가로 자
국 내 생산기반은 축소되고 있음. 농가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중임.
- 과도한 상업성 위주의 접근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투자와 기초
연구투자의 소홀 심화도 지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네덜란드 농업과 농업기
술혁신의 내용도 많고, 네덜란드 농업의 밝은 면(Bright Side)만 지나치게 부
각되어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큼.
- 네덜란드 농업의 자국내 경제기여도가 고용의 10%, GDP의 10% 로 알려
져 있지만, 순수 1차 생산은 2.7% (한국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농업
에 기반한 2~3차 산업을 포함한 Green Sector의 기여도임.12
- 따라서 네덜란드 농업은 생산주도형 성장이 아니라 EU 통합시장을 최대

12

네덜란드 처럼 Green Sector 개념으로 한국 농산업의 경제기여도를 다시 계산하면
고용의 11.7%, GDP의 7.3%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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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용한 통상견인형, 농업무역견인형 성장으로 보아야 함.
○ 네덜란드 농업의 95%가 과학기술이라는 명제(VIP Statement)도 올바른 이
해가 필요함.
- Lab 차원의 농업기술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지만 Farm 차원의 농업기술
의 차이가 큰 구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함.
- Farm 차원의 기술수준 격차는 농가수, 농가구조, 농가경제력, 농가인식,
농가교육수준 등 농민, 정부, 연구기관을 포함한 총체적 혁신이 수반될 때
좁혀질 수 있으며 R&D 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13
○ 네덜란드는 한국과 달리 대규모 제조업(공업)을 발전시켜 본 경험이 없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일차산업인 농업의 발
전을 저해하거나 곡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임.
- 농업(1차)과 제조업(2차)은 철학과 목적 함수와 발전 방정식이 다르다는
것이 C.G.Clark의 산업분류의 기본개념이지만, 제조업 중심의 성공신화를
써온 한국인의 사고와 호흡은 제조업과 농업을 수평 비교하고, 제조업처
럼 하면 농업도 발전할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반대인 것임.
- 강소 농업국인 덴마크도 대규모 제조업을 발전시켜 본 경험이 없음.
○ 네덜란드 농업으로부터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농
업을 바로 보고, 착시(錯視)의 오류는 없는지 추가적 확인이 필요함. 네덜란
드 농업 발전의 여정과 경로 그리고 이에 동인이 된 역학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생략하고, 양국 농업의 최종상태만 비교하는 것은 한국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임.
○ 네덜란드 농업에 대한 단편적, 파편적 접근을 반복하는 것은 지양하고, 네덜
13

농업분야의 혁신에서 기술은 필요조건의 일부이며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착근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 전반의 타 분야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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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 농업에서 배워야 할 점을 한국에 적용하고자 할 때도 고려해야 할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임.

3.2. 네덜란드 농업 경쟁력의 원천
○ 선행연구14에서는 네덜란드 농업경쟁력의 5가지 원천으로 (1) 네덜란드의
입지 (2) 구매력 있는 EU 공통시장 (3) 고수익 작물로의 특화 및 효율적 농
업경영 (4) 농업 연구·지도·교육 시스템 EER Tryptych (OVO), (공급자측면) (5)
농업인간 협동과 혁신체제를 뒷받침 하는 ‘폴더모델’ (수요자측면)을 제시함.
○ 본 고에서는 앞의 5가지에 더하여 네덜란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합의
능력, 학습능력, 미래대응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6) 네덜란드인의 국민성과
경험도 농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주장하고자 함. 아울러, 앞의 6가지 원천 중
에서 본고에서는 농업 기술혁신의 주제에 부합하는 (4)(5)(6)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함.

3.2.1. 농업 연구‧지도‧교육 시스템 EER Tryptych (OVO) (공급자측면)
○ 네덜란드 농업의 발전과 농업기술혁신 과정에서 네덜란드의 연구·지도·교육
시스템15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 네덜란드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1980년 후반까지는 농업분야 연구,
지도, 교육 시스템을 모두 공공부분에서 수행함. 그러나 네덜란드는 1990년
초반, 지도부분(Extension)의 비효율, 예산부족, 농민의 불신, 지도부처와 정

14
15

농촌진흥청, World Focus 26호(2013.2) ; 일본 農林金融 (2013.7)
EER = Education, Extension, Research, OVO는 EER의 네덜란드어의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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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부처의 갈등 등의 이유로 민영화에 착수함. 지도부분의 예산을 점진적으
로 삭감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자립에 중점을 두고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임. 초기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분은 돈을 지불하는 농민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신기술 습득, 경영효율화 등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정자립과 민영화에 성공하여 지금의 DLV가 되었음.
○ 현재 DLV는 자국 농민은 물론이고 벨기에, 독일 등 네덜란드와 경쟁국가에
도 진출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과 작물재배 뿐 아
니라 부동산, 에너지, 환경 등 농업관련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과 연구서비
스를 수행하고 있음. 민영화 초기에는 정부 직접보조 또는 정부보조를 받은
농민단체가 컨설팅의 대상이자 지불 주체였으나, 현재는 개인농가의 지불비
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음. DLV는 다수의 민간컨설팅 회사와 농민연합단
체인 LTO(1996~)와 건전한 경쟁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 중임.
DLV는 연구기능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WUR에서 개발된 기술의
Scale-up 연구, 현장적응연구 등 Farm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집
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농업연구를 수행하던 DLO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민영화와 개혁의 대상
이 되었고, 1997년 와게닝겐 대학과 통합되어 WUR (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이 되었음. 연구와 교육의 통합은 예산절감, 시너지 창출, 현장
밀착성 향상, 효율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추진되었음. 일반적인 예상과 달
리 DLO와 와게닝겐의 통합은 저항이 크지 않았으며 규모의 경제 달성 측면
에서 내부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도 많았음. 이는 네덜란드인의 합리성과
직업안정성, 복지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내부자 이기주의
와 변화에 대한 조직 관성이 적었던 측면은 눈여겨 볼 부분임. 한편, 2006년
에는 농업직업학교인 VHL까지 통합했으나,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2012
년 재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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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역시 농업부처의 명칭과 조직은 정권교체 등에 의하여 자주 변화
하는 편이며, 2012년부터 농업부처는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EZ)의
Department로 존재함. 특이한 것은 농업부처가 농업분야 연구관리 정책과
교육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임. WUR 역시 교육부처 소속이 아니라 농업부처
소속인데, 이는 네덜란드의 농업교육과 농업연구의 연계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
그림 2-7. 네덜란드의 연구 및 지도 조직 민영화와 현재 모습

주: 음영부분은 현재 조직
자료: 마상진(2008) 참조 재구성

○ WUR 특징의 하나는 와게닝겐 대학과 DLO가 실용화를 위한 지주회사를 각
각 보유하여 연구 결과가 현장에 확산되도록 한다는 것임. 이들 지주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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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를 통해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리며, 창출된 수익금은 와게닝겐 대학과
DLO의 예산의 일부로 활용됨.
- 와게닝겐 대학은 100% 출자하여 WU B.V. (Wageningen Univesriteit Holding
B.V)를 운영하고 있으며 WU B.V는 다시 많은 B.V에 투자하고 있음.
- DLO도 같은 방식으로 DLO Holding B.V와 Wageningen Business Generator
B.V를 통해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있음.
그림 2-8. WUR의 조직과 실용화

자료: 와게닝겐대학 organization chart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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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농업인간 협동과 혁신체제를 받침하는 ‘폴더모델’(수요자측면)
○ 네덜란드 국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상시적인 혁신의
DNA 보유한 국민으로, 이는 네덜란드 농업혁신의 주요기반의 하나로 작용함.
-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폴더(Polder, 간척지) 문화임. 15세기 제방건설 이
후 오랜 세월에 걸쳐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의를 형성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고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이를 폴더문화라고 함. 서로 경
쟁하고 싸우다가도 제방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협력하던 전통이 네덜란드
인의 경쟁과 협력 문화로 정착한 것임.
○ 네덜란드 농업인들 또한 서로가 경쟁 상대이면서도 농업의 지식이나 기술을
혼자서 끌어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면서 상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로 협력하면서 발전해 왔음.
○ 네덜란드의 또 다른 특징은 대규모 공업 발전의 경험이 없는 나라로 1차 산업
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합한 발전경로를 선택해 왔다는 점임. 이는 제조
업 압축성장의 경험을 농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한국과는 차별되는 부분임.
○ 네덜란드 국민들이 1차 산업(농산업)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보유
하고 있는 것도 농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해 왔음.
○ 네덜란드가 한국과 달리 공급자 주도의 농업기술혁신이 아닌 수요자(농민)
주도의 농업기술혁신 구조를 만들어 왔고, 수요자의 자기투자와 자기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해 왔던 것은 농업기술혁신의 현장밀착성과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
○ 기술과 보급, 교육은 유료라는 인식이 정착되어 있으며, 농민조합 뿐 아니라
개별농가가 유료 기술 구매도 일반화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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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기술구매 중에서 개인농가의 기술구매 비중이 50% 이상으로 농민조
합의 구매 비중 보다 높음. 그러나, 이는 네덜란드 농가수가 한국 농가수
의 6%에 불과하고, 기술 구매 여력을 확보한 부농계층이 충분한 네덜란드
의 농가구조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임.
그림 2-9. 네덜란드 국토와 해수면 보다 낮은 지역

주: 파란색은 해수면 보다 낮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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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네덜란드 정부의 역할과 접근법
○ 네덜란드 정부는 ① 농업인의 혁신동기 유발, ② 상호학습을 위한 네트워킹
형성, ③ 혁신의 마중물(초기자본) 제공 ④ 이해관계자 합의와 어젠다 발굴
의 4가지 큰 틀에서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촉진자 역할에 집중해옴.
① (농민의 혁신동기 유발) 네덜란드 정부는 시장선택과 규제 메카니즘을
활용함.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 유기농 코너를 확대하여 시장에서 유기농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시설원예에서 발생한 과영양분을 온실 밖으로 방
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신설로 농민의 환경시설 투자를 강제함.
② (상호학습을 위한 네트워킹 형성) 7만의 네덜란드 농가 중에서 Front
runners 1~2%를 중심으로 기술혁신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다른 농가들
은 학습을 통해 성공사례를 모방 할 수 있도록 농가-농가 및 농가-연구
자간 네트워킹 형성에 적극적이었음. 또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농업인
참여 연구프로그램, Voucher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혁신의 현장에 농민과
연구자가 함께 하도록 노력함.
③ (혁신의 마중물 제공)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과제에 펀드를 제공하거나
혁신 네트워킹에 필요한 모임비용을 지원하고, 초기기술 투자(지열 등)
를 위한 보조금을 제공 하는 등 기술혁신의 초기자본을 제공하여 성공사
례가 개발되도록 함.
④ (이해관계자 합의와 어젠다 발굴) 네덜란드 농업을 관통할 수 있는 핵심
어젠다를 발굴하고 농민, 연구자, 범부처, 연구기관 등의 합의를 도출하
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연속성을 확보함. 1990년대 이전에는 생
산성과 수출의 극대화가 핵심 어젠다였다면, 이후에는 환경과 에너지를
핵심 어젠다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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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업 기술혁신에 있어서의 한국과 네덜란드 비교
3.3.1. 어젠다의 설정
○ (네덜란드)는 1990년대부터 ①환경 ②에너지의 두 가지 핵심 어젠다를 농업
의 미래 어젠다로 합의하고 국가 농업 혁신의 초점을 두 가지 핵심 어젠다에
집중하였음.
○ (한국)은 농업을 관통하는 핵심 어젠다가 부재하거나 너무 다양하여 산만함.
핵심 어젠다와 대상(작목) 등 정책문제와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여야 성공사
례 도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농업기술개발의 정책문제와 정책목표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은 단순한 기
술수요조사 이상의 의미를 가짐.
- 기술수요조사는 나열적이고 백화점식 기술개발로 이어지지만, 정책문제
와 목표가 결정되면 이의 해결을 위한 기술 SET 중심의 연구개발로 이어
질 수 있음.
- 반면에 현재의 농업과학기술–ICT의 결합을 통한 농업경쟁력 증진이라는
창조경제의 농업 기술혁신은 지나치게 작위적이거나 부분적인 정치가 또
는 행정가 위주의 어젠다 로서 점차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 2~3 가지 핵심 성공사례만을 도출하여 농업인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자극하
고 농업인그룹–연구자그룹 간의 협력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여야 할 것임.

3.3.2. 혁신 수단의 연계
○ (네덜란드) 정부는 농민들이 스스로 환경개선과 에너지절감 노력을 할 수 밖
에 없도록 환경 및 에너지 기술개발 확대, 농민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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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강화, 대형마트의 유기농코너 확대, 보조(금)사업 확대, 환경 및 에
너지 인프라 확충 등 다각도의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제도
를 보완해 왔음.
○ (한국)은 R&D를 통한 기술개발은 잘 하지만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
기 위한 정책수단과 정책사업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제도적 걸림돌이 해결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기술개발과 현장정책의 부조화).
- 현장밀착성 확대를 위해서는 선도농 중심의 접근이 불가피 하며, 이 과정
에서 특정 선도농이 정책혜택을 받게 될 경우 선도농의 자기투자를 강제
해서 책무성과 형평성을 강화해야 함.
- 네덜란드도 1~2%의 선도농(약 700 ~ 1,400농가)을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구축함.

3.3.3. 네트워킹의 강조
○ (네덜란드) 농민들은 국가의 규제(채찍)와 지원(당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자발적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국적으로 125개의 농민주도
형 혁신네트워크를 구축 하였으며, 협력과 상호학습을 통해 환경과 에너지
혁신을 추진하였음.
○ (한국)도 농민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을 강화할 필
요가 있고, 농민이 제안한 기술개발 어젠다를 농민과 함께 개발하는 정부사
업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 경우 특정농민이 정책혜택을 받게 된다면
수혜 농민도 R&D 비용 또는 시설투자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R&D 결과
물의 확산에 대한 책무를 부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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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혁신주체의 역할
○ (네덜란드)는 환경과 에너지 혁신 과정에서 WUR과 국공립연구소, 대학 등
이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농
민이 발굴한 연구주제 수행, 농민 애로사항 해결, 성공모델의 정착지원과 홍
보확산 등을 중요한 과업으로 수행하였음.
○ (한국)도 연구자 그룹이 자기가 낸 문제 해결에 몰입하는 구조에서 탈피하
여, 현장이 낸 문제, 농업인이 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평가도 현장으로 부터 받을 수 있어야 함. 특히 대학 연구자들의 현장과의
괴리 수준은 매우 심각하여 이들이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현장에 가지 않
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3.3.5. 혁신 기간
○ (네덜란드)에서도 하나의 성공모델이 개발되고 현장에 확산되는데 까지 약
10~15년이 걸렸으며, 이 기간 동안 기술개발 뿐 아니라 정책개발, 부처간 정
책조율, 제도보완,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모델을 정착하기 위한 모
든 수단이 종합적으로 도입되거나 보완되었음.
○ (한국)도 10~15년의 시간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예산을 담당하는 상위부처와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하며, 조분평, 재정평가
등을 평가체계를 진행상황 소통의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도 부처의 호흡주기는 매우 빠르지만, 정책문제를 명확히 하고,
범부처 어젠다화에 성공함으로써 정책과 시간의 연속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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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 농업 R&D의 발전을 위한 제언

○ 한국의 농업 R&D는 한국의 현실과 여건에 특화된 발전 경로와 철학으로 나
름의 발전을 이어옴.
- 우리의 농업 R&D가 크고 작은 성과를 이어왔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존립의 필수산업인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농업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던 것은 엄연한 사실임.
-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쉬운 면도 많이 있음. 농업의 농촌의 변화 속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소농‧영세농, 부농‧선도농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미흡했음. 공공성 위주로 발전하면서 경쟁을
통한 발전의 원칙에 소홀했던 측면도 있음. 이에 한국 농업 R&D의 발전
을 위한 제언을 덧붙임.
○ 첫째, 농정―통상―기술혁신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함.
- 현장농업이 발전하려면 농정, 통상, 기술혁신의 3요소 간 조화와 균형이
필수이며, 이에 더해 정책 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균형 있는 상황인식이 필
요하고, 기술혁신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많은 농업, 비농업 정책 관계자 들이 습
관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하락의 원인을 기술부족에서 찾는 풍토가
매우 강함.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제조업의 발전경험을
농업에 투영하기 때문임. 다시 말해 농정조건과 통상조건 악화의 책임을
기술력 부족과 R&D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임.
- 우리나라 농업이 네덜란드 농업처럼 발전하지 못한 원인이 네덜란드보다
농업기술이 부족해서라고 결론짓는 식임. 이런 기술력 지탄 풍토는 농업
의 신성장동력화 논의와 맞물려 최근 부쩍 강력해졌으며, 비농업계에서
농업을 바라 볼 때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임.
- 이 같은 진단은 결국 농업 과학기술에 대한 트렌디한 접근으로 이어져 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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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는 잘못된 해법으로 이어짐. 농업기술혁신 정책에서
이슈 위주의 트렌디한 접근은 농업의 근본적 발전을 저해하고, 고비용 연구
개발 구조를 초래할 수 있기에 매우 안타까운 부분임 (Persistency Pays).16
표 2-7. 농정, 통상, 기술혁신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농정

농업구조개선, 농가구조, 유통구조, 조직화, 규모화, 보조금, 인력수급
등 농업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제반 사항

통상

농업생산물의 수출입과 관련한 국제협약, 무역구조, 관세율 등과 관
련한 제반사항으로 1995 WTO 체계 이후 중요성이 점차 확대

기술혁신

현장농업기술, 농업기반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의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기술개발 활동

- 덴마크, 네덜란드 등 우리가 추격하고자 하는 농업 선진국과 한국의 농업
수준의 차이는 기술의 차이보다 농정과 통상의 차이가 크다고 봐야 함.
․ 덴마크 농업의 특징인 규모화, 전문화는 농정혁신의 결과물이며, 기술
혁신은 농정혁신에 따라 생산 효율화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에 집중
해 왔음.
․ 네덜란드 농업의 특징인 다양한 수출시장과 효율적 물류는 통상개선 노
력의 결과물이며, 기술혁신은 확대된 수요를 맞추기 위한 효율적 생산
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음.
․ 예로써, 덴마크, 네덜란드 및 한국은 토지생산성 보다는 노동생산성에
서 큰 차이가 발생함. 이런 삼국간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규모화(농가당
경지면적: 한국 1.46ha, 덴마크 50ha, 네덜란드 24ha)와 시설투자 차이
에서 발생하며, 국가가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반이 다르므로 기술혁신
만으로 덴마크, 네덜란드 수준으로 노동생산성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임.

16

Alston, Anderson, James, and Pardey(2010), Persistency Pays: U.S. Agricultural
Productivity Growth and the Benefirs from Public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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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농업기술혁신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결과제는 농정의 장기목
표가 정해지는 것임. 자본주의 상업농의 극단의 형태로서 농가의 수가
우리의 6% 인 네덜란드를 모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
을 헌법에 명시하고 다양한 직불제를 통해 농업기반을 유지하는 스위스
를 모델로 할 것인지의 농정의 장기목표가 정해진다면 농업기술혁신의
방향과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극단의
바람과 예시일 뿐이며, 현실적으로는 농정―통상―R&D의 관계를 일반
국민, 비농업계, 농업계가 함께 합의하고 명확히 이해하여, 정책측면에서
합리적인 진단과 해법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둘째, Lab 기술과 Farm 기술의 격차 해소 노력이 필요함.
- 네덜란드와 한국의 농업 과학기술 수준을 비교해 보면, Lab 차원에서는
격차가 거의 없거나 적지만, Farm 으로 갈수록 격차가 큼. 한국과 네덜란
드의 농업과학기술의 차이는 Lab 기술은 한국이 네덜란드의 90%~100%
수준이며 Farm 기술은 60~70% 로 추정됨.
- Lab과 Farm의 기술수준 차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
․ ① 공급자 위주의 농업 R&D 지속 (Lab 위주의 연구개발 정책과 자원
배분) ② R&D 결과의 현장적용을 위한 민관투자 미흡 ③ Lab과 Farm
을 연결하는 Bridge 기술개발과 정책사업의 부족 ④ 네덜란드의 20배에
달하는 농가의 수와 영세성 ⑤ 네덜란드보다 다양한 작목수로 인한 특
화부족 등 ⑥ 개발기술의 과도한 무상제공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함.
․ 이러한 원인들 중에서 ①~③은 중단기 개선과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④~⑥ 장기 개선과제로 접근하거나 한 세대 이상 한국 농정이 안고가야
할 구조적 한계로 볼 수 있음.
○ 셋째, 공급자(연구자) 위주의 농업 R&D 축소임.
- 한국의 농업혁신시스템은 중앙 집중, 정부주도의 컨트롤 타워 방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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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네트워킹 방식의 혁신시스템 구조로서,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농업혁신 시스템을 현장 중심의 네트워킹 방식으로 전환해 갈 필요가 큼.
- 중앙 집중, 정부주도 방식으로는 Lab 기술과 Farm 기술 간의 괴리 극복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기술 공급자(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위주의 혁신정책
하에서는 농업인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자는 Lab 기술 발
전에만 몰입하게 되어 현장과의 괴리는 계속 커지게 됨. 따라서 농업기술
혁신에서 현재의 정부주도, 중앙 집중 방식의 혁신체계는 점차 축소하고,
점진적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 수요자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그림 2-10. 네덜란드와 한국의 Lab과 Farm의 농업 과학기술 수준

농정
투자

기술
혁신

- 이를 위해서는 농업기술혁신의 주체는 기술 수요자인 농업인이 되어야 함
을 인지하고, 수요자인 농업인의 혁신능력을 강화하고 노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혁신 촉진자로서의 역할로 이동해야 함.
- 한국의 농업기술혁신 체계와 관련된 문제점의 대부분은 공공성은 과하고
경쟁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함. 이는 영세농이 70%를 차지하는 우리의 농
가구조 탓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부의 지나친 역할이 농민의 자발적 혁
신능력을 저해하는 측면도 큼. 따라서 농업기술혁신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농업인이 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정부는 혁신의 촉진자 또는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함.
- 이런 관점에서 향후 정부의 역할은 ① 미래를 관통하는 새로운 핵심 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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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발굴하고, ②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자원
을 확보하고, ③ 혁신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게 하며, ④ hardware (new technology), orgware (new collaborations, regulations) software
(new routines)을 개선하여 Good Practice를 창출하고, ⑤ Good Practice를
확산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임.
○ 넷째, 농업 R&D의 현장 밀착성 강화임.
- 품종, 생산, 유통, 가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이 연구개발되지만 실제
농가 현장에 보급되는 기술의 비율은 충분하지 않는 것은 우리 농업 R&D
의 가장 아쉬운 부분임. 따라서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파악하고 현장의 눈높이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강화하
여, 현장에 공급될 기술 위주의 연구개발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함.17,18 이
를 위해서는 농업 R&D 방향성을 현재의 연구개발 → 기술보급 → 시장
공급 (Lab to Market) 에서 시장요구 → 필요기술보급 ↔ 필요기술개발
(Market to Lab)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농업 R&D의 현장 밀착성 강화는 연구수행자(performer)와 연구관
리자(patron)가 연구개발 전 영역(연구개발 기획, 연구자원 배분, 연구결과
평가)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 왜냐하면 농업 R&D의 현
장밀착성이 감소한 주요 원인에는 국가연구개발관리 주체(patron)들이 농
업 R&D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적, 가시적, 상업적 성과
를 무리하게 강조한 측면도 크기 때문임.

17

18

농업 연구개발의 현장성 (사례 1) : 1인당 경지면적이 1.46ha(2011년 기준)에 불과한
한국에서는 정밀농업기술을 개발해도 현장적용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첨
단 기술의 명목으로 R&D 투자가 필요이상 확대된다면, 이후 실용화 문제 발생 예
상된다.
농업 연구개발의 현장성 (사례 2) : 농업 현장에서 정작 필요한 “전통 육종” 필요성
은 과소평가되고, “분자 육종” 잠재력은 과대평가되어 연구자원 쏠림이 지속되면,
시간 경과 후 전문인력 수급 불일치로 현장 문제 대처에 어려움 발생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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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R&D의 성과물의 현장착근은 장시간이 필요함. 네덜란드에서는 기
본적으로 하나의 성공모델이 개발되고 현장에 확산되는데 까지 약 10~15
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R&D와 현장착근을 추진함. 이 기간 동안
R&D 뿐 아니라 정책개발, 부처 간 정책조율, 제도보완, 교육 등 문제해결
과 모델정착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보완하는 것임.
네덜란드도 부처의 호흡주기도 매우 빠르지만, 정책문제를 명확히 하고,
범부처 어젠다화를 통해 정책 착근에 필요한 시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임.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정책환경이 아직 불충분함. 농업분야
에서 10~15년의 시간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평가
와 예산을 담당하는 상위부처와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하며, 조분평, 재정
평가 등의 평가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함.
○ 다섯째, EU 권역의 덴마크처럼 한국 역시 수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수시
장만으로는 농업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인접시장을 공략하
기 위한 수출 전략품목 육성과 이를 위한 기술개발 확대가 필요함.19
- 수출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FTA 대응 기술개발, 전략 수출품목 집중 육성,
경종 단순화와 전문화 등으로 R&D 자원을 집중해야 함. 2012년 기준 경
북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만 220개일 정도인 현재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
계에서는 연구 및 수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중장기적으
로는 경종 단순화를 통한 전문화, 국가 재원에 의한 R&D 품목 축소20, 한

19

20

공급이 스스로 그 수요를 창출해 낸다는 세이(J. B. Say)의 판로법칙은 이미 오래 전
부터 농업 분야에서도 유효하지 않다. 한국은 내수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1
차 농산품 위주의 수출 수요를 창출하여 수요가 견인하는 수출 견인형 농업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농업연구에서 국가재원에 의한 연구개발 품목이 매우 다양하여 연구자원이
분산되는 경향이 크다. 이는 소면적 작물에 대한 연구개발 요청이 민원의 형태로 접
수되고, 농가 소득작물 명목으로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국가재원은 국가 주요 품목 연구에 집중하고, 소면적 작물은 민간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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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대표 농업수출 품목 육성 등 집중 전략이 필요함. 아울러, 고비용 생산
구조의 한국 농산물의 인접국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 농산물의
Premium급 포지셔닝 등 고급화 수출 전략이 필요함.
- 예로써 덴마크는 수출을 통해 자국 생산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 수출
수요가 자국 농업을 견인하는 형태로 농업을 발전시켜왔음. 덴마크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 1차 생산품의 수출이 70%로 수출의 질이 우월하며 현장
농업 발전에도 매우 적합한 구조임.
- 덴마크는 수출 확대를 위하여 자국 기후여건에 맞지 않는 과수는 거의 생
산하지 않고, 터키와 스페인 등 과수 생산 적지에서 대부분을 수입하는 대
신에 돼지고기는 생산량의 90%를 수출하는 집중 전략을 선택했음.
○ 여섯째, 농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Soft R&D 확대임.
- 계약재배 확대, 직거래 유도, 경매 축소 등 농업경영 부대비용 감소를 위
한 제도 연구, 정보화 연구, 유통 연구 등 Soft R&D가 지금보다 더 집중적
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예로써, 계약재배 위주의 덴마크는 농산품이 항
상 적정가격을 받지만, 생산 후 유통 위주의 한국은 경매가 불가피하여 유
통비용은 과다하고, 농산품 가격은 등락을 반복함. Soft R&D를 통해서 지
금보다 경매만 줄일 수 있어도 경매 수수료 (평균 13%)에 더하여, 경매를
위한 물적 이동으로 발생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은 물론이고, 상품 품질
저하를 감소시킬수 있어서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은 그만큼 향상될 수 있음.
○ 일곱째, 중장기적 농업 R&D 인력 포트폴리오 구축해야 함.
- 첨단과 잠재력이라는 명목 하에 농업생명공학으로 R&D 인력과 연구비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농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농업 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 연구자원 배분의 균형과 안배가 중요함. 지금처럼
농업 생명공학기술로 R&D 인력과 연구비가 쏠리는 경향이 계속된다면
활용하는 Two-Track 전략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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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양질의 현장농업 R&D 인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장 전
문 연구 인력은 은퇴가 가까워지고, 신규 R&D 인력은 대부분 농업생명공
학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Lab 인력이어서, 조만간 필요 R&D 인력의 수급
불일치가 도래할 여지가 높은 것임.
- 덴마크는 대학교 이상에서 5년 이상의 농업교육을 받은 인력의 거의 전수가
농업현장에 종사하는 반면에 한국은 대학(원)이상 농업교육 이수자의 현장
으로의 유입이 매우 제한적인 점도 개선해야 함. 체계적 농업 교육을 받은
인력이 농업현장에 유입될 수 있는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농업교육에서 현장
역량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임. 미국의 경우 농업을 현장농업(Conventional)
과 생명공학(Biotech)으로 구분하고, 폴리텍 대학 등을 통해 현장농업 인력
의 육성과 공급을 위한 정책적 안배를 유지하고 있음. (2013 International
Food and Technology Expo)

79

참고 문헌

이주량 외. 2011. ｢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 정책의제와 대응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외. 2012. ｢농업 R&D의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외. 2013. ｢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혁신의 역할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Alston, Julian M. 2004. “Horticultural Biotechnology Faces Significant Economic and
Market Barriers.” California Agriculture. Vol. 58 No. 2. pp.80-88.
Alston, Julian M., and Philip G. Pardey. 1993. “Market Distortions and Technological
Progress in Agriculture.”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43.
pp.301-319.
Alston, Julian M., and Philip G. Pardey. 2011. “For Want of A Nail: The Case for Increased
Agricultural R&D Spending.” AEI.
Alston, Julian M., Philip G. Pardey, and Vermon W. Ruttan. 2008. “Research Lags
Revisited: Concepts and Evidence from US Agriculture.” prepared for 2008
Economic History Association meetings.
Dalrymple, Dana G. 2006. “Setting the Agenda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Public
Sector: the Case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Science and Public Policy.
Vol. 33 No. 4 (May). pp.277-290.
Guston, David. H. 2000. Between Politics and Science: Assuring the Integrity and
Productivity of Resear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rvey, D. R. 1988. “Research Priorities in Agriculture.”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39. pp.81-97.
Price, Don K. 1965. The Scientific Est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고영곤･이정환. 2010. 네덜란드 농업의 올바른 이해(1): 착시와 정시. 시선집중 GSnJ(100호).
고영곤･이정환. 2010. 네덜란드 농업의 올바른 이해(2): 정말 배워야 할 것. 시선집중
GSnJ(101호).
권오복. 2009. 네덜란드 농업 R&D 역사, 예산, 그리고 성과. 세계농업 제106호.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권오복･김정호･정호근･이웅연. 2009. 농식품 R&D 전망과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수･김진모･주대진. 2010.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농업연구와 지도체계 고찰. 농촌지도
와 개발. 제17권 4호.

8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네덜란드의 농업혁신 네트워크 시스템. R&D 브리프
월간저널 제49호.
농촌진흥청. 2013. World Focus 제26호.
농촌진흥청. 2013. 네덜란드 농업, 경쟁력이 높은 이유 5가지. World Focus 제31호.
마상진. 2007. 농업강국 네덜란드의 농업교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2013. 세계와 경쟁하는 정예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한국농촌
경제연구원/농림수산식품부.
마상진･최경환. 2008.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정책동향 및 우수사례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연태. 2009. 한국농업 성공의 길: 지식과 혁신. 녹색시민.
박광국. 2008.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정책의 미래 발전전략. 25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2008
년도 추계학술대회. pp.69-88.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정보원. 2010. 해외 농업 R&D 기획･평가･관리 기관의 체계와 역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윤성은･김수지. 2013. 네덜란드 농업 현황. 세계농업 제160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헌. 2012.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농업인 육성 및 R&D정책. 시선집중GSnJ(143호).
이지원. 2013. 네덜란드 상주연구관 귀국보고서.
전익수. 2011. 네덜란드 농업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업교육협회. 2010. 농업교육 유럽연수결과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네덜란드 농업정책의 변화와 미래과제.
WUR annual report. 2012.
Boelie Elzen, System Innovations Knowledge Regimes and Design Practices towards
Transitions for Sustainable Agriculture. INRA.
Facts and Figures. The Dutch agricluster in a global context. MANFQ. 2010
InnovationNetwork, Breaking Boundaries. 2012
Jose Vogelezang & Boelie Elzen. 2013. Agriculture in transition. WUR.
Kupper, H., R. Laurentzen & M. Mulder. 2012. Analysis of recent policy developments in
green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Extension, 18, 2, pp. 121-139.
LEI. 2001~2013.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Philippot, A., F. Aguilar, L. Zou, N. Gupta. & Z. Liu. 2011. Competitiveness Analysis of
The Netherlands and the Dutch Dairy Cluster. Microeconomics of Competitiveness.

81
http://www.aocraad.nl/projecten/en/the-aoc-council/
http://www.aeresinternational.nl
http://www.ptcplus.com/EN/
http://www.gkc.nl
www.hollandtrade.com
www.syscope.nl

83

제

3

장

농촌분과 주요 발굴 이슈

미래 농촌의 발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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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농촌 정의의 고찰

1.1. 농(산어)촌의 구분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농산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함.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21 분석에서 사용한 정의
- 통계 자료의 구득과 활용의 편의를 위해 “2012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
여 읍(邑)과 면(面)을 농어촌으로 정의하고, 동(洞)을 도시로 구분”하여 농
어촌과 도시의 삶을 비교.
- 읍·면·동 단위의 자료 구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구역상 동으로만 구성
된 시인 일반시를 도시로, 군을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행정구역 내에 읍과
면을 포함하고 있는 도농복합시는 따로 구분하여 지역 간 삶의 질 비교.
-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농어촌의 삶과 비교하기 적절치 않다는 이유
로 제외하고, 광역시 내 5개 군(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옹진
군, 울산 울주군)은 군으로 포함.
○ OECD의 기준22
- OECD 회원국들의 지역은 ‘주로 도시’(Predominantly Urban, PU), ‘중

21

22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농어
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ECD(2010). OECD Regional Typology.

85
간’(intermediate, IN), ‘주로 농촌’(Predominantly Rural, PR)으로 구분하는
데, 그 기준은 1차적으로 인구밀도와 지역 내에 위치하는 도시센터(urban
centres)들의 크기(인구)와 비중임.
○ 단순히 읍·면을 농산어촌, 동을 도시로 분류할 경우의 문제점
- 문제의 출발점은 시·읍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7조 3항으로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이하인 경우에도 읍으
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농촌으로 분류하기 적합치 않은 법적 기반
을 갖고 있음. 따라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
에 관한 특별법의 농산어촌 규정과 서로 부합하지 않음.
- 인구가 시 기준으로 팽창하였음에도 농어촌지역으로서의 혜택을 계속 누
리기 위하여 여전히 읍·면을 고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음.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경남 김해시의 장유면인데 2008년 10월에 인구 10만을 돌
파하고 2012년 3월말 인구가 127,438명이었으나 2013년 7월1일 3개 행정
동, 12개 법정동으로 분리함23.
- 면 단위로 인구 2만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면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대
표적인 사례로 부산 기장군 정관면을 들 수 있는 데 인구 28,346명, 면적
38.22㎢로 인구밀도가 742명/㎢에 달하고 있음.
- 반면, 동이라 할지라도 인구 감소로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인 곳들은 인구
밀도가 OECD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음. 대표적으로 창원시 마산합
포구 현동의 경우 인구 2,192명에 면적은 19.51㎢이고, 같은 마산합포구 가
포동의 경우 인구 1,634명에 면적은 4.47㎢로 모두 500명/㎢에 미달.
○ OECD 회원국들의 구분
- OECD의 영토 유형 분류 기준과는 별개로 각 회원국은 각자 나름대로의

23

위키백과, 장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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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갖고 있음.24 대체로 농촌 자체를 정의하기보다 ‘도시가 아닌, 혹은
인구가 많이 몰려 있지 않은’ 지역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정의됨. 그러나
인구가 많은 나라들일수록 ‘도시가 아닌’ 지역은 ‘교외’, ‘소도시’, ‘산업지
구’ 등 ‘농촌이 아닌’ 지역도 포함하게 되며, 행정 구역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경향을 보이게 됨.
- 미국은 토지 이용(land use) 측면, 경제적 (economic) 측면에 따라 다른 기
준 설정. 따라서 Census Bureau와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기준이 다른 데, 전자는 토지이용(인구 집중 거주지역 등) 측면
을 주로 강조하여 “urban”이 아닌 지역을 “rural”(인구 2,500명 미만의 탁
트인 시골25)이라 하고, 후자는 경제적(노동, 상거래, 미디어시장 등)측면
의 공간적 연결을 강조하여 “metropolitan(혹은 metro)”이 아닌 지역을
“nonmetro”라 구분함.

1.2. 농가의 정의
○ 농림어업총조사의 정의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 임업,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로 정의
하고 있는 바 과연 이 정의가 지금도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4

25

UN(2011). The Wye Group Handbook. Statistics on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Household Income. Second Edition. pp.106
“open countryside and any place with fewer than 2,500 people.” USDA > Economic
Research Service > Amber Waves > Defining the “Rural” in Rural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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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농림어업총조사의 농림어가 정의
농가

•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임가

• 현재 산림 면적을 3ha(30,000㎡)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 육림 작
업 실적이 있는 가구
•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 채취업을 포함하여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어가
(해수면)

•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인 가구

어가
(내수면)

•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
어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
인 가구
•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농촌가구(rural household), 농가(agricultural household)26
- 어떤 가구를 농촌에 속하는지 도시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문제는 공공정
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농촌 지역에서 있는 가구라고 해서 반드시 농
업생산에 종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 역으로 도시 지역에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가구도 있게 마련임. 따라서 농촌가구(농촌에 거주
한다는 의미)와 농업가구(줄여서 농가)의 개념적 차이를 강조하여 구분하
여야 함.
○ 농가와 농업경영체(agricultural holding)
- 전형적인 농업경영체는 개인(혹은 가족 동업)이 자신(혹은 자신들)이 소유

26

UN(2011). The Wye Group Handbook. Statistics on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Household Income. Second Edition. pp.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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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 하나뿐인 농장에서 살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런 경우에
는 농가와 농업경영체가 1:1 대응을 하지만 최근 호남의 기업농들에서 볼
수 있다시피 농장은 농촌에 위치하지만 거주는 도시에서 하면서 농장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EU의 사례27 : 2006년 OECD 정의에 따른 농촌지역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1차산업(농업, 사냥,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노동력(labour force)
의 비율은 PR(‘주로 농촌’)지역에서 17.3%, IN(‘중간’)지역에서 6.2%,
PU(‘주로 도시’)지역에서는 1.9%로 떨어짐. 즉, 대부분의 농가는 농촌에
있겠지만, 도시 지역에도 거주하는 경우가 제법 있고, 농촌에 거주한다
고 해서 농가로 분류되지 않는 가구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농가 구분의 기준
-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굳이 구분하려는 것은 정책적 필요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를 농가 아닌 가구와 구분하는 기준 또한 정책적 필요
에서 비롯되기 마련임. 전술한 바와 같이 ‘농장에 거주’한다는 기준은 많
은 문제를 야기하고, 이보다는 나은 듯한 ‘농장을 소유’한다는 기준 또한
반드시 농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이들보다 나은 기준으로 농사에 들이는 노동시간을 들 수 있는데 취미로
농사짓는 경우를 배제하려면 농업에 종사하는 ‘최소 노동시간’이나 ‘최소
재배면적’, 또는 ‘최소한의 산출’을 들 수 있는 데 이들은 모두 농사라는
‘일’을 직업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농장’을 정의하는데도 최소
한의 기준이 필요함을 의미하여 미국의 경우 $1,000 이상의 농산물 판매
액이나 그 정도 가액의 산출물이 나오는 것을 ‘농장’이라고 함.
○ EU회원국들의 구분28
- 대부분 협의의 의미로 “주소득원이 독립적인 농업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가
27
28

ibid. pp.447~448.
ibid. pp.470~472, pp.62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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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고 정의하거나 광의의 의미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농업활동으로부
터 나오는 가구”라고 하는 경우로 나뉨.
- 협의의 의미로 활용할 때는 농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는 명확한 듯하지
만 매년 기준에 부합하는 지 파악하여야 하고, 실제로 다른 소득이 더 많
은 해가 생기면 농가로 분류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삼기도 함.
- 광의의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업-겸업을 세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환경 문제 같은 경우 보다 명확한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
도 있음. 광의의 의미로 분류한 농가들 중에서 협의의 의미로 분류한 농가
를 제외하면 소위 경계(marginal) 농가들이 나오게 됨. 그 의미는 독립적
으로 농삿일을 하지만 주 수입원은 농사가 아닌 가구들임.
○ 미국 농가의 정의와 농장 구분
- 미국은 농가를 농장사업시설(1년에 $1,000이상의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
산할 수 있도록 운영 태세를 갖춘 토지)을 운영하는 데 참여하는 가구들
의 부분집합으로 정의함. 여기서 가구라 함은 운영자, 운영자의 배우자,
그리고 운영자의 집에서 농장 운영자의 금융 자원을 함께 공유하는 모든
개인들을 포함하며, 농장 밖에서 살면서 운영자의 가계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들도 포함함.29
- 1940년대에만 해도 대차대조표 계정(balance sheet accounts)에서 농장 사
업(farm business)과 그 농장 사업의 운영 가구(operator household)를 동일
시하던 미국 농무성(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1980년부터
둘을 분리하기 시작함. 이 무렵 농부들이 이전보다 농장 수입에 덜 의존하
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 마찬가지로 가구 소득도 농장 부문 이외의 요소에
더 영향을 받기 시작함.30

29
30

Ibid. pp.634
Ibid. pp.56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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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농무성 산하 경제조사서비스(Economic Research Service, ERS)는 정
책입안자들의 요구에 초점을 둔 듯한 분류체계를 개발함. 농장 운영자의
직업과 농장의 매출 규모의 조합에 따라 구분함. 매출을 기준으로 소규모
가족 농장과 대규모 농장을 나누었던 것을 2013년 4월부터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매출기준을 올리고 중간규모 가족 농장이 신설되는 방식으로 개
편됨31. 그 결과 전에는 대규모 가족농에 포함되었던 매출규모 $250,000에
서 $350,000 사이의 46,400농장이 각각 소규모 농장 범주에 속하게 되고,
농업현금소득으로 바꾸면서 17,900농장이 소규모 농장 범주에 들어오게
됨. 전체 농장 중 소규모 농장의 비율이 88%에서 91%로 올라감.
○ 일본의 농가 구분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재배면적 최소기준과 농산물매출액을 제시함.32

제2장 농촌의 가치 : 농자천하지대본(건강한 생명의 순환)

◆ 農者天下之大本 : 건강한 생명의 순환
○ 기존의 행정적 편의에서 나온 농촌의 정의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
으로 하는 마을”33이라는 통상적인 사전적 정의와는 괴리.
- 그냥 촌(村)이 아니라 앞에 농(農)을 붙임으로서 농삿일을 내세우고 있다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농촌의 가치를 파악하는 일은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의 흐름에 부

31
32
33

USDA(2013). Updating the ERS Farm Typology.
Ibid. pp.633.
다음(daum) 한국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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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농삿일의 가치를 순환시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사회라는 관
점에서 풀어가야 할 것임.

2.1. 농삿일의 가치
○ 전통적인 농삿일이 바로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식량을 공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통
적인 농촌이 제공하는 가장 큰 가치는 사람의 손을 빌려 자연이 순환시키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음.
- 유엔의 <새천년 생태계 평가>는 생태계의 관리에서 농업이 중심적 역할
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이유로서 생물다양성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농업의 확대임을 지적. 과도한 물 소비, 과도한 영양소나
살충제 사용이 생태계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식량
생산성을 낮추지 않는 농업 기술의 확산을 요구함.34
- 굳이 ‘전통적인’, ‘자연의 리듬’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화
석에너지에 의존하면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도한 투입으로 토지의 회복
력을 상실하게 마련인 대규모 단일 경작 농업의 경우 그 토대인 자연을
심각할 정도로 훼손하기 때문에 단순히 에너지원으로서 식량은 생산하지
만 ‘건강한’ 생명의 순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과거에는 에너
지의 전환자 또는 제공자로서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았던 분야인 농
업이 이제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로 전락함.
○ 전통적인 농삿일이 갖고 있던 또 하나의 가치는 각각의 토질과 기후에 맞는
종자의 보존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점임. 종다양성은 건강한 생태
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인류사에서 농경문화가 1만 년 이
34

필립 맥마이클(2012). 거대한 역설. 455-456. 조효제 옮김. 교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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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역사를 가질 수 있게 된 핵심 요소 중의 하나임.
- 농촌사회는 언제나 종자를 보존하고 서로 교환하여 왔음.35 인도 등지에서
농촌 여성들은 ‘지역 사회의 종자 경제’를 구축하여 종자를 보존하고 활
용함. 여성의 종자교환 활동은 생태,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
를 지니고 있으며, 특허 등으로 상업화된 종자 보급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지역 내에서 곡식 품종들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종자의 유전자원을 널리
유포하고, 계속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지역 작물의 적응 잠재력이 증가하
며 유전자원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게 됨. 이 역할을 여성들이 담당함으
로써 집안 내에서 ‘자립심과 협상력’을 키울 수 있고, 별다른 자원을 갖지
못한 여성들에게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여 일종의 ‘지식 공유지’로부터
얻는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 있음. 반면에 산업화된 고투입농법(‘곡물 생
산’)을 선택하면 농사에 무엇을 투입할 것인지, 추수한 작물을 어떻게 활
용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권을 포기하고, 농화학 회사와 식품 가공회사의
결정에 따르는 길을 밟게 됨. 즉, 농삿일의 통제 권한이 농민으로부터 농
기업복합체로 넘어가게 되어 대지에 농사를 짓는 활동이 생태계에서 뿌리
뽑힌 경제활동(농경제)으로 전환됨.
- 멕시코 농촌은 NAFTA의 영향으로 원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조차도
자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으나 옥수수, 리마콩, 호박 등 다양한 작물
을 같은 밭에 함께 심는 전통농법(밀파, Milpa)을 되살려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됨.36 밀파에서는 섞어짓기 뿐 아니라 작물의 다양성도 매우 풍부하
여 옥수수는 15종류, 콩은 5종류, 호박은 3종류를 재배함. 멕시코와 중미
에는 옥수수가 2만 종 이상 있는데, 이만큼 많은 품종이 있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려고 오랜 세월에 걸쳐 씨앗을 선발하고 교환하여 육종했기
때문임.37

35
36
37

ibid. 471-472.
GIAHS(Globally Impora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Milpa Solar System.
요시다 타로(2011). 농업이 문명을 움직인다. 70-74. 김석기 옮김.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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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 대기근에 직면한 인도는 멕시코에서 탄생한 녹색혁명을 도입, 식
량증산에 큰 성과를 올렸으나 1997년 이후 무려 20만의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함.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1998년부터
인도에서는 카길, 몬산토, 신젠타 등 다국적기업들의 종자가 도입됨. 대량
의 화학비료와 농약, 집약적인 관개가 필요한 다국적기업 종자를 도입하
고도 수확량이 나오지 않아 많은 빚을 지게 된 농민들이 자살을 택한 것.
토종 목화의 경우 빗물로 재배할 수 있고, 식용작물과 섞어짓기할 수 있
고, 해충 저항성도 있었으나 GMO목화는 대규모 단작으로만 재배할 수
있고, 관개가 필요하였으며 일부 해충에만 저항성이 있어서 다른 해충을
방제하려면 이전보다 13배나 많은 농약을 뿌렸어야 함. 1970년대에 벼생
육저해병이 인도부터 인도네시아에 걸쳐서 퍼졌던 것도 획일화된 유전자
때문이었으며 이를 해결한 토종이었음. 이러한 상황을 비판한 반다나 시
바(Vandana Shiva)는 농민들의 자살에 제동을 걸고자. 씨앗을 보존하고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나브다냐(Navdanya, 희망의 씨앗 운동)’을 시작함.
멕시코에 2만종의 옥수수가 있듯이, 인도도 야생식물과 재배작물의 보고
로서 벼 품종만 해도 20만종이 존재함. 이는 인도에서도 씨앗을 보존하는
많은 문화적 관습이 있었던 덕택이며, 100가지 이상의 벼와 6가지 이상의
토종 채소를 부활하는 데 성공함.38

2.2. 지속가능성과 농삿일의 다기능적 역할39
○ 지속가능한 농업은 2008년 유엔과 세계은행이 공동 후원하여 발간한 보고서
IAASTD(International Assessment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에서 권장한 접근방식으로 농삿일의 다기능적 역할을 제시

38
39

ibid. 148-160.
필립 맥마이클(2012). 거대한 역설. 457. 조효제 옮김. 교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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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이에는 빈곤과 사회 불평등과 성차별의 감소, 농촌사회의 안정, 환경 훼
손의 회복,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이 포함됨. 필자들은 과연 산업화된 농업과
GMO음식이 현 상황의 해결책이 될 것인가 하는 점에 크게 의문을 제기함.
- IAASTD는 기존 농업시스템이 지닌 상대적 장점을 조사하고, 전 세계 인
구를 먹여 살린다는 명분으로 산업화된 영농 의존을 탈피할 필요가 있음
을 역설함. 현지의 농사 지식이 사회적(일자리, 지역 먹을거리 등)으로, 그
리고 환경적(자연 토양과 수자원 순환의 회복, 생물 다양성의 보존 등)으
로 기여하는 다기능적 혜택이 있다고 강조함.
- IAASTD의 한 필자는 대규모 영농과 비교하여 소규모 영농의 생산력과
지속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 타이는 반 헥타르 농토에서
70가지 종류의 야채, 과실, 약초를 생산하여 동일한 면적의 농토에서 다수
확 품종의 쌀 한 가지만 재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우수한 영양
의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하며, 멕시코의 경우 1헥타르 농지에
옥수수, 호박, 콩을 섞어 심었을 때 수확할 수 있는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
려면 단일 품종 옥수수를 1.73헥타르 땅에 심어야 한다고 보고함.

2.3. 농촌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가치
○ 산업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 독점과는 달리 농삿일을 근간으로
하는 농촌사회는 협동과 공유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서
칼 폴라니의 말을 빌린다면 시장을 축으로 하는 경제 활동이 사회 속에 내재
되어(embedded) 있는 구조를 갖게 됨.
○ 농촌사회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는 우리나라 고유의 협동운동 조직인 두레와
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40 두레는 우리 조상들이 농촌에서 농번기에 서로
40

김기섭(2012). 깨어나라! 협동조합. 33-46.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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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해서 농사짓던 조직으로 삼국시대의 향도까지 그 유래를 살펴볼 수 있
음. 두레의 어원은 ‘두르다’, ‘둘레’, ‘두루’에서 나왔다고 하며 그 세 어원을
통하여 두레가 어떤 성격의 조직이었는지 알 수 있음.
○ 먼저 ‘두르다’라는 어원을 살펴보면 경계를 두름으로 인하여 조직의 안과 밖
을 구분 짓고, 두르기 이전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친밀함으로
내부 결속력을 다지게 됨. 즉, 두레의 첫 번째 어원 ‘두르다’는 두레가 친밀
한 우애에 기초한 호혜 시스템으로서 일종의 결사체(association)이었음을 의
미. 친밀감에 기초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농삿일뿐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방
위조직으로서의 역할도 담당.
○ 두레의 두 번째 어원인 ‘둘레’는 ‘돌아간다’, ‘돈다’에서 나온 말로 순환을
의미함. 오늘은 이 집 논, 내일은 저 집 밭, ... 이렇게 돌아가면서 농삿일을
공동으로 해준다는 것. 이는 내가 마을사람 모두를 위해 힘쓴 만큼 마을 사
람 모두가 언젠가는 나를 향해 되돌려줄 것이라는 관계에 기초한 교환 시스
템으로서 품앗이같은 노동의 교환을 포함. 노동의 교환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일종의 계약이 필요하였으며 이는 농삿일의 시작과 끝에
개최하는 회의에서 민주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
에 대해서는 벌칙이 따랐음. 즉, 두레는 일종의 사업체(enterprise)로서 공통
의 목적을 위해 계약에 기초하여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경제행위를 하는
집단이었음.
- 노동의 교환 시스템으로서 두레가 지속가능하기 위하여 약속이 필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벌칙이 부과되는 점은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
상자 Elinor Ostrom이 파악한 공유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지역공
동체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7가지 제도적 조건에도 나와 있음.41

41

엘리너 오스트롬(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윤홍근/안도경 옮김. 랜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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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레의 세 번째 어원인 ‘두루’는 구석구석마다 빠짐없이 골고루 또 널리 미
치는 것으로서 일종의 재분배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의미. 노동력을 상실하
거나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들어 두레에 참여할 수 없는 집의 논밭도 내 논
밭처럼 경작해 주고, 마을의 공동기금을 확보하여 마을 대소사와 가난한 이
웃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호혜에 기초한 두레 노동의 교환이 재분배 시스템
과 더불어 기능했기 때문에 두레를 넘어선 노동의 제공과 돌봄이 가능했고,
마을이라는 지연을 협동의 관계망으로 재조직함.
- 다산 정약용 선생은 계(契)에 대하여 세 가지 설명을 하고 있음. 계는 회
(會)이고, 약(約)이며, 합(合)이라42고 하였는데, 여기서 모임이라는 뜻의
會가 두레의 ‘두르다’에 해당하고, 계약의 約이 ‘둘레’, 통합의 合이 ‘두
루’에 해당함.
○ 한편, 두레는 농삿일을 함께 하는 공동노동 조직이면서, 동시에 마을신에게
함께 제사 지냈던 집단적 제의 조직이고, 두레패를 통해 함께 놀았던 놀이
조직임. 이는 노동 당사자 간의 계약을 넘어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공간적으로
확장시켜주는 의미(놀이)와 함께 조상을 매개로 다음 세대와의 서로 돌봄을
확인시켜주는 의미(제사)를 가짐. 오늘 내가 몸져누운 이웃의 논밭을 경작해
주는 것은 내일 내게 닥칠 수도 있는 같은 상황에 대한 대비인 것이고, 오늘
내가 아비 잃은 자식의 끼니를 해결해 주는 것은 내일 내 자식에게 닥칠지도
모를 같은 상황에 대한 대비인 것임.
○ 농촌 사회의 미래를 밝힐 핵심가치는 바로 협동에 있으며 이는 우리 전통
사회의 두레와 계가 함의하는 바를 되새겨 현대적으로 풀어놓는 데서 시작
하여야 함. 이는 동시대 경제적 약자의 협동을 넘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의 협동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42

雅言覺非. 契者會也, 契者約也, 契者合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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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유물’의 가치 재발견43
○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계자원이자 문화적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사유 재산 제도에 따라 구획이 나누어진 것으로 현재 가난한 남
반구(the south)에서 일어나는 전 지구적 토지 수탈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가치(아마존 열대 우림, 아프리카의 대규모 농지 수탈 등)임.
○ 산업화된 나라에서 공유물을 다시 부활시키고 확장하려는 움직임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공유물을 보호하자는 움직임
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개발의 현대적 존재론을 거부하는 것이
기도 하고, (농촌) 지역 사회의 가능성을 재발견하려는 것이기도 함.

2.5. 생태적 가치44
○ 오늘날 세계는 불평등 심화, 산업 자원의 감소, 심각하게 악화된 환경 등 발
전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개발의 현장과 현장들 사이
에서 사회적·생태적 회복력(resilience)을 배양하여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이 나오고 있음.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자원들(생물 다양성, 생물 서식지, 공기, 물, 산림, 습지, 토속적
지식 같은 전 지구적 공유물 등)을 우선시하고 그러한 자원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 생태계의 가치를 시장 가치(가격)에 종속시키지 말아야 할 이유는 생태계의
순환과정과 요소들은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독자적 단위가 아니고, 서로 의

43
44

필립 맥마이클(2012). 거대한 역설. 524. 조효제 옮김. 교양인.
필립 맥마이클(2012). 거대한 역설. 9장. 조효제 옮김. 교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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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면서 존재하는 복합성이 생태계의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임. 생물 다양
성이 보존되는 산림이나 전통적 농지를 없애고 다수확 품종의 단일 재배로
대체하는 일은 자연적 순환 질서를 파괴하고 영속적인 가치를 떨구어 생태
계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하는 활동을 하는 것임.
○ 유엔 해비타트의 추산에 따르면 도시는 지구상의 총면적 중 단 2%를 차지
할 뿐이지만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문제
는 대조적으로 농촌의 생태적 가치를 일깨우고 자족적 농업 생태계
(permaculture)를 포함하는 농생태론 프로젝트가 눈에 띄지 않게 급성장을
거듭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니제르 남부와 케냐에서 농민들은 사막화를 역전시켰을 뿐 아니라 사하라
사막 주변부와 나이지리아, 니제르,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케냐 등지에서
는 통합농법, 혼작, 토양과 수분의 전통적 보존방식을 통해 늘어나는 인구
를 먹여 살릴 만큼 식량 생산을 늘리는 데 성공하고, 협업식 농사와 사회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농업 노동력의 수요를 충족시켰음. 특히, 니
제르의 타후아 지역 농민들은 1980년대 중반 이래 25만 헥타르의 폐농지
를 완전히 되살렸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사헬 지역의 농민들은 적어도
300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토의 지력을 자연적 방식으로 회복함.45
- 인도 라자스탄 주는 가장 비가 적게 오는 지역으로 1985년부터 라헨드라
싱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물 관리 시스템인 johad를 복원하여 용수를 공급
하는 한편 주변의 생태계를 살려냄.46 johad의 위쪽은 빗물이 흘러 들어오
도록 열어놓고 아래쪽은 물을 막는 둑으로 이루어져 있음. 장맛비가 내리
면 둑의 위쪽은 물이 고여 못이 되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말라버리지만
지하수를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함. 지하에 고인 물은 증발하지 않기에 축
나지 않고, 지표에는 물이 없어서 모기도 발생하지 않고, 분뇨로 오염될 일

45
46

ibid. 450-451.
요시다 타로(2011). 농업이 문명을 움직인다. 175-189. 김석기 옮김.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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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음. 가뭄이 몇 년 지속되어도 마르지 않고, 지하수로 맑아진 물은 마
실 수도 있음. 사나운 물살을 막아서 토양침식을 억제하고 양질의 토사가
고이기 때문에 갈수기에 물이 빠져도 토양수분이 보존되어 관개를 하지 않
아도 작물 재배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댐과 달리 귀중한 농지를 손상시키
지 않음. 둑을 시설하는 데도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진흙과 마을 사람들의
손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관리 자금이 필요하지 않음. 2001년까지
천 곳 이상의 마을이 참여하여 9,000개 이상의 johad를 복원함. 70만 명에
게 용수의 혜택을 주고, 14만 헥타르의 대지를 적심. 당초 물 공급만을 목
적으로 복원하였으나 인근의 하천들까지 살아나면서 커다란 물고기들도
살게 되고, 여자 어린이들이 더 이상 물 길어 오는 일에 시달리지 않고 학
교를 다닐 수 있게 되는 등 사회적인 변화도 이끌어냄.
그림 3-1. johad의 선순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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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책적 함의: 法古創新

3.1. ‘건강한 생명의 순환’을 농촌 정책의 핵심 가치로
○ 피크 오일을 지난 시대적 전환기에 대한 인식 필요
- 화석 에너지를 기반으로 대량 생산에서 대량 소비로 이르는 단선적 산업
시대의 존속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건강한 생명을 잉
태하고 순환하는 농촌의 진정한 가치를 정책의 핵심 가치로 정립하여야
할 시기임.
○ 각종 정책 지표 재검토
- 농촌의 가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소득이나 매출 등의 경제적
지표보다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종다양성 등 생태적 지표와 주민의 삶의
질 등을 우선순위에 두어 측정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표 설정. 생
태발자국, 종풍부성 등의 환경생태지표와 삶의 질 관련 지표를 꾸준히 측
정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재검토하여야 함.
○ 자연계의 순환 원리를 농촌 정책에 도입
- 사람, 식량, 에너지, 신용 등 농촌 사회가 지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지
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정책의 지향점 설정
- 이러한 지향점을 농촌 지역 주민들이 잘 볼(SEE = social, economical, environmental) 수 있도록 인식 제고에 정책 홍보의 주안점을 두어야
- 화석 에너지 시대의 종료에 따라 이와 같이 순환의 원리를 적용한 정책
전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정책 담당자 스스로 뼈저리게 이해하고 수
용하여야 함.
- 각 요소들에 있어서 저 정도라면 확산해도 괜찮겠다는 사례들이 제법 나
와 있으므로 정보 공유와 학습 그리고 실천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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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촌 사람 농촌으로, 도시 사람도 농촌으로
○ 농촌 사람이 머물고 도시 사람도 농촌으로 돌아오는 정주 환경 조성
- 농촌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은 석유 시대의 정점을 지나면서
건강한 생명의 원천인 농촌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렀음.
- 농촌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은 농촌 지역의 주민 스스로 깨우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함. 아무리 뛰어난 자연 생태 환경이라도 그 속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마련이므로 자식들에게도 물려주
고 싶지 않은 유산일 뿐임.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원을 보는 안목이 없
을 뿐이라는 인식을 스스로 깨우치는 길은 교육 외에는 없음.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의 시초가 주민 교육이어야 하는 이유임.
- 이러한 인식의 전환 하에서 자식들에게 당당히 물려줄 수 있는 가업의 기
반이 생기고, 농촌 지역의 경우 특히 취업이나 창업 지원보다 승업(承業,
가업의 계승) 지원 정책이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
을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초래되는 여러 가지 사례로부터 금방 파악
할 수 있을 것임.
○ 농촌 교육의 지역 적합성 제고
- 국가 교육의 단점으로 지역과 유리된 학교를 들 수 있음. 지역에 오래 머
무르지 않는 교원 정책의 한계이고 지역 특성과 무관한 국어‧영어‧수학
등 주지과목의 일률적 편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지역에 필요
한 사람을 지역에서 길러 낼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특성화반 편성이나 특화교과과정 개설, 방과후학교의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학생 개개인의 가업을 포함하여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재학생들의 안목을 틔워 주는 교육과정이 필요함. 대도시의 고시원
에서 보내는 삶보다 건강한 생명의 순환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의 가치를
교육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어야 함.
․ 농촌지역의 특성과 잘 부합하는 학교로 갓골어린이집에서 시작하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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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홍성의 풀무학교(전공부 까지)를 들 수 있고, 인구 유출을 막고 오히
려 유입으로 전환한 사례로는 화천군을 들 수 있음. 신활력사업 지원으
로 설립한 화천학습관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굳이 춘천을 포함하여 화천
군 바깥으로 자녀를 데리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교육 환경을 확립함.

3.3. 로컬푸드와 지역 식량 계획
○ 가족농과 소농, 그리고 텃밭
- 환경적으로 더욱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더욱 공정한 생산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가족농과 소농, 그리고 텃밭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여야 함. 가
족농과 소농들이 비용을 덜 들이고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농생태적
접근(permaculture)이 필요한데 이는 부수적으로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
고 생태 파괴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게 됨.
-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질 순환의 관리자로서의 역
할에 충실하여 외부의 투입재를 쓰지 않고, 농장 자체에서 영양소와 에너
지를 순환시키고, 토양의 유기물과 생물학적 활동을 증가시키며,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농생태계의 식물 종들과 유전자원들을 다변화하고, 농작
물 재배와 가축 사육을 통합하며, 개별 종의 수확량보다는 전체 농업 시스
템의 상호작용과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것임. 식량 공급은 이 순환 과정의
일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잉여 농산물은 농민장터 등의 직거래 방식
으로 유통하는 것이 순환의 원리에 부합함.
- 귀농인 뿐 아니라 귀촌인들도 마당에 자신들이 소비할 수 있는 만큼의 텃
밭을 일구는 게 추세임. 텃밭의 특성상 항상 잉여농산물이 생기게 마련이
며 이의 소비를 위한 직거래 장터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음.
․우리나라의 생협 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환경친화적인 생산
방식과 윤리적 소비의 관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외국의 소비
협동조합과 차별됨. 완주 용진농협의 로컬푸드 매장은 이러한 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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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 농촌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임. 이러한 신뢰는 스스로 정한 규약을 스스로
지키고 점증적으로 제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것이지 달랑
시스템만 베껴다 놓는다고 그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임.

3.4. 지역 에너지의 자급 체계
○ 주거 공간의 에너지 절감
- 전체 에너지 소비의 4~50%가 건축물에서 이루어짐. 단독 주택이 대부분
인 농촌 지역에서 주택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만으로도 생
활비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음. 겨울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전기 값을
아끼느라고 전기장판조차 켜지 못하고 촛불을 켜고 자는 게 농촌의 현
실이나 면세유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무감각이
공존함.
․홍천군 내면에 있는 살둔제로에너지하우스는 2009년에 패시브하우스
방식으로 건축하여 5년간 살아온 결과 같은 규모의 일반주택보다 1/10
의 에너지만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면서도 쾌적한 실
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전국적으로 60여 채를 지어
보급하는 가운데 건축비를 일반주택 수준으로 낮추고도 다양한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최근 인제군 기린면에서는 여섯 가구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집단주택(기
린면 사랑의 집) 건립에 이 방식을 도입함. 이 방식을 경로당 신축에 활
용한다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굳이 얼음장같은 자신의 집에서 자는
대신 경로당에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도 있을 것임.
○ 생산과 절감
- 에너지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식은 생산보다 절감이라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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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신재생에너지에조차도 적용하여야 할 생각임. 살둔제로에너지하우
스주인이 주장하듯 1,000kw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1,000kw의 에너
지를 절감하는 것이 더 가치있다는 인식이 필요함. 흔히 신재생에너지 생
산을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제시하나 절감이 전제되지 않는 한 또 다른
에너지 과소비로 이어지게 될 뿐임.
․인제군 남전리의 태양광발전사업(300kw)을 농촌 신재생에너지 사례로
많이 들고 있으나 이는 마을에서 소비하는 전기가 아니라 한전에 판매
하는 소득사업임. 고령화로 인하여 밭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게 되자 햇
빛농사를 짓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으며 장례식장 유치에 따
른 군의 마을발전지원금을 건립비용으로 투자함. 매년 2억 6,000만 원
내외의 전기 판매 수익이 마을로 들어오게 되어 23가구에 일자리를 제
공함. 태양광발전시설도 그냥 지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너
무 더워지지 않게 물도 뿌려주고 겨울에 눈이 오면 눈도 털어 주는 등
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줌.

3.5. 지역 신용의 원활한 순환
○ 농촌 부채
-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쉽게 쓸 수 있는 신용의 범람이 농촌 부채의 원인이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나 두레와 같은 협동문화가 사라지고 경쟁 심
리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그 결과로서 일
년에 며칠 쓰지도 않는 트랙터를 농가마다 구입하여 아무데나 방치해 놓
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게 됨. 농촌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문화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의 지역 신용을 원
활히 순환시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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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과 신협
- 60-70년대 농촌의 고리채를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는 신협의 초
기 정신이 살아 있는 사례들이 아직도 여럿 남아 있고, 지역농협 중에서도
제 역할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신용을 원활히 순환시키
는 데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할 필요.

3.6. 농촌 마을 지원사업의 단계적 접근(강원도 사례, 사회적경제 접목)
○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과 마을기업 지원사업 분석
- 강원도의 마을기업이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질적으로도 지
역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끼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업체 선정
이 이루어져야 함. 입문 교육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군의 사전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강원도가 내발적 발전 모델로 육성하여 온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사
업은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금과 부
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타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음. 전국적으로 시행되
는 우수 농촌마을 선정에서 강원도가 탁월한 실적을 보이는 주요 요인으
로 꼽히고 있으나 상사업비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추진한 마을들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비판도 존재함. 우수마을 선정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과 사업비 규모를 감안할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상 마을의 선
정과 역량강화교육 단계에서 시군의 사전 역할이 보다 필요함.
- 마을기업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을들이 대부분 새농어촌건
설운동 우수마을이라는 점은 두 사업을 단계적으로 연계할 필요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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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마을발전 모델
그림 3-2. 5단계 마을발전 모델

○ 주민 역량강화(시군)
- 마을 지원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실시
․ 주민 역량강화의 목적은 마을 주민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공동체의식을
키워주는 것임. 이에 필요한 공감과 소통, 민주적 의사결정, 자원 발굴,
벤치마킹 등을 거쳐 마을 발전 계획의 초안을 구상하는 단계까지 가능
한 많은 주민의 참여 속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새농어촌건설운동뿐 아니라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사업들도 사업 착수 이전에 이와 같은 사전 교육을 요구하는
추세이므로 사업 신청 전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거쳐 소규모 마을 사업의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사업
비는 받았으나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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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성과의 평가 결과 활용
․ 역량강화교육의 성과를 시군에서 자체 평가하여 어느 정도 마을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다음 단계인 소규모 마을 사업의
신청 자격을 부여함.
․ 역량강화교육의 성과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현 단계에서는 마을
지원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없고, 갈등만 유발할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한다면 다음 해에 다시 역량강화교육부터 시작하
도록 하여야 함.
○ 소규모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시군)
- 주민 간 신뢰와 협력을 쌓는 소규모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 주민 역량강화교육의 성과물로 확보한 마을 발전계획 안에 제시된 공동
체사업을 주민 스스로 점검하고 추진하는 과정임.
․ 소규모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례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2,0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로 마을의 작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뢰와 협력을 쌓아가는 것임. 자칫 과욕을 부려 시행
하지 아니함만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소규모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임.
․ 주민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이미 많은 논의와 의사결정
을 거쳤겠지만 이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에 다시 많은 논의와
의사결정,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가 있어야 함. 마을에 꽃길을 가꾼다거
나, 경관을 함께 정비하는 등의 쉽게 주민을 모으고 함께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함.
․ 주민 역량강화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마을
은 직접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할 수도 있겠으나 가급
적이면 군비로 2,000만 원 내외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
하여 주민 간에 신뢰와 협력을 쌓은 후 도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더 높여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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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형 풀뿌리마을기업 지원사업
․ 시군이 직접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수준의 지원을 하는 사례
로 홍천군의 홍천형풀뿌리기업 지원사업을 들 수 있음.
․ 2013년 5월 처음으로 관내 9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중이므로 아
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단계이나 홍천군의 마을 단위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이 계기가 되어 그간 부진하던 새농어
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사업에 여러 마을이 도전하게 되었음.
-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 강원랜드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민 창업 지원사업. 지
역공동체 복원과 주민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태백, 영월, 평창, 정선에
서 2012년 4개 주민기업, 2013년 13개 주민기업 선정. 1년에 5,000만 원
씩 최장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 국고지원 소규모 마을 사업 신청(도, 중앙)부처
- 군비로 지원하는 소규모 마을공동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마을들은
그 성격에 따라 적합한 국고지원 소규모 마을 사업에 도전토록 함.
-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마을 사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
촌공동체회사,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고용노동
부의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있음.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추진(도)
- 소규모 마을 사업의 성공적 추진 후속사업
․ 군비지원 소규모 마을공동체 사업에 이어 국고지원 소규모 마을 소득사
업을 성공리에 완료할 무렵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사업을 준비
하여야 함. 군비지원 소규모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 간 신뢰와 협력을
쌓는 과정이라면 국고지원 소규모 마을 사업은 소득사업을 준비하는 과
정이라고 할 수 있음.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사업은 국고지원 소
규모 마을 사업으로 시작한 소득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부지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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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러한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상금을 목적으로 새농어촌건설운
동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 대부분 마을 내에 갈등이 생기고 분란으로 이
어져 더 이상 마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됨.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사업만 하더라도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마을 주민이 조직적이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함. 이는 소규모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쌓은 신뢰와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임.
○ 국고지원 대형사업 추진(도, 중앙부처)
- 마을 여건에 따른 국고지원 과제 검토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하면 대체로 마을 사
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부지와 기금을 확보하게 됨.
․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의 미래를 함께 걸머질 임원진이 일종의
경영진 역할을 하게 됨. 이러한 단합된 조직의 힘으로 대형과제를 신청
하여 수행하면 비교적 큰 잡음 없이 성과를 올릴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기존의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
라 시설 활용도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하는 원인
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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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촌의 발전: ‘사람(주체)’

2. 지역에서의 농촌정책 추진주체에 관한 발전방향 모색

전 영 미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교수연구원
제1장 배경 및 목적

제2장 정책 추진주체에 관한 고찰

2.1. 농촌 정책의 추진주체
2.2. 마을 만들기 관련 추진주체
2.3. EU의 내발적 발전 동향
제3장 지역의 농촌정책 추진주체 형태와 협력 시스템

3.1. 사례의 선정 배경
3.2. 안성시 ‘안성맞춤 마을대학’
3.3. 정읍시, 고창군의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3.4. 영주시 관사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참여주체
3.5. 인제군 ‘(사)하늘내린 인제 로컬투어사업단’
3.6. 홍성군 민관협력 거버넌스 ‘홍성통’
제4장 시사점과 정책 제안

제1장 배경 및 목적
○ 지난 10여 년간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 프레임은 지역 간 균형, 광역단위, 기
초 생활권 중심 등 공간범위와 수요초점에 따라 변모해 옴. 새 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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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은 주민의 참여와 지역의 특성화된 맞춤형 정책, 중앙의 지역정책이 아닌
지역이 만들어가는 지역정책, 지역의 창의적 사업과 아이디어 지원 등 주체
로서의 지역을 강조하고 있음.
- 농정 패러다임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 지역 특성, 지역주민 참여 등이 중
요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도 부각되고 있음. 지역 사업에서는 여러 주체들이 다양한 방
식으로 참여하며 그 성공과 성과, 지속성 차원에서 인력 확보와 구성, 그
능력이 중시되고 있음.
- 주민의 상향식 마을 가꾸기와 내생적 발전을 위해 리더의 역할이 강조되
고 있으나 마을 리더의 부재와 고령화로 인해 외부의 도움 없이 마을 자
체 능력만으로 마을을 가꾸기에는 한계가 있음. 지역의 참여주체에 대한
사전 역량과 경험 등이 중시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단계별, 수준별 마을 만들기로 전환 중임.
- 지역에서의 농촌정책 추진주체로는 행정, 농업인과 관련단체, 마을‧권역‧읍면
등 공간에 기반 한 공동체, 리더와 주민, 사무장, 총괄계획가, 기업, 전문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로 구성된 위원회, 센터, 법인, 기업 등의 조직체이기도 함.
○ 미래 농촌사회에서는 농업인 외에 귀촌자,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두
지역 거주자, 고령자 등이 증가하여 구성원이 다양해진 만큼 다양한 삶의 방
식이 혼재할 것임(송미령, 2013). 새로운 농촌지역사회의 재편에 따른 농촌
정책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봄.
-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역량을 모을 수 있
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며 이들이 단순한 노동력 보완차원이 아
닌 지역 발전의 파트너로서 활동할 것으로 예측됨.
- 러바니제이션의 보편화로 농촌은 특화된 삶터, 쉼터로 각광받아 도시적
삶과 다른 방식의 사회경제적 삶에 대한 요구 등을 가진 젊고 경쟁력 있
는 계층의 유입이 늘어날 것임. 일터로써 지역산업구조의 변화와 6차 산
업화의 진전에 따라 다양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요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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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경쟁력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지역 주체로부터 비롯됨. 이러
한 이유로 지역에서의 인적자원을 적절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활용하는 방안
이 요구될 것임. 현재 나타나는 지역주체의 여러 형태를 고찰하여 미래 농촌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하고자 함.
- 정책 추진주체에 대한 문헌고찰, 지역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농촌정책 추
진주체와 시스템, 활동사항을 살펴본 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제2장 정책 추진주체에 관한 고찰
2.1. 농촌 정책의 추진주체
○ 정책의 추진체계란 농촌정책의 실행과 전달체계 등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
서의 주체들은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분됨. 공식적 참여자
는 국회, 대통령, 행정기관, 사법부 등이며, 비공식적 참여자는 정당, 농민단
체, 농촌주민, 언론기관 등임(노화준, 1998).
- 정책이란 어떤 한 사회분야에서 사회적 시스템, 구조, 문화, 가치, 규범,
행태, 물리적 환경 등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바꾸고자 하는지 정부간여
의 수단임.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 정책산출 등으로 구성되며, 법률,
프로그램, 사업 등으로 표현됨. 정책대상은 개인이나 집단 또는 사회‧경제
적‧물리적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가 참여주체가 되기도 함.
- 지역 농촌정책의 추진주체란 행정과 민간으로 구분되며, 행정의 경우 지
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회, 민간의 경우 농업인과 관련단체, 농촌주민과
마을, 이와 관련된 단체, 이들을 지원하는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언론기
관 등임. 이러한 주체들은 정책 기획과 결정,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과정
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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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농촌정책의 추진주체는 행정과 민간으로 대별 됨. 행정의 경우 지방자
치단체장, 공무원, 의회이며, 민간의 경우 농업인과 관련단체, 농촌주민과 마
을, 이와 관련된 단체, 기업, 전문가, 언론기관 등임. 이들은 정책기획과 결
정,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해 상호작용함. 특
히 사업과 관련된 추진주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보는 관점에 따라 핵
심주체와 조력주체, 사업시행자와 지원대상 등으로 구분하기도 함.
- 김정섭 외(2009)의 연구에서는 농촌개발정책사업의 참여 주체를 ‘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
하는 개인 및 조직’이라고 정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지역주민(농업인
등)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참여주체로, 사업에 관여하지만 책임과 권
한은 없고 제한된 형태로 지원하는 컨설턴트, 관련 전문가 등을 조력주체
로 봄.
- 농림축산식품부(2007)에서는 마을 가꾸기의 주체를 주민, 행정, 전문가로
구분하면서 주민을 핵심주체로, 행정과 전문가는 조력자로 봄. 주민의 경
우 마을리더,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사업추진위원회 등이 포함됨.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상 추진주체는 사업시행자와 지원대상으로 구분되며,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지원대상은 사업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남.
농촌개발과 자원복합산업의 지원대상은 마을‧권역‧읍면소재지의 사업추
진위원회, 민관협력형태의 사업추진협의체 또는 발전협의회47, 대학과 전
문기관 컨소시엄 형태의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법인‧상법상 회사‧협동조
합 등 마을공동체와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재능기부관련단체, 농
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연구단체, 마을사업 추진단 등
임.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산학연관의 컨소시엄 형태를 볼 수 있음.

47

발전협의회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행정, 전문가, 마을대표, 지도자, 공사,
상가번영회 대표, 지역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사업추진협의체는 농촌마을리모델
링시범사업의 경우 행정-사업추진위원회 대표-전문가자문단 등으로 구성하기를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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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을 만들기 관련 추진주체
○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다양한 주체들의 개입을 통해서 추진되며, 그 참여형태
도 다양해짐.
- 추진주체들은 주민, 행정, 전문가, 기업,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임. 마
을사업이 활발해지면서 ’10년 전후로 중간지원조직들이 등장. CB센터, 마
을 만들기 지원센터, 도농교류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은 대부분 조례
에 근거해 설립되어 운영 중임.
표 3-2. 문헌으로 본 마을 만들기 관련 추진주체의 분류
이용연 이재준 김선직 외 농식품부 전원식 외 김정섭 외 구자인 외 오다해 외
(2001)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2014)
주민
○
○
○
○
○
○
○
○
행정
○
○
○
○
○
○
○
○
전문가
○
○
○
○
○
○
○
기업
○
○
시민단체 ○
○
○
○
○
중간지원
○
조직

추진주체

자료: 전원식 외(2008).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업주제 및 추진주체 분석. P135. 재구성

표 3-3.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추진주체별 분류
추진주체
주민
행정
전문가
기업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

내 용
주민(농업인, 농촌주민), 주민조직(농업인 단체, 귀농‧귀촌인 단체,
부녀회, 청년회, 사업추진위원회, 사업운영위원회), 상인, 상인조직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읍면 동사무소의 공무원
교수, 전문기술자, 컨설턴트, 연구원
공기업(한국농어촌공사, LH공사, 도개발공사 등),
민간전문기업(계획‧시공사‧홍보‧마케팅‧컨설팅업체),
마을기업, 공동체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등
일반 시민들에 의해 형성된 여러 분야의 시민단체(YMCA,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 문화‧사회복지단체 등), 협동조합
CB센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광역, 시군구), 도농교류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촌관광 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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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U의 내발적 발전 동향48
2.3.1. 농촌발전방식에 대한 이론적 동향
○ 하향식 외생적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상향식 내생적 모델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신내생적 모델이 제안됨.
- 신내생적 발전방식은 지역 주민의 역량과 자원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지
원과 다양한 주체와의 네트워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신내생적 발
전주체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을 중심으로 EU의 각종 농촌발전프로그
램을 이행하는 다양한 파트너십(partnerships)이 제시됨.
․ 신내생적발전론이 아직 통일된 이론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파
트너십(partnerships), 네트워크(networks)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분
야와 대내외 인력, 자본, 기술 등의 참여를 강조. 이외에도 자본이 충분
하지 않은 농촌여건을 감안하여 유력한 외부의 지원자로서 정부의 역할
이 중시됨.
○ EU에서 신내생적접근법으로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LEADER임.
- LEADER프로그램은 특정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발전을 추
진하는 방식(Approach)을 안내·육성하는 프로그램임. 2007년 이후에는
LEADER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리더방식(Leader Approach)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48

송남근. 2012. EU 내발적 발전 관련 동향 및 관련 프로그램.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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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농촌발전방식에 대한 이론적 동향
구 분

외생적(Exogenous)

내생적(Endogenous)

신내생적
(Neo-endogenous)

핵심논리

규모의 경제 &집중

지역자원의 발굴 활용

지역과 외부간의 상호작
용(힘, 인력 등)

주요농촌
발전문제

저생산성, 주변화

지역의 역량의 부족

자원배분과 경쟁 심화

농촌정책
초점

농업의 발전(근대화),
도시자본/기업 유치

지역역량 강화
(기술, 제도, 인프라 등)

지역주체들의
내/외부
발전과정에 참여

농촌기능

먹을거리 공급

다양한 자족형 경제

개방된 서비스 경제

핵심주체

정부와 도시의 자본

지역주민 및 기업

지역과 외부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
위 (Units. 파트너십 등)

결과/
효과

농촌인구 감소 지속,
과잉생산, 환경오염
등 유발

이상적/이론적, 지역 엘
리트화(내부불평등), 지
역간 불평등 등 야기

네트워크, Social capital
의 발전 등 다양한 대안
이 제시됨

정부역할

발전의 주체/투자자

역할이 간과됨

내부불평등/발전속도차이
개선, 유력한 외부지원자

자료: 송남근(2012). EU 내발적 발전 관련 동향 및 관련 프로그램. 홍성군.

2.3.2. 수평적이고 다차원적인 파트너십 구축
○ 현재의 마을가꾸기 사업 등은 지나치게 해당 사업 지역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내발적’이라고 함. 각종 농촌발전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 지식, 기술과 증진과 함께 네트워크형 파트너십의 구축이 중요.
- 리더 프로그램의 성공요인과 특징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비농업분야의 참여, 다양한 전문지식의 관여, 훌륭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며, 사업기간 동안 해당지역 주민, 파트너십 멤버가 지속적으로 참여
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일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함. 다양한 분야를 수용하고,
이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 민주적인 합의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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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Leader 프로그램의 성공요인 및 특징 7가지
특징

내 용

특정지역에 기반한
지역발전전략

작고, 동일하고 사회적으로 일체성이 있는 지역이 선택되고 그 지
역은 지역발전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동일성과 중요한 자
원이 있음

상향식의 정교화 및
발전전략의 추진

지역의 행동가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지역에서 추
진될 발전전략을 선택함

지역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공공 및 민간 파트너로 구성된 LAG(local action group)이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며, 파트너십이 갖고 있는 자원
(예, 예산)의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과 이를 관리

혁신

파트너십(LAG)에 의사결정에 대한 더 넓은 권한을 줌으로써 새
로운 상품·과정·시장과 같은 혁신이 창조되고 촉진됨

통합되고
다차원적인 접근

지역발전전략은 다차원적인 논리를 갖고 여러 분야의 활동을 통
합해야 하며, 통일적으로 잘 조정되어야 함

네트워킹

성과, 경험, 노하우 등이 리더그룹(LAG), 농촌지역, 관리자, 조직간
에 간에 교환되어 모범사례, 혁신, 교훈 등이 전파되고 배우게 됨

협력

LAG은 지역의 활동들을 촉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
이나 다른 회원국에 있는 리더그룹과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함

자료: 송남근(2012). EU 내발적 발전 관련 동향 및 관련 프로그램. 홍성군.

- EU의 각종 지역단위 프로그램의 추진과정에서 코디네이터 또는 매니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고용된 CEO로서 관련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실질적인 농촌발전의 현장
전문가임.
․ 지역에서 코디네이터 또는 매니저를 찾고 이들이 고용되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이들은 찾아다니며 조정, 연결하는 등의 역
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일반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다양한
사업 등이 제안되고 실행되는 등 내발적 발전을 위한 역량이 쌓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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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의 농촌정책 추진주체 형태와 협력 시스템

3.1. 사례의 선정 배경
○ 농촌정책의 추진주체에 있어서 주민, 행정, 전문가, 기업, 시민단체, 중간지
원조직 등 핵심주체와 조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 각 개별주체보다
는 조직에 중점을 두어 각 주체의 형태와 활동을 분석하고자 함.
- 사례는 정책추진단계, 주체의 구성목적과 형태 등을 고려해 선정하였음.
-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중 각 9개의 시‧도에
서 1개씩 선발된 시군 사례49 중 추진주체가 돋보이는 사례를 임의로 선
정, 여기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영주시 관사골 사례를 포함시킴.
표 3-6. 사례 개요
사 례

정책단계

목적

주체 형태

안성시
안성맞춤 마을대학

사전역량
강화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

행정,주민,전문가,시민
단체 거버넌스형

정읍시, 고창군
메이플-스톤 공동체
지원센터

주민역량
강화,
사업실행

사업주체양성
지역공동체활성화

2개 시군 연합형
민간 중간지원조직,
행정전담조직의 지원

영주시 관사골 주거
환경개선사업 참여
주체

사업실행

주민자력형 주거정비 유도
물리적 재생 이외 타
부처 사업과 연계추진

주민협의회,
코디네이터 조직,
사업추진기구

인제군 (사)하늘내린
인제 로컬투어사업단

사후
운영‧관리

농촌관광 산업화 주도

홍성군 홍성통

사전역량,
사업실행,
사후운영

49

지역의 경쟁력 강화
-소통과 인재양성

군 단위 체험마을
네트워킹형 민간조직
민관 거버넌스형
자율협력시스템
(마을‧민간단체, 행정)

9개 시군 중 본 사례로 선정하지 않은 5개 시군은 충북 증평군(마을 만들기 총괄부
서), 전남 무안군(마을 만들기 전담조직), 경북 칠곡군(인문학 마을육성, 마을공동체),
경남 합천군(그린 희망마을만들기 추진), 제주 서귀포시(마을 만들기 전담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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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성시 ‘안성맞춤 마을대학’
3.2.1. 설립 배경 및 목적
○ 기존 마을공동체사업의 담당부서 혼재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단순 학습과 경험을 넘어 지역
운동으로, 마을변화의 실천 방안을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마을 만들기 운동
을 확산시키고자 함.
- ’90년대 이후 시장 직속기구인 정책기획담당관내에 테마마을 만들기 팀을
신설. ’07년 안성시 테마마을협의회 구성, ’11년 농촌관광 CB센터를 설립
하여 농촌테마마을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관리, 지원, 홍보하는 체계를 갖
춤.
-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행정주도형 주민
참여방식으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프
로그램이 필요하였음. ’05년부터 추진한 민관 협력사업 ‘꿈 지도 만들기’
를 관내 대학과 협력 해 ’12년 꿈의 마을대학이란 사업을 추진. ’14년 안
성맞춤 마을대학으로 개칭하여 3년간 진행 중임.

3.2.2. 추진주체 현황 및 특징
○ 행정,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가 거버넌스 체제로 팀을 조성하여 1년간 교육,
공동체 협력, 마을비전 발굴, 실행사업 등을 추진.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
을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지원함.
- 행정 내 마을 만들기 부서를 부시장 직속 추진체계로 구성해 통합 행정추
진. 부시장이 추진단장, 산업경제국장이 부단장, 마을 만들기 관련 6개부서
담당자가 단원으로서 참여(첨부1 참조). 마을별 공무원 1명씩을 배정함.
- 안성시 자체예산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를 행정기관이 아닌 마을에 직접
교부하여 주민이 직접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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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안성맞춤 마을대학’ 참여주체와 역할

자료: 안성시. 2014. 안성맞춤 마을대학,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신청서

3.2.3. 주요 활동 사항
○ 마을을 대상으로 입학식, 주민교육, 꿈지도 만들기, 비전발표, 졸업식 후 주
민주도 마을발굴사업을 실행하고 보고대회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평가. 사업 전 마을의 역량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
- 행정기관은 계획수립, 수강생 모집, 마을별 사업비 지원과 정산을 담당하
고, 주민은 마을대학 수강생 및 마을 사업주체로서 참여 함. 전문가는 대
학의 교수와 조교로서 교육과 사업시행 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
의 교육공간을 제공함. 시민단체는 마을 만들기 지원팀을 두어 전문가를
협조하여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진행하며 사업추진과 모니터링을 지원함.
- 매년 20~30개 마을이 신청하며 년 5~7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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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에는 총 17개 마을이 참여하여 년 30회 정도의 회의, 총 5회 10강의
교육이 이뤄짐.

3.3. 정읍시, 고창군의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3.3.1. 설립 배경 및 목적
○ 정읍시는 각 부서 간 상이한 마을관련 사업의 업무수행 절차와 관리방식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자 마을 만들기 전담 통합부서를 신설.
- ’11년 정읍시 자체로 마을 만들기 추진실태를 점검한 후 부시장 직속으로
마을만들기 TF팀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을 구성, 운영.50 이를 확대해 ’13
년 2월에 전담부서인 ‘지역공동체 지원관’을 신설, 관련조례51를 제정하여
마을과 지역공동체사업을 지원.
○ 지역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정읍시와 고창군은 ’13년도 기초생
활권연계협력사업(’13-’15)으로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사업을 추진.
중간지원조직인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를 공동 설치.
- 메이플, 스톤은 두 자치단체의 상징물인 단풍과 고인돌을 의미하며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의 의미가 담김. 그간 서남권 행정협의회를 굳건히 하고 정
읍에서 먼저 추진했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험을 공유하여 양 지
역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함.

50

51

팀장을 포함한 팀원 9명으로 구성. 주요 업무는 기존마을공동체 관련사업 프로그램
운영, CB관련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마을공동체사업 공모 지원, 포괄보조
사업 중 선도사업을 시범 추진
마을공동체 정책 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12.2),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
한 조례(’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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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추진주체 현황 및 특징
○ 정읍시 마을 전담부서인 지역 공동체지원관은 4팀 14명으로 구성, 관내 마
을 만들기를 담당하는 한편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
- 행정부서인 삶의 질 정책팀, 공동체육성팀, 마을 활력팀, 귀농 귀촌팀은 중
간지원조직인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
○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는 민간조직이며, 두 개의 시군이 연계된 최초
사례임. 센터는 교육, CB, 마을 지원 등 3팀 12명으로 구성, 민간 위탁형 중
간지원조직이지만 민과 관이 협력으로 운영되는 형태임.
- 주민의 역량 단계별, 수준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을 발
굴, 육성하는 지원시스템임. 센터는 정읍시 꽃두레권역에 위치하며 지역
주민과 행정 간의 협력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지역자원
의 지속적인 발굴, 사업주체 양성을 돕는 역할을 함. 고창군에 분소를 개
소할 예정임.
그림 3-4. 정읍시 마을 만들기 전담부서 조직도
지역공동체지원관

중 간 지 원 조 직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삶의 질 정책
∙
∙
∙
∙

삶의 질 향상
슬로시티조성
정책협의회
중간지원조직

자료: 정읍시, 2014

공동체 육성
∙
∙
∙
∙

시민창안대회
공동체 육성
주민역량강화
창안학교 운영

마을활력
∙
∙
∙
∙

포괄보조사업
농촌체험마을
향토산업마을
공동문화조성

귀농귀촌
∙
∙
∙
∙

귀농귀촌지원
협동조합 육성
로컬푸드 운동
농촌유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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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조직도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장
정읍시

지역네트워크

고창군

지역간담회, 지역활력포럼

교육지원팀

CB지원팀

마을지원팀

∙ 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기
획 및 교육 지원
∙ 교육홍보자료 개발
∙ 지역창안대회 기획 및 운영

∙ CB DB 구축
∙ CB정책 수립 및 지원
∙ CB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
∙ CB교육 진행

∙ 마을정책 수립 및 지원
∙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 프
로그램 개발 및 지원, 자문
∙ 마을공동체 교육진행 및 마
을DB구축

자료: 정읍시, 2014

3.3.3. 주요 활동 사항
○ 정읍시는 정읍시민창안대회를 통해 지역 공동체들의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자립 공동체를 발굴하여 단계별 맞춤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 주민 3인 이상이 제안 공모하는 방식이며, 분야는 마을 공동체, 창업 공동
체 분야임. 사업은 두 단계로 나뉘어 공모를 받으며, 선정 시 창안학교를
통해 역량교육을 지원받음. ’14년부터는 정읍시, 고창군이 지역창안대회
를 공동으로 개최.
○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행정과 협력해 단계별, 주체별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 두 자치단체는 센터조성을 시작으로 공동체사업 창안대회 개최, 창안학교
를 통해 지역공동체 주체양성 교육, 지역공동체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
사회적 경제 교육,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한
맞춤형 창업보육 지원 등을 추진.
- 센터에서는 마을별 사전준비 실습 교육, 일선 공무원 현장포럼, 마을지원
지역리더 강사단 발굴, 지역공동체 지원 코디네이터 육성과 활동 지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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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발전계획수립 단계별 시범사업 운영 및 실
행 지원, 지역 내 공동체협의회 구성 등을 지원.
․ ’13년 살고 싶은 우리 동네 만들기 순회교육(14개 읍면, 573명 참석),
’14년 2-3월 지역 창안학교를 운영하여 31개 공동체를 선정해 교육을 추진.

3.4. 영주시 관사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참여주체
3.4.1. 설립배경 및 목적
○ 영주시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52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 마스터 플
랜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추진. 물리적 재생사업 이외에도 각 부처
의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사회, 경제, 환경재생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행정 내 코디네이터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
- 관내 각 부서 사업의 연계와 조정기능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건축기본법에 따라 부서업무의 연계와 재정을 지원 받음. 코디네
이터 조직으로 디자인총괄기획단을 설치하고 전문가인 공공건축가를 위
촉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반에 걸친 실무를 담당하고 사업을 관리함.

3.4.2. 추진주체 현황 및 특징
○ 관사골 주거환경개선사업53은 주민협의회, 사업추진기구, 코디네이터 조직
등 다양한 참여주체로 구성됨. 공공 주도형인 사업방식인데 기존과 다르게
행정에 코디네이터 조직을 두고 행정, 주민, 사업시행주체 간 상호 연계와
52

53

사업은 공공이 먼저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갖춘 커뮤니티 거점을
정비하면 이를 중심으로 공공의 지원 하에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임
2007년 국토교통부에서 현지개량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재정비방식인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모델을 확산 보급하고자 12개 시범사업지구 선정, 영주시
도 시범지구에 포함.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2006~2012년)에서 국고지원방식(포괄보
조금 방식 도입)과 담당부처(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변경. 2014년 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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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유도한 것이 특징임.
- 주민협의회는 주민대표, 주민조직, 지역 활동가가, 사업추진기구는 MP/디
자인팀, 영주시, 사업시행자, 자문기구로 구성되며, 코디네이터 조직은 디
자인총괄기획단이며 공공건축가, 영주시, 지역MP, 사업시행자와 협의.
- 형태는 거버넌스 체계를 따르나 실제는 공공주도형의 변형으로 볼 수 있
음. 주민의 역량과 주민조직의 미성숙에 따른 주도적 참여 부족, 지역의
전문가 부재 등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야 하는 점 등에서 한계점을 지
님. 현재에도 도시디자인과에 민간 전문가인 디자인관리단장이 마스터 플
랜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3-6. 영주시 관사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참여주체 및 역할

자료: 도시재생사업단(2011).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이야기, P80, p8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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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주요활동사항
○ 사업추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 건축기본법에 의한 공공
업무의 절차기준인 ‘건축디자인기준’을 설정하여 관내 각 부서의 사업을 연
계, 조정함. 사업의 기획단계 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단계까지 일관된 절
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 주민 스스로 주거지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필지단위 주택정비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을 만들기 학교를 운영.
주민이 계획에 참여하여 거점과 동네마당, 공공시설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기여. 사업종료 후 주민협의회의 활동이 저조하나 역량 증진과 사회적 기
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NGO 단체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과정에서의 주민합의 도출 및 컨설팅, 사업방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추진 동기 부여, 임대주택 알선 및 경제활동 지원,
정비사업 컨설팅 및 민간정비업체 알선, 건축설계지원, 주택개량 시 법적
문제 및 주민 협조, 권리관계 조정 등 컨설턴트 역할을 담당.
․ 공공 건축가는 필지단위 정비과정에서 개별 필지간 소유관계에 따른 권
리관계 조정 등 이해관계 조정과 컨설팅 역할을 담당.

3.5. 인제군 ‘(사)하늘내린 인제 로컬투어사업단’
3.5.1. 설립 배경 및 목적
○ ’05년부터 신활력사업의 지원으로 농촌관광 사업을 시작해 ’12년 (사)하늘
내린 인제 로컬투어사업단을 출범시킴.
-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이었던 6개 마을이 마을단위혁신연구회란 명칭
으로 시작. ’10년에 15개 마을로 확대해 농촌관광마을협의회로 개칭하여 농
촌관광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인제군 농업농촌 중장기발전계획(2013~20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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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농촌관광 산업화의 일환으로 ’12년 10월 사업단을 출범시킴.
○ 농촌관광 전담조직으로 육성하여 인제군의 농촌관광 산업화를 주도코자 함.
- 시대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상품개발과 대외 홍보, 전문화된 체험마을 육
성, 신규 체험마을 지원 등 농촌관광과 연계된 각종사업을 운영하여 마을
과 주민 소득으로 연계 추진.

3.5.2. 추진주체 현황 및 특징
○ 사업단은 마을로 구성된 민간 전담조직임. 인제군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단체이며, 마을과 마을을 연계한 인제관광 네트워크를 추진.
-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환경보호과 등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관광관련
업무를 공유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광마케팅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

그림 3-7. (사)하늘내린 인제 로컬투어사업단의 조직도

자료: 인제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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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은 ’14년 6개 읍면의 7명 이사, 20개의 마을 대표자, 해설사 및 사무
장으로 구성되며, 기획팀, 운영팀, 홍보팀으로 세분화시켜 운영. 이사회는
분기별, 운영위원회에는 매월 마을에서 1~3인씩 참여하고 있음.

3.5.3. 주요 활동 사항
○ 인제군의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제군만의 독특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
여 보급, 관 내외 축제 체험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유도.
- 농촌, 안보, 역사, 레포츠, 생태 등 자원의 자료 구축과 동시에 수요자 중심
의 차별화된 유형별, 권역별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여 팸 투어 등 실시.
․ 수도권의 학교, 기업체, 교육청 등을 방문하여 인제관광 팸 투어를 홍보하
고 걸스카우트 연맹, 기업체 연수, 소규모 수학 여행단을 유치. 팸 투어 등
63회를 실시하여 1만7천여명이 인제를 방문, 4억9천만원가량 매출을 올림.
- 빙어축제, 고로쇠축제, 산나물축제, 황태축제, 마가목축제 등 14회 이상의
축제를 개최하여 4천여명이 방문, 2천5백만원가량 매출을 거둠.
○ 인적 인프라 육성차원에서 교육과 지역 활동가 양성에 힘씀.
- 생태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생태관광아카데미, 지역관광아카데미, 체험
지도사, 마을해설사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체험마을 사무장, 운영가
이드 등 25명의 활동가를 양성.
- 사업단은 관광기업 (주)맛조이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제군 맛조
이54 인력양성과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 중임.

54

현지인 호스트, 농어촌민박업에 등록한 농특산업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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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홍성군 민관협력 거버넌스 홍성통
3.6.1. 설립 배경 및 목적
○ 홍성군 농정발전대책(2012~2014) 중 핵심과제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만들어짐.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주도하여 ’13년 3월에
발족, 그해 8월에 명칭 공모를 거쳐 홍성통으로 개칭.
- 마을리더가 있더라도 고령화 등으로 마을 발전을 주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발전차원에서 외지 전문가와 컨설팅업체에 의존하나 지속적
이지는 못함. 지역 내 인적자원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각종 사업과 자생적
으로 형성된 조직들, 여러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친 인재들 존재.
- 지역에는 이제 막 마을 가꾸기와 정책사업을 시작하려는 초보부터 어느
정도 자립단계에 진입한 마을과 단체에 이르기까지 역량별 고르게 존재.
이들 간 서로 소통해 이끌어주고 문제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홍성군 농촌지역의 발전과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다양
한 주체들이 협력시스템을 갖춤. 또한 스스로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자 함.
- 행정주도로 진행하던 것을 민간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민과
관이 소통하기. 협력방식의 지역 가꾸기 분위기를 조성해 스스로 마을가
꾸기에 참여시키는 등 지역의 자립형 대안모델을 만들고자 함.

3.6.2. 추진주체 현황 및 특징
○ 발족 당시에는 마을과 민간단체가 83개소, 행정 5개 부서에서 ’14년 현재에
는 마을과 민간단체 114개소, 행정 10개부서가 참여하고 있으며, 3개 분과를
두어 운영 중임.
- 마을의 경우 희망마을협의회, 권역단위마을협의회가, 민간단체의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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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농촌체험관광협의회,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이 참여함. 이 단체들은 관내 사회경제, 농촌체험, 귀
농귀촌 분야의 네트워킹형 중간지원조직임. 행정에서는 각 마을관련 사업
을 담당하는 5개부서와 교육, 홍보,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참여.
그림 3-8. 홍성통의 참여주체와 분과조직 현황

홍성통 운영위원회(민관위원 31명)
정보공유, 공동의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운영방침 결정
사 무 국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재능인 참여(개인, 단체)

운영위원회 및 분과지원, 재능인재풀 관리

홍보통(8명)
∙ 홍보자원조사 및 발굴
∙ 각종 디자인, 광고, 박람회
등 홍보, 마케팅 지원

교육통(8명)
∙
∙
∙
∙
∙

교육수요 조사, DB 구축
기존 교육과정 조정
연계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인재양성, 마을컨설팅
관련 성과분석

재능통(4명)
∙ 마을수요 파악
∙ 재능인재 발굴 및 DB화
∙ 마을 - 재능인 풀 연계지원
∙ 재능활용사업 발굴 및 지원
(사례적용, 재능마켓시스템구축)

자료: 홍성군, 홍성통 설명자료,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201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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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12.5)는 지역의 사회‧복지‧문화‧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민간조직임. 농업인, 기업인, 귀농‧귀촌인, 이주민, 예
술가, 장애인, 자활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활동하는 마을, 단체, 법인,
기관,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23개 기관이 참여(첨부2 참조), 회비를 각
출하여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농촌체험관광협의회(’11.3)는 영농조합법인(’12)으로 관내 체험마을, 교
육농장, 체험농가, 은퇴농장 등 30여개소가 참여. 체험프로그램 전문강
사 5명, 농어촌체험지도사 16명, 현장가이드 활용인력 19명을 확보하고
있음. 올해 민관 협력기구인 농어촌체험관광지원센터를 설치(’14.1)하
여 상호 연대 협력활동을 강화.
․ 민관협력기구인 귀농귀촌지원센터(’12.3)와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는
올해 도농순환센터(’14.4)를 출범시켜 홍성통과 연계해 지역 역량개발
등을 추진, 서로의 업무영역을 소통하면서 도농교류에 대한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 준비 중임.
- 아울러 지역의 인재 80명과 7개의 단체들이 협력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행정에서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민간에서는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에서 간사역할을 담당해 좀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협력활동을 지원.
○ 홍성통은 수직적인 위계가 아닌 수평적인 조직 체계이며 대표 위원장이 없
음. 다만 각 행정과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31명의 공동위원이 참여.
- 조직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 조직된 협의회, 단체, 기관 등의 참여를 유
도하여 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로 지원, 협력하는 방식.

3.6.3. 주요 활동 사항
○ 매월 정기모임을 가져 학습, 상호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의제를 발굴, 연계협
력 활동사업 등을 논의. 첫 협력활동으로 ’13년 5월부터 ‘지역의 인재 찾기’
조사를 시작하여 DB화, 그 활용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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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인 목록은 각 회원단체가 공유하고 필요한 마을, 단체에 연결해 줌.
재능인들은 홍성통 로고, 홍보영상 제작, 재능인 캐리커쳐, 미술교육, 생
태조사, 벽화, 디자인, 홍보용 포스터 제작, 정책 자문, 컨설팅 등에 참여.
○ 기관별 추진할 교육의 중복된 내용을 조정하고, 각기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
램의 목록을 종합하여 공유하고 상호 참여를 유도.
- ’13년에는 3개 기관의 교육을 조정해 농어촌 체험과 거버넌스 관련 교육
은 별도 개설하지 않고 기존 단체에서 추진 중인 과정을 활용해 추진. ’14
년에는 교육 분과를 개설, 17개 기관 178개 교육프로그램을 자료화.
․ 집합교육보다는 실천 학습, 마을별 교육, 소규모 학습동아리 육성, 마을
활동가와 지역 예비인재 육성 등을 힘쓰기로 함. 이에 평생교육센터에
3개 과정을 신규로 개설하고 단순교육과 견학을 축제, 워크숍으로 조정
(첨부3, 4 참조).
○ 경험 있는 지역단체들이 마을 가꾸기를 시작하는 희망마을에 마을발전계획
수립과 컨설팅, 마을회관 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는 ’13년부터 매년 2개 마을의 발전계획수립과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음.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에서는 1개 마을에 체험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농촌체험관광협의회에서는 2개의 마을회관에 갤
러리 조성을 지원.
○ 홍보분과를 개설하여 공동 학습하면서 홍보방안을 마련. 온‧오프라인 홍성
통 홍보, 관내 각종 행사에 회원 간 협력하여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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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사점과 정책 제안

4.1. 시사점
○ 농촌정책의 실행과 전달체계 측면에서 볼 때 중앙의 지역정책에서 지역이
만들어가는 지역 정책으로 전환 중임
- 지방 행정조직이 정책 실행과 전달차원에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즉 통합행정, 전담부서 및 코디네이터조직 설치, 민간전문가 채용
또는 위촉, 지자체간 협력, 민간전담조직 설치, 민관 거버넌스형 협력조직
운영 등을 통해 알 수 있음.
- 중앙단위 사업 활용, 독자적인 방식 개발 등 그 지역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지역주체들과 협력 중임. 이를 제도적으로 지속화시키기 위해 기존사업관
련법에 근거해 추진하거나 자치조례 등을 제정함.
- 행정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민간주체의 참여 폭이 확대되고 있음
○ 농촌정책 추진주체의 참여 범위와 역할은 지역여건에 따라 참여주체, 조직
형태, 활동범위 등에 차이가 있음.
- 농촌정책의 추진주체는 특정사업 중심 또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
로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음.
․ 정책기획과 결정, 평가 및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참여 미약.
․ 주민역량이 미성숙할 경우 다양한 참여주체가 관여해도 사업이 끝나면
조직의 활동도 미약해져 지속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
- 목적이 주민의 역량강화일지라도 대학, 시민단체, 민간전담조직, 민관 거
버넌스형 조직 등 서로 다른 형태의 민관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참여.
- 농촌지역에 인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활용할 인적 자원은 존재했으며,
지역내부의 인적자원 발굴과 활용, 지속적인 역량증진이 필요.
- 농업인, 귀농‧귀촌자, 이주민, 장애인, 문화예술인,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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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의 참여는 매우 긍정적임. 반면, 협력활동의 범위는 아직 기초단
계임.
․ 특정사업 중심의 실행과 집행에 집중되다보니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 폭은 미약.
․ 홍성통의 경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지만 초기 소통단계로 보편적인
의제부터 접근하는 중. 사회경제, 복지, 다문화, 이주민, 귀농귀촌인 등
부문별 연계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활동의 폭을 넓히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봄.
․ 단순참여에서 전문참여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다양한 활동인력을 확보
하고 참여범위, 역할 등을 활성화시킨다면 예산,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
서 효과적일 수 있음.
○ 농촌정책 추진주체 간 거버넌스, 네트워킹 파트너십의 폭과 깊이는 다르지
만 기초적인 수준에서 지역 내 여러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 조직의 활용에 주목할 필요 있음
- 공간단위 공동체에서 벗어나 같은 목적을 가진 주체, 또는 서로 다른 목적
을 가진 주체들이 협력하는 등 다양한 참여주체가 모여 경험과 시행착오
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 유지.
․ 그간 경험과 노하우 등이 교환되고 모범사례, 혁신 등이 전파되어 빨리
배우게 됨, 신뢰가 쌓이면 그 이상의 것을 추진하는 파트너십도 기대.
- 상호 연대 협력을 통해 서로 배우고 이끌어주는 관계의 지향 필요.
- 지역주민의 역량과 자원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지원과 다양한 주체와의 협
력, 네트워킹도 중요.

4.2. 미래 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 지역이 주도적으로 농촌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기획능력 제
고,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체계와 참여주체의 선택을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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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농촌정책을 기획하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기획능력이 수반되어야 함.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
직 육성과 담당자들의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 무엇보다도 사례
에서 나타난 지방행정조직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민간 전
문가 채용‧위촉, 농정기획전문가 풀의 구성‧활용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 반영, 지역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할 것임.
-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원활한 정보교환, 자치역량과 상호신뢰관계, 중개역
할 등이 필요. 이를 위한 제도적인 조정기구의 설치근거도 마련.
○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여건을 감안한다면 지역의 내부 인적자원의 활용
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범을 모색해야 함. 아울러 다양한 분야와 대내외
인력, 자본, 기술 등의 참여를 강조하고 이를 지원해야 함.
- 농촌주민의 개별적 역량(human capital)이 부족한 것보다도 함께 일하는
방법(social capital), 외부의 지원을 이용하는 방법(networking)을 모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수 있음. 미래에 다양하고 새롭게 형성될 공동체가 농
촌정책 추진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단체들과 자연스럽게 소
통, 협력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 정책의 방향이 ‘지역의 역량강화’ 중심에서 ‘지역주체들의 내‧외부 발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 중심의 주체 육성’보다는 ‘지역 내 기 조
직된 주체의 참여 폭을 확대’시키고 ‘농촌발전을 추진하는 방식을 안내,
육성하는 프로그램 도입’으로 전환 필요.
○ 새로운 농촌지역사회의 재편에 맞는 수평적이고 다차원적인 파트너십의 구
축을 지원하는 방법 모색.
-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대안은 참여자들 간의 상호 협력적 네
트워크임.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추진조직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단체를 인정하고 공식화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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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십 의사결정에 대한 더 넓은 권한을 줌으로써 새로운 상품, 과정,
시장과 같은 혁신이 창조되어 촉진되게 함.
- 비농업분야의 참여, 다양한 전문지식인의 참여, 지역 내‧지자체간 적절한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상호간 협의할 수 있는 구조와 소통방식에 대한 훈
련, 프로젝트가 필요.

137

참고 문헌

구자인 외. 2010. 마을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 진안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김정섭 외. 2009.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07.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 표준교재. 한국농어촌공사.
노화준. 1995. 정책학원론. 박영사.
도시재생사업단. 2011.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이야기.” 도시재생사업단
송남근. 2012. EU 내발적 발전 관련 동향 및 관련 프로그램. 홍성군.
송미령. 2013. 제5장 농촌 공간과 지역사회의 ｢미래. 미래농업포럼보고서: 농업 5.0시대 미
래농업 메가트렌드 대전망｣.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외. 2010. 국가 농어촌정책의 추진전략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성시. 2014. “안성맞춤 마을대학.”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신청서｣.
오다해 외. 2014.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참여주체의 특성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기법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5권 제5호.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2014. “2014년도 하늘내린 인제 로컬투어사업단 지원계획.” 인제군.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2013. “인제군 농업‧농촌발전 연동보완계획(2013~2022) 핵심7대 프
로젝트 추진계획.” 인제군.
전영미. 2013.5. “지역발전을위한거버넌스 구축사례.” ｢충청남도 3농혁신 워크샵｣.
전원식 외. 2008.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업주제 및 추진주체 분석. 한국도시설계학
회지 제9권 제4호.
정읍시. 2014. 주민의 창안,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다. 정읍시 마을만들기 사업. ｢제1회 행복
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신청서｣.
조승연 외. 2014. “지속가능한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토지주택
연구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분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2014. “지역거버넌스 홍성통.”

138

[참고 자료]
참고 자료 1. ‘안성맞춤 마을대학’의 사업개요 및 조직도
∘대상마을: 매년 5～7개
∘추진방법
- 년단위 추진계획수립
- 마을별 참가신청 접수
- 참가마을 주민 마을대학
입학, 강의 수강
- 참가마을별 발표대회, 시상
및 졸업식
- 발표대회, 마을별 사업비 지
급, 주민 주도사업 추진
- 사업완료 평가 및 보고대회
∘시상: 45백만원
- 안성시 예산
∘주최: 안성시
∘주관: 안성시, 한경대학교,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협력기관: 한경대학교,
평택대학교, 명지대학교
자료: 안성시. 2014. 안성맞춤 마을대학,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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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2.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회원단체
구분

기업/단체명

구분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홍성풀무나누미영농조합법인
인증

㈜지랑

복지기관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사
회
적
기
업

기업/단체명

홍성사회복지관
홍성이주민센터

홍성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

풀무생협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홍성풀무(주)

얼렁 뚝딱

충남형
㈜한국도라지

농업농촌

㈜홍성주거복지센터

홍성귀농지원연구회
문화연구소 길

문화예술
부처형

㈜홍성반딧불이농업회사법인

홍성문화원

내현권역추진위영농조합법인

주민자생단체

지역화폐(준)

㈜왕대골농촌체험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농업회사법인 다살림(주)

홍성군

경제과

자활

홍성지역자활센터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시민단체

홍성YMCA

통합지원기관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마을기업

참고 자료 3. 홍성통 2013년도 하반기 교육 조정사항(2013.6.5.)
교육담당

당초 계획

협동사회경제 충남희망그린협동조합아카데미
네트워크
(4회, 6～12월)
건설교통과

마을 만들기 특강
(10회, 6～12월)

친환경농정
발전기획단

거버넌스 운영사례 등
(3회, 7～11월)

조정 후 계획
∘당초 계획대로 진행
* 회원 적극 참여 지원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 거버넌스와 관련된 교육을 2회 포함
하여 실시

∘교육과정 취소
* 현재 계획 중인 교육과정이 많아 참
여자 부담스러움. 마을 만들기 특강
에 포함해 내실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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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4. 홍성통 2014년도 교육 조정사항
교육담당

당초 계획 및 요청사항

조정 후 계획

협동사회경제
∘공동 선진지 견학
네트워크

∘견학 취소 → 마을학교 진안마을
축제 견학에 참여하기로 함

농촌체험관광 ∘신규 체험지도사 과정 개설
요청이 있으나 운영 어려움
지원센터

∘기존 체험지도사에 대한 교육 강화
∘신규 체험지도사 과정 → 평생교육
분야에서 개설

건설교통과
농촌개발

∘마을만들기 특강 운영 어려움 ∘마을만들기 특강 폐지 →
시군역량강화사업 교육으로 대체
∘선진지견학 1회, 마을학교 6회
예정: 희망마을협의회가 교육 ∘선진지 견학 1회 실시
대신 자체 교류행사로 추진할 ∘마을학교 6회 교육 변경 → “희망
것을 제안
마을 한마당 축제”로 변경 운영

행정지원과
평생교육

∘마을교육에 대한 지원요청
- 특정지역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어려움(결성상여소리)

친환경농정
발전기획단

∘견학취소 → 워크숍을 개최해 행정
∘선진지 견학
등 더 많은 주체들 참여 유도(50명)
- 지역의 많은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 요청
∘단계별 교육과정 대신 효과적 ∘교육조정 → 소규모 학습동아리 지원
인 교육방법 필요
사업(5개소)으로 변경

∘요구반영: 3개 과정 신규 개설
- 농촌체험 지도사 과정
- 행복마을 학습센터
- 희망마을 코디네이터 과정
∘특정지역: 소규모 학습동아리 지원사
업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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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촌의 발전: ‘공간’

3.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방안

오 형 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김 정 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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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농촌공간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농촌공간의 변화
○ 도시화, 광역화, 농촌의 과소화.
-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도시지역으로
인구 집중이 심화되어, 08년 도시지역 기준 도시화율은 90.5%로 도시화
의 종착단계에 도달함(김정연, 2012).
- 1990년 이후 서울주변지역으로 거주지교외화 현상이 심화되는 역도시화
국면에 진입. 이는 서울, 부산, 대구의 광역시에 인접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인구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음(김정연, 2012).
- 농촌지역은 1990년 전국인구의 22.5%에서 2008년 18.9%로 인구가 감소
하였으며, 다소 상승하는 읍지역과 달리 면지역의 감소율은 연평균 2.0%
로 과소화 문제를 안고 있음.
○ 미래 농촌공간의 변화.
-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
해 농촌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기초서비스 인프라 열악으로 주민의 생활
편리성이 저하되어 농촌공간은 인구 감소와 쇠퇴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
성이 높아짐.
- 불편하고 떠나고 싶은 곳이 아니라 쾌적하고 살고 싶은 농촌 공간이 되기
위해 미래 농촌공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며, 이는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
전시키고 지속적인 관리하는 기초가 됨.
- 최근 슬로라이프, 공유가치 실현과 같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청
년들의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이 되
고 있음.
-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정체를 겪은 일본의 경우 농촌지역 생활권을 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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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중심지를 재생하여 도농간 협력과 주민주도의 지역활성화를 만들
어가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지역을 만들기 위해 생활권 재구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재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농촌공간 계획의 필요성 인식.
- 과거 우리나라 국토 계획은 성장거점 육성 전략에 따라 주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화, 도시화를 추구함으로써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투자를 소
홀히 하였음.
- 1990년대에는 도시의 확장으로 주변 농촌지역의 무제한적 개발이 시작되
었고, 이후 농촌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농촌공간에 대한 계획
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함.
- 2000년대 들어 지자체와 농촌공동체가 주도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생
활공간을 창조하고자, 생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의 통합형 계획이 시작됨.
- 최근 들어 중심지와 배후 마을로 이루어진 농촌공간은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쾌적함, 건강함이 공유되는 생활공간이자 슬로투어, 건강한 교육,
안전한 먹거리의 대안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
-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를 담보할 농촌공간에 대한 미래지향적 계획 수
립이 요구됨.
○ 새로운 농촌을 준비하는 정주공간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됨.
-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및 생산의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 계층별 선도
거점을 개발하는 농촌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필요함.
- 중심지는 지역의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공간계획이 필
요함.
- 농촌마을은 6차산업화의 확대 및 강화와 친환경 인프라 조성을 통한 생활
환경 개선 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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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근교 농촌마을은 농촌과 도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도농복
합도시(urban area)로서의 공간계획이 필요함.

1.2. 농촌공간 연구의 필요성
○ 미래 농촌공간의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비전 필요.
- 농촌공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정의와 미래상 및 비전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함.
- 정주계층별(마을 - 읍면 - 중소도시)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정책을 지향
하고 있으나, 각각에 대한 추진전략과 시책 수단의 완성도가 낮고 현장의
지역역량 또한 미흡하여 기대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인구가 감소하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는 미래의 농촌공간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고, 생활‧생산‧생명의 농촌공간이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생활권 계층 개념의 구체적 도입방안 필요.
- 교통 통신이 발달하면서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넘는 다차원적 서비스 수요
가 일반화되고,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어 일부 중심지는 기능이 성장하고
일부 중심지는 쇠퇴함.
- 군청 소재 지역은 강한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생활환경도 어느 수준
까지 개선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면소재지는 중심성이 쇠퇴하고 있고, 마
을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경우 많아 개선정도의 차이가 큼.
- 기초인프라, 교육, 일자리, 문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상생활공간이
인근 도시 - 농촌중심지 - 마을로 연계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한 생활서비
스 도입 기준 제시가 필요함.
○ 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복합성을 존중하는 종합계획 수법 필요.
- 농촌은 수자원 함양, 국민의 정서순화, 환경교육, 경관제공, 대기정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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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유지, 동식물 서식처 등 다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이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적 접근은 부재함.
- 일반적으로 도시는 주거, 공업, 상업 등 토지용도를 기능에 따라 분리하지
만, 농촌은 생활공간, 생산공간 그리고 자연생태공간이 복합적으로 이루
어져 통합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다시 말해서, 농촌공간은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업생산
기능과,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와 여가공간의 기능, 다양한 생물상을 보전하
는 국토의 환경적 기능의 복합성을 존중하는 통합적 계획 수법이 필요함.
○ 국가차원의 종합적 견지에서 미래 농촌공간의 발전방안을 구체화 할 전략
모색 필요.
- 농촌 공간의 보전과 창출은 국가 전체의 과제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계획
수립,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추진을 촉진할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농촌 지역의 생산, 생활, 생태적 공간계획은 광역적 공간계획과 연계되고
광역적 공간계획은 국토 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 농촌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며, 생활기반
형 재활용시스템과 재생에너지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친화적 국토를 선도
하는 농촌공간 조성 방안이 요구됨.

1.3 농촌공간 연구의 목적
○ 미래 농촌공간의 변화에 대한 예측.
- 미래사회의 쾌적한 주거지이자 국민의 여가 휴식 공간인 동시에 관리해야
할 국토의 자원인 농촌공간의 변화를 예측하고,
- 정주 계층별 유형별 농촌 공간의 변화에 대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
능한 공간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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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공간 재구조화의 기본 방향 제시.
- 정주계층별 농촌 공간의 조성 방향과 공간의 재설정된 기능을 제시함.
- 농촌중심지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중심기능 확충 및 재생방안과 효율적
인 생활서비스 전달방안을 모색함.
- 과소화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마을을 유지하고 생활‧생산‧생태공
간으로서의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함.
- 도시권으로 편입되는 도시근교농촌이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쾌적함을
동시에 보유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도시와의 교류활동과 국토의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안.
-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다원적 기능을 가진 농촌의 자원을 관리하고, 이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국토 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 활동
촉진 방안을 제시함.

제2장 농촌공간의 현황

2.1. 농촌중심지 현황
○ 농촌중심지의 기능 약화
- 농촌중심지의 기능
․ 읍소재지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기초생활서비스 공간
으로서 상품‧교육‧문화‧복지‧보건‧행정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
급하는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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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중심지는 도시적 기능이 집적된 도시형 취락이긴 하나 주변 농촌
지역과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생활권의 중심이자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공간임.
․ 농촌 중심지가 기능을 잃는다는 것은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교
육기능이 사라지고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는 창의적인 일자리가 축소되
어 지역 발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짐을 의미하고,
․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가 고루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인구가 감소함을 의미함.
․ 농촌 중심지가 지방중소도시 수준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역 통
합적이며 집중적인 개발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소재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중심기능 측정 결과(2012년), 군청소재지는
2005년 대비 2010년 중심 계층이 상승한 비율이 1.3%인데 반해 하락한
비율은 6.6.%로 나타남. 이는 중심지의 자족적 편의 기능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지난 40년간 읍부 인구는 50% 증가한데 반해 면부인구는 70% 이상 감
소하여 농촌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송미령, 2010).
예로 경남 거창군의 경우 1계층 거창읍 중심기능지수가 1,379.4인 반면,
온천지구가 입지한 2계층 가조면은 122.6이고, 3계층 위천면은 64.0으
로 읍의 중심지수가 월등히 높음.
․ 같은 면지역이라도 수도권·동남권 지역에서는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덜
하거나 정체 또는 성장으로 역전되는 경우도 있으며, 전남의 도서지역
등은 80~90% 대의 감소율을 보이는 등 극한 과소화지역도 상당수 있음.
-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 미비
․ 생활서비스 지수 조사 결과 일반시는 평균 이상이 12.9%, 평균미만이
1.2%인데 반해 군지역은 평균 이상이 5.5%, 평균미만이 47.2%로 나타
나 77개 시군의 생활서비스 여건은 평균수준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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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문화 여가 서비스 측면에서는 연령별‧지역별 주민 수요의 차이를 고려
하지 못한 공급자 중심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대다수이며, 낙후지역과
오지는 서비스 공급 자체가 현저히 부족함.
․ 농촌주민들이 체감하는 문화여가 서비스 수준은 낮은 편으로 이는 프로
그램이 일방적으로 공급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
기 때문임.
○ 중심가로의 급격한 쇠퇴
- 상점가의 공동화
․ 소비시장이 감소하고 유통환경이 변화하면서 지역경제활동의 거점이
이었던 상점가와 전통시장은 활력을 잃고 있음.
․ 소점포의 공동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상점가의 쇠퇴는 가속화되
고 유휴지와 공가의 발생으로 가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소점포의 폐점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가져왔고 지역주민들의
교류를 감소시킴.
․ 상점가의 쇠퇴는 지역 내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여 인구감소를
가속화하고 지역 내 경제기반을 축소하는 상황을 초래함.
- 중심 서비스 시설의 분산
․ 행정, 문화, 교통거점의 공공시설들이 높은 용지매입 비용 때문에 중심
지 외곽으로 분산 입지하며 중심 기능 약화를 가속화함.
․ 중심시가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행정시설의 입지를 결정하여 도
시시설을 분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배후 농촌지역 주민의 접근 편의성이 낮음.
․ 교통약자인 노인의 증가에 비해 중심시설과 연계되는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하고 운영횟수 또한 부족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증가함.
․ 공공시설이 분산되어 중심지가 교통의 결절점이 되지 못하며,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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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들이 보행권내에 입지하지 않아 접근성이 낮음.
․ 농촌지역의 자동차 의존형 생활이 늘어나고 있으나 중심지에는 여전히
보행과 차량이 혼재하는 위험한 공간이 많고, 주차공간은 부족한 실정임.
○ 읍면소재지 경제 규모와 주체의 한계
- 자족적 중심지 기능 유지를 위한 규모의 한계
․ 도시의 중심지는 민간부문이 주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농
촌중심지는 공공 의존성이 높음. 민간부문 활성화를 촉진하지 않고 행
정지원형의 읍면소재지를 육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최소한의 경제 인구를 유지하지 못하면 중심지 기능의 자생이 어려운
데, 농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내부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음.
- 주민들의 자발적 경제활동 참여 저조
․ 주민들의 소비활동이 감소하고 인근 대도시 대형마트에서 소비하는 횟
수가 증가하면서 중심지 경제기능은 더욱 약화됨.
․ 일본의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만들기 회사
의 수익사업과 공공활동으로 추진되고, 마을만들기 회사는 주차장 위탁
운영,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관리운영, 매장 직영사업, 광고 등의 활동
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함.
․ 최근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에 참여하게 하
는 커뮤니티비지니스 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
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임.
․ 국내에서는 농촌중심지 상점가 활성화를 추진할 주체가 부족한 실정이
고 이러한 공유경제시장을 지지하고 참여할 주민들의 이해도도 낮은 실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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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촌마을 현황
○ 농촌마을의 인프라 부족
- 농촌 마을의 과소화 공동화 진행
․ 2010년 기준 과소화 마을(20호 미만 마을)은 총 3,091개로 전체 농촌 마
을(36,496개)의 8.5%를 차지, 이는 2005년 2,048개였던 과소화 마을이
5년만에 1,043개가 증가한 수치임.
․ 읍면당 평균 빈집 수는 2005년 69.7호에서 2010년 86.1호로 전반적으로
증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하였고, 빈집은 농촌마을 환경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속된 인프라 투자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 미흡
․ 주민들의 실생활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생활환경개선 사업 결과
가 많음. 예를 들어 가로등 개선, 마을 입구 간판개선의 사업은 많았지
만 마을 내 보행도로나 교통서비스 개선의 시도는 많지 않았음.
․ 농촌도로는 2012년 말 기준으로 45.8%, 리도는 42.1%가 정비되어 있어 절
반 이상의 도로가 포장되지 않았고, 이중 포장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69.5%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바 있음. 또한 3m폭 이상 도로에 연접한 가구는
50.8%에 불과하여 접근 장애가 심각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무엇보다 마을 내 도로 부지의 40.1%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의 도
로에 대한 통제권이 없어 개선의 어려움이 있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농촌마을 주거환경의 기준 미달
-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음.
․ 2012년 말 기준으로 최저 주거기준 달성 주택 비율을 보면 도농복합시
는 88.5%, 군은 82.6% 수준에 그치고 있음. 농촌 슬레이트 소재 건축물
중 주거용이 42만동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단독주택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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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거주농가의 41%를 차지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농촌 주택 중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약 64만호로 20.7%(읍부 12.7%
면부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지역의 6.6%에 비해 현저히 높
은 수치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도시가 7.7%인데 반해, 농촌이 22.1%임(국
토연구원 20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특히 농촌가구는 주로 방
수, 상수도, 입식부엌, 난방설비 구비 등이 시설기준에 미달됨(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14).
- 기름에 의존한 난방시설과 난방비의 과도한 지출
․ 농촌지역의 난방시설 비중은 기름보일러 38.8%, 도시가스 33.9%, 전기
보일러 11.2%, 프로판가스 6.2% 순임. 도시가스 경우 읍부는 55.7%인
데 반해 면부는 16.7%로 기름보일러와 전기보일러의 의존도가 높음(한
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농촌지역의 기름보일러 이용자는 월평균 23.6만원의 난방비를 지출하는
데, 이는 도시지역의 주된 난방인 도시가스 보일러 월평균 13.2만원에 비
해 월 10만원 이상을 추가 지출하는 격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2.3. 도시농업 현황
○ 도시농업의 가치 확립
- 농촌과 분리되어 불균형하게 발전된 도시는 농촌이 가진 생물, 대기, 토양
의 환경보존 기능과 문화, 정서, 여가, 교육의 사회적 기능, 안전한 먹거리
제공 기능을 잃어버림.
- 도시농업은 지구 온난화, 도시 열섬화 등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도시 내 고령층을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능동적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일상적 여가활동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 도시 주민간 교류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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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 지원 정책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 공동체
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교육, 환경,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도시 주민들은 자율적 참여를 통해 농작물을 생산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
며, 이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기 보다 나눔과 여가활동으로 인식함.
○ 도시 내 농지의 증대
- 도시텃밭은 2013년 5만4,805개, 면적은 564ha로 2010년 104ha의 5.4배가
증가하였으며(동아일보 2014년), 농림부에서는 2017년 도시텃밭 면적이
1,500ha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농림부 2013년).
- 현재 도시텃밭은 공공용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활용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따라서 일본의 시민농원촉진법(1990)에서처럼 이
를 합법화하기 위한 도시농민에 대한 세제 우대 조치와 농지 대부 등의
지원정책이 도시내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도시텃밭이 합법화‧지속화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면 도시의 농촌화는 급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위한 도시내 농지의 계획적 수용
과 관리가 요구됨.
- 체계적으로 조성된 생태적 도시농지가 기초가 된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근교농촌의 공간조성 방안이 필요함.
○ 도시농업의 도농교류 수요 증대
- 도시농지의 생태농업을 위한 우량토양, 퇴비, 종자 기술이 요구됨. 또한 이
를 지원해 줄 농촌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도시농업지도사 등 전문 인력 양
성이 필요함.
- 도시농업 경험자는 도시농부의 농업기술 강화, 건강한 씨앗과 흙의 구입,
4계절 안전한 먹거리 확보, 다양한 생태교육, 여가와 관광 등 농촌과의 다
양한 도농교류를 필요로 하고 있음.
- 도시농업의 경험이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농업농촌의 가
치를 확산하여, 결과적으로 농촌 정주 인구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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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근교 농촌현황
○ 도시근교농촌의 혼재 혼주현황
- 도시근교농촌의 특성
․ 지방도시 근교 농촌은 대도시 주변에 비해 도시화의 압력이 적고 농업
적 환경도 풍부한 지역이나 토지비용이 높아 농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임.
․ 이 지역에서 혼재‧혼주의 현상을 잘 관리하면 농촌다운 경관과 편리한
도시생활의 기반이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음.
- 도시근교 농촌의 혼재혼주의 문제점
․ 혼재의 잘못된 토지이용을 방치하면 도시지역의 장점도 농촌지역의 장
점도 유지하지 못한 채 도시개발이나 농촌개발 대상에서 소외되어 방치
됨.
․ 최근 도시근교 지역은 건축의 난개발, 토지용도의 파편화, 농업경관훼
손, 농민의 이탈과 농업활동 감소, 기존주민과 신규 주민간의 갈등의 양
상이 혼주혼재의 문제점으로 나타남(조영재, 2010년).
○ 도시근교농촌의 경관환경 훼손
- 도시근교농촌의 부적절한 경관 조성
․ 도농복합지역은 농촌경관에 둘러싸여 도시적 편의를 제공받는 풍요롭
고 쾌적한 주거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곳임.
․ 도시계획, 농지규제가 미치지 않아 전원주택, 공장, 상가 등이 파편적으
로 개발됨에 따라 토지 기능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었고 부적절한 경관을
형성한 사례가 많아짐.
․ 아름다운 저수지, 숲, 하천 등의 자연환경 주변에 혐오시설이 조성되어
건강한 농촌 환경을 훼손하기도 함.
․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과 숙박 및 식당용도의 개별 건축물의 개발로 산
림훼손과 하천오염, 자연녹지 훼손, 농지감소의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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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환경의 훼손
․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은 난개발에 의해 도로 상하수도 등이 계획적으로
공급되지 못하여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으며 무질서한 주거환경이
형성됨.
․ 기존 주거지역은 정비되지 않은 채 노후화가 진행 되어 있고 기반시설
부족 등 체계적 정비가 미흡하며, 인근에 공장시설과 혐오시설이 배치
되는 등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토지이용이 빈번히 발생함.
․ 논‧밭 한가운데 조성되는 고층아파트는 생활자의 불편함과 농촌경관훼
손 문제를 동시에 야기함.
․ 도시의 역기능을 제어하고 가속되는 도시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
서 도시근교농촌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함.

제3장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방안

3.1. 기본 방향
○ 지역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기반으로 ‘도시와 공생하는 공간’이 농촌의 미래
상임.
○ 미래의 농촌 공간은 풍부하고 건강한 생태 환경이 보전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쾌적한 거주환경이 조성되며, 지역자원 순환이용 시스템이 구축되어
도시와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며, 활력 있는 농산업 기반이 확충된 대안 공
간임.
○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농촌 공간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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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개발형 중심지 구축, 생태적이고 편리한 농촌마을 조성, 다양한 도농교
류 활동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기능복합성을 존중하는 통합적 방안 필요.
- 주로 개별 건축의 인허가로 농촌공간이 무질서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 농촌 공간에 대한 체계적 계획수립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도시는 주거, 공업, 상업 기능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토지용도를 결정하는 것에 반해, 농촌은 도시와 달리 생활 생산 자연환경
이 분리하지 않는 통합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
- 일반적으로 도시는 주거, 공업, 상업 등 기능에 따라 토지용도를 분리하지
만 농촌은 생활, 생산, 자연환경이 분리되지 않는 공간으로서 통합적 관점
의 접근이 필요함.
- 농촌공간은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업생산의 기능, 쾌적
하고 안전한 거주 및 여가공간의 기능, 다양한 생물을 보전하는 생태공간
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유지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짐.
- 지역주민 삶의 질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의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필요시
설을 통합하는 압축적 공간 전략을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관점의 통합이 필요함.
○ 종합적 견지에서 공간구성을 고려한 실천방안 모색.
- 농촌지역의 복합기능 보전과 창출은 국가 전체의 과제이므로 국가차원에
서 농촌공간의 위상 정립과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시군간, 행복생활권 간에는 인근지역과 시설 및 프로그램의 공유를 고려
한 연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시‧군 지역내에서는 중심지와 마을간의 연
계방안을 마련함.
- 3가지 측면 즉 농업생산, 주거 여가공간, 생물다양성과 환경적 관점에서
광역적이고 종합적 공간형성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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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적 관점에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방안 모색.
- 중심지의 생활서비스 기능 확충시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서
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공유 공간 조성과 공유 프로그램 전달체
계 형성 방안마련이 필요함.
- 시‧군 경계지역 주민들의 공동 수요를 시군 행정이 상호 협력하여 대응하
는 협력적 서비스 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함.
-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이 상호 협력하는 도농교
류 촉진 방안을 마련함.
-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이 상호 연대하여 생산, 소비, 고
용을 스스로 창출하고 살림살이 경제를 새롭게 조직화하여, 작동시키며,
그 이익이 지역에 재투자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해관계자간
의 협력적 연대 방안이 필요함.

3.2. 농촌중심지 기능 강화 방안
○ 중심지의 기능과 역할
- 지역주민들의 생활거점.
․ 농촌중심지는 상업·서비스업, 공공서비스, 문화·체육서비스, 여가 기능
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전원도
시로서 새로운 정주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농촌중심지 관련 정책·계획에 있어서 영국의 마켓타운 재생(Market
Towns Regeneration), 일본의 지역재생, 미국의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과 같이, 선진국은 농촌의 중심지에 도시‧지역재생의 패
러다임을 수용하고 있음.
․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이해관계자간의 합의 형성 및 기존 주민의 생활
지속성 확보 등 의사결정 시스템을 중시하며, 정주･환경･경제･사회･문
화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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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중심지는 그간 물리적 환경 정비 위주로 추진되어온 한계를 극복하
고,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를 포괄하는 통합적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지속가능한 도시환
경, 통합적인 도시·농촌 공동체를 구현을 도모하도록 함.
- 시‧군간 광역적 생활서비스의 공동 상호 이용 시스템 구축.
․ 개별 농촌중심지 또는 시‧군 내부에 국한된 생활서비스 공급방식으로부
터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 상위 중심지 간 광역적 생활서비스를 공동‧상
호 이용하는 방식을 다각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촌과 이웃 도시와의 서비스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함. 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1시·군 1시설 입지 방식은 재원 낭비를 발생시키기 쉬움. 따
라서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는 농촌 중심지에 집중시키더라도, 농촌 중심
지의 이용 수요를 초과하는 고차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웃 시‧군과의 협
력 강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으로 해결함(김정연, 2010).
․ 이동도서관, 의료 순회 서비스, 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 운행 등은 좋은
사례임. 농촌지역에 부족한 의료 서비스 역시 인접도시와의 연계 지원
체계 구축으로 접근할 수 있음.
․ 인접도시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장애인 등 취
약계층에 대하여 ‘바우처’를 발행하고 정기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
나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전국 획일적인 시설
설치방식 보다 비용이 저렴함.
- 농촌중심지 계층별 기능수행력에 맞는 계획기준 필요.
․ 농촌중심지는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서비스 중심지, 개발거점, 교통결
절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전원도시로서 활성
화 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와 같
이 시설 설치‧정비에 국한되어 있는 대상사업을 정주·환경, 산업·경제,
사회·문화, 지역역량 강화 등으로 확대하여 재구성해야 함.
․ 생활권 계층 및 배후 농촌지역의 이용인구를 감안하여 운영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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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규모와 기능을 설정하여 배치하되, 서비스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시‧군지역의 중심지 위계에 따라 적합한 공공시설의 종류, 수, 규모, 입
지장소, 서비스의 공간범위를 결정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극대화할
공간계획 기준을 마련함.
․ 1계층의 지위에 있고, 시가지 형성이 두드러지는 시‧군청 소재지는 기
존에 형성된 상업기능 및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재생사업을
추진함.
․ 2～3계층의 지위에 있는 읍소재지와 거점 면소재지의 농촌중심지는 시
‧군청 소재지에서만 담당하는 데 제약이 있는 서비스를 배후 농촌지역
및 도농교류 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는 계획을 추진함.
․ 농촌중심지로서 기능이 약하거나 상실한 여타의 면소재지는 해당 면소
재지와 인접 마을의 농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최소의 생활
서비스 제공 기능이 유지되도록 계획함.
○ 복합 공간의 압축 개발
- 농촌중심지의 압축적(compact) 개발 유도.
․ 인구감소시대 개발공간의 확산은 중심시가지의 공동화와 저밀도화를가
속화하고 귀중한 농지와 녹지를 잃는 결과를 가져옴. 중심시가지를 축
소해 나가면서 문화‧복지‧교육‧의료‧여가‧경제 기능을 복합 집약적으
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주민에게 생활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공급하는 시설은 보행권 내에
입지시켜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임.
․ 배후 지역의 이용인구를 감안하여 운영 가능한 생활서비스 시설의 규모
를 결정하고 필요한 기능을 압축적으로 계획한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하여 시설의 이용과 관리 효율성을 높임.
․ 기존 공간 기능을 강화하는 시설배치가 필요함. 예를 들어 전통시장 내
에 로컬푸드 판매의 기능을 보완하고 신규 조성되는 문화여가 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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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생활체육시설 연접하여 입지시켜 도시 기능을 강화함.
- 중심 가로공간의 끼워넣기형 재생.
․ 보행가로, 공원, 광장은 지역주민들의 교류활동을 촉진하는 도시 공간
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보행전용 중심 상점가로를 매력적
인 방문지가 되도록 재생함.
․ 행정, 교육, 문화, 상업시설이 밀집된 고밀도 가로 공간을 조성하기 위
해 기존 중심가로의 개선과 관리를 위한 구역 설정(예; 중심지재생구역)
과 사업집행 지원제도가 필요함.
․ 중심가로 일대에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합함. 새로
운 시설 조성보다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기존시설의 재생으로
중심가로의 기능을 강화함.
․ 보행전용 중심가로 출입구가 대중교통의 결점점이 되도록 계획하여 고
령화된 농촌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높임.
․ 생활서비스 공급, 커뮤니티비지니스 상품의 판매와 농가공품의 판매가
지역내 거주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로, 쇼핑,
문화, 여가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여 공간을 조성함.
․ 유휴화된 공간이나 빈 점포들은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주민참여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
- 생활서비스 제공 시설의 공간 통합화.
․ 공간의 분리는 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유사 시설이 중복 조성되는
문제를 발생시킴. 중심지의 공간통합은 토지의 집적이익 도모뿐만 아니
라 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 자체 편익을 도모함.
․ 중앙의 여러 부처와 지역의 여러 부서 및 관련 단체로 나누어져서 시행
되고 있는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생활서비스 공급 시설의 복합 연계가
필요함.
○ 수요 감응형 생활서비스의 공급
-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체계의 노드(nodes)로서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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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농촌중심지에 생활서비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배후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실효성이 낮았음.
․ ‘찾아가는 서비스’와 같이 수혜자 중심의 관점에서 농촌중심지를 정비
하는 보완적 접근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의 공급-소비 관계에서 개인수요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personal service'의 특성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의 거점 역할을 농촌중심지에 확충하도록 함.
․ 중심성이 강한 농촌 중심지는 의료, 복지, 교육, 토지이용, 산업진흥의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주변 마을에
서 중심지로 연결되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내외부의 네트워크
를 강화함.
- 수요자 대응형 모바일 생활서비스 공급.
․ 배후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움직이는 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움직이는 방과후 교실, 모바일도서관, 찾아가는
의료, 방문형 노인 보살핌 등의 다양한 서비스 공급 방안이 필요함.
․ 기존의 인프라 구축 중심의 정책에서 공급자가 수요자를 찾아가는 서비
스 공급 방식을 확대함. 예를 들어 방방곡곡 문화예술지원, 찾아가는 박
물관 운영,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
화프로그램 운영 등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등을 다각화하여 제공함.
․ 여러 가지가 단일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에 맞게 패키지
로 제공되는 것이 적합하고,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이 개발‧공급되어야함.
- 수요 대응형 교통서비스의 공급.
․ 중심지와 배후 농촌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이 중요
함. 특히 교통약자인 고령자를 위한 교통 접근성 개선 방안이 필요함.
․ 인구 과소 교통지역에는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운행 시간 및 노선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되는 비관행적 대중교통수단 도입, 다이얼어
버스(Dial a Bus), 수요감응형버스(Demand Bus) 등의 DRT(Demand
Response Transit, 수요대응형 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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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서비스 공급자, 매개 전문인력 양성.
․ 문화복지사, 문화여가사, 평생학습사, 생활체육지도자, 건강관리사, 도
서관 사서 등 문화‧여가‧체육 활동을 기획‧매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 지역사회 내에서 양성‧배치된 문화‧여가 기획 및 매개 전문 인력 간 활
동의 네트워크화, 조직화, 체계화 등을 위해 시‧군별로 교육, 문화, 여
가, 복지부문 1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육성함.
․ 학교, 자치회, 마을회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
후 미래 생활서비스 매개자로 재생산함.
○ 사회적 경제 기반 마련
- 물리적 환경 개선과 경제‧사회‧문화부문의 통합적 활성화.
․ 농촌중심지 공간계획에는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환
경 개선 뿐 아니라 물리적 환경 속에서 실행될 문화‧복지‧보육‧여가 프
로그램이 필요함.
․ 자생적 생활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지역 내 수요자 중심의 경제사회
문화 부문의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 정책이 연동되어야 함.
․ 지역이 가진 문제를 지역사회 시스템으로 해결해 나가고, 이를 위한 일
자리를 만들며, 문화‧복지‧보육‧여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요와 소비
가 연계된 상품이 유통되는 사회적 경제 육성이 필요함.
- 다양한 공급 주체 및 공간의 조성.
․ 농촌 주민 역시 도시 주민 못지않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만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은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가 동시에 존재하
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 공급 방식을 적극
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거나, 공공이나 민간 외에 보다 적합한 서비스
공급 주체 및 공급 방식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공급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방식과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음.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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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 이밖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비지니스를 농촌의 공공
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임.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사업 조직’으로 다
양한 조직형태를 취할 수 있고, 농촌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는 물론 교육,
보건·의료, 문화, 교통, 상업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기초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영국의 경우 농촌 지원 프로그램으로 농촌지역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의 리셔로데마을에서는 인
구 감소 등의 이유로 소매점이 폐업하자 주민들이 직접 마을가게(village
shop)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재생에 참여하는 생산자, 소비자, 지원자 등의 연대 주체를 조직화
하고 문화‧복지‧보육‧여가 프로그램을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할 수 있
도록 제도와 지원정책 발굴이 필요함.
․ 귀농‧귀촌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그룹
이 사회적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중심지내 공간 조성이 필요함.

완주군은 고산면 읍내리에 기존 5일장에 인접하여 고산시장을 조성한 후
공동체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청년창업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
고산시장은 단순한 전통시장이 아닌 지역의 문화와 주민들이 만든 상품이
판매되는 교류공간임.

163

3.3. 농촌마을 유지 방안
○ 농촌마을의 기능과 역할
- 농촌마을은 생산과 생활의 터전이며 도시민과의 교류 거점이 됨.
- 기존 주민뿐 아니라 귀농귀촌인, 장기체류자, 체험관광객, 세틀라이트오피
스 근무자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새로운 공동체
가 형성됨.
- 생산된 농산물은 마을 내에서 가공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됨. 직거래
도시장터 참여, 오너제 운영 등 유통방식이 다각화 됨.
- 에너지비용을 줄이기 위한 지형에 적합한 주택이 건설되고 석유중심의 에
너지지원에서 벗어나 소형 LPG 저장소를 통해 가스를 공급받는 것에서
지열,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가스 등의 자연에너지로 발전해 나감.
- 수자원의 재생, 농업폐기물 재활용, 낙엽과 목재의 에너지화 등 물질순환
기능이 회복됨.
- 중심지에서부터 찾아오는 여가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 마을 커뮤니티센터
에서 운영되며 마을주민과 귀촌인간의 교류활동이 빈번해짐.
○ 중산간 농촌마을 공간 모델
- 에너지 절감형 타운하우스형 주거지.
․ 기존의 산발적인 마을 형태에서 벗어나 소단위 주택이 클러스터화 된 타
운하우스형 주택 조성을 도모함. 이러한 주거 형태는 주거지 밀도를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주변 농지와 산림의 면적 확보에 유리함.
․ 중산간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우수와 지하수의 투수량이
많아 지하수를 이용한 냉방시스템과 목재를 이용한 온수와 난방시스템
및 에너지 절감형 주택 조성 기술을 도입함.
․ 농촌생태계의 물질순환을 회복하기 위해 낙엽과 농축산업의 부산물을
이용한 에너지로의 전환 기술과 목재 펠렛 생산,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
의 기술을 적용하여 주택과 공공시설의 석탄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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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를 활성화하는 생활서비스 공간.
․ 커뮤니티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도서관과 영화관, 실버 문화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등의 생활서비스 프로그램이 중심지로부터 전달되어 운영
되도록 함.
․ 정주, 휴양, 치유 등 다양한 목적의 귀촌인들의 별장형 주택지가 마을과
이격된 곳에 조성되고, 귀촌인들과 지역주민들은 농촌관광거점센터의
프로그램으로 교류 활동을 촉진함.
․ 지역주민이 소하천‧산림관리활동과 마을 경관 가꾸기 활동에 함께 참
여하여 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함.
- 자연환경의 유지와 복원.
․ 지역의 특성을 담은 역사경관의 발굴과 다랭이논의 생산경관 유지, 마
을 주변의 녹지와 하천 경관을 보전하는 마을경관계획을 수립함.
․ 마을 내 계류와 연계된 자연형 하천은 주민들이 함께 관리하고 주거지,농
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은 자연형 저류시설을 통해 관리함.
․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생물종 모니터링과 서식환경(bio-tope)
조성활동을 추진함.
- 활발한 도농 교류 활동을 촉진하는 농촌관광센터.
․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을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도시로 전달되도록 함.
특히 마을 내 농촌관광 프로그램과 귀농귀촌 유치 프로그램, 산촌유학
프로그램의 정보가 농촌관광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신됨.
․ 다랭이 논을 유지하기 위한 다랭이 오너제와 도농교류형 축제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목장을 이용한 낙농체험관광지 조성 등 중산간지역 자원
을 이용한 테마형 농촌관광 농장을 조성함.
․ 농산물의 인터넷 주문 판매와 회원제 방식의 꾸러미형 직거래 판매가
활성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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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内和彦, 農村生態系計劃硏究會. 1996 ｢環境時代の農村整備｣ 재구성

○ 일반농촌마을 공간 모델
-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생태주택형 주거지.
․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시스템과 지하수를 활용한 냉방 시
스템을 가진 에너지 저감형 농촌 주택을 조성함.
․ 주거지의 우수와 표면수는 집수하고, 주택의 생활하수는 생태적 공법으
로 정화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함.
․ 낙엽과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에너지 플랜트를 구축하여 주택과 공공시
설의 열원으로 사용함.
․ 주민들의 문화･복지･여가･체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함.
- 수환경의 복원.
․ 마을의 천수답과 도로 경사면 등에 의해 잘려진 논을 습지 등의 환경학
습용으로 보전하며, 마을내 농수로를 농업용수 확보, 농촌경관 형성,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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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서식 조성 등의 다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
․ 종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저수지-수로-하천으로 연결되는 마을내 수계와
수로변 향토수종의 녹지회랑을 연계하여 추이대(ecotone)를 형성함.
․ 저수지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수면의 높이에 따라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조성함. 또한 생물 이동통로를
조성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함.
․ 마을의 자연형 하천 내외부에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조성하고 하천주
변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함.
․ 마을 하천의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포장면의 투수성을 높이고 저수지
등 수원지의 토양유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비함.
- 산림의 정비와 관리.
․ 주민들의 휴식 운동장소이자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소풍장소로 활용
되었던 마을숲을 보전하고 활용함.
․ 생물종 다양성을 높이고 산림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극상림의 보전
과 숲 주변부 관목림과 덤불을 보완, 관리하고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을
높임.
-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도시와 교류.
․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
하여 직주근접형 농촌의 장점을 강화함.
․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내 순환형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함.
․ 농촌주민들이 일반도시민 기업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인 파머스마켓을
운영함. 계약재배, 꾸러미, 오너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유통방식으로 도
시민에게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배송함.
․ 색채농업, 경관농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민들이 농업경관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도록 생산경관을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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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근교 농촌마을 공간 모델
-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쾌적함이 있는 주거환경
․ 생태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습지, 숲, 녹지와 하천의 복원으로 생물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 주변을 둘러싼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관리함.
․ 타운하우스형 주택, 텃밭을 가진 단독형 주택을 조성하고 수요 맞춤형
주거지를 조성함.
․ 방과후 교육, 실버학교, 주부문화교실 등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문화 ･
복지･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함.
․ 도시농지, 천변공원, 학교 등 공공공간의 적극적인 이용참여를 촉진하
여 공공공간의 애착을 제고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함.
․ 낙엽과 퇴비 등을 이용한 자연에너지 발생 시스템을 적용하여 저탄소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 농촌의 에너지 자급으로 에너지 불평등 공급
문제를 완화한 생태마을을 조성함.
- 농촌다운 경관의 유지와 관리.
․ 도농혼재지역의 중요한 특징이자 훼손 우려가 높은 요소는 경관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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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적 또는 전원적인 경관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좋은 경관의 형태나
경관협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도시근교 마을내 경관을 관리하고 마을주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약, 협정 제정이 필요함.
․ 다른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진 도시생활자와 농촌주민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의제를 발굴하여 함께 활동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함.
․ 예를 들어 하천과 수로, 농로 등 공유하는 하천 환경을 관리하거나 개선
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하며 공생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도시농업을 기반으로 한 주민과의 교류.
․ 기존 농촌주민들과 도시민들이 함께 생산하고 관리하는 도시텃밭을 운
영함.
․ 생산‧관람용 온실과 도시근교농업인 하우스 원예시설이 조성되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교류센터를 운영함.
․ 기존 농업기능을 유지하고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농업 지도사
를 양성하며, 지역의 농지를 관리하는 도시농민의 역할을 부여하고 법
적 지위를 규정함.
․ 도시 농업을 기반으로 주변 농촌과 연계하고 농가의 안전한 농산물 생
산, 도시생활자의 안전한 농산물의 구매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생협과 연대 협동조합 방식을 도입함.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판매장과 로컬푸드 식당
을 운영하여 로컬푸드에 기반한 도시근교 농촌마을의 지역순환경제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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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정주 환경 개선 방안
-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 지역주민을 위해 농촌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불량주택의 개선, 슬레이
트지붕의 철거 등 기존 농촌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개별 주택 개선보다 거점마을 중심의 주거단지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
․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단기 농촌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함. 단, 신규 주
거 단지를 조성할 때는 기존마을의 공간형태를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ICT 인프라 구축으로 농촌에 세틀라이트 오피스, 단기 이용을 위한 쉐
어형 오피스를 유치함. 업무시간이 길어 야근과 철야가 긴 업무특성을
가진 기업은 직주일체의 오피스를 통해 취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과
소농촌은 귀촌인구 증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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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시마현(徳島県) 농가에서
동경본사와 화상회의

프로그램개발자를 위한
직주통합형 민가개조형 오피스

-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
․ 다양한 공동생활주택 모델 개발로 취약계층, 고령 독거노인을 위한 임
대형 집합 주택을 공급함.
․ 자립기반이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농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 가구를 배려한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주택을 공급하여 도시 은퇴자와 지역내 고령자를 유치함.
․ 식당, 텃밭, 스포츠센터, 여가 센터 등 수요자 맞춤형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함.
- 에너지 자립형 주택.
․ 친환경 난방 방법인 태양열 난방설비를 설치하여 연료비용 절감 및 난방
효과 증대와 동시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등유를 대체할 필요가 있음.
․ 태양열, 태양광, 소수력발전, 풍력, 지열 등 자연에너지 시설과 우수, 중
수, 메탄가스를 이용한 자원절약형 재활용 시설을 조성하여 저탄소 에
너지 자립형 마을을 조성함.
․ 마을커뮤니티센터, 농촌관광센터, 농산물 판매장, 가로등 등의 공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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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커뮤니티플랜트를 조성함.
․ 마을 내 오수정화 연못과 퇴비화시설 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생태환
경을 관리하고 농촌발생 폐기물을 수거부터 재활용에 이르는 농촌기반
형 재활용 산업 시스템을 구축함.

3.4. 도시농촌 상생방안
○ 도시농업을 기반으로 한 다각적 교류 활동
- 학교 교육의 연대.
․ 농촌은 자연생태, 농업생산, 민속과 전통, 농촌문화에 대한 교육장임.
학교교육과 연계한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단기 농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농촌학교와 도시학교가 교류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확대함. 도시 학
생들은 한 달에서 1년까지 농촌에 머무르며 농촌학교에 등교하고 농촌
생활을 영위함.
․ 예비 귀농귀촌을 위한 농촌 일자리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 특
히 생태해설사, 마을해설사, 체험지도사, 도시농업지도사, 농촌레크리에
이션 지도사 등의 다양한 일자리와 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여가 관광의 교류.
․ 농촌의 역사‧문화‧생태‧농업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농촌관광 활동이
전개되고, 이를 위한 주제별로 다양한 농촌관광 시설을 농촌에 조성함.
․ 휴양과 휴식을 원하는 도시민을 위한 단기 체류형 숙박시설이 농촌에
조성되고 장기체류를 위한 회원제 운영 방식을 도입함.
․ 농촌지역은 농촌관광과 휴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광 프로그램 제공
사업체간 연계가 활발해지고 수요자에 따라 패키지화된 농촌관광 상품
이 개발 보급됨.
․ 도시근교 농촌마을에서는 농업공원, 친수공간, 마을내 텃밭의 기반시설
을 이용한 일상생활형 농촌체험과 농업활동이 전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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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묶음으로 배송하는 꾸
러미 상품이 활발하게 인근 도시로 공급됨.
․ 도시근교 농촌마을에서는 로컬푸드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내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학교급식, 지역농가식당, 로컬푸드 판매장을 운영함.
․ 일반농촌마을에서는 자매결연한 도시마을 및 회사와 연계하여 직판활
동을 하거나 도시내 농민장터에 참여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
는 활동도 활발해짐.
․ 농산물을 생산‧가공하고 구매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연대협동조합
들이 다양해지고 이를 통한 봉사와 참여 체험활동도 증가함.
- 사회적 경제를 위한 인적 인프라 공급.
․ 농업에 관심을 가진 청년과 은퇴자가 증가하여 농업일자리를 찾아 농촌
으로 귀농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됨.
․ 농촌에 필요한 문화, 체육, 여가, 복지, 방과후 교육 활동 등 생활서비스
를 공급하거나 농업에 기반한 커뮤니티비지니스를 창업하고자 하는 청
년이 귀촌하여 농촌에 부족한 인력을 공급함.
○ 국민의 농촌관리 참여
- 미래농촌 경관상 공유.
․ 농촌사회 인구구조, 산업형태,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농촌 미래상에 대
한 시나리오 개발하고 국민들과 공유함.
․ 발굴된 농촌의 우수경관을 알리고 다양한 경관활동 프로그램을 공급하
여 국민 모두가 농촌경관을 보전하는 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를 제공함.
․ 국민 모두가 농촌자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원관리에 참여하도록 공
공프로모션을 시행하고, 농촌자원 기부금 공익신탁제도와 소액 기부금
세액 공제 등 농촌자원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농촌 환경 주체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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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농경지, 하천, 마을 등 국민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농촌
은 국토보전과 수원함양, 생물종다양성 증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활성화하고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관리하기 위
한 범국민적 활동이 필요함.
․ 농촌의 토지 소유자와 거주하는 농촌주민 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민, 민
간활동단체의 참가를 촉진하여 자원관리 주체를 다양화함.
․ 여러 계층의 자원 관리 주체간 협동과 참여로 산림가꾸기, 하천관리, 농
경지관리, 마을가꾸기 등의 농촌경관을 관리함.
- 유휴농경지의 관리의 수법 다양화.
․ 지역주민과 도시주민이 함께 유휴 경작지를 경작할 수 있는 오너제도,
주말농장, 계약재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기업의 사회봉사활동으로 유휴경작지 개간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생산된 농
산물의 일부를 회사식당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기업의 CSR 활동에 활용함.
․ 기업에게 산림과 유휴농지를 임대하고 농림업 활동과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자원 관리 주체로 참여하게 함.
․ 도시민들이 특정 주제를 테마로 협동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환
경관리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등 간접적인 참가방법을 다양화함.
- 도시와 농촌 마을간 교류활동을 통해 자원관리.
․ 도농 간 농촌관광, 꾸러미 구매, 농업 활동 참가 등 협업 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연계활동을 추진함.
․ 도시농업활동단체를 기반으로 도시농업 지도사 양성, 영농 현장교육,
농작업 멘토링 등의 연대활동을 촉진함.
․ 도시은퇴자, 고령자들의 농촌의 사회적 활동 지원과 도시청년들의 새로
운 일자리 공급, 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의 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농
촌의 교류 정보 센터를 운영함.
․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에 농촌 자원관리 활동을 연계함. 농촌의 하천, 숲, 논, 계곡의 자연생태
자원을 조사 모니터링하는 생태 체험 활동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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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맺음말

○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촌지역의 경제적 쇠퇴가 가속되어 농촌공간의 존립이
위협받는 현시점에서 농촌중심지와 마을의 공간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미래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정책을 마련해야 함.
- 행복한 삶터, 창조적 일터, 매력 있는 쉼터를 만들기 위한 사회‧경제‧생태
의 순환형 발전을 지원하는 공간의 재구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농촌은 국민들에게 어메니티를 제공하며 국토의 자원을 보전하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농촌공간이 각각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중
심지와 중산간의 마을, 거점형의 일반 농촌마을, 도시근교 마을에 적합한
농촌 공간 발전 모델이 필요함.
○ 국민들에게 농촌 공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농촌공간을 압축적‧협력적
‧통합형 개발방식으로 전환함.
- 미래 농촌공간은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관리
하며, 쾌적한 거주환경을 창출하고, 도시와의 교류를 촉진하며, 지역자원
순환이용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전략으로,
- 농촌공간을 살고 싶은 쾌적한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있는 국토공간
으로,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함.
○ 중심지는 배후 농촌지역사회의 거점 기능을 하면서 농촌전체의 경제발전에
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구현하는 공간임.
- 중심지간에는 광역적 연계‧협력을 도모하고, 복합공간의 압축적 개발, 수
요 대응형 서비스 공급,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복합공간의 압축적 개발의 방안으로 보행권내 압축개발, 기존 중심가로의
끼워넣기형 재생, 필요시설의 공간통합의 방안을 제시함.
- 수요 대응형 서비스공급을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의 노드 구축, ICT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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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 수요자 대응형 교통서비스 체계 구축과 서비스
공급자 양성을 방안으로 제시함.
- 사회적 경제기반 마련을 위해 물리적 개선과 사회경제의 통합화와 다양한
공급 주체 및 공간의 조성을 제안함.
○ 농촌마을은 중산간 농촌마을, 일반 농촌마을, 도시근교 농촌마을로 나누어
모델을 제시함. 마을은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산림과 하천의 생태계가 살아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
고 도농교류형 유통 환경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함.
- 중산간 농촌마을에는 에너지절감형, 타운하우스형 주거지 조성과, 교류활
성화를 위한 생활서비스 공간구축과, 하천과 산림의 유지와 복원과, 농촌
관광센터를 거점으로 한 도농교류 활동 촉진을 제안함.
- 일반 농촌마을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생태 주택형 주거지조성, 농업환경
유지를 위한 물순환 환경 구축, 산림의 정비와 관리,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도농교류를 제안함.
- 도시근교 농촌마을은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쾌적함이 있는 주거환경을
목표로 농촌경관의 관리, 농업테마공원, 도시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과
의 교류를 제안함.
- 농촌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 에너지 자립형 주택 공급을 제안함.
○ 농촌의 가치 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해 도시에서 확산되
는 도시농업을 통한 교류증진, 국민의 농촌관리 활동 참여를 제안함.
- 다각적인 도농교류방안으로는 학교 교육의 연대, 여가 관광의 교류, 안전
한 식재료의 공급,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력공급을 방안으로 제시함.
- 국민의 농촌관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미래농촌의 경관상을 공유하고,
농촌 환경 관리 주체를 확대하고, 유휴농경지 관리의 수법을 다양화하며,
자원관리를 위한 도시와 농촌 마을간 교류활동 촉진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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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농촌공간에 대한 통합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지역의 개성이 중시되고, 지역성이 표방되도록 일방적이지 않아야하며, 지
역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농촌 공간 계획은 시‧군 내 또는 광역권의 공간 계획과 상호 정합성을 유지
하여야 하고 지역 내에서는 계층에 따른 체계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 농촌공간은 생활, 생산,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한 복합공간임. 생활, 생산, 생
태는 서로 다른 시간의 축을 가지고 있어 공간계획에 있어 장기, 중기, 단기
과제가 혼재되어 있음. 따라서 농촌공간의 재구성은 다양한 시간축을 가지
고 접근해야 함.
○ 현재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농촌 공간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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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분과 주요 발굴 이슈

1. 기후변화와 푸드시스템
김 관 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하 용 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제1장 서론

제2장 푸드시스템에 있어서의 온실가스 발생의 주요 원인
제3장 기후변화가 푸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3.1. 식품 원재료 생산에 있어서의 환경변화
3.2. 식품 원재료 생산 이후의 환경변화

제4장 적응 및 경감 전략

4.1. 식품 원료 생산자
4.2. 식품 소비의 진화
4.3. 적정 정책 개발의 필요성

제5장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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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전 지구적인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 및 크기가 증가하고 있음.
○ 점진적인 평균기온의 상승이라는 기후변화의 평균효과 측면에 대해서는 다
수의 논의가 있어왔지만, 이상기후 현상(extreme weather events) 발생 빈도
(frequency)가 증가하고 그 크기(magnitude) 또한 커지고 있다는 기후변화의
분산효과 측면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음.
○ 현재 각 국가별로 각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온난화 적응 및 경감 대책을 수
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역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 2009년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 등 세계적인 온난화 흐름
에 발맞추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고민하고 있음.
○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각 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배출량 저감 기술의 개발, 배출량 저감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중장기 발전 로드맵 구축 등 구체적인 현황 분석과 명확한 개선방안들이 차
례로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식품산업의 경우,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임.
○ 일반적으로 기후변화가 푸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이는 푸드시스템이 기본적인 원료 생
산과 수급, 가공, 소매, 소비에 이르는 유통의 전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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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각 단계별로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임.
○ 따라서 푸드시스템 전반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배출원을 살펴보고, 원료
조달에서부터 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분석, 푸드시
스템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경감하는 방안 및 기후변화
가 푸드시스템에 미칠 전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푸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점진적인 온난
화 현상에 주목한 평균효과 측면과 일시적인 분산효과 측면인 이상기후 현
상의 발생빈도 및 크기 증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온난화 현상은 긴 시간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완
벽한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기술(adaptation
technology)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
도 및 크기의 증가에 대해서는 위험 경감(risk mitigation) 전략의 개발이 필
요하기 때문임.
○ 이러한 적응노력 및 위험 경감 전략은 푸드시스템 각 부문에 차별적으로 적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푸드시스템 각 부문별로
이러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함. 이후 푸드시스템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적응·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및 푸드시스템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미래 전망
을 논의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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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푸드시스템에 있어서의 온실가스 발생의 주요 원인

○ 본 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푸드시스템의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푸드
시스템 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발생 원인을 부문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는 푸드시스템에 있어서 온실가스의 발생 원인이 기후변화와 푸드
시스템의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2.1. 원료 생산
○ 식품의 주요 원료인 곡물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함. 허진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쌀 1kg을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생산에 수반되는 이산
화탄소는 비료 생산 시 0.715kg, 농약 생산 시 0.015kg, 농기구 및 전력 등의
에너지 생산 시 0.004kg, 기타 농자재 생산 시 0.014kg에 달함.
- 즉, 쌀 생산 전 단계에서 약 0.838kg의 온실가스가 발생함. 이후 쌀이 성장
하면서 대기에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1.379kg로, 쌀 1kg 생
산 과정에서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2.216kg에 이름.
- 유사하게, 보리 1kg 생산 시 1.391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함.
- 국내 주요 작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결과는 아래 <표 4-1>과 같음.55
표 4-1. 국내 주요 식량작물의 kg당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단위: kg

쌀

보리

감자

고구마

콩

2.216

1.391

0.827

0.405

3.356

출처: 허진호(2010)

55

허진호. 2010. “전과정평가 방법론을 활용한 국내 주요작물 생산 시스템의 온실가스
흐름분석 – 비료 생산 및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토양비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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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사육에도 온실가스가 발생함. 가축 사육에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발
생되는데, 메탄은 반추동물의 소화기관인 반추위의 발효 과정에서, 아산화
질소는 배설물인 분뇨에서 주로 생성됨.
○ 가축 사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는 뉴질랜드의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
음. 뉴질랜드는 작은 인구 규모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의 0.2∼
0.3% 에 불과하나, 1인당 배출량은 선진국 중 12번째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이 농업(목축)이기 때문임.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량의 49%가 농업(목축)에서 발생하며, 이는 타 선진국의 농업분야 온
실가스 발생 비중인 12%에 비해 높은 수준임.56
○ 한편, 가축의 종류에 따라 메탄과 아산화질소 발생 비율이 다소 차이를 보이
는데, 소나 양, 염소와 같은 반추동물을 주로 사육하는 국가에서는 메탄이,
돼지나 가금류를 주로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메탄보다는 이산화질소의 생산
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함.57 가축 분뇨는 유기물로서 미생물에 의해 분
해될 때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됨. 우리나라의 가축 분뇨 배출원은 젖소, 한·
육우, 돼지, 닭, 염소, 면양, 말, 오리, 사슴 등이 있음.58

2.2 제조 공정
○ 식품의 제조 공정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발생함. 식품의 제조 공정에는 가
열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때의 가열 공정은 열에너지 소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함.

56
57
58

KOTRA 보도자료. 2007. 9
김은중. 2012. “반추동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저감방안: 총설.” 한국유기농업학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4. “2013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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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가공식품 중 하나인 라면을 예로 들면, 완제품 라면 하나에서 발생되
는 온실가스의 65%가 기름에 면을 튀기는 유탕공정에서 발생하며,59 과자
류의 제조에서도 굽기, 팽화, 유탕 등 가열공정을 거치는 도중 소비되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됨.

2.3 포장
○ 육류와 야채를 비롯한 주요 원료 및 생산된 식품의 포장 과정에서도 온실가
스가 발생함. 필름이나, 비닐 재질의 포장지는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포장 기술의 발전과 편의화·소포장화에 따른 포장용기의 사용 증
대로 온실가스 발생량이 점차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2.4 수송
○ 일반적으로 식품원재료 및 식품의 수송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발생함. 식
품의 생산과 소비가 동일한 위치에서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
는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소비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짐. 그 결
과 원재료 및 가공식품의 운송 과정에서의 온실가스가 배출됨. 또한, 식품
보존을 위한 살충제·방부제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식품 안전성이 감소하는
문제도 동시에 발생함.
○ 장거리 식품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의 정도를 정량화 한 개념
이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로, 이는 식품이 생산·운송·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거리를 의미함.60 우리나라의 푸드 마일리지는 점
59

유영준. 2011. “가공식품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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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01년 국민 1인당 푸드 마일리지는 5,172tkm에
서 2010년 7,085tkm로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일본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해석될 수 있음.61
○ 푸드 마일리지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탄소성적표시제가 있음. 탄소성적표시
제는 식품을 비롯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수송·유통·폐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는 제도로서, 시장주도
적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함.
그림 4-1. 탄소성적표지 마크

60
61

푸드 마일리지 표기에 있어서 kmt는 이동거리(km)에 식품수송량(t)을 곱하여 도출됨.
국립환경과학원 보도자료,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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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냉장
○ 식품은 공산품과는 달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온도
와 습도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이는 식품의 원재료뿐만 아니라, 가
공식품에도 예외가 아님. 따라서 식품 수송과 보관에 있어 신선도 유지는 식
품이 재화로서 가치를 보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볼 수 있음.
○ 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냉장 기기가 필요하며, 냉장 기기의 가동 과
정에서 에너지와 냉매의 소비가 필요하며, 그 결과 온실가스가 배출됨. 냉장
시설 및 장치에 사용되는 냉매로는 6대 온실가스62인 수화불화탄소(HRCs)
가 사용됨. 따라서 수송거리가 길어지고, 신선한 식품을 많이 소비할수록 온
실가스의 배출량은 점차 증가하게 됨. 또한 전 지구적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
여 평균 기온이 상승할수록 냉장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6 소매 활동
○ 식품의 소매 단계에서도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 있음. 이 단계에서는 주로 에
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발생함. 소매점의 비즈니스 활동, 즉 광고,
배송, 신선장비사용, 점포운영 등 소매활동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생산 과정
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함. 여기에 편의점·할인점 등 소매업체의 증가는 소매
활동에서 비롯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차 증대시키고 있음.

2.7 음식물 쓰레기
○ 국물음식으로 특정 지어지는 음식문화, 인구증가, 생활여건 향상, 식생활 고급
62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화불화탄소(HR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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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약 28%
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약 1만 4천
톤(2010)으로, 1인당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0.26kg 수준임. 이는 프랑
스 0.16kg, 스웨덴 0.086kg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63
그림 4-2. 음식물쓰레기의 구성과 발생원별 분류

자료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은 앞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발생과 에너지 소
비량을 필요 이상으로 증대시키고, 퇴비화·자원화 등 처리과정에서 온실가
스를 추가로 발생시키게 됨. 또한 식품의 생산, 수입, 유통, 가공, 조리에서
소모된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현재 식품 조리 과정
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소비량은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
지하며, 이로 인하여 연간 1,791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음.64
63
64

한국환경공단(www.zero-foodwaste.or.kr)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http://www.kc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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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후변화가 푸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본 장에서는 기후변화가 푸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 이전 단계와 생
산 이후 단계로 나누어 살펴봄. 또한 각 부문마다 온난화 현상과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 증가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구분하여 살펴봄.

3.1 식품 원재료 생산에 있어서의 환경변화
○ 농작물의 생산과 기후 조건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현재처럼 기온 상승
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주요 농산물 대부분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
로 예측되어 왔으며, 평균 기온 상승과 함께 인구의 증가 및 식습관의 변화
(곡물소비에서 축산물 소비로의 변화, 1회용 간편식의 증가 등) 등의 요인들
로 인하여 식품원료 부족 현상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원재료
생산 환경 변화를 크게 작물부문과 육류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3.1.1 작물
○ 기후변화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식품의 원료인 작물의 생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우선 장기적 영향인 평균효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봄철 고온현상은 작물의 초기 생육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수확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 외에도 수분 스트레스의
증가, 습지면적 변화, 병해충의 발생 증가, 질병의 증대 등 다양한 부작용을 통
하여 전 세계적인 작물 생산량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러한 생산량 감소량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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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분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65
○ Knox 외(2011)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온 상승이 2050년까지 지속될 경우
동남아 지역 옥수수 생산량의 16%, 수수 생산량의 15%가 감소하고, 아프리
카 지역 밀 생산량의 17%, 옥수수 생산량의 5%, 수수 생산량의 15%, 기장
생산량의 1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음.66
○ 그 결과, 전통적인 생산지의 수확량 감소에 반응하여 원료의 최적 생산지가
점차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30년 이내에 한반도 남
부 전역에 감귤 생산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과는 전통적인
그림 4-3. 고랭지 배추 재배적지 변동 예측도
2010

2041∼2050

2081∼2090

자료 :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65

66

Funk CC, Brown ME. 2009. “Declining global per capita agricultural production and
warming oceans threaten food security.” Food Secur. 1: 271-89
Knox, JW, Hess TM, Dacache A, Perez Ortola M. 2011. “What are the projected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food crop productivity in Africa and S Asia?.” dep,
Int. Dev. (DFID) syst. Rev. Final Rep. Cranfield Univ., Bedford,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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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지역인 대구에서 벗어나 평창, 영월 등 강원 지역으로 까지 북상했음.
마늘 고추 등 품목의 생산지역도 남부 해안가에서 점차 북상하고 있음. 이러
한 작물의 생산지 변화는 새로운 생산지에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가
자본 투입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하
는 등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후 온난화 현상은 단순히 작물 생산량 감소와 이동으로만 나타나지 않음.
생산량 감소 못지않게, 생산된 작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그 결과
식품 원료로서의 적합성과 영양성분 하락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Taub
외(2008)의 연구에서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로 인하여 밀, 보리,
쌀, 감자, 콩 등 주요 작물의 단백질 함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음.67
○ 한편 이상기후 현상과 관련된 분산효과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기후
온난화 현상은 계절과는 맞지 않는 한파, 폭염, 가뭄, 우박, 집중호우 등 이
상기후 현상의 발생을 증가시켜 식품원료 수급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
음. 이러한 사례로, 대한상공회의소(2013)의 조사에서는 기업들이 겪는 경영
애로사항 중 폭설과 한파로 인한 원료수송의 차질 발생이 전체 기상이변 피
해 유형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68 여기에 기상현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작물재해보험들의 운영이 열악해지며, 이는 식품원료
생산의 불확실성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됨.

3.1.2 육류
○ 육류 생산에 있어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평균효과 측면은 다음과 같이 정

67

68

Taub, DR, Miller B, Allen H. 2008. “Effects of elevated CO2 on the protein concentration of food crops: a meta-analysi.s” Glob. Change Biol. 14: 565-75
대한상공회의소. 2013. “기상변화가 기업경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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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될 수 있음. 식품의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육류의 생산에는 사료와 공간
이 필요함. 이때, 사료작물의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는 육류 생산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또한 소득 수준이 상승할수록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적인 육류 소비량 증가는 사료 곡물의 재
배지 확대 및 목초지 개간 등을 통한 숲의 감소를 초래하게 됨. 아마존은 목
축과 사료용 콩 재배지 증대로 매년 1만㎢ 가량의 삼림이 개간되고 있음. 여
기에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인하여 기존의 목초지·늪지는 점차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됨.
○ 이러한 생산 기반과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육류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
도 발생함.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스트레스는 번식능력 저하, 유량감소, 사료
섭취량 감소, 체중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일례로 한우·육우는 28도 이상의 온도에서 고온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
생산성이 감소함. 또한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기존에 유행하지 않았던 질
병이나 매개곤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사례로, 쇠고기 주요 수출국의 하나인 영국에서는 2007년 청설병
(blue tongue)이 발병하였음. 이 병은 본래 19세기 남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가축전염병으로 기온상승과 함께 북유럽 국가들에게까지 확산된 것임.69
○ 이러한 질병의 확산은 축산 시스템이 낙후된 국가이거나, 우리나라처럼 집
약식 사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에서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
며, 방역 등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어 식품 원료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69

청설병은 파리목의 날벌레에 의해 전염되며, 유럽지역에서는 스페인, 이태리 등 지
중해 국가와 아프리카 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유
럽 북부지역까지 발생지역이 확대되었음. 이는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매개곤충의 서
식지가 확대된 것이 원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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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류 생산에 있어서 이상기후 현상 발생빈도 및 크기의 증가라는 분산효과
측면에서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음. 예상하지 못한 폭염이 지속
되는 경우 이에 대비하지 못했던 농가나 사육장에서는 집단폐사나 생산성의
저하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여름철 홍수나 폭우가 갑자기 발생할 경
우, 수인성 질병의 확산이나 가축의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강설량이
많지 않았던 지역의 경우 폭설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상기후로
인하여 폭설이 발생하면 사육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발생확률이 낮은 이상기후 현상에도 추가적으로 대비해야 하는데,
이러한 추가 비용의 발생은 식품원료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3.2 식품 원재료 생산 이후의 환경변화
○ 기후변화가 푸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원료 생산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하지만 식품산업은 원료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크게 증대시키는 특
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생산 이후의 단계 또한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

3.2.1 수확후 손실량의 증가 및 보관비용의 증가
○ 전 지구적 온난화 현상은 평균기온의 상승, 습도 증가, 질병 발생 증가 등의
부작용이 수반되며, 그 결과 수확후 손실(postharvest loss)70이 지금보다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 우선,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효과 측면에서의 영향은 다
음과 같이 예상됨.
- 평균기온의 상승은 식품 원료의 부패성이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Hodges 외(2011)에서는 향후 이상기후로 인한 수확후 손실이 최대 35% 가량
증가하여, 매년 생산되는 곡물의 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음.
70

수확후 손실은 농산물의 수확 후 건조, 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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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확후 손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후처리 및 저장 시설의 발전
이 미흡한 국가에서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기술 수준
과 온난화 추세를 가정할 경우 베트남 쌀 생산량의 80%, 인도네시아 채소
생산량의 55%가 수확후 손실이 될 것으로 전망됨.71
○ 또한 분산효과인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빈도 및 크기 증가로 인하여 수확후
손실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예컨대, 수확 후 보관기술이 미흡한 국가나 품
목일 경우 갑작스런 폭우나 태풍은 보관중인 원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캄보디아의 경우 수확된 쌀을 정미하지 않은 채 일광건조한 후 시장으로
유통시키는데, 이러한 건조시기에 폭우나 우박이 발생한다면 수확된 쌀의
시장가치가 크게 손실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수확 후 손실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본투자
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식품원료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러한 경향은 특히 신선식품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되며, 따라서 식품의 냉장 및 보존 기술의 발전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
으로 전망됨.
○ 이러한 수확후 손실의 증가는 우리나라처럼 식품원료의 자급이 불가능한 국
가에서의 식품원료 수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의 식품 지출
액이 증가하여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됨.

71

Hodges, RJ, Buzby JC, Bennett B. 2011. “Postharvest losses and waste in developed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opportunities to improve resource use.” J. Agric Sci.
149:37-45.

194

3.2.2 원료 및 가공식품 수송비용 및 리스크 증가
○ 수송비용 및 리스크 부문에서 기후변화가 발생시킬 수 있는 평균효과 측면
에서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식품의 수송과정에 있어 기후변화는
고위도 국가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함.
○ 예컨대, 전 지구적 기온상승은 러시아와 같은 고위도 국가의 항구들을 부동
항으로 변모시키거나, 해빙에 따른 항로 개방, 강의 결빙을 막아 운하로 사
용이 가능해지는 경우, 혹은 도로 결빙으로 인한 물류 제약이 해소되는 사례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식품과 원료의 총 수송거리가 감소하여
수송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킬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에게서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박테리아나 병원균
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움.
○ 또한 전 지구적 온난화 현상으로 식품원료의 주 생산지 변동이 일어나고 있
으며, 그 결과 기존의 식품원료 수송에 최적화된 수송 인프라들의 효율성이
감소하거나, 총 수송거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음. 즉, 과거의 최적
생산지에 맞춰 개발된 수송 인프라는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는 것임. 이러한
변화는 원료나 가공식품의 수출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 수 증가와 크기 증가로 인한 분산효과 측면에서
기후변화가 수송과 리스크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이
상기후 현상의 발생으로도 원료조달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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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주요 생산지역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수출항에
서 폭설이나 폭풍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량과 무관하게 원료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지난 수십 년간 무역을 통한 식품 원료의 조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식품 원료의 수송 경로는 길고 복잡해져 왔음. 이때 전 지구적
으로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이 증가한다면 수송거리가 길고 복잡한 원료일수
록 원료조달에 따르는 리스크가 커지게 됨.
- 특히 주요 식품 원료의 수출국인 아열대 국가들은 농산물의 생산량에 비
해 수송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이상기후 현
상이 발생해도 원료 수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음.

3.2.3 마케팅, 소매, 소비 유형 변화
○ 기후변화는 소비자 선호의 변동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식품 기업의
마케팅이나 소매 방식의 변화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됨. 평균효과 측면에서, 평균기온의 상승은 기존의 식품 소비 품목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음료 및 빙과류 등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
는 품목들은 온난화로 인한 소비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직접적인 소비자 취향 변화 이외에도, 개별 식품기업들이 주력 품목
이나 포장 방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간접적인 소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사례로 글로벌 식품기업(예, 네슬레)들은 높
은 온도에도 녹지 않는 초콜릿 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온난화
에 대응하고 있으며, 유통기한 연장기술, 살균포장 기술 부문에서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인터넷 기술, 식품포장기술 등 기술의 발전과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
승으로 인하여 식품 분야에서는 비교적 멀게 느껴져 왔던 배송 서비스도 점
차 정착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가공식품은 동일 품목 간 품질차이가 신선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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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재화이며, 배송 도중 파손이나 부패에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배송 서비스를 통하여 소비자의 식품구매시간을 크
게 절약시킬 수 있음. 따라서 배송 서비스의 확대가 식품 구매 분야의 새로
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존재함.

3.2.4 식품 안전
○ 기후변화가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평균효과 측
면에서 평균기온의 상승은 박테리아를 포함한 병원균의 증가로 식중독을 비
롯한 다양한 식품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음. 저소득
국가에서 주요 병원균인 살모넬라, 캄필로박터균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190만 명에 이르는데72, 이 병원균들은 우유, 육류, 어류 등 동물에서
비롯되며, 식중독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 이 외에도 전염병의 병원균들은 모두 다르지만, 온난화 현상은 이들 병원균이
보다 쉽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것으로 학계는 예상하고 있음.73
○ 또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주요 식품 원재료의 생산지역 이동은 기존에 존
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질병이나 해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예
컨대, 현재 원재료 생산 지역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질병이나 해충이 온난화
로 조성된 새로운 생산지역에 존재하는 경우, 원재료의 수입국의 검역 절차
가 미흡하여 수입국에 전이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식품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역과 방제시스템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지적될 수 있음.

72

73

Schlundt, J, Toyofuku H, Jasen J, Herbst SA. 2004. “Emerging food-borne
zoonoses.” Sci. Tecb. Rev. off. Int. Epizoot. 23:513-33
Costello, A, Abbas M, Allen A, Ball S, Bell S, et al. 2009. “Managing the health effects of climate change.” Lancet 373:16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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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기업 입장에서는 식품안전 문제가 증가하여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우선, 신선가공식품이나 유제품류,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 단체급식 등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됨. 고온, 습
도증가, 병원균 증식, 해충 증가 등의 여파로 가공식품의 안전성이 쉽게 위
협받을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온난화 현상은 식품의 원재료에서 문제를 발생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 건조된 상태의 가
공식품이나, 통조림을 비롯한 장기저장식품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 수 증가와 크기 증가로 인한 분산효과 측면에서
기후변화가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이상기후 현
상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유행하지 못했던 병원균이 유행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미비할 수 있음.
○ 하나의 사례로서 지난 2004년 케냐의 옥수수에 붉은곰팡이균이 발생하여
옥수수 수확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감염된 옥수수를 먹은 현지인들이
다수 사망하여 생산 인력이 감소하는 등 문제점이 보고된 바 있음.74
- 이 병은 케냐 옥수수 생산지역의 봄철에 비정상적인 고온·다습 기후가 이
어지면서 급격하게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병원균들은 저소
득 국가에서 크게 발생하여 피해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임.

3.2.5 기업의 원료 조달 방식의 다각화
○ 기존의 식품기업들은 원료 조달에 있어 한정된 경로의 수입이나 시장직접조
달 방식을 선호해 왔음.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하여 최적재배지가 이동하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원료 조달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

74

이종경 외. 2009. “기후 온난화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 – FAO 보고서를 중심으
로.” Safe Food Vol 03,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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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운영과 관련한 리스크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따라서 기업
체들은 기존의 원료조달경로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경로의 원
료 조달 경로를 개척할 것으로 예상됨. 해외 지역 직영 농장 운영, 다양한
계약재배의 활용, 조달 경로 분산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기후변화로 수반된
원료조달의 리스크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됨.

3.2.6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 상기의 문제들과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빈도 및 크기 증가는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에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기
후 온난화는 기업체가 이전까지 겪어 보지 못한 경영환경의 변화를 의미하
며, 어떤 유형의 리스크로 작용할지에 대한 선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에 대한 대비가 쉽지 않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체들은 각 예상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확보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각종 비용
상승이 예상됨.
○ 한편, 기업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으로는 온난화 및 이상기후 현상의 빈
도수 및 크기 증가로 대별될 수 있는 기후변화와 기업 환경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음.75
○ Social Change UK(2012)에 따르면, 기업체들은 기후변화를 중요한 경영환
경 변화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경영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대
비책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75

“Adapting to Climate Change in the Food Industry.” 2012. SOCIAL CHANG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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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적응 및 경감 전략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추진과 동시에 기업·소비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수반되어야 함. 정부 정책 역시 무조건적인 감축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인 정책 적용과 기술개발·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
며, 타 부문의 환경 및 활동에 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푸드시스템 전 단계를
고려한 기술개발과 정책제언이 필요함.
○ 선행 연구에서는 온난화 이후에도 기후 변화 이전 수준에 완벽히 대응하는
곡물 생산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재정 지출의 부담이 크
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음.76 따라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는 식품 원재료 생산자,
식품소비자, 식품정책의 입안자 등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음.

4.1 식품 원료 생산자
○ 식품 원재료 수준에서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작목
에 이용할 수 있는 정확한 기후 예측 시스템이 필요함. 또한 향후 평균기온의
상승을 완전히 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기후예측 시스
템의 구축과 동시에 재배적지 파악, 생산 인프라 구축, 대응기술개발이 요구
되며, 비료 사용량 저감, 휴경, 다작목화 등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76

Nelson Gc, Rosegrant MW, Koo J, Rovertson R, Sulser T, et al. 2009. “Climate
trends and global crop productions since 1980.” Science 333: 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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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화학비료 저감
○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화학 비료 사용
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임. 이때 소요되는 화학 비료에는 아산화질소
(N2O)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농업부문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
어 왔음. 따라서 유기질비료와 퇴비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가축분뇨액비 사
용 확대, 녹비작물 증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원재료 생산 과정
에서 소요되는 화학비료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4.1.2 작목 다양화
○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어 단일작목
을 집약적으로 생산하는 생산 방식에서 오는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음. 이
점에 착안하여 노르웨이에서는 기후변화에 직면한 농민들을 돕기 위해 2천 3
백만 달러를 작물 다양화에 투자하고 있는 등77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생산 작목을 다양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내에서도 아열대 채소·과일을 비롯한 다양한 틈새작목들이 새롭게 생산되
고 있지만, 이는 생산 기술 관련 작목 변경에 불과하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
서의 작목 다양화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임. 따라서 정부 주도로 체계적인 작
목 다양화를 통한 식품 원재료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1.3 원재료 생산 방식 개선
○ 농축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부문은 벼 재배로, 총 배출량
의 약 3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 토양 26.2%, 분뇨처리 23.7%, 가축
77

FAO. http://www.fao.org/news/story/en/item/197662/icode/.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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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발효 18.9%, 작물잔사소각 0.2% 순으로 나타났음.78 따라서 국내 농업
생산 부문 중 벼 생산과 축산 생산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면 농축
산 부문에서의 온실가스는 크게 저감될 수 있음.
그림 4-4.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1990∼2011)

자료: “2013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우선 벼농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농법의 변화로 어느 정도 감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김건엽(2014)에 따르면, 논물 얕게 물대기나,
간단관개를 활용하면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4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음.79 또한 질산화억제제를 혼합한 가축분퇴비를 사용하거나, 화학비료
와 부산물 비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화학비료 대비 최고 18%의 온실가
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음.80
○ 무경운 농법 역시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시키며, 연료비와 노동력을 1에이커

78
79
8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4. “2013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김건엽. 2014. “벼논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과 현장 평가 연구.” 국립농업과학원.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보도자료. 201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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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ha) 당 90∼138 달러가량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81
가축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축산폐수의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함.

4.2 식품 소비의 진화
○ 온실가스 저감화를 위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식품의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감 운동이 시행되어야 함. 우선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들 수 있는데, 음식
물 쓰레기는 80% 이상이 수분과 유기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처리 과정에
서 수분 및 염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가열 공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소비자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정부의 교육과 지
도가 요구됨.
○ 또한 식품 선택에 있어 로컬푸드를 선호하게 된다면 푸드 마일리지의 감소
를 통하여 온실가스 방출 억제가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식품 안전성
확보, 농촌관광 자원화 등 다양한 효용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 일
본의 지산지소 운동을 통한 로컬푸드 장려 시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4.3 적정 정책 개발의 필요성
○ 푸드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고,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생
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
로 이루어져야 함. 우선 정부는 토양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81

USDA, ARS, http://www.ars.usda.gov/is/AR/archive/jan11/rotations0111.htm

203
○ 평균 기온이 상승할수록 토양 내 수분 증발량이 증가하여 토양이 유실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화학비료의 사용은 다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계도가 필요함. 또한 관행 농법에서 비롯되는 토양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농업기술로의 전환이 필요함.
○ 수자원 또한 관리의 대상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이상기후 발생이 증가
하여 수자원이 오염되거나, 기반 시설의 효율성 저하, 수인성 질병의 증가하
는 등의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쌀 생산에서는 비교적 관개
경작률이 높은 수준이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 원재료의 경우 원
재료 수출국의 폭우, 가뭄, 우박 등의 이상기후 발생 빈도의 증가는 우리나
라 식품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따라서 해외 농업 투자, 원료
생산지의 추가 확보 등을 통한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함.
○ 장기적인 측면에서 종자와 품종 개발에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과거 생산
성 증대를 최우선 목적으로 개량되어왔던 종자와 가축 품종은 최근의 온난
화 현상으로 그 취약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수분이 부족한 지역,
기온이 높은 지역, 간석지 지역 등 한계생산지와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품종을 개량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음. 이러한
사례로82, 30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프랑스 포도주 생산자들의 내열성 포도
나무 보급, 스타벅스가 개발하고 있는 커피녹병83에 내성을 지닌 커피나무
개발 등을 들 수 있음.
○ 종자 및 품종 개발과 함께 기술개발도 동시에 수행되어야 함. 평균기온의 상
승으로 수확량 감소 뿐 아니라 수확 후 손실, 감모율, 식품의 부패 증가도
82

83

The Huffington Post. “Climate Change Will Probably Ruin These 9 Delicious Foods
By 2050, So Brace Yourselves.” 2014. 3. 5.
아라비카 커피는 커피녹병에 매우 취약하며, 기후변화는 커피녹병 확대의 주요 원인
으로 지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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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냉장·보존 기술
을 개발·보급하여 원재료와 가공된 식품의 낭비를 방지하고, 자원 활용의 효
율성을 확보해야 함.
○ 해외 산지 발굴 및 개발도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음. 온난화로 인하
여 식품 원재료 수출국의 기후여건 악화, 전염병, 이상기후 발생 등으로 식
품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임. 이는 식품 원재료의 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원재료 수입 루트를 발굴하고 새로운 산지를 개발하는 등 해외 개
발을 통한 식품원료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예견되는 수입 원재
료의 식품안전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검역 및 방역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됨.
○ 앞서 언급했던 음식물 쓰레기 저감과 로컬푸드 소비 확대를 장려하는 동시
에, 저소득계층, 취약계층의 식품안정성이 하락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또한 온난화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식품의 병원성 매개체 관
리 및 식품 안전 시스템 구축,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조기진단 시스템 개발
등 전반적인 식품위생·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연구개발도 중요한 항목임. 최근의 기후 온난화와 식품산업을 주제로 한 연
구개발은 식중독과 관련한 안전·위생 문제에 집중하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원료 생산성 하락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연구 외에도, 식품산
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분석이나, 생산·유통·소비 각 부문별 예측
및 전망, 온난화로 인한 식품산업의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 식품산업의 기후
변화 적응 연구, 식품산업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개발이 수행
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적응 및 경감 전략들은 우선 타 분야와의 협조체계
를 바탕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푸드시스템은 농업 생산, 가공, 포장, 유통,
마케팅 등 다양한 산업부문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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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는 평균 기온의 상승이라는 평균효과와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
수 증가 및 크기 증대라는 분산효과를 통하여 식품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푸드
시스템에 복잡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푸드시스템 각 부문에
서 각각의 주어진 여건에 기초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5.1 원료 생산
○ 원료 생산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목 다양화를 통하여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과거의 원료 생산은 단일 작목을 선택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
향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생산 방식은 이상기후 현상에 취약한 측면을
지니고 있음.
○ 이상기후현상 발생의 증가는 가뭄, 폭염, 한파 등을 통하여 생산 활동에 수반
되는 리스크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원료 생산자들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점차 작목다양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Danielle Nierenberg(2014)
의 조사에 따르면, 대규모 단일작목 생산자보다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는 생산
자가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음.84
○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인해 전통적인 원료 생산지역 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아라비카 커피빈은 적도 주변 개도국에서 주로 생
산되는데, 이중 니카라과(Nicaragua)는 세계 아라비카 커피의 17%를 공급하고

84

World Future Society. “Ensuring More Fod for Al: An Interview with Daniele Nierenberg
of Fod Tank:,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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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하지만 지속적인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2050년에는 커피 생산이 거의 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85 반면 커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생산자 단체나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최적지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재해보험 분야
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지난 2005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나, 2011 호주 홍수 등은 식품 원료 생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왔고, 우리
나라에서도 장마철 기습 폭우와 추수철 해충발생 등 자연 재해로 막대한 피
해가 발생하고 있는 등 생산자들의 안정적 생산 활동 유지를 위한 보험상품
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생산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의 개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됨.
이 외에도 식품원료 생산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이때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개별 생산자들을 지도하여 효율
적인 식품원료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5.2 기업
○ 원료 조달과 수송 부문에 있어 새로운 기술 개발·적용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과거의 원료 조달과 수송 활동은 기업 경영 도중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음.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최적 조달 경로 개발과 수송 경로 개선
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한 예로, 아일랜드의 Mother Nature라는 회사는 농식품 비즈니스의 복잡한

85

The Guardian. “Latin America: how climate change will wipe out coffee crops –
and farmers.” 201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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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 경영에 활용하고 있
음. 해당 프로그램은 농산품을 시장에 출하할 적기를 예측하고, 복잡했던 공
급망을 단순하게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86
○ 아일랜드의 사례에서는 주로 농산물의 출하적기 예측과 출하시기, 공급경로
관리를 목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였지만, 식품 기업들은 이를 응용하
여 다수의 원료 생산지 관리 시스템, 다양한 수송경로 제시 시스템, 이상기
후 발생 시 타 조달처 파악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기후변화로 증가한 경영환
경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업은 정보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
크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됨. 기업들은 최근의 주요 이슈인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이상기후현상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
한 대비책을 강구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리스크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됨.
○ 이러한 사례로 구글의 독감예측시스템이 있음. 이 시스템은 검색창에서 검
색되는 독감과 관련된 키워드와 검색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독감의 유행 수준을 예측함. 이 시스템은 미국의 보건당국보다 2주 이상 빠
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유사하게, 기업들은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이상기후현상의 발생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신
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빅데이터는 시장 트렌드 조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기존의 설문지
를 활용한 시장트렌드 조사는 질문자의 의도나 예상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
조이지만, 빅데이터는 활용하기에 따라 소비자의 숨은 의도나 취향을 보다
86

The Irish Times. “Sowing the Seeds for a High-Tech Farming Future.” 201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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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기후변
화와 관련한 트렌드 변화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는 기업이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기업 기술 발전 분야 중 하나로 위생기술의 발전이 전망됨. 평균기온의
상승과 이상기후현상 발생의 증가는 식품위생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
킴. 특히 식품은 섭취되어 소비되는 재화이므로 소비자는 다른 재화보다 높
은 수준의 위생 상태를 요구하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경미한 수준의 위생문
제라도 발생할 경우 재화 가치의 손실과 함께 해당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
을 줄 수 있음. 그 결과 기업들은 지속적인 경영활동 유지, 시장 경쟁력 강
화, 마케팅 활용을 목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생기술을 개발· 보유해야 될 유
인이 점차 강해 질 것으로 예상됨. 기업이 주로 투자할 위생분야는 원재료의
냉동 보관기술, 조리과정에서의 살균·멸균87·소독·방역 기술, 가공식품의 유
지·보존기술, 수송과정에서의 오염 방지 기술 등으로 전망됨.
○ 한편 식품 기업들은 수자원 절약 기술 개발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담수의 증발량이 증가하였으며, 폭우, 홍수
등으로 수자원의 오염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여 식품기업의 수자원 접근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
○ 그 사례로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자원
절약 기술에 투자를 시작했음. 코카콜라는 사탕무 재배지인 영국 나(Nar) 강
살리기에 최근 10년간 2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제조 공정상 물 소비량을
최소화시키는 공법을 개발했음.88 또한 세계 최대의 식품기업인 스위스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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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에서는, ‘살균’이란 미생물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을, ‘멸균’이란 미생
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키는 것을 말함. 영어에서는 살균과 멸균을 구별하
지 않고 sterilization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유에서는 살균우유(pasteurized milk)와
멸균우유(sterilized milk)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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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는 제품 생산 공장의 물 절약 및 폐수처리시설 보강을 위해 3,100만 유
로를 투자하여 제품 생산에 소비되는 물 사용량을 기존 기술 대비 60% 감소
시켰음.89 이처럼 식품 기업들은 점차 감소하는 수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하여 식품기업들은 다양
한 비용절감 기술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평균기온의 상승과 이상기후현
상의 증가는 원료 조달 및 보관, 유통 및 수송, 소매 활동 등 기업 경영 전
과정에 걸쳐 기존 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맞는 비용 절감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됨.

5.3 정부
○ 정부는 식품산업과 기후변화 간의 영향관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업
의 리스크를 저감시킬 수 있는 각종 보험정책의 개발을 통하여 기업 경영환
경 개선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소비자 교육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저감, 로컬푸드 운동 등을 통해 식
품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검역 및 방
제 절차를 강화하여 위생 문제 발생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됨. 장기적으로는
해외 식품원료 조달기지의 개발, 내열성 품종개발, 토질개선, 기술 개발 등
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식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재화인 만큼 정부는 온난화로 인한 위생문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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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목타는’ 기업들 물 확보에 86조원 쏟아 붓다.” 2014. 7. 15.
한국일보. “물이 미래다. 글로벌 기업들 물 투자 ‘콸콸’.” 201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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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에 시간과 자본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됨.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는 식
품 원재료의 생산지 변경을 야기하는데, 그 결과 기존에 원료 수입지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병원균이나 전염병 매개곤충이 원료에 섞여서 국내로 유입될
수 있음. 해당 병원균이나 매개곤충에 대해서는 방역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중요함.
○ 또한 위생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
켜 식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수입
되는 식품과 원료 수출국에 존재하는 잠재 병원균과 해충을 정확하게 파악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수출국의 위생문제 동향, 향후 예상되는 잠재 위협원
감시 시스템 구축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정부는 기술 개발에도 많은 자본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됨. 내열성 품종
개발, 신규 작목 개발, 병원균 내성 작목 개발, 토질개선, 재배기술 개발 등
은 개별 생산자나 개별 기업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 주도하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여기에 개발된 작목을
적지에 보급하고 개별 생산자들을 지도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으로 예상됨.
○ 이 외에도 정부는 식품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증가와 그에 따른 식품 가격의 상승
은 저소득층의 식품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임. 예컨대, 미국 농업법
내에서 Food Stamp 등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성 보장 예산은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2004년 3,906억 달러에서 2014년 7,56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90 식품 가격의 상승은 사회취약계층에서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므로,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하여 식품 소비 관련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

90

2014년 농업법 항목 중 Nutrition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9.1%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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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의 농산물 수급관리 시스템

김 성 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제1장 농산물 수급관리의 필요성

제2장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

2.1. 수급조절위원회
2.2. 농업관측
2.3. 산지 조직화 및 계약재배
2.4. 주요 농산물 수매·비축 및 주산지 출하조절
2.5. 식재료 산업 활성화를 통한 buffering
2.6. 수출입을 통한 수급 조절

제3장 미래의 농산물 수급관리 시스템

3.1. 민간 중심의 농산물 수급 조절 시스템 구축
3.2. 산지 조직화 달성을 통한 품목별 마케팅 보드 설립
3.3. 식품 가공 및 시장 격리를 통한 수급 격차의 완충 기능 확충

부록 마케팅보드와 제주 감귤 유통행정명령제

제1장 농산물 수급관리의 필요성
○ 농산물은 수요가 비탄력적(In-elasticitic)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시장
가격이 변화하더라고 일정 수준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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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또한 농산물은 공급도 비탄력적인데, 이는 생
산자가 농산물 재배를 시작한 다음에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생산량을 조
절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임.
- 농산물은 생물(生物)이기에 장기 저장이 불가능하여 생산되는 물량을 일
정 기간 동안 고르게 시장에 공급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인 특성은 필연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등락
을 야기하게 됨. 농산물의 성출하기에는 짧은 기간 동안 대량의 농산물이 시
장에 공급되지만, 소비 물량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기에 가격 하락을 가져옴.
이후, 산지의 농산물 공급이 줄어들더라도 시장 소비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
기에 시장 가격의 상승이 발생하게 됨. 이와 같은 농산물 가격의 등락을 농
산물 가격의 계절성(Seasonality)으로 표현하고 있음.
- 농산물 가격의 등락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거미집 이론(cobweb theory)
등이 있음.
그림 4-5. 농산물 수급의 차이 발생 요인

○ 농산물의 수요가 일정한 반면, 공급은 자연 조건 변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
(uncertainty)이 작용하고 있음. 즉, 자연 재해 발생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
하거나 기상 조건이 좋아서 생산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이는 곧 수요량과의 격차를 유발하게 되어 가격의 급등락을 야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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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농산물 생산량 급감에 따른 가격 폭등 사례로 2011년 배추 가격
파동을 들 수 있음. 2011년 태풍 등의 기상재해로 배추 생산량이 급감하였는
데, 그 결과 2011년 9월 배추가격이 포기 당 12,000원 수준까지 급등하였음.
이는 평년 가격의 6~7배 수준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사회적 이슈
로 부각되었음.
그림 4-6. 월별 배추 가격(상품 1통/2.5kg) 변동 추이

자료: 한국물가협회 (www.kprc.or.kr)

○ 반면에 2013년부터는 기상 여건이 좋아 지속적인 풍년이 품목별로 발생하
여 시장 수요량을 초과하는 농산물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음. 이로 인해, 농
산물의 시장 가격이 급락하여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이른바 풍년기근 (豐年
飢饉)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풍년기근 현상은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에도 가격 하락 폭이 더 커
서 전체 농가 소득의 하락이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
는 이론인데, 기본적으로 농산물의 가격 비탄력적인 특성에 따른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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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배추는 물론,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채소류의 가격이
공급량 과잉으로 인해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의 소득 하락과 재배 포기 등
의 문제가 지속 중인데, 장기적으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 이탈까지 이
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물의 수급관리는 우리나라 농정의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농산물 수급관리가 적절하게 유지되면, 산지 농가들의 안정
적인 소득 유지 및 생산 기반 확보를 담보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물가 안정
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농업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
장에도 농산물 수급관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제2장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

2.1. 수급조절위원회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산물 공급 및 소비 주체들과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 위원회로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개입 이전에 시장
(market) 기능을 통한 수급 조절을 목표로 하고 있어, 관 주도의 단방향적
수급 조절 정책에서 민·관 합동의 쌍방향적 수급 조절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paradigm)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과거 정부 주도의 수급 조절 정책은 성패 여부를 떠나서 시장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에 미흡하여, 정부 대책 발표 시마다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주장들과 관련 언론 보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되풀이 함.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산물 수급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수급조절 매뉴얼 등에 의거하여 대정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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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함.
- 사무국은 aT에 설치하여 위원회 운영 실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협조기관
으로는 농식품부, 농진청, 통계청, 농협, 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관측센
터) 등이 포함됨.
- 수급조절 매뉴얼은 배추, 무, 양파, 고무, 마늘 등을 대상으로 구축이 되었
는데, 가락시장 상품 경락평균가격이 중앙값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의 정
도에 따라 안정,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대응 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함.
그림 4-7.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방식

<수 급 조절 위 원회 >

자료: 농식품부

○ 2013년 4월 30일 1차 회의 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농산물 수
급조절위원회는 연간 10여 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
입 외에 자율적인 시장 기능에 의거한 수급 문제 해결에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대표적으로 2차 회의(2013년 6월 20일)에서 당시 심각단계에 있는 양파의
위기 경보 발령을 조건부로 유보한 다음, 자율적 수급안정을 촉구하여 소
기의 성과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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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도 관련 사안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시장의 자체 기능을
통한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를 통해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
를 줄이고, 시장 고유의 기능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2.2. 농업관측
○ 농산물의 수급 변동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채소, 과일·과채, 축산, 곡물의 월별/분기별
단기관측과 중기선행관측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관측월보나 속보 등으
로 제공하고 있음.
- 농업관측센터는 채소관측실, 과일과채관측실, 측산관측실, 곡물관측실, 모
형관측지원팀으로 구성됨.
- 주요 업무로는 채소, 과일·과채, 축산, 곡물의 월별/분기별 단기관측, 중기
선행관측, 분기별 거시경제 및 농업농촌 경제동향 분석, 중장기 농업전망
및 장단기 총량 분석(KASMO), 국제곡물관측 및 국제곡물정보시스템 구
축, 곡물, 축산, 원예, 특작의 수급 및 가격 정책 분석 및 정책제안, 품목별
산업정책, 수출입 정책 분석, 관측‧FTA 등 관련 모형 분석 및 연구 분석
지원, 농업관련 기획 및 정보화 등이 해당됨.
○ 농업관측센터는 보다 정확한 관측을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단수예측 모형
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배추·무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연구 기간: 2013년 7월 31일 ~ 2013년 12월 31일), 한육우 단기관측 모
형 개발 연구(연구 기간: 2013년 8월 1일 ~ 2013년 12월 31일)를 자체 수시
연구과제로 진행 중에 있고, 건고추·마늘 중기선행관측 모형 개발 연구(연구
기간: 2013년 9월 2일 ~ 2013년 12월 31일)를 외부 위탁과제로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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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농업관측월보 예

자료: KREI

○ 농업관측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농업관측 고도화 TF(농식품
부, 농업관측센터, 농진청, 통계청, 농관원, 농협, aT, 충남도 참여)를 구성하
고, 5대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의 관측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하였음.
- 주요 추진과제로 조기예측 시스템 구축, 예측의 정확성 제고, 관측정보 이
용 활성화, 수급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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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관측 고도화의 기초가 되는 관련기관과의 수집정보 공유 강화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와 유관기관(통계청, 농촌진흥청,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간의 기관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정확한 관측을 위한 기초 정보를 공유함.
표 4-2. 관련기관별 주요 정보 공유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농진청

주요작물 생육상황 조사결과 공유, 단수예측모형 공동개발
농업기상정보･병해충 예찰정보 제공, 품목별 생산기술 교육

통계청

농업관련 통계작성시 신속제공, 관측표본농가 추출 협조

농관원

농업경영체 조사결과 자료 공유(4종 69개 항목)

농협･aT

계약재배사업 자료, 비축물량 방출자료, 가축산지거래 자료 등

자료: 농식품부

2.3. 산지 조직화 및 계약재배
○ 농산물의 성공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산지 생산자들의 조직화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조직화된 생산자들이 시장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임. 농식품부는 그동안
RPC‧APC 사업,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자조금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산지 조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농산물 자조금 사업은 전국 단위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의 근간을 이루
는 사업으로 장기간 정책 자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축산물 자조금 사업에 비
해 성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따라, 최근 농식품부는 농산물 자조금 시스
템의 개선을 위해 주요 품목(인삼, 버섯류, 파프리카, 참외 등)을 대상으로
의무 자조금 전환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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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의 경우, 품목과 산업의 특성 상 농산물에 비해 계열화와 자조금 등
의 조직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상황으로 공익광고(generic advertising),
농가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임.
○ 한편, 계약재배는 농산물 수급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데, 농산물 수확 이전 사전 계약을 통해 산지 농가의 시장 가격 위험(Risk)을
줄이고, 수급 관리의 불확실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이
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지채소에 대한
계약재배 확대 사업을 추진 중임.
- 구체적으로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대상 품목의 수확
이전에 재배 계약을 생산자와 체결한 다음 수확 시기에 대상 농산물을 매
취 또는 수탁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 농식품부의 계약재배 확대 계획을 보면,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여 2017년에는 전체 노지채
소 생산량의 30%를 계약재배로 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2017년 계약재배 사업량을 1,652천 톤으로 전체 노지채소 평년 생산량의
30%로 설정하였는데, 품목별로는 배추 630천 톤(29%), 무 213천 톤(21%),
고추 19천 톤(18%), 마늘 138천 톤(42%), 양파 588천 톤(30%) 수준임.

2.4. 주요 농산물 수매·비축 및 주산지 출하조절
○ 농산물 공급의 계절성으로 인한 수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배추,
마늘, 건고추 등)을 정부가 직접 수매하여 비축하는 시스템은 농식품부의 주요
수급관리 정책사업 중의 하나임. 구체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안
기금 비축사업비를 활용하여 농협중앙회를 통해 확보한 건고추, 마늘, 배추 등
을 비축 창고에 저장하고 있다가, 해당 품목의 가격 급등 시 방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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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aT의 배추 비축창고

자료: aT

○ 이와 함께 무와 배추 등을 중심으로 주산지 출하조절을 위해 대규모 저온저
장 및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도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음. 최근까지 2
개 농협이 사업에 선정되어 저온 저장, 예냉, 수확·포전 관리장비, 절임배추
가공 시설 등을 지원받았음.

2.5. 식재료 산업 활성화를 통한 buffering
○ 신선 농산물의 단순 저장 등으로는 수급 관리에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식
재료 가공을 통한 수급 격차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최근 진행되고 있음.
즉, 농산물의 성출하기에 공급이 몰려서 가격이 급락하고, 이후 가격이 상승
하는 농산물 가격의 계절성을 역이용하여 1년 동안 사용할 식재료를 성출하
기에 대량 구매하여 가공 후 장기보관하면서 사용하려는 시도가 민간 부문
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식재료는 외식산업의 투입재로 사용되는 농림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원료 식품으로 규정됨.
- 신선 농산물과 달리 가공 후 냉동 보관하는 식재료는 장기 보관이 용이하
여 농산물 수급 관리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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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식재료 산업이나 시장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전무한 상황이나,
업계 추정치 등을 통해 보면 B2B 외식업체용 식재료 시장이 2006년 19조원
에서 2011년 24조원으로 성장하였고, 2013년에 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
정됨. 식재료 유통은 수요처의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
는데, 대형 프랜차이즈나 단체 급식 등 대규모 소비업체에 공급되는 식재료
유통은 대형 공급자를 통한 유통 채널이 구축되어 있음.
그림 4-10. 대규모 소비업체의 식재료 유통구조

자료: 김성훈, 김영수(2011)

○ 특히, 대형 외식업체들이 수입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수
년간 진행되고 있는데, 몇몇 품목의 경우 수입산 식재료와의 가격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음.
- 대표적으로 구운 사과, 스팀 단호박, 고구마 다이스, 구운 고구마, 알감자
등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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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국산화 시도 중인 식재료

자료: 김성훈, 김영수(2011)

2.6. 수출입을 통한 수급 조절
○ 국내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한 경우 해외 수입이나 수출을 통해 수급 격차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2011년 배추 파동 때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공급한 사례와 2013년 양파 가격 폭락 시 일부 양파를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례 등이 대표적임.
○ 그 외에도, 산지 농협 등이 농산물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시점에 해외 수
출을 확대하는 시도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는 못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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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래의 농산물 수급관리 시스템

3.1. 민간 중심의 농산물 수급 조절 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는 중앙부처가 직접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
하고 있는 관 주도적인 하향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물론, 2013년부터 농산
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여 민·관 합동의 쌍방향적 수급 조절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역사가 짧고 역할이 제한되어 있음.
- 농식품부 자문회의로 출발한 수급조절위원회는 최근 농안법상의 근거를
확보하는 등 위상이 제고되고 있으나, 능동적인 농산물 수급 조절에는 한
계를 가짐.
○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정부 실패를 최소화하고 각 부문이 자생적으로 수급조
절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농산물 수급 조절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컨
트롤 타워(CT)로 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을 위한 장단기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관측 고도화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수집정보 공유 시스템을 직접 수급조
절위원회가 운영함.
- 향후 기능이 대폭 강화될 품목별 대표조직들을 직접 아울러서 주요 품목
에 대한 마케팅 보드(marketing board)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또한, 농산물 수급 관리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 과제(agenda)를 별도로
선정하여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범위를 농가 생산비 검증 등의
미시적인 주제부터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 개선 등의 거시적인 주
제를 모두 포괄하도록 함.
- 논의 과제는 해당 내용에 따라 논의 기간(분기, 연간 등)을 달리하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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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하여 선정함.
- 논의 과제 진행 중, 필요 시 외부 연구 용역 발주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함.

3.2. 산지 조직화 달성을 통한 품목별 마케팅 보드(marketing board) 설립
○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공급 부문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산지 생산자들의 성공적인 조직화가 전제됨.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지
조직은 지역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품목별 수급 관리에는 비효율적인 한계
를 지님.
-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 감귤의 유통행정명령제(marketing order)외에는 산
지에서 공급을 관리하는 조직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선진국들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여 산지 생산자들의 품목별 대표 조직이 결
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1907년에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생산
농가들이 협동조합을 자체적으로 설립하고 대표 브랜드(sunkist)를 시장에
런칭(lunching)시켜, 7,000여 명의 조합원과 약 1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사업
으로 성장 중에 있음.
○ 또한, 네덜란드는 1954년 만들어진 관련 법(Statutory Trade Organisation
Law)에 의거하여 가축 및 축산물 위원회를 설립하였는데, 해당 품목의 생산
부터 소비단계까지의 행위 주체들을 아우르는 수직적 결합의 형태로 구성되
어 성과를 내고 있음.
- 가축 및 축산물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품질 보증과 가축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자율 규제, 연구‧개발, 홍보‧광고,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수출보조금(Export Refunds)과 고품질 인센티브(Slaughter Premiums)
의 지급 등과 같은 정부 사업 일부도 대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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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네덜란드 가축 및 축산물 위원회(PVE) 구성
PVE

50% 투표권을
지닌 회원

생산자단체

고용주

근로자

도축·가공업자단체

고용주

생산농가

근로자

도축업자

50% 투표권을
지닌 회원

유통업자단체

고용주

근로자

가공업자

노조

고용주

근로자

유통업자

자료: 최지현 외(2007)

○ 이상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품목별로 전국 단위의 대표 조직이
활성화될 때 농산물 공급 관리가 성공할 수 있음. 정부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산지 조직화 사업들을 재검토하여 전국 단위의 품목별 대표 조직 육성에 정
책 자원을 집중하여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품목별 마케팅 보드 설립이 달
성될 수 있도록 함.91
- 특히, 최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 중인 농산물 자조금 사업에 역량을
보다 집중하여 단기적으로는 축산물 자조금 사업 수준으로 육성하고, 장
기적으로는 산지 생산, 가공, 유통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품목별 대표 조
직을 만들도록 하여야 할 것임.
91

마케팅 보드와 관련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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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1930년대부터 우유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명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물량 규제(생산자 판매량 할당, 시장 배분(내수 및 수출
물량 배분), 판매 유보, 출하시기 조절 등), 품질 규제(최소 기준 미달 상품
판매 금지 등), 시장 지원 활동(포장 용기 표준화, 생산‧유통‧ 소비 촉진
연구, 광고 및 홍보, 불공정 거래 금지 등), 가격 규제(우유를 대상으로 행
정 가격 설정 등)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음.
- 캐나다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품목별 마케팅 보드들을 운영하고 있는
데, 캐나다 소맥위원회(Canadian Wheat Board: CWB)와 연방낙농위원회
(Federal Canadian Dairy Commission: CDC)가 대표적임.

3.3. 식품 가공 및 시장 격리를 통한 수급 격차의 완충 기능 확충
○ 신선 농산물의 수급 관리는 저장 기간이 제한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한계가
있기에 저장 기간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계획적인 식재료 소비가
가능한 식품가공산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산지 주산지 출하조절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 부문과 민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시도 중인 수입 식재료의 국
산화 움직임을 촉진시켜야 할 것임.
○ 먼저 산지 주산지 출하조절 사업의 경우, 전국적인 시장 수요와 상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지 생산자 조직들이 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또한, 신선편이 농산물(농식품부)과 신선편의식품(식
약처)에 대한 개념이 대립하고, 아직 정책적 산업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
당 산업의 공식 통계도 없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일부 농협 등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절임배추 사업의 경우 전
국적으로 난립하고 있어 과다한 시장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
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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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산 식재료의 국산 대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연계를 통한 산지 농산물의
수급관리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최근, aT가 정부 비축기지 12개소 (노량진, 평택, 이천, 인천, 청주, 회덕,
전주, 광주, 안심, 이현, 학장, 노포: 보관 능력 약 6만톤) 내 식재료 공급센
터를 설치하여 산지 직거래를 통해 구입한 농산물을 반가공, 완가공품(찬
류 등) 형태로 외식업체에 공급하거나 장소를 임대하는 사업을 검토하였
으나, 추가 진행된 사항이 별로 없음.
그림 4-13.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식재료 공급센터 운영 체계

자료: aT

○ 다음으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수출입을 통한 농산물 수급 문제 완화
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특히, 장기적인 계획 없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수출입 정
책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과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됨을 명심하여야 함.
- 2011년 배추 파동 당시 중국산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례의 경우 해당 시장
에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signal) 역할에 충실하였지만, 우리나
라 소비자들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반감을 저하시켜 국산과 중국산의 시장
분리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2013년 이후 농산물 공급 과잉에 따른 해외 저가 수출 시도도 국내 농산
물 가격의 하락 저지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해외 시장에서의 국산 농
산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해외
원조나 해외 시장 홍보 등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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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마케팅 보드와 제주 감귤 유통행정명령제

1. 마케팅 보드의 개념과 기능
○ 마케팅 보드는 산지 생산자가 수취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수급 조절 및 공동
판매 등을 위해 구성하는 조직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유통협약(marketing
agreement)과 유통명령(marketing order)이 있음.
- 유통협약은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등의 대표가 자율적으로 품질이 나쁜
농산물의 출하와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협약을 체결‧이행하여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1998년 5cm 미만 저급 양파를 유통
협약을 통해 유통 금지한 사례가 있음.
- 유통명령은 수급 조정 등을 위한 유통 행위를 정부에 요청하여 정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기에, 2003년 이후 제주 감
귤에 대한 유통행정명령제가 시행되었음.
○ 주요 기능으로는 판매 창구 단일화를 통한 거래 교섭력 강화,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지지, 소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판촉, 신규 시장 개척, R&D 활성
화 등을 포함함.
-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지지 방식으로는 산지 폐기 등이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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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홍보 및 판촉 사례로는 자조금을 통한 공익광고(generic promotion)
와 각종 행사 등이 해당됨.

2. 제주의 감귤 유통행정명령제
○ 제주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수급 조절을 위해 2003년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도입된 이후, 물량 규제, 품질 규제, 시장 지원 등이 진행되었음.
- 물량 규제로는 출하량과 시기 조절, 시장 차별 (내수, 신선 vs 수출, 가공)
등이 해당됨.
- 품질 규제로는 최저 기준 설정을 통한 시장 격리가 진행됨.
- 시장 지원의 내용으로는 규격 표준화, 소비 촉진, 연구 개발 등이 포함됨.
○ 구체적인 유통행정명령제 진행 방식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4-14. 제주 감귤의 유통행정명령제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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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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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농산물유통과 불공정거래

1.1. 불공정거래 발생의 주요 원인
○ 산지와 도매단계 및 소비지 시장의 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한 거래교섭력의
불균형 격차 확대 및 심화가 불공정거래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유통단계별 주요 유통주체는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통주체는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상반된 이해구조를 가지고 시
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생산자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이윤을, 소비자는 가장 좋은 조건
의 상품을 가장 싼 가격으로, 유통인은 가장 싼 가격으로 구매하여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
- 이로 인해 각 유통주체들은 각자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갈등관계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음.
○ 유통현장의 서로 다른 기본적 갈등구조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협상
을 통한 합리적인 갈등구조의 해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자본력, 시장지배
력, 정보력 등의 차이에 따라 갈등관계가 해소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이에 따라 거래교섭력(마케팅파워)의 차이에 따른 불공정거래 현상의 대
두 또는 심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농민(조직)과 대형 유통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
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의 심화 현상은 심각한 주요 사회적 갈등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임.
○ 유통주체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에서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

235
에 동반 성장 또는 상생 협력을 통한 상호 윈윈 방안이나 발전방향을 모색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1.2. 시장 참여자의 기본적 갈등 구조
○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유통주체간 이해관계는 일반적으로 서로 상반된 입장
을 나타내고 있음.
- 다수의 소규모 영세 생산자(단체)는 최저비용, 최고가 판매, 최대 수익, 안
정적 경영을 희망하고 있음.
- 다수의 소규모 영세 소비자는 높은 품질, 높은 안전성, 최저가 구매, 최대
효용을 희망하고 있음.
- 이에 비해 대형유통업체 또는 소수의 거대 유통 자본의 경우에는, 최저가
구매, 최고가 판매, 최대 수익 실현, 안정적 물량확보, 비용 절감 등을 희
망하고 있음.
- 이러한 상반된 이해구조와 갈등구조 하에서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각 유통주체들은 갈등이라는 시장관계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그림 4-15. 시장참여자간 기본적 갈등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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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파워와 거래교섭력
- 유통주체간 시장 갈등관계 및 구조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협상을 통한 원만한 이해관계 형성이 어려운 실정임.
- 문제는 산지와 유통업체, 유통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형성된 기본적 갈등
구조가 소비지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업체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산지와
의 갈등 관계가 심화되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임.
- 결국 이런 이유로 인해 산지와 유통업체 및 소비지 사이에 형성된 갈등구
조는 산지와 유통업체 간의 갈등구조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갈등
관계 및 구조가 해소되는 방식 또한 주로 자본력, 정보력, 시장지배력 등
을 기반으로 한 거래교섭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자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음.

제2장 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와 불공정거래

2.1. 유통환경변화의 추세
2.1.1. 수요 및 소비구조의 변화
○ 식품소비패턴의 변화
- 식품소비의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건강‧안전 지향성으로 빠르게 변화
- 유기농산물 등 고품질 안전성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상승
- 가공식품 및 외식소비의 급격한 증가
○ 소비자 구매 패턴의 다양화로 유통업태의 분화가 진전
- 식품가공, 식품유통, 식자재유통, 외식산업 등으로의 분화가 급속히 진전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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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해 수확 후 상품화 과정에 많은 조건을 요구(선별,
포장, 등급, 가공형태 등)
○ 산지 유통기능의 다양화와 이에 필요한 유통시설의 배치 요구

2.1.2. 생산 및 공급구조의 변화
○ 생산 및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대부분의 청과물 국내시장 구조가 공급과잉
구조로 전환
○ 산지조직화 진전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산지 간 경쟁 심화
○ 고품질‧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한 상류 및 물류 기능의 종합화 요구
○ 엄격한 품질등급화, 포장규격화, 브랜드화, 상품차별화를 위한 특정 산지 중
심의 표준화와 규격화 진전

2.1.3. 소매유통구조의 변화와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계로 전환
○ 대규모 신유통업태의 신선농산물 취급비중이 급속하게 증대
- 생산‧유통계약이나 산지 직구입(직거래) 형태가 빠르게 확산
○ 농산물 취급 소매점포의 급속한 체인화와 함께 대형화가 진행
○ 전통적인 농산물의 생산‧유통 중시에서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 유통형태로
급진전
○ 외식 및 식자재유통업의 활성화와 대기업의 참여 확산 및 규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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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비를 가공, 외식, 신선식품으로 나누어 1990년과 2008년의 소비구조를 변화를
살펴보면, 가공의 경우 24.0%에서 22.6%로 약간의 감소 현상, 외식의 경우에는
20.3%에서 45.7%로 2배 이상의 대폭 상승,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55.7%에서 31.7%
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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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식품시장의 변화 양상
2.2.1. 대자본 중심의 소비지 시장으로 변화
○ 1990년대 후반 유통시장 개방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대형 자본 및 기
업의 유통시장 진출은 한편으로는 규모화·다양화·전문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막강한
시장교섭력을 앞세운 불공정거래 사례의 발생으로 인해 산지와 영세 납품업
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형자본 및 기업이 농식품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존
의 영세한 제조·유통·외식부문에서 대형자본에 의한 농식품시장으로의
역할과 기능의 대체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소비지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실정임.
- 신선 농산물유통의 경우에도, 도매시장에 의한 도매유통부분을 제외한, 소
비지시장의 대부분의 비중을 신유통업태가 대부분 잠식하고 있는 실정임.
그림 4-16. 농식품산업의 변화 양상
식품산업의 변화양상
(규모화, 다양화, 전문화)

외식산업

∙ 단체 급식
- 외식프랜차이즈
(FㆍR / FㆍF)
- 중소형 음식점
(한․중․일․양식․퓨전)

농 ․ 식품 유통산업

식품제조산업

∙ 식자재업체

∙ 음료업체

∙ 대형유통업체

∙ 제과업체

∙ 슈퍼마켓 체인화

∙ 육가공업체

∙ 전문소매점

∙ 어가공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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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소매업태별 매출액 변화
구분(조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성장률(%)
(’05～’09)

백화점

17.5

18.4

19.0

19.8

21.6

24.3

6.8

전통시장

32.7

29.8

26.7

25.9

24.7

24.0

-6.0

대형마트

23.7

25.7

28.3

30.1

31.3

33.7

7.3

슈퍼마켓

18.6

19.3

19.6

21.5

22.4

23.8

5.1

편의점

4.0

4.3

4.8

5.5

6.2

7.3

12.8

무점포판매

17.8

19.7

21.3

23.9

27.1

31.1

11.8

소매업 전체

203.4

214.9

226.6

242.9

251.6

275.9

6.3

자료 1)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2) 이정희, “식품정책의 회고와 향후 정책방향”에서 재인용

2.2.2. 유통단계별 변화 추세
○ 산지 생산자는 1945년 이후의 대농지배하의 영세 소작농 체제하에서 1950년 농
지개혁을 거쳐 자작농으로 경영형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균 경
지면적이 약 1.4ha에 불과한 분산적 영세 소농 경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1995년의 WTO체제의 출범 및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체결은 시장
에 소극적이던 농민들을 강제적으로 시장 중심체제로 편입하게 만든 결정
적인 계기가 되었음.
- 이로 인해, 미쳐 상업농화의 과정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대다수 생산
자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유통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시장
에 종속, 편입되게 되었음.
○ 도매유통 및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중앙도매시장법과 농산물도매시장법의
제정을 통해 농산물유통개선 및 공정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위탁상들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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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농안법이 제정되어 공영도매시장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불공정성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음.
-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되기 이전까지 위탁상의 시장 지배는 공판장과 법정
도매시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략 60~70%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실정이었음.
- 2013년 현재, 공영도매시장의 비중이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
류유통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사도매시장이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내부에서도 상장예외제나 시장
도매인제와 같은 소수 또는 예외적 거래행위의 확산 주장이 점차 증가하
고 있는 현실임.
○ 소비지시장의 경우에는, 대체로 1980년도까지는 전통적인 재래시장이 소비
지 유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 편의점, 중대형
그림 4-17. 농산물유통경로의 단계별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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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패스트 푸드 등의 현대적 유통업태가 등장·확산되기 시작하여, 현
재에는 대형유통자본을 중심으로 한 할인점, SSM, 식자재업체, 외식업체,
대형슈퍼마켓 등의 소비지 시장 지배력이 가속화되고 되고 있는 실정임.
-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중반의 전성기를 거친 후 점차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존립을 우려할 정도로 소
비지 시장에서의 비중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음.

제3장 소비지 유통주체의 농산물 거래실태

3.1.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특징
○ 불공정거래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1985년 공영도매시장 설립 이전의 위탁상 시절을 제1기라고 본다
면, 1990년대 이후 대형자본 및 기업의 유통시장 진입 이후를 제2기라고 구
분 할 수 있음.
○ 위탁상은, 생산자와 소매상·소비자가 모두 영세하고 정보가 미약하며, 시장
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지던 시절, 도매단계에서 수집과정과 분산과정을 모두
지배하면서 매점매석과 같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켰던 사례가 있음.
○ 최근의 불공정 사례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지에서도 일정 부분 규모
화가 진행되고 있고, 정보의 전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소비
지시장의 규모화·전문화·다양화·과점화에 의한 시장교섭력의 차이에 따라
주로 합법적인 거래에 기반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의 사례에 비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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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농산물 유통경로의 시대별 변화 추세

- 1985년 이전(공영도매시장 설립 이전)
영세 ․ 분산
생산자

위탁상
(불법 유사 도매시장)

→

법정 도매시장

→

영세 ․ 분산
소비자

→

영세 ․ 분산
소비자

- 1985년~1990년대 중반
영세 ․ 분산
생산자

공영도매시장

→

유사도매시장

- 1990년대 중반이후
다양한 업태의
대형유통업체

공영도매시장
영세 ․ 분산
생산자

→

유사도매시장
기타

→

할인권,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SSM
대형슈퍼마켓 등

→

3.2. 위탁상시절의 주요 불공정거래 발생 사례
○ 매점매석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가격 횡포
○ 수수료의 초과징수
○ 정산서 미 발급
○ 대금결제의 지연 및 누락
○ 가격결정의 비공개(수의매매)로 인한 불공정거래

영세 ․ 분산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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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담합에 의한 저가형성
○ 장외거래
○ 포전매매의 성행
○ 품목장악에 의한 독과점 형성 등

3.3. 최근의 주요 불공정거래 발생 사례93
3.3.1. 불공정거래 유형
○ 할인행사 강요
- 할인행사 중 정상가 이하의 인하요구 및 발주 요구량 대폭 증가 요구
- 할인행사 시 과도한 세일 및 비용부담 전가
- 동일 품목의 타 업체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 단가 요구
- 할인행사, 저가납품 요구 미 참여 시 차기 발주물량 축소 통보, 많은 물량
미 납품 시 결품 처리로 취급 불이익
○ 저가납품요구
- 가격 결정시 일방적으로 대형식품업체의 제시가격으로 결정
- 타 업체의 낮은 견적서를 보여주며 저가 납품을 요구
○ 계약 내용 변경
- 납품업체의 계약 원물 부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위등급의 납품을 요구
- 상의 없이 일방적 계약 변경 통보

93

전창곤. “농산물 불공정거래의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식품유통학회. 2013.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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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촉사원 투입
- 일방적 시식행사 강요 및 시식행사 인원 지원과 판촉사원 투입 요구
○ 비용 전가
- 각 영업점까지의 배송비용 등 부당한 비용 전가
○ 부당 감액
-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후 대금결제 등 부당감액
○ 거래중단 강요, 거래선 변경
- 타 유통업체와의 거래중단 강요 및 일방적 거래선 변경
○ PB 상품 납품 강요, 부당 반품, 일방적 대금결제 방식, 대금결제지연, 판매장
려금 요구 등
○ 기타
- 일부 상품 훼손에도 불구하고 계약 물량 전부의 수령거부 및 반품
- 납품업체의 경영정보를 수시로 요구

3.3.2. 대형유통업체 사례
○ 구매실태
- 청과물은 산지직거래, 도매시장, 벤더업체 등의 구입이 일반적
- 산지직거래는 2년 이사의 장기 거래를 선호하며, 영농조합법인, 농협, 생
산자단체, 산지벤더 등의 구입이 일반적
- 계약가격 결정 : 도매시장가격, 생산비, 유사업계 판매가 등을 활용
○ 농산물 산지매입 형태 : 직거래, 주문제조, 특정매입거래, 매장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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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 :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매입
- 특정매입거래 : 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는 수탁판매
형태
- 매장 임대 : 업체가 매장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판매하는 형태
- 주문제조거래 : 업체가 납품업자에게 PB 상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형태
○ 청과물 유통경로
- 일부 점포 직배송, 대부분 물류센터 배송
- 물류센터 배송 시 물류센터 이용수수료를 지급(전체 납품액의 4~7% 추산)
- 물류센터에서 안전성 검사 불합격 시 반품과 동시에 판매기회 상실에 대
한 손해배상 청구
- 재배과정에서 물류센터까지의 품질검사 (과일류 3~5회, 채소류 2회) 비용
은 산지유통조직이 부담

3.3.3. 식품제조업체 사례
○ 구매실태
- 원료농산물 구매형태 : 도매시장 매입, 산지유통조직과의 직거래가 일반
적, 필요 시 산지유통인 등으로부터 확보
- 산지직매입 시 안정적 원료확보를 위해 산지유통조직과의 계약을 통한 매
입형태가 일반적
- 계약재배 외에 비축구매, 위탁농장 및 직영농장 운영 등 다양한 형태
- 도매시장 매입 : 산지생산자(조직)의 일방적 계약 폐기에 따른 대응책
- 원료농산물확보 : 산지유통조직과의 계약을 통한 구매 비중 증가 추세
○ 계약 체결 후 수확작업 비용 부담 주체
○ 원료농산물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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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의한 확보된 원물은 현장에서 간이 품질검사 실시 후 가공공장으
로 배송
- 가공공장까지의 배송 및 수송비는 산지유통조직의 책임
- 도매시장이나 산지유통인으로부터 확보된 원료농산물 : 가공공장 배송 후
품질검사 실시, 수송은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책임

제4장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필요성

4.1. 농촌은 도시와 소비자의 존립과 존재의 기반
○ 도시 산업의 존립기반으로서의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기여
- 농촌은 먹거리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 이외에도 환경적·생태
적·공간적·레저용 등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도시와 소비자에게 공급하
고 있는 종합적 서비스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향후 노후 보장이 없는 대다수 은퇴 소비자들의 생존을 위한 안식처
라는 측면에서, 공간으로서의 농촌과 산업으로서의 농업 및 농촌·농업의
유지 발전 주체로서의 농민에 대한 합리적인 생존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됨.
○ 농업·농촌·농민의 어려움 가중 해소에 일조
- 경제인으로서의 농민의 영세화는 지역의 유지 및 경제주체의 붕괴라는 측
면에서 단순히 농업·농촌·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의 일환으
로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됨.
- 지역 활성화의 기초산업으로서의 농업의 피폐화는 전 국민의 먹거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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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성과 안전성 및 지역 유지 산업의 기반 붕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야 될 문제라고 생각됨.
- 다원적 기능의 농촌사회 및 지역의 붕괴는 농촌이라는 좁은 차원 보다는
국토 공간의 다원적 기능의 상실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볼 때, 전체 국민과
사회에 대한 서비스 기능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됨.

4.2.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동반성장
○ 지역 및 농업환경의 어려움 가중으로 인한, 농민의 소득 감소 → 농업의 위축
→ 농촌(지역)의 붕괴라는 악순환 구조를, 농민의 소득 증가 → 농업의 활성
화 →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 절실
○ 산지조직화와 유통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농촌(지역)
의 발전 및 활성화 유도
○ 농촌(지역)의 문제는 단순히 농업 측면의 문제만이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국가정책상의 중요한 문제

4.3. 농식품 유통기업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 효과
○ 농식품기업에 의한 소비의 다양성과 전문성 및 규모화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영세 농민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라는 부정적인 측면에
의해 기업의 홍보 효과 및 대외 이미지가 실추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기업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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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최근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의 횡포” 또는 “슈퍼 갑의
횡포” 등의 인식 확산에 따라 그 동안 쌓아 올린 기업 이미지가 추락할 가능
성도 있음.
○ 또한 식품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원재료 공급 이라는 측면에서, 그
리고 안전한 고품질 상품의 생산 및 공급 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업의 홍보
효과 및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더구나 중요한 기간산업으로서의 농업과 도시민에 대한 서비스공간으로서
의 농촌 및 지역의 경제주체로서의 농민에 대한 상생적 동반성장을 통해 우
리 농업과 산업을 지켜 나가는 농식품기업이라는 홍보 효과 및 대외 이미지
제고는 금전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효과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

제5장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과제

5.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저비용 유통시스템 구축
○ 산지생산자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통한 저비용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
정적인 상품 공급선 구축
○ 산지조직 중심의 유통 활성화를 통한 물류 코스트 저하 및 저비용 유통시스
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수취가격 제고 추구
○ 산지조직의 활성화와 규모화를 통한 시장 다양화에 대한 대응 능력제고 및
거래교섭력 제고를 통해 주체적인 가격 안정성 확보 노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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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법적·제도적 기준 제시 필요
○ 유통현장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문제의 해결과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가
장 합리적인 방법은 거래 쌍방에 의한 협상과 양보에 의해 개선해 나가는 것임.
○ 그런 측면에서 법적·제도적 접근 보다는 도덕적이고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
의 해결 제시 방안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대형 농식품기업 조차도 과점시장 하에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
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례별로 도덕적·감성적 해결 방안에 기대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임.
○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
를 규제하거나 기업 간 과도한 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할인 행사의 금지”
를 통해 기업 간 동일한 출발선 위에서 합리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5.3. 기능과 역할 분담의 합리화를 통한 상생과 동반성장
○ 소비지와 산지의 상생협력사업 개발을 통한 합리적인 발전 전략 모색
○ 산지와 소비지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및 연계성 강화로, 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대형유통업체의 적정 수익률 확보 및 소비자에 대한 안정적·안전한
농산물의 공급과 지불가격의 감소, 이를 통한 물가안정과 사회적 유통비용
감소의 효과 추진 노력 절실
○ 농산물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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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형유통업체와 식품가공업체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연구

이 정 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제1장 서론
제2장 식품산업의 변화 현황
제3장 식품 유통구조의 변화
제4장 대형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의 거래 갈등과 주요 이슈 진단
제5장 거래공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I장 서론
○ 지난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이후 국내 유통구조는 급격한 변화가 초래됨.
- 유통시장과 함께 글로벌 대형유통업체의 국내 진출이 러시를 이루었고,
이와 함께 국내 토종 대형유통업체들도 사업 확대와 신규 시장진입을 하
는 등 규모화 경쟁이 가속화 됨.
- 이로 인해 유통업체의 바잉파워가 커지면서 유통시장에서의 파워의 변화
가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로 전환되어 옴.
- 이러한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증대와 함께 바잉파워 증대는 유통업
체와 제조업체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불공정 논란이 커지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 급기야 정부는(공정위)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거래상 불공정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2011년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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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기에 이름.
- 그러나 이러한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유통과 제조 사이의 거래에서의
갈등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논란이 되어 왔음.
○ 또한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체의 생산과 판매활동, 그리고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면서, 제조업체의 이러한 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력
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제조업체 중에서도 종합소매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
품제조업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식품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해결되어
야 할 문제라고 하겠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형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사이의 거래공
정화에 대해 재조명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향과 식품제조업체의 대응방안을
통해 식품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제2장 식품산업의 변화 현황
○ 식품산업은 1970년 이후 GDP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최근
에는 안정세를 유지.
○ 본 연구에서는 가공식품물가와 소비자물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광의의
식품산업(농축수산업,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외식업) 중 가공식품(식품제
조업) 만을 대상으로 함.
○ 식품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이후 감소하여 1970년
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3.30%에서 02013년 1.16% 수준으로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70년 19.56%에서 2013
년 4.0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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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 비중 감소는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필수재 성격의 식
료품 비중은 일정수준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그리고 제조업 내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은, 70년 이후 제조업은 경공업에
서 중공업으로, 지난 10여년은 첨단제조업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면서 식
품산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임.
- 최근에는 식품산업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제조업 내에서의 비중
모두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및 식품산업의 비중
(단위: 십억 원, %)
부가가치

구분

국내총생산
(A)

1970

2,775.1

468.7

1980

39,109.6

1990

C/A

C/B

91.7

3.30

19.56

8,557.4

920.6

2.35

10.76

191,382.8

45,919.9

3,387.4

1.77

7.38

2000

603,236

152,176.8

9,622.9

1.60

6.32

2005

865,240.9

213,646.2

11,251.2

1.30

5.27

2009

1,065,036.8

266,578.2

13,070.1

1.23

4.90

2010

1,172,803.4

323,049.9

13,704.6

1.17

4.24

2011

1,237,128.2

347,371.1

14,120.6

1.14

4.06

2012

1,272,459.5

355,835.5

15,049.9

1.18

4.23

2013

1,428,294.5

405,526.5

16,595.7

1.16

4.09

제조업
(B)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C)

주: 명목 GDP(당해년 가격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부속표: 경제활동별 GDP 및 GNI (명목, 분기 및 연간).” ｢한국
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식품산업 출하액은 2012년 약 72조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8% 성장
2012년 식품산업 출하액은 72조원 규모에 종사자 수는 18만명 규모로 지난
2000년 이후 각각 연평균 10.05%, 1.08%로 성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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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식품제조업 규모
단위: 개, 명, 백만 원, %

항목

2006

2008

2010

2012

158,325

156,967

160,584

171,119

178,839

1.08

34,071,580 44,381,449 55,211,670 63,725,015 75,149,913

10.05

종사자수
출하액

CAGR
(’00～’10)

2000

주: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통계청 (www.kosis.kr), 광업에너지조사, 2010년도 경제총조사

표 4-6. 식품가공산업의 주요 품목별 집중도 추이: CR4
단위: %

구 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71

55.4

64.3

86.6

85.5

76.9

74.2

면류

78.6

80.7

86

79.5

80.8

84.5

85.3

음료

67.8

62.9

64.7

63

60.4

58.3

57.6

42

42.5

43.3

41.4

59.2

62.9

59.1

식용유지

55.5

56.3

58.5

53.7

53.7

58.8

66.3

어육제품

39.6

42.4

41.7

41.0

43.2

44.9

39.2

조미식품

35.3

39

38.8

44.7

38.2

37.2

32.3

두부류

25.1

32.2

33

26.5

32.7

36.8

44.0

식품첨가물

46.8

38.8

42.2

35.6

24.1

36.1

40.1

기타식품류

28

32.5

43.7

40.3

33.0

30.1

23.8

다류

72.7

66.6

67.4

68.0

31.3

26.8

30.6

식육제품

39.6

36.2

31.8

30.9

25.6

19.7

10.6

건포류

17.8

22

29.8

20.8

21.1

24.7

20.9

김치절임류

15.1

21.9

20.6

9.6

20.9

21.7

18.5

일반가공식품

18.3

22.3

21.9

21.5

15.5

16.7

13.7

특수영양식품

과자류

주 1)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제외
2) 김치절임류의 경우, 2008년도부터 김치와 절임류로 분류되어 2008년부터는 김
치류의 CR4임.
자료: 식약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 실적,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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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품산업의 시장집중도는 품목군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식품제조업의 시장집중도(CR4)는 2012년 기준 면류(85.3%), 특수영양식품
(74.2%), 식용유지(66.3%), 과자류(59.1%), 음료(57.6%) 순으로 상대적으로 시
장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면류, 특수영양식품과 과자류, 식용유지,
음료시장에서는 상위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일반가공식품(13.7%), 식육제품(10.6%), 김치류(18.5%), 건포류(20.9), 다류
(30.6%) 등은 상대적으로 CR4가 낮아 시장집중도가 비교적 낮은 산업으로 나
타남. 그러나 대체적으로 과거보다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3장 식품 유통구조의 변화
○ 가공식품 유통구조는 품목별, 업체별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식품제조업체에
서 대리점, 영업소를 거쳐 소매점, 소비자로 이어지는 단계를 거침<그림 4-19>
- 먼저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의 일반적인 경로는 네 가지 유형으로
① 식품제조업체→영업소/대리점→소매점→소비자 ② 식품제조업체→영
업소/영업소→도매상 → 소매점→소비자 ③ 식품제조업체→실수요자94
④ 식품제조업체→대형유통업체→소비자 등의 경로임.
- 식품제조업체에서 대리점, 소매점, 소비자를 거치는 유통경로는 전통적인
유통경로로 최근 이러한 경로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식품제조업체, 대형
유통업체, 소비자로 이어지는 신유통 경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일반식품소재 시장 선두 기업95인 CJ제일제당과 라면시장 내 선두기업인 농심
을 비롯하여 동원F&B(수산물 가공품), 풀무원(신선가공) 등의 주요 기업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신유통 경로 및 직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표 4-7>
94

95

실수요자는 급식업체, 군납 등의 B2B거래를 말하며, 제분, 제당, 대두유 등 식품소
재산업의 경우 2차 가공식품업체도 실수요자에 포함됨
CJ 제일제당은 2012년 기준 제당 시장점유율 77%, 제분 시장점유율 59%, 대두유
시장점유율 3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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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가공식품 제조업체 유통구조

자료 : 2012년도 한국식품산업연감, 기업 인터뷰 등을 참고하여 정리

- 업체별 유통채널 구분을 달리하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과거
대리점을 통한 공급 대비 대형마트 등의 신경로 혹은 직판을 통한 공급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통구조 변화에 따라 제조업체의 유통 구조
가 변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표 4-7. 주요 식품제조업체 유통채널별 공급 비중 사례
(단위 : 매출액 기준, %)

구분

CJ제일제당
(식품소재업체)*
대리점

2000
(1999)

농심(라면)**

신유통 실수요
대리점
경로
처

동원F&B
(수산가공품)***

풀무원(신선가공)

신유통 직판,기 일반가 신유통 사업부
경로
타
맹점 등 경로 직매출

직판

대리점

70.0

30.0

41.5

30.9

27.6

51.9

37.0

11.1

-

-

2008

27.0

35.0

38.0

44.8

55.2

31.8

45.7

22.6

49.0

46.0

4.9

2012

31.2

39.4

29.4

37.4

62.6

-

-

-

33.0

48.6

18.4

주: * CJ제일제당 대리점은 전문점, 복합점, 식당전문점, 특약점 등으로 공급, 신유통경로
에는 백화점, 슈퍼, 체인본부, 편의점, 대형마트 등이 포함, 실수요처는 음료 및 라
면, 사료업체 등 B2B 공급
** 농심 대리점은 특약점을 말하며, 직판에는 연쇄점, 슈퍼, 백화점, 대형마트, 직거래
점, 편의점, 농수축협, 연금매장, 도매물류 등 포함
*** 농심은 1999년, CJ제일제당, 동원F&B, 풀무원은 2000년 비중
자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CJ 제일제당‧농심‧동원F&B‧풀무원홀딩스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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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중앙대 산학협력단이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식품 제조업
체 설문조사96에 따르면 거래선 별 비중은 대형마트가 39.7%로 가장 높
고, 다음으로 영업소/대리점(29.9%), 슈퍼마켓(11.1%), 편의점(4.1%), 일
반 소매점(1.9%), 특판(5.3%), 기타(8.7%) 등의 순으로 대형마트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 유통단계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자류의 경우 대형유통업체는 제
조업체에서 직접 판매하고 슈퍼는 지역별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며, 빙과류
의 경우 제품 특성상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일반 슈퍼마켓 등 모든 소매점에
지역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형태임.97
- 과자류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은 제조사와 각 업체
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유통업체 물류센터에 입고하는 형
식임. 또한 일반 동네 슈퍼는 각 제조업체에서 지역별 물류를 담당하는 대
리점 등을 통해 해당업체에 배송하는 형태로, 이때 제품 판매 수량 등이
제조사에서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공급 가격이 달리지기도 함.
- 빙과류는 대형마트, 일반 슈퍼마켓 등 모두 제조업체에서 지역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단, 대형마트 중 홈플러스만 물류센터로 빙과류 공급)하
는데, 이는 빙과류의 경우 일반 가공식품과 달리 제품 특성상 냉동유통을
하고 시설비용이 많이 들며, 대형마트 매출에서 빙과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임. 그리고 백화점에는 국내 4사 일반 빙과 제품이 납품
되지 않고 수입 아이스크림이나 국내산 고급제품이 공급되고 있음.
○ 가공식품 업체의 신유통경로 비중의 증가는 유통산업의 구조변화에서 기인함

96

97

중앙대 이정희 교수의 연구책임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2012년 7월 제조업체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25개 업체 응답을 분석에 사용
(사)한국소비자시민모임(2009.12). 과자 빙과류의 유통단계별 가격조사. 주요 식품제
조업체 5개사, 유통업체 및 관련 전문가 4인 심층면접 결과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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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국내 대기업이 중심이 된 신유통업태
가 등장함으로써 유통시장의 규모화 경쟁을 촉발하여 유통산업 전반에 걸
친 급속한 구조 개편이 일어나게 됨.
- 즉,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의 신업태는 성장한 반면 중소 슈
퍼마켓 등의 전통적인 소매업태는 그 위상이 감소함. 2000년 대비 2012년
소매업태별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편의점(387.0%), 대형마트(159.5%), 인
터넷 쇼핑(2,044.8%)은 전체 평균(56.7%)보다 높은 반면, 백화점(35.8%),
슈퍼마켓(-1.9%), 전문소매점(20.8%) 등 전통적인 소매업태는 전체 평균
보다 낮거나 역신장 했다는 점은 유통시장의 구조변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
표 4-8.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2010=100)

구 분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전문소매점 무점포판매

1995년

67.3

3.2

97.9

19.6

-

-

2005년

83.8

81.3

93.9

63.7

-

59.4

2009년

91.9

95.7

98.7

88.2

-

86.5

2010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1년

107.7

105.6

101.7

111.7

98.2

108.3

2012년

109.6

107.7

102.8

127.6

94.7

118.9

2013년

109.4

108.2

107.2

136.9

100.2

125.6

’95/’13년
증감률(%)

62.56

3281.25

9.50

598.47

0.20

111.45

주: 기타전문소매업 판매의 증가율은 2010년 대비 2013년 증가율
무점포 판매의 증가율은 2005년 대비 2013년 증가율
업태별 도소매업판매액지수는 불변가격지수로 2010년을 기준(100)으로 함
자료: 통계청, KOSIS, http://kosis.kr, 소매업태별판매액지수

○ 가공식품 산업의 유통구조 변화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제조업체의 거래 협
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제조업체의 가격 인상 동기를 높일 수 있음.
- 대형유통업체가 가공식품의 가격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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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하지만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증대됨에 따라 납품업체들의
판로가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재편되면서 제조업체의 제품 가격 교섭력이
크게 약화되고 이로 인해 대형유통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판촉사원 파견,
판매 장려금 인상, 판촉행사 요구 등을 증가시켜 제조업체의 가격 인상 동
기를 자극하게 됨.
- 즉, 대형유통업체의 가격 협상력 및 불공정거래 등은 제조업체의 가격부
담을 심화시킴으로써 감소된 이익분을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하려는 동기
를 야기함.
○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98 확대되고 있음 : 국내 주요 대형마트 3사의 매출
액 중 PB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
-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PB상품 브랜드는 2008년 총 37개에서 2011
년 35개로 감소하였으나, 품목 수는 동기간 1만 9천개에서 4만 6천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유통업계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대형마트 3사 PB매출액 비
중이 2012년 23.4%에서 2013년 상반기 24.3%로 1.4%포인트 증가한 것으
로 집계됨.99
- 대형마트 매출 상위 PB상품 중 67%<표 4-10>가 식품으로 향후 PB상품의
점유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98

99

PB(Private Brand)는 대형유통업체가 상품기획과 브랜드 관리를 하고 제조업체는 제
품 생산을 전담하는 방식 상품으로 제조업체 브랜드(NB: National Brand)와 상반되
는 개념임
서울파이낸스(2013). “경기불황에 저렴한 대형마트 PB상품 인기.” 2013년 7월 11일
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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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대형할인점 유통업체 브랜드 현황
브랜드 수(개)

업체

품목 수(개)

2008

2011

2008

2011

15

15

3,993

18,000

홈플러스

8

11

8,200

15,850

롯데마트

14

9

7,030

12,250

계

37

35

19,223

46,100

이마트

주: 대형마트 3사 인터뷰 결과
자료: 이정희 외(2012). 유통산업 공생발전 및 경쟁촉진 방안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표 4-10. 대형마트 매출 상위 PB상품 현황
품목

신선
식품

상품수(개) 121
비율(%)

40.3

가공
식품

위생
식품

가전
주방
세제류
제품
용품

일회
용품

욕실
침구류 기타
용품

81

23

20

7

6

5

5

13

19

300

27.0

7.7

6.7

2.3

2.0

1.7

1.7

4.3

6.7

100.0

합계

자료: 마미영(2011). 대형마트 PB상품가격x
표시실태 및 소비자 인식조사. 한국소비자원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100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형마트 PB제품 납품경험 및
납품 이유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PB제품 납품경험은 응답 업체의 47.7%
가 PB제품을 대형마트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B제품의
납품 이유로는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가 39.9%로 가장 높고, 대형마트에서
기존 제품에 대한 PB납품 권유(26.6%), 대량납품에 따른 판매(매출)증대
(18.2%) 순으로 나타남.
- 응답업체 특성별로 보면, 주거래 대형마트가 홈플러스, 매출액이 30억~
100억 미만인 업체의 PB제품 납품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PB제품 납품 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도움 정도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1.3%로 도움이 안된다(9.1%)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남.

100

중소기업중앙회,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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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PB제품 납품경험 및 납품이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2014.

표 4-11. PB제품 납품경험
(단위 : %)

주거래 대
형마트

주거래 형
태

매출액

구 분

사례수

없음

있음

전 체

300

52.3

47.7

이마트

128

55.5

44.5

롯데마트

59

57.6

42.4

홈플러스

93

45.2

54.8

기타

20

50.0

50.0

직매입

198

53.5

46.5

특정매입

48

83.3

16.7

PB제품

39

0.0

100.0

임대매장

15

73.3

26.7

10억 미만

39

76.9

23.1

10억 ～ 30억 미만

53

67.9

32.1

30억 ～ 100억 미만

73

37.0

63.0

100억 이상

127

47.2

52.8

8

50.0

50.0

무응답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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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자사 브랜드 포기로 자생력 약화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고, 대형마트의 구매력 강화로 인한 불공정거래 심화
(3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1. PB제품 납품 시 중소기업 판로확대 도움 정도 및 도움 되지 않는 이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2014.

- PB제품 납품가격의 원가 반영 정도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60.8%, 적정하
지 못하다는 응답(32.2%)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4-22. PB제품 납품가격의 원가 반영 정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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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형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의 거래 갈등과 주요 이슈진단

1) 수직적 유통경로 갈등과 주요 이슈
○ 유통경로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경로내의 특정의 마케
팅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의존하고 있음. 유통경로시스템 전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한 경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
로구성원들은 서로 협조해야 하며 경로구성원들 간의 비협조는 이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됨. 이러한 갈등의 근본 원인은 유통경로 구성원들 간의 힘
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유통업체간의 갈등이란 대리점간의 상권 갈등이나 할인점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갈등, 또는 온라인-오프라인 갈등 등 유통시장 안에서의 갈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유통 갈등이란 전통적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의 수직적 갈등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왔다고 할 수 있음. 유통이론에서는 전통적으로 갈등은
유통경로 구성원들 간의 힘(power)이 불균형적으로 되거나 유통경로 한쪽이
다른 쪽(dependence)보다 높아질 때 발생한다고 보고 있음. 즉 제조업체와 유
통업체간에 기존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가격결정권이
나 판촉행사 결정권과 같은 유통 파워를 강압적으로 행사하게 됨. 이때 상대
방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켜 심각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게 됨.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매출 급성장을 바탕으로 규모를 키우고 국내 유통업계의 선두
주자로 자리 잡으면서 힘의 균형이 대형 유통업체에게 기울어지는 실정임.
○ 최근 들어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장지배력과 힘이 커지면서 제조업체(납품업
체)에 대한 불균형적 힘의 사용이 많이 나타나면서 갈등과 분쟁의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임.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제조업체)간의 불공정거
래 사례들은 많은 경우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공급업체의 매출이 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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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매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신규 브랜드의 경우 일정 매출 이상 보장되지 않
으면 입점을 허용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행사 참여 요구 (사전협의 없는 기
획행사 일방 통보 또는 사은, 세일, 이벤트 행사시 납품가 인하 요구 등), 판
촉비와 광고비의 분담 (매장 직원 및 판촉지원 인력 파견 요구), 매장에서의
상품 진열위치 변경 (매출이 적거나 납품가 인하 요구 거부 시 매장 변경,
구석진 매장에 배치, 행사 매대 축소 등),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 (임대료율
또는 수수료율 차등화 또는 매출 실적이 적으면 수수료율 상향 조정 등)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2013)의 2012년도 유통업 분야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납품업체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중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
(44.9%), 부당반품(16.2%), 판촉비용 부당전가(12.5%) 경험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2.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구분

1위(경험률)

2위(경험률)

3위(경험률)

종합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44.9)

부당반품(16.2)

판촉비용
부당전가(12.5)

백화점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28.6)

판촉비용
부당전가(13.6)

경품제공/저가납품 등
부당강요(10.0)

대형마트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44.2)

부당반품(13.0)

판촉비용
부당전가(12.3)

TV홈쇼핑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경품제공/저가납품 등
부당강요(13.6)
(15.9)

인터넷 쇼핑몰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51.4)

부당반품(24.1)

계약서면 미교부(6.2)

편의점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50.0)

판촉비용
부당전가(24.1)

계약서면 미교부(31.3)

부당반품 등(11.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3). “2012년도 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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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에서 판촉행사 서면 미
약정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형유통업체 입점 비용보다 실제 부담하는 비
용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대형유통업체에 PB 상품을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대형유통업체들에 의해 벌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식품제조업체들
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확대는 제조업체 측면에서 대량공급처 확보라
는 이점이 있으나 수익 구조적 측면에서 이익이 제한적이며 기존 NB 상품
의 이미지 하락과 유통업체 요구에 의한 포장 및 디자인 변경 등의 메뉴비용
증대 등의 단점도 많은 실정임.
- 중앙대 산학협력단의 식품제조업체 조사(2012)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의
PB상품 공급 목적은 주로 유통업체와의 거래 관계 구축이라는 마케팅 수
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대
부분의 PB상품은 기존 제조업체 브랜드 상품에서 용량이나 포장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생산원가의 상승을 초래하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됨.
- PB상품의 포장이나 패킹작업 시 과도한 교체작업, 유통업체 CI변경이나
이미지 변경에 따른 디자인 교체 요구, 유통업체 창립행사에 따른 포장지
변경 등도 제조업체 몫임.
- 또한 생산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원가인상 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제조
업체가 감수해야하며, 일방적인 행사 참여 요구, 판촉비와 광고비의 분담,
판촉사원 및 판촉행사 등에 대한 강요 등 대형유통업체의 프로모션 요구
사항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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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목적
대규모유통업에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
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 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 대규모유통업자 정의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
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
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1천억 원 이상인 자
나.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제5장 거래공정화를 위한 정책방향

○ 유통산업의 거래공정화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의 공생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전과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에도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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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임.
- 유통산업에서 공생발전은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의 협력을 통해 또는 유
통업체와 관련 서비스업체간의 협력을 통해 유통산업의 발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이론적 틀101을 응용하여 유통산업의 공생발전과
경쟁촉진의 방향을 구상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유통산업에 참여한 주체들 간의 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 받
을 수 있는 시장질서가 세워져야 함. 시장의 참여자들이 동등한 규칙을 가
지고 경쟁할 수 있을 때, 참여 주체들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것
이 공생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의 협력이 상호간의 win-win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금력, 인력, 기술력 등 우수한 자원을 가진 주체들이 이러한 자
원이 열약한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는 협력이 이루어질 때 시장의 파이
(pie)를 키우는 효과가 발생할 것임.
- 셋째, 유통산업 주체들 간의 win-win이 되기 위해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의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 특히, 유통업체는 고객들과의 접점에 있기 때
문에 유통업체가 가진 고객과 시장에 대한 정보는 생산활동에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음. 정보를 매개로 유통산업 주체들 간의 혁신체
계 구축이 필요함.
○ 유통산업 공생발전과 경쟁촉진의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한 전략으로 ①공정
거래와 안정적 거래 환경 조성, ②역량 강화와 협력인프라 마련, ③협력적
상품개발 환경 조성이 있음.
- 먼저 공정거래와 안정적 거래 환경 조성은 유통산업의 참여주체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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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전경련중소기업혁력센터‧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의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 발전모델 선행연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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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서 장기적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거래 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오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둘째, 역량강화와 협력 인프라 마련은 중소유통업체가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필요한 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유통기반을 정비하고, 유통시장의
경쟁 환경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임.
- 셋째, 협력적 상품개발 환경 조성은 유통업체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협력
업체가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특히
PB상품 개발 부분에 적용될 수 있음.
○ 공정거래와 안정적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에서, 식품산업의 거래공정화
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진흥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도 식품유통산업의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거래공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유통 판로가 다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통시장의 균형과 공정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대형유통업체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남용되지 않도
록 정부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성,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제조업단체 등에서 정기적
으로 식품소매유통의 동향과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거래관계 실태를 파
악하여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유통하고 있다. 그 결과 불공정거래가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시장동향과 거래실태 파악은 대형유통업체들의 공
정거래를 유도하는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
- 일본의 경우, 공정위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규모소매업자와 거래에 관
한 납입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일본에
서 과연 어느 정도로 대형소매기업이 제조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 나용
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가, 나아가 대규모소매업고시가 효
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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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이후 3회에 걸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각 행위유형별로 ‘부당한 대
우 나 취급을 받은 적이 있다’, 라고 답한 답변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따라서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소매기업과 납입업체간 대립은 공
정위 감시 강도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켜 유통산업의 공생발전 도
모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농식품부,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의 협
력 필요.
- 공정위는 정기적으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거래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하여, 공정거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토록 함.
- 공정위의 공정거래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중소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거래
실태, 농산물생산자와 유통업체의 거래실태 등 지경부, 중기청, 농식품부
의 품목군별 공정거래실태조사를 통해 전방위적인 실태파악과 문제 개선
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정착토록 함.
- 품목군별 조사를 위해서는 농산물은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제품은 중기중
앙회 등의 단체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함.
-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평가결과가 좋은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노력을 강화하여 중소제조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동반성장 및 공
정거래가 정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
회에서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도입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평가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자체 조사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 결과를 각 50% 반영해
서 산출하여 발표함.
-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상품의 품질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것임.
- 소비자는 불공정거래에 의한 품질 저하나 불량품 생산에 의한 피해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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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공정거래를 통한 적정한 가격에 의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음.
- 제조업체는 공정거래를 통해 품질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쏟고, 유통업
체나 제조업체의 불합리한 비용을 제거하고 적정 마진을 취하면서 공생발
전을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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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 포장 및 디자인의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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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식품 포장 및 디자인의 중요성

○ 국내 식품 산업의 국내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하여 신제품 개
발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식품 포장 및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이

273
대두되고 있다. 최근 생산, 제조, 유통 및 판매의 현장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부여하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국내 식품 산
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식품 포장 및 디자인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 2007년에 산업자원부가 국내 포장기술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국내 제조기업
의 패키징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 201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첨단 식품 포장의 연구 지원으로 “지능성
농식품 포장 연구센터”를 대학 기관에 유치하여 농식품 연구를 위한 기능
성 포장 지시 센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지원기관의 네
트워크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 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
시장 창출을 통한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 기자재 및
포장재 산업 등의 연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까지 200억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보고하였다(뉴스와이어, 2014).
○ 국내 식품 포장 기술은 과거에 비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 식품 포장 기술에 비교하여 상품화 경쟁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 소비되고 있는 포장 소재 및 기계 등이 수입에 의
존하고 있는 비중이 크므로 꾸준한 연구 개발 지원 투자가 필요하다.
○ 선진 첨단 포장 연구 및 개발은 식품의 품질 가치를 증대시키며 식품의 유통
기간 증대, 안전성 부여 및 유통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중소식품기업의 포장 디자인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이 국내 중소
식품기업 경쟁력 부여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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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식품 포장 및 디자인 산업

2.1. 법률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관련 법령은 목적과 관리대상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
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소관부처에서 관련 농어민,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산림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법률에 의한
다원적인 관리 체계로 구성되고 있다.
- 식품정책 관련 기본법은 법률마다 목적과 관리대상에 따라 식품안전, 품
질표시, 산업관련 규정 등의 주요 내용이 상이하다.

2.1.1. 식품위생법규정
○ 식품위생법 제2조 4항 및 5항에서 정의된 기구‧용기‧포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식품나라, 2014).
- 기구: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 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 기구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있어
서 식품의 채취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기타의 물건은 제외된다.
-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
품첨가물을 수수(授受)할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

2.1.2.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관련 규정 일부 개정
○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15호).
- 이 기준 및 규격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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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 등
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유통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상
위해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으로 총칙, 공통기
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시험법으로 나눈다.
- 재질별 규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을 합성수지제, 셀로판제, 고무
제,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금속제, 목재류,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
기류, 전분제로 구분하여 재질별로 정의, 잔류규격, 용출규격, 시험법으로
구성하고 있다.
○ 국내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
하여 각 재질별로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국내 유통(수입제조 포함)중인 식품
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제조방법에 대한 기준과 기구 및 용기, 포장 및 원재
료에 대한 규격을 고시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9조)
- 현재 합성수지제(41종), 셀로판, 고무제,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금속제, 금
속관, 목재류,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 전분제 등 각 재질별에 따라
최종제품에 대하여 원료성분에서 유래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하여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특히, 합성수지제는 재질별에 따라 PVC, PE, PP 등 41종에 대한 규격관리
를 하고 있다.

2.1.3. 해외 식품위생과 관련 법률 및 제품관리
○ 미국은 1997년 FDAM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ct)
에 따라 식품포장재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하여 규정한 독성, 이행량, 노출량
등의 서류 서출시 120일 내에 검토하고 공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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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할 수 있는 물질들을 간접식품첨가물로
규정하고 이와 동등하게 원료물질에 대하여 허용물질목록(Positive List)
및 사전 허가제로 관리하고 있다.
- 21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Part 174-178에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각 재질, 용도별에 따른 사용가능한 물질, 사용량, 사용용도 등을 규정하
고 있다.
○ 일본은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1959년 후생
성 고시 제370호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 및 기준”이 제정
되어 재질별로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으로 규격 관리하고 있다.
- 합성수지제 12종 및 고무제, 금속관, 유리(도자기, 법랑 포함)에 대하여 재
질별에 따라 재질규격과 용출규격을 관리한다.
○ 유럽은 1976년 유럽연합에서 가맹국 간에 법령으로 처음 시작한 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규정(Directive)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2.2. 식품 포장 산업
○ 국내 포장 산업의 총 매출규모는 2009년 28조8천억 원에서 2010년 31조 2
천9백억 원, 2011년 33조 4천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 2009년 기준 패키징 산업은 크게 플라스틱, 지류, 금속, 목재 순으로 전체
매출액의 38.2%, 30.8%, 5.4%, 3.5%를 차지하고 있다.
- 2009년 기준 패키징 산업체수는 플라스틱, 지류, 목재, 금속 순으로 국내
전체 사업체수의 42.2%, 27.8%, 6.2%, 5.8%를 차지하고 있다.
○ 식품 포장산업 규모는 약 18조원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10% 이상 지속적으
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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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5조원 바이오 산업 및 1조원의 로봇 산업보다 시장규모가 크며, 전체
식품산업 대비 13.7%을 나타낸다.
- 전체 패키징 산업에서 생활용품과 전기전자의 20.4%, 12.6%에 비교하여
식품 포장에 활용되는 매출 비율은 가공식품, 농수축산물, 음료, 주류, 제
과의 순으로 13.4%, 10.7%, 4.6%, 4.1%, 2.3%를 차지한다(2010년 패키징
산업 통계조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
- 국내 포장산업 전체의 수입은 50억불, 수출은 44억불로 무역적자 구조이
며, 주로 일본과 중국과의 교역이 해외 수출 및 수입의 각각 51%와 84%
를 차지하고 있다.

제3장 식품 포장 및 디자인의 기술

3.1. 식품 포장의 역사와 현황
○ 포장은 인류의 발생과 함께 생존을 위하여 인간이 자연환경 조건에 적절하
게 적응하며 살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도구이다. 과거 필요한 물
자를 보호, 저장, 이동, 분배나 교환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형태로 사용하였
으며 현재 다양한 기능을 가진 용도의 목적으로 개선시켜오고 있다.
- 초기 인류가 기본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 환경으로부터 채집 및
사냥 수렵하여 획득한 식량을 가능한 오랜 기간 동안 여분의 식량을 보존
하는 시기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중세에는 나무 배럴이 제품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
이며, 빛, 열, 습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체 및 액상 등 모든 형태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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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국내‧외 식품 포장의 발전
○ 중세기로부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포장의 수공업에서 기계화가 급속도로
발전됨에 따라 포장의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 1810년 프랑스인 Nicolas Appert가 식품 캔의 발명으로 포장식품의 대량
생산이 가속화되었으며, 19세기 말 판지 박스의 출현으로 저렴한 가격과
사용하기 쉬워 포장 박스가 가장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 1920년 투명한 셀로판의 개발이 플라스틱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으며
1940년에 냉동식품, 1952년에 스프레이 캔, 1960년에 알루미늄 캔이 음료
시장으로 확장, 1961년 Aseptic 포장이 개발되어 현재까지 장기간 보존 식
품 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 1980년부터 진공포장을 식품에 적용하였으며, 이후 이를 적용한 우주 식
품포장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 21세기부터 첨단 나노기술, IT기술, 바이오기술이 식품 적용을 위한 스마
트 포장 개발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연구 진행되고 있다.
○ 국내 초기 식품 포장은 예로부터 농경 사회로 수확한 곡식을 담아 보관하기 위
하여 마른 볏짚과 대나무 소재를 활용한 가마니 및 바구니 등의 포장이 있었다.
- 특히 국내 발달된 발효식품에 적합한 옹기 및 항아리 등의 과거 포장 형태
로 현재까지 전통 포장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도입된 1919년 국내 통조림 공장이 포장 기업화의
시초이며, 1960년대 우리나라가 근대화됨에 따라 산업 재료의 발전과 함
께 식품 포장의 기공 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되었다.

3.2. 식품 포장의 정의
○ 식품의 가공, 저장 및 유통에 필요한 조건인 포장의 기본 정의를 고려한 것
으로 식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재료, 용기 등을 식품에
적용하는 기술 및 시행한 상태로 정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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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식품 포장 기능 및 역할
○ 식품의 생산, 제조, 소비에 이르기까지 수송, 보관, 판매 등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식품의 보호 및 보존, 편의성 부여, 제품의 정보 제공 또는 판매 촉진
의 크게 3가지 기본적인 기능들을 가진다<그림 4-23>.
그림 4-23. Basic functions of Food packaging

- 포장의 보호 및 보존성 기능은 식품의 품질 저하 및 상품성 가치를 떨어뜨
리는 빛, 수분, 산소 그리고 충격 및 진동의 외부 환경 요인들로 부터 내용
물을 보호하거나 내용물의 변조 방지의 역할을 한다<표 4-13>.
- 포장의 편리성 기능은 내용물을 취급 또한 운반이 쉽게 하거나 제품의 개
봉 및 재 밀봉이 용이하도록 포장 설계되어 진다.
- 포장의 정보 기능은 소비자 또는 판매자에게 포장된 내용물의 정보전달,
식품 이력추적 관리, 제품 생산 관리 등에 대한 생산 및 제조 정보를 효율
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
- 또한 제품의 포장 차별화를 통하여 상품 이미지를 높여 소비자의 구매 충
돌을 가지게 하는 판매 촉진 특성, 물류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경제성, 환
경 진화적 포장을 추구하는 사회성의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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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Roles of Food packaging functions
기능 요인
보호기능

내
용

편리기능

정보기능

물리적

압축, 진동,
낙하

판매

진열편의성,
판매단위

상품

디자인, 로고마크

화학적

빛, 열, 수분,
산화

소비

개봉 및 재밀봉,
전자레이지 취급

제품

원산지, 성분표시,
유통기한

생물적

해충, 쥐,
미생물

유통

취급, 운반 및
보관편의

인식

바코드, RFID,
NFC

인위적

변조, 위조,
오용

환경

사용 후 제거편리,
폐기용이성

취급

사용방법,
주의사항

3.2.1. 식품 포장 형태
○ 식품의 특성이나 상태 그리고 유통 중 취급 방법에 따라 크게 포장재료, 포
장방법, 포장형태로 크게 나누어진다.
- 포장재료는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소재를 기반으로 한 필름, 병, 용기
등의 성형되는 포장 형태를 나타낸다.
- 포장방법은 식품의 형상, 유형 및 보존 형태, 유통 환경에 따라 다양한 처
리 기법과 포장 조건 등이 식품에 적용되고 있다.
- 포장형태는 크게 유통 및 판매되는 식품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컨테이너,
포대, 팰릿트 등 대형 물량을 취급하는 중포장과 소형 용기 및 파우치 등
가정용으로 가벼운 식품을 포장하는 경포장이 있다.
- 또한 제품의 포장 적용에 따라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단위 포장 형태를
1차 포장, 1차 포장을 담는 형태의 내부 포장을 2차 포장, 2차 포장을 담
은 골판지 상자를 팔레트에 올려 수축 필름으로 싼 것을 3차 포장, 유통하
기 위하여 3차 포장을 담은 컨테이너를 4차 포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림 4-24>.
- 이러한 기본적인 분류 방식을 통하여 포장재료, 포장기계, 포장처리,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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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등 제품 생산부터 제조, 유통, 판매, 사용 후 처리 등 최종 소비자를
위한 종합적 포장 시스템으로 일원화되어 발전해 오고 있다.
그림 4-24. Categories for food packaging units

3.2.2. 식품 포장 산업 시스템
○ 식품의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식품포장 제품은 소재, 제조, 물류,
환경, 규정 등 복합 산업과 학문분야가 접목된 종합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 포장은 인간의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기능을 부가되는 총체적인 영역이라
고 보며, 특히 완성된 포장 제품을 생산은 소비자, 공급자, 제도규정 등 식
품 포장 산업 시스템의 각 분야별 역할로 시스템적인 조화가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그림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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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Food packaging system

3.3. 식품 포장의 최근 기술 조사
○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최근 포장은 제품의 환경, 내용물의 특성, 소비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포장이 제품에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발전되고 있다.
- 최근 식품포장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관심 포장 기술은 크게 차단성
포장(Barrier packaging), 스마트 포장(Smart packaging), 지속가능 포장
(Sustainable packaging)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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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차단성 포장
○ 최근 차단성 포장은 식품 포장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고분자 필름의 특성을
개선시켜 내용물의 품질 저하에 영향을 주는 산소, 수분,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필름 차단성 및 흡착성 기능을 부여한다.
- 대표적인 예로 코팅(Coating), 블랜딩(Blending), 복합층 및 박막(Lamination
and metalization) 그리고 나노 소재 물질(Nanocomposite materials)이 적용
되어진다<표 4-14>.
표 4-14. Barrier technologies for food packaging
형태

적용 방법

코팅

물리적 박막 증착법 (PVD): SiO
플라즈마 강화화학기상 증착법(PECVD): organosilane와 산소
Inorganic–organic hybrid polymers (Ormocers)

블랜딩

고분자 Lamellar blending에 따른 물성 개선
PEN in PET, EVOH in PE, LCP in PET

복합층 및
박막

2개 층 이상의 고분자 소재를 라미네이트로 구성
Metalization은 알루미늄 또는 질화 티탄 소재를 코팅 적용 PVD,
PECVD 처리, Metalized OPP

나노 소재
함침

Clay, silicate 등 나노 입자 구성 물질들을 사용
고분자의 exfoliated layer 구성

3.3.2. 스마트 포장
○ 식품의 선도 유지 및 유통 기간 연장을 위하여 포장이 능동적으로 제품의
품질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 엑티브(Active) 포장과 제품의 상태를 포장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주
는 인텔리전트(Intelligent) 포장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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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가식성 포장 필름, 전자레인지 포장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
포장들을 고려되어 진다.
○ 엑티브 포장은 흡착(Absorbing)포장, 방출(Releasing)포장, MA(Modified atmosphere)포장, 온도조절(Temperature control)포장 등의 포장 적용 기술들
이 있다<표 4-15>.
- 흡착포장으로는 주로 식품에 직접적인 품질 저하에 영향을 주는 산소, 수
분 또는 이취 등을 흡착하여 제거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 방출 포장은 주로 수분 및 산소 제거 포장, 항균성 및 항산화제 포장은 식
품의 변질 억제 및 안전성 효과를 기여하기 위하여 활성물질을 포장재로
부터 방출하여 식품 표면에 흡착되어진 활성물질이 기능을 나타낸다.
- MA포장은 식품의 선도 유지를 위하여 포장 내부의 최적 가스 환경 조건
을 구성하는 기술이다.
- 온도 조절 포장은 포장된 제품이 내, 외부 환경 조건으로 부터 단열 차단
하거나 자가 발열 및 자가 냉각하는 포장, 전자레인지 포장 등이 있다.
○ 인텔리전트 포장은 타사 제품과 차별화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기능을 포장에 적용한 기술이다.
- 포장내의 환경변화를 감지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색이나 명암으로 표현되는 지시계(indicator)가 대표적이며, 제품의 상태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소비자의 안도감을 높이고 제품의 실질적 정보를 제
공한다.
- 시간-온도 지시계(Time temperature indicator)는 포장내의 제품의 초기 온
도와 일정 기간이 지난 온도의 변화 상태를 소비자에게 알려준다.
- 선도 지시계(Freshness indicator)는 식품의 품질 변화 및 부패 정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며, 대부분 라벨과 카드 형태로 식품 유통에 광범
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산소 지시계(Oxygen indicator) 및 수분 지시계(Humidity indicator)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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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내부의 산소와 수분 상태의 정보를 나타낸다.
- 충격 지시계(Shock indicator)는 수송 중 제품의 물리적 손상을 가질 수 있
는 충격에 의한 환경에 노출되었나를 확인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며, 주
로 충격 및 진동에 민감한 제품에 적용된다.
표 4-15. Active packaging technologies for food products
형태

적용 원리

대상 식품

흡착포장

산소: 지방산화 대사 관련 품질 저하
이산화탄소: 제품 저하 또는 신선농산물 열화 가속
수분: 제품의 물성 품질 저하 및 미생물 발생 인자
에틸렌: 신선 과채류의 시들음 및 노화 촉진 호르몬

견과류, 감자칩
원두커피
건조식품
바나나, 토마토

방출포장

항산화제 : 식품의 지방산화 진행을 억제
항균제 : 미생물 발생 및 성장 억제
영양물질 : Vitamin E or C 또는 Minerals 방출
에탄올 : 미생물 발생 억제
방향제 : 제품의 상품성 및 기호성 부여
이산화탄소: 미생물 발생 억제
기타 활성 물질: 1-MCP, ClO2 가스 방출

시리얼 가공식품
말린 살구
건강 음료
케이크, 생선
원두커피
생선, 육제품
과채류

MA포장

가스치환: 포장 내 적합한 가스로 치환 조성유지
미세천공: 포장재 가스 투과도를 통한 기체 조성 유지
진공: 포장 내부의 화학 반응 기체를 제거 진공 유지

스낵제품
과채류
훈제육제품

온도조절

단열: 저온 및 일정한 온도 유지
자가 발열 및 냉각: 외부 열원 없이 자체 온도 조절

두부, 피자
음료

○ 그 외 가식성 포장은 가식성 바이오 소재와 식품첨가물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소재를 이용하여 제품의 품질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가진다<표 4-16>.
-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성분 물질로 구성된 소재를 주로 사용하며 식품에
직접 표면 코팅하여 가스 및 수증기를 선택적으로 차단하여 내용물의 물
리적, 생리 화학적 보호 효과를 부여하거나 가식성 필름 소재 그대로 제품
화하기도 한다.
- 가식성 포장은 제품의 유통기간 증대 및 위생 안전성을 부여하며, 수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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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차단과 향미 및 착색의 심미적 기능을 제공, 그리고 항산화제 및 항균
성의 활성물질을 내용물에 전달함으로써 품질 개선 효과의 기능을 가진다.
표 4-16. Materials of functional compositions for edible packaging
Functional structures

Components

Film forming
materials

Proteins: collagen, gelatin, casein, wheat gluten, corn
zein, soy protein, and whey protein, Polysaccharides:
starch, modified starch, modified cellulose(CMC, MC,
HPMC), alginates, carrageenan, pectin, pullulan,
chitosan, exudate gums
Lipids: paraffin wax, beeswax, acetoglycerides, Shellac

Additives

Glycerin, propylene glycol, sorbitol, corn syrup

Functional materials

Antimicrobials, antioxidants, nutrients, flavors, colors

Other materials

Emulsifiers (lecithin, tweens, spans)

- 현재 신선 과채류, 견과류, 캔디의 코팅 적용으로 선도유지 그리고 소시지
제품의 가식성 필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최근 다양한 형태로 응용하기 위하여 포장의 기계적, 화학적 특성의 개선
연구를 통한 물성의 취약점 보완 연구 그리고 기능성 물질 포집 적용 기
술 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 그러나 가식성 포장 적용시 소비자의 가식성 소재에 대한 거부감 극복, 잠
재적 유해요소와 알레르기성의 안전성, 다양한 분야의 제품 적용에 있어
법적규제 등을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자레인지 포장은 포장된 식품을 전자레인지에 조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포장하는 기법을 말한다.
-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포장재는 마이크로파의 투과성이 높고, 물리 화학
적으로 내구성이 있으며, 식품위생상 안전하여야 한다.
- 전자레인지 포장 기술은 크게 전자레인지 적합 소재 개발, 증기 방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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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조절, 발열체 적용 기술로 나누어질 수 있다.
- 일반적인 전자레인지 포장소재는 합성수지를 합지한 종이, 내열성 PS, 폴
리메틸펜텐, 폴리페닐렌옥사이드, CPET 또는 PP 등이 주로 사용된다.
- 전자레인지의 장점은 가열 시간이 짧고 식품의 품질과 영양성분의 파괴가
적으며, 포장재와 함께 가열 조리가 가능하나, 식품 제품이 균일하지 못한
형상의 경우 내부의 열이 균일하게 가열되기 어렵고 구운 상태의 바삭함
과 조직감이 만들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 최근 전자레인지 제품의 수요 증가에 맞추어 열안정 특성을 가진 내열성
소재, 오븐과 같은 식품을 고온으로 가열할 수 있는 조직감과 갈색화 효과
를 부여하는 발열체,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가열 조리하는 증기 방출 기능
등의 포장 기술들이 개발되어 상용화 되고 있다.
○ 지속가능포장(Sustainable packaging)은 최근 그린정책, 포장 폐기물의 EU
규정, 소비자의 환경 인식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포장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자연, 인간, 사회의 모든 내용을 조화하여, 제품 포장에 충족시키는 지속
기능을 융합한 내용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가치가 고려되어진다.
- 지속가능포장은 재사용 및 컴포지트 소재, 재활용 소재, 재사용 디자인, 유
해 잉크 안료 및 접착제 제거, 2차 포장 제거, 포장 공간 감소 등으로 활용
되고 있다<표 4-17>.
- 지속가능포장 적용을 위하여 재생 및 재활용 포장 물질 사용의 극대화 및
원천 포장소재의 효율적 회수를 위한 모든 라이프 사이클 시나리오 최적
화가 필요하다.
- 이러한 최적 라이프 사이클 시나리오의 환경 조건에는 포장 요소 구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므로 대부분 식품 업체들은 최근 지속 가능한 포장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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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Sustainable strategies for food packaging
항목

내용

친환경 소재

옥수수, 감자, 유지방 고분자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

재활용 섬유 및 목업 펄프로부터 만들어진 종이 및 판
지 또는 HDPE와 PET 같은 재활용 플라스틱

재사용 디자인

재사용 팔레트, 재밀봉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 디자인

라벨 및 뚜껑이 단일 소재로 구성된 포장

무해 잉크 및
접착 소재

유해 화합물(VOCs) 또는 중금속을 포함하지 않은 잉
크 및 접착제 사용

2차 포장 제거

내용물 포장 및 운송시 1차 포장으로만 사용 가능

포장 부피 감소

공간에 적합한 파우치, 경량 병 및 캔 사용

예시

3.4. 식품 포장 디자인의 중요성
○ 포장 디자인의 기본 개념은 제품을 보호하여 보존하는 포장 기법 및 설계와
더불어 내용물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소비자의 구매 동기 및 사용
하는 동안 심미적 감정을 높여주는 기술로 볼 수 있다.
- 최근 기업 경영의 전략적 사고와 마케팅을 부합된 활동을 부여하는 형태
의 기획 역할을 가진다.
- 특히 포장 디자인은 제품의 상품성 부여를 위한 시각적인 표현 작업을 통
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최적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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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식품 포장 디자인의 영역
○ 제품 및 제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기업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표현되어지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큰 영역으로 구별할 수 있다.
- 제품의 특성에 따라 로고, 색상, 캐릭터의 개념을 부여하는 브랜드 시각
포장 디자인
- 포장 소재의 다양성을 고려한 구조적 포장 디자인
- 제품의 차별화를 부여하는 산업디자인
- 광고 기능을 가지는 디스플레이 마케팅 디자인
- 그리고 최근 과대포장 문제 및 환경 보호 요구에 맞추어 소재 절감, 재사
용, 재활용을 고려한 환경 포장 디자인

3.4.2. 식품 포장 디자인의 사례
○ 식품 포장 디자인은 포장이 가지는 내용물을 보호 및 보존하는 기본 기능을
포함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호감을 가지게 하여 구매의 동기 감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한 전략적 활동 형태이다.
- 최근 식품포장 디자인은 첨단 소재 개발 및 응용으로 포장 디자인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상품성을 부여하는 마케팅 행동으로 시각, 산업, 구조, 인
쇄, 마케팅, 환경 측면의 포장 디자인으로 구별한다.
- 브랜드 이미지가 고려된 디자인은 특히 브랜드 구축을 위한 제품포장 디자
인 개선 또는 기업의 이미지가 고려되어지는 로고 형태, 회화적인 형태, 색
형태, 캐릭터 형태 등으로 제품의 차별화 및 고급화시키고 있다<표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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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Brand images for food packaging design
브랜드

디자인 예

로고

진품횡성한우

회화성

김치대표 브랜드

색감

케첩 (빨간색)
맥주 (녹색)

캐릭터

초콜릿 스낵

이미지 형태

3.3. 식품 포장 및 디자인 개발 발전 형태
○ 최근 식품 포장은 소비 경기 영향과 관련 소비자의 조리 및 시간 증가에 비
례하여 마트 제품의 구매 횟수 증가에 따른 마케팅 수요 증대와 함께 다양한
포장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 일회용, 적정소량, 취급 이동 용이한 포장 형태의 소비자의 구매경향 변화,
그리고 1, 2차 포장 제품을 마트에 있는 박스 포장에 적용한 형태로
RRP(Retail ready packaging), Display ready, Self-ready packaging 등으로
소매판매업자들이 선호하는 포장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 식품 포장 디자인의 중요성 확대, 소비자의 기호 변화, 생산 및 유통환경의
변화, 생활 패턴의 변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환경을 고려
한 지속가능 포장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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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식품 포장 및 디자인의 정책 방향

4.1. 정책 방향
○ 식품 포장 및 디자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
- 최근 국‧내외 시대적 수요 및 산업적 역할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식품
포장 및 디자인 부분을 집중 연구개발 및 컨설팅, 시험분석 등의 기술 지
원을 해줄 수 있는 전담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식품 클러스터 조직
및 디자인산업 진흥 조직에 기존 포장과 디자인 지원 중심의 기구를 확대
하여 종합지원 센터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
- 국내 지역 특화 브랜드가 활성화 되면서 수출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포장
디자인 의무 표시 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수출시장 진출 및 확대 관련 국내 포장 디자인은 주로 내수 시장을
목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유통상 필수적인 의무표시 규정 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
○ 식품 포장 안전성 관련 정책
- 수입되는 포장재 및 포장된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국내 소비자 보호
를 위한 수입 식품 포장재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국내 규정 관리 요구되
며, 무역상대국과의 식품포장재 안전성 시험 규격 인증 표준화 정립이 필
요하다.
- 국내 포장재의 원료 및 첨가제에 대한 체계적인 PL 제도 운영의 부재로
포장재 생산 전후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아, 포장재 및 포장가공식품의 수
출시 교역상대국의 관련법규에 의해 제약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식품 포장의 규격 및 재질 표준화 정책
- 식품 포장 규격 및 재질 표준화에 규정 정립으로 과대포장 방지, 환경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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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탄소 배출량 감소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 불필요한 포장부자재의 절감으로 제품의 생산원가 및 경영 부담 감소를
통하여 식품 제조 회사의 생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식품의 이중 포장에서 내포장 및 OEM 제품에 대한 제품 표시기준 강화
등으로 포장을 통한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내용물의 정보제공을 하
기 위하여 포장 표시 기준에 대한 규정 및 규제 관리 강화 필요하다.
○ 식품 포장 폐기물 관련 정책
- 현재 식품 포장 및 용기의 경우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식품 등 잔여 이물
질이 오염 문제 및 수거비 과다 소요 등의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쉽지 않
으므로 기존 난분해성 범용 플라스틱과 유사한 복합 분해 플라스틱 상용
화 증가되고 있다.
- 환경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생분해성 바이오 포장소재의 개발과 활용이 증
가되고 있으며, 농식품의 생산 및 무역에 있어 국제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4.2. 애로사항
○ 현재 식품기업들이 가지는 포장에서 가장 중요시한 부분은 제품의 신선도
유지 및 유통기간 연장 해결이며, 제품 개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포장 용
기의 제작 및 비용, 숙련된 전문 인력의 확보, 홍보 마케팅 기술 부족, 안정
된 판로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가진다.
- 포장 개발에 투자하여 연구하는 국내 기업은 극소수이며, 대다수 기업은
규모가 영세하며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역량 부족으로 포장만 전
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또한 현
재 주요 포장재 가공 및 취급업체들도 기술투자가 어려운 영세한 상황으
로 자체적 기술 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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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망
○ 식품포장 선진국의 경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포장 및 시스템에 관련된 기술
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정립되어 있어 효율적인 식품 포장 기술을 적용하
고 있다.
○ 식품 포장은 최근 BT, NT, IT, ET 그리고 인지공학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다양한 첨단 포장 기술들이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과
같은 식품 포장 기술 연구 개발 내용들은 국내 제조, 유통, 판매 시장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 식품 품질 개선, 안전성 부여 및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기능성 포장재 개발
- 식품포장에 대한 성능기준과 설계 기준이 부재하여 표준화 정립
- 수입 식품 포장재의 안전성 검증 및 평가 정립
- 식품 전자상거래 소비 증가 및 지속가능한 환경에 맞는 유통 기술
- 수출 무역 증대로 장거리 수송 및 선도 유지 증대를 위하여 저온 냉장 유
통 시스템 체계 및 포장 제품 개발
- 환경문제 이슈에 따른 강화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과 불안정한 국제 유
가를 고려한 친환경 바이오 식품 포장 소재 개발
- 소비자의 만족도를 고려한 상품성 부여 포장 디자인 개선
○ 선진국과의 국내 식품 포장 기술 수준의 격차를 좁히고 식품의 질적인 향상
을 위하여 과감한 포장 연구 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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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식산업의 미래

김 태 희 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과 교수
제1장 연구 필요성
제2장 국내 외식산업의 현재
제3장 미래를 변화시키는 주요 환경요인
제4장 외식(식품) 소비시장 트렌드
제5장 외식산업에 주는 시사점
제6장 정책적 제언

제1장 연구 필요성

○

우리나라 외식산업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외브랜드 도
입,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 힘입어 양적으로 크게 성
장해왔음.
- 1986년 국내 외식시장규모는 매출액기준 4조 6천억원에서 2012년 63조원
(주점업 제외)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룸
- 사업체수도 1986년 259,451개에서 2012년 451,338개로 늘어났으며, 종사
자수는 70만명에서 135만명으로 증가함.

○

한식세계화에 대한 지난 정부의 높은 관심과 의지는 비록 한식세계화 정책
이 단발성, 홍보성 사업으로 평가받기는 했으나, 국민들의 한식 위상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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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통한식의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하며 정부차원의 외식산업진흥 및 육성
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데 크게 기여함. 그 결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주무부처가 생겼고, 2011년 외식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외식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가 마련됨.
○

하지만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식산업 구조는 아직도 가족경영
과 자영업 중심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치
열한 경쟁시장에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외식산업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등 외부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한
산업 중에 하나로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경영환
경 및 소비자 니즈로 인해 외식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식산업의 현재와 미래 외식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환경요인들, 그리고 외식(식품) 소비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고찰해
보고, 외식산업의 미래 대응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함.

제2장 국내 외식산업의 현재

2.1. 개념정의
○ 외식산업진흥법상 ‘외식(外食)’의 법률적 정의는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
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
사형태를 의미함.
○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 개발, 생산, 유통, 소비, 수출, 수입, 가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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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음.

2.2. 외식산업 현황
○ (시장규모) 우리나라 외식업 규모는 주점업을 제외하고 ’12년 기준 매출액
약63조원, 사업체수는 451,338개, 종사자수는 1,347,209명으로 추산됨. 국민
소득의 증가,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외국문화의 개방,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 외식산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표 4-19. 외식업(주점업 제외) 현황 (2005-2012)
단위: 조원, 천개, 천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음식점업

36.7

42.9

47.9

51.9

56.1

55.5

59.6

63.1

사업체수

389

421

424

421

422

426

440

451

종사자수

1,114

1,175

1,214

1,213

1,233

1,249

1,301

1,347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1) 표준산업분류 9차개정에 따름(2007년 이전자료는 9차개정에 맞춰 재조정한
수치임)
2) 2005년도 자료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자료임
3) 2010년도 자료는 경제총조사 자료임

○ (음식업 업종별 시장규모) 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업종에 따른 시장규모를 보
면 한식당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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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음식업 업종별 매출액 및 종사자수 현황 (2006-2009)
단위: 10억원, 천명, 명, %

주: A는 매출액(10억 원), B는 종사자수(천 명), C는 매출액 1억 원 당 종사자수(명), ’06
년 대비 ’8년 종사자수 증가율(%)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KOSIS, ｢도소매업조사｣.

○ (종사자 규모별 음식점업 구성비) 2009년 기준 종사자 규모별 음식점업 구
성비를 보면 국내 음식점 대부분(88.6%)이 4명 미만의 종사자를 보유한 소
형업소들이며, 10명 미만인 경우를 합하면 전체 97.8%를 차지함.
표 4-21. 종사자 규모별 음식점업 구성비 현황 (2009)
분류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1∼4명

373,603(88.6)

815,620(66.1)

28,961,366(51.6)

5∼9명

38,813(9.2)

235,217(19.1)

14,106,988(25.1)

10∼19명

6,967(1.7)

88,963(7.2)

6,428,351(11.5)

20명 이상

2,473(0.6)

93,284(7.6)

6,623,916(11.8)

20∼49명

2,047(0.5)

59,647(4.8)

4,099,206(7.3)

426(0.1)

33,637(2.7)

2,524,656(4.5)

421,856(100.0)

1,233,084(100.0)

56,120,621(100.0)

50명 이상
합계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매출액(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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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형태별 한식당 업체수 및 종사자수) 2010년 기준 국내 한식당의 조직
형태는 99.4%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
해 더 영세한 것이 특징임.
표 4-22. 조직형태별 한식음식점 업체수 및 종사자수 (2009∼10)
분류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합계

2009

2010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277,603(99.6)

748,283(97.6)

279,823(99.4)

748,758(96.8)

1,226(0.4)

16,902(2.2)

1,533(0.5)

22,793(2.9)

129(0.0)

1,339(0.2)

152(0.1)

1,521(0.2)

20(0.0)

273(0.0)

43(0.0)

394(0.0)

278,978(100.0)

766,797(100.0)

281,551(100.0)

773,466(100.0)

자료: 통계청 조사관리국 경제총조사과
1)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개정(2007년)기준
2) 조사기준시점(12.31)과 조사시점(익년도조사기간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
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수익성) 과당경쟁과 높은 원가 부담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월평
균 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9.92%로 나타났으며(한국외식산업연구원, 2014),
음식점 월평균 매출을 1,005만원(중소기업청, 2013)으로 계산한다면 점포당
월평균 이익이 996,960원임. 이는 2014년 기준 최저 임금인 1,088,89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외식업체들이 매우 영세함을 보여줌.
○ (창·폐업 현황) 우리나라 외식업체들은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82.6%)이며,
평균창업비용도 9,234만원으로 2억 미만의 외식업 창업이 전체의 89.8%를
차지하고 있음. 음식점 폐업은 전체산업 폐업률(15.03%)보다 1.3배 높은
26.47%를 나타내고 있으며, 폐업자 대비 신규사업자의 비율이 94.55%로 폐
업 점포와 창업 점포수 비율이 1:1로서 이는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외식산업
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300

2.3. 외식소비 현황
○ (외식화율) 도시가구 한가구당 월평균 식료품비와 외식비 지출 추이는 외식
산업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늘어나 2011년 기준 47.3%를 차지했으며, 이는
외식산업 선진국의 외식화율(일본 2011년 44.7%, 미국 2013년 47%)보다 더
높은 수준임.
○ (외식소비행태) 2014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들은 집이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외식이 보편화 추세에 있으나, 외식장소로 대부분
고깃집과 한식당을 선호하고 있어 외식메뉴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음.
- (외식여부 및 빈도) 성인의 85.7%가 외식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
1회 이상’이 20.5%, ‘주 2~3회’가 17%, ‘주 4~5회 이상’ 외식하는 비율도
18.9%로서 대체로 높은 외식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
- (1회 외식비용) ‘1만원~2만원’이 가장 많은 비중(37.9%)을 차지했고, 다음
으로 ‘2만원~5만원(31.3%)’, ‘5천원~1만원미만(21%)’ 순이었음.
- (월평균 외식비용) 10만원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0.3%로 가장
높았음.
- (외식하는 이유)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9.8%,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
간이 없어서’나 ‘귀찮아서’라고 응답한 사람도 21.5%를 차지함.
- (외식장소 및 선택기준) ‘고깃집(65%)’과 ‘한식당(65.6%)’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외식 장소 선택기준은 ‘음식의 맛(6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가격수준(31.5%)’, ‘요리종류(24.1%)’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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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래를 변화시키는 주요 환경요인
3.1. 인구통계 변화
○ (총인구)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저출산의 영
향으로 2030년 5천200만명대에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인구
증가율 또한 70년대 2%대에서 계속 하락하여 2000년 이후 1% 미만에 머무
르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감소하는 반면 글로벌화로
인해 국제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는 늘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2010년
현재 국제이동에 의한 인구증가가 8만명에 달하며 다문화 사회가 확대되고
있은 추세임. 다문화 현상의 확산은 외식시장에서 ‘음식의 퓨전화 또는 글로
벌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임.
○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0년 1.47에서 2005년 1.08로 떨어지면서 역
대 최저를 기록했다가 2007년 1.25, 2011년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다시
개선되고 있음. 그러나 보통 1.3명 이하일 경우 ‘초 저출산’으로 구분되는데
200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면
서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음. 경제활동인구로 활동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조리식품 및 외식시장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대될 것임.
○ (기대수명) 지난 30년간 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은 15세 이상 증가해왔으며,
남자의 기대수명은 1980년 61.8세에서 2010년 77.2세로 15.4세 증가했고, 같
은 기간 여자의 기대수명도 70세에서 84.1세로 14.1세 증가함. 2050년 우리
나라 남성의 기대수명은 85.1세, 여성은 89.3세로 예상되고 있음. 전 세계적
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의료기술의 발달,
교육 및 소득수준의 증가 등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수명
이 연장되면서 ‘수명의 질’이 중요해지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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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2013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로 매년 증
가하는 추세이며, 고령가구의 비율도 19.5%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30.7%로 다른 나라와 비
교해 높은 편이며, 고령자중 대학이상 학력자 비중도 2010년 7.3%에 불
과하지만 향후 급속히 성장하여 2050년에는 10명중 4명꼴(39.4%)로, 선
진국 중 일본(47.8%) 다음으로 가장 높아질 전망임. 2010년 우리나라 인
터넷 이용자수는 인구 100명중 83명으로 영국 다음으로 높으며, 60세 이
상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자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앞으로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고령 소비자의 증가로 실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전망임.
○ (소득)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2011년 기준으로는 3만
달러를 달성, 세계 25위를 기록했고, 이는 일본, 영국 등 선진국과 매우 근접
한 수준이라고 함. 선진국 수준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내수경
제는 아직 자신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중산층 붕괴, 가계부채 규모 및
나쁜 부채 증가 등으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 (가구) 2000년 이전 한국의 전통적인 가구 형태는 4인 가구였고 가족이라는
용어 역시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을 의미했음. 그
러나 지금은 도시화, 여성의 사회진출, 고령화, 저출산, 개인화 등 다양한 이
유로 인해 가구 구성원이 1~2인 가구와 같이 소규모 형태로 변해가고 있음.
전 세계 선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추
세임. 2010년 1~2인 가구의 비중이 4인 가구를 약 3% 비율로 앞서고 있음.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 1인 가구 조사결과 3~4인 가구에 비해 월 가처분소
득의 상당히 높아서 소비시장에서 강력한 소비주체로 인식되고 있음. 가구
구성원 수의 변화는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성향, 라이프 스타일 등의 사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서, 세대별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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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이미 일본이나 유럽 등지에서 솔로 전용 레
스토랑들이 영업 중이며, 솔로 전용 자동차, 침대, 영화관까지 등장하고 있음.
○ (도시화) UN의 세계도시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인구가 천만명이 넘어
서는 도시를 메가시티(Mega City)로 정의하고,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화
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60%인 50억 인구가 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전망함. 2025년 전 세계 메가시티 10위권 내 도시들 중 7개 도시가 아시아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서울, 인천, 경기도는 인구 약2,400명
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시티라고 할 수 있음. 거대한 도시 발달은 거
대 소비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도시화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식품이나
외식상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식생활 관련 라이프스타일이나 식습관 등도
변화될 것임. 이러한 도시화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마을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농촌지역의 기능과 가치를 다원화하는 전략이 필
요함. 농촌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음식자원을 활용한 지역음식 관광상품
화는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과 도시사람들을 농촌으로 돌아오게 함
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3.2. 아시아로의 파워 이동
○ 아시아개발은행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7개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의 GDP는 아시아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아시아 경제를 이끄는 핵심 주체이고, 2030년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약 60%를 아시아가 차지하여 2050년에는 본격적인 아시아의
세기가 도래할 것이라 보고하고 있음.
○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의 글로벌 트렌드 2030 보고서에서도 2030년 글
로벌 지배력(GDP, 인구, 군비, 기술투자, 교육, 보건, 거버넌스를 고려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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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서 아시아가 북미와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북미와 유럽의 ‘서쪽 시대’에서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동쪽 시대’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함. 특히 2030년이 되기 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가의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함.
○ 최근 아시아의 문화, 그중에서도 특히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문화가 아
시아를 넘어 전 세계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시아의 가치가 재평가 되면서 아시아로의 시프트
가 촉진되고 있음. 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관심은 아시아지역의 국제관광시
장의 성장을 가져왔고, 서양의 메뉴 트렌드도 음식문화 대표 선진국인 프랑
스요리나 미국 요리가 아닌 아시아 요리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 미국 레스토랑협회에서 2014년 1,283명의 요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국음식(Ethnic Cuisine) 카테고리에서는 한국음식과 동남아시아 음식
(태국, 베트남, 버마, 말레이시아)을 Hot Trend 2위와 3위로 선정하였으며,
캐나다에서 실시된 2014년 Chef Survey에서도 동남아시아 음식이 1위, 인도
음식이 3위, 한국음식이 4위를 차지함. 한국음식을 포함한 동양음식은 서양 사
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며 건강 및 웰빙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3.3. 환경문제
○ 인구증가와 도시인구의 팽창은 자연자원의 고갈과 식량, 물, 에너지 등 필수
자원에 대한 압박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2030년 식량수요는 현재보다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30년 연간 물 수요량은 6조 9천억 입방미터에 달하나 이는 현재 공급량을
40% 초과하는 수준임. 또한 향후 15~20년간 에너지 수요도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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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환경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이슈로
서 소비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식품기업
이나 외식기업들에게 환경 친화적이며 책임 있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기
대할 것으로 예상됨. 외식업소들은 배달 및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위해 사용
되는 1회용 용기나 음식물쓰레기를 감축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도 모색해야
될 것임.
○ 친환경 외식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음식
점(green restaurant)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영국의 Sustainable
Restaurant Association, 미국의 Green Restaurant Association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협회 가입된 음식점들은 지속가능한 메뉴 제공과 환경친화적인
주방시설 및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또한 로컬 식재료나 유기농 식재료
를 사용하는 음식점, 농장과 직거래하는 Farm-to-table 음식점, 농가 레스토
랑 등도 증가하는 추세임. 미국의 2014 Chef Survey 결과 레스토랑 음식과
메뉴 트렌드도 유기농, 로컬푸드, 지속가능한 식품 등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
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건강지향성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3.4. 상호소통능력
○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간, 회사간, 커뮤니티간 소통하고 사
회화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음. 인터넷은 시공을 초월한 인간관
계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넘쳐나는 무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공
유하며 매우 중요한 학습의 도구가 되면서 사이버 공간은 현대인들의 새로
운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 이로 인해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의 중요성
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최근 UN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들 중 인터넷 보급률 및 인터넷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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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위는 덴마크, 2위는 한국, 서유럽 국가들이 3위를 차지함. eMarketer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2% 가량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약 6.2%씩 증가하고 있고, 2018년에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
함. 아직까지 이용자의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혜택 받고 있는 도시 지역에 살
고 있으며 한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은 공간을 초월해 고객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대규모 조직
구성도 가능해졌으며, 모바일을 이용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비율도 증가하
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개인 간 사이버상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좋은 점도 있으나, 24시간 온라인 상태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적 문제를 불러일으키
고 있음. 새로운 기술로 인해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안에서 인간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가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환경변화로 등장한 소셜다이닝(social dining)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모여 음식을 먹으면서 공통 관심사를 얘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선진국에서는 Lunchwithme, Colunch, Grubwithus
등의 서비스 업체가 있음. 한국형 소셜다이닝 플랫폼 집밥(www.zipbob.net)
은 삭막한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끼리 도시락을 싸서 함께 먹자는 취지로
한 20대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온라인을 통해
모임을 개설하고, 식사시간과 오프라인 장소가 정해지면 함께 만나 식사하
면서 공통 관심사를 놓고 대화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임.
○ 이지데이의 집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493명중 35.3%가 집밥의 정의에 대
해 35.3%의 ‘집에서 먹는 밥’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가족 또는 사랑하
는 사람과 함께 먹는 밥’이 28.2%로 많았고, ‘부모 또는 배우자가 차려준 밥
(21.3%)’이 차지함. ‘집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따뜻하다’가 41.8%, ‘건
강하다(27.8%)’와 ‘맛있다(26%)’가 그 뒤를 이음. 집밥을 챙겨 먹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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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과의 정을 느낄 수 있어서(41.6%)’, ‘정서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20.1%)’, ‘맛있어서(17.8%)’ 등으로 응답했는데 ‘밥’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음식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만 아니라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고 인간적인 정
을 느끼는 순간임을 알 수 있음. 가족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가족
들이 함께 모여 같이 식사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인간적인 관계나 정을 그
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대인들의 감성적인 코드
를 자극할 수 있는 ‘집밥’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태의 외식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3.5. 글로벌화
○ 글로벌화(세계화)의 의미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
가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
는 과정을 말함. 세계시장의 글로벌화는 양적 교류의 확대를 넘어 현대 사회
생활이 새롭게 재구성됨으로써 전 세계 시장을 단일한 지구적 시장으로 만
들어줌.
○ 문화산업의 세계화는 문화의 생산, 분배, 소비의 지구적 확산과 함께 선진국
에의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면서, 미국화
(americanization) 사례처럼 우리의 일상적 문화적 삶과 의식에 미국식 가치와
생활양식의 영향이 증가해왔고 아직까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이자 효율성과 미국화를 상징하는 맥도날드의 패
스트푸드 문화를 맥도날디제이션(McDonaldization)이라고 하는데 맥도날드
햄버거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식생활문화와 어린이들의 입맛
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세계화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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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 될수록 국가별 정체성이나 지역 고유 정체성이 사라
지고 글로벌화된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문화적 표준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전 세계적인 체인 레스토랑의 확대로 인해 세계 어디에서든 표
준화된 식품소비가 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입맛과 식사 취향마저 세계적 표
준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자국 음식의 정체성과 전통을 계
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임.
○ 이태리의 슬로푸드운동은 맥도날드의 패스트푸드에 반대하고 세계화의 부
정적인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시작된 운동으로 맛의 표준화와 세계화된 미
각의 동질화를 지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적이고 다양한 식생활 문화
를 추구하는 국제 운동임. 1986년 이태리 작은 마을(Bra)에서 시작된 식생활
운동은 현대의 대량생산 음식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전통 음식문화와 건
강한 먹거리를 보존하자는 생활 문화운동의 가치까지 포괄하고 있음. 특히
미각교육(sensory education)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어린아이들의 미각을
패스트푸드가 아닌 전통음식 맛에 길들여 성인이 되어서도 미각을 활용하여
올바른 식재료 선택과 올바른 음식의 맛을 즐기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
로 삼고 있음.
○ 슬로푸드는 현재 160여개국 십만명이 넘는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2007년 한국슬로푸드 사단법인이 창립되었고 2014년 5월 국제슬로
푸드한국협회를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음.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
아짐에 따라 국내 슬로푸드 운동도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우
리밥상에서 전통한식이 사려져가고 우리 맛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을 대상으로 바른 식생활, 전통 식생활을 교육하는 것은 장래에 전통한식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우리 농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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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양극화
○ 양극화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로서 우리나라도 1990년
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경제적 불평등은 물론 사회, 문
화, 교육, 지역, 산업 및 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
로도 양극화 현상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소득 상위 10% 그룹의 평균 소득이
하위 10% 그룹의 소득보다 9배가 많으며, 소득분배가 잘 이뤄지는 유럽국가
들의 비율도 1980년대는 5:1에서 지금은 6:1로 증가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이태리, 일본, 영국은 10:1, 이스라엘, 터키, 미국은 14:1까지 소득격차가 벌
어지고 있음. 이러한 소득의 격차는 식품소비 및 외식소비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각 계층이 소비하는 음식의 종류나 가격
등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식품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식품산업시스템을 분석한 식품주식
회사(Food Inc.)에서 빈곤층 4인 가족이 맥도날드에서 지불한 1끼 식사비용
으로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해 요리 해먹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을 보여주며, 빈곤층일수록 건강에 좋지 않은 저렴한 먹거리에 노출될 수밖
에 없는 식품산업시스템을 고발하고 있음. 세계 식량위기의 심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먹거리 양극화
를 해소하고 먹거리에 따른 건강과 안전의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외식산업 정책이 필요함.

3.7. 지속가능한 행복
○ 바쁜 도시생활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은 ‘힐링’ ‘쉼’ ‘행복’이며, 힐링과 행복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실

310
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판
매되고 있음.
○ 행복은 주관적인 웰빙 개념으로서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문제이며,
돈에 의해 측정되거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음. 또한 행복을 결정짓는 3가
지 요소는 사람의 타고난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유전적 요인이 50%를
차지하고, 10%는 처한 환경, 그리고 40%는 개인이 의도적으로 하는 활동
(여가활동, 친구만나기, 문화생활 즐기기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함. 따라서
유전적 요인에 의해 50%는 결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어
느 정도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 행복을 찾아 가는 일이 행복한 감정이요 웰빙 생활이라 할 수 있음.
○ 미래 소비자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
복(웰빙)관련 산업도 다양해져갈 것으로 전망됨. 특히 음식을 먹는 일은 인
간의 오감(五感)을 자극하는 체험과정의 하나로서 이제 음식을 먹는 다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을 즐
기는 미식가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UN이 발표한 World Happiness Report 2013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는 덴마크였으며, 다음으로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
드, 스웨덴 순으로 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41위에
머물렀음.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비해 매우 낮
은 수준이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및 성장 정책으로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바쁜 도시생활에 지친 개인들이 스스로 자신
의 행복을 찾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귀농귀촌 인
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데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소박한 삶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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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식(식품) 소비시장 트렌드
4.1. 건강한 음식
○ 소득수준의 증가,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
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임. 음식은 단순히
미각적, 감성적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건강
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지금까지는 음식의 영양학적 우수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건강메뉴
선택을 포함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Food Forward Trend Report 2014에 따르면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집밥’은
오늘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감성과 요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
로 자리잡고 있다고 언급함. 각박한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의 육체적 건
강 뿐 아니라 정신적 허기를 채우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엄마의 손맛’ 이미지를 가지고 ‘건강에 좋은 맛과 재료’라는 핵
심적인 속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보다 편리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건강 음식
점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됨.
○ 외식시 식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로컬식재료나 유기농식재료로 만든 메
뉴를 선택하며, 음식의 기능성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와 메뉴의 영양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날 것임.

4.2. 맛있는 음식
○ 외식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끼니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맛있는 식사를 통해
미각을 깨우고, 오감을 활용하여 소비의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며,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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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음식
에 대한 특별한 기호를 가지거나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을 즐기는 미각이
발달된 미식가들도 증가할 것임.
○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맛보다는 지역 식문화의 전통과 정체성이 담겨있는 차
별화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지역의 맛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슬로푸드 운동도 확산될 것으로 보임.
○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현지화되고 퓨
전화 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맛과 향의 이국 음식들을 경험하게 될 것임.
○ 소비자들은 가끔 달고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서 Guilty Pleasure(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과 만족감)를 느끼기도 하지만, 맛 없는 음식을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선택하지는 않을 것임. 따라서 미래에는 조리기술 및 식재료의 발달
로 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경험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됨.
○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음식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즐거움을 가지는 시간으로 외식의 사회적, 관계적 가치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4.3. 기술의 진화
○ 식품가공기술의 발전으로 식재료의 품질, 유통기한, 맛과 향, 모양 등은 지
속적으로 개선되어 갈 것이며, 건강 관련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식품의 개발
도 증가될 것으로 보임.
○ 현대인들의 바쁜 라이프스타일의 솔루션으로 ‘더 간편하게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간편 편의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가공 기술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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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기술을 이용한 가공과정에서 식품품질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들어가
는 첨가제나 보존료로 인해 오히려 식품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식품 안정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식품 원료의 원산지 정보 및 식품성분
표시, 영양표시 등의 소비자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첨가물과 안전
성 이슈에 대응한 식품들도 많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단백질 분말 첨가물
대신 원유를 한외여과 방식으로 농축하여 제조한 스무디 제품, 쌀로 만든 과
자, 과일이나 야채를 첨가물 전혀 없이 급속냉동 건조시킨 과채가공품 기술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4.4. 자연음식
○ 자연음식은 가공한 음식의 반대 개념으로서 최소한의 가공 및 조리법으로
식재료 본연의 맛과 독특한 향을 그대로 살린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임. 전곡류(whole grain)나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하고,
조리법은 단순화시키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 식재료를 주로 활용하는
레스토랑을 말함.
○ 2014년 세계 50대 레스토랑(World's Best Restaurant 50) 1위에 오른 노마
(NOMA) 레스토랑은 세계 미식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레스토랑을 인정받고
있음.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부둣가에 위치하고 있고 테이블이 11개 밖에 되
지 않은 작은 레스토랑이지만 이 레스토랑의 독특한 음식을 맛보기 위해 코
펜하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났으며, 노마로 인해 코펜하겐 관광산업
이 11% 성장했다고 함. 노마 요리의 특징은 총주방장의 요리 철학에서 나타
나듯이 ‘노르딕(북유럽) 식재료만 사용하고 신선한 재료를 원형 그대로 식탁
에 올리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식재료에 창의적인 조리스킬이
더하여 북유럽 스타일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식재료 활용의 지평을
넓히고 북유럽 지역의 향토음식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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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요리연구가인 임지호쉐프는 요리 재료를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현재 양평에서 [산당]이라는 자연음식 레스토랑을 운
영하고 있음. 국내에서 자연음식은 사찰음식, 자연발효 및 숙성을 거친 전통
음식 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나, 자연음식 조리법에 대
한 관심과 자연음식 선호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요리는 조리법만으로 차별화하기는 한계가 있어, 요리연구가들이나 조리사
들의 지역 식재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외식업계에서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요리사들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활동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청담동에 오픈한 BLACK SMITH by July라는
음식점은 청정 제주지역의 한우와 전국 각 지역의 농부들이 생산한 신선 식
재료와 창의적인 요리사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Farm-to-Table 레스토랑의 대
표적인 사례임. 또한 지역 식재료를 홍보하기 위해 블랙스미스 요리사들과
협업하여 서울에서 Farm Party 등을 기획하는 등 농부와 요리사의 협업을
통한 창의적인 프로모션 활동 등도 등장하고 있음.

4.5. 음식의 글로벌화
○ 소비자들의 국가 간 국제 순 이동의 증가,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등
세계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요리분야의 다양성도 넓어지고 있음.
서로 다른 식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하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게 되고, 서로 다른 식문화와 재료가 섞이면서 제3의 요리가 만들어지
는 퓨전(fusion) 음식도 늘어나고 있음.
○ 특히 외래 관광객 증가, 다문화 사회 확대,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장기간 체
류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서울 도심에서는 전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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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은 외국인 거주 인원이 2만명 이상 되는 다국적 문화지역으로 외국인
이 직접 운영하는 세계 음식점이 40여개에 달하는 등 이국 문화와 음식체험
이 가능한 지역으로 자리 잡음. 이태원 경리단길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뜨
고 있는 명소이며, 이국적 카페들과 음식점들이 몰리면서 한국 속의 작은 외
국 문화를 느끼고자 찾는 소비자들로 북적이고 있음.

4.6. 로컬/지역음식
○ 미국 레스토랑협회에서 조사한 2015 Culinary Forecast 자료에 따르면 조사
에 참여한 미국 요리사들의 뽑은 TOP 20 Food Trends 중 1, 2위는 지역생산
식재료 활용이었음. 지역 식재료의 활용은 계속되는 Food Trends 중에 하나
이며 외식업계나 요리사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표 4-23. TOP 20 Food Trends by 2015 Culinary Forecast
순위

내용

순위

내용

1

Locally sourced meats and seafood

11

Non-wheat noodles/pasta

2

Locally grown produce

12

Gluten-free cuisine

3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13

Ancient grains

4

Healthful kids' meals

14

Whole grain items in kids' meals

5

Natural ingredients/minimally
processed food

15

Non-traditional fish

6

New cuts of meat

16

Ethnic-inspired brekfast items

7

Hyper-local sourcing

17

Nutrition

8

Sustainble seafood

18

House-made/artisan ice cream

9

Food waste reduction/management

19

Fruit/vegetable kids' side items

10

Farm/estate branded items

20

Artisan che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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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관광기구(World Trourism Organization)는 세계 관광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세분시장으로 음식관광을 주목하고, 앞으로 여행지 선택의 주요
동기가 그 지역의 음식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인 ‘음식관광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음식자원은 각 나라가 보유한 가장 차
별화된 관광자원으로서, 세계화된 음식으로 표준화되어가는 외식시장과는
반대로 가장 전통적인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지는 지역 고유의 향토음식
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앞으로 농촌지역들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음식
을 통해 여가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음식관광상품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도시 소비자들의 로컬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가정에서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요리해 음식을 제공하는 ‘로컬푸드 레스토랑’도 생겨나면서 도시
인들에게 지역의 식재료와 전통/향토음식을 경험하기 위해 지역을 방문하고
있음. 전북 완주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운동이 시작되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적으로 로컬푸드 운동과 함께 로컬푸드 레스토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7. 프리미엄 식품
○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로 인해 로컬푸드나 친환경농산물에 기꺼이 더 지
불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식품업계에서
도 프리미엄 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프리미엄 식료품점(레스토랑
포함)도 생겨나고 있음.
○ Food Forward Trend Report 2014에 따르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자들
의 해외여행이나 명품 같은 과시적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 자신의 소비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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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심리적 사치를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주는 고급 식품에 관심을 가지
기 시작했고, 고급 식품이나 식재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즉각적
인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합리적 사치품(Affordable Luxury)’이 되
고 있다고 언급함. 과거 럭셔리 푸드 하면 떠오르는 캐비어, 트러플 등과 같
은 고가 음식을 의미하기 보다는 더 다채롭고 더 고급스러운 고품질의 음식
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외식시장에서도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가 생겨나며 소비가 급증하는 현
상을 볼 수 있음. 고급 초콜릿 브랜드와 고급 디저트 마카롱 브랜드 등이 성
공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유기농 우유를 원료로 하고 그 위에
벌집 꿀을 올려주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국산 유기농 팥을 사용한 빙수 등
고급스러운 요소를 가미한 디저트 시장의 성장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으로 미식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니즈를 잘
충족시켜주기 때문임. 앞으로도 이 같은 소비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되며 보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4.8. 저가 식품
○ 소비의 양극화로 인해 프리미엄 식료품점이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극빈층이
이용하는 저가 식료품점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 미국의 ALDI 할인점
은 전 세계에 만개가 넘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할인점 체인이며, 소
품종에 PB상품 위주의 상품구성으로 일반 할인점과 비교해도 식품 가격이
매우 저렴해 소득수준이 낮은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료품점임.
○ 하지만 요즘 고객들은 가난하지 않아도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
고, 제조사 브랜드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품질도 큰 차이 없는 유통업체들의
자체상표(private brand) 식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음. 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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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식품의 품질이 표준화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가치소비를 즐
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을 기반으로 구매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임.
○ 최근 뷔페시장 업계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1인당 7만원에서 10
만원선의 호텔 뷔페식당이 있는가 하면, 4,500원짜리 한식뷔페가 등장하기
도 하고 무한리필 컨셉의 음식점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집밥과 유사한 한식뷔페 브랜드들이 성공적으
로 외식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친숙한 메뉴를 접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음식의 품질을 유지하면
서 혁신적인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음식점들이 계속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4.9. 속도
○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빠르고 신속하게 식사를 해결하고자 하
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가져왔
고, 더 나아가 비전통적인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소비
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예를 들면 일반적인 식사시간에서 벗어나 식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
라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이나 하루 종일 브런치 메뉴를 파는 음식점들도
생겨나고 있음. Food Truck을 이용하며 길거리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
이나 Drive-Thru를 이용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안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하는 현대인들도 많아지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아침식사 해결을 위해
Drive-Thru를 이용하는 비율이 60%에 이르고 있음.
○ 미국의 Dream Dinners는 “do-it-yourself dinner shop”으로 식사 준비를 위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리 음식을 예약 하면 퇴근하는 길에 식재료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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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준비해둔 주방에 들려 당일 저녁메뉴를 직접 조리해서 집으로 포장
해 가는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함. 이는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는 번거로움을
단축시켜주고, 외식하는 비용보다 저렴해 이용고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함.
○ 또한 식품시장에서도 가정 조리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가정식사 대용식
인 HMR(home meal replacement), Ready to eat 식품, Semi Ready Food 등
과 같은 간편식, 전자렌지용 냉동 조리식품 등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 추세임. 국내에서는 신세계가 PEACOCK라는 맛있는 전문요리를 간편하
게 즐기는 간편가정식 전문브랜드를 론칭하면서 고품질의 HMR 메뉴와 더
욱 다양한 식품들이 등장하고 있음.
○ HMR은 가정식을 대체하지만 외식 시장의 경쟁자로서 성장가능성 매우 높
은 시장이며, 완전히 조리된 음식을 테이크아웃 해서 가정에서 섭취하는 것
이므로 기존 외식업체들의 테이크아웃 서비스 적극적인 도입도 검토할 필요
가 있음.
○ 보다 더 편리하게, 보다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
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상품이나 Meal Solution들이 등장할 것
으로 전망됨.

4.10. 개인주의
○ 소가족화, 1인 가구, 이혼율 증가 등으로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과거에는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밥상을 마주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했지만 요즘은 이러한 밥상 풍경을 보기 어렵고, 빨리 식사를 끝내
야하므로 혼자 외롭게 밥 먹는 고식(孤食)은 먹는 즐거움 마져 사라지게 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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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식품시장은 1인용 소포장 상품의 수요가 급증하며 1인 기준량의 식
품이 개발되고 있고, 식품의 종류도 다양해져 가고 있는 추세임.
○ 외식업계도 1인 메뉴를 제공하는 음식점이나 아예 혼자 방문하는 고객을 배
려한 시설 디자인을 갖춘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1인 전용 음식점도 생겨나
고 있는 추세임. 일본의 한 라면 전문점은 테이블을 독서실 형태로 배치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함.
○ 앞으로 1인 고객이나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다양한 외식 서비스 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됨.

제5장 외식산업에 주는 시사점

○ 외식시장의 미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관련 자료
들을 통해 예측 가능함. 본 보고서에서는 소비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 변화
와 세계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강력한 주요 환경요인들(아시아로의
파워이동, 환경문제, 양극화, 글로벌화, 지속가능한 행복, 상호소통능력)과
외식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미래 외식(식품) 소비시장 트렌드를 고찰했음.
○ 아직까지 국내 외식시장은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해 영세성이 면하지 못하고
있으나 치열한 경쟁시장 가운데서도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소비자가 있는
시장을 가까이 하며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임.
○ 미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표로 하는 세분시장을 명확히 설
정하고 핵심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외식서비스 컨셉을 개발하는
것임. 앞서 소개된 소비 트렌드 중에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상반된 개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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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고 있지만, 미래 소비자들은 이 모든 것을 원할 수 있음을 기억해
야할 것임. 예를 들면,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주면서 몸에 건강한 음식이라
든지, 식재료 본연의 특성은 유지하면서 가공화된 식재료,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화된 음식 등을 말함.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식품가공기술 개발과 메뉴 및 조리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외식(식품) 소비 트렌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음.
- 고독한 식사를 즐기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식사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정서적 안정, 먹는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솔루션 모색이 필요함.
- 미래 소비자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찾아 다니기도 하지
만, 음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니즈도 높기 때문에 맛있으면서도
몸에 좋은 음식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만족시킬 수 있는 메뉴 개발이 필요함.
-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음식이나 외식업소에 대해 소비자들
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떤 정보가 정확
하고 옳은 정보인지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움. 오히려 잘못
된 정보의 과잉은 소비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시장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소비자들이 올바른 메뉴를 선택하는데 도
움이 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세계화 흐름과 함께 지역 음식의 정통성이나 의미/상징을 유지하면서 글
로벌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쉬운 문제는 아니나 음식의 고유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표준화해야하는 요소들과 현지화해도 문제되지 않는 부가적
인 요소들을 잘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함.
- 품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저렴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들은 안전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외식업계
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좋
은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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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책적 제언

○ 외식산업의 미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외식산업은 민간주도의 산업이므로 시장에 정부가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지금까지 법과 제도, 유통 인프라 구축
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앞으로 지속가능한 외식산업의 발전과 외식
시장의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외식업체 스스로의 역량 개발 노력과 함께 소
비자 개인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해 소비자 대상 식
생활교육, 환경교육 등 정책 추진이 중요해 보임.
○ 개인의 식습관이나 식생활 행태가 외식소비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가
정에서 이루어진 밥상머리 교육으로 인해 소비자의 입맛이 길들여지고, 한
번 길들여진 입맛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외식 시 메뉴 선택도 입 맛을 따
라갈 수 밖에 없음. 이는 서구 음식에 길들여진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아무리 식생활교육을 하고 건강 정보를 제공해도 식행동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이기도 함.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외식 상황에서 자국민들이 스스
로 건강한 음식과 로컬푸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으로 어렸을 때 부
터 미각교육과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식재료의 본연의
맛이나 음식이 가지는 다양한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미각을 가지고
있다면 음식을 맛보고 먹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의 미각을 바로 세우는 다양한 정책 활동이 필요함.
○ 소비자들의 외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식사를 밖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짐에 따라 외식소비행태와 소비자의 건강은 더욱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소비자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행복을 가정과 학교, 소비자 단체나 협
회, 식품기업이나 외식기업 등 모두 협력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
달하고 식생활 관련 교육을 시킴으로써 올바른 식생활 태도와 소비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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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현재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전통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실제 정책 추진의 성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좀 더 세밀한 평가가 필요해 보임.
○ 간편가정식, 조리식품, HMR, Take-out 시장의 확대는 식품섭취까지의 리드
타임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식품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으므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안전 관련 법이나 제도
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자연환경 조건에 따라 차별화된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재료를 관광 자원화하는 음식관광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의 관광인프
라와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자원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지
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한류문화 확산과 아시아로의 파워이동으로 인해 세계인들의 한국음식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외식기업의 직접적인 해외 진출
지원 보다는 현지인들의 한식당 창업을 유도하고 한국음식을 체계적으로 배
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단기간에 점포 확장을 통해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임. 또한 한식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음식을 경험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음식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한국 식문화를 제대로 해설해주고 가이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고객들이 농업, 농촌과 지구 환경을 배려하는 로컬 식재료와 친환경
식재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 농촌과 밥상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줄일 수 있는 체험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 착한 소비자가 착한 생산자, 유통기
업, 외식기업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음식이나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변
화시키는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밥상을 지키고, 농업 농촌을 지키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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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구차원의 식품보장(Food Security) 실태와 개선 방향

안 병 일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제1장 서론
제2장 식품보장 개념에 대한 논의 동향
제3장 식품보장실태
제4장 식품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제5장 가계차원의 식품보장 확보를 위한 방향

제1장 서론

○ 세계전체의 경제는 경기침체 등 단기적인 등락을 보이면서도 과거 5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세계에는 10%가 넘는 기아 인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개발도
상국에서는 식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여 식량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일반적으로 충분한 양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를 식량
안보(Food Security)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측
정하기도 함.
- 하지만 Food Security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처
한 식량 공급이나 소비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그
에 따라 Food Security에 대한 정책도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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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 Security에 대한 여러 정의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가계차원의 기준에
서 바라보는 이른바 “식품보장”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Food Security 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는 식량안보라는 보다 거시적인 측면
에서 접근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식품보장
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식량안보와는 어떻게 구별되는 개념인
지를 먼저 알아보고,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식품보장 실태는 어떠한 수준이
며,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차원의 식품보장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함. 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향후 가구차원에
서의 식품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함.

제2장 식품보장 개념에 대한 논의 동향

○ 식품보장을 포괄하는 보다 큰 개념으로 정의 되는 Food Security는 여러 국
제기구와 국가에 따라 서로 강조하는 측면이 다르고 그 이유 때문에 정의
또한 차이가 나타남.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표 4-2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가용성, 접근성, 유용성, 안정성, 확보능력 등을 그 정의의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국제기구의 이와 같은 Food Security에 대한 정의는 암묵적으로 가계 구성원
들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괄하고는 있지
만, 가계차원의 식품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는 드러나지 않음.
○ 반면, Ecker(2012)에 의하면 Food Security는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의
두 요소로 구성되며 이들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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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국제기구의 Food Security에 대한 정의
기관

정의

요소

접근시각차이

출처

FAO

⦁수요자의 구매
가용성
력 관점
모든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availability)
⦁개인의 식량안
건강한 삶을 위해 충분한 접근성(access)
보 필요성 제기
유용성
식량공급에 접근할 수 있
⦁
최빈국들의
기아
(utilization)
는 상황
와 빈곤에 대한
안정성(stability)
국제사회의 관심

FAO,
2006

USAI
D

모든 사람들이 생산적이고
⦁ 개발원조(DA),
건강한 삶을 위해 식욕과
아프리카개발기
가용성
식품선호를 만족시킬 수
금(DFA), 경제
(availability)
있는 충분한 식량과 함께 접근성(access)
지원기금(ESF)
유용성(utilization)
물리적·경제적으로 언제든
의 프로그램을
지 접근할 수 있는 것
포함

USAID,
1992

World
Bank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
을 살기 위해 언제든 충분
유용성
⦁필요한 만큼의
한 식량이 공급될 수 있는
(utilization)
식량 공급
식량의 유용성과 확보능력 확보능력(ability)
의 보장

World
Bank,
1986

USDA

최소한 영양적으로 적절하
⦁ 소비자측면의
고 안전한 식품의 준비가
가용성
접근
용성과 사회적으로 인정된
(availability)
⦁최소한의 가용
방법으로 허용 가능한 식 확보능력(ability)
성과 획득능력
품의 확보능력의 보장

USDA,
2011

WHO

모든 사람들이 식품에 대
해 물리적·경제적으로 충
분한 공급이 이뤄 질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

⦁식량에 대한 물
리적 및 경제적
접근
⦁물과 위생의 개
념 도입

WHO,
2010

가용성
(availability)
접근성(access)
사용(use)

자료: 안병일, 한두봉(2012)

-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주로 국가차원이나 거시적 차원
에서의 Food Security를 구성하는 항목이며, 개별 소비자나 가계 차원에서
도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만 국가가 외부의 충격 등에 노출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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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Food Security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함.
-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개별 소비자 차원에서의 안정적 식
량공급의 주요한 목적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기 위한
것이라는 점임.
○ 따라서 이 주장을 따를 경우 Food Security는 국가 전체적으로 충분한 식량
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균형적이고도 충
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야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이러한 개념 아래서는, 가계차원의 Food Security 즉, 식품보
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이외에도, 영양이나 건강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사회보장(보호)조치, 적절한 식품가격 정책까지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논의를 고려한다면, 가계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식품보장은
주로 영양이 충분한 음식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에 처해졌는지 아
니면, 보다 직접적으로 기아인구가 어느 정도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중요한
척도로 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제3장 식품보장실태

3.1. 세계적 차원

○ FAO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의 기아인구는 8억 6천 8백만 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102 이러한 영양부족 인구의 대부분은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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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써 여전히 개발도상국 아동의 상당수가 저체중이며,
그 중 극빈층 아동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알려짐.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따르면, 2009년 전 세계
노동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노동자계층은 극빈층(1인당 1일 1.25달러 이
하)인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1; 안병
일, 한두봉, 2012).
그림 4-26. 전 세계 영양부족 인구 추이

자료: FAO (2012)

○ <그림 4-27>은 개발도상국에서 영양부족인구의 비율과 수를 나타낸 것임.
개발도상국에서 영양부족인구의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양부족
인구는 2007-2009년 대비 2010-2012년에 감소하지 못하고 여전히 852백만
명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103
102

103

영양부족 인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조차 공급받고 있지 못한 사
람들을 집계한 것임.
WHO에 따르면, 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2,100-2,200 kcal가
필요하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계는 1,200-1,300kcal로 보고 있음.

332
그림 4-27. 개도국의 영양부족 인구 추이

자료: FAO, (2012)

○ <그림 4-27>에 의한 영양부족인구는 전체 개도국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
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이 세계 전체적으로 여전히 많은 수의 기아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Food Security가 여전히 달성되
그림 4-28. 전 세계 지역별 기아인구의 분포

주: 짙은 색일수록 영양부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냄
자료: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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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으며, 국제공조를 통하여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
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
○ <그림 4-28>은 전 세계 기아인구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대부분의 영양인구
는 아프리카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 지역에도 상
당수의 영양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3.2.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차원의 식품보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2005
년부터 시도되어 왔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영양 수준을 파악하
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기 1998
년과 2기 2001년에는 식품 보장 및 안정성에 대한 질문이 없었던 반면, 2005
년부터 현재까지 가구차원의 식품 안정성에 대한 질문이 매년 포함되어 있음.
표 4-25. 우리나라 가구차원의 식품보장에 대한 조사 내용
다음 중 최근 1년 동안 귀댁의 식생활 형편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가구원 중 한분만 답해주십시오)
①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②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
③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④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2012.

○ <표 4-25>은 가구를 대표하는 구성원에게 1년 동안 가정에서의 식품보장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임.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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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가구 비율이 33.1~45.2% 이었으며, 충분한 양의
음식은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는 가구 비율은
48.3~55.4%로 나타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확보했다는 가구
비율보다 6.6~22.3% 더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양적 측면에서의 가구 식품보장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해결되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질적 측면에서의 식
품보장 수준은 아직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조사 가구의
50% 이상이 충분한 양만 확보하였을 뿐 질적 측면에서의 식품보장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국민의 영양 상태에 대한 연구 및 점
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표 4-26. 우리나라에서 식품 안정성을 확보한 가구 비율 추이, 2005-2012
단위: 가구 (%)

3기

4기

5기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번 응답자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 확보)

1,106
(33.1)

1,610
(39.4)

3,269
(41.0)

3,849
(41.0)

3,527
(44.0)

3,487
(45.2)

3,064
(42.6)

2번 응답자
(충분한 양만 확보)

1,851
(55.4)

2,131
(52.1)

3,850
(48.3)

4,949
(52.7)

4,268
(53.2)

3,998
(51.8)

3,805
(52.9)

3번 응답자
(가끔 식품 부족)

299
(8.9)

278
(6.8)

694
(8.7)

498
(5.3)

182
(2.3)

196
(2.5)

268
(3.7)

4번 응답자
(자주 식품 부족)

85
(2.5)

70
(1.7)

160
(2.0)

98
(1.0)

45
(0.6)

31
(0.4)

52
(0.7)

3,341
(100.0)

4,089
(100.0)

7,973
(100.0)

9,394
(100.0)

8,022
(100.0)

7,712
(100.0)

7,189
(100.0)

합계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2012.

○ <그림 4-29>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근거하여 식품보장을 확보
한 가구 비율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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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9>에서 식품보장은 양적 측면만 고려하였음. 즉, 안정적으로 식
품보장을 확보한 가구비율은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
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로 응답한 가구 비율과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
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라
고 응답한 가구비율을 합한 것임.
○ 식품보장 확보 가구 비율은 2005년 88.5%에서 2012년 95.5%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일부 조사연도에 증가 또는 감소를 반복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구차원의 양적측면의 식품보장 상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림 4-29. 우리나라에서 식품보장을 확보한 가구 비율 추이, 2005-2012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2012

○ <그림 4-30>는 양적 측면의 가구 식품보장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의 가구 식
품보장도 살펴보기 위해, 4가지 보기별 응답 가구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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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충분한 양만 확보하였을 뿐 다양한 종류는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가구 비
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지만 이는 감소 추세에 있음. 반면,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고 있다는 가구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어,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임.
○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가구 비율은 2005년
8.9%에서 2012년 3.7%로 감소하였으며, 먹을 것이 자주 부족하다는 가구
비율은 2005년 2.5%에서 2012년 0.7%로 감소 추세에 있음.
그림 4-30. 우리나라에서 식품보장을 확보한 가구 비율 추이, 2005-2012

○ 한편, 식품보장 확보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영양소 섭취량 현
황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권장섭취량 대비 실제
섭취량 비율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현상은 가구차원의 식품
보장이 문제가 되는 계층이 주로 저소득 계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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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비율: 사회경제지표별 2012(단위:%)
소득수준

에너지

단백질

칼슐

인

나트륨

하

92.6(1.7)

149.1(3.5)

64.7(1.8)

152.7(3.1)

302.4(6.7)

79.3(1.8)

중하

98.4(1.5)

164.6(3.4)

72.5(1.7)

167.9(3.1)

330.6(7.3)

86.4(1.9)

중상

96.9(1.3)

160.1(2.7)

70.5(1.7)

163.8(2.7)

331.6(8.8)

86.4(1.6)

상

99.4(1.5)

167.3(3.1)

74.7(2.1)

169.3(3.1)

326.4(7.9)

91.1(1.7)

철

비타민

타이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C

하

131.4(4.2)

116.5(4.5)

119.6(3.0)

95.6(2.6)

109.8(2.5)

99.3(3.5)

중하

139.5(3.6)

142.1(11.5)

129.5(3.0)

106.7(2.3)

119.6(2.4)

107.4(4.6)

중상

137.6(3.6)

123.2(4.8)

125.2(2.9)

102.4(2.3)

120.4(2.4)

122.9(5.3)

146(3.8)

151.6(9.1)

133(3.0)

109.2(2.4)

126.6(2.6)

128.8(4.7)

상

칼륨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2012

제4장 식품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차원의 식품보장 실태를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통
해 분석해 보고자 함. 질적 측면에서 가계차원의 식품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적 측면에서 어떤 가구
가 식품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또는 확보하고 있지 못한지를
분석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양적측면에서 식품보장을 확보하지 못한 가구를 지원하
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나 근거 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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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분석 자료
○ 분석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2010-2012년) 자료를 이용하였음. <표 4-28>
는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량을 나타내고 있음.
- 성별 더미의 평균값이 0.4317이므로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연령
의 평균값이 50.59세임.
표 4-28. 변수 설명 및 기술 통계
변수

사
회
인
구
적
특
성

및
자
산
식
생
활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값
값

성별 (gender)

성별(남자 1, 여자 0)

0.4317

0.4953

0

1

만연령 (age)

만연령(만19세 이상)

50.597

16.776

19

98

광역시 (bigcity)

거주지역이 광역시이면 1, 그
0.4627
렇지 않으면 0

0.4986

0

1

교육수준1 (edu1)

중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0.1091

0.3117

0

1

교육수준2 (edu2)

고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0.3325

0.4711

0

1

교육수준3 (edu3)

대졸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0.3005

0.4584

0

1

가구원수 (cfam)

가구원수(명)

3.2075

1.2784

1

10

세대유형2(genertn2)

세대구성이 2세대이면 1, 그
0.5747
렇지 않으면 0

0.4943

0

1

세대유형3(genertn3)

세대구성이 3세대이면 1, 그
0.1317
렇지 않으면 0

0.3382

0

1

결혼여부 (marri)

기혼이면 1, 미혼이면 0

0.8590

0.3480

0

1

경제활동을 하면 1, 그렇지
0.5890
않으면 0

0.4920

0

1

가구소득
4분위수(ho_incm)

1.하 2.중하 3. 중상 4.상

2.6156

1.0844

1

4

주택소유여부
(house_dum)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
0.7462
그렇지 않으면 0

0.4351

0

1

기초생활수급
(allownc_now)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이면
0.0259
1, 그렇지않으면 0

0.1589

0

1

식생활지원프로그램
수혜경험 (lf_care)

식생활지원프로그램 수혜경험
0.0230
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0.1501

0

1

경제
경제활동상태(ec1)
활동
소
득

변수 설명 및 생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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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지역이 광역시인지를 나타내는 변수의 평균값은 0.46으로 광역시 거
주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교육수준에 대한 더미변수 중 고졸 여부를 나타내는 교육수준 2 변수의 평균값
은 0.3325, 대졸이상 여부를 나타내는 교육수준 3변수의 평균값은 0.3005임.
- 평균 가구원수는 3.20명이며, 세대구성이 2세대인 가구가 0.57로 전체 표
본의 57%를 구성하고 있음.
○ 결혼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는 0.85로 나타나 85% 정도가 기혼자이며, 경제활
동 상태에 대한 더미변수는 0.58로 나타나 58%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 소득 4분위 수 평균값은 2.62로 중하와 중상 사이
정도의 수준이며, 주택 소유 더미변수의 평균값은 0.74로 표본의 74% 정도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조사시점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율은 2.6%
이며, 식생활 지원프로그램 수혜경험자 비율은 2.3%임.

4.2. 식품보장 확보 여부에 대한 로짓모형의 분석 결과
○ 식품보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정요인을 로짓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표 4-29>
와 같음. 여기서 종속변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응답한 가구와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1로 표기한 것이며,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0으로 표기한 것임.
○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대도시에 거주하고, 교육수준이 낮
고,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식품보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주택 소유를
하지 않은 가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고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 수혜경험
이 있는 사람일수록 식품보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기준년도인 2012년에 비해 2010년과 2011년에 식품보장을 확보한 수준이

340
더 낮게 나타났음.
○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대졸이상 교육수준 더미변수에 대한 효과가 -0.0194
로 가장 크고, 식생활지원수혜경험 변수에 대한 효과(0.0191), 주택소유 여
부 변수에 대한 효과(-0.0132), 가구소득 4분위 수에 대한 효과(-0.0126), 고
졸 교육수준 더미변수에 대한 효과(-0.0114) 순서로 나타났음.
표 4-29. 식품보장 미확보 결정요인 분석 결과(logit)
계수

변수

한계효과

추정값

p값

0.5855***

0.003

gender

0.2941**

0.032

0.0046

age

-0.0104

0.839

-0.0002

bigcity

0.0190***

0.002

0.0003

교육수준1 중졸

edu1

-0.4812***

0.000

-0.0062

교육수준2 고졸

edu2

-0.8342***

0.000

-0.0114

교육수준3 대졸이상

edu3

-1.5863***

0.002

-0.0194

가구원수 (명)

cfam

-0.2245***

0.003

-0.0034

세대유형 2 (2세대)

genertn2

0.4327**

0.018

0.0065

세대유형 3 (3세대)

genertn3

0.6255

0.621

0.0122

marri

-0.0988

0.103

-0.0016

ec1

-0.1603***

0.000

-0.0025

ho_incm

-0.8284***

0.000

-0.0126

주택소유여부

house_dum

-0.7148***

0.006

-0.0132

기초생활수급

allownc_now

0.4345***

0.000

0.0081

식생활지원프로그램 수혜
경험

lf_care

0.8334***

0.000

0.0191

2010년 더미

yr2010

-0.4752***

0.000

-0.0068

2011년 더미

yr2011

-0.4238

0.105

-0.0061

상수항
성별 (1=남성,0=여성)
나이 (1년)
광역시 (1=광역시,0=이외)

결혼여부
경제활동 상태
가구소득 4분위수

Pseudo R2: 0.1857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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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식품보장 확보여부에 대한 순위 로짓모형의 분석 결과
○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1, 경제적으로 어려워
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가구는 2,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가구는
3으로 표기한 식품보장 정도에 대한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순위로짓모형
으로 추정한 결과는 <표 4-30>과 같음.
표 4-30. 식품보장 미확보 결정요인 분석 결과(ordered logit)
계수

변수

추정값

p값

gender

0.3026***

0.002

age

-0.0105**

0.030

bigcity

0.0259

0.782

교육수준1 중졸

edu1

-0.4979***

0.001

교육수준2 고졸

edu2

-0.8379***

0.000

교육수준3 대졸이상

edu3

-1.5881***

0.000

가구원수 (명)

cfam

-0.2296***

0.001

세대유형 2 (2세대)

genertn2

0.4465***

0.002

세대유형 3 (3세대)

genertn3

0.6589**

0.013

marri

-0.0851

0.670

ec1

-0.1724*

0.079

ho_incm

-0.8289***

0.000

주택소유여부

house_dum

-0.7220***

0.000

기초생활수급

allownc_now

0.4302***

0.006

식생활지원프로그램 수혜경험

lf_care

0.8086***

0.000

2010년 더미

yr2010

-0.4830***

0.000

2011년 더미

yr2011

-0.4235***

0.000

성별 (1=남성,0=여성)
나이 (1년)
광역시 (1=광역시,0=이외)

결혼여부
경제활동 상태
가구소득 4분위수

cut1

-0.5936

cut2

1.3478
Pseudo R2: 0.1688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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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를 보면 식품보장을 확보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남성), 2세대 및 3세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식
생활지원프로그램 수혜 경험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보장을 확보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광역시 거주자,
높은 교육수준, 보다 많은 가구원수, 직업보유, 높은 소득수준, 주택소유 등
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가구(<표 4-31>에서 outcome(3)) 기준으로 한계
효과를 살펴보면, 대졸이상 교육수준 더미변수에 대한 효과가 -0.0028로 가장
표 4-31. 식품 불안정성 결정요인 분석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한계 효과

변수

outcome(1)

outcome(2)

outcome(3)

gender

-0.0048

0.0041

0.0007

age

0.0002

-0.0001

-0.0001

bigcity

-0.0004

0.0003

0.0001

교육수준1 중졸

edu1

0.0063

-0.0054

-0.0009

교육수준2 고졸

edu2

0.0114

-0.0097

-0.0017

교육수준3 대졸이상

edu3

0.0193

-0.0165

-0.0028

가구원수 (명)

cfam

0.0035

-0.0029

-0.0005

세대유형 2 (2세대)

genertn2

-0.0067

0.0057

0.0010

세대유형 3 (3세대)

genertn3

-0.0129

0.0110

0.0019

marri

0.0013

-0.0011

-0.0002

ec1

0.0027

-0.0023

-0.0004

ho_incm

0.0126

-0.0108

-0.0019

주택소유여부

house_dum

0.0134

-0.0114

-0.0020

기초생활수급

allownc_now

-0.0080

0.0068

0.0012

식생활지원프로그램 수혜경험

lf_care

-0.0183

0.0156

0.0027

2010년 더미

yr2010

0.0069

-0.0059

-0.0010

2011년 더미

yr2011

0.0061

-0.0052

-0.0009

0.9845

0.0132

0.0023

성별 (1=남성,0=여성)
나이 (1년)
광역시 (1=광역시,0=이외)

결혼여부
경제활동 상태
가구소득 4분위수

예측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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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식생활지원수혜경험 변수에 대한 효과( 0.0027), 주택소유 여부 변수
에 대한 효과-0.0020), 가구소득 4분위 수에 대한 효과(-0.0019), 고졸 교육수
준 더미변수에 대한 효과(-0.0017) 순서로 나타났음.
○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가구(<표 4-31>에서 outcome(2)) 기준으로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대졸이상 교육수준 더미변수에 대
한 효과가 -0.0165로 가장 크고, 식생활지원수혜경험 변수에 대한 효과
(0.0156), 주택소유 여부 변수에 대한 효과 (-0.0114), 3세대 가구에 대한 효
과(0.0110), 고졸 교육수준 더미변수에 대한 효과(-0.0097) 순서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식품보장을 확보하지 못
한 가구는 절대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
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식품보장 수준을 개선하려면 이들 계층
에 대한 사회 보장프로그램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 또한 추정결과에서 2010년 및 2011년 더미에 대한 한계효과가 음(-)의 값으
로 추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반적인 국민소득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
기 침체의 영향이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식품보장을 확보하지 못한 가
구가 최근으로 올수록 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

4.4. 칼로리 권장섭취량 대비 실제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칼로리 권장섭취량 대비 실제섭취량의 비율을 계산하여 종속변수로 하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OLS로 분석한 결과, <표 4-32>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을 한 사람
일수록, 소득이 높고 결제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주택을 소유한 사람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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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권장섭취량 대비 실제 섭취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일수록, 식생
활지원프로그램 수혜경험이 있을수록 권장섭취량 대비 실제 섭취량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4-32. 권장섭취량 대비 실제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계수

변수

추정값

p값

79.23362***

0.000

gender

9.309557***

0.000

age

-0.05461*

0.080

bigcity

-0.87498

0.144

교육수준1 중졸

edu1

2.865419***

0.009

교육수준2 고졸

edu2

4.491861***

0.000

교육수준3 대졸이상

edu3

5.446056***

0.000

가구원수 (명)

cfam

-1.05691**

0.011

세대유형 2 (2세대)

genertn2

-1.68076*

0.089

세대유형 3 (3세대)

genertn3

-1.06312

0.513

marri

9.035159***

0.000

ec1

5.486348***

0.000

ho_incm

1.928284***

0.000

주택소유여부

house_dum

2.864232***

0.000

기초생활수급

allownc_now

-4.58318**

0.022

식생활지원프로그램 수혜경험

lf_care

-4.81586**

0.021

2010년 더미

yr2010

1.770737**

0.015

2011년 더미

yr2011

1.409742*

0.052

상수항
성별 (1=남성,0=여성)
나이 (1년)
광역시 (1=광역시,0=이외)

결혼여부
경제활동 상태
가구소득 4분위수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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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3>는 칼로리 실제섭취량이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
한 요인 분석결과임.
- 실제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여 logit 모형을 추정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 수혜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실제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반면, 교육수준이나 소득수

표 4-33. 실제 칼로리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요인에 대한 logit 모형 분석결과
권장섭취량 대비
80% 미만

권장섭취량 대비
90% 미만

권장섭취량 대비
100% 미만

추정값

p값

추정값

p값

추정값

p값

0.4594***

0.0010

0.8645***

0.0000

1.2633***

0.0000

gender

-0.4333***

0.0000

-0.3791***

0.0000

-0.4087***

0.0000

age

0.0011

0.5620

0.0007

0.6780

0.0021

0.2220

bigcity

0.0244

0.4870

-0.0019

0.9540

-0.0061

0.8560

교육수준1 중졸

edu1

-0.1097*

0.0860

-0.1273**

0.0360

-0.1221**

0.0480

교육수준2 고졸

edu2

-0.2069***

0.0000

-0.1946***

0.0000

-0.1989***

0.0000

교육수준3 대졸이상

edu3

-0.2883***

0.0000

-0.2830***

0.0000

-0.2298***

0.0000

가구원수 (명)

cfam

0.0359

0.1390

0.0162

0.4850

0.0360

0.1270

세대유형 2 (2세대)

genertn2

0.1183**

0.0410

0.1537**

0.0050

0.1321**

0.0180

세대유형 3 (3세대)

genertn3

0.0963

0.3110

0.1402

0.1210

0.1269

0.1680

marri

-0.5474***

0.0000

-0.4056***

0.0000

-0.4132***

0.0000

ec1

-0.2570***

0.0000

-0.2466***

0.0000

-0.2522***

0.0000

ho_incm

-0.0870***

0.0000

-0.0888***

0.0000

-0.1022***

0.0000

주택소유여부

house_dum

-0.2058***

0.0000

-0.1545***

0.0000

-0.1297***

0.0020

기초생활수급

allownc_now

0.2852***

0.0100

0.1886*

0.0940

0.1784

0.1410

식생활지원프로그램
수혜경험

lf_care

0.2602**

0.0250

0.2109*

0.0730

0.2501**

0.0480

2010년 더미

yr2010

-0.1337***

0.0020

-0.0703*

0.0820

-0.0920**

0.0250

2011년 더미

yr2011

-0.1035***

0.0150

-0.0760*

0.0590

-0.0521

0.2030

실제 섭취량
변 수
상수항
성별 (1=남성,0=여성)
나이 (1년)
광역시 (1=광역시,0=이외)

결혼여부
경제활동 상태
가구소득 4분위수

Pseudo R2

0.0271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함을 나타냄.

0.0216

0.0229

346
준이 높을수록 실제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의 80%이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음.
- 실제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의 9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여 logit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식
생활지원 프로그램 수혜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실제섭취량이 권장섭취
량의 9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제5장 가계차원의 식품보장 확보를 위한 방향

5.1.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제약 실태 및 정부의 식품지원 정책
○ 앞 절의 분석결과를 보면, 식품보장이 확보되지 못한 가구는 절대적으로 취
약계층인 것임을 알 수 있음. 또한 소득이나 교육수준과 식품보장실태는 매
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취약계층이 식품소비와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제약 상황은 <그림 4-31>
으로 설명할 수 있음. 즉, 취약계층은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최저식품소비
량(또는 권장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식품소비를 하고 있음.
- <그림 4-31>에서 일반가구는 비교적 소득이 높아서 자신들의 효용극대화
를 달성하는 (즉,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수준인 A점에서의
식품소비량 F2는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 식품소비량(혹은 권장소비
량) 수준인 F0 이상임.
- 그러나, 취약계층은 소득이 낮아서 자신들의 효용극대화를 달성하는 소비
집합은 A가 되고, 이때의 식품소비량 F1은 최저 요구량 FO보다 낮은 상태
로 나타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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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절대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은 취약계층이 빈곤
상태를 벗어나 식품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취약계층 스스로의 소득향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정책을 통해 이
들의 식품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모해야 함. 이계임 외(2012)에 의
하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인 식생활지원, 의료
지원, 주거지원, 자녀교육지원 등에서 취약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지
원 분야는 식생활에 대한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음<표 4-34>.
그림 4-31.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제약

○ 현재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식품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식품지원, 정부양곡 50%할인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아동급식지원, 노인무료급식, 노인식사(밑반찬) 배달 등이 그것임.
○ 이러한 식품지원제도 가운데,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수혜를 보고 있는 제도
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정부양곡 할인지원 제도이며,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영양플러스사업과, 양곡할인제도, 아동 및 노인 급식지원제도인 것
으로 조사되고 있음(이계임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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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취약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단위: %)
식생활

의료

주거

26.3

18.1

16.8

15.1

10.0

18.8

수급자

28.1

18.0

18.3

14.9

9.7

10.9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비수급자

24.0

18.1

16.7

16.1

10.2

15.0

차상위가구

25.1

18.1

14.5

14.5

10.4

17.4

독거노인

33.5

23.9

14.6

22.6

0.2

5.1

노인가구

21.9

29.7

17.2

12.5

1.6

17.3

조손가구

30.0

11.5

16.0

13.0

15.0

14.5

편부가구

20.3

10.2

13.6

10.2

25.4

20.3

편모가구

19.3

7.8

18.1

10.7

24.3

19.6

일반가구

22.4

19.8

19.0

11.7

9.4

17.7

전체
응답
가구
유형

응답
가구
특성

연료.피복 자녀교육

기타

자료: 이계임 외 (2012)

표 4-35. 취약계층의 식품지원제도 수혜율 및 만족도(단위: %, 점)
구분

수혜율

만족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46.7

3.3

긴급지원

5.6

3.8

정부양곡 50%할인 지원

49.0

3.9

영양플러스사업

3.1

4.1

기부식품제공(푸드뱅크, 푸드마켓)

14.4

3.4

아동급식지원

36.1

3.9

노임 무료급식

12.5

3.9

노인식사(밑반찬) 배달

13.7

3.6

자료: 이계임 외 (2012)

○ 취약계층이 식품지원 제도의 수혜를 받고난 이후의 식품소비는 <그림 4-32>
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음.
- 만일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적인 현금(소득)지원을 한다면, 이는
그림에서 취약계층의 예산제약을 B에서 B'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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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할 수 있음.
- 이러한 현금 지원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의 식품소비를 지원이전
의 B점(식품소비 수준 F1)에서 지원 이후 A점(식품소비 수준 F2)으로 향
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그림에서 취약계층 Z)는, 자신의 선호체계에 따라
식품소비를 정부가 원하는 수준 만큼인 F0 이상으로 늘리지 않고, 식품소
비재 대신 다른 재화(기타소비재 X)의 소비량만을 더 많이 늘려 그림에서
소비점 C를 선택할 수도 있음.
- 이러한 경우는 정부의 소득지원이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목적이 달성되지 못함.
그림 4-32. 식품지원 수혜 이후의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 <그림 4-32>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이 식품소비량 증가에 미치
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음. 이계임 외(
2012)에 의하면, 소비함수를 이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을 산
출한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은 0.0906, 100~120% 계층은 0.062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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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취약계층의 선호체계와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를 F0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보조 대신, 푸드스템프와 같은 직접적
인 현물 식품보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가 만일 Fs 만큼의 현물식품보조를 한다면, 식품보조 수혜이후의 취
약계층의 예산제약은 그림에서 B'수준으로 향상되지만, 삼각형 △abd 면
적은 취약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소비집합에서 제외되게 됨.
- 따라서 이 경우 취약계층 Y의 소비집합은 A가 되어 식품소비량은 F2가 되
며, 취약계층 Z의 소비집합은 b가 되어 이 계층의 식품소비량은 F0가 됨.

5.2.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 정책방향
○ 정부가 현물 식품보조를 하는 것은 현금지원에 비해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현물 식품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양은 취약계층의 선호체계에 따라 달라져야 함.
- 즉, <그림 4-32>에서 취약계층 Y의 경우 식품보조로 인한 실질소득 향상
효과가 식품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계층에 대해서
는 현물식품보조를 Fs만큼 많이 지원할 필요가 없음.
- 반면, 취약계층 Z의 경우 식품보조로 인한 실질소득 향상 효과가 식품소
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 계층에 대해서는
현물식품보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함.
○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은 취약계층에 대
해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이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51
○ 이때, 식품지원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을 유형화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차상
위 계층 등의 단순한 소득 기준이나, 독거노인, 편부가구 등 겉으로 드러나
는 특징만으로 구분해서는 정책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와 같은 기준 보다는 식품소비에 대한 선호체계를 조사하여 (즉, <그림
4-32>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Z 형태의 취약계층인지 아니면 Y 형태의 취약
계층인지 등), 각 형태의 취약계층에 적절한 식품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한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부양곡할인과 같은 가격 지원 정책이 취약계층
에 대한 식품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현금지원 보다는 크지만, 직접적
인 현물보조보다는 작다는 것을 <그림 4-32>의 논의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음.
- 따라서 가격지원 정책은 취약계층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증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효
과적이며,
- 직접적인 현물보조는 취약계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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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품표시 제도 현황과 소비자 이슈

강 정 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제1장 연구 필요성
제2장 식품표시 관련 법제
제3장 식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4장 식품 표시 관련 소비자문제 이슈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장 연구 필요성
○ 정보의 비대칭성은 소비자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이며, 식품에서도 품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 제조‧판매자는 식품의 영양적 가치, 식품의
제조과정과 품질에 대해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당식품의 감추어진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구입함. 또한 소비자들은 식품포장만을 보고 식품의 품질을 구별하기 힘
듦. 이때 생산자들은 포장만 잘 만들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도 있음.
○ 시장에서도 소비자가 식품의 품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여 품질
이 다른 식품이 동일한 가격에서 판매되고, 시장에서 낮은 질의 식품이 더
많이 판매되는 등 비대칭적 정보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한 형태인 역
선택 (adverse selection) 이 발생하기도 함.
○ 식품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 소비자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제품의 시장과 같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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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하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식품표시제도로 제공되고 있음. 식품
표시제는 소비자가 쉽게 식품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함.
○ 식품표시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개
인 후생을 증진시키고 정책당국은 국민 영양개선, 보건 증진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 그러나 식품표시를 위해 필요한 품질 검사
비용, 포장재에 표시하는 비용 등은 식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 식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
○ 생산자 측면에서는 식품표시제로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으나 식품 품질이나 위생수준을 이전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원재료비 상
승, 공정 추가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 법에서 표시제도의 이유를 보면,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
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
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법 취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식품표시에 대한 요
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식품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가
되어야함은 물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함.
식품표시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표시제도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 소비자들의
식품표시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며,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한 식품표시 관
련 이슈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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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식품표시 관련 법제
2.1 식품 표시 관련 법제
○ 식품표시에 관련한 법률은 식품위생법을 비롯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
농어업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양곡관리법 등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주세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
세청, 환경부 등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이 있음<표 4-36>.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식품표시에 관한 한 식품위생법 제10조에 근거한 “식
품 등의 표시 기준”이 식품표시에 관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
진 규정으로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
경농어업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양곡관리법 등은 주로 원산지 표시 및 인증
표시 관련 내용을 두고 있음.
○ 식품표시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적인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식
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주로 정하고 있는데<표
4-37>, 최근 식약처는 식품 등의 제품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소비자주의사항
등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
시하고자 2014년 9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04하고 있음.
104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2014.9.26)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표
시에 관한 기준(이하 “식품등의 표시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 일자표시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2호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질,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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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표시에 관한 법령 체계 및 부처별 현황, 주요내용은 <표 4-36>과 같음.
표 4-36. 식품 표시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관련법령

소관행정기관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전반적인 표시기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기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전반적인 표시
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
산지 표시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친환경농어업법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축산물에 대한 표
시사항 및 표시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공품의 전반적인 표시
사항

양곡관리법
-양곡매매업자 및 양곡가공업
자등의 준수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포장양곡의 규격표시

국세청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기
준 및 표시기준을 정하여 주류의
종류, 알콜분,용기주입연월(일) 등
에 대해 표시

환경부

-분리배출 표시 도안, 분리배출표
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표시
제외 등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체제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보
1)허위/과장 표시광고
2)기만적인 표시/광고
3)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4) 비방 표시/광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표시기준

외교통상부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 표시방
법, 원산지 판정기준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실량표시에 관한 표시규정

산업자원부

- 실량의 허용오차 등

주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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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에서 정하는 식품 표시 사항
○ 식품별로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표 4-37>과 같음.
○ 식품위생법은 농수축산물에도 적용되고 있어, 농수축산 관련 법에서는 원산
지 및 인증관련 표시사항을 주로 정하고 있음.

2.3 식품표시 제도의 변화
○ 식품위생법은 식품표시에 관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진 규정으
로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에서는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2조), 이에 따른 표
시기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식품의 용기‧포장
등의 표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
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함. 또한 허
위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법 제10조)
○ 1962년 1월20일 제정된 식품위생법은 현재까지 29차례 개정되었음. 그 중
‘표시’와 관련된 변화를 살펴보면, 원산지 표시의 도입 및 확대와 식품에 대
한 영양표시 제도의 도입(2007년 1월1일 시행),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도입(2011년 12월8일 시행) 등이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 2005년 일부개정을 통해 식육의 원산지 등 표시제도가 도입(법 제10조의
2 제1항)되어 식품접객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가 식육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
하도록 하고,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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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 가공․포장식품의 표시사항
표시사항

관련법

적용대상

1

영업소의 명칭(상호)

2

소재지

3

제품명

4

내용량(열량)

5

식품의 유형

6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7

원재료명 및 함량

8

성분명 및 함량

9

보존 및 보관방법

10

영양(성분)표시

11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유전자변형)

12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13

OEM제품임 표시

14

방사선조사처리식품

15

부정불량식품신고번호

16

분리배출 표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17

유기/무농약식품표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18

토종가축의 구분표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

19

지리적표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20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표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

21

수산특산물품질인증 표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

22

표준규격품 표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23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24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법,
품질관리법

25

(의무표시사항)
품목,생산년도,중량,품종(쌀,현미),
도정년월일(쌀,현미),등급(멥쌀)

양곡관리법 (양곡의 표
시사항 및 방법)

양곡

26

(임의표시사항)
단백질함량

양곡관리법 (양곡의 표
시사항 및 방법)

양곡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기준)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11번부터

농수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식품 및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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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였
고, 2007년 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자의 범위 및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 표
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표시 의무대상 식품
에 김치류를 추가하였음.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도는 2011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
축‧ 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등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
시토록 하였음.
○ 이외 표시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1973년, 전문개정을 통해 허위표시 ‧과대광
고 금지제도를 신설하였고 (제10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지나친 포장에 대한
금지내용도 추가되었음. 이는 ‘포장은 지나치게 큰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에서 1986년, ‘…포장에 있어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로 문구가 수정되었음.
○ 또한 최근 2014년 5월 개정을 통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용어를
알기쉽게 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기도 하였음.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특정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히 소비자주의사항이 계속 추가되거나 수정되고 있음.
- 최근의 개정 내용은 알레르기 주의문구 명확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
소 납품 제품에 대한 스티커 표시 허용, 가맹점에 덕용으로 납품하는 제품의
표시완화,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활자크기 확대, 식품 알레르
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빵류 세부유형 의무 표시규정 삭제, 땅
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함량 의무 표시규정 삭제 등이 예고되고 있음.
○ 한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포장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도 품
종, 등급, 당도, 산도 등을 표시하도록 권장표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신선 농
산물의 특성을 알리는 표시도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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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식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3.1 기존연구 사례
○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연구들을 살펴봄.
○ 환경운동연합 조사(2006년)
- 가공식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비율은 68.8%였으며, 식품 선택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표시사항은 유통기한과 원재료‧ 주원료로 나
타났음.
- 식품 표시내용과 구매연관도에 관해서는 “표시 내용에 따라 제품을 선택
한다”가 24.4%, “표시내용에 따라 선택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가 52.4%
로 나타나 표시사항이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소비자들 중 대부분은 유통기한(97.4%)을 확인하고,
그 다음이 제품명(89.4%), 판매사(80.2%), 원재료(74.4%), 제조사(73.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현행 식품표시 내용에 대한 시민 이해도는 ‘이해가 쉽다’ 는 응답자는
23.4% 인 반면 ‘이해가 어렵다’는 응답자는 44.6%에 달했음.
○ 김향숙 등의 조사(1999년)
- 식품표시의 이유로 47.5%가 ‘소비자에게 식품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응답했고, 36.4%가 ‘식품의 위생적 취급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의 응답자가 식품표시를 정보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를 확인하는 정도는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48.9%, ‘반드시 확인한다’는 응답자가 38.9%로서 대부분이 식품표시를
확인하고 있었음.
-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로는 대부분(61.5%)이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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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고 응답했으며, 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표시사항
으로 유통기한(26.9%)과 제조연월일(25.4%)이었음.
○ 최미희 등의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2010년)
-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은 응답자의 58.3%가 식품구매 시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식품표시 확인 이유로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소비자의 60.0%가 만족하고 있다고
했고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표시된 용어가 잘 이해되지 않음(30.6%), 표시
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음(25.8%) 등이었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2010년)
- 식품의 표시사항 중 필요성이 큰 항목은 제조일/유통기한 표시가 4.71점(5
점 척도)로 가장 높았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의 필요성은 4.45점으
로 ,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4.33점), GM식품 표시에 대한 필요성(4.32점)
보다 높게 나타났음.
- 또한 식품을 선택에 어느 정보가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본 결과, 제조일(유
효기간)은 응답자의 95.7%가 영향을 받으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정보로 인한 제품선택 영향은 86.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20대
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높았음. 방사선조사식품과 GM식품 인지의
여부는 각 79.8%와 79.6%이었음.
- 이 역시 제조일(유효기간)을 제외한 각 식품 특성(정보)에 따라 선택에 영
향을 주는 정도는 평소 식품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더 높
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식품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높은 소비자일수
록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높았음. 제조일(유효기간)은 식품에 대한 관심
정도나 표시사항 확인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가 식품 선택 시 제조일(유효기간)로 인한 영향을 받는다
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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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소비자연대 조사(2011년)
- 식품 구입 또는 섭취 시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소비자는 응답자의 65%로
나타났고, 전체응답자의 46.4%인가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해 식품표시
를 확인하고, 위해물질 확인 13.8%, 특정영양소 함량 확인이 12.4%로 나
타났음.
- 가공식품의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함이 51.5%, 불만족함이 48.5%
로 만족도가 높지 않았으며, 신뢰도는 신뢰함이 54%, 신뢰안함이 46%이
었음.
- 가공식품의 식품표시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는 너무 많은 내용이 표시되어
혼란스러움이 33.7%, 표시된 용어가 잘 이해 안 됨이 22.4%로 나타났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2010년, 2012년)
- 식품 구입 시 표시사항 등 상품정보를 참고하는 지에 대해, 2010년 조사에
서는 65.3%가, 2012년에는 64.6%가 상품정보를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들 중 참고 정보가 표시사항인 경우가 3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변의 사용경험 및 추천(21.2%), 해당상품의 광고 및 판촉물
(16.0%), 매장에 진열된 제품 가격비교(12.3%), 자신의 과거경험(10.8%)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소비자가 식품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제품 표시사항은(복
수응답),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
로 가격(34.2%), 원산지(22.1%), 상품명 및 제품명(21.9%), 원료 및 성분
(20.2%)의 순으로 나타나 제조회사(14.8%)나 각종 인증표시(7.2%)보다
높았음.
○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의 농식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는(2013
년) 농식품 국가인증표시 만족에 대해 43.0%가 ‘불만족’하며, 그 이유는 ‘종
류가 많아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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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존연구를 통해 본 식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 식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조사결과를 보면, 우선 식품
의 표시사항은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으며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표시사항 중에는 유통기한(제
조일)에 대한 확인의 정도가 가장 높고 필요성도 크게 느끼고 있음.
- 유통기한은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신선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의 안전성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원산지 표시도 소비자가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소비자들은 표시내용이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혹은
표시항목이 너무 많아 식품표시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
비자들이 혼란스럽거나 식품표시에 사용된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표시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제4장 식품 표시 관련 소비자문제 이슈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 소비자불만 연구반> 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들의 연
구모임이나 토론회, 언론보도 등에서 발표된 식품 표시관련 문제들을 중심
으로 식품 표시 관련 이슈들을 살펴봄.
○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 확대 필요
-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제과점 즉석빵, 편의점 즉석조리식품(핫도그, 치킨,
어묵, 쿠키 등) 등 유통기한 표시에서 제외되어 있는 식품류에 대하여 유
통기한 표시 확대에 대한 요구가 계속 되고 있음.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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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무첨가/유기농 성분강조 표시에 대한 엄격 기준 마련 필요
- 식품에 특정물질의 무첨가를 강조하거나 건강에 좋은 특성을 강조하는 표
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잘못 오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
고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음.
- 합성첨가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가공식품 원재료를 따지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식품업계는 특정 합성첨가물을 넣지 않았다는 ‘무첨가’ 제품
들을 출시하고 있음. 문제는 넣지 않은 합성첨가물을 대체하는 또 다른 첨
가물을 사용함에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임. 예를 들어 MSG 대신
HVP를, 합성보존료 대신 산도조절제를, 설탕 대신 액상과당이 사용되는
등의 대체물질 사용하고 있으나 ‘무첨가’ 표시를 통해 합성첨가물을 줄인
것으로 오인하게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식품당국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함에도 이를 강조하고 있어 이러한 표시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음.106
- 천연비타민 논란도 이와 유사함. 천연 비타민은 과일, 채소 등 자연 상태
그대로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제는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들기 위한 부형제가 포함되어 있어 ‘천연 비타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 천연 원료를 사용했다는 표시는 가능하지만 ‘천연 비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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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연구반 제안사항임 ①아이스크림 및 빙과류는 냉동상태
유통으로 부패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유통기한 표기 의무가 없으나 곰팡이가 핀
제품, 제조일로부터 2년 경과 제품 등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고 있음.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의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함. ②제과점매장에서 직
접 만들어지는 즉석빵에 대해서는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표시가 필요함.
성인 남녀 10명 중 7명은 ‘가공식품 구입 시 식품첨가물 포함 여부를 중요하게 생
각(68%)하며’, ‘무첨가 관련 표기 및 광고 제품에 대해 호감을 느끼(75%)고’, ‘실제
구입 시에도 영향을 받는다(70%)’고 응답했다. 소비자는 무첨가 제품에 대해 비교
적 ‘신뢰하며(58%)’, ‘안전하다(57%)’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
체 첨가물(액상과당/감미료, 산도조절제, HVP) 사용 건에 대해 ‘신뢰/안전하다고 생
각’하는 비율은 각각 29%, 21%, 3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미래소비
자포럼. 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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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게 되면 허위 과장 광고에 속함. 그러나 천연 원료 함유량에 대한
표시 기준은 없어, 실제 천연 성분 함량이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천
연 원료 비타민'을 넣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제품인 경우 소비자는 ‘천연
비타민’으로 오인하기 쉬움.
- 미국 예일대 연구진은 2011년 조사 결과 제품 포장에 ‘통곡물’, ‘유기농’,
‘어린이 면역력 강화’와 같은 문구가 들어간 시리얼 제품은 설탕 함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에 비해 영양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
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 또한 호주 소비자 단체 초이스(CHOICE)는 판매중인 저지방 디저트 31종
을 검토한 결과, 소위 ‘저지방’ 이라고 표시된 제품들 대부분에 당과 나트
륨이 다량 첨가되어 있었다고 2011년 보고서를 통해 밝혔음. “저지방” 디
저트들은 지방을 넣지 않아 발생하는 풍미 저하 현상을 상쇄시키기 위해
당을 추가로 넣게 되므로 지방이 들어간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열량이 높
을 수 있음.
○ 신호등 표시제 등 영양표시의 간소화 필요
- 어린이기호식품의 신호등 표시제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호주
에서도 나오고 있음. 한국의 소비자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
의회는 어린이기호식품에 신호등 표시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음. 신
호등 표시제와 관련, 호주의 소비자 권익단체인 ‘CHOICE’는 식품 업계가
자체 조사에서 현행 표시 체계로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데 대
해 신호등 표시제는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소비자가 건강에 이로운 식품을 한 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
게 해준다고 지지하고 있음.
○ 1회 제공량, 소비자가 인지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 제공해야
- 영양표시제도는 식품에 어떠한 영양소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식품포
장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근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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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표시 대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최근 커피 및 장류 등을 영양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제시되기도 했음.
- 문제는 영양정보는 통상 1회 제공량(30g)을 기준으로 정보를 주고 있는데
1회 제공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1년 식품의 1회 제공량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고 제안한바 있음. 1회 제공량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논란이 있음.
․ 미국 공익과학센터는 오일 스프레이 제품 등이 1회 제공량을 실제 1회
섭취량보다 훨씬 적게 명시하여 열량, 나트륨, 포화지방 함량이 소비자
에게 축소되어 제공된다고 주장함(2011).
․ 호주의 소비자 단체 ‘초이스(Choice)’는 2011년 제품의 1회 제공량이
서로 달라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초이스는 과자, 아침용 시리얼, 바(bar), 즉석섭취식품, 요거
트, 스프 등 1,130종을 살펴본 결과, 과일 요거트의 1회 제공량은 50g에
서 500g까지 다양했으며, 제품마다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음.
- 우리나라의 경우, 1회 제공량은 일정용량(g, ml)을 기준으로 영양소를 표
시하고 있어 그 양을 가늠하기 어려우나 유럽연합, 싱가폴 등에서는 미터
법(g, ml)과 함께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측정법(조각, 컵, table spoon)을
표시하고 있음. 영양정보표시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
리도 그 양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가정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방법으
로 가늠되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 4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FDA의 제공량은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에 의해 4세 이하 유아와 4세 이상으
로 2개의 섹션으로 나누고 있음.
○ 유통기한/ 소비기한/품질유지기간의 문제
- 식품에 기한을 표시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음.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과 제조연월일 표시(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하며 소금, 설탕,
아이스크림 등 미생물이 번식할 가능성이 적은 제품들)가 그것임. 품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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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한 표시는 장기보관이 가능한 식품이나 레토르트, 통조림, 커피류, 멸
균된 음료류와 같은 식품들에 적용되고 있음. 일반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등을 중심으로 소비기한 표시를 주장하
고 있음. 유통기한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기간임에도 소비자들은 유통기
한이 그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으로 오인한다는 것이 그 이유임.
-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소비자들이 원하는 표시 방법은 조
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107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제5장 결론 및 제언

○ 식품의 표시사항은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며 선택 기
준임.표시사항 중에는 특히 유통기한(제조일)에 대한 요구와 실제 확인하는
정도가 가장 높으며 원산지 표시도 소비자가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소비자는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표시를 통해 기본적으로 해당 식품
의 안전과 품질의 정도를 판단한다고 할 수 있어 식품 표시 중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음.
○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은 표시내용이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혹
은 표시항목이 너무 많아 식품표시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비자들이 혼란스럽거나 식품표시에 사용된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문
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표시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107

고은경(2007) 연구에서는 소비자는 제조일과 유통기한 모두 구체적인 날짜로 표기
한 것을, 녹색소비자연대 조사(2011)에서는 ‘품질유지기한’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
로, 최미희 등의 연구(2010)에서는 ‘소비기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사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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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식품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 소비자의 선호에 맞지 않는 정보가 표시된다면 소비자들은 식
품표시를 읽지 않음. 소비자가 읽기 어려운 정보는 사업자의 면책 수단밖에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식품표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간결하며108 소비자들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
○ 식품 표시사항 중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1회 제공량의 문제, 성분강조표시,
무첨가 표시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와 codex의 표시기준109을 참고하여 표
시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식품 표시에 있어 필요한 경우 4세 이하의 어린이
에 해당되는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식품별로 표시사항이 수십개에 이를 수 있으나
대다수의 소비자가 주목하는 정보는 유통기한/제조연월일, 원산지 등 몇 개
임. 소비자가 주로 활용하는 정보는 대상을 제한하기보다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아이스크림 등),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혼동될 때가 있어 색상을 달
리하는 등 분별이 가능하도록 가독성을 높여야 함. 또한 각종 표시사항에 대
하여 정보제공의 필요성은 있으나 실제로 소비자가 정보로 가치있게 활용하
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8

109

예를 들어 알레르기 식품에 대한 주의사항이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알기 어려
운 용어들로 성분표시를 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는 먹
지 마세요’ 라고 표시하는 등
codex 표시기준에 의하면, 특정 원재료를 강조하였을 때는 제조시점에서 그 원재료
의 투입비율을 표기하도록 하며, 어떤 식품이 해당 식품과 같은 종류의 모든 식품
이 가지는 동일한 특성에 대하여 강조 표시할 경우, 그러한 내용이 분명하게 포함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에 특정성분이 없거나 첨가되지 않았다는 강조
표시는 오도하지 않아야하며, 다른 물질로 대체된 경우 그 특성이 원래 성분과 동
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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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생활 양상과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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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향후 식생활 전망
제6장 시사점 및 제언

제1장 문제 제기

○ 국민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중 하나는 음식이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제대
로 식품을 공급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음식은 우리
의 삶과 지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기후 변화, 에너지 문제, 도시화, 자본
주의, 기아문제 등 현대문명이 처한 문제의 핵심에 음식이 있음.
○ 또한 이미 먹거리는 전 세계적인 관계망내의 문제로서 지구 온난화가 초래
하는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먹을거리의 문제부터 시작해 한국 또한 여러 가
지 먹을거리 문제의 위기에 봉착해 있음. 과거 한국은 1960년대에 시작된 경
제개발계획의 중요한 목표는 이 땅에서 보릿고개를 몰아내고 경제성장을 주
도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굶주림은 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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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오히려 서구식생활의 만연이라는 새로운 식생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음.
○ 한국은 2006년 GDP가 2만 달러를 돌파하고, 2015년에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의 급진전 및 중장년층
과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현대경제연구원, 2014).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치
고 건강상태 및 식생활변화를 가져옴.
○ 특히, 서구의 비자연적이고 육류 위주의 식생활이 한국 사회에도 유포되어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25%내외에 이르는 낮은 식량 자
급율, 수입식품소비 증가, 음식물 쓰레기 증가, 서구식생활증가로 인한 비만
및 생활습관 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용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예로 들면, 특히 곡류와
채소류를 중심으로 하던 주부식의 밥상이 패스트푸드와 육류 중심의 식단으
로 바뀌면서 영양불균형이 심화되어 이로 인한 질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자녀수의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불규칙하거나, 또는 혼자 식사
하는 고식孤食이 늘고, 맞벌이 가족과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인하여
외식이 늘어나고 식생활관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 요인들과 식생활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서 미래 식생활 모습을 전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앞으로의 한국인의 식생활의 바람직한 식생활행태에
대한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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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영양소 섭취 및 식품수급상의 동향변화
2.1. 영양소 섭취 현황
○ 국민들의 총 에너지 섭취 추이는 1998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남자의 에너지 섭취량은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큰 변화가 없음. 특히
2013년도에는 남자 에너지 섭취량이 2,386kcal, 여자가 1,779kcal로 나타나
전년 대비 에너지 섭취비율은 4.6%p 증가하였음. 다음으로 국민들의 영양섭
취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영양섭취기준을 상
회하고 있으나 칼슘의 경우만 섭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트륨
섭취는 과잉으로 영양소별 불균형이 나타남<그림 4-33>.
그림 4-33. 영양섭취기준 대비 영양소섭취분율

※영양섭취기준 :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한국영양학회, 2010)

○ 현재 건강문제 유발 영양소로 저감화 운동을 범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나트
륨의 경우는 2013년 나트륨 섭취량이 전년 대비 10% 감소한 결과를 보였으
며, 그러나 여전히 2배 이상 섭취, 10명 중 8명이 목표섭취량(2,000m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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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자임. 이러한 나트륨 섭취의 주요 급원 식품은 소금, 간장, 된장 같은 조
미료 류와 김치 그리고 가공식품인 라면으로 나타남.
○ 에너지섭취 분율을 살펴보면 국민영양조사가 처음 실시된 1969년에는 당질
로부터 80.3%, 단백질로부터 12.5%, 지방으로부터 7.2%의 에너지를 섭취하
여 에너지 영양소 중 당질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최근 조사년도인 2012년
에는 각각 64.9%, 14.7%, 20.4%로 당질의 비율이 낮아지고 지방의 비율이
높아졌음<그림 4-34>. 특히 2013년에는 전년도 대비 지방으로부터 섭취하
는 에너지 분율이 0.6%p 증가한 양상을 보임.
○ 실질적으로 매해 지방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으며 현재 당
질: 단백질: 지방의 섭취비율인 64.9%: 14.7%: 20.4%는 건강한 에너지 섭취
분율이라고 볼 수 있으나, 추후 지방섭취가 늘어서 이 비가 깨어지면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지방섭취비율을 지키는 것이 필요함.
그림 4-34. 단백질, 지방, 당질로부터의 에너지 구성비 변화 추이(전국)

자료: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영양조사부문-결과처리 및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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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영양 조사 상에 나타난 식물성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섭취비율을
살펴보면 1969년에는 97%: 3%로 거의 식품성식품위주의 식사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던 것이, 2012년에는 79.4%: 20.6% 로 나타나고 있음. 영양학적으
로 볼 때 건강에 바람직한 비율로 80%:20%를 황금비율로 간주하고 있는데,
현재 이 비율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됨<그림 4-35>.
그림 4-35. 식품별(식물성, 동물성) 섭취 분율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69~2011

2.2. 계층별 영양과잉 및 부족 심각
○ 국민 전체적으로는 영양 공급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영양섭취가 포화상태를 나타내는 반면 특정 계층별로 영양 부족과 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필요추정량의 75%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평균필요량미만인 영양섭취 부족자 분율은 2012년도
에 11.9%로서 남자가 4.8%인 반면, 여자는 10.8%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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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섭취량이 에너
지 적정비율을 초과한 영양섭취 과잉자 분율은 7.3%였으며, 19-29세, 30-49
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음<그림 4-36>.
그림 4-36. 영양섭취부족자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
타민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대상자 분율,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 분율 :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필요추정량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 섭취량이 에너지적정비율을 초과한 대상자 분율,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영양섭취기준 :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한국영양학회, 2010)

○ 이를 소득수준별, 성별, 거주 지역 별로 살펴보면,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 저소득계층과 노인‧아동계층, 농촌지역에서 영양소 부족 현상이 갈수
록 심각해지고 있음. 또한 절대빈곤층은 에너지, 칼슘, 비타민C 섭취량이 섭
취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연령계층별로는 청소년층과 65세
이상 계층비중이 2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영양섭취 부족
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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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소득수준별 영양섭취부족자(위)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아래) 분율

※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분율, 만 1세 이상
※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 섭취량
이 에너지적정비율을 초과한 분율
가구원수 )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 거주지역, 소득수준에 따른 결과는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하여 산출
※ 에너지 필요추정량, 영양소별 평균필요량, 지방에너지적정비율: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
판(한국영양학회, 2010)
※ 본 결과는 1일 간의 섭취량 조사로부터 산출한 값이므로 문제 규모가 과대 산출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을 참고하여 활용

2.3. 식품소비패턴 변화
○ 식생활의 변화양상을 추정하기 위한 식품소비패턴 추정변화를 위해, 1980년
부터 최근까지의 농수산식품의 1인당 년 간 소비량 추이를 살펴 본 결과, 그
동안 우리 국민의 식품소비패턴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알
수 있음<표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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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생활 탈피와 육류 소
비의 증가 추세가 뚜렷함. 1980~2010년간 식용공급량은 곡류가 0.8%, 서류
가 1.5% 감소한 반면, 과실류는 3.5%, 육류는 4.0% 증가하는 추세임. 육류
중심의 서구식 식사양상을 식품수급실태에서도 볼 수 있음.
○ 먼저, 쌀을 살펴보면 80년 공급량이 132kg이었는데, 2004년에 88.6kg수준으
로 감소하여 2,000년 직전에 한국형 식생활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쌀 소
비량의 마지노선인 연간 1인 100kg 선을 지나 이후 계속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음.
○ 반면, 밀가루공급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빵 위주의 서구식 식생활의
확산을 볼 수 있음. 또한 보리 같은 곡류는 그 감소폭이 매우 크고, 서류도
100%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한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소비패턴을 살펴보면. 채
소류의 증가는 완만한 반면, 과일류증가는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물
류나 김치류 같은 전통 음식은 많이 섭취하지 않고, 오히려 샐러드 류와 같
은 채소의 증가가 이루어 진 결과라고 생각됨.
○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식품이 유지류(354%), 우유류(498%), 육류(265%),
설탕류(205%)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식품품목은 서구식 식생활을 상징하는
식품들임.
○ 특히, 건강측면에서 나트륨의 과잉섭취 못지않게 중요한 위험 식품이 설탕
류인데 이의 공급이 1990년 10.3kg에서 2012년 22.6kg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임. 단순당 섭취의 증가는 비만의 주요 원인이며 행동장애, 충치, 혈중 지
질 농도 상승, 당뇨병, 심혈관 질환, 폐암‧유방암‧전립선암‧대장암‧직장암
등의 암 발병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의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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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육류소비량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연간 1인당 식용공급량은 1980년
13.9kg에서 2012년 46.0kg으로 증가하여 육류 위주의 서구형 식생활 확산
경향을 볼 수 있음.
○ 식품소비패턴을 살펴보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식품들은 육류, 유지류, 우
유류, 설탕 류로서 대개 한국 전통 음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식품재료가 아니
라 서구형 식사의 구성이 되는 식품재료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식에 기
반 한 식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음을 알려줌.
표 4-38. 농수산 식품 1인 1년당 식품공급량 (’80～2012)
단위:Kg

식품명

1980

1990

2000

2003

2005

2008

2010

2012

곡 류

185.0

175.4

166.8

150.3

150.5

145.3

145.1

146.1

쌀

132.9

120.8

97.9

87.8

83.2

83.2

81.5

79.5

밀가루

29.4

29.7

36.1

32.4

31.6

31.8

33.3

32.4

보리

14.1

2.4

1.8

1.1

1.2

1.1

1.3

1.0

기타

8.7

22.5

31.0

29.1

34.5

29.1

29.0

33.2

서 류

21.5

11.0

11.8

12.5

17.0

14.0

13.8

11.7

설탕류

10.3

15.3

17.9

20.9

21.2

23.7

22.7

22.6

두 류

9.7

10.3

10.7

10.3

11.4

9.7

10.4

11.0

견과류

0.4

0.5

1.5

1.2

1.3

1.4

1.5

1.5

종실류

0.4

0.7

0.7

0.9

0.7

0.7

0.7

0.7

채소류

120.6

132.6

165.9

152.6

145.5

154.2

132.2

138.9

과실류

16.2

29.0

40.7

39.5

44.7

46.9

44.2

46.2

육 류

13.9

23.6

37.5

39.0

36.6

40.7

43.5

46.0

계란류

5.9

7.9

8.6

8.9

9.1

9.4

9.9

10.6

우유류

10.8

31.8

49.3

50.8

54.0

52.8

57.0

54.9

어패류

22.5

30.5

30.7

38.5

39.9

39.0

36.6

39.0

해조류

4.5

5.7

6.1

6.4

9.6

15.8

14.7

15.9

유지류

5.0

14.3

15.9

16.8

18.7

12.3

13.9

14.7

자료 : 식품수급표, 농촌경제 연구원, 1980-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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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식품소비로 인해서 과거에는 지방 소비 비율이 낮았으나 지방소비비
율이 높아지는 서구식 식사패턴에 유사해지게 되며 이는 결국 서구인의 질
병패턴을 닮아가는 현상을 가져오게 됨.
○ 또한 식생활서구화 심화와 더불어 곡류자급률도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11년
44.5%로 하락하였고, 사료용을 포함한 자급률은 2011년 22.6%로 급감함.
품목별로 보면 주식인 쌀의 자급률은 1970년 93.1%에서 2000년대 중반
100%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에 83%로 감소하였고, 밀, 콩 등
쌀 이외의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곡류 이외에 육류의 자급률
또한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1970년대에 100%의 자급률을 보였던 육류
는 2011년에 약 40%정도 감소한 61.2%로 나타났음.

2.4. 식품 지출 구조 변화
○ 식생활의 변화양상은 식품비 지출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음. 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자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실질 식품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별 실질
가계 소비 지출액이 감소하고 있음.
○ 현대 식생활의 주요 특징은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 및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한 식품소비 외부화경향임. 이는 가계 식품비 지출 중에
서 외식비 비중으로도 알 수 있는데 1990년에 20%수준에 불과했으나 2003년
에 44.0%에 달하고, 이후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신선식품의 지출비중이 감소하고 가공식품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03년 신선식품은 32.4%에서 2011년에는 28.0%였으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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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가공식품지출비중은 2003년 23.6%에서 2011년에는 25.4%로 나타나 식품
소비 간편화 경향을 반영하여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그러나 소득수준별과 품목류별로 지출액 규모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외식,
빵 및 떡류 등 일부 품목은 소득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 정도가 큼. 또한
곡물 등 탄수화물 위주의 식생활 탈피 경향이 있으나, 국민 에너지 섭취량의
51.9%를 곡류가 공급하며, 이 중에서도 백미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32.7%
를 공급하고 있음.
○ 저소득 계층은 쌀 등 곡물, 조미식품, 유지류 등 필수식품류를 주로 구매하
며, 고소득계층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필수재외에 외식과 기호식품 등의
지출비중이 증가함.
그림 4-38. 월 평균 식품소비 지출구조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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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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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황윤재. 2012. 식품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p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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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강 및 질병상의 변화양상

3.1. 만성질환 증가현상
○ 산업화, 도시화, 글로벌화, 경제적 사회적 발달은 식생활과 생활습관의 급격
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 특히. 비만, 당
뇨,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고혈압, 암을 갖고 있는 인구 집단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만성질환은 서구 여러 나라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
인이 되고 있으며, 높은 유병 율을 나타내는 질병들임. 역학조사, 임상실험,
여러 나라의 일반적인 식생활 권장 지침 등을 조사하였을 때 흡연, 활동부족
과 함께 식생활은 직 간접적으로 이러한 만성 질환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심혈관계 질환, 암, 뇌졸중, 골다공증등과 같은 만성 질환은 식사에 의
해 영향을 받으며, 고혈압, 당뇨, 비만,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 역시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발병되거나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고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전통적인 식생활 패턴이 식생활유래 만성질환의 위험도
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상적인 식생활, 식사패턴 또는 식생
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음.
○ 다음 <표 4-39>는 연도별 만성질환의 주요 지표 추이를 본 것임. 만성질환
이환율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고 있음. 특히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
는 비만의 경우, 2000년도 이후 비만인구 비율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
며, 2013년의 경우, 비만 유병률이 전년 대비 남자 1.3%p 증가, 여자 2.9%p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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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2013년도에 11%
(남 12.8%, 여 9.1%)로서 전년 대비 2.0%p 증가함. 이러한 추이로 본다면
앞으로 당뇨대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표 4-39. 만성질환 주요지표 추이
단위: %(표준오차)

산출지표
전체
비만
유병률
남자
만19세이상
(표준화)
여자
전체
고혈압
유병률
(표준화)

남자
여자
전체

당뇨병
유병률
(표준화)

남자
여자
전체

고콜레스테
롤혈증
남자
유병률
(표준화)
여자

’98

’01

’05

’07

’08

’09

’10

’11

’12

’13

26.0

29.2

31.3

31.7

30.7

31.3

30.9

31.4

32.4

31.8

(0.6)

(0.7)

(0.8)

(1.1)

(0.8)

(0.7)

(0.7)

(0.9)

(0.9)

(0.7)

25.1

31.8

34.7

36.2

35.3

35.8

36.4

35.1

36.3

37.6

(0.9)

(1.0)

(1.2)

(1.7)

(1.0)

(0.9)

(1.2)

(1.2)

(1.2)

(1.1)

26.2

27.4

27.3

26.3

25.2

26.0

24.8

27.1

28.0

25.1

(0.7)

(0.8)

(1.0)

(1.1)

(0.9)

(0.9)

(0.9)

(1.0)

(1.2)

(0.8)

29.9

28.6

28.0

24.6

26.3

26.4

26.9

28.5

29.0

27.3

(0.7)

(0.8)

(0.8)

(1.1)

(0.6)

(0.6)

(0.7)

(0.6)

(0.9)

(0.8)

32.5

33.2

31.5

26.9

28.1

30.4

29.3

32.9

32.2

32.4

(1.1)

(1.3)

(1.1)

(1.6)

(1.0)

(1.0)

(1.1)

(1.0)

(1.3)

(1.1)

26.9

25.4

23.9

21.8

23.9

22.2

23.9

23.7

25.4

22.2

(0.8)

(1.0)

(0.9)

(1.2)

(0.7)

(0.8)

(0.7)

(0.8)

(1.1)

(0.8)

11.6

8.6

9.1

9.6

9.7

9.6

9.7

9.8

9.0

11.0

(0.5)

(0.5)

(0.5)

(0.7)

(0.4)

(0.5)

(0.5)

(0.6)

(0.5)

(0.5)

13.5

9.5

10.5

11.8

10.6

10.7

11.0

11.9

10.1

12.8

(0.8)

(0.8)

(0.7)

(1.1)

(0.6)

(0.6)

(0.8)

(0.8)

(0.7)

(0.8)

9.8

7.9

7.7

7.3

8.5

8.4

8.3

7.6

8.0

9.1

(0.6)

(0.6)

(0.6)

(0.8)

(0.6)

(0.5)

(0.6)

(0.5)

(0.6)

(0.7)

10.0

9.1

8.0

10.7

10.9

11.5

13.5

13.8

14.5

14.9

(0.5)

(0.5)

(0.4)

(0.7)

(0.5)

(0.5)

(0.6)

(0.5)

(0.6)

(0.6)

8.7

8.5

7.2

9.3

9.5

10.8

13.0

12.6

12.2

13.6

(0.7)

(0.7)

(0.6)

(1.1)

(0.7)

(0.7)

(0.9)

(0.9)

(0.8)

(0.8)

10.6

9.6

8.4

11.6

11.9

11.9

13.4

14.9

16.4

15.9

(0.7)

(0.6)

(0.6)

(1.1)

(0.6)

(0.7)

(0.7)

(0.7)

(0.9)

(0.8)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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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유병률은 2013년도에 27.3%(남 32.4%, 여 22.2%)로서 전년 대비 남
자는 유사하나 여자는 3.2%p 감소하였음. 다른 만성질환 유병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혈압 유병율만이 감소한 것은 그동안의 국가 나트륨 저감화 정
책실시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국가의 식생활교육정책의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은 2013년도에 14.9%(남 13.6%, 여 15.9%)로서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남자 1.4%p 증가하였음.
○ 빈혈 유병률은 200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2011년에 전체 여성의
10.9%가 빈혈 증세를 갖고 있었고, 특히 가임기인 30대, 40대 여성에서 각각
13.4%, 16.1%로 빈혈 유병률이 높았으며, 70대 이상의 여성노인의 경우 약
20%가 빈혈 증세를 갖고 있었음.
○ 골다공증은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여자에서 발병률이 높아 남자의 4배이
며 특히 60대 이상 노인의 32.8%, 70대 노인의 경우 65.2%가 골다공증을 앓
고 있음.

3.2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인구의 증가
○ 2012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3대 사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
환이며, 당뇨병 5위, 10위 고혈압성 질환이며 이 추이는 2002년 이래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02년 대비 전체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였는데 부위별 사망
원인을 보면 위암,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였는데 유방암, 대장암,
전립샘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하였음. 순환기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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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0년 이후 증가추세로, 심장질환 사망률은 5.5% 증가하였고, 전년도
대비 10대 및 50세 이상에서는 감소한 반면 20-40대에서 증가하였음.
○ 2000년 이후 뇌혈관질환은 감소추세이나 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
한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은 이 질환들과 복합적인 관련이
있어, 고혈압 당뇨 관련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31.6%를 차지하고 있을 정
도로 만성질환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림 4-39.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사망률

○ 우리나라 국민의 첫 번째 사망요인인 암을 발생시키는 관련요인으로는 식생
활, 신체활동, 흡연, 술, 호르몬 및 환경인자 등이 있으며, 이들 요인 중에서
암 발생의 20～30%가 식생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음. 암 종류별로는 흡연
과 관련이 깊은 폐암을 제외하고 대장암 및 췌장암 등 채소와 과일의 섭취부
족 등 동물성 식품을 주로 한 식생활과 관련이 있는 암의 발생이 눈에 띄게
많아짐(e-나라지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반면에 우리 전통식생활에서 문
제로 지적되는 염분의 과다섭취와 관련이 있는 위암의 발생율은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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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사망요인인 순환기 계통의 질환 역시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을 비
롯한 지방의 섭취과다, 식이섬유, 채소와 과일 및 불포화지방산의 섭취부족
등 식생활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4장 현대 식생활의 특징

4.1.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식생활변화
○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1970년 이후 가파른 둔화 추세를 보여 2000년
0.84%, 2010년 0.46%까지 둔화됨. 2030년에는 인구규모와 성장을 멈추는
제로성장에 도달하고, 2050년에 이르면 인구성장률이 -0.76%가 될 전망임
(통계청, 2010)
○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80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3.8%에 불과했으나 2000
년에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앞으로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임.
○ 한편, 한국인의 경우 평균 수명은 197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더불어 소비
수준의 증가와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1970년 62.3세에서 2011년 81.2세로
증가할 전망. 2008년 치매 유병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노인
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8.4%로 42만 명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47만명, 2030년
에는 약 114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치매 노인의 수가 2배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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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에 따른 생리적‧신체적 노화와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영양불
량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함. 노인은 대체적으로 열량, 단백질과 함께 칼슘,
비타민A, 리보플라빈, 비타민C, 철분의 섭취가 부족하며, 짜게 먹는 습관으
로 인해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는 경향이 있음. 즉, 노인들은 여러 위험요인
으로 인해 영양불량의 위험률이 높고, 영양결핍은 질병의 이환율을 높일 뿐
아니라 기존의 질병에 대한 예후를 불량하게 하여 노인의 건강악화 및 국민
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됨.
○ 이러한 인구 및 경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능성 식품의 증대와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의 증가 등 식생활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4.2. 가족 구성변화와 가정식 감소
○ 오늘날 가족구성은 2010년이 이미 2인 이하로 구성되는 가구의 비율이
48.2%에 달하고 있음.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더불어 가족식사 비율이 줄
어들고, 조리시간이 단축되는 인스턴트식품과 가공식품, 조리된 편의식품이
나 반찬의 구입, 외식 등 식사의 외부화를 증가시킴. 그 결과 영양소의 불균
형, 나트륨 등 과잉 섭취, 음식 준비와 보관 과정에서의 비위생적인 관리 등
식사의 질 저하를 초래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2012년 하루 1회 이상 외식률 (연령표준화)은 25.2%
로 전년도 28.2%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며 , 12-18세 학동기일
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 식률이 높았음. 또한 여자에 비해 남자가, 읍
면지역에 비해 동지역에서 외식을 많이 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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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외식’은 학교 및 산업체 급식, 교회, 사찰 등의 종교
시설에서 제공한 음식, 구입한 도시락, 배달 또는 포장 음식을 모두 포함하
는데 외식섭취빈도는 ‘주 5-6회’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하루 1회’
는 16.2%, ‘하루 2회 이상’은 8.0%에 해당하였음. ‘하루 2회 이상’ 외식자
분율에서 12-18세가 16.5%로 가장 높고 반면, 65세 이상 대상자 중 37.5%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외식을 자주 하는 경우, 에너지, 특히 지방의 섭취량이 증가되며, 단위 에너
지 당 비타민 및 무기질의 영양밀도는 감소되며 또 외식에서 간이 싱겁다고
느낄수록 실제 섭취하는 나트륨 양이 많아지게 됨.

가정식의 감소가 가지는 의미
1. 영양 측면
(1) 육류 식품 섭취의 증가
(2)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증가
(3) 과식
(4) 나트륨, 단순 당, 지방, 에너지 섭취의 증가
(5) MSG와 기타 첨가물 섭취의 증가
(6) 과일 섭취의 감소
2. 건강 측면
(1) 대량 조리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 증가
(2)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위험 증가
3. 문화‧환경 측면
(1) 음식물 쓰레기 증가에 따른 환경 파괴
(2) 식생활 문화의 계승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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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통 식생활 쇠퇴
○ 먹거리 세계화 과정에서 대자본 농기업과 식품회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 가공, 판매까지 관장하고 있음. 이런 과정에서 맥도
날드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 규격화된 편이식품, 가공식품 등 소비가 증가
하고, 패스트푸드의 과잉 섭취는 비만,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생활습관 병
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전 세계인을 획일화된 입맛으로 길들이고 있어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식문화 계승에 어려움이 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해외여행 증가, 활발한
외국과의 무역 등으로 패스트푸드, 규격화된 편의식품, 가공식품 등 소비가
증가하고, 서구식 식생활이 확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전통 음식의 영양적·
건강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전통 식생활문화가 점차 쇠퇴하고 있음.
○ 그러나 2009년 한식세계화 정책에 따라 전통식생활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세계 식문화의 이해와 더불어 우리나라 식문화를 계승 전달하려는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음.

4.4. 건강 식생활양식 추구경향
○ 최근 사회에서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 소비
를 통해 사회의 지속성장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
고 있음. 또한 슬로푸드나 로컬푸드 운동같은 먹거리운동에 동참하는 인구
도 늘고 있다고 생각됨.
○ 예를 들어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조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웰빙(wellbeing)이라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후세의 건강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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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웰빙이 LOHAS인데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웰빙보다
한 차원 진보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웰빙 및 로하스족이 늘고
있는 것도 한 흐름임.
○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건강 식생활 실천 율 추이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 결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목표]인 건강 식생활 실천 율은
전 연령별로 2009년도에 비해 2012년까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참
고로 건강 식생활 실천율 근거기준은 지방, 나트륨, 과일/채소,영양 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인구 분율로 지방 적정수준(6-19세 15-30%, 20
세 이상 15-20%)으로 섭취하고 나트륨은: 1일 2,000㎎ 이하로 섭취, 과일과
채소 : 1일 500g이상 섭취하고, 식품선택에 영양표시를 활용하는 것임.
○ 또한 건강추구 식행동을 실천한다고 볼 수 있는 영양표시 이용률 추이를 국
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살펴보면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가공
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읽는다고 응답한 분율 (영양표시 이용률)은 23.7%
이었고, 여자(30.8%)가 남자(16.7%)에 비해 높았고(표에 제시하지 않음), 연
령별로는 19-29세가 39.3%로 가장 높고, 65세 이상이 3.6%로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음.

4.5. 잘못된 식습관 증가
4.5.1 음식물 쓰레기 증가
○ 외식 확산, 푸짐한 상차림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01년 11.2천톤/
일에서 2010년 13.4천톤/일로 연평균 2%의 증가추세를 나타냄.
- 발생원 : 가정 (70%), 음식점 (16%), 집단급식소 (10%), 유통단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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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2005년 6천억원에서 2010년 약 8천억원으로 빠르
게 증가함.
○ 이러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증가는 최근 우리의 식생활과 음식문화 변
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람들의 기호 변화, 주 5일제로 인한 외식 비율 증가
및 풍성한 상차림을 좋아하는 우리 고유 식문화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4.5.2. 아침 결식율 증가
○ 수천 년 역사의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산업화와 서
구화 과정에서 전통 식문화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불건전한 식습관을 형성
함. 10~20대 연령계층을 중심으로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등 잘못된 식습관이 확대되고 있음.
○ 2011년 아침식사 결식률은 20.3%에 달해 전 국민의 1/5이 아침식사를 거르
고 있으며, 특히 10~20대 계층에서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중이 크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남. 12~18세 청소년 계층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30.0%, 19~29세 청
년층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37.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그림 4-40>.
○ 2013년 결식율은 세 끼니 중 아침식사가 21.2%로 가장 높았고, 점심 및 저
녁식사 결식률은 각각 6.0%,4.2% 수준이었다. 결식률은 대 부분 2011년 결
과와 유사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매해 조사결과 19-29세에 아침결식이 가장
높다는 결과를 알 수 있음. 19-29세 여자의 경우 아침식사 결식률이 전년도
40.8%에 비해 50.0%로 증가하였음. 아침식사 결식률은 소득수준이 낮을수
록 높은 경향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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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아침식사 결식률 추이

자료: 국민건강통계

4.6. 현대 음식 문화의 문제점
○ 한국의 현대 음식문화의 문제점을 보기 전에 자국의 고유한 음식문화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전통 음식문화를 중시하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려 함. 프랑스
인들은 음식을 중요한 예술이나 문화의 일부로 생각하나 음식문화 전통이 없
는 미국의 엘리트들은 자신의 고유한 요리가 없다는 사실에 실망함.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음식문화를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다음의 미국의 문화인류학자가 쓴 글을 통해 알 수 있음(민츠, 1998).
○ “하나의 문화로서, 공유된 요리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은 아주 많다. 요리는 우
리가 끝없이 우리의 개인성을 표출시킴으로써 분리되는 시대에 우리를 하나
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교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만의 음식에 감사드리자. 우리음식의 과거가 지닌 실용적 유산을
되새겨 보자. 그리고 다음 세기를 위해 미국 요리를 재정비하도록 하자. 다만,
다 함께 그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공통의 근거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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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부분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내 세울 변변한 고유한 요리
가 없는 미국인들도 음식을 통한 유대감, 사랑, 소속 감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리고 삶을 통해서 고유한 음식문화를 재조명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볼 수 있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현대 한국의 식
생활을 되돌아보면 차마 이러한 것들을 음식문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할 정
도로 부끄러울 때가 많음. 일일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전통의 고유한 요리
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정신없고 어지러운 음식문화를 갖게 되었
는지 현대 한국사회 속에 횡행하는 식생활의 문제점들을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함.
○ 먼저, 개인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불규칙한 식사, 짧은 시간 안의 급한 식사,
정력 내지 보신음식의 선호, 그리고 비만 현상임. 이들 현상은 모두 해방이
후, 특히 70년대 이해 생겨난 것으로 한국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서양화 및
사회변동과 관련성을 가짐. 일에 쫒기다 보니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식사하
는 버릇이 들었으며 거기다 군대에서 빠른 식사의 훈련을 받아온 것도 한
요인이 되며 사회변동이 많아 사회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데서 불규칙한 식
사습관이 생겼다고 보임. 그리고 물질적 부가 어느 정도 축적되자 80년대 후
반기부터 식품소비의 전체적인 증가가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은 특히 정력
내지 보신음식의 선호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족차원에서는 가족공동식사전통의 약화, 주부들의 음식담당전통의 약화,
인스턴트식품의 남용, 전통조리법의 단절, 김치, 장, 젓갈 등을 안 담가 먹기,
외식 가운데 패스트푸드 선호, 손님 초대 내지 접대문화의 단절, 통과의례
내지 관혼상제 등 잔치음식의 변질 또는 단절 등이 지적될 수 있음. 가족들
이 밥상이나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던 전통은 약화되어 있는데 이는
가족제도자체가 핵가족화한데다 식구들이 자기 배움터로, 일터로 나가고 또
한 생활리듬이 바빠져서 가족끼리의 공동식사는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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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손님을 집에 초대하거나 접대하는 문화며 통과의례 내지는 관혼상제
등 잔치문화는 계속 사라져가고 있음.
○ 사회조직차원에서는 불량식품 및 보신식품의 횡행, 향토음식의 부재, 음식
예절의 상실, 음식점의 서비스문제 및 횡포, 과음, 폭음의 음주문화, 계절 미
각의 상실, 이른바 ‘먹자골목’의 문제, 식품유통의 문제, 재래시장의 변질,
유원지에서의 취사행위, 음식물쓰레기 문제, 소외계층의 음식문제, 음식관련
언론 및 광고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다음 <그림 4-41>은 이상과 같은 한국인의 현대 음식문화에 나타난 문제점
을 정리하여 본 것임.
그림 4-41. 현대 한국음식 문화의 문제점
∙
∙
∙
∙

∙
∙
∙
∙
∙
∙
∙
∙

불규칙한 식사
짧은 시간내 급한 식사
정력 보신음식 선호
비만현상

∙ 한국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 서구화 및 사회변동

가족공동 식사전통 약화
주부음식 담당 전통 약화
인스턴트 식품 남용
전통 조리법 단절
김치, 장, 젓갈 안 담기
패스트푸드 선호
접대문화 단절
잔치 음식 변질 및 단절

∙
∙
∙
∙
∙
∙

불량식품 및 보신식품 횡행
진정한 향토음식 부재
음식예절 상실
음식점 서비스 질 문제
과음, 폭주 음식문화
계절과 미각 상실

∙ 핵가족화
∙ 가족구성원의 바쁜 일상

∙
∙
∙
∙
∙
∙

먹자 골목 문제
식품 유통 문제
재래 전통 시장 변질
유원지에서의 취사행위
음식물쓰레기 문제
음식관련 언론 및 광고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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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한국인들의 식생활의 변화과정은 다음 <그림 4-42>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쌀을 중심으로 하는 식생활
에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통식품소비량이 감소하는 식생활의
서구화 및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영양 섭취 실태 면에서도 영양불량의 문제 즉, 영양부족과 과잉이라는
문제가 함께 존재하며, 이는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불규칙한 식생활과 서구식 식생활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영양불균형
이 확대되고 생활습관 병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불만족스러운 급식상황, 아침결식문제, 가정식의 감
소 및 나 홀로 식사하는 고식문제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식생활은
현재 건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임.
○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한국 주민의 식생활은 주로 식품 원재료를 구입하여
가구 내에서 조리한 후 먹는 형태였으나 현대 한국 주민들의 식생활은 산업
화의 진행에 따라 크게 변화됨. 식품 산업의 발달 및 외식 산업의 발달로 우
리가 접할 수 있는 음식의 가짓수는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현재 한국 지역의
대형 슈퍼마켓에 놓여 진 식품의 종류는 수천 여종에 이르고, 이는 대개 가
공의 과정을 거쳤거나 가공식품인 경우가 대부분임.
○ 이렇게 다양한 식품들을 이용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 30년간의 급격한 산업
화가 그 주된 배경이고, 급격한 산업 발달에 따른 입맛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식탁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식품 산업 시
장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다국적 식품 기업들의 국내 진출을 초래하게 됨.
○ 결론적으로 현대 한국의 식생활 형태는 개항 후 지난 1세기 동안 특히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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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50여 년간 새로운 식품 수용 폭이 현저히 넓어지면서 많은 변화
를 거침.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인구 및 경제력의 변화, 농
업기술의 혁신, 식품산업 분야의 발달, 외식산업의 발달, 외래문화의 유입,
의학, 영양학 등 건강관련 분야 발전에 따른 정보량의 증가, 국민의 의식구
조 및 가족제도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외관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식생활은 전통적, 비
전통적 식생활 사고와 행동이 깊숙이 융합되어 있으며, 문화적 측면에서 보
면 한국인의 식생활 행동은 수정의 형식(A→A2)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보임.
그리고 식생활의 특이성 때문에 앞으로도 전형적인 서구형 식생활양식으로
변화(A→B)되지는 않을 것으로 봄.
○ 서구에서 도입된 영양학에서 서구식 식생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고유의 전통 식생활이 갖는 문화적 의미 및 건강
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4-42. 현대 한국인의 식생활변화양상
영향요인
∙ 인구변화 및 경제향상

현대 한국 식생활 문화

∙ 농업기술의 혁신
∙ 식품산어분야 발달
∙ 외식산업 발달
∙ 외래식문화 유입
∙ 의학 및 영양학 발달로
인한 정보량 증가

∙ 주부식 변화
∙ 전통음식 감소
∙ 식생활의 서구화

한국인의 식생활
행동변화
수정의 형식
A → A2

∙ 식생활의 다양화

∙ 국민 식의식구조 변화
∙ 가족제도의 변화

미래의 식생활
전통 음식문화에 기반한
식생활문화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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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영양 및 식품섭취실태, 그리고 식생활변화에 따른 건강질병 양상을 살
펴보고 또한 현대 한국인의 식생활의 특징 및 이의 관련 요인들을 고찰해
봄으로서 미래 한국인의 식생활을 전망하여 보았음.
○ 곡물의 소비와 공급 감소, 지방 섭취 증가, 에너지자급률 감소 등 식품소비
와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는 식량자급률, 전통 식문화,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농산물 안정 공급 기반
구축, 품질경쟁력 향상 등 생산 측면에서의 대책과 소비 측면에서 식생활교
육 강화, 한국형 식생활 보급 등으로 전통 음식문화 보전, 건전한 식생활 확
산과 함께 식량자급률 제고와 식량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 식생활의 모습은 먹거리 세계화의 구체적인 현장으로 이미 상당
부분 서구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비만 및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1
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고식의 문제, 외식증가, 아침 결식 율이나 음식물 쓰
레기증가 등 많은 식생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음. 전통 한식은 비교적
자연성에 기초한 건강한 음식이지만 실제는 외면당하고 서구의 패스트푸드
는 증가하고 있음. 현재 한국 음식문화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밝은 모습은 아
니었다고 보이며. 오히려 한국인의 자화상이 부끄럽게 드러나기도 함.
○ 이에 따라 이러한 드러난 식생활의 문제점과 미래 식생활전망을 통하여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보았음.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제언은 전통 음식문화의 회복과 한국형 식생활의 수립이라고 생각됨. 이를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함.
•식량자급률 증가
바른 식생활 교육 및 실천으로 가능하면 지역 식품재료인 로컬 푸드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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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전통식단을 장려함으로서 식량 자급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쌀 중
심의 전통식단의 회복을 통하여 현재 계속 감소하고 있는 쌀 소비량을 증가시
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1년 1인당 쌀 소비량이 70kg 이하로 내려
간 상황이지만 쌀 중심 한국형 식생활실천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음. 또한 세
계의 식량사정으로 볼 때 앞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올 수 있으므로 가능
하면 식량자급 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함.
•바람직한 식사예절 정립
식사예절의 본질은 보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명과 직결되고 있으면서, 바
른 식생활은 바른 성품을 키우는 데에도 매우 중요함. 식사예절의 본질인 생명,
정성, 상호간의 배려가 살아있는 전통 식사예절을 지켜나가고 식食에 대한 감
사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함. 밥상문화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의 합리
적 가치관의 조화로 동, 서 고금을 막론한 식사예절의 본질을 현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함. 바람직한 한국인의 식사예절을 위하여, 가정식사예절의 실천, 직
장 및 학교 식사예절의 재정립 및 식당식사예절의 준수를 선행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해 바르게, 고맙게, 즐겁게, 제대로, 맛있게 먹는 자세를 갖도록 함.
•가정의 가치와 가족식생활문화회복
가족구조가 많이 변화되었고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서구 식품의 유입이 증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문화 체계 내에서 흡수, 융화시킬 수 있는 ‘문화용광
로’를 적극 가동하여야 함. 가족문화의 핵심은 가정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갖는
것이며 가족들의 식생활문화는 올바른 가족 가치관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인식해야 함. 가정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고, 가정에 대한 기대와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며, 전통문화의 가치관을 대치할만한 적절한 행동 기준을 정하여
바른 식생활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한 가족
가치관의 혼란을 바로잡아 올바른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것임. 식생활문화는 바
람직한 가족문화와 더불어 갈 때 가장 안정감 있는 방식으로 유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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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식품 안전 확보
최근 식품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의 원인으로
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식품위생행정당국에 대한 불신과 잘못된 홍보
에 따른 소비자의 편견이라 할 수 있음. 철저한 식품위생관리를 근간으로 하여
국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음식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살피고 사
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함.
•바람직한 소비자 식생활 교육
국민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변화에 적합한 현명한 소
비자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 교육수단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 우리의 식문화나
환경보존을 주제로 하는 문화 콘텐츠의 개발 등 현재의 소비환경에 적합한 방
법을 찾고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올바른 소비자로서의 덕목을 기를 수 있는 방
안을 검토해야 함.
•한국형 식생활패턴 유지
한국인의 식사패턴은 서양인의 식사패턴에 비하여 건강 면에서 유익함. 주식
인 밥과 잡곡은 빵이나 옥수수보다 영양가와 기능성이 높으며 부식으로 먹는
채소류, 해조류, 김치, 된장 등의 발효식품, 어패류, 양념류 등은 건강식의 기본
이 됨. 최근 비만 성 생활습관 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서
구식생활의 과도한 유입 때문으로 보임. 그리고 서양인에 비해 동물성의 포화
지방 섭취가 낮고 채소섭취량이 많아서 유방암, 대장암, 혈관질환(심장병) 등의
발생 율을 낮추며 비만 율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적임.
물론 한국전통식품의 문제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과량의 소금섭취문제로 고혈압,
위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일반화된 냉장고의 보급으로 사계절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소금의 양을 줄인 건강한 전통식품을 먹는 식생활이 가능해졌
음.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장아찌 등의 반찬을 저염으로 제조하여 발효방법을
개선한다면, 전통식생활의 문제점들을 극복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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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래의 우리의 식단은 전통적인 식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습관에 맞고 한국형의 전통
식단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전통 음식에 기반을
둔 외식산업과 식품산업이 발달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져야함. 이를 통해 한국형 식생활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식생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봄.
○ 다음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래 한국인의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실
천안’을 제시해 본 것임.

미래 한국인의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실천(안)
1. 주식인 쌀 자급 100%, 쌀 소비 70 Kg선을 유지하자
2. 올바른 식사 예절을 후손에게 물려주자
3. 요리를 배우고 즐겨 하고, 함께 하는 식사를 즐기자
4. 언제 어디서나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하자
5. 식사는 항상 즐겁고 맛있게 제 때에 하자
6. 음식물은 적정분량을 다양하게 골고루 먹자
7. 식품은 곧 내 생명이라는 소중한 마음을 갖자
8. 전통음식을 오늘날에 알맞게 재창조해 즐겨 먹자
자료: 한국식생활문화학회 춘계심포지움, 1998. ‘한국인 식생활문화강령’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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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농업분과 분과회의 결과보고

제1차 회의

1. 개요
○ 목적: 농업분과 운영방향 및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논의
○ 일시 및 장소: 2014. 8. 5(화) 16:00-, 중회의실
○ 참석자: 총 20명
- 원내(11명): 황의식(간사), 임지은(간사보), 박성재, 오내원, 박문호,
김정섭, 김영준, 전지연, 이도형, 손영지, 정재희
- 원외( 9명): 이태호(서울대), 황수철(농정연구센터), 최승철(건국대),
임송수(고려대), 임정빈(서울대), 이명헌(인천대),
임소영(조세연), 이주량(과기연), 손재범(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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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내용 요약
▢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
○ 향후 10~20년 간 농경연이 수행할 수 있으며 농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
구주제 발굴이 필요함.
- 나주 이전, 한국농업에 역사적 인식을 가진 인력 퇴직 등의 여건
○ 연구원 설문조사 응답 결과(응답자 44명)를 매트릭스로 분류, 추가해야 할
연구분야와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는 연구분야를 구분할 수 있음.
- 횡 분류: 농촌/농업/식품유통/국제 등
종 분류: 1차/2차/3차산업 또는 수요부문/유통부문/공급부문 등
○ 본 포럼이 ‘농정’에 국한되는 주제에 충실한 것인지 등 범위가 정해지고, 포
럼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명확해져야 활발한 논의가 가능함.
- 2~3가지의 핵심과제를 발굴하면 연구원 인력이 연구를 추진하는 것인지?
외부 연구인력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 논의 시 범위는 제한하지 않고 점차 중요한 주제로 좁혀 가는 것이 바람직함.
○ 논의 주제가 ‘농정’에 국한되지 않고 ‘농업’ 발전 전반에 대한 것이며, 원고
료 지원이 가능하고, (잘 짜인 연구가 아니라)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도 가능
하다면, 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소액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아이디어 공모 가
능함.
- 미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 논의 방향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음. 1) 그간 논의되었던 주요 문제
등 현재의 상황을 되짚어 보고 원인을 규명하는 시스템적/패러다임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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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인력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1) 은 상위 수준의 큰 질문(담론, 패러다임 수준의 문제)에 대해 하나씩 토
론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음. 따라서 패
러다임 수준의 논의는 몇몇 전문가 발표 후 함께 토론하는 방식이 적합
함. (한국 농업이 여기까지 온 것은 지금까지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되
었기 때문인가? 한국농업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농업 자체의
문제인가, 농업을 둘러싼 여건/환경/정책의 문제인가? 등)
2) 의 논의가 결과를 정리하기에는 수월할 것임.
○ 선행연구에서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담론’ 수준의 논의는 이루어졌으니 담
론에 대한 논의는 기존 것을 참고하고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포럼의 역할은 ‘숨어있는 연구주제 틈새 찾기’가 아닌 ‘컨셉 잡기/퍼즐맞추
기’가 되어야 함.
○ 관행적으로 연구주제 발굴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봄. 본 포럼에서
좋은 연구질문을 나열해준다면 좋은 연구주제(연구질문에 대한 답)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연구주제를 모듈화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좋은 정책질문 → 좋은 연구질문 → 좋은 연구주제 → 연구주제 모듈화
(‘R&D가 해결해야 할 부문/정책이 해결해야 할 부문/통상이 해결해야 할
부문’ 등)
- 연구 질문의 예: 국민소득과 농업소득 괴리는 왜 커지는가?, 한국의 농업
연구(H/W, S/W)는 왜 현장밀착성이 낮은가? 농업 지식공급자들은 왜 수
요자들 입장에서 해결하지 않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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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 논의
○ 농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농정의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바꿔야 할 부분
이 있을 것이며, 정책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 등에 대해 논의 가능함. 연구자
들이 대부분 micro한 부분에 집중하여 이러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보임.
- 직불제가 농업인 소득안정망으로써 지속 가능한가?
- 폐기물 문제 등으로 축산은 미래수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에 대해 총량제 등 여러 논의가 가능할 것임.
- 농업 R&D 농식품 모태펀드도 농민이 아니라 비농업 분야 사람들이 유리
하다는 이야기가 있음. 목표와 시행되고 있는 양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이 있음.
○ 농업 생산성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이 농업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
유에 대해 고민 중임. 생산성 제고와 농업소득 간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것으로 보임.
- 코호트 소득분석을 해 보았는데, 농외소득은 세대 간 차이가 뚜렷한 반면,
농업소득은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소득이 동일하였음. (아버지 세대
30대의 농업소득과 아들 세대 30대의 농업소득이 동일)
○ 농업생산성이 농업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이유에 세 가지가
있다고 가설을 세웠음.
1) cost-price squeeze (농업생산성보다 투입재 가격 상승이 더 가파름)
2) 수출, 통상에 의한 ceiling효과, 교역조건 악화
3) 농업인 정의에 극빈농이 포함되어 통계 왜곡(농업인: 연 생산액 120만 원
이상 또는 농지 300평 이상)
○ 유럽에서도 소득은 생산성 향상만큼을 따라잡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장기
적으로 보니 70년대 이후 부가가치가 늘지 않고 있음. food standard가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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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화되고 value chain이 왜곡되었음. 이를 1) ‘투입재가 화석연료 기반이며,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비용이 상승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도 하며, 2)
‘생산시스템의 문제’(최근 환경학자들의 주장)로 보기도 함.
-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이후 축산 비중과 비용이 증가하나, 부가가치는
정체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통계상으로 1995년 이후부터 괴리현상이 뚜렷함.
○ 발전한 산업일수록 중간재가 많이 들어가고 부가가치는 낮음. 농업 중 축산
업이 부가가치 제일 낮음.
○ 네덜란드는 R&D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점에 도달하자 R&D
패러다임을 바꾸었음.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으며(에너지
R&D, 생력화) 새로운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 환경, 동물복지까지 다루었
음.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R&D를 생산성과 연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R&D 측면에서 볼 때 흐름에 떨어져 있음.
○ 농경연에서 연구하는 것은 응용 사회과학 분야로, 현실에 도움이 되는 연구
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이며 어떤 방향
이 좋은지를 자유롭게 연구해서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함.
- 정부는 정책적으로 친환경축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생산자들은 이러한
정부정책이 본인에게 오히려 규제로 작용할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
단함. 친환경적인 생산을 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가치인정을 받아야 하
는데, 정부는 인센티브는 주지 않고 미 시행 시 패널티를 주면서 억지로
끌어가려는 상태임.
○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함. 농민들의 행위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이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농민들은 제약조건에서 최
적의 선택을 하려는 경제조직인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시장 시그널)를 해석하고 제어하는 부분이 현 시스템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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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정보가 무엇인지, needs의 정확한 주체가 무엇인지 판단 없이, 단
순히 ICT의 중요성, 융복합의 중요성만 강조한다면 결국 융복합 기계 생
산 업체만 도와주는 셈이 되는 것임.
○ 일반경제학자, 국민들에게 농업부문 정책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있음. 농가소득 안정 제도를 ‘직불제/보험/긴급농업재해보험’과 같은
큰 들에서 농민들이 선택하도록 하여 농민들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국민
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였
으며 이로써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
었다는 내용을 어필해야 함.
- 스위스 농정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음.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친환경
직불제 시행으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다는 식임. 이렇게
농업과 국민을 연계함으로써 농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미국은 정책수혜를 받는 대가로 최소수준 보장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농업의 물질과 에너지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
한 기초작업을 시작해야 할 시점임. ‘농식품 전체 시스템의 물질적 순환, 소
모에 대한 주제’를 다뤄야 함. 물질과 에너지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 농식품
을 생산하는 경제시스템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얼마나 소모적인가 등 관
련 개념 정립과 연구가 필요함.
- 네덜란드 농정 보고서에서는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생산하자’를 키 프
레이즈로 하고 있었음. 이는 화폐적인 측면에서의 ‘낮은 비용’이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임. 즉, ‘같은 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
너지나 물질의 흐름을 가능한 한 기술로써 줄여나가자’는 관점임.
- 환경, 에너지 쪽 전문가들과 코웍을 통해 기초 작업을 시작해야 함.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이나 시스템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함.

407

▢ 발제 주제(안)

농업 패러다임 변화 - 경제사조적인 방향의 연구·논의
○ UR 이전: 보호주의(국가지원 패러다임)
○ UR 이후: 시장 자유주의(market liberalism) 패러다임과 와 90년대 새롭
게 등장한 다기능(multi-functionality) 농업 패러다임의 간 경쟁관계가
나라마다 상이하게 나타남.
- 2차대전 이후 미국농업이 주도하는 시스템이 글로벌화
- 농업의 산업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근대주의, 생산주의)
- EU 맥셔리 개혁, agenda 2000 개혁 등으로 유럽공동농업정책의 키워
드로 지속가능성과 산업화 등장
- 유럽 네덜란드의 경우 두 패러다임이 가장 크게 부딪침.
○ 이러한 패러다임 양상 속에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하
는 단계에 있으며, 이런 논의들이 미국-유럽 간 등의 국제협상에서도 반
영이 되고 있음. 패러다임 변화 및 패러다임 간 경쟁상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전략들이 나올 수 있는가?
- 예를 들어 각기 농업관이 다르다면 농업생산이나 소득문제 인력문제
등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음.
○ 미래의 핵심은 어떤 생산자 농업인이 미래농업을 책임질 것인가에 있다
고 봄. 패러다임 차원의 논의 속에서 요구된 생산주체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생산주체를 키워내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R&D는 국가가 보급하
는 linear한 방식임. 새로운 방식의 지식시스템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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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되고 있는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농식품부가 설정한 과제들이 미래
가 요구하는 사회에서 반드시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인지 등을 살피는
등 과제에 대한 검증, 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논의해야 함.

농업, 농업정책과 관련된 오해들(오해를 해명하는 디펜스 연구)
○ 농경연에서 개별 요소, 개별 제도에 대한 연구는 충실히 하지만 농업과
관련된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 외부인들이 가진 편견과 오해에 대해 설
명하는 연구는 하지 않는 듯함.
- 예를 들어 119조 원이나 사용한 효과가 무엇이냐? (예산 합치기 금액
을 보조금으로 착각하는 오류)
- 농업과 제조업을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오류

향후 10년, 20년 후 예상되는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
○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며 새롭게 추가할 것은 없는 듯함. 참여
정부 시 집대성한 ‘비전2030’ 책에서 당시 문제의식은 저출산, 고령화가
각종 사회문제, 성장동력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었음. 사회연대기금, 보
험 납부자 문제 등을 주제 잡고로 논의했음.
○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국농업의 10년 후 미래 모습에서 가장 심각한 문
제로 대두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2~3개 정도 선정하고, 구체적인 연구
는 농경연에서 수행하더라도 포럼에서는 그 접근방식, 관점, 확실한 방
향성에 대해 논의하여 전달할 수 있을 것임.
- 10년 후 농촌에서 10%정도는 잘 살고 하위 90%는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이 사회문제로 예상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농업정책으
로 혹은 산업정책으로 풀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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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문제가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바꾸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함. 농경연에 농업·농촌 인구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
력, 경제사적으로 연구하는 인력이 있어야 함.
○ 향후 10~20년 후 농촌에서는 10%가 생산한 것으로 90%가 먹고 살아야
할 상황일 것임. 90%는 농외소득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만
큼의 기업 유치가 어렵다면 농촌의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임.
- 고추를 수입하여 고추장 담그는 기술 등 이용하거나 관광을 이용

▢ 기타 사항
○ 포럼 공동위원장(농업분과 위원장 겸임) - 타 분과 회의 참석 필요
○ 10월 중 2차 회의 개최, 3개 주제 발제
○ 연말 포럼 전체 회의 예정
○ 포럼이 단년도 운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
○ 포럼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서 자료 공유, 의견 제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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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농촌분과 분과회의 결과보고

제1차 회의
1. 개요
○ 일 시: 2014년 8월 11일(월) 오후 4시~7시
○ 장 소: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정동)
○ 참석자: 총 12명
- 농촌정책연구부(4): 성주인(간사), 권인혜(간사보), 심재헌, 김민석
- 미래농정포럼 위원(8): 윤원근 교수(협성대, 농촌분과 위원장),
이태호 교수(서울대, 미래농정포럼 공동위원장),
김정연 박사(충남발전연구원),
나백주 교수(건양대),
박윤호 박사(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오형은 박사(지역활성화센터),
이기원 교수(한림대),
전영미 박사(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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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분과 토의 진행 방향
○ 농촌분과 간사가 “미래 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아젠다와 연구 과제 발굴”을
주제로 발표함
-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농촌의 미래 전망 및 중‧단기 정책과제를 참고자
료110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촌분과에서 다룰 주요 미래 이슈를 도출
하고자 함
○ 미래의 농촌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영역을 3~4가지로
정한 후, 각 정책 영역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세부 주제에 대해 위원들 간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기로 함
-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측면에서 어떠한 가치들이 가장 중요할 것
인지 예상해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해보고자 함
-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목표/방향성, 정책 실현을 위한 실천영역(계획, 조직
화, 동기부여 등), 모니터링과 평가 등의 측면을 두루 고려하여 토의해 주
기를 요청함

3. 농촌분과 토의 및 주제 선정 결과
○ 농촌분과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사람(주체)’, ‘공간’, ‘가치’ 등의 세 가지 영
역을 중심으로 미래 농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
○ 첫째로, “가치” 영역에서는 “농촌정책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을
주제로 선정함
110

<부록 1>의 미래농정포럼 농촌분과 1차회의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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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원근 교수] 실천영역은 난삽할 정도로 여러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는 반
면, 그보다 앞선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장기적 비전‧지향점을 제시하는
‘가치’ 영역에 대해서는 정돈(논의)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강함
- [이기원 교수]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는 작업도 필요함. 인제군의 경우 81
개 법정리 중 정책사업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 27곳 있는데, 들여
다보니 공통적으로 ’70년대 새마을대상 받은 이래로 자식들은 공부시켜
내보내고 이후에 아무런 활동 없이 정체되어 있는 곳들이었음
- [이기원 교수] 인제 지역 사례로, 불법농업으로 수자원공사의 단속을 받던
사람들이 공사, 농협과 협의(친환경농업을 통해 양성화, 연맥 재배하고 농
협에서 수매)하여 연맥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경관작물이 되면서 수매를
통해 소득도 얻게 됨. 수확 이후에는 물고기들이 여기에 산란을 하면서 기
존보다 개체가 2~4배 증가함. 그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환경을 잘 보존
하니 재미있는 자원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주변 환경
을 가꿀 줄 알게 됨
- [나백주 교수] 중장기적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패러다임 설정을 하고 들
어가는 것이 중요함. 의료 분야에서는 ‘형평성’을 중요한 가치로 둠. 농촌은
시장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파트너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농촌에 가
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한되고, 그러다보니 특히 젊은 사람들이 가기에
어려움. 형평성을 맞춰주려면 예산이 그만큼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김정연 박사] 정책의 상위 레벨로서 이념, 목표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
함. 포럼의 주제는 현재 농촌의 사회, 경제, 공간, 조직, 거버넌스 등이 미
래의 농촌 지속가능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임. 미
래의 바람직한 농촌을 위한 ‘재구조화’ 측면에서 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김정연 박사] 영국의 학자 리비는 농촌이 본질적 가치를 치유할 수 있는
본원적인 곳이라 했음. 도시와 농촌의 관계 속에서, 농촌의 모습이 무엇이
어야 하는가를 봄으로써 농촌의 가치를 정의할 수 있을 것임. 여러 가지
성격으로 분화되는 농촌의 다양한 유형이 있겠지만, 농촌이 가진 보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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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가치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치유의 장소, 본
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 인간사회의 참다운 가치를 갖는 곳으로서의
농촌의 공동체성, 삶의 방식 등에 주목하여, 현재의 농촌 공동체가 가진
가치를 잘 살려서 앞으로 귀농‧귀촌까지 포용하여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가도록 할 것인지, 도시사회가 간직하지 못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
지를 보아야 함
- [박윤호 박사] 추구 가치와 관련하여, 농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현재의 농촌정책은 고비용 구조의 정책체계가 고착화되어
있음.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정책전달(delivery) 방식, 큰 돈을 주면서 마을
개발 하는 접근 등은 큰 문제임. 기존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 갈
수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갈 것인지를 근본
적으로 돌아보아야 함. 밑에서부터 축적되어 올라가는 방식으로의, 정책
추진체계 자체에 대한 다른 접근을 고민해야 함. 중앙집권적 방식이다 보
니 경기도 농촌과 강원도 농촌을 똑같은 잣대로 재단함.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정책이 맞추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함
- [오형은 박사] ‘농촌’에 대해 많은 도시민들이 ‘함께하는 곳으로서의 의미,
가치를 갖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 같음. 그러한 남아있는 가치를 강화하고,
없어진 많은 부분은 재건하여, 미래를 향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았으면 함
- [오형은 박사] 생물종 다양성도 중요함. 체험활동 등에 다녀간 도시민들이
좋았다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개구리소리와 같은 자연환경임. 우
리 국토에서 가장 중요한 농촌의 가치라고 생각함
- [전영미 박사] 오래 전부터 남아있었던 지역의 자원들이 개발이라는 이름
으로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역에 남아있는 자원들을 알고, 그
것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서로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함. 지역의 ‘자
원과 자산’을 중요하게 보았으면 함
- [전영미 박사] 연대와 협력에 앞서, 지역 안에서 소통 자체가 잘 안 됨. 사
람들 사이의 ‘소통’도 중요함

414
○ 둘째로, “사람(주체)” 영역에서는 농촌정책의 추진주체와 관련하여 “농촌개발
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를 주제로 선정함
- [전영미 박사] 영역별로 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함. ‘주민 주도’라고 많이들 말하
지만 현장에서 실제 주민이 주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잘 하고 있다는
사례들도 관에서 주도하는 경향이 강함. 따라서 진정한 주민 주도로, 주민
들이 스스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조직에 대한 주제가 포함될 필요.
이를 통해 향후에 시도될 정책과제들을 지역의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을
가지고 실행해 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지자체 현장에서
관과의 소통을 통한 민간의 움직임이 역으로 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바꿀 수도 있음
- [오형은 박사] 현장에서 볼 때 농촌정책 대상의 대부분이 농민에 한정되는
문제점이 있음. 기존 조직들은 대부분 농민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농민으
로서 활동영역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농촌 거버넌스의 활동가 등)은 농촌
정책의 대상, 주체로서 배제되고 있음. 농촌정책 대상이 마을단위에서 벗
어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혹은 살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주체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윤원근 교수] 농촌정책의 대상이 마을 내지 공동체라고 하는데 사실 공동
체는 존재하지 않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사업을 주
고 있는 상태임. 농촌정책 지원의 대상이 현재와 같이 마을 등 공간단위에
서 벗어나, 농촌에서 활동하는 주민조직에 주어져야 함. 즉, ‘공간기반형’
농촌개발정책에서 ‘주민조직기반형’ 농촌개발정책으로의 전환이며, 이것이
곧 EU 농촌개발에서의 LAG가 될 것임. 주민 주도의 계기를 만드는 방향으
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농촌개발의 주체이자 대상을 현재 시스템에서
보다 나은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아젠다로 다루어져야 할 것임
- [오형은 박사] 마을단위 사업은 정책효과가 소수에게만 돌아가지만, 사회
적 의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이 정책 대상이 된다면, 지역 전체로 그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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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원 교수] 인제군 백담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잘 하고 있는 마을들을 보
면 농민보다도 주변의 서비스 인력이 더 많이 활동하고 있음. 농민 대상 정책에
서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상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함
○ 셋째로, “공간” 영역에서는 미래의 바람직한 농촌을 위한 재구조화 측면에
서 “농촌 공간 시스템의 재구조화(Reconstruction)”을 주제로 선정함
- [김정연 박사] 공간적 차원에서 농촌을 재구조화하려면 지금의 농촌이 어
떤 모습인가를 먼저 알아야 함. 대도시 근교 농촌, 일반 농촌, 과소화농촌
등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런 곳들마다 성격이 다름. 우리는 파편적으
로 농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의 관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되어야 함(‘도시와 농촌의 관계 속에서
농촌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고, 사회
학자, 인류학자 등 다른 학문의 도움도 필요한 부분임
- [김정연 박사] 본질적으로 농촌이 갖는 본원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각기 다
른 모습과 성격으로 분화된 지역들에 대해 어떠한 처방이 필요한지 고민해
야 함. 농촌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고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찾아내고 그에 맞는 정책을 적용해야 함. 덧붙여,
분화를 가구, 마을, 읍‧면, 시‧군 등 각각의 공간레벨로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김정연 박사] 한편, 공간 시스템과 관련하여 각 분야 연구자들이 융‧복합
적 연구할 필요성도 있음(과학기술자와 공간연구자의 공동 연구 등). 농촌
의 사회‧생산‧여가‧위락활동을 지탱하는 공간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과소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소화‧고령화된 농촌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수요,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임. 최근 STEPI
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농촌 관련 이슈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
ICT를 바탕에 두고 농촌을 시스템화하자는 데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음(가
령, ‘시설‧서비스 + 시설‧서비스 접근성 낮은 지역에 대한 전달(delivery)
+ 이어주는 교통’의 체계에서 각각에 대해 ICT가 필요). 이때 living la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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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근간하여111 과학기술 연구자들(STEPI 등)과 공간 연구자들이 공동
으로 진행함으로써 현실에 적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기원 교수] 농촌의 지도가 과거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상황임.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 문제가 분명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농촌분과에서 앞으로 다룰 주제 선정(원고 집필)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그 밖
에 제기된 몇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음
- 농정 추진체계, 농정 지원체계의 재구축: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세스
가 필요함. 추구되는 가치가 어떤 것이든 간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계획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의 실행단위, 실행주체 등이 고민되
어야 함. 중앙정부의 컨트롤이 심한 현 한계상황에 대해 지자체가 bottom-up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농촌의 정의 / 농가의 정의에 대해 시대적 변화 및 정책 목표를 고려하여
업데이트할 필요성
- 부문적(의료, 복지 등), 수단적(과학기술 등 타 전공)으로 타 분야 연구자
와의 융‧복합적 연구의 필요성
- 일상생활 범위 속에 있지 않은 다양한 도농교류(넓은 범위에서의 도농교
류)를 어떻게 관계맺기하고 연결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
․ 도농통합론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 간 생활시스템(도시적 이점과 농촌적
이점을 공유하는 상호 공생적 생활권) 적용과는 다른 개념
- 대도시 주변부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주변으로도 도시적 토지이용, 난개발
등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그로 인한 농촌공간의 경관/정
체성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

111

living lab의 개념(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end user가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상용화되는 경우가 10~20% 미만에 그치는 한계에 대해, 기술개발
과정 초기부터 사용자들을 함께 구성해서 진행하면 상용화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에 근간을 두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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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분과 향후 운영 계획
○ 분과회의에서 도출한 3개 주제에 대한 심층 논의 추진
- 분과 위원 역할 분담을 통해 원고 집필
․ ‘가치’ 영역 주 집필자: 이기원 교수
․ ‘사람(주체)’ 영역 주 집필자: 전영미 박사
․ ‘공간’ 영역 주 집필자: 오형은 박사
- 10월경 2차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1차 작업 결과 토론
- 12월까지 전체적인 보완 작업 진행(필요시 추가 회의 개최)
○ 연말 미래농정포럼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과물 발표

제2차 회의

1. 개요
○ 일 시: 2014년 11월 11일(화) 오후 5시~7시 15분
○ 장 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동 3층 회의실
○ 참석자: 총 9명
- 농촌정책연구부(6): 성주인(간사), 권인혜(간사보), 박시현, 김광선, 조미형,
김민석
- 분과위원(3): 윤원근 교수(협성대, 농촌분과위원장),
김정연 박사(충남발전연구원), 이기원 교수(한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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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분과 토의 진행 방향
○ 지난 1차 회의 때 논의된 역할 분담 이후 관련하여 발주된 원고의 진행 상황
을 검토하고, 이후의 원고 보완사항을 논의함.
- 앞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나 논의할 기회를 다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자리에서 12월 전체회의 때의 종합발표를 염두에 두고 ‘가치’, ‘사
람(주체)’, ‘공간’의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 원고 진행 사항을 점검함
○ 이번 자리에서 논의하는 미래 농촌공간은 10~20년의 장기적 관점을 전제로
하여 아이디어를 담는 것임을 환기함
- 도시계획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실제 사업이 들어가는 계획들이 바라
보는 5년 내외보다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10년~20년 이후의 비전을 제
시한다는 측면에서 원고를 검토하기로 함
○ 보완된 최종 원고는 11월 28일까지 보내주시기를 요청 드림.
- 추후 기획실의 일정 계획에 따라 원고 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할 예정임.

3. 농촌분과 원고 검토 및 토의 결과
○ 첫 번째로 이기원 교수의 ‘가치’영역 “농촌정책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 원고를 검토하고 논의함
- [윤원근 교수]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원고에서 드러나는데, 농촌에 대한 정
의를 새로이 할 것에 대한 내용을 뒷부분인 정책적 함의에서 다루지 않은
것 같음. 그 결과 ‘공간’을 다룬 세 번째 원고와 유사성이 보임. 따라서 행
정구역 중심으로 정의된 것에서 벗어나 농촌 고유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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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내렸으면 함. 이러한 내용을 ‘농촌 정의의 고찰’을 다룬 첫 번째
장 다음으로 이어서 이야기해볼 것을 제안함.
- [김광선 박사] 농촌의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특성을 어떤 기준에 방점을
두고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장기적인 관점을 염두하여 농촌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정의하기 위해, 10년 뒤에 기대할 수 있는 농촌의 가치를 중심
으로 재정의 할 수 있음.
- [김광선 박사] 앞부분에는 농사라는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설명하셨는데,
문화라는 단어의 어원이 cultivate로부터 나온 것처럼 땅이라는 것은 결국
자연임을 인식해야 함.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익혀진
폭넓은 의미의 ‘농사’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미래지향
적으로 생각해볼 가치가 있음
- [김광선 박사] 최근 OECD의 ‘Innovation and Modernizing the Rural
Ecomony’라는 자료를 참고하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강조하고 있
음. 현대화(modernizing)을 하는 데에도 결국 기존의 전통적인 지식이나
자원에 기반한 전략이어야 하고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야 할 가치
라고 설명함. 보통 도농교류나 귀농귀촌을 통한 혁신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혁신은 경험이 풍부한 농민으로부터 나옴. 농촌마을의 전통적인 지도
자였던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터전이 후대에 계승되며 공동체가 유
지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음.
- [김광선 박사] 현재 거버넌스도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초기
에는 관이 거버넌스의 주력자가 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이
끌어갈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줘야 함
- [윤원근 교수] 농촌의 의미를 재정의함에 따라 정책 혹은 주체와 공간에
대한 방향이 함께 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분과의 주요 과제로 함
께 생각해보는 것을 제안함. 원고 1의 첫 번째 장 ‘농촌 정의의 고찰’과
원고 3의 ‘배경 및 목적’, ‘농촌공간 현황’ 장 내용이 같은 맥락이라 생각
하는데, 농촌의 의미를 재정립하며 정리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향후 정책
에 반영해주길 바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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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를 부탁드림.
- [김정연 박사] 농촌의 본질과 속성을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면 논리적인 일
관성이 생기지만 공간적 범위 혹은 대상으로서 정의를 내리면 이기원 교
수님이 원고에서 의도하신 바와 다르게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나
타남. 대상에 따라 농촌의 정의를 내리다 보면 정책목적(환경정책, 식량정
책, 공간정책 등)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되어버림. 영국, 일본의 경우에는 구
체적으로 정책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을 언술하고 있음.
- [김정연 박사] 그러한 의미에서 두 번째 장에서 논한 ‘농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의미가 있음. 이 내용을 중심으로 나머지 장을 살리고 우리
분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간의 유기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첫 번
째 장에서 농촌에 대한 기존의 정의(식량생산, 환경보전, 공동체문화 등)
즉 OECD나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제시되었거나 정책을 목적으로 채택
하여 일반적 합의가 되어있는 기존의 정의들을 먼저 검토하고 이에 반해
농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정리하도록 함. 두 번째 장에서는 구체적인 논
의나 새로운 논쟁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연결시켜 나감. 세 번째 장에서도
정책적 논의로 바로 나아가기 보다는 프레임을 짜는 식으로 가는 방향을
권장함. 즉 농촌의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떠한 연구가 필요할 지에
대한 제시 정도만 해주더라도 좋음.
- [조미형 박사] 연구자의 입장에서 실질적 이야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논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음. 그렇지만 농촌의 가치에 대한 것과 추
진 주체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연결이 매끄럽지 못함. 따라서 김정연 박사
님의 말씀처럼 유기적인 정리가 필요해보임.
- [성주인 박사] 이 원고에서 농촌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공동
화 및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면 제시된 가치들을 살리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당장 답을 찾
을 수 없을지라도 방향을 틀어보는 논의들을 제시하면, 바로 다음 내용인
주체 즉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생각함. 길게 봐야 할 내용도
있지만, 횡성과 안성의 예처럼 당장 준비를 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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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시사점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이 원고에서 현재 처한 위기상황을 제시하며 과제를 제시하
는 것이 나아보임. 즉 뒤의 논의를 위한 지향점을 던져주는 수준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가치’를 논의하며 지향점을 우선 논의하면 이어지
는 ‘사람’과 ‘공간’에 대한 방향도 잡기 수월할 것임.
- [윤원근 교수] 현재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함. 현재 농촌에 대한 정의
가 왜 문제가 되는지 제시하며 김정연 박사의 이야기처럼 기존의 농촌에
대한 여러 정의를 거론하며 이것들과는 별도로 논하자는 이야기를 해야 함.
농촌의 정의를 새로 하자는 내용 자체가 하나의 큰 주제가 될 수도 있음.
기존의 농촌에 대한 정의들을 앞서 정리한다면 새로운 농촌을 정의하는
방향이 나올 것이라 예상함. 기존의 정의에 의하면 농촌에 농민이 없다고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함. 농업 중심, 인구 중심의 정의는 올바르지 못
함. 따라서 새롭게 농촌을 정의하자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음.
- [윤원근 교수] 무엇이 농촌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정책적 함의를 통
해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놓고, 고답적인 기존의 정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농촌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하며 마무리 하여도 좋다고 생각함.
- [윤원근 교수] 농촌에 대한 정의를 하고 나면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저절
로 나올 것이라 생각함. 현재 농촌정책의 지향점이 생명, 생태까지 이어지
지 못하고 있음. 농업에 대한 이야기는 정책을 다루는 분과에서 다루도록
두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음. 농민이 아니지만 농촌에 거주
하는 70%가량의 인구, 또한 농지가 아닌 산림 및 습지 등 자연에 대한 새
로운 시각을 다룰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촌의 정의는 하되 농가 정의는
따로 할 필요가 없음.
- [윤원근 교수] 정책적 함의에서 생명의 순환을 다루시면서 농업정책에 대
한 논의는 제외하시는 것을 권함. 기존의 농촌정책의 지향점이 식량생산
이후 딱히 나오지 않고 ‘농촌 공간의 경쟁력’ 혹은 ‘삶의 질’이라는 주제
만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해 생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전통 농업의 가치 재인식에 대해 다루신 점은 매우 좋음. 그러나 농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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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등 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은 정책을 다루는 분과에 맡겨도 될 것이라
생각함.
- [윤원근 교수] 공동체가 와해되고 농촌이 변화한 배경에는 귀촌 등으로 인
한 도시민의 유입이 있음. 유입되는 도시민을 포용하여 만들어지는 새로
운 공동체 혹은 지향해야 하는 바를 제시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과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 [성주인 박사] 농업 분과에서는 농업자체의 성장동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할 예정이고 이러한 내용을 제외한 농촌 지역사회의 문제 등은 농촌 분과
로 올 가능성이 있음. 윤원근 교수님께서 농업과 구분하는 이야기를 하셨
지만 농사일에 바탕을 두되 땅에 기반을 두고 있는 활동을 전체적으로 강
조하는 것이 이기원 교수님의 의도라고 파악됨.
- [조미형 박사] 농업의 경제학적 접근이 아닌 사회학적 접근으로서 가능함.
농가에 대한 이야기 역시 생산자로서가 아니라 생활양식으로서 다루었다
고 생각함.
- [윤원근 교수] 본 포럼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
러한 의미에서 농업 분과에서 다루지 못하는 자연, 혹은 농촌 내 비농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농림부의 수도권 마을만들기 정책을
보아도 농민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농민의 비율이 매우 적어
실효성이 떨어짐. 농촌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정책의 대상은 사람이 되어
야 함. 또한 쇠퇴하는 농촌에 도시민이 유입되어 회복한 사례가 많음. 이
천 지역 귀농자가 스러져간 농촌을 정상화한 사례도 있음. 그런 의미에서
농촌 분과에서는 범위를 넓혀 메시지를 줘야 함. 농업의 이야기를 아주 배
제하지 않더라도 비농업적 측면, 자연, 동식물의 생명다양성 등을 논하는
것이 미래에 걸맞은 것 같음.
- [김정연 박사] 한국학연구원의 문옥표 교수는 농촌공간을 회복과 치유의
공간이라 함. 산업사회에서의 낙후된 이미지로서의 농촌이 아닌, 산업화
된 사회에서 생겨난 병리현상 및 인간성 상실을 비롯한 본질적인 가치의
손실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삶, 땅과의 관계 등의 가치를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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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봄. 따라서 농촌은 병든 도시 산업사회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imagined(그렇게 될 수 있는) society, imagined community라고 보고 있음.
영국의 사회학자 리비 역시 농촌은 인간 본연의 참된 가치가 있는 곳이라
고 보았음.
- [김정연 박사] 도시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병폐를 치료해줄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서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농촌이라는 의미로 앞에서 다루고
이야기를 끌어갔으면 좋을 것 같음
○ 두 번째로 전영미 교수의 ‘주체(사람)’영역 “지역에서의 농촌정책 추진주체
에 관한 발전방향 모색” 원고를 검토하고 논의함
- [김정연 박사] 이 원고는 초점 자체가 아주 현실적인 것을 해결하려는 시
각이 엿보임
- [윤원근 교수]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농촌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만
을 다루었던 정부나 농민의 모습으로는 새로운 농촌을 만들어가기에 부족
함. 따라서 주체인 사람들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직을 구성
해야 함. 그래서 대안 성격의 조직 사례가 많이 보임.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례 선택의 기준이나 차이점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됨.
공무원과 연계한 조직, 공무원에게 위탁을 받은 조직, 실제로 자생적인 조
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간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
례를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 되면 사례별로 색깔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조미형 박사]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라면 ‘목적’별로 사례를 정리하는 것을 어떨까 생각함. 예컨대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가 구성이 되었고, 그 안에서 민간 혹
은 공공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형
식을 취할 수 있음. 인제 사례 등은 좋은 예로 보임.
- [성주인 박사] 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 사례들이 비슷하여 어떻게 구분되
는지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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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원 교수] 윤교수님 말씀대로 공동체성 회복 혹은 농촌의 미래 가치
등에 초점을 두고 사례를 선택한 이유를 밝히면 좋겠음. 한편, 농촌 사회
구성의 변화(농업인 중심에서의 탈피)와 관련하여, 제시된 인제군의 로컬
투어사업단의 사례 중 절반은 귀농자들로 구성되어있음.
- [윤원근 교수] 이렇게 보듯 귀농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김정연 박사] 논점을 조금 수정하길 희망함. 첫 번째 장 배경 및 목적을
논하면서 “농촌정책 현장 추진 주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
며, 특히 미래의 농촌 모습을 고려하면 추진 주체가 얼마나 잘 구성이 되
고 운영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활동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효과
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여러 사례들을 보면, 미래의 농촌사회가
요구하는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미래의 어떠한 모습을 전제하여
염두에 두고 현재의 사례들이 말하고 있는 시사점을 몇 가지 항목에 따라
비교한다.”는 식이 되었으면 좋겠음. 미래의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장점들을 모아서 사례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추진체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이 제시된다면 좋겠음. 그렇다면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
나온 사례들이 갖고 있는 함의만 정리하면 됨. 또한 앞으로 추진체계를 어
떻게 구성해야 좋을지, 구체적인 대안이 아닌 방향 제시만으로도 충분함.
제시해주신 사례들을 보면 도시재생에서 굉장히 앞선 지역들이 있음. 이
사례들의 장점들을 종합하고 방향 제시를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함.
- [성주인 박사] 이러한 사업들은 결국 주민의 자발성을 살리기 위한 것임.
기존의 관에서 유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주민들의 자발
성 역량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사례들을 제시해주는
흐름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음.
- [윤원근 교수] ‘지역 내 사업 참여주체들의 형태와 협력시스템’에서는 지
역주민끼리 모여서 역량을 키우려는 시스템으로서 영주시 관사골 등의 사
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
주는 역할로서 중간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안성의 사례에서
는 정부가 교육사업을 대행해주는 예로 보이는 등 다양하게 발굴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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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혼재되어 있음. 따라서 각 사례를 어떻게 발굴하게 되었으며 왜 다루
어야 하는지가 나타나도록 하여, 현재 우리나라 농촌 주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에 연결이 되어야 할 것임.
- [김정연 박사] 유사한 사례끼리 묶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임. 저는 전영
미 박사가 이렇게 사례를 구성한 의도가 이해하는 것이, 도시재생에서는
상당히 입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음. 영주시의 사례도 이러한 측
면에서 다루어지고 전체적으로 여러 차원의 이야기가 섞여서 나온 것 같
음. 중간지원조직, 현장의 주민조직, 행정의 전담조직, 주민들의 협의회
등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함.
- [김정연 박사] 그러나 한편으로, 농촌에는 사람이 너무 없어 협의체를 비
롯한 이러한 조직을 구성하기 힘든 것 자체도 문제점임. 그 결과 현장은
읍면에 있지만 조직은 시군에 만들거나 몇 개 시군이 모여 만들 수밖에
없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
- [성주인 박사] 현재 사례들이 안고 있는 한계를 제시하고 미래의 관점에서
외국의 사례(자발적인 주민조직이나 협동조합이 발달되어있는 이탈리아
의 사례 등)도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델로 제시해도 될 듯함

○ 세 번째로 오형은 대표와 김정연 박사가 공동집필한 ‘공간’영역 “농촌공간
의 재구조화 방안” 원고를 검토하고 논의함.
- [윤원근 교수] 공간이 가지는 가치나 의미의 변화, 미래공간 등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대단히 많음.
- [성주인 박사] 다소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듦.
- [김정연 박사] 목차를 보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순서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느꼈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게 프레임화 된 생각이 있기 때문
에 새로운 자극을 받고 싶었음.
- [김정연 박사] 농촌공간의 위치에 따라 대도시 근교, 원격지, 일반 등 차이
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농촌을 생각했을 때, 첫째로, 중심지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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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양자 간의 연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인구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농촌공간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려면
중심지가 서비스 기능을 충분히 가져야 함. 농업은 축소되고 있지만 새로
운 형태의 농산업이 증가하는 추세에서의 사회적·경제적 영역이 생겨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중심지를 먼저 이야기함. 둘째로, 주변 마을에 관해
논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마을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방법과 마을
간 네트워킹을 이야기 하는 방법, 한계마을을 관리하는 방법 등 세 가지로
생각을 함. 셋째로, 농촌마을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해 서비스를 중심지로부
터 받아야 하는데 중심지까지 가기 위한 교통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접근성 문제 논의가 필요함. 넷째로,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달
할 수 있는 패키지화된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함. 다시 말해 지금은 보건‧
의료‧복지를 따로 하고 있지만, 중심지가 가지고 있는 시설, 설비, 인적 자
원을 묶어 정기적으로 중심지까지 올 수 없는 지역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김정연 박사] 요약하자면 중심지에 대한 문제, 단일 마을 및 마을 간 연계
에 대한 문제, 중심지와 주변 지역 간 접근성 문제, 어떻게 서비스가 찾아
갈 수 있을 지의 문제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도식화하여 생각하고 있음.
- [이기원 교수] 홍천 내면의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에너지를 1/10 수준으로
절약해주는 모델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인제군 기린면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을 6채를 제공하였음. 이 두 가지 사례는 ‘주거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에 지향해야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함. 에너지 측
면에서 보면 중앙 공급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고, 신재생에
너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생산에 중점을 두는데 생산보다는 절감이 우선되
어야 함. 인제군 남전리의 경우를 보면 태양광 발전으로 마을을 유지하고
있음. 겨울철 유휴자원으로 방치되는 태양광 체험관을 독거노인이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이기원 교수] 이처럼 강원도의 경우 겨울철 추위라는 특성에 대비한 주거
방안을 마련한 것과 같은 사례가 미래 주거공간 모델이 되는데,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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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윤원근 교수] 정주체계에 대해 김정연 박사가 거론한 네 가지 사항을 1~2
페이지 내외로 압축적으로 표현했으면 함. 그리고 이기원 교수가 이야기
한 미래의 주거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 [윤원근 교수] 한편, 가장 문제는 우리나라 농촌공간이 변질되어 정체성을
잃은 것이 현재 농촌공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함. 우리나라 농촌의
특성이 파괴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오형은 대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내용 중 도시농업은, ‘생명의 도시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도
시농업을 강조하는 내용을 넣었으면 함.
- [윤원근 교수] 요약하자면 주거공간에 대한 내용, 정주체계에 대한 내용,
정체성에 대한 내용, 도시의 생명의 확산의 네 가지의 큰 줄기로 다루었으
면 함.
- [김정연 박사] 도시와 농촌의 접점을 이루는 러번지역에 관한 내용도 들어
갔으면 함.
- [윤원근 교수] 물론 러번지역도 새롭게 관리하자는 내용으로 해결방안이
아니더라도 문제제기를 해도 좋음.
- [성주인 박사] ‘사업지원에서 벗어난 시스템 구축방안 모색’과 같이, 상당
히 구체적인 수준의 정책 논의는 제외하여도 무방해 보임.
- [윤원근 교수] 이번 자리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포
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선에 머물러도 좋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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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식품·유통분과 분과회의 결과보고

제1차 회의
1. 개요
○일

시: 2014. 5. 29(목), 17:00 ～ 19:00

○장

소: 엘타워 코러스홀

○ 참 석 자: 총 11명
- 원내(3): 최지현(부원장), 이계임(간사), 반현정(간사보)
- 원외(8): 이정희(중앙대), 배호열(농식품부), 안병일(고려대),
김관수(서울대), 정혜경(호서대), 이기식(식품산업협회),
김태희(경희대),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2. 식품·유통분과 운영방향
○ 식품·유통 분야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미래상을 제시
- 미래농정포럼은 앞으로 10년 동안에 한국 농업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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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탐색하고 돌파구를 모색
- 식품유통분과는 연구주제를 ｢10년 후 식품유통분야는 어떻게 될 것인가?｣로
설정하고 농정 변화 및 간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우리보다 앞서있는 사례(나라)를 참고 가능

3. 식품·유통분과 연구 범위(세부 주제)
○ 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는 ① 동반성장, ② 거래공정화, ③ 기후변
화, ④ 국민건강·식생활, ⑤ 식품 보장(Food Security), ⑥ 외식·급식, ⑦ 소
비·안전의 7개 분야
- 참석하지 못한 위원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들에게 대상이 될 만한 주제를
좀 더 받아서 주제를 확정하고 정리한 뒤 무엇을 할 지 결정
- 식품·가공식품·외식이나, 유통·소비·안전 등 분야별로 그룹핑도 필요

부그림 1. 식품·유통분과 단계별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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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2. 식품·유통분과 단계별 관련 주제

4. 제안된 주제와 근거
① 동반성장
○ 동반성장, 상생협력, 규제 등 관련 논의 필요

② 거래공정화(유통채널, 병행수입, 대형 유통업체 횡포)
○ 공정위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도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최근 병행수입으로 국제 중간벤더를 거치지 않고 직접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가격파괴를 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소비단계 유통 채널에서 농식품부가 산지 차원에서만 하고 있어 거래(소
비)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단체 등에서 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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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시장 모니터링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불공정 거래가 감소

③ 기후변화
○ 기후변화의 생산 부문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었으나, 수요 및 식생
활 관련 연구는 부족
- 식품 안전, 생산 불안정성의 영향, 식품 소비 패턴 변화 등 고려 필요
- 인구·사회 트렌드 고려

④ 국민건강·식생활
○ 식생활의 영양이나 건강 영향 평가
- 국내 농산물(채소, 과일, 한식 등) 소비와 국민 식생활 연계 고려

⑤ 식품 보장(Food Security)
○ 최근 food accessability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쉽게 건강한 식품
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포괄적 의미인 food
security 관련 연구가 필요
- 접근성, 이용성, 충분성 고려

⑥ 외식·급식
○ 외식이 식품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
여 외식·급식에 대한 검토 필요

⑦ 소비·안전(중소 식품기업, 인증제도, 동등성)
○ 중소 식품기업(전통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
○ 기능성식품이나 GMO, 유기식품의 동등성 등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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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인증제도의 간소화 필요

⑧ 기타
○ 10년 뒤 식품 관련 조직에 대한 논의
- 예를 들어 중국 우유 통관 문제는 식약처 소관이나 이에 대한 대처는 농식
품부에서 담당
- 식품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 그 밖에 물가, 표시가격, 할인, 상거래 구조, HMR 확대, 한국 전통 음식(문화)
으로서의 김치의 위상 등 논의

5. 식품·유통분과의 운영 방식
○ 주제별 원고 작성(A4 25 내외)
- 분야별 방향과 전망을 포함
- 담당자 선정, 원고료 지급
○ 원고 발표(conference)
- 10∼11월 경 예정
○ 원고 정리, 별도의 분과 성과물 발간(연말)
- 설문조사 필요 시 연구원 지원 가능
○ 이메일로 회의 결과 공유 및 의견 피드백
○ 주제별 발표자 및 감수자 선정
○ 주제별 집필 방향 논의, 발표회의 개최 일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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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회의

1. 개요
○일

시: 2014. 7. 25(금), 15:00 ～ 17:30

○장

소: 연구원 중회의실

○ 참 석 자:
- 원내(2): 이계임(간사), 반현정(간사보)
- 원외(6): 이정희(중앙대), 안병일(고려대), 김관수(서울대),
이기식(식품산업협회), 김태희(경희대), 이윤석(연세대)

2. 기본 연구 방향
○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목차의 연구 내용만 검토하고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연구 주제는 한 명씩 담당하여 서면으로 검토할
예정
- 동반성장(이정희), 식생활(이계임), 식품표시 및 안전(안병일), 농산물 수
급관리시스템(김관수), 조직 및 정책의 조화(최지현)
○ 연구 내용에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분야마다 ‘트렌드’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래 전망’을 공통적으로 서술하기로 합의

3. 주제별 원고 작성 방향 논의
① 거래 공정화
○ 이미 갈등, 불공정과 같은 용어 사용으로 바잉 파워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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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처음부터 나쁘다는 전제로 작성되는 것 같은데 순기능이나 해외의 좋
은 사례를 포함하는 것 고려 필요
○ 현재의 갈등관계 확대될 가능성과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서술하고 결론하는
방향이 좋을 듯
- 전망이나 방향성이 필요한 연구라서 가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논
쟁 여지
○ 거래 공정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현재 이슈를
정리한 뒤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할 부분과 식품 기업이
대형 유통업체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판로 확보에 대하여 작성
- 거래 공정화와 관련하여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현황, 대응방안 고려
- 유통업계의 발전 단계가 정리되면 좋을 듯
- 주요 이슈에서 PB 제품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고, 향후 똑똑한 소비자가
증가하여 가격이 싼 대신 제품이 상이한 PB 제품 대신 믿을만한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

② 기후변화
○ 제목을 목차에 있는 ‘기후 변화가 푸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으로 하여 생산
→소비, 유통/포장/수송, 소비/식생활→생산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
하면 좋을 듯
○ 원료 확보 불안정, 공급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 상승 효과 등을 연계
해서 가공업계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고 전망과 연결하면 좋을 듯
- 기후변화로 인하 포장의 밀봉성, 접착도는 온도에 따라 변화하므로 포장
관련 변화나 녹지 않는 초콜릿 기술(네슬레, 열대지방으로 초콜릿 수출),
유통기한 연장 등도 언급하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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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종사자 설문조사를 통해 식품산업에 대한 기후변화의 SWOT 분석을
하는 것보다 소비자 설문조사가 나을 듯
- 현재 업계에서는 기후 변화로 원료 확보가 가장 문제이고, 특정 국가나 업
체에서 조달하는 것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음

③ Food Security(식품 보장/식량 안보)
○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범위 설정이 필요
- food security는 식량안보, 식품 보장, 식품/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으로 번
역되며 취약 계층 대상
- 가계차원의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
은 것으로 파악
-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제도나 정책 디자인을 고려
○ 국가 차원에서 충분한 식량/식품이 공급되고 각 계층에 전달되는 것과 식품
판매상점 등 이용 기반을 고려
- 가계 차원에서 식품 보장에 대해 연구
- 식량 안보와 식품 정책 같이 논의 가능
- 비만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④ 외식
○ 외식 소비시장 10대 메가 트렌드가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되며 생산, 소비 등
분야별로 그룹핑 가능
- 메가 트렌드에서 HMR 시장 확대 가능성, 특히 junk food가 아닌 프리미
엄 제품 확대와 포장 기술 등도 중요
- 메가 트렌드에서 현재 트렌드와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 모두 포함될 텐데
현재 트렌드 중 지속될 가능성 높은 것(예: 자장면)도 언급하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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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변화시키는 주요 환경 요인에서 메가 트렌드가 도출되는 연결고리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진국 시장의 고려도 필요
○ 가정식(집밥) 비중이 어떻게 변할지도 같이 전망하면 좋을 듯
- 외국은 가정식, 우리나라는 외식에 대한 선호 경향
- 가정식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식생활 교육이 큰 역할을 할 듯
○ 지방 특성화 개념으로 특성화 가공식품(안흥찐빵 등) 개발이나 한식 세계화
와 같은 개념적 관점의 접근이 좋을 수도 있을 듯
- 식품제조업체나 가공업체 , 지방 발전을 위한 6차 산업화 추진, 국가차원
의 전통식품 접근 등으로 다른 분과에서 연구하는 것이 적절
- 외식 소비시장의 10대 트렌드에서 로컬/지역 분야에서 언급 가능
○ 제목이 포럼 성격에 잘 어울려서 좋지만 다른 주제의 제목보다 다소 튀는
느낌이라 제목 조정

⑤ 글로벌 식품 산업과 수출
○ 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사례를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
- 연구 목표가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수출인지,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쪽인지 애매한데, 해외 진출하는 입장으로 정리
- 제목을 ‘식품산업의 글로벌화’와 같이 수정하면 좋을 듯
- 연구자가 아닌 행정가로서 원고를 작성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협회
에 적합하게 성공사례나 품목 연계도 좋을 듯
○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출 확대 의향이나 향후 방향 등의 내용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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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에서 바라본 수출정책에 대한 의견, 수출 장애요인을 조사하는 것도
좋을 듯
- 업체에서 글로벌 전략을 알려주지는 않으므로 설문조사를 통해 그룹핑을
시도하고, 어떤 전략인지 찾아가야 함.
○ 우리나라의 글로벌 현주소만 나와도 좋을 듯, 서울대에서 글로벌 발전전략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 있으므로 전략이 현실성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좋을 듯
- 국내업체가 해외 진출한 사례, 자료를 모아 정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료
가 없는 상태
○ 원고가 평이한 내용인 듯 한데 수출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샘표나
한류 드라마로 인한 수출 확대에 대한 내용이 정리 되도 좋을 듯
- 샘표는 장에 어울리는 요리를 개발하여 요리연구소에서 요리법을 시연하
며 장류를 해외시장에 소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음

⑥ 식품 포장 및 디자인
○ 패키징산업은 2.5차 산업으로 ‘제조업+소비(판매)’를 포함하여 바이오보다
더 큰 산업으로 GDP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산업별로 보면 식품이 50%
이상으로 가장 크며, 식품은 포장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식품에 타겟을 두
게 됨.
- 식품 외에는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의약품, 화장품 포장 등이 중요
- 패키징산업은 소재, 기계, 유통포장, 판매(상품화)로 접근할 수 있으며
B2B, B2C로 구분 가능하며, 품질과 상품성이 가장 중요함.
○ 원고 작성은 로드맵, 디자인 관점, 환경적 개념, 표준화 등 여러 가지로 가능
하므로 방향 설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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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맵 컨셉으로 작성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 제시 가능
- 디자인 관점으로는 구조 설계(제품 품질 개선), 브랜드화(소비자 상품화,
판매) 작성 가능
- 환경적 개념은 Sustainability(재사용, 재활용 등) 관점으로 작성 가능
- 표준화(시스템) 관점으로는 유통단계(가락시장→포장→판매, 1차/2차/3차
등)에 따른 규격, 포장 용기에 대해 작성 가능
○ 원고 작성 시 범위를 간단히 제시하며 전체적 그림(로드맵)을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되 새롭게 개발 중인 기술이나 트렌드를 제시하고, 디자인적인 요소
도 약간 작성하면 좋을 듯
- 포장기술의 트렌드는 생산/유통/소비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면 좋을 듯
○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을 제시하여 정부 지원 방향이나 동반 성장
방향을 제시하면 좋을 듯
- 우리나라에 포장재나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이 많은데 우리나라 기술도 많
으나 첨단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여 외국에 의존하는 경향
- 포장 기술 개발로 기업에서는 단가 절감을 할 수 있어 나노 기술 중요
- 포장에서는 디자인, 믈류, 안전성, 편리성, 품질보증, 환경, 유통기한, 비용
절감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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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회의
1. 개요
○일

시: 2014. 10. 17(금), 14:00 ～ 16:00

○장

소: 연구원 연구동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원내(3): 최지현(부원장), 이계임(간사), 반현정(간사보)
- 원외(6): 이정희(중앙대), 김관수(서울대), 김성훈(충남대),
배호열(농식품부), 안병일(고려대), 정혜경(호서대)

2. 추진 일정
○ 최종원고 제출(11/30)
- 첨부한 보고서 양식 참고
○ 미래농정포럼 본회의 개최(12월 중순)
○ 미래농정포럼 자료집 발간(12월 말)

3. 주제별 담당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주제
기후변화
농산물 수급관리시스템
동반성장
거래공정화(유통산업 변화에 따른 식품제조업의 변화)
글로벌 식품 산업과 수출
식품 포장 및 디자인
외식산업의 미래
식품 보장(Food Security)
식품표시·안전
국민건강·식생활
조직 및 정책의 조화

담당
김관수
김성훈
권승구
이정희
이기식
이윤석
김태희
안병일
강정화
정혜경
배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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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내용 검토
① 농산물 수급관리시스템의 개선 방안(김성훈 교수님)
○ 원고의 주요 내용이 수급관리 체계, 사업,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목
변경 필요
- 제목에 ‘미래’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좋을 듯
○ 향후 개선방향으로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으로 품목별 단체 육성, 계약 재배
등 큰 흐름으로 제시해주고 너무 자세하게는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 위원회, 산지조직화, 계약재배 등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정리 필요
- 현재 미시적인 내용이 많은데 관측 고도화 등 너무 세부적인 사항은 언급
할 필요 없음
○ 농부의 역설, 거미집 이론 등과 같이 수급 불균형이 계속 되는데 이를 어떻
게 깰 수 있을지 다루면 좋을 듯
- 수요는 고정적이므로 수급이 불안하다는 것은 공급 조절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논의되면 좋을 듯
-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계속 정책을 펴왔으나 나아지는 점이 없
는 것을 보면 정책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가능
- 해외에서는 마케팅보드시스템을 통해 공급량을 결정하면 현장에서 실행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 전달되는 연결고리가 없으며 정부 결정을 반대
로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 등 법적 장치 고려 필요
- 일본은 계약재배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생산자가 계약 물량
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개념
- 농산물이 초과 생산된 경우 푸드 스탬프처럼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는 관
점 필요
- 현재 농협은 지역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데 품목 단위로 조직되면 수급 관리
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 농협에서 품목 단위를 원하지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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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인의 식생활 변화 양상과 미래 전망(정혜경 교수님)
○ 제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식생활 변화 양상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되
식생활 변화의 주요 요인은 간단히 서론에서 다루어 분량은 너무 많지 않도
록 하는 것이 좋을 듯
- 식생활, 영양, 건강, 소비 식생활 및 식문화까지 포함하고, 전망은 분야별
로 자세하게 작성하되 시사점은 생략하는 것이 좋을 듯
○ 한국 현대 음식 문화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선진화 방안)이 제시되
면 좋을 듯
- 주요 선진국 사례 비교, 검토
- 식생활 서구화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면 좋을 듯
-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규모가 큰 통계만
이용하였는데 특정 상품을 다루는 논문도 많이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되
면 좋을 듯

③ 가구차원의 식품보장 (Food Security) 실태와 개선 방향(안병일 교수님)
○ 이계임 박사님의 2012년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에서 가구 차원의 식품
보장에 대해서는 많이 분석하였으므로 참고
- 국민건강영양조사보다 복지실태조사 자료가 유용
- 미국 USDA 보고서 중 관련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흥미로우며, 푸드 스탬
프와 home gardening의 중요성 언급
○ 가구의 식품 보장에 포커스를 맞추어 실태와 미래 전망, 정책 방향 제언(시
사점) 위주로 작성되는 것이 좋을 듯
- 원고에서 안정성과 보장성이 혼재되어 있는데 정리가 필요
- 전반적으로는 미보장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계층은 미보
장율이 증가하므로 세부적인 분석 필요
- 자급율이 하락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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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과 영양 섭취 부족은 소득과 직결되어 정책 대안은 복지 혜택이나 식
생활 교육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
○ 가구 차원의 연구인데 연구 내용이 세계 현황으로 시작되는 것은 너무 큰 듯
- 식량 안보는 농촌 정책 분과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라 생각되며, 본 연구
는 조달이 아닌 국내 배분의 문제
- food security 시스템은 미시적 관점+거시적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연결하여 작성

④ 기후변화와 푸드시스템(김관수 교수님)
○ 제목을 기후변화에 대응한 푸드시스템 구축, 기후변화가 푸드시스템에 미치는 영
향과 대응, 기후변화와 미래 푸드시스템 등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
- 푸드시스템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포괄
- 밸류 체인 단계별 요약, 정리하면 좋을 듯
○ 농식품부에서 가공식품 대상으로 탄소표시제를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
는데 관련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듯
- 농산물로 확대 가능, 유기농과 관련하여 한살림에서도 시행 중
- 탄소표시제는 일종의 규제 강화로 기업이나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
등 부담, 파급 효과 발생
○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제시되면 좋을 듯
○ 기후변화로 인해 소비자 식습관이 매운 것이나 차가운 것을 좋아하는 방향
으로 변화 가능하므로 언급해도 좋을 듯

⑤ 대형유통업체와 식품가공업체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연구(이정희 교수님)
○ 제목에는 미래, 전망, 시사점 등의 단어를 포함시키고, 연구 내용에 미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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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포함되는 것이 좋을 듯
- 선진국에서도 갈등을 겪었을 텐데 어떻게 변화해나갔는지 사례를 보강하
고, 진단한 뒤 벤치마킹 가능
○ 외국의 경우 할인 행사는 없으므로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 모두 유통 합
리화 필요
- 식품업체 등 납품업체는 소매점에 가격 결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데,
판촉 행사로 제조업체에 비용 전가시키고,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소비자 혼
란 야기시켜 소비자 선택 어렵게 하는 듯
- 불경기에 판촉행사가 증가하는데 이는 제조업체에 부담을 전가시켜 불공
정거래 문제 발생
- open price 제도 도입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없어서 일부 정찰제를 도입,
판매가를 표시
- 소비자 물가지수 산출 시 1+1 제품은 반영이 안 되어 식품업체 입장에서
는 억울
○ 유통이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서도 다른 곳보다 나으니 계속 거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불공정 거래가 나타나는지 깊이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 market basket 기업 좋은 듯
- 동반성장과 거래공정화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 필요
○ 경쟁을 통해 공정화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형 유통업체 아닌 다른 곳과의 거
래가 가능하다면 좋을 듯
- 현재 대형 유통업체는 80%를 차지하는 독과점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 규모와 수익 구조 변화, 유통업체 크기, 소비자 후생을 비교 분석하여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분석하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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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후생 측정은 어렵고, 분석 가능한 데이터는 구하기도 어렵고, 데이
터가 신뢰를 얻기도 어려울 듯
- 대형 유통업체 숫자가 점점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자본 축적이 이루어진 것
으로 예상
○ 불공정거래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 산업 발
전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분석 필요
- 단순하게는 가격 인하로 인해 소비자는 이득을 보고, 식품업체는 피해를
보는 것으로 판단
- 식품업체에서 이익이 낮아져 R&D 투자가 낮아지거나 다양한 제품이 구
색을 갖추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아닐 수 있음

⑥ 농식품/친환경농산물 관련 트렌드와 이슈-온라인을 중심으로(강정화 회장님)
(식품표시·안전에서 변경)
○ 새로운 주제는 분과 성격이나 미래 농정 포럼에서 얻고자 하는 시사점과 거
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처음 계획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현재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은 본 포럼의 방향과 상이한 듯

⑦ 식품 포장 및 디자인의 향후 전망(이윤석 교수님)
○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서도 향후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포장 기술 외 식품
산업과 연관시켜 작성되면 좋을 듯
- HMR, 배달식품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도 중요
- 디자인, 모양, 안전성, 환경 등의 관점에서 식품 포장 기술의 방향성을 정
리하면 좋을 듯
○ 현재 농식품부에서 포장과 관련하여 (기능성, 소포장 등의 R&D) 지원 사업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정리되면 좋을 듯
- 농식품부의 신식품정책 내용 참고

연구자료 D386

KREI 미래농정포럼 2014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4. 12.

발 행

2014. 12.

발행인

최 세 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
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