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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식품 수출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출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출조직이 필요하다. 정부도 수출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
러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생력과 지속성을 가진 수출조직
은 많지 않다. 따라서 현재 수출조직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사
항을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수출활동이 가능한 수출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문제점, 수출조직 운영성

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수출참여 주체가 강력하게 결속하여 안

정적으로 수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전문가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담당자들
을 대상으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에 대한 조사분
석도 수행하였다. 또한 해외 수출선진국의 농식품 수출 및 유통조직 운영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해 수출조직 육성방안은 수출조직 운영 주체별 역
할방안, 수출조직 유형별 육성전략, 수출 및 유통조직의 연계성 강화방안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회의에 참석
한 농림축산식품부와

aT,

수출업체 및 생산자조직, 수출전문가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본 연구결과가 거래교섭력을 가진 수출조직을 육성하는 데 정
책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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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조직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국가
단위 혹은 품목별로 자생력과 지속성을 가질 정도로 활성화된 수출선도조직
은 많지 않다. 또한, 개별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를 수출조직에 결속시켜 성장

시키거나 수출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선할 요인들이 많다. 따라서 현
재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수출조직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출활동을 수행할 수 있
는 육성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문제점, 수출조직 운영성과

의 영향요인에 대해 심층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자생력과 지속성
을 가진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상대적으
로 운영이 활성화된 수출선도조직뿐만 아니라 개별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들
이 강력하게 결속하여 성장 및 정착할 수 있는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하
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의 조직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출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과 수출활동 여건이 매우 미약한
편이다. 계약재배 이행비율과 품질관리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농가교육과
품질관리 항목 이행비율이 낮으며,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도 미흡하

다. 마케팅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마케팅전문인력 운영 인원이 적고 신
품종 도입 활동도 미흡하다. 수출선도조직의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 수출단계별 활동수준, 수출조직 운영주체, 수출선도조직 운영단계의
지표에 의해 수출조직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수출조직 유형 Ⅰ은

수출물량 중 계약물량 이행 비중이 높지 않아 물량확보에 애로가 있으며 마
케팅능력이 약하고, 사과, 배 수출조직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수출조직 유형
Ⅱ는 계약물량 이행 비율이 높지만 품질 및 안전성관리 체계는 과채류 등에
비해서 약한 편이다. 생산자 중심의 조직이기 때문에 수출마케팅 활동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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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점이 있으며, 해당 품목은 단감과 버섯류이다. 수출조직 유형 Ⅲ은 수
출업체가 수출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수출농가를 계열화할 수 있는 수
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물량 중 수출이행 비율은 낮다는 특징이 있으며,
해당 품목은 겨울딸기와 멜론이다. 수출조직 유형 Ⅳ는 개별 수출조직으로서

는 수출물량확보,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수출마케팅 전문성과 교섭력도 보유

하여 조직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개별 수출
조직이 연합단계 수출조직에 참여한 후 연합조직의 수출활동은 조직의 성장
및 정착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수출조직 유형 Ⅳ에 해당하는 품목은 파프
리카와 화훼류(장미)이다. 수출조직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수출조

직의 운영효율성과 수출조직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산

0.258로 나타나 현재의 투입을 더 늘리지
않고도 현재 산출 수준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식품 수출
출지향 분석결과 기술적 효율성은

조직은 현실적인 수출 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수출액 수준을 변화시키기
않으면서 수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투입수준 효율성을 높여 효율적인 수
출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수출조직의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의 전략적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의 수
혜를 받은 조직이 수혜를 받지 않은 비선도조직에 비해 조직운영 효율성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출선도조직 운영 효율성과
조직운영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농가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마
케팅활동 측면에서는 마케팅 전담인력 수가 많을수록 수출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버섯류의 경우 조직화의 수출액 증가 효
과가 기준 더미인 화훼류에 비해 크다. 공동정산 물량, 품질관리 전문 인력

수, 수출박람회 참여 횟수는 수출액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단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마케팅 전담인력 수가 유의한 양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동정산 물량, 농가교육 횟수, 수출

박람회 참여 횟수, 농가 수, 수출선도조직 여부 등 다른 변수들은 유의한 영
향을 주지 못하거나 양(+)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첫째, 수출조직 운영 주체별 역할을

v
설정하고 각 주체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수출농
가는 의무감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생산자조직 출자에 참여
하고 수출물량 공급과 품질관리시스템 관리지침을 최대한 이행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생산자조직은 조직 대표자가 수출책임 경영자로서 수출조직 육
성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출자금을 조성해
야 한다. 또한, 수출품목의 국내외 수급여건 변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수
출농가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고, 농협중앙회는 조

합상호지원자금(무이자지원)을 수출조직 운영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및 품목
농협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농가조직화를 위한 계열화수단으로 활용해
야 한다. 지자체가 중요하게 지원해야 할 수출조직 지원사업은 수출품목에

·

대한 수출자조금의 조성 운영이며, 이는 수출조직 자체적으로 자조금을 조성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면서 수출가격과 수출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앙정부의 수출지원사업 방향설정에서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은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수출조직 운영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가격안정기금과 자조금 조성이다. 가격안정기금과 자조금 운영은 수출

조직 경영과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유

·

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자조금 규모의 확대는 품목별 유통 수출기능 강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실효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
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2) 수출조직 육성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수출조직이

주체가 되어 전문생산단지와 산지유통센터가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한다. 가능한 수출조직 지원자금이 수출조직과 산지유통센터에 참여
하는 생산자들에게 수혜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3)

또한 품목별 수출조직이 중장기적으로 유통 대표조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
도해야 한다. 품목별 수출조직 운영만으로는 국내 수급조절이 어렵고 자조금

조성 및 운영성과가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국내시장 차원의 수
급조절과 해외시장 진출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수출조직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조직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수출조직 및 수출자조금
지원사업은 품목별 대표조직 및 자조금 조성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4) 수

출조직 운영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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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운영성과 영향요인 분석결과 수출조직 운영성과에 뚜렷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전문인력으로 나타났다.

5)

중장기적으로 국

제협상 결과 수출보조금 폐지에 대비하여 간접지원사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수출조직 운영에 수출물류비가 끼치는 영향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출보
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출조직의 독립적 운영능력을 높여야 한
다. 정부의 물류비 지원사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사업을 개선하거
나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셋째, 수출과 유통시설, 유통조직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은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수출조직
의 참여주체가 되는 생산자와 수출업체, 수출물량을 공급한 전문생산단지가
연계되어 지역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선별 후 수출물량을 공급하는 시스템
을 운영해야 한다. 수출조직 참여 생산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주산지 산지
유통센터를 통해 선별-출하하고 모든 출하물량에 대해 일정 비율의 가격안정

기금을 적립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수단의 자조금 적립 수단으로 활용한
다. 수출조직 육성 초기단계에서는 개별품목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수출조직
운영의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생산자조직에서 다 품목을 취급

할 경우 연중거래 시스템 기반이 되고 거래교섭력을 증진시키는 방법도 되므
로 지역단위별 수출조직 육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 수출조직 육성지원 정책
의 목적은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조직 활동을 강화하면서 규모화를 유도하여
수출시장에서 교섭력을 가지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수출조직이 수출품목 대표조직으로 성장하
여 품목별 국가대표 조직과 연계하여 국내 수급 및 수출 물량 조정과 가격안
정, 농가소득 안정을 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문제점,
수출조직 운영성과와 영향요인에 대해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근
거하여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들이 강력하게 결속하여 거래교섭력이 높은 수출
조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출조직 육성의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vii
ABSTRACT

Management Status and Fostering of Agricultural Food
Export Organizations
Background of Research
Even though government is supporting Export Leading Organizations
and the Export Council, there are not many Export Leading Organizations
which are activated to the level of having self-viability and sustainability
by country or by product. And there are many elements to improve in order to develop individual export firms and exporting farms as export organizations by uniting them with Export Leading Organizations or to foster individual organizations as strong export organization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export organizations,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to the performance of operation and thus to make suggestions on the export promotion
plan through which export organizations can continuously carry out export
activities with self-viability.
Method of Research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to identify a supporting system for fostering export organizations including export leading organizations. Also we
examined previous studies related with export impact factor analysis, DEA
analysis and the SUR model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export
organizations. We investigated the cases of France and Italy to analyze foreign cases, and arranged the cases of New Zealand and Australia to find
out an introduction plan suitable for Korean agricultural circumstances.
We held several advisory conferences to check the method and result of
research. Also, we interviewed export organizations to identify their problems and ways to develop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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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rried out studies for analyzing impact factors of management of
export organizations and cases of management of export organization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results of our questionnaire survey on the actual state of operating
the organizations of export firms and exporting farms reveal that the base
to reinforce overall export organizations and the conditions for export activities seemed to be very weak, the fulfillment ratio of contracted cultivation as well as farms education and quality control items to improve the
quality control system were low whil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quality control manuals was low as well.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the
number of professional marketing manpower to enhance marketing expertise was insufficient and new variety introduction activities were also
weak. In order to identify the actual operating state of Export Leading
Organizations, the actual state and problems were analyzed by classifying
export organizations into four types based on activity level by export stage,
the subject of the operation of export organizations and the index of the
operation stage of Export Leading Organization. Type I of export organization shows difficulties in securing quantity due to low fulfillment ratios
of contracted quantity out of export quantity showing weak marketing capability, and apple and pear export organizations are applicable to this
type. Type II of export organization shows high fulfillment ratios of contracted quantity whereas the quality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is weak
as compared to that for garden fruits. As this type is a producer-focused
organization, the drawback of this type is weak export marketing activities,
and the applicable items to this type are sweet persimmon and mushroom.
Type III of export organiza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low export fulfillment ratios out of contract quantity due to export firms' insufficient means
of systemizing exporting farms even though export firms' export driving
tendency is strong, and the applicable items to this type are winter strawberry and melon. Type IV of export organization is securing the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of the operation of organizations by retaining not only
export quantity and quality control but also export marketing expertise and
negotiating power as individual export organizations. After the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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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organizations' participation as export organization of unifying stage,
however, the export activities of the united organization show the limit in
terms of the growth and settling down of the organization. The items applicable to type IV are paprika and flowers (rose).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operational performance of export organizations were analyzed using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on
export organizations. Based on the result of output oriented analysis, technical efficiency was 0.258 which represents the level where current output
level will be significantly increased without increasing current input level.
When considering realistic export conditions, strategic support and management of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agri-food export organizations will be required as export organizations can be transferred as efficient export organizations by enhancing the input level of factors that affect export volume without changing current export volume
level. And also, as it is not easy to say that the organizations which received the benefits of Export Leading Organization supporting projects achieved more meaningful performance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organizational operation than non-leading organizations which received no benefi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rategy to enhanc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Export Leading Organizations and the performance of organizational
operation.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factors which affected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export organizations revealed that the more the number of education offered to farms is from a quality control aspect and the
more the number of dedicated marketing manpower is from a marketing
activity aspect, the higher export volumes were. The result also showed
that from the aspect of organizational operation in the case of mushroom,
the effect of increase in export volume from unifying the organizations was
significantly bigger than that for flowers which is reference dummy and
that factors such as joint settlement quantity, the number of dedicated manpower for quality control and the number of participations to export exhibitions did not give significant influence to export volume. In the model
where export unit price was taken as a dependent variable, the number of
dedicated marketing manpower showed to give positive (+) influence
whereas other variables such as joint settlement quantity, the number of
farm education,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export exhibitions, the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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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 of farms and the existence of Export Leading Organizations showed no
significant influence or no positive (+) influence, and the export unit prices
of garden fruits showed higher than that of flowers which are reference
dummy items.
Core tasks to foster export organizations are: First, support should be
rendered so that export organization support projects can establish the role
by the subject of organizational operation and carry out the role of the respective subject. Exporting farm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equity investment to a producer organization in order to carry out systematic activities in the export organization operation system and to have strong will
to supply export quantity and to comply with quality control system
guidelines. The representatives of producer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secure equity investments from production farms and export firms with
strong will to foster their export organization as management who is responsible for export. And as price stabilizing fund to compensate the loss
of exporting farms which may be incurred due to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for export items, producer organizations' self-reserve fund and check-off fund should be established while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CF) should be able to
give Cooperative's mutual support fund (support with no interest basis) as
incentive to reg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item Agricultural
Cooperatives which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export organizations or
to activate the fund as a means to unifying farms. The representative support project for export organizations which local governments have to perform is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export check-off funds for export
items so that check-off funds can be created by export organizations themselves and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export price and the stabilization of revenue for exporting farms. Secondly, the most important project
to implement in order to enhance the self-viability for the operation of export organizations in setting the direction of export support projects of central government is 1) the creation of the price stabilization fund and
check-off fund. As the operation of the price stabilization fund and
check-off fund may be usefully utilized as a means to enhance the revenue
stability for the producers wh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of export organizations and the expansion of the size of check-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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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may be utilized as a means to reinforce distribution and export function by item,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fund operation system so
that the system can be operated as an effective system. 2) Supports for
streamlining of window for the promotion and support for export organizations should be rendered so that export organizations can reinforce the
connectivity of specialized production complexes and producers' distribution centers playing the role of the main agent, and the support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available support funds related to export organizations can generate benefits to the producers who participate in the export
organizations and producers' distribution centers. 3) And also guidance
should be given to export organizations by item so that the export organizations can be connected with representative distribution organizations in
mid to long-term. Adjustment of domestic supply and demand can be difficult and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check-off fund may be limited based
on the operation of export organization by item only. Accordingly,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nectivity of export organizations with domestic distribution organizations in order to cope with the adjustment of
supply and demand and the launching to overseas market for domestic
market level as a whole. And for that reason government's support projects
for export organizations and export check-off fund should be connected
with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by item and the creation of check-off
fund. 4) Support for the area which will enhance the performance of the
operation of export organizations should be reinforced. The result of analysis for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operation of export organizations indicated that education, consulting and dedicated marketing manpower were
such factors. 5) To prepare for the situation where export subsidy may be
abolished through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s, the ratio of indirect support project should be increased in mid to long-term. Although the influence of export logistics cost on the operation of export organizations is significant, independent operation capability of export organizations should be
enhanced to prepare for the reduction possibility of export subsidy in mid
to long-term. In order to be able to substitute the logistics cost support
project of government, the improvement of existing support projects or the
exploration of new projects will be also necessary. Thirdly, reinforcement
of the connectivity of export and distribution organizations is requi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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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 this, producers and export firms who are main agents that participate in export organizations are connected with specialized production
complexes which supplied export quantity in the first place and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items should be jointly selected at the producers' distribution centers and then export quantity is supplied. Agricultural
products produced by the producers who participated in export organizations are selected and shipped through producers' distribution centers in
chief producing areas and a certain ratio of price stabilization fund is accumulated for total shipment quantity to utilize as a means to accumulate
check-off fund for supply/demand adjustment and price stabilization. At the
initial stage of fostering export organizations, an approach in individual
item unit is judged to have high possibility of success for the operation of
export organizations. In case producers' organization handles various items,
however, as it becomes the base for the dealing system for all the year
round as well as the base for fostering power of dealing negotiation, we
can consider the promotion of export organizations by region in the future.
Fourth, the purpose of the policy to support fostering export organizations
is to reinforce the activities of export organizations for certain items and
to establish the base for sustainable and stable export with negotiation
power in the export market through the expansion of scale. Finally, the export organizations should be developed and grown as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for export items and be connected with national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by export item to accomplish the adjustment of domestic supply/demand and export quantities and the stabilization of prices and farm
income.
Researchers: Kim Kyungphil, Han Junghoon
Research Period: 2015. 1.
2015. 10.
E-mail Address: kkphil@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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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농식품 수출을 농업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거래
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수출거래가 일시적‧간헐적이라면 조

직운영 효율성이 낮아져 수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출주체가 수출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규격
화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해외시장에 순조롭게 판매할
수 있는 거래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원하는 규격의 품
목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여 어느 판로처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인가를 우
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누가 주도적으로 수출과정의 의사결정 사항들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

한 수출조직 운영주체도 매우 중요하다. 수출조직 운영주체가 수출품목과 수
출물량, 판매처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들을 결정하는 과정에 따라 수출조직의
운영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물량 확보, 품질관리, 마케팅활동
등의 수출단계별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출주체가 수출활동
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수출주체가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수출시장에서 원하는
품질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마케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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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수출단가 제고 등 거래교섭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수출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출조직이 필요하다. 정부도 전문화된 수출조직의 필
요성을 인식하여 뉴질랜드의 제스프리나 미국의 썬키스트처럼 강력한 수출

2008년 이후 수출선도조직을 지원하고
지원,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조직의 운영을 기대하며

있으며

그 외에도 원예전문단지

수출조

직 분야 외에도 정부는 품목별 대표조직과 자조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생산자단체도 공동선별 및 공동계산, 지자체 단
위의 수출조직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수출 및 유통조직 육성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단위 혹은 품목별로 자생력과 지속성을 가질 정도로 활성화된 수
출선도조직은 많지 않다. 현재 수출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수출선도조직
들도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의 연계성이 약한 편이며, 이에 따라서 수출물량

및 품질관리, 물류시스템 관리, 마케팅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개별 수출
업체 및 수출농가도 수출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수출활동하는 경향은
약한 편이고, 일시적인 거래관계에 의존하여 수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출혈경쟁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수출조직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문제점, 수출조직 운영성과
의 영향요인에 대해 심층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자생력과 지속성
을 가진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상대적으
로 운영이 활성화된 수출선도조직뿐만 아니라 개별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들
이 강력하게 결속하여 성장할 수 있는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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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출조직 육성 지원정책
정부는

2008년

이후 수출조직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출업체 조
직화 및 선도조직 육성방안’을 다시 강조하였고(농식품 수출 희망찾기 플랜

2013: 15), 수출업체 간 협력기구인 ‘품목별수출협의회(2013년 17개)’를 통한
공동마케팅, 가이드라인 설정 등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수출추진계획에서도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대책
의 일환으로 수출물량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수출전문판매조직 육성계
획을 발표하였다(농수산식품 수출 추진현황 및 확대방안

2014: 6).

수출조직

육성계획은 품목별 원예전문생산단지 중에 수출비중이 높은 단지를 ‘수출전

문단지’로 지정하여 안전성검사, 물류비, 공동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을 집

중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에서 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품목별 수출선
도조직’을 확대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규모가 영세하고 수출농가 수출업체의 조직화
가 미흡하여 타 산업에 비해 수출확대를 위한 추진력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

수출농가 및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농가의 규모화 조직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수출물류비의 일부(표준물류비의 8∼10%)를 지원하고, 수

·

출보험 안전성 등 인프라 조성을 확대하기로 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13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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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농협 수출조직의 수직계열화 추진체계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세미나(2014.

10. 21.).

농협에서도 농식품 수출종합 대책(2014.
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을
인연합회

2014: 20-28).

2. 26.)을 수립하고 수출확대에 농
발표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식품법

2015년 정부는 조직화·규모화된 수출선도조직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을 안
정적으로 생산,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한 수
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의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신선농산물 수출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선도조직과 수출협의회 통합운영 등 조직
운영의 개선방향을 설정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5c).

2.2. 수출 조직화·계열화 방안 관련 연구
농산업 분야의 조직화․계열화 방안에 대한 연구의 검토는 농식품 수출 참
여주체의 수평적 혹은 수직적 계열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하다. 김병
률 외(2005)는 수출 농산물의 국내 생산조직인 수출단지와 수출업체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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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지원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
한 해결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경필 외(2008)는 기존 수출지원 관련 발표 자료와 국내외 수출조직 우수

사례조사, 수출업체 의식 설문조사 등에 기초하여 수출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수출까지의 주체 및 경로를 조직화, 규모화 시키는 데 방향을 맞춘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육성’ 사업 연구에서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부류별

대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운영모델 및 실행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실행 매
뉴얼은 정부지원 중심의 개별 수출업체 육성사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최세균 외(2009)는 원예전문생산단지,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농

축수산물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등 수출조직화 관련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
안을 살펴보고, 수출조직 강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수출주체의 조직화와 규
모화를 통해 수출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수출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품목부류별 수출대표조직을 설립해야 하고,
수출대표조직의 운영을 원예전문생산단지 사업,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과

연결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출활동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기환 외(2013)는 수출물량 확보 곤란, 가공식품 수출과 농업과의 연계

부족, 대일 수출의존도 심화의 문제에 집중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수출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 수출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였
다. 특히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수출시장 다
변화 전략 등을 강조하였다. 농식품 수출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

적으로 안정적 지속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수출전용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수출전용단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별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전용단지 지정 품목의 수출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지원해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수출전용단지의 지정품목은 정부가 추진 중
인 수입보험제도의 대상품목이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수출 증대가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수출 계약 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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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격 급등 시 농가판매가격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가격안정보험제도의
재도입 필요, 유류비나 종자(종묘) 구입비 일부 지원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정부 예산의 제약이나 수출하지 않은 농가와의 형

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지원방안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광수(2014)는 선도적으로 수출계열화에 성공한 국내외 생산자 조직의

사례를 조사 비교분석하여 수출용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출운영 주체까지의
수출계열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농식품의 수출계열화를 위한 수출
선도조직의 운영 현황 및 과제를 분석하였으며, 수출계열화에 성공한 국내

파프리카 및 장미 수출의 선도적 운영주체에 대한 성공적 운영방법 및 전략

·

을 정량적 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황의식 외(2009)는 조직화의 필요성, 농업부문 조직화 실태, 농업부문 조

·

직화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농업부문 조직화는 시 군

단위 지역연합조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소수의 품목연합 및 광역단위연
합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규모의 영세성으

로 인해 동일한 시장을 두고 산지 간 경쟁, 농업부문 조직화된 주체 간 경쟁
이 치열하여 농업부문 내 출혈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였다. 따

라서 수직적 계열화와 참여주체 간 수평적 협약(계열화)에 의해 생산농가-참
여주체-마케팅주체 간의 사업협약과 출하협약을 바탕으로 보다 규모화된 농

업부문 조직화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업부문 조직화 활성화 방안
은 수평적 농가조직화 활성화 방안과 수직적 계열화 활성화 방안으로 구분하
여 정리하였다. 출하농가의 조직화는 참여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더 강화되므로 통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농가운영정보,
농가재배정보, 생산관리정보 등이 이력추적관리체계로 통합되어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투명한 유통정보가 확보되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직적 계열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

리나라 농업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마케팅보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의 생산자 조직 대표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대표가 모여 마케팅
조직을 결성하고, 지역의 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대표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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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혁 외(2010)는 오리 계열화사업의 체계와 사업체 현황, 계열주체와 농

가 간 계약내용, 단독운영과 계열화 운영의 장단점 및 소득비교 등을 통해

오리 계열화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오리 계열화사

업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위탁사육계약의 불완전성, 사료
품질 저하에 따른 사육수수료 감소, 오리 가공제품의 개발 부진 등을 지적하

고, 이를 해소하고 계열화사업 발전을 위해 계열업체와 농가 간 동반자적 관
계 정립, 표준사육계약서 및 평가지표의 개발, 계열업체와 농가 간 분쟁 중재

기구의 도입, 사육수수료 연체에 대한 이자 지급, 농가 공급 사료의 품질 향
상, 오리 가공제품의 개발 및 소비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계열화사업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계열업체와 농가 간 동반자적 상생관
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관순(2011)은 물류인프라 확충과 물류기술

·

R&D

·

개발 및 공 항만의 정

비와 거점물류센터 해외 공동물류센터의 조성 등 동북아 물류허브 육성을
통한 국가 시스템 정비 차원의 수출확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농식품 물
류 현황과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수준에 대해 파악하고, 물류인프라의 필요성
에 대해 역설하였다. 한관순(2011)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통

한 수출확대를 위해 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투자 확

·

대, ⅱ) 수출용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가공기술의 확보, ⅲ) 농산물

물류허브의 입지 및 인프라 개발과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 ⅳ) 농식품 수출
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물류인프라의 정비 및 확충, ⅴ) 농산물 국제

· ·S/W의 개발 등을 강조하였다.

물류의 특성 표준

2.3. 수출 영향요인 분석 연구
수출지원 경제적 효과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수출영향요인 분석, 운

영효율성분석(DEA),

SUR

모형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농식품 수출

영향요인 분석은 대체로 중력모형을 활용한 분석이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이은재(2000)는

WTO에서

허용되는 수출보조금 중 우리나라 수출보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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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수출수요함
수에 수출보험인수액(수출보험금액)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각 변수에 자
연대수를 취한 후 최소자승법(OLS)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나 이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
출기금 조성, 홍보 강화, 전문인력 양성, 수요자 중심의 업무시스템 도입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출주체의 운영 효율성 추정을 위해서는

DEA
기법을 활용한 분석이 시도되었다. 이향미 외(2011)는 강원도 화훼류(백합)
수출동향을 살펴보고 강원도 백합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DEA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성 향상을 통한 백합 수출농가
의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DEA

분석은 투입지향모형을 선택하여

2009년도 백합 산출량,
설정하였다.

실시하였으며 산출변수는
근비, 비료비, 농약비로

투입변수는 재배면적, 구

2.4. 연구 차별성
본 연구는 수출조직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

가하여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개선사항들은 수출조직 운영주체들에 대한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한 정성적인 내용과 더불어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정량적으로도 제시하였다.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 분석은 수출활동을 수출물량 확보, 농산물 재

배 및 상품화의 품질관리, 마케팅활동, 조직운영 부문으로 구분한 후 부문별
세부 수출활동으로 세분화시킨 계량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수출조직 육성방

안은 상대적으로 수출조직 운영이 활성화된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수출전문

가, 수출정책 담당자들과의 심층면접조사와 선진 해외사례 조사내용을 반영
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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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와 방법

3.1.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 수출조직의 개념은 연구수행 부문별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수출조직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생산자조직과 수출주체가 연계된 조직
이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수출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를 지칭한다.

·

·

개별 수출활동의 수행 주체에 따라 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② 지역농협

품목농협 ③ 전문수출회사(무역업체) ④ 농업수출회사법인으로 조직형태를

구분하였다. 이 구분유형은 수출조직 운영성과 분석을 위해 조사한 조직유형
분류에 해당된다.

정부에서 수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대상에 따라서 수출
조직은 ① 수출선도조직 ② 품목별 수출협의회로 구분한다. 또한 정부의 수
출선도조직 지원사업 수혜여부에 따라 수출선도조직과 비선도조직으로 유형
을 구분하였다.
수출조직의 수출물량 안정적 공급기능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원예전문
생산단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수출대표조직과 관련되는 조직관련

사업은 품목별 대표생산자조직, 자조금 등이 있다. 분석대상 품목류의 범위
는 신선농산물 중심의 과실류, 과채류, 버섯류, 화훼류로 설정하였다. 전통주
등의 신선가공식품은 분석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였다.

3.2. 연구방법
3.2.1. 문헌연구 및 해외조사
본 연구는 수출선도조직을 비롯한 수출조직 육성 지원정책을 파악하기 위
해 정책 발표자료와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수출조직 육성 정책자료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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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의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과 수출협의회, 원예전문단지 지원사업을
검토하였다.

또한, 수출조직화의 성과와 조직운영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서 수출 영향요

인 분석연구,

DEA(Data Envelope Analysis) 분석,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해외사례 분석을 위해 이탈리아 남티롤지역 사과 수출조직과 프랑스 브레
따뉴 신선채소 출하조직 사례를 직접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조사된

·

뉴질랜드와 호주의 수출조직 및 자조금 지원제도 등의 사례를 조사 정리하
고, 국내 실정에 맞는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3.2.2.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협의회
연구 단계별 연구 진행 방향을 점검하고 분석 방법 및 결과에 대해 검토하
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생산자, 수출업체 등의 수출조

·

직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및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출조직 운영의 단계별 품
목별 조직운영 실태와 문제점, 육성방향을 파악하였다. 협의회 결과를 통해

품목별 수출조직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도출하였다.

3.2.3. 외부 위탁연구
농식품 수출조직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

인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조사업체(포커스컴퍼니)에 수출업
체와 수출농가에 대한 위탁조사를 의뢰하였다. 수출업체 및 수출조직 운영실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1,530개 수출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120개 업체(수출선도조직 16개, 비선도조직
104개업체)의 응답결과를 얻었다. 수출농가의 조직화 실태 및 의식조사는
2015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원예전문단지 소속 수출농가 6,672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중 550호 농가의 응답결과를 활용하였다.1
태 조사는

농식품 수출조직 운영사례 전문가에게 국내외 운영사례와 수출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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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 위탁원고를 의뢰하였다. 경북대학교 윤태명 교수에게 ‘이탈리아 사과

5. 18.~6. 18.)’과 ‘경북 지역
단위 사과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육성방안(2015. 5. 20.~7. 20.)’을, 전남대학
교 이상현 박사에게 ‘전국 단위 배 수출조직 운영사례와 활성화 방안(2015.
6. 5.~8. 4.)’을 위탁하였다. 또한 ‘농식품 수출조직 지원사업 수혜업체의 운
영효율성 분석’은 강원대학교 이향미 박사에게 DEA 분석을 위탁하였다.
수출 조직

VI.P

운영사례와 국내 시사점(2015.

1 조사비용의 제약으로 수출조직 설문조사와 원예전문단지 소속 수출농가의 응
답결과 활용률이 각각 7.8%와 8.2%로 낮지만, 조사설계과정에 품목과 조직 형
태 유형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편의를 줄이고 분석결
과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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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 부문별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연구 부문

∙서론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수출조직화개념및필요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수출조직 운영실태 및 문
제점
-수출조직지원사업별내용
-수출조직 운영실태 및 개
선사항
-수출조직 육성방향
-수출조직 육성 당면과제
∙농식품 수출조직 운영성과
분석
-수출조직운영효율성분석
-수출업체 운영성과 영향요
인 분석
∙수출농가의 농식품 수출
조직운영 의식조사
-수출조직 육성 의식 및 참
여의향
∙해외 수출조직 운영사례
-사례별수출조직운영내용
-조직 운영 활성화 요인
-국내 도입 시사점
∙수출조직 육성방안
-기본 방향
-수출조직 육성 핵심과제

검토 및 분석 자료

분석방법 및 범위

∙수출조직 육성 정책자료
-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 수출협의회
-농협수출조직, 지자체지원사업
-품목별 대표조직
∙수출업체와생산농가대상설문조사
∙수출조직 전문가 자문회의
- 대상: 정부부처, 선도조직 대표,
농협, 수출연구사업단 등
- 개최횟수 10회, 참석인원 22명
◦수출업체와생산농가설문조사자료
◦품목별조직운영사례자료(위탁원고)
∙수출조직 설문조사 실시
-1,530개 수출업체 대상으로 설
문조사
-응답업체: 120개(수출선도조직
16개 업체, 비선도조직 104개
업체)
-전문조사업체 위탁조사
∙생산농가 대상 설문조사
-원예전문단지 소속 수출농가 161
개단지6,672개농가
-응답농가: 550호
∙해외 조직화 운영사례 조사
-기존 조사자료 활용 (4개국 사례)
∙해외 현지조사 수행(이탈리아,
프랑스)
∙수출조직 전문가자문회의 결과
∙수출선도조직 대표자 심층면접
자문회의 결과
-수출선도조직과 농가대표(10회)
∙해외 수출조직 운영사례
∙수출조직 운영효율성 분석과 수
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 분석
결과

∙주요 지원사업 내용 정리
∙품목 유형별 운영실태 및 개
선사항 정리
-수출물량확보, 수출품목 품질
관리, 마케팅, 수출조직운영 부
문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협의
∙수출조직운영효율성DEA 분석
∙SUR 모형 추정을 통한 수출업
체 운영성과 영향요인 분석
∙빈도분석
∙수출조직 운영 내용, 조직운
영 강화 수단, 출자금과 자조
금 적립 및 운영 방법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수출조직 운영주체별 역할
∙수출조직 유형별 육성전략
∙품목별 유통조직과 수출조직
연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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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주요 분석내용 및 활용 분야

분석 내용
∙수출조직 육성사
업 개요
-수출 관련 지원
조직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

분석 필요성 및 차별성
∙국내 농식품 수출조직 관련 지원사업과 정책
추진방향을 검토하여 지원 조직 및 지원사업
의 유사성과 연계성 등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분석의 차별성
-수출지원 개별 조직과 조직화 수단별 범위를
벗어나 전체적인 유통 및 수출조직화 차원에
서 수출조직을 검토함으로써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조직 및 기능간 유사성과 연계성, 차
별성을 파악함

분석결과 활용
∙수출조직화 유형별 지
원기능별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수출조직 운영실
태 및 문제점
-수출조직 운영실
태 및 문제점 파
악

∙수출조직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유형별로
파악함
∙수출조직화의 실태 및 문제점을 수출전문가,
수출업체,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제
시함
∙수출조직 운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
출함으로써 향후 지원방향 수립에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분석의 차별성
-수출조직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
는 요인을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 도출하고
지원사업 육성방안 제시에 활용함
∙해외 수출조직 운영사례의 성공요인 및 벤치
마킹 요인을 발굴하고 국내 수출조직 운영 육
성방안 제시에 활용 필요
∙가급적 국내 농업 조직화 및 계열화 여건에
맞는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수출조직 육성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에 활용함.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육성방안 마련 필요성
의 근거로 활용함

∙수출조직 운영성
과 분석
-수출조직 운영성
과 분석
-수출선도조직
운영성과 분석
-수출성과 영향요
인 분석
∙해외 수출조직
운영사례

∙수출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출활동 요
인을 도출하여 정책지
원 제시근거로 활용함

∙수출조직 육성방안 제
도개선방안 제시에 활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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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수
출
전
문
가
F
G
I
회
의

설
문
조
사

표 1-3. 주요 조사대상과 조사내용
주요 조사내용

∙조사방법: FGI 회의
-수출전문가 구성: 학계, 연구원, aT, 농식품부, 대표 수출업체,
대표 생산자조직 등
농식품
∙조사내용
수출전문가
-수출조직화 추진 방향
-수출조직 육성 유형, 수출조직 결속력 강화 수단
-수출조직 운영 한계 및 극복방안 등
∙조사방법: 수출선도조직은 면접조사 및 FGI 실시, 수출회사는
15개 품목 설문조사 실시
수출선도 18개소 중 ∙조사내용
조직 분석대상 -수출조직 운영실태 및 문제점, 한계 및 개선사항
품목 -수출활동 실태: 수출물량 확보, 수출상품 품질관리, 마케팅활동,
수출조직 운영방식, 수출조직 육성방안 의식 등
수출협의회 ∙조사방법: 면접조사 및 FGI 실시
중 ∙조사내용(부록2 참조)
수출협의회 분석대상
-수출협의회 운영실태, 역할, 의무, 수출선도조직과의 관계, 개선
품목 사항 등
∙조사내용
중앙정부
수출
-수출조직 육성정책 개선방안
정책부서와 - -수출조직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수단 등
지자체
-지자체 수출지원정책과 지원사례
운영실태(부록2 참조)
농식품 국내 ∙수출조직
수출부문별 세부내용: 수출물량, 품질관리, 마케팅활동, 조
수출조직 수출업체 -주요
직운영, 수출조직 운영 방향 등
∙조사방법: 생산농가 설문 위탁조사
∙조사내용(부록3 참조)
-수출실태: 수출이유, 수출물량 거래방식, 판매처 선택 이유, 수
출 애로사항, 계약물량 공급 애로사항 등
원예전문 161개 단지 -수출조직 참여실태:
수출조직 가입 여부, 수출농가교육, 손실보
생산단지 (550농가) 전 운영시스템, 수출조직
운영 주체 등
(소속농가)
-수출조직 육성방향에 대한 참여 의향 및 의식
-수출 동기, 수출물량 비중
-의무자조금 부담 의향, 교육 및 회의 참여 의향
-수출전문단지 지정 찬반 및 참여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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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출조직 운영

D/B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FGI 개최, 설문조사를 통해 수출조직 지원사업 동향, 수출조직 유형별
운영실태, 수출조직 육성 당면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
한 DEA 모형, SUR 모형 추정을 통해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을 분석
하였고, 최종적으로 농식품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정책자료와 정책지원사업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2

제 장

수출조직 지원사업 동향

제2장에서는 수출조직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지자체․생산자단체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 원예전문단지 지원사업,
품목별 수출협의회 지원사업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수출조직 지원사업은 아
니지만 유통조직으로 향후 수출조직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품목별 국가대표
조직 및 자조회 지원사업도 함께 제시하였다. 지자체 수출조직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농협 지원사업은 수출단지 육성,
수출생산조직 육성, 수직계열화 지원사업을 제시하였다.

1.

중앙정부 지원사업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직접 보조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다. 간접적으로 수출 조직화를 통해 수출 기능을 강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원예전문단지 지원사업
등이 있다.2

2 정부는 신선농산물 수출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자료. 2015. 2015년 신선농산물 수출지원사업 효율화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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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조직 지원사업 동향

사업명
지원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표 2-1. 정부의 수출조직 지원사업 종류

수출선도조직
생산자와 수출업체
계열화
물류비성 인센티브
12개(60개 업체)

원예전문단지
생산지 규모화
물류비성 인센티브
155개 단지

품목별 수출협의회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
공동마케팅비
17개(138개 업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5C).

수출조직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은 수출농산물을 재배단계에
서부터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을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수출조직 지원사업 예산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 예산은

2009년 43억 9,000만 원에서 2010년 63억 원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2014년
37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원예전문단지 지원예산은 58억 원에서 43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품목별 수출협의회 예산은 큰 변동이 없으며 2014년 15
억 원 수준이다.

표 2-2. 정부의 수출조직 지원사업 지원 동향
지원사업
수출선도조직
원예전문단지
품목별 수출협의회

단위: 백만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4,379 6,299 3,795 3,948 4,061 3,741
5,845 5,315 4,492 4,021 4,564 4,305
1,426 1,598 2,595 1,487 1,495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실적 자료(200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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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출선도조직3
정부는 수출물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시장에서 교
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출조직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부터

수출선도조직 사업을 지원하였다. 수출선도조직의 개념은 농식품 수출업체

와 생산농가(생산자조직)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품종 선택부터 재배, 수
확, 선별, 포장, 안전성 및 품질관리, 정산, 농가교육, 수출업무 등의 전 과정

을 수행함으로써 수출농식품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선도하는 조직이
라 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5년에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을 개
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1) 신규사업자 선정은 동 품목 다수업체 지원체
계로 구축하고 2) 연합대표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 3) 수출선도조직의 육성사업 장기목표를 품목별 수출대표조직
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정 방향에 따라 신
청요건, 선정방법, 인센티브 지원액, 연합조직 관리, 생산자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개정하였다.4

3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5a.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신규사업자 선정계획.”
4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2015d. “2015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 개정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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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수출선도조직 지원 품목 및 조직명

품목 유형별
품목
조직명(업체명)
사과 K-Apple
배Ⅰ 천안배원협
배Ⅱ 팜슨
감귤 제주감귤농협
단감 모닝팜
딸기Ⅰ 엘림무역(겨울딸기)
딸기Ⅱ 경남무역(겨울딸기)
딸기Ⅲ AOK코리아
(여름딸기)
토마토 EK무역
파프리카Ⅰ ㈜농산무역
파프리카Ⅱ 러브파프
파프리카Ⅲ KOPA
멜론 NH무역
팽이버섯 K-MUSH(KMC)
새송이버섯 머쉬엠
심비디움 그린가온
장미Ⅰ 로즈피아
장미Ⅱ K-FLOWER
절화류 케이로즈
백합 대동농협
선인장 고덕원예무역
국화 구미시설공단

품
목
류
과
실
류
과
채
류
버
섯
류
화
훼
류

비고
2011년도부터 지원중단
2011년도부터 지원중단
2011년도부터 지원중단
2014년도 사업종료
2015년도 사업종료
2013년도부터 지원중단
*농산무역 등 17개 수출업체가
KOPA 출범(2012년)
2015년도 사업종료
*그린합명 등 등 7개 수출업체와 생산
자조직 케이머쉬 출범(2009년)
*머쉬하트 등 등 7개 수출업체와 생산
자조직 머쉬엠 출범(2008년)
*로즈피아, 케이플라워 통합하여 케이
로즈로 출범(2015년)
2014년도 사업종료
2015년도 사업종료
2015년도 사업종료

발전단계별 구분에서 1단계는 기초단계, 2단계는 연합단계, 3단계는 광역단위이며,
현재 광역단위로 성장한 조직은 없음.
2) 수출선도조직별 발전단계별 유형 구분은 aT 자료를 참조함.
3) 수출선도조직의 발전단계별 유형구분: 1단계는 개별수출업체-개별 생산자조직 단
위, 2단계는 2개 이상 수출업체가 출자하고 수출 500만 달러이고 국가수출점유율이
60% 이상인 연합법인, 3단계는 국가 단위의 품목별 대표 수출조직을 의미함.
4) 수출선도조직 지원품목 중 가공식품인 김치(대상, 한울), 유자차(한성푸드)가 포함
되어 있으나 가공식품은 본 연구의 분석품목 범위에서 제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2015)” 자료를 참고하
여 작성함.
주

1)

발전 단계별
1 2 3
단 단 단
계 계 계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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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도조직 지원의 주요 개정내용은 1단계 신청요건이

‘2개년간 평균
200만 달러 이상 직접 수출했거나 국가 수출기여도 비중이 최소 20% 이상인
조직’에서 ‘최근 1개년간 20만 달러 이상인 업체’로 수출실적에 대한 지원요
건 기준이 완화되었고, 사업목표 또한 ‘전년 목표 대비 10% 상승’에서 ‘전년
실적 대비 10% 상승’으로 수정되었다.

구분
신청
자격
사업
기간
지원
내용
사업
목표

표 2-4.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지원체계 및 내용

<1단계> 계열화 선도조직 육성
<2단계> 연합화 대표조직 육성
신청품목의 최근 1개년간 수출실적이
20만 달러 이상(단, 동품목으로 신청한 ① 2개 이상 업체가 출자한 연합조직
업체들의수출실적 합이 100만 달러 이 ② 수출 500만 달러이고 국가수출점유
상 또는 국가 수출기여도 비중이 최소 율 60%
20% 이상인 품목에 한함)
3년
3년
① 기반조성 인센티브
① 연합조직 인센티브
-업체별 최대 1억 5,000만 원 차등지원 -계약재배, 규격품, 공동브랜드 사용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시 표준물류비 5% 차등지원
② 수출계열화 인센티브
② 생산출자 인센티브
-계약재배된 규격품 수출 시
-법인에 농가 지분참여율에 따라 최
표준물류비 3% 지원
대 5% 차등지원
① 규격품의 공동브랜드 수출달성률
① 규격품 수출달성률
② 자체재원조성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5d).

1.2. 원예전문단지5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공급기반의 규모화와 수출촉진을 위해 원예전문
생산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매년 원예전
5 농림축산식품부.

2015b. “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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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생산단지를 운영실태를 조사 평가하고 있는데,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목적
은 우수단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성과 품질이 우수한 농산
물을 확보하고 수출의 안정성을 높여 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주요
평가항목은

1)

조직운영평가 부문(단지규모, 자조금 조성 및 운영, 계약재배

수출비중, 수출농가 비율, 교육 및 회의개최),

2) 수출사업 평가(수출금액, 수
출신장률, 생산량 대비 수출비중), 3) 안전성평가 부문(품질 및 안전성 관리
실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5. 원예전문생산단지 운영 품목 및 단지현황

부 품목명 단지
류
수
파프리카 32
딸 기 13
토 마 토 11
들깻잎 2
멜 론 2
채 양배추 2
소 가 지 1
류 단호박 1
배 추 1
애호박 1
오 이 1
참 외 1
청량고추 1

총면적 수출
부 품목명 단지
물량
(ha) 비중(%) 류
수
배
29
370.4 62.0
210.1 35.0 과 단 감 6
381.5
실 사포 과도 44
57.4
류 복숭아 1
444.3
유 자 1
백 합 17
78.7
심비디움 9
9.6
장
61.1
화 국 미화 65
63.8
훼 선인장 3
8.7
류 동서양란(분화) 1
4.7
수 국 1
20.0
프리지아 1
22.9
평균

총면적
(ha)
3,122.0
1,300.2
479.7
126.1
41.0
59.2
221.1
47.4
128.9
59.7
9.8
6.3
3.6
17.3

2014년

69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b).

원예전문단지는

기준으로

157개

단지를(채소류

수출
물량
비중(%)
42.0

100.0
48.0
33.0
45,
32개

과실류

43개임) 지원하고 있다. 채소류의 주요 운영 품목은 파프리카
단지에 370.4ha, 딸기 13개 단지에 210.1ha이다. 과실류는 단감이 6개 단지
에 1,300.2ha, 화훼류의 장미는 6개 단지에 128.9ha이다.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농가들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물류비성 원예단지 인센티브, 안전지킴
화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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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약검사비, 검역관 초청, 전문가컨설팅, 선진지 연수 등이다. 원예전문단
지 생산량의 수출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품목별로 장미
장

48%,

단감

33%

수준으로 수출비중이 낮으며,

100%, 파프리카 62%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42% 수준으로 수출물량 비중이 낮다.

딸기

35%,

선인

원예전문생산단지는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있지 않고 한 지역(면 혹은 읍)

에 서로 다른 단지에 소속된 농가들이 공존하는 구조이며, 관리는 각 조직에

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원예전문생산단지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
문에 생산관리(농약관리 등)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1.3. 수출협의회
수출협의회는 농식품 수출과정에서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수
출창구 단일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업체들이 가입하고 결성한 조직이다.

협의회 설립연도
배

’08

사과
단감
파프리카
버섯
딸기
인삼
쌀
채소종자
양란

’10
’09
’08
’08
’11
’08
’09
’10
’08

표 2-6. 수출협의회 운영현황

회장사

사무국

동서농산

한국농림수출입조합

현진월드와이드 한국농림수출입조합
(주)모닝팜 한국농림수출입조합
㈜농산
KOPA
지리산버섯(영)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엘림무역
엘림무역
우신산업
aT
(유)제희
aT
미곡종합처리장
아시아종묘
국립종자원
한국심비디움
그린가온
수출협회

주: 수출협의회 17개 품목 중 신선농산물 품목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부자료.

10개에

회비

-연간 물류비 지원 50만 원 미만 :
50만 원/년
-연간 물류비 지원 50만 원 초과 :
물류비 지원액의 3%
물류비 지원액의 3% 징구
물류비 지원액의 3% 징구
100만 원/년
120만 원/년(가입비 40만 원)
50만 원/년
물류비의 10% 징구
없음
50만 원/년
30만 원/년
대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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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배, 파프리카, 버섯 등의 품목을 시작으로 2015년 1월 기준으로 17
개 품목에 대한 수출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품목별 수출협의회에 대한 주
요 지원내용은 공동마케팅 비용이며, 수출협의회 사무국은 aT와 품목별 수
출업체 등에 두고 있다. 회비는 품목별로 징수하지 않거나 20만∼50만 원 수
준을 납부, 혹은 물류비 지원액의 3%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비를 조성하
였다.

1.4. 품목별 국가대표조직 및 자조회
품목별 대표조직육성사업의 사업목적은 대표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급조절, 경쟁력제고, 품질관리, 마케팅 등 품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조직화를 통해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자율적 대응능력
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 결과
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하였으며, 지원예산은
원씩을 지원하였다.6

2010년과

2010년까지 29개 품
2011년에 각각 60억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이사회(자조금 관리위원회 포함)의 의결을 거쳐

·

사용이 가능하다. 주요 사용용도는 품목별 재배기술, 생산 유통분야 등 애로

·

요인 해소를 위한 교육, 회원조직화 구축비용(출하정보 수집 분산 네트워크

구축 등), 품목별 연구회, 조직운영 컨설팅, 품목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

등 출하 수급조절, 품질관리 추진비이다. 그 외에 마케팅활동을 위해 소비촉
진 홍보, 시장개척비 등에 지원할 수 있다.7
원예농산물 자조금 지원정책과8 농산물 자조금 정책은

2000년에 생산자가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품목산업을 전략적

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조금 역

6 농림축산식품부. 2015b. “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방안.”
7 2011년 사업시행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8 농림축산식품부. 2014.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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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과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자조금 추진 방향 및 체계가 개편되고 있다. 자
조금 개편 목표는

2017년까지

의무자조금 단체를

·

14개

이상 결성하는 것이

며, 주요 추진과제는 규제완화 등 제도 기반 정비, 자조금 지원사업의 실효성
개선, 대표성 확보 및 역할 강화 등이다.

2.

·

지자체 생산자단체 지원사업

2.1. 지자체 지원사업9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조직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수출규모가 큰 경상남도
와 경상북도의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경상남도 신선농산물 수출
조직 육성의 주요 사업은 수출단감 포장재비 지원과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사업이다. 수출단감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경남단감 수출협의회에 가입된

19

개 지역농협 및 연합사업단에 지원하며, 사업내용은 경남단감 수출용 포장박

스 단일화에 의해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 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

10∼20%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지원
사업은 수출농단(68개 수출농업단지 33개 농단)의 노후시설을 보완 및 현대
화하기 위한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장박스 제작비의

경상북도의 신선농산물 수출조직 육성과 관련되는 주요 사업은 농식품 수
출진흥기금 운용,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
고지원, 수출기술지원단 운영 등이다.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조성사업은

2015년에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단위의 수출자조금 조성 및 운영관련 추

진사업이다.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은 현재 수출단지는 아니지만 농가의 수

9 경상북도의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조성 회의자료(2015. 10.)’와 경상남도의 ‘수
출지원사업 현황자료(2015. 5.)’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의
견은 수출전문가 자문회의(2015. 4. 5.) 토의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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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의지가 크고 잠재력이 있는 생산자조직을 예비단지로 지정 육성하여 수출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생산환경 현대화, 기존시설 개보

수, 고품질생산 기자재, 수확 후 품질관리시설, 컨설팅, 농가교육 등이다. 수
출기술지원단 운영은 수출농산물의 신기술을 도입 및 전파하고 현장애로사

·

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단지 품목별 분야별 컨설팅과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2. 농협 지원사업10
농협중앙회의 수출조직 육성은 수출단지 육성, 수출생산조직을 육성하여
수출단지와 수출생산조직의 수직계열화를 달성하는 부문으로 설정하여 추진
하고 있다. 수출단지는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4개 권역별로 전략품
목을 육성한다. 수출생산조직은 수출전업농과 수출공선회를 육성하여 계약

·

재배를 통한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공동선별 공동계산 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한다. 수출계열화는 수출연합조직을 전국단위 품목과 지역단위 품목
으로 구분하여 육성한다.

수출조직 관련 주요 사업 내용으로 수출단지육성 지원자금 용도는 시설자
금, 물류장비, 구매자금, 수출경비 등이다. 수출주체별로 수출전업농의 이행
내용은 계약재배와 생산물량 전량 출하 이행이며, 수출농협산지유통센터

(APC)는 상품화, 품질관리, 수출 및 판매 분야를 담당한다. 수직계열화 조직
형태는 중앙회주관 연합사업단(주요사례는 경남지역본부 단감 수출), 조합공
동사업법인(K-flower의 장미 수출사례), 수출협의회(K-pear의 배 수출사례)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10 농협중앙회 내부자료.

2014. ‘농협

수출단지 및 수출생산조직 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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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육성
방향
및
목표

주요
내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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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농협의 수출단지와 수출생산조직 육성방향
수출단지 육성

수출생산조직 육성1)
수직계열화
∙수출연합조직 육성:
목표>
<4개 권역별 육성품목> <육성
10개(’15)
∙수출전업농:
3,000명
∙충청권(배, 토마토, 멜론) (’15)
∙조직구성 단위
∙호남권(배, 멜론, 파프리카) ∙수출공선회: 200개소 -전국: 장미, 파프리카, 배,
∙경북권(사과, 토마토)
멜론, 토마토, 인삼
∙경남권(파프리카, 딸기, 화훼) (’15)
-지역: 단감(경남),감귤(제
주), 밤(경남, 충남)
<조직형태>
<지원자금 용도>
<계약체결
주체>
연합사업단
∙시설자금: 농가시설(딸기 고 ∙수출전업농과 수출농 ∙중앙회주관
(경남지역본부, 단감)
설재배 등), APC 개보수 협(APC)
∙조합공동사업법인(K∙물류장비: 수송용 차량, -계약재배, 전량출하 flower, 장미)
지게차 등
품질관리, ∙수출협의회(K-pear, 배)
∙구매자금: 수출농산물, -상품화,
수출(판매)
<조직운영>
원부재료
<출하계약
주요내용>
사용 및
∙수출경비: 공선비, 포장재 -계약재배, 공동선별, 공동 ∙공동브랜드
수출창구 단일화
비, 물류비, 판촉비 등 계산, 의무사항 등 ∙조직운영비용
공동부담
∙해외시장 공동마케팅

1)

수출전업농은 수출공선회의 회원으로서 수출목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계
약에 의해 농협에 전량 출하하는 농업인임. 수출공선회는 수출농가와 수출농협의
출하계획에 따라 구성된 공동선별 공동계산 회원제 출하조직이며, 공선출하회와
동일함.
2) 출하계약 주요 내용으로 계약재배는 재배품종, 파종시기, 재배면적, 출하량, 수확
시기 등을, 공동선별에는 선별, 등급, 품질관리기준 등을, 의무사항은 공동계산참
여, 전량출하, 무조건 판매위탁, 기타 사항에는 자조금 적립방법, 계약 불이행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농협중앙회 내부자료(2014. 3. 26.)를 요약 정리하여 작성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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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수출업체의 수출조직과 수출농가의 수출활동 참여실태를 제시한
후 수출조직 유형별 운영실태를 수출선도조직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수출조
직 운영실태 분석항목은 크게 수출물량 확보, 품질관리, 마케팅활동, 조직운
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수출업체 운영실태11

1.1. 수출물량 확보12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조직의 수출물량 확보방식은 ‘계약재배와

수매 및 매취 병행’이

40.8%로 가장 많았고 ‘계약재배’가 27.5%, ‘수매 및
매취’가 26.7%로 나타났으며, ‘직접 생산’하는 경우는 5.0%에 불과하다. 과
실류의 경우 ‘수매 및 매취방식’이 40.0%로 가장 많았고, 과채류는 ‘계약재
11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7일까지 농산물 수출조직 운영실태에 대해 수출업
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120개 업체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응답업체
중 수출선도조직은 16개, 일반수출업체는 104개 업체이며, 품목 유형별로는
과실류 45개, 과채류 33개, 화훼류 23개, 버섯류 19개이다.

12 수출업체 조사결과는 품목류와 수출선도조직 유무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를 구
분하여 제시하였다.

3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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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45.5%)’, 화훼류와 버섯류는 ‘계약재배와 수매 및 매취를 병행’하는 비중

43.5%, 52.6%로 높다. 수출선도조직이 비선도조직에 비해 ‘계약재
배 비율(43.8%)’이 높고 ‘수매 및 매취방식 비율(12.5%)’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각각

표 3-1. 수출조직의 수출물량 확보방식

품목
부류
업체
구분

구분
전체
과실류
과채류
화훼류
버섯류
수출선도조직
비선도조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산물 수출업체 조사결과(2015.

업체
구분

%

7.).

표 3-2. 수출 농산물 계약재배 이행률

품목
부류

단위:

계약재배와
및 직접생산
수매 및 매취 계약재배 수매
매취
병행
40.8
27.5
26.7
5.0
35.6
22.2
40.0
2.2
39.4
45.5
15.1
0.0
43.5
21.7
21.8
13.0
52.6
15.8
21.1
10.5
43.8
43.8
12.5
0.0
40.4
25.0
28.8
5.8

구분
전체
과실류
과채류
화훼류
버섯류
수출선도조직
비선도조직

주: 2014년을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임.
자료: 농산물 수출업체 조사결과(2015.

단위:

계약재배 평균 이행률
58.0
50.3
72.1
62.4
47.6
81.8
54.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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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이며, 품목류별로 과
화훼류(62.4%), 과실류(50.3%), 버섯류(47.6%)

농산물 수출을 위한 계약재배의 평균 이행률은
채류가

72.1%로

가장 높았고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조직 유형별로는 수출선도조직 계약재배 이행률이

81.8%로 비선도조직(54.5%)에 비해 훨씬 높다. 과채류 수출은 수출시장에서
엄격한 ID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품목에 비해 계약
재배 이행률이 높으며, 버섯류는 개별 농가에서 재배한 후 수출시장 여건 변
화에 따라서 수출물량 조절되기 때문에 계약재배 및 공급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1.2. 품질관리13
수출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수출농가의 수출의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체
집합교육은 전체적으로 연간 평균
의 교육횟수가

3.2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채류

7.2회로 특히 높은 이유는 파프리카나 토마토 수출농가는 I.D

를 부여받아 수출상품에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수출이 중단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수출선도조직이 비선도조직에 비해서 교육횟수가 두드러지게 높
은 이유는 수출선도조직 지원 평가항목에 교육활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13 품질관리분야의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친환경과 관련된 지표이므로, 친환경
관련 농산물 수출조직에서 품질관리가 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과대평
가될 수 있으므로 품목별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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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수출조직의 평균 교육실시 횟수
구분
전체

전체 집합 교육
3.2
1.7
7.2
2.3
0.9
11.4
2.0

과실류
과채류
화훼류
버섯류
수출선도조직
비선도조직

품목
부류
업체
구분

자료: 농산물 수출업체 조사결과(2015

단위: 횟수/연

.7.).

수출조직이 도입하고 있는 수확 후 관리기술 적용 항목은 ‘저장고 및 컨테

이너 온도관리(78.3%)’, ‘원물숙도 적기수확 판정 및 선과 관리(35.0%)’, ‘신
선도 유지제 활용(34.2%)’, ‘예건 및 예냉 기술적용(33.3%)’, ‘신선도 제고를

위한 포장관련재 사용(26.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수매하기 때문에 수
확후 관리기술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3.3%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수출선도조직이 비선도조직에 비해 ‘수확 후 관리기술’ 도입이 활발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원물 적기수확 판정항목(각각
지제(50.0%,

31.7%)도

선도조직이

50.0%, 32.7%)과
비선도조직보다 높다.

표 3-4. 수출조직이 도입한 수확 후 관리기술 도입항목
구분
전체
과실류
품목 과채류
부류 화훼류
버섯류
업체 수출선도조직
구분 비선도조직

신선도유

단위:

%

저장고 및 원물숙도
신선도 예건 신선도 수매라서
컨테이너 적기수확
/예냉기술 제고포장
없음
판정 및 유지제
온도관리 선과관리
활용 적용 관련재사용 없음
78.3 35.0 34.2 33.3 26.7
3.3
5.8
80.0 42.2 48.9 33.3 35.6
2.2
4.4
72.7 42.4 18.2 27.3 21.2
6.1
6.1
82.6 21.7 43.5 26.1 17.4
0.0
8.7
78.9 21.1 15.8 52.6 26.3
5.3
5.3
75.0 50.0 50.0 56.3 50.0
6.3
0.0
78.8 32.7 31.7 29.8 23.1
2.9
6.7

주: 중복응답을 허용한 수치임.
자료: 농산물 수출업체 조사결과(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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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조직이 수출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

‘GAP, GMP 등 품질 인증 보유’ 운영 비율이 44.2%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약·자재 사용기준 운영(39.2%)’, ‘친환경 품질 인증 보유
(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부류별로는 과채류가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활동이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선도조직이 비선도조직에
비해 품질 및 안전성 관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항으로

표 3-5. 수출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제고 항목 도입현황
GAP, 농약·자재
GMP
등
구분
품질 사용기준
인증보유 운영
전체
44.2 39.2
과실류
44.4 51.1
과채류
60.6 51.5
품목
부류 화훼류
30.4 30.4
버섯류
31.6 0.0
수출선도조직 68.8 62.5
업체
구분 비선도조직
40.4 35.6

주: 중복응답을 허용한 수치임.
자료: 농산물 수출업체 조사결과(2015.

친환경 환경 농약/자재
품질 재배/자재 조달처
인증 구입비 지정운영
보유 생산자 지원
24.2 22.5 18.3
31.1 22.2 22.2
12.1 36.4 30.3
4.3 17.4 8.7
52.6
5.3 0.0
25.0 43.8 31.3
24.0 19.2 16.3

천적
구입비
생산자
지원
6.7
0.0
24.2
0.0
0.0
18.8
4.8

단위:

수매
라서
없음
5.8
4.4
6.1
4.3
10.5
6.3
5.8

%

없음

9.2
6.7
0.0
26.1
10.5
0.0
10.6

7.).

수출조직에서 수출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위관리 일지 작성, 잔류 농

·

약기준에 적합한 방역체계 도입,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보급을 도입한 조직

35.8∼38.3%로 나타나 체계적인 품질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
다. 품목류별로 품위관리 일지 작성은 버섯류가 63.2%로 가장 높았고, 잔류
농약기준에 적합한 방역체계 도입 부분에서는 과실류와 과채류가 55.6%,
51.5%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선도조직의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비율
은

이 비선도조직에 비해 높은 것은 수출선도조직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교
육에 따른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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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수출조직의 품질관리 매뉴얼 운영현황

단위:

%

잔류농약기준 품질관리 생산이력추적 품위관리
품위관리 적합
구분
방제체계 매뉴얼 시스템 S/W 시스템 없음
일지작성 도입
제작 및 보급 도입
도입
전체
38.3
38.3
35.8
15.8 12.5 8.3
과실류
31.1
55.6
37.8
11.1
8.9 6.7
과채류
39.4
51.5
39.4
24.2
24.2
3.0
품목
부류 화훼류
30.4
4.3
30.4
21.7 13.0 21.7
버섯류
63.2
15.8
31.6
5.3
0.0 5.3
50.0
81.3
50.0 25.0 0.0
업체 수출선도조직 50.0
구분 비선도조직
36.5
36.5
28.8
10.6 10.6 9.6

주: 중복응답을 허용한 수치임.
자료: 농산물 수출업체 조사결과(2015.

7.).

2.03명

농식품 수출조직의 품질과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은 평균

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출조직 가운데 전문인력을 5명 미만 보유하고 있는

72.5%이고, 1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은 1.7%에
불과하다. 품목류별로는 과채류의 조직이 안전성 분야 관리 전문인력을 가
장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39명). 수출선도조직이 보유한 전문
인력은 평균 5.19명으로, 비선도조직(1.54명)에 비해 훨씬 많다.
조직이

표 3-7. 수출조직의 품질과 안전성분야 전문인력 운영현황
구분
품목
부류
업체
구분

전체
과실류
과채류
화훼류
버섯류
수출선도조직
비선도조직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이상
72.5
71.1
69.7
78.3
73.7
56.3
75.0

자료: 농산물 수출업체 조사결과(2015.

7.).

7.5
8.9
6.1
4.3
10.5
25.0
4.8

1.7
2.2
3.0
0.0
0.0
12.5
0.0

없음

18.3
17.8
21.2
17.4
15.8
6.3
20.2

단위:

%,

평균

명

2.03
2.00
2.39
1.65
1.89
5.19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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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조직이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시스템 운영 내용에서 ‘안전성 검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조직은
하는 조직은

37.5%로

27.5%이다.

41.7%, ‘비료 및 농약 검사 시스템’을 실시

안전성 검사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도

나타나 안전성 관리시스템이 취약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품목류 중에서 과채류와 수출조직 유형 중 수출선도조직은 안전성 검사 테스

63.6%, 62.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수출농산물
에 대한 안전성 관리시스템이 강하다. 안전성 검사 시스템에서 화훼류의 적
용비율이 17.4%로 낮게 나타났으며, 비료·농약 검사 시스템은 수출선도조직
(25.0%)이 비선도조직(27.9%)에 비해 운영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를 수행하는 비율이 각각

표 3-8. 수출조직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스템 운영현황

품목
부류
업체
구분

구분
전체
과실류
과채류
화훼류
버섯류
수출선도조직
비선도조직

단위:

%

안전성 검사 비료·농약 토양·배지 해당사항
테스트 검사 시스템 검사 시스템 없음
41.7
27.5
21.7
37.5
42.2
24.4
15.6
40.0
63.6
42.4
27.3
18.2
17.4
13.0
21.7
65.2
31.6
26.3
26.3
31.6
62.5
25.0
31.3
31.3
38.5
27.9
20.2
38.5

주: 중복응답을 허용한 수치임.
자료: 농산물 수출업체 조사결과(2015.

7.).

1.3. 마케팅활동

1.75명으로 나
타나 마케팅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다만, 평균 4.38
수출조직이 보유한 수출시장 마케팅활동 전문인력은 평균

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수출선도조직은 비선도조직에 비해 마케팅활동이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류별로 과채류 보유인력이 평균

2.55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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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명을 보유한 화훼류 품목에 비해 마케팅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높아
질

표 3-9. 수출시장 마케팅활동 전담 전문인력 운영현황

단위:

품목
부류
업체
구분

%,

명

구분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이상 없음
평균
66.7
4.2
3.3
25.8
1.75
전체
73.3
6.7
0.0
20.0
1.80
과실류
57.6
3.0
12.1
27.3
2.55
과채류
65.2
0.0
0.0
34.8
0.96
화훼류
68.4
5.3
0.0
26.3
1.21
버섯류
68.8
6.3
18.8
6.3
4.38
수출선도조직
66.3
3.8
1.0
28.8
1.35
비선도조직

자료: 농산물 수출업체 조사결과(2015.

7.).

표 3-10. 수출조직의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참여 횟수
품목
부류
업체
구분

구분
전체
과실류
과채류
화훼류
버섯류
수출선도조직
비선도조직

단위: 회/연

국내 박람회 참여 횟수 해외 박람회 참여 횟수
0.6
1.3
0.4
1.1
0.7
1.1
0.8
1.5
0.4
1.7
0.8
2.9
0.5
1.0

자료: 농산물 수출업체 조사결과(2015.

7.).

수출조직이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에 참여한 횟수는 평균적으로 국내
회, 해외 박람회 참여 횟수는

0.6

1.3회로 나타났다. 품목부류별로는 국내 박람
회의 경우 화훼류(0.8회), 해외 박람회는 버섯류(1.7회)가 가장 활발하게 참
여하고 있으며, 수출선도조직(평균 2.9회)이 비선도조직(평균 1.0회)에 비
해 해외박람회 참여 횟수가 두드러지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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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조직이 최근 3년간 생산에 도입한 신품종 개수에 대해 ‘없다’는 비

67.5%로 나타나 신규작목 및 품종에 대한 도입이 활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최근 3년간 신품종을 4개 이상 도입한 품목류는 화훼류가 43.5%
로 가장 높으며, 수출선도조직(37.5%)이 비선도조직(12.5%)보다 상대적으
로 높다.
율이

표 3-11. 최근 3년간 생산에 도입한 신품종 개수
품목
부류
업체
구분

구분
전체
과실류
과채류
화훼류
버섯류
수출선도조직
비선도조직

단위:

%

계
1개 2개
3개 4개 이상 없다
100.0
9.2
5.8
1.7
15.8 67.5
100.0
6.7
4.4
0.0
8.9 80.0
100.0 12.1
6.0
0.0
15.2 66.7
100.0
4.3
13.0
8.8
43.5 30.4
100.0 15.8
0.0
0.0
0.0 84.2
100.0
6.3
6.2
0.0
37.5 50.0
100.0
9.6
5.8
1.9
12.5 70.2

자료: 농산물 수출업체 조사결과(2015.

7.).

1.4. 조직 운영
수출조직 중에서 해외시장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의 비중은

10.8%이며, 89.2%는

현지법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출업체

들이 현지 수입상이나 바이어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출거래를 하
며, 현지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매우 열악한 실정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화훼류 수출업체 중에서 현지법인이 없는 비율이

95.7%로

가장 높다. 수출선도조직의 경우(18.8%) 비선도조직(8.7%)보다 해

외시장 현지법인 보유 비율이 높아 수출활동 기반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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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수출조직의 해외시장 현지법인 운영현황
품목
부류
업체
구분

구분
전체
과실류
과채류
화훼류
버섯류
수출선도조직
비선도조직

있다
10.8
13.3
9.1
4.3
10.5
18.8
8.7

1개
83.3
100.0
33.3
100.0
100.0
33.3
100.0

자료: 농산물 수출업체 조사결과(2015.

법인 개수
3개
16.7
0.0
66.7
0.0
0.0
66.7
0.0

평균
1.33
1.00
2.33
1.00
1.00
2.33
1.00

단위:

%

없다
89.2
86.7
87.9
95.7
89.5
75.0
91.3

7.).

수출조직의 수출업체와 생산자 간의 구성 형식은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계약서에 의한 공동 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으로는 ‘수출업체로만
순으로 나타났다.

30.0%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
구성’(28.3%), ‘생산자 조직으로만 구성(27.5%)’의

표 3-13. 수출조직의 생산자와 수출업체 구성 형식

단위:

%

생산자와
생산자와
생산자
수출업체가
수출업체가
수출업체로만
구분
조직으로만 공동출자한
계약서에 의한 구성
구성 법인으로 구성
공동 활동
30.0
28.3
27.5
14.2
전체
26.7
35.6
24.4
13.3
과실류
30.3
33.3
24.2
12.1
과채류
품목
부류 화훼류
34.8
13.0
34.8
17.4
31.6
21.1
31.6
15.8
버섯류
31.3
25.0
6.3
37.5
업체 수출선도조직
구분 비선도조직
29.8
28.8
30.8
10.6
자료: 농산물 수출업체 조사결과(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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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에 계약서 내용 실행 여부가

수출조직 운영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수출

선도조직(37.5%)은 상대적으로 비선도조직(10.6%)에 비해 공동출자 법인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동출자 법인 구성이 저조하
므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표 3-14. 수출조직 수출단계별 운영활동 의사결정자
수출물량확보
구분
수출 생산자
업체 조직
전체
44.2 55.8
과실류
42.2 60.0
과채류
36.4 60.6
품목
부류 화훼류
52.2 47.8
버섯류
52.6 47.4
수출선도조직 31.3 62.5
업체
구분 비선도조직 46.2 54.8

수출상품
품질관리
수출 생산자
업체 조직
40.8 58.3
37.8 62.2
42.4 54.5
56.5 43.5
26.3 73.7
31.3 62.5
42.3 57.7

자료: 농산물 수출업체 조사결과(2015.

마케팅활동
수출 생산자
업체 조직
86.7 12.5
88.9 11.1
78.8 18.2
87.0 13.0
94.7 5.3
87.5 6.3
86.5 13.5

수출물량결정
수출 생산자
업체 조직
74.2 25.8
84.4 17.8
51.5 45.5
82.6 17.4
78.9 21.1
62.5 31.3
76.0 25.0

단위:

%

수출가격결정
수출 생산자
업체 조직
68.3 33.3
57.8 46.7
72.7 24.2
69.6 34.8
84.2 15.8
43.8 50.0
72.1 30.8

7.).

수출조직 운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영향력을 파악
한 결과 수출물량 확보와 수출상품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생산자조직의 영향
력이(각각

55.8%, 58.3%)

더 높지만, 마케팅활동과 수출물량결정, 수출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수출업체의 영향력(각각

86.7%, 74.2%, 68.3%)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선도조직과 비선도조직이 비슷한 경향이지만, 수출가
격을 결정할 때는 수출선도조직이 비선도조직과 달리 생산자조직의 영향력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조직의 운영실태는 전반적으로 수출선도조직이 비선도조직에 비해 우
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물량 거래방식에 있어서 비선도조직보다 계약재

배 비율이 높으며, 계약재배 이행비율이 훨씬 높다. 품질관리 시스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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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도 많고 원물에 대한 수확적기 및 선과관리 시스템, 품질 및 안정성 관
리 항목,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안전성 관리 전문인력 및 안전성검

사 항목 운영체계도 우수하다. 마케팅활동에 있어서도 마케팅 전문인력이 훨
씬 많고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조직도 수출선도조직 비율이 훨씬 높다.

전반적으로 수출선도조직 운영활동이 비선도조직에 우수하게 나타난 주요
이유는 수출선도조직 운영지침에서 선도조직 선정방향이 일정규모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공동선별시설 및 다수의 생산농가를 확보하여 생산부
터 수출까지 일괄관리시스템을 수행하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신청요건 중 하나가 전년도 수출 해당품목의 수출실적이

·

러 이상인 조직(감귤 새송이버섯은

50만

100만 달

달러)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수출

선도조직은 상대적으로 수출규모가 크고 수출물량 확보, 품질관리, 마케팅활
동 기반이 우수한 조직이 선정된 영향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차별

평가지표에 계약물량 이행률이나 안전성 관리 이행 등이 평가지표에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영활동 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을 지원한 이후 수출조직들이 수출조직 강화
관련 활동들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수출농가 참여실태14
2.1. 수출 참여실태
국내 수출농가들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내가격 상
14

∼

2015년 7월 9일 7월 24일 원예전문생산단지 대표(95명) 및 개별수출농가(455
명) 등 총 550명에 대해 Fax, E-mail, 전화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품목
별 응답인원은 과실류 225명, 과채류 216명, 화훼류 1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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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53.1%)’으로 나타났고, ‘소득을 더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15.6%)’, ‘수출에 참여할 때 정부나 지자체의 지

원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14.0%)’ 등이 뒤를 이었다. ‘소득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출한다’는 비중은 과채류 부문이

17.6%로

가장 높았다.

표 3-15. 수출농가의 농산물 수출 이유
가격상승 및 소득을 더 정부나 수출업체나
농협의
가격안정에 증대시킬 수 지차제의 유통시설
기여하므로 있으므로 지원혜택 가능 이용
53.1
15.6
14.0
11.8
54.2
13.8
8.9
19.1
49.5
17.6
15.7
8.4
57.8
15.6
21.1
3.7

구분 계
전체
과실류
과채류
화훼류

100.0
100.0
100.0
100.0

자료: 수출농가 조사결과(2015.

계
100.0
100.0
100.0
100.0

%

단위:

%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과
시간 절약
5.5
4.0
8.8
1.8

7.).

표 3-16. 수출농가의 수출물량 공급 거래방식
구분
전체
과실류
과채류
화훼류

단위:

연도별로
수출업체의 계약재배하여 공급방식이
수매·매취에 응함 공급함
달라짐
44.4
34.9
20.7
37.3
48.4
14.3
43.5
32.4
24.1
60.6
11.9
27.5

자료: 수출농가 조사결과(2015.

7.).

농가가 수출물량을 공급하는 거래방식은 ‘수출업체의 수매 및 매취’에
응하는 비율이
식’이

44.4%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계약재배하여 공급하는 방

34.9%, ‘연도별로 공급방식이 달라진다’가 20.7%이다.
공급하는 비율은 과실류가 48.4%로 가장 높다.

계약재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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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가가 농산물을 판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판매

가격의 안정성’이

47.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판매가격 수준(16.9%),
판매의 용이성(10.2%), 신속한 대금정산(9.1%), 기존거래 관계(8.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과채류 농가에서 판매가격의 안정성을 가장 우선적
으로 고려하고 있다.

표 3-17. 수출농가의 농산물 판매처 선택 시 고려사항

%

단위:

%

판매가격 판매의 대금정산 기존거래
계 판매가격
안정성 수준 용이성 신속성 관계 기타
100.0 47.1 16.9 10.2
9.1
8.5
8.2
100.0 41.3 18.7 16.0
7.1 10.7
6.2
100.0 52.8 15.7
6.9
6.5
8.8
9.3
100.0 47.7 15.6
4.6 18.3
3.7 10.1

구분
전체
과실류
과채류
화훼류

자료: 수출농가 조사결과(2015.

7.).

표 3-18. 수출농가의 수출 애로사항
구분 계
전체
과실류
과채류
화훼류

단위:

100.0
100.0
100.0
100.0

농약사용
기준이나
병충해
관리
기준이
까다로움
27.5
24.4
34.7
19.3

국내시장
판매보다
가격이
낮거나
변동성이
더큼
24.7
15.6
24.5
44.0

자료: 수출농가 조사결과(2015.

요구하는 수출물량 국내시장에
선별과 공급하기 판매하는
상품 어렵거나 경우에
비해 없음
기준이 공급과정이 생산비가
까다로움 복잡함 더 높음
21.5
14.9
10.2 1.2
38.2
14.2
6.7 0.9
10.2
15.7
13.4 1.5
9.2
14.7
11.0 1.8

7.).

농가가 수출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농약사용 기준이나 병충해 관리

기준이 까다로움’이
변동성이 큰

27.5%로 가장 많고, 국내시장 판매보다 가격이 낮거나
점(24.7%), 요구하는 선별과 상품 기준이 까다로운 점(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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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높게 나타났다. 품목류별로는 과실류가 선별 및 상품기준이 까다롭다는

38.2%, 과채류는 농약사용이나 병충해 관리기준이 까다롭다는 점이
34.7%, 화훼류는 국내시장 판매가격보다 가격이 낮거나 변동성이 큰 점이
44.0%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났다.
농가가 수출 계약물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가장 큰 이유는 ‘기상조건과
병충해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 48.7%로 가장 높다. 다음으
로 ‘국내 출하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낮기 때문’이 18.0%, ‘기술부족으로 품질
규격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도 10.2%로 나타났다.
점이

표 3-19. 수출농가의 수출계약 물량 미이행 이유
구분 계
전체
과실류
과채류
화훼류

100.0
100.0
100.0
100.0

출하 기술
기상조건과 국내
가격이
부족으로
병충해에 수출하는 품질규격에
의한
맞게
생산량 경우보다
높기
생산하지
감소 때문에 못함
48.7
18.0
10.2
50.7
16.4
9.3
48.1
16.2
10.6
45.9
24.8
11.0

자료: 수출농가 조사결과(2015.

단위:

%

노동력
부족으로 수출업체의
출하시기 계약조건 없음
맞추기 변경
힘듦
9.1
5.5
8.5
12.9
5.3
5.4
6.0
6.0
13.1
7.3
4.6
6.4

7.).

2.2. 수출조직 참여활동 실태
농산물 수출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는

92.5%,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7.5%로 나타나서 수출농가는 대부분 수출관련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조직 구성형태별로는 ‘생산자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형태’
가 45.2%로 가장 많았고,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계약에 따라서 수출활동’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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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는

13.0%로

29.7%이다.
미미하다.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공동출자하여 활동하는 형태

조직 구성 성격별로 생산자조직으로 구성된 비율은 화훼류 비중(52.1%)이

가장 높고, 수출업체로만 구성된 비율은 과실류(15.8%)가 가장 높다. 공동출

자한 법인 및 정관에 따라 수출활동을 하는 품목류는 과채류(13.2%)와 화훼
류(13.5%)가 과실류(12.5%)에 비해 약간 높다.

표 3-20. 수출농가의 수출조직 구성 및 참여 형태
구분

계

전체
과실류
과채류
화훼류

100.0
100.0
100.0
100.0

단위:

%

생산자와 공동출자한
생산자조직으 수출업체로만 수출업체가 법인,
정관에
로만 구성
구성 계약에 따라 따라 수출활동
수출활동
45.2
12.1
29.7
13.0
38.5
15.8
33.2
12.5
48.8
9.7
28.3
13.2
52.1
9.4
25.0
13.5

자료: 수출농가 조사결과(2015.

7.).

수출농가가 참여하는 수출조직에서 수출물량 확보, 수출상품 품질관리, 마
케팅활동 등 수출조직 운영활동에서 수출업체와 생산자 조직 간 어떤 주체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표 3-21. 수출농가 참여 수출조직 운영활동의 영향력 주체
구분
전체
과실류
과채류
화훼류

계
100.0
100.0
100.0
100.0

단위:

%

수출물량확보 수출상품 품질관리 마케팅활동
생산자
생산자
수출업체 생산자
조직 수출업체 조직 수출업체 조직
53.0
47.0 57.0
43.0 74.8
25.2
51.6
48.4 67.5
32.5 72.1
27.9
54.1
45.9 48.2
51.8 75.3
24.7
54.1
45.9 51.4
48.6 81.1
18.9

자료: 수출농가 조사결과(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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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량확보’와 ‘수출상품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수출업체와 생산자조직
의 영향력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마케팅활동은 수출업체의 영향력(74.8%)이
훨씬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과실류의 품질관리에 있어서 수출업체의 영향력
(67.5%)이 생산자조직의 영향력(32.5%)보다 높다. 마케팅활동의 경우 화훼
류 수출업체(81.1%)가 생산자조직(18.9%)보다 영향력이 높다. 수출농가들에
대한 교육은 ‘전체집합교육 실시 횟수’가 평균적으로 3.9회이며, 특히 과채류
의 교육 횟수(4.3%)가 타 품목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표 3-22. 수출농가의 수출조직 교육프로그램 참여 횟수
구분
전체
과실류
과채류
화훼류
자료: 수출농가 조사결과(2015.

전체 집합 교육 실시 횟수
3.9
3.8
4.3
3.5

단위: 회

7.).

7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 및 컨설팅(47.6%),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원(41.6%), 잔
류농약 검사비 지원(34.9%), 수출선도조직 지원(28.9%) 등의 순서로 나타났
다. 수출물류비 지원 수혜는 화훼류 부문(85.3%)이, 교육 및 컨설팅 수혜는
과채류 부문(50.9%)이,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은 과실류 부문(48.9%)이 가장
높다.
수출농가들이 수혜받은 정부지원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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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수출농가의 수출지원사업 수혜 비율

단위:

%

교육 및 원예전문 잔류농약 수출선도
구 분 수출물류비
컨설팅 생산단지 지원 검사비 지원 조직 지원
지원
전체
73.3
47.6
41.6
34.9
28.9
과실류
64.4
49.8
21.3
48.9
24.0
과채류
76.4
50.9
54.6
36.6
35.6
화훼류
85.3
36.7
57.8
2.8
25.7
주: 복수응답을 허용한 결과임.
자료: 수출농가 조사결과(2015.

3.

7.).

수출조직 유형별 운영실태15

3.1. 수출조직 유형분류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수출조직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1절과 제2절은 수출조직 참
여주체인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의 운영실태 및 수출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내
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절은 수출조직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심층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출선도조직에 참여한 업체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
로 협의한 내용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수출선도조직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수
출조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출선도조직의 유

∼
∼

15 수출조직 유형분류와 운영실태 내용은 수출조직 설문조사결과(2015년 6 7월)
와 조직 운영주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회의(2015년 4 5월)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전문가회의의 주요 참석자는 정부부처, 수출선도
조직 수행업체, 수출협의회, 농협중앙회, 수출컨설팅회사, 대학, 수출연구사업
단 등에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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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수출단계별 조직활동 수준, 수출조직 운영주체, 수출선도조직 운영단계
등 세 개 범주에 의해 구분하였다. 수출단계별 조직활동에 포함되는 유형분

류 지표는 공급의 안정성 측면을 판단하기 위한 수출계약물량 이행률을, 품

·

질관리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품질 안전성 관리항목 운영비율을, 마케팅활동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공동브랜드 출하비중을 지표로 설정하였다(<표

3-24>

참조).

표 3-24. 주요 수출조직의 활동 단계별 운영실태

단위:

%

과실류
과채류
버섯류 화훼류
파프
파프
구분
장미 장미
사과 배 단감 멜론 리카 리카 겨울
버섯 (개별)
(연합)
딸기
(개별) (연합)
수출 수출계약 44.6 62.0 100.0 54.7 100.0 86.2 14.1 100.0 100.0 100.0
물량 물량이행률
안전성
품질 품질·
관리운영
관리 항목비율 33.3 33.3 16.7 66.7 83.3 83.3 66.7 33.3 16.7 50.0
마케팅 공동브랜드 100.0 82.6 100.0 54.7 100.0 100.0 70.6 100.0 100.0 100.0
활동 출하비중
주

1)

수출선도조직 단계별 활동 운영실태의 유형분류 지표는 품목별 수출조직 운영실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에 근거함.
2) 파프리카와 화훼류는 1단계에서 단일조직 운영, 2단계에서는 연합법인으로 운영
하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두 개 종류로 분류함.
3) 수출계약 물량 중 실제 수출물량 비중은 사과 배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4년도 생과실 수출검역 추진계획’의 검사계획 물량 대비 실제 수출량 비중임.
단감의 경우 큰 자연재해나 병충해가 없을 경우 계약물량(생산량) 모두 산지유통
센터(APC)로 출하하고 있음.
4) 수출조직 품질관리 부문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관리항목 비중은 친환경 재배 자재
구입비 생산자 지원, 천적구입비 생산자 지원, 친환경 품질인증 보유, GAP GMP ISO
등 품질인증 보유, 농약 자재 조달처 지정 운영 등 6개 항목 중 해당 수출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목 개수의 비율을 나타냄.
5) 배는 2015년 수출선도조직사업 신청 등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
품목에 포함시킴. 배는 기존에 두 개의 수출선도조직을 선정 지원하였지만 2011년
에 중간평가 결과에 의해 중단된 바 있음.
6) 단감은 수출선도조직 1단계 운영조직에 수출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
행 및 종료되었고, 현재는 경남지역본부가 수출창구일원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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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도조직 운영주체의 영향력 지표는 수출선도조직 운영 단계별 의사
결정 과정에 생산자조직과 수출업체 중 어느 쪽이 더 우위권을 가지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에 추가하였다. 수출조직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수출물량 결정과 품질관리 주체, 마케팅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주체로 구분하였고, 관련 지표의 활동수준은 설문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였

다. 수출선도조직 운영단계는 기초 개별조직 단위와 개별조직들 간에 연합형
태로 구성된 연합조직 단위로 분류하였다(<표

3-25>

참조).

표 3-25. 주요 수출조직의 활동단계별 영향력 지표

과실류
과채류
파프
구분 사과 배 단감 멜론 리카 파프
리카 겨울
(개별) (연합) 딸기
조 수출
1 1 2 2 1 1 1
직 물량
결정
운 품질
영 관리 2 2 2 2 1 1 1
결정
영 마케팅
향 활동 1 1 1 1 1 1 1
력 결정
선도조직 Ⅰ Ⅰ Ⅰ Ⅰ Ⅰ Ⅱ Ⅰ
운영단계
주

버섯류 화훼류
새송이 장미 장미
버섯 (개별) (연합)
2

1

1

2

1

2

1

1

1

Ⅰ

Ⅰ

Ⅱ

1) 수출선도조직 운영활동별 영향력 및 주도권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를 반영하
였음. 수출조직운영 의사결정에서 번호 1은 수출업체의 영향력이 큼을, 번호 2는
수출조직운영 의사결정에서 생산자조직 영향력이 큼을 의미함.
2) 수출선도조직 운영단계는 개별조직 단위로 구성되면 Ⅰ단계, 수출조직간 연합하여
구성되면 Ⅱ단계로 분류하였으며, aT 선도조직운영 평가자료에 근거하였음.
3) 파프리카와 화훼류는 1단계에서는 개별조직으로 운영하였지만, 2단계에서는 연합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때문에 개별과 연합 두 종류로 분류함.
4) 배는 2014년에 수출선도조직으로 운영되지 않았지만 2015년 사업에 신청한 조직임.

수출선도조직의 유형은 수출조직 단계별 활동의 운영실태, 수출조직 운영

주체, 수출선도조직 운영의 발전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네 가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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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수출선도조직 유형별 특징과 해당 품목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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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수출조직 유형 Ⅰ은 수출물량 중 계약물량 이행 비중이 높지 않아

물량확보에 애로를 가지고 있다.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수준은 품질관리 전문

ID 관리가 이루어지는 파프리카 등 과채류 품목에 비해 품
질관리 항목 수가 많지 않고 품질관리체계도 일관적이지 않다.16 수출조직의
수출물량 결정과 마케팅활동은 수출업체의 영향력이 크지만, 수출조직 운영
인력을 운영하고

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생산자조직의 영향력이 큰 편이어서 마케팅능력은 취
약한 편이다. 사과, 배 수출조직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수출조직 유형 Ⅱ는 수출조직 유형 Ⅰ과 달리 계약물량 이행 비율이 높지
만 품질 및 안전성관리 체계는 과채류 등의 비해서 약한 편이다. 수출물량

결정과 품질관리 결정은 생산자조직의 영향력이 크다. 생산자 중심의 조직이
기 때문에 수출마케팅 활동이 약한 단점이 있으며, 수출전문회사를 통해 마
케팅기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형 Ⅱ에 해당하는 품목은
단감과 버섯류이다.

수출조직 유형 Ⅲ은 수출업체가 수출물량과 품질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영
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수출업체가 수출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지
만 수출농가를 계열화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물량 중 수출
이행 비율은 낮은 특징을 가진다. 수출업체가 주로 마케팅활동을 담당하며,
유형 Ⅲ에 해당하는 품목은 겨울딸기와 멜론이다.

수출조직 유형 Ⅳ는 개별 수출조직으로서는 수출물량확보,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수출마케팅 전문성과 교섭력도 보유하여 조직운영의 지속성과 안정
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개별 수출조직이 연합단계 수출조직으로
참여한 후 연합조직의 수출활동은 조직의 성장 및 정착에 한계점을 보이고

·

16 사과와 배는 수출단지 생산 및 지정 선과장에서 선별 포장되기 때문에 농약관
리가 까다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출검역을 위해 농가단위에서 농약 등의 안
전성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농협 등 생산자조직 차원에서 품질관리매뉴얼에
의한 재배 및 선별관리 수준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산지유통센터
에서 식물검역에 통과한 물량은 수출, 통과하지 못한 물량은 내수 출하상품으
로 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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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연합단계 조직이 성장하고 정착할 경우 품목별 대표조직과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품목류이기도 하다. 수출조직 유형 Ⅳ에 해당하는 품
목은 파프리카와 화훼류(장미)이다.

유형 구분
(주요 특징)

표 3-26. 수출조직 유형별 수출활동 특징
수출조직 운영 특징
•계약물량 중 수출물량 이행 비중이 높지 않음(사과 44.6%,

해당
품목

유형 Ⅰ
배 62.0%)
(물량확보 애로 •품질 및 안전성관리 항목 적용 비율이 높지 않음(33.3%)
-마케팅능력 미흡) •공동브랜드 출하물량 비중이 높은 편(82.6∼100.0%)

사과
배

유형 Ⅱ
(수출창구 일원화
-마케팅능력 미흡)
유형 Ⅲ
(수출업체 중심
-마케팅활동 전문적)
유형 Ⅳ
(개별조직운영 우수
-연합조직 운영한계)

단감
버섯류

•생산자 중심 운영조직이어서 마케팅활동 능력이 미흡함
•수출물량 중 계약물량 비중이 높음(100.0%)
•품질·안전성관리 항목 적용비율이 높지 않음(16.7∼33.3%)
•공동브랜드 출하물량 비중이 높음(100.0%)
•생산자 중심 운영조직이어서 마케팅활동 능력이 미흡함
•수출물량 중 계약물량 비중이 낮음(14.1∼54.7%)
•공동브랜드 출하물량 비중이 낮음(54.7∼70.6%)
•수출업체 중심 운영조직이어서 마케팅활동 상대적으로 강함
•수출조직 운영범위가 개별조직에서 연합조직으로 성장함
•개별조직의 수출물량 공급체계와 마케팅 전문성이 우수하지만
연합조직으로 정착하는 데에는 한계성이 있음
•품목별 대표조직과 연계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류임

겨울딸기
멜론
파프리카
화훼(장미)

3.2. 유형별 운영실태 및 문제점

Ⅰ

3.2.1. 제 유형(물량확보 애로-마케팅능력 미흡)
제Ⅰ유형에 해당하는 품목은 사과와 배이다. 경상북도 사과의 경우 생산자

·

조직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사과 발전협회 등 시 군단위 조직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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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 사과수출작목반으로 등록되어 있는 작목반 수는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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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3개로 총 936농가가 참여하고 2,673ha의 면적에서 수출사과를 생산하고 있
다. 2013년에 10만 달러 이상의 사과를 수출한 경북 내 경영체는 17개로 약
12만 5,000천 달러, 5,342톤을 수출하였다.17
사과 수출선도조직은 3개의 운영주체(경북영농조합법인, 경북통상, NH무
역)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북영농조합은 생산과 관련된 농가관리와 안전성확
보 부문에, NH무역과 경북통상은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활동 부문에 주도
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과 수출선도조직인 K-apple은 1단계 기초단계에서
생산자조직과 수출업체가 연계하여 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배 수출업체는 연간 1,000톤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 6개사, 중소규모
업체 50개로 대부분 중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외 영업력이 약하고 수
출시장에서 가격경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배 수출은 관행적으로
외상거래 방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배 생산단지들은 수출대금 회수
의 불안감이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배 수
출선도조직은 7개 농협과 6개 영농조합법인 등 총

13개 조합이 결성되어 있

다. 배 수출 생산자조직 간 창구일원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반
발이 있었으며, 생산자조직이 수출업체들에게 수출물량을 배분함으로써 갈

등을 완화하였다. 배는 전국단위 배 수출조직으로 한국배 수출(K-Pear) 조직
을 결성하고 2015년 신규 수출선도조직사업에 신청하였다.18
유형 Ⅰ의 수출조직들은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농가들을 강력하게 결속시킬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수출물량 공급체
계가 불안정하다. 생산농가들이 국내 가격상승 여부에 따라 계약물량 이행률
이 변동되기 때문이며, 수출물량을 수매 및 매취방식으로 확보하거나, 잔류

농약검사 통과 여부에 따라서 수출 혹은 내수 출하처를 결정하기도 한다. 내
수용 출하가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생산량 전량을 수출하는 수출농가 육성
이 어려운 실정이다.
17 위탁원고(경북대학교 윤태명 교수)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8 위탁원고(전남대학교 이상현 박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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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수출조직 운영에서 수출업체와 생산자조직 간에 입장 차이가 가장
큰 요인은 수출단가이다. 사과의 경우 수출가격은 세 개의 수출조직 참여주
체와 수출농가 간에 협의회를 거쳐 결정된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수출이
가능한 가격으로 수출물량의 지속적인 확보를 원하지만 생산자조직 입장에
서는 수출단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생한다.

구분

실
태
및
성
과
어
려
움
및
한
계

표 3-27. 수출조직 운영실태 및 문제점(유형 Ⅰ)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사과는 수출선도조직 1단계, 배는 수출선도조직 신청 단계임
조직운영 ∙배 수출창구 일원화에 대한 수출업체의 반발은 생산자조직이 수출
업체별로 수출물량을 배분함으로써 해결
∙사과 수출물량 계약물량 이행 비율이 낮음(44.6%)
수출물량/ -배도 계약물량 중 실제 공급비율이 62.0%로 낮음
∙수출물량 안정성 미흡은 국내가격·수출가격 상승이 가장 큰 요인임
가격
∙사과 수출가격은 세 개 조직과 수출농가 간 협의회를 통해 결정함
수출시장용 상품 소과 생산 위해 단위당 생산량 증대전략 도입
품질관리 ∙배
∙주산지별 생산품의 품질차이 및 품위규격 차이가 발생함(사과, 배)
마케팅활동 ∙수출업체들의 시장개척에 대한 마케팅자금과 활동능력 부족함
∙사과 수출조직 출자규모가 적어(총 5,000만 원) 구성원의 구속력이
조직운영 강하지 않음
∙한국 배 수출연합조직 13개 조합의 총자본금은 1억 84만 2,000원임
수출물량/ ∙내수용 출하가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생산량 전량 수출농가 육성
의 어려움
가격
∙주산지별 품질차이와 품위기준이 달라 수출농가들의 불만 발생
품질관리 ∙농협 간 품위 기준 통일과 구체적인 선별 정보 공유 적어 조직해체
요인이 됨
운영주체의 마케팅 기반이 약해 적극적인 마케팅활동 어
마케팅활동 ∙수출조직
려움

수출용 사과, 배의 품질은 주산지별 품질 및 품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균일한 선별규격 운영에 애로가 있다. 주산지별 선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농가들의 갈등요인이 되거나 선별정보 공유 부족이 조직해체 요인이 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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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조직 중심이고 마케팅전문부서 및 마케팅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
문에 수출업체에 비해 마케팅능력도 부족하다. 수출조직이 직접 마케팅활동
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전문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수출마케팅 전문성을 보완하고 수출대금 미수의 위험성도 낮추고 있다. 사과
와 배의 수출업체들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고 마케팅비용이 미미하여 적
극적으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사과 수출조직의 출자규모는 총
가 1억

8,000만 원 정도이다.

5,000만 원, 배는 13개의 조합의 출자규모

이 금액의 수준은 수출조직이 와해된다고 해도

경제적 손실 규모가 조직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조직의 구속
력과 결속력이 강한 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Ⅱ

3.2.2. 제 유형(수출창구 일원화-마케팅능력 미흡)
수출조직 유형 Ⅱ에 해당하는 품목은 단감과 버섯류이다. 단감은
에 개별 수출업체의 수출선도조직 선정 및 사업지원 종료 후
협 경남지역본부)으로 단감 수출

20개

2008년
생산자조직(농

농협의 수출창구가 일원화되었고 수

출조직 운영활동의 주도권도 생산자조직으로 옮겨간 사례이다. 수출조직 운
영이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옮겨간 주요 이유는 경남지역본부에서 지역농협

·

과 품목농협의 수출물량을 조절하고 수확 후 관리시설 등 유통시설 보유 운
영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송이버섯은
후 현재 연합단계로 운영되고

2008년에 수출조직으로 출범한
있으며, 수출물량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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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3-28. 수출조직 운영실태 및 문제점(유형 Ⅱ)

조직
운영
수출
물량
·가격
실태 및
성과
품질
관리

운영실태 및 문제점
∙2008년 개별 수출업체가 수출선도조직으로 운영되었으나 사업종료 후
연합단계로 발전하지 못함(단감)
∙새송이버섯 수출조직 머쉬엠은 2008년에 출범하여 현재 연합단계로
운영하여 수출물량의 70% 수준 점유
∙단감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수출물량 창구일원화와 공동브랜드 달성
∙수출조직 육성 이후 수출액 증대 및 수출단가 상승함
-단감 수출량 23.9%, 수출액 77.9%, 수출단가 43.6% 상승
-새송이버섯 수출량 114.8%, 수출액 162.9%, 수출단가 162.9% 상승
∙수출물량관리, 품질관리 결정권은 생산자조직 영향력이 큼
-K-MUSH는 2010년 설립, 국내 수출물량의 80% 차지
∙단감 품질관리는 생산자조직(농협) 수행, 체계적이지 않음
∙버섯류는 생산자조직에서 품질관리, 품질규격 기준운영에 큰 문제 없음

마케팅 ∙단감과 버섯류는 전문적인 마케팅활동 수행 부서 및 전문인력 기반이
활동 약함
∙단감 수출조직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유인동기가 미흡
조직 ∙생산자조직(농협) 중심이어서 수출조직 운영의 탄력성이나 전문성이
운영 미흡함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의 수출연합조직 결성이 향후 과제임
물량 ∙버섯류의 경우 수출조직 이탈 및 개별업체를 수출조직 운영과 연계시켜
어려움 ·가격 야 함
및 한계 품질 ∙수출조직(경남지역본부)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품위기준
관리 통일화 및 이행여부가 중요
의사결정권이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수출업체가
마케팅 ∙단감수출
타
품목
전향
마케팅기능이 약해짐
활동 ∙새송이버섯도 및수출수출마케팅기능이
약함
두 품목 모두 수출조직 육성 이후 수출액과 수출단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단감의 수출단가는

2009년 대비 2014년에 43.6% 상승, 새송이버섯은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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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여 수출조직의 거래교섭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감과 버섯
류의 수출물량 관리와 품질관리 결정권은 생산자조직의 영향이 크다. 단, 단

감의 품질관리체계는 강하지 않은 편이나 버섯류는 품질관리체계에 큰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감과 버섯류 품목 모두 생산자 중심 조직
으로서 마케팅활동 수행부서 및 전문인력이 미흡하여 마케팅활동 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
단감의 경우 생산자조직 의사결정권이 수출업체보다 높아지면서 수출업체
가 타 품목으로 수출품목을 전환하게 되고, 수출시장에서 기존 수출업체가
거래하던 바이어와의 거래관계가 단절되면서 마케팅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생산자중심의 수출조직에서 마케팅능력을 강화하

지 못할 경우 해외바이어 네트워크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농협

NH무역을 통해 수출마케팅 기능을 연계시키는 전
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단감 수출조직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인동기가 부족한 편이며, 다수 농협의 참여
지역본부에서 경남무역과

에 따른 품위기준 통일화와 규격 관리는 조직운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
요하게 극복해야 할 사항이다.
버섯류는 수출농가가 적은 편이어서 조직화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지
만,

100% 생산자로만 구성된 마케팅보드를 운영함으로써 마케팅기능을 가진
수출조직화 단계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부 수출업체의 이탈을 방지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 확보가 필요하고 향후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은
수출 연합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Ⅲ

3.2.3. 제 유형(수출업체 중심-마케팅활동 전문적)

Ⅲ

수출조직 제 유형에 속하는 품목은 겨울딸기와 멜론이다. 겨울딸기는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이 1단계로 종료되고

2015년에 2단계 연합사업으로
신청한 품목이다. 멜론은 수출선도조직 1단계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2단계
연합조직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의지는 약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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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3-29. 수출조직 운영실태 및 문제점(유형 Ⅲ)

조직
운영
수출
물량
실태 ·가격
및
성과
품질
관리
마케팅
활동
조직
운영

어려움 물량
및 ·가격
한계 품질
관리
마케팅
활동

운영 실태 및 문제점
∙겨울딸기 수출조직 조직 운영단계는 1단계임.
- 2015년 두 수출업체가(수출물량 50% 차지) 연합조직(K-berry)사
업 신청
∙멜론은 수출조직운영 1단계 사업종료, 2단계 추진하지 않음
∙딸기 수출조직화로 수출액 증대와 거래교섭력 제고 실현
-수출량 47.2%, 수출액 12.8%, 수출단가 44.6% 상승
-수출물량 공급기간이 1∼2월에서 12∼4월까지 연장
∙멜론은 품목전환, 생산량, 농가 운영 유동적, 수출조직 운영에 애로
∙수출업체 중심 조직으로 농가계열화 수단 부족, 체계적인 품질
관리 어려움
∙품종통일과 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품질관리담당자가 순회교육
실시(멜론)
∙체계적인 품질관리 노력으로 클레임 횟수 감소함(딸기)
-미국시장 수출 성과를 달성할 정도로 병해충, 농약관리 개선
∙수출업체 주도형 수출조직이기 때문에 마케팅기능은 상대적으
로 강함
∙주산지 간 품질차이로 인해 수출창구의 단일화 어려움
∙생산자조직(농협)의 수출조직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필요
∙멜론 수출규모가 작고 전문수출업체가 적어 2단계 연합조직 성장
한계
∙수출농가에 대한 구속력이나 강제력 등 계열화수단 부족
∙수출조직 미참여업체의 시장교란 행위 제재수단 미흡
∙품질관리 전문인력 부족으로 클레임발생 등의 애로
∙전국 단위 지역 간, 농가 간 생산자조직 연계, 마케팅보드 운영
어려움

겨울딸기는 수출선도조직 사업 추진 이후 수출액 증대와 거래교섭력 제고
효과를 얻었으며, 수출물량은
출물량 공급기간도 기존에는

47.2% 증가, 수출단가는 44.6% 상승하였다. 수
1∼2월로 짧았지만, 최근에는 12∼4월로 늘어

났다. 멜론은 토마토 등 다른 작물의 부차작물로 재배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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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수출농가 및 재배면적의 변동성이 높고 수출조직 운영에도 애로
사항이 많은 품목이다.
두 품목 모두 수출업체 주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농가계열화 수단 및
결속력이 약한 편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도 어려운 편이며, 수출조직 미참

여업체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도 미흡한 편이다. 멜론은 품질관리
전문가가 순회교육을 하며 품질차이를 극복하고 있다.

수출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멜론은 주요 세 개 주산지 간 품질차이와 지
자체 지원 차이 영향으로 인해 수출창구 단일화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세

·

개 주산지 간 조직(농협) 대표의 수출조직 운영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지역 간, 농가 간 품질차이와 자부심 차이가 큰 품목이며, 이로 인
해 지역 간 생산자조직 연계와 전국단위 마케팅보드 운영이 어렵다.

Ⅳ

3.2.4. 제 유형(개별조직운영 우수-연합조직운영 한계)
제Ⅳ유형의 수출조직에 해당하는 품목은 파프리카와 화훼류이다. 파프리

19개의 수출 연합조직(KOPA)으로 성장하였
고, 장미도 두 개의 장미 수출 개별조직이 연합조직(K-ROSE)으로 성장하였
다. 파프리카 연합조직의 경우 출자금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그중 40%는
생산농가가 출자하였지만, 출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조직의 결속력
을 강화시키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두 수출조직 모두 개별조직으로서는 수
출물량 관리, 마케팅관리 능력, 거래교섭력을 실현하고 있으며, 파프리카의
경우 2009년 이후 수출액은 40.6% 상승, 수출액은 57.3% 증가, 수출단가가
11.8% 상승하였다. 하지만, 개별조직이 다수 참여하는 연합조직(KOPA)의
수출활동은 활발하지 않다.
한편, 파프리카 수출연합조직(KOPA)의 운영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파프리카 수출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수출물량의 50%를 차지하는데, 1개월
에 1회씩 개최하는 협의회에서 수출가격을 협의하고 내수 및 수출물량을 조
절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수출연합조직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생산자(자조회)와 수출업체(수출협의회) 사이에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내 수
카는 두 개의 개별수출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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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및 수출물량을 조정하는 파프리카 대표 유통조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화훼류의

K-Rose는 2단계

연합단계이며, 연합조직을 운영한 이후 품질향

상 효과와 수출시장 판매창구를 일원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후 일본 엔화하락 등이 영향으로 수출량은

2009년 이

50.2%, 수출액 58.4% 감소하였지

16.3% 상승하였다. 또한, 일본시장 공급라인 통합과 공급가격
을 일정하게 정하는 정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 유형의 조직은 현재
만 수출단가는

개별 및 연합조직 관리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였지만 엔화 하락 등
외부여건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경영관리와 마케팅 관리 전문성
을 한차원 더 높게 발전시켜야 한다.

구분
조직운영

표 3-30. 수출조직 운영실태 및 문제점(유형 Ⅳ)

실
태
및 물량·가격
성
과
품질관리
마케팅활동
어 조직운영
려
움
및 물량·가격
품질관리
한
계 마케팅활동

운영실태 및 문제점

∙두개의파프리카개별수출선도조직이19개수출업체의연합조직(KOPA)으
로 성장함
∙개별조직이 참여한 연합단위의 수출조직 활동은 활성화되지 않음
∙연합조직 운영 이후에 수출물량, 수출가격 협의로 가격폭락 거의 없었음
(파프리카)
∙수출조직화로 수출액 증대와 단가 상승의 거래교섭력 제고효과 시현
-파프리카: 2009년이후수출량40.6%증가, 수출액57.3%, 수출단가11.8%상승
-일본시장 공급라인 통합과 정가시스템 도입(K-ROSE)
-장미: 수출량 50.2%, 수출액 58.4% 감소하였지만 수출단가는 16.3% 상승
∙연합조직의 품질관리시스템 보유, 실질적인 컨트롤은 어려움
∙연합조직으로서 수출상자 통일의 성과 거둠(시장물량 조절)
∙연합조직이 주도적인 의사결정 사항이 많지 않음
∙연합조직이 생산자조직(자조회)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
∙연합조직에서는 일관된 수출물량 확보 및 품질관리 체계에 어려움
∙전국단위 수출조직으로서 품위관리 기준, 농가관리 어려움
∙2단계 연합조직인 KOPA의 실질적인 마케팅활동 및 능력 및 수단 미흡

자료: 수출가격 자료는

aT kati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자료 분석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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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출조직 육성 당면과제19
3.3.1. 수출조직 지원체계 개선
수출조직 지원사업 간에 지원내용이 중복될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생산농가가 원예전문단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수출선도조직

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혹은 수출업체가 수출선도조직과 수출협의회에 가입
되어 있을 경우, 이중으로 지원사업을 받을 수도 있다. 수출지원사업 수혜 중
복성은 수출조직간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수출조직 지원 효율성을 저하시키
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출조직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표 3-31. 수출조직 지원사업 수혜현황

구분
개수
중복 수

생산농가
수출업체
원예전문 수출선도조직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생산단지

7,027
1,664
46
138
826
43
25품목
11품목
11품목
7품목
청량고추, 참외, 오 새송이, 팽이버섯 토마토, 절화(장미, 배, 단감,
이, 양파, 양배추, 애
국화), 선인장, 멜론
호박, 배추, 대파, 들
깻잎, 단호박, 꽈리
고추, 가지, 포도, 배,
품 목 유자, 단감, 복숭아,
프리지어, 튤립, 호
접란, 카네이션, 유
색칼라, 아이리스,
수국, 동서양란

일반
수출업체
62

15품목
쌀, 포도, 배추, 수
박, 기타버섯, 감, 멜
론, 절화, 무, 감귤,
토마토, 블루베리,
선인장, 호박

장미, 국화, 백합, 심비디움, 선 5품목: 사과, 딸기, 심비디움, 버섯(팽
중복 수 9품목:
인장,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멜론 이, 새송이), 파프리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5c).

19 수출조직 육성의 당면과제는 수출조직 지원사업 동향, 수출업체와 수출농가 운
영실태, 수출조직 유형별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각각으로부터 도출한 내용을 중
심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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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계열화를 통하여
수출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조직육성이 기본
목적이다. 하지만 수출선도조직 구성원인 수출농가나 수출업체가 실질적인

수출조직 경영체 수준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품목의 경우 수
출조직 간 연합조직을 구성하여 수출가격이나 수출물량을 협의하기도 하지
만 생산자의 결정권이 약하다. 궁극적으로는 생산자가 수출조직 연합조직에

서 실질적으로 품질관리 규정 운영, 수출물량 및 가격 결정, 수출마케팅 단계
까지 관여하는 수준으로 수출조직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원예전문단지의 운영 및 지원도 수출물량의 안정적 공급기능을 목적으로

33%로 미흡하므로 원예전문단지에서 수
출물량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출전문조직은 생산주체, 수출 및 마케팅활동 주체, 수출전문단지 기능,
산지유통유통시설이 연계되는 수출조직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 수출협의
하고 있지만 수출물량 공급 수준은

회를 조직화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고 출혈경쟁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방안
도 약한 편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대표조직 유통조직과 수출 대
표조직 간 연계가 미흡하여 국내 내수물량 조절과 수출물량을 조절하기 어려
운 체계이다. 또한 수출조직이 생산자 대표조직 및 자조회와 연계성이 미흡
하므로 품목별 유통 및 수출조직이 연계되고 수급을 자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한편, 국제시장 개방화와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지원 허용범위가 변경

될 가능성에 대응하여 수출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수출지원사업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출물류비 등 수출보조금의

WTO 협상 방향과 배치되므로 향후 수출보조금 지원
이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수출농가들이 수출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생산비 절감 등의 수혜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
할 필요가 있다. 수출보조금의 직접적인 지원을 지양하면서 간접적으로 수출
직접적인 지원방식은

농가 경영비를 감소시켜 수출농가 소득증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개
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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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수출조직 운영활동 개선

가. 수출물량 공급
우리나라 수출조직 및 수출업체의 수출활동 부문별 운영실태는 매우 취약
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 계약재배 이행률도
약재배로 수출물량을 확보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58%로 낮은 편이며, 계
재배 및 품질관리, 규격

품을 생산하기에 어렵다. 수출농가들도 수출업체의 수매 및 매취에 응하는
거래방식이

44.4%로 가장 높다.

국내시장 공급가격이 해외시장 수출가격 보

다 대체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
므로 수출조직 운영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도 어렵다.
또한, 최근 3년간 신품종을 도입하지 않은 수출조직 비중도

나타나 수출시장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상품을 공급하기

67.5%로 높게
어렵다. 수확 후 관

리기술의 발전은 신선농산물의 신선도 및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
여할 수 있지만 도입 및 활용 빈도가 미흡하다. 원물 숙도를 고려한 적기수
확 판정 및 선과관리시스템 등은 품질규격을 갖추기 위해 수출조직 운영요건
에 기본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수출조직의

35.0%만

도입하고 있

다.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출물량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공급단지와 전문생산농가 운영이 필요하다.

나. 품질관리
수출농가에 대한 개별 농가교육이나 전체 집합교육은 과채류 부문의 실적
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과실류와 화훼류, 버섯류는 약한 편이다. 수출상품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GAP, GMP

인증을 보유한 품목류도 과채류가

60.6%로 높아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엄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파프리카 등
과채류 수출품목의 ID 관리시스템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품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여타 품목도 수출조직의 품질관리 활동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채류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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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관리를 위한 일지작성, 잔류농약기준 방제체계 도입,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실태도 열악한 상태이다. 수출상품의 안전성 검사 테스트 도입
비율은

41.7%,

·

비료 농약 검사시스템 도입 비율도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

로 수출조직의 품질관리 체계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다. 마케팅활동
수출조직의 마케팅활동 전문인력은 평균적으로

1.75명으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판매활동을 인력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해외 박람회도 연간 평균

1~2회 정도 참여하면서 수출조직 강화와 수출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

출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시장 유통채널 개척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필
요하므로 마케팅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반, 즉 마케팅부서 운영과 전문인
력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3.3.3. 수출조직 유형별 육성방안 차별화
수출조직 운영은 유형별로 추진성과 및 육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
품목별, 수출조직 유형별 여건을 고려하여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방
법이 지원성과와 지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 중심 조직일
경우 마케팅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 등 특히 마케팅기능 강화가 필요하
다. 수출업체 중심의 조직은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품질관리, 경영조직
운영 투명성 등 농가결속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나 계열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 수출조직 발전단계에 따라서 수출조직 운영이 초기단계인 수출
조직에 대해서는 수출조직력을 강화하고 수출단계별 활동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육성하고, 수출조직이 품목별 국가대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조직은 자체적으로 대내외 수출여건 및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 분석

1.

수출조직 운영효율성 분석

1.1. 분석 배경
농식품 수출조직 운영효율성 분석결과는 전체 수출조직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사업인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 수혜업체의 운영효율성을 평가하여 수출
조직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수출선도조직이 비

선도조직에 비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수행하였다.20 자료포락분석은 효율성
측정을 위해 함수형태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인 기법이며, 다수의 투입변
수와 산출변수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 효율적인 결과치를 도출하는 최상의
의사결정단위들(Decision
의사결정단위들의

Making Units: DMUs)을 준거집단으로 비효율적인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한다. 또한, 다른 유형의 조직운영

효율성 값을 제공하고 만약 특정 조직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효율적
인 운영체로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기업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효율성(Efficiency)이란 ‘생산조직이 사용한 투

입물에 대한 산출물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일정한 양의 투입을 통해 얻

20 수출조직 운영효율성 분석은 강원대학교 이향미 박사가
의 검토와 시사점 도출은 연구진이 수행하였다.

DEA

분석을, 분석결과

4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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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최대한의 산출, 또는 일정한 산출을 얻기 위해 최소한의 투입이
이루어진 경우를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의 효율성이란 수출
물량 확대 영향요인, 품질관리 영향요인, 마케팅활동 영향요인, 조직운영 영
향요인 등의 투입변수에 대한 산출변수, 예를 들어 수출액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여부라고 정의하였다.

1.2. 분석 방법

DEA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입지향 모형과 산출지향 모형 중에서 분

석의 목적에 적합한 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표

4-1>은 투입지향

모형과

산출지향 모형의 선택 기준을 보여준다. 본 분석에서는 수출성과지표와 투입
변수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투입지향모형과 산
출지향 모형을 모두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 산출변수와 투입변수로 이용한 변수는 운영효율성 분석 선행
연구의 검토와 전문가자문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성과변수는 수출액이며,
투입변수들은 수확 후 관리기술 도입 수, 유통시설 보유개수, 수출농가교육

횟수, 마케팅 전담 인력 수, 박람회 참가횟수, 정부지원 수혜사업 수이다. 수
출조직 운영효율성 분석을 위해 고려한 변수는 산출변수 부문과 투입변수 부
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산출변수 부문(수출액, 수출량, 수출단가)은 수

출물량 부문(계약재배 물량, 계약재배 이행률, 공동선별물량, 공동정산물량,
공동브랜드 출하물량, 신품종 도입수, 신제품 개발수, 수확 후 관리기술 도입
수), 품질관리부문(수출농가교육 횟수, 품질관리 관련 실시제도 수, 품질관리

매뉴얼 보급시스템 수, 품질관리 전문인력, 안전성 검사시스템 도입 수, 클레

·

임 건수), 상품화 마케팅 부문(유통시설 보유 개수, 마케팅전담 인력 수, 해외

시장 판촉활동 건수, 국내외 수출박람회 참여 횟수, 수출경력 연도, 수출대상
국가 수)으로 구분된다.

이들 개별 산출변수와 투입변수를 선정한 이유로 수출액은 수출물량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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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단가의 결합효과를 보여주며, 운영성과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매출
액에 포함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21

표 4-1. 투입지향 모형과 산출지향 모형 선택 기준

모형
선택 기준
산출물이 주어졌을 때, 현재의 산출수준을 유지하면서
투입지향 모형 DMU의
투입요소 사용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경우
의해서 사용된 투입요소의 수준이 주어졌을 때, 달성해
산출지향 모형 DMU에
야 할 산출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수확 후 관리기술과 유통시설은 수출상품의 규격관리와 저온저장 등의 과
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조직력
강화와 지속적인 수출활동을 위해서는 수출농가의 공감대 형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수출농가교육이 중요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국 시장 감지
능력을 갖춘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박람회 참가경험이 중요하고 정부지원사
업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예상되기 때문이다.

1.3. 분석 결과
산출변수를 수출액으로 설정하여 운영효율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투입지향 모형에서, 전체 수출업체의 기술적 효율성의
평균은

0.258로

나타났다.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세 가지 투입변수에 대한 투입량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
가 많음을 의미한다. 반면, 현실적인 수출제약 요건을 고려한 순수기술적 효
21 수출물량과 수출단가를 산출액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액 분석결과와 크
게 차별화되는 내용을 발견하기 어려워 수출액 성과지표 분석결과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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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현실적인 수출제약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비효
율성을 개선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22
율성 값은

0.709로

산출지향 모형 분석결과, 전체 수출업체의 기술적 효율성은

0.258이며,

이

는 현재 투입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는 수출액에 비해 성과가 매우 낮음을 보
여준다. 반면, 현실적인 제약요건을 고려한 순수기술적 효율성은

0.267이며,

이는 현재의 투입을 더 늘리지 않고도 현재 산출 수준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여타 수출영향 요인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분석결과
의 수치만을 해석하면 현재의 투입수준에서 수출을 약
의미한다.

2.7개 늘릴 수 있음을

표 4-2. 수출조직 유형별 운영효율성 분석 결과
투입
지향
모형
산출
지향
모형
주:

구분
전체 수출업체
(N=120)
선도 조직 (N=16)
비선도조직 (N=104)
전체 수출업체
(N=120)
선도 조직 (N=16)
비선도조직 (N=104)

( )값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기술적 효율성
(CCR 모형)
0.258(0.353)
0.278(0.382)
0.256(0.350)
0.258(0.353)
0.278(0.382)
0.255(0.350)

순수기술적 효율성
(BCC 모형)
0.709(0.276)
0.628(0.310)
0.721(0.270)
0.267(0.356)
0.298(0.390)
0.262(0.352)

22 기술적 효율성은 규모수익 불변을 가정하는 CCR 모형 추정결과이며, 최적규모
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분석대상 수출업체가 최적 규모에서 생산하고 있
을 때 적합하다. 반면, 순수기술적 효율성은 규모수익가변인 BCC 모형 추정결
과이며,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여건 제약으로 인해 최적 규모에서 수출활동이
이루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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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지향 모형과 산출지향 모형의 전체 수출업체 기준 기술적 효율성이

0.258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다른 조건산출지향 모형에서 계측되는 기술
적 효율성(  )과 순수기술적 효율성(  )은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값
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측정된 운영 효율성 값
은 역수로 변환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E 수출업체의 순수기술적
효율성 값이 1.5라면, 이것은 현재의 투입을 더 늘리지 않고도 현재 수준의
산출보다 50%를 더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5의 역수를 취한
값인 0.67은 현재의 산출 수준이 효율성 100%일 때에 비해 67%에 불과함을
의미한다.23
투입지향 모형과 산출지향 모형 모두 여러 가지 제약여건에 의해 최적 규
모에서 운영을 하지 못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정하에서 순수기술적 효율성
값(BCC 모형)이 최적 규모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값

(CCR 모형)의 기술적 효율성 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CCR 모형과
BCC 모형의 효율성 값이 다른 것은, BCC 모형의 규모 수익 효율 변화가 운
영 효율성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농식품 수출조직은 현실적인 수출 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수출액 수
준을 변화시키기 않으면서 수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투입수준 효율성을
높여 효율적인 수출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출조직의 운영 효율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전략적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 비효율적인 농식품

수출조직들은 본 연구에서 산정한 투입변수(수확 후 관리기술 도입 수, 교육
횟수, 주요 시설 수, 마케팅 전문인력, 박람회 참가 횟수, 정부 지원 혜택 사
업 수 등)들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농삭품 수출조직에 비
해 과다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 수출조직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는 비효율적인 운영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23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 실제로 수출액에 미치는 투입요소와 수출영향 요인들이 다
양하기 때문에, 현재 DEA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수치의 비율만큼 단순히 수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거나 투입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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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현재의 투입수준을 더 늘리지 않고 현재 수
더 수출액 증가가 가능하므로, 수출액의 주요 결정
요인인 수출물량 증대나 수출단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24 이를 위
준의 산출보다 약

2.7배

해 계약재배 이행률 제고,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 물량 등 거래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 설치 및 지원받은 정부 정책 사업 효과

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식품 수출조직의 수출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 수출조직 간의 연대를 통한 교섭력 제고로 농식품 수
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선도조직’으로

선정된 수출조직은 기반조성 인센티브와 수출계열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수출선도조직과
수혜를 받지 못한 비선도조직 간의 운영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두 수출조직 유형 간에 순수기술적 효율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Mann-Whitn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은
투입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출선도조직과 비선도조
직 간에 조직 운영의 효율성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즉 이것은 ‘수출
선도조직’으로 선정되어 정부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비선도조직에 비
해 조직운영 효율성의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25
한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출선도조직 지원을 받은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간에 조직운영 효율
성의 차이가 있다는 가설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의 수
혜를 받은 조직이 수혜를 받지 않은 비선도조직에 비해 조직운영 효율성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26 따라서 수출선도조직의 조직운

24 농식품 수출조직의 수출성과로는 수출액, 수출량, 수출단가와 같은 계량적 지
표와 조직체 이미지 제고, 수출업체의 충성도 제고 등 비계량적 지표 등도 고
려될 수 있고, 이것은 해당 업체의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본 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수출액을 산출변수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수출액 이외의 다른 조건들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계측한
것임을 밝혀 둔다.
25 DEA 분석의 이론적 배경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26 수출선도조직은 조직 선정과정과 운영평가 과정에 필요한 요건들이 갖추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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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효율성과 조직운영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3장 1절 수출업체 운영실태 빈도분석 결과 수출선도조직의 수출
물량 확보, 품질관리체계, 마케팅 부문 개별 활동들이 비선도조직보다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DEA 분석결과는 두 조직 간의 조직 운영효율성의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선도조직들의 개별 수출활동들의 단편
적인 수치는 비선도조직보다 우수하게 나타나지만, DEA 분석에 의하면 요
소 투입(수출활동) 대비 산출효과(수출액)를 고려한 운영효율성은 낮다는 것
을 의미한다. DEA 분석결과에 의해 단순히 수출조직 운영성과가 우수하다
거나 우수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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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분석 모델
본 절에서는 농식품(신선농산물) 수출조직 운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출조직 운영의 성과 제고를 위한 수출활동 요인을 규명하였다. SUR 모형은
2개 이상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함에 있어서 각 회귀모형의 오차항이 상호연관성
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활용 가능한 방법이다. Gauss-Markov의 이론에
의하면 GLS(Generalized Least Squares)를 바탕으로 한 SUR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할 경우 OLS(Ordinary Least Squares)를 통한 회귀식을 독립적으로 추정하
는 것에 비해 더 효율적인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Moon and Perron 2006: 1-9).
요인을

있거나 추가적으로 구비함으로써 개별 수출활동 항목들이 비선도조직에 비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출선도조직의 수출활동을 위해 일정액
이상의 고정비용이 투입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수출액 성과를 달성하지 못
해 해당 투입요소에 대한 운영효율성이 비선도조직에 비해 반드시 높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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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에서 수출조직의 운영성과 지표로 설정한 수출액과 수출단가에 미치는
영향의 오차항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과정하에서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할 경우
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SUR

N개의 종속변수를 가진 구조방정식
체계로 확장한 개념이다. 식 (3)과 같은 회귀식이 N개 있을 경우를 표현하면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와  는 T차원 벡터(T-dimensional
vectors)이며,   는  ×  ,   는  차원 벡터(   -dimensional vectors)값이다
(Baltagi 2001).
모형은

GLS

SUR 모형을 적용하

,

추정방법의 적용을

(3)

        

(4)

                  



    
   

  

 




 



                  

    

      

 를 추정해야 하는 미지변수(Unknown

벡터 값이라 정의할 때, 식



parameter)의 K차원(      )
 

(4)는 식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N개의 방정식
체계에 포함된 오차항이 상호 연관성이 있다면,      이며      
이다(    ×  항등행렬 ). 따라서 전체 외생변수 X의 오차항의 조건부 공분
산 행렬  는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공분산  를 요소로
하는  ×  행렬을,  는  ×  항등행렬을, ⊗ 는 두 행렬 간 크로넥커 곱
(Kronecker product)을 의미한다(신강원 외 2014: 83-92).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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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의 추정량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LS 기법을 기반으로 한
SUR 추정량은 OLS 기법을 적용한 회귀계수의 값보다 효율적(efficient)이다.
식 (7)에서  ,  ,  는 각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는 N개의 모형별 T
개의 개체를 가지는 종속변수 벡터(  ×  )를 의미한다. SUR 추정량 
  
는 공분산 행렬  를 오차항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OLS 추정
을 통해 도출된 잔차를 이용하여 추정한 후 순차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7)

    ⊗        ⊗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교차방정식 제약에 대해
가설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SUR

모형의 또 다른 강점이다.

N개의

방정

식을 독립적으로 추정했을 경우 동일한 외생변수  에 대한 모수의 동일성
검정(        

,

모형 1과 2에서 추정된 외생변수  의 추정계수 비교)

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조건을 다음의 식

(8)

(8)에

SUR
제시한 t

모형을 활용할 경우 두 회귀계수의 제약
검정통계량을 이용하여 검정 가능하다.


   
 
 
 
     
     
   
  


2.2. 변수 설정
수출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활용가능 변수는

<표 4-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 변수들 중에서 수출조직 운영성과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수출량, 수출액, 수출단가, 물류비용 등의 네 가지
종속변수를 설정할 수 있다. 수출물량 확보 측면에서는 계약재배물량, 수

확 후 관리기술, 계약재배 이행률, 공동정산 물량, 공동브랜드 출하물량,
신상품 수를, 수출품목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안전성 검사 시스템 보유 여
부, 안전성 관리 전문인력, 클레임 건수, 수출농가교육 횟수, 시행 중인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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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관리 실시제도 수, 시행 중인 품질관리 매뉴얼보급 관련 제도 수를 설명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마케팅활동 측면에서 수출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로는 마케팅
전담인력 보유 수, 수출박람회 참여 횟수, 유통시설 보유 개수, 해외시장
현지법인 수, 해외시장 판촉활동 참여 횟수가 활용가능하며, 조직운영 측

면에서는 손실보전 시스템, 정부의 수출지원 수혜사업 수, 농가 수, 수출경
력, 수출대상 국가 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할 수 있다.

구분
1 종
2 속
3 변
4 수
1
2
3
4
5
6
7
8
9
10 설
11 명
12 변
13
14 수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표 4-3.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 분석 활용가능 변수
변수
수출량
수출액
수출단가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물류비용
계약재배 물량
계약재배 이행률
공동선별 물량
공동정산 물량
공동브랜드 출하 물량
신품종 도입 수
신제품 개발 수
수확후 관리기술 도입 수
수출농가교육 횟수
품질관리 관련 실시제도 수
품질관리 매뉴얼 보급 시스템 수
품질관리 전문 인력
안전성 검사시스템 도입 수
클레임 건수
유통시설 보유 개수
마케팅 전담인력 수
해외시장 판촉활동 건수
국내외 수출박람회 참여 횟수
현지법인 보유 여부
농가 수
손실보전시스템 보유 여부
정부지원 수혜사업 수
수출경력
수출대상 국가 수

단위
톤
달러
달러/kg
원
톤
%
톤
톤
톤
개
개
개
건
개
개
명
개
건
개
명
건
건
더미변수
호
더미변수
개
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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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조직 운영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따
라서 본 분석에서 수출조직의 운영성과 영향요인 변수 도출은 전문가 자문회
의 등을 통해서 다음의 4개의 종속변수와

24개의 설명변수 가운데, 설명력이

있고 수출성과 제고를 위한 강화요인 도출의 시사점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변수를 선별하였다.

표 4-4.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 분석 변수

구분
종속변수
물량확보
측면
품질관리
측면
마케팅활
동 측면
설
명
변
수

변수













조직운영
측면


 
 
 
 

단위 평균 표준
편차
수출액
달러 3443.0 9764.3
수출단가
kg/달러 8.9 27.3
공동정산 물량
톤 2068.4 9164.5
농가교육 횟수
회
26.1 180.5
품질관리 전문인력
명
2.0 2.7
마케팅 전담인력
명
1.7 2.6
수출박람회 참여 횟수
회
1.8 2.3
수출선도조직 여부
0.1 0.3
과실류 품목더미
0.35 0.48
과채류 품목더미
더미변수 0.29 0.45
버섯류 품목더미
0.15 0.36
화훼류 품목더미
0.19 0.39
선도조직-과실류
더미 교차항
선도조직-과채류
더미 교차항
교차항
선도조직-버섯류
더미 교차항
선도조직-화훼류
더미 교차항
내용

수출조직의 운영성과 지표로서 본 분석의 종속변수로 설정한 변수는 수출
액과 수출단가이다. 수출액은 수출조직 운영성과의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가
능하며, 수출액 증가는 수출조직 지원의 궁극적인 효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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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에서 종속변수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수출단가는 수출물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마케팅활동을 통해 수출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의 가
격교섭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변수라고 판단된다. 수출단가는 양

적인 측면의 성과제고를 나타내는 수출액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의 수출
성과를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속변수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설명변수로 선정한 변수는 물량확보 측면에서는 공동정산 물량,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농가교육 횟수와 품질관리 전문인력, 마케팅활동 측면에서는 수
출박람회 참여 횟수와 마케팅 전담인력,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수출선도조직
여부와 품목별 더미변수이다.

공동정산 물량은 조직화를 통해 물량확보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엄격한
선별 및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액과 수출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출 농식품의 재배, 병충해 관리, 농약 사용 등과 관련된 농가교육
과 담당분야 전문인력 보유인원은 수출품목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하며 수출액과 수출단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출시장 소비자들
에 대한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 제고와 바이어 발굴을 위해 수출박람회 참여
는 중요하며, 마케팅 전담인력 수는 마케팅활동 측면에서 수출액과 수출단가
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수라고 판단된다. 수출조직 지원사업과 관련

해서는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 수혜여부가 중요하다. 품목별 더미는 품목고

유의 특징으로 인한 차이를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조직화로 인한 효과가 품
목별로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수출선도조직
여부 더미변수와 품목더미의 교차항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2.3. 분석 결과
수출조직 운영성과의 추정을 위하여 설정한 각각의 회귀방정식은 다음의

(10)과 같다. 수출액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변수는
공동정산 물량, 농가교육 횟수, 품질관리 전문인력 수, 마케팅 전담인력 수,
수출박람회 참여 횟수, 수출선도조직 여부이다. 공동정산 물량은 물량확보
식

(9),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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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농가교육 횟수와 품질관리 전문인력 수는 품질관리 측면, 마케팅 전담
인력 수, 수출박람회 참여 횟수는 마케팅활동 측면, 수출선도조직 여부는 조
직운영 측면을 대표한다. 품목의 특징으로 인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품목

별 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선도조직여부 더미와 품목더미의 교차항은 품
목별 조직화 효과를 나타낸다. 수출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변수는 공동정산 물량, 농가교육 횟수, 마케팅 전담 인력 수, 수출박람회 참
여 횟수, 수출선도조직 여부이다.

(9)

                     
             
       

(10)

                  
             
       

공동정산 물량은 물량확보 측면, 농가교육 횟수는 품질관리 측면, 마케팅

전담인력 수 및 수출박람회 참여 횟수는 마케팅활동 측면, 농가 수와 수출선
도조직 여부는 조직운영 측면을 대표한다. 품목의 특징으로 인한 효과를 통

제하기 위해 품목별 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선도조직여부 더미와 품목더
미의 교차항은 품목별 조직화 효과를 나타낸다.

(9)와 식 (10)으로 표현한 수출액과 수출단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두 개
의 회귀방정식을 SUR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수
출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 농가교육 횟수와 마케팅 전담인력 수, 선도
조직여부 더미변수와 버섯류 품목더미변수의 교차항 변수가 수출액에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농가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마케팅활동 측면에서는
마케팅 전담인력 수가 많을수록 수출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직운
식

영 측면에서는 버섯류의 경우 조직화의 수출액 증가 효과가 기준 더미인 화
훼류에 비해 유의하게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동정산 물량, 품질관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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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 수출박람회 참여 횟수는 수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출단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마케팅 전담인력 수가 유의한 양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동정산 물량, 농가교육 횟수, 수출

박람회 참여 횟수, 농가 수, 수출선도조직 여부 등 다른 변수들은 유의한 영

향을 주지 못하거나 양(+)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과채
류의 수출단가가 기준더미 품목인 화훼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 추정결과
변수

종속변수: 수출액
계수값 표준오차 z값

상수항
-247.63 1451.946
공동정산물량
0.041
0.059
농가교육 횟수
30.60***
5.229
품질관리 전문인력
-107.83 311.022
마케팅 전담인력
874.6*** 356.43
수출박람회 참여 횟수
16.48 262.261
수출선도조직 여부
668.23 3103.34
과실류 품목더미
1765.38 1657.44
과채류 품목더미
782.04 1713.37
버섯류 품목더미
539.15 1881.4
선도조직
-과실류 더미 교차항 -1574.83 4556.01
선도조직
645.009 4005.36
-과채류 더미 교차항
선도조직
-버섯류 더미 교차항 25813.9*** 5107.19
Sample
120
RMSE
5467.929
주

-0.17
0.69
5.85
-0.35
2.45
0.06
0.22
1.07
0.46
0.29
-0.35

종속변수: 수출단가
계수값 표준오차 z값

14.82*** 6.723 2.21
-0.0003 0.00028 -1.18
-0.031 0.020 -1.55
3.650** 1.688 2.16
-0.295 1.257 -0.23
-12.73 14.792 -0.86
-9.957 7.944 -1.25
-14.864* 8.202 -1.81
-8.826 9.020 -0.98
2.506 21.610 0.12

0.16

7.401

19.215

0.39

5.05

15.118

24.448

0.62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2) Breusch-Pagan 검정 결과를 통해서 등분산성이 기각됨을

120
26.223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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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탈리아 남티롤 사과 수출조직(VI.P)27

VI.P는 이탈리아 남티롤 사과 수출조직이다. 이탈리아 농업여건은 국내 농
업여건과 비슷하여 생산규모가 영세하지만 VI.P는 수출조직 운영이 활성화
되어 품질관리와 마케팅활동을 성공적으로 유도하는 조직이므로 국내 수출
조직 육성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탈리아는 사과생산량이

EU 생산량(2009년 1,075만 톤)의 20%를 차지하

여 유럽 제2의 생산국이다. 남티롤 지역은 이탈리아 북쪽 끝의 알프스산맥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평균

Bolzano 지역을 주도로 하는 자치주이다. 사과 평균

2.16ha에 불과하여

유럽 기준으로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영

세하고 농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기술 중심 집약영농과 겸업중심의 경영구조

·

이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협동 단결해야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다.

남티롤 지역에는

32개의

사과판매 전담 협동조합이 있고 이를 통해 지역

90%가 판매되고 있다. 1990년에 12개의 협동조합을 결합하여(현
7개로 통합) 비영리법인인 VI.P(Verband der Vinschgauer Produzenten

생산량의
재는

27 이탈리아 남티롤 사과 수출조직 운영사례의 현황 및 실태는 위탁연구(경북대학
교 윤태명 교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고, 현황 및 실태 보완사항과 시사
점 도출은 현지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7.)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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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ür Obst und Gemüse, 빈쉬가우 과일·채소생산자연합)의 연합조직을 구성하
였다. 연합조직에 가입된 각 조합은 대형유통시설과 생산·유통 자산을 보유
하고 있다. 조합장 선출은 3년마다 이루어지고 생산규모에 관계없이 1인 1투
표권을 가진다. 조합원의 기본 출자금은 사과 출하의 경우 kg당 5유로센트,
증자 시에는 13유로센트를 부담한다. 조합원 생산물은 100% 조합을 통해 출
하하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 퇴출된
다. 구조이다. 조합에 출하한 사과는 공동선별, 공동정산되며 정산회수는 1년
에 4회이며, 투자시설과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지급한다.
사과 생산농가들은 생산량의 100%를 조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농
가들이 VI.P에 신규로 진입하려면, 계약을 통해 생산량의 100%를 조합에 공
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입비를 지불해야 한다. 수출물량 및 재배관리 과
정의 계약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 1,800여 개의 농가를 모두 컨트롤하기 어
려워 농가들끼리 상호 관찰한다. 생산농가가 생산 및 출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퇴출되며, 한 번 퇴출된 농가는 다시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VI.P 내부에서는 매주 화요일 조합장과 판매담당자, 대표가 모이는 협의회를
통해 가격과 물량 등을 결정한다.

그림 5-1. 이탈리아 남티롤 사과 수출조직 VI.P 조직도
ALPE

자료: 윤태명(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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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조직 운영진은 종합적으로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사과송장 작성, 대금
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판매금액은 매달 회원조합에서 정산하고 최종
결산은 사과판매를 종결한 후 조합별 선별 등급 결과에 따라 정산하여 마무
리한다.

VI.P

4.1%를 EU로부터 보조금으로 받고 같은
비율의 금액을 회원조합으로부터 납부받아 마련된다. 회원조합 간의 선별등
급 기준은 등급에 따라 정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지역 간 재배지에 따른 상품특성을 완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VI.P 현
안 중의 하나이다.
VI.P 소속 7개의 협동조합(Cooperative)28 중 가장 규모가 큰 협동조합은
MIVOR이며, 7개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별도의 회장은 없다. MIVOR는 생산
된 사과의 크기, 색깔 등을 기준으로 동일한 품종끼리 분류하여 저온저장고
에 저장한다. MIVOR는 생산된 물량의 약 50%를 국내시장(이탈리아)으로
유통시키며, 나머지 50%는 수출용으로 출하한다. VI.P는 일정한 품질 및 품
종 기준 규격을 설정하여 협동조합에 보급하고, 7개의 협동조합은 VI.P에서
운영자금은 매출액의

·

규격화한 품질 및 품종을 기준으로 선별 출하함으로써 모든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사과의 품질이 균일하게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다만, 7개 협동조합의
사과는 서로 섞이지는 않는다.

VI.P의 사과 생산과 유통체계 운영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1) 천적과 해
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친환경 종합생산체계(95%)와 유기농 생산(5%)
으로 생산 2) 품종별 적지 개원 3) 해충은 가능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관리
4) 영농일지 기록의 의무화 5) 서리피해 방제시스템 시설 구비 6) 최적 수확
시기 진단 및 농가 통보 7) 입고된 사과는 바코드 부착 후 CA 저장고 입고
8) 입고 시 부착된 바코드 기록에 따라 선별등급(30개 등급)을 매기고, 9) 등
급에 따라 다른 상자에 포장한다. 선별 및 포장처리 작업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주문발주가 들어온 후 작업한다.
사과 생산농가 대표 300명은 매년 11월에 가격과 품질에 대해 협의한다.
이 중 10명은 실무자로서 협동조합과 농가들을 방문하며 가격 및 품질에 대
28 7개 협동조합 이름은

MIVOR, OVEG, MEG, TEXEL, ALPE, JUVAL, GEOS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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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견 차이를 조정한다. 조합원들은 정해진 가격 등에 대해 거의 불만이

없는 편이며, 이는 생산자들이 판매활동이나 세금계산서 등 행정처리에 노력

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탈리아 내수시장 판매의 경우 7명의 판매책임자를 두고 각각 맡은 시장

을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즉, 전국단위 유통체인(1명), 지방단위유통체

인(1명), 대형 중매상 담당(5개 구역별로 각각 1명)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책임자가 담당한다.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국가 또는 권역별 판매책임자가
사과 수입업체를 전담한다.

생산농가에게 지급되는 이익은 가격조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1kg당 일

정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농가가 지난 5년간 사과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1kg당 42센트 수준이다. VI.P에서는 1kg당 70센트에 사과를
판매하고, 농가에게 42센트를 지급하며 28센트의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7개의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사과가 VI.P의 창고로 들어오면 일단 VI.P의 소
유가 된다. 저장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과들이 출하되어 판매될 때마다
계산을 해서, 일 년간 평균을 결산하여 농가에게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소득의 평균은

2.

프랑스 브레따뉴 원예농산물 경제위원회(Cerafel)29

프랑스 브레따뉴 원예농산물 경제위원회(Cerafel)30는 브레따뉴 북부 지역

의 채소연합조직(3개 협동조합)과 중서부 지역 원예협동조합(5개소)으로 구
성된 광역단위 유통협의체이다.

1960년대에 농가들이 주도하여 생산자 조직
화를 추진하면서 일정 지역 권역의 생산농가, 산지유통조직 다수(65%)가 참
여하는 의사결정 방식 도입과 결정 사항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입
한 설립한 기구이다.
29 하석건(2015)의 ‘프랑스 브레따뉴 채소협동조합연합’(세계농업 제150호)의 내
용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조사(2015. 7.)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30 Cerafel은 Comite Economic Regional Agricol de Fruits et Legumes의 줄임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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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도에 SICA라는 경매제도를 만들어 1962년에는 법적으로 합법화 시
켰는데, 이는 프랑스 내에서 처음으로 경매제도가 안착된 사례이다. 1965년
에는 세라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농산물이 판매되고 유통되도록 국가 차원
에서 권리를 부여받아 법제화하였다.

AOP Cerafels에는 2,500명의 생산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작은 협의체들이
세라펠에 들어와서 거대한 조직이 되었다. 3개의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
으며, 57개의 회사들만이 거래소에서 활동할 수 있다. 30%의 구매자가 전체
구매량의 70%를 구매하며, 경매 시 가격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최저가
격까지 내려오면 경매가 중단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라펠이 조직화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시장의 안정과 최소한의
가격 보장이다.

1965년도에

생산자들이 모여서 시장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

이하의 가격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세라펠에서는 기

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만큼을 지급함으로써 최소가격을 보장해준다.
세라펠에서는 하나의 계좌를 만들어서 공동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까지도 최저가격 보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가격에 대해서는 물량을 공급하지 않고 폐기처분

하도록 되어 있다. 폐기처분의 주체는 세라펠이지만, 가능하면 폐기하지 않
으려고 한다.

중간 상인이 물건을 사서 판매하기도 하는데, 계약을 통해 전체 생산량의

15%를 중간상인들을 통해서 판매하도록 한다. 가격이 급상승할 때 중간상인
에게 반 값에 팔아서 가격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는 최저가격 보장을 위해서
이다. 시장가격은 보통 0.55유로인데,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가격
이 급상승할 때 0.25유로에 팔 경우도 있다. 생산량과 가격 변동에 따라 생산
량 폭등 시 가격하락 이전시점에 중간 도매상인에게 출하함으로써 최저가격
을 유지하는 체제로 볼 수 있다.
최근에 물류창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더 큰 시설을 증축 중이
다. 초기 단계에서의 조직은 작은 단위의

AOP로
식이었으나, 지금은

단위의 생산자 협의회인

AOP가

조직되는

OP(생산자 협의회)가 모여서 더 큰
조직되고, AOP들이 모여서 더 큰 단위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묶음의 구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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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변화하였다. 조직화가 활발하게 진행된 가장 큰 원인은 농가들의 출하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 때문이었다. 가격 조정이 독립적 개체 간 담
합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국제기구 협정에 위배되므로 한 개 조직 안으로 조
직화하여 가격 조정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고안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농가들이 조직화되었다. 한편 농가들의 분담금 수준이 높을수록 반발이 심하
며, 이는 농가들 입장에서 조직화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어려움으로 보고 있다.

1972년 일정기간 농가들을 지원해주기도 하였지만, 이후에는 별다
른 정부 지원은 없다. 세라펠에서는 일정 금액을 항상 통장에 적립한 적립금
을 활용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들에게 지급한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은퇴 이후 지원금(유럽 연합의 농업 관련 부분에
서 지원)을 제외하고는 없다.
정부는

3.

뉴질랜드 원예 수출조직31

3.1. 원예 생산자조직(Horticulture NZ)과 원예수출공사(HEA)

1980년대 이후 생산자 그룹들이 품목별로 다양하게 조직화되
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조직이 ‘뉴질랜드 원예협회’이다. 뉴질랜드 원예협
회는 2005년에 채소와 과수 생산자 대표조직이 합병한 조직으로 현재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원예협회는 정치적으로 수출업체가 아닌 생산자들의 입장을 대
변하면서 수출정책, 기술교육 등 중요한 정책 입안에 참여하며, 협회 운영은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22개 단체에서 납부한 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31 김경필(해외출장보고서 2010), 이상현(위탁원고 2015), 김태훈 외(세계농업 제
138호), 김응철(지역농업네트워크 2015)을 참조하여 재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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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협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토지 및 물 사용, 환경변화 대응, 계절별 숙련된
노동력 확보, 품질인증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기획한다.

22개 품목 생산자조직의 산업부흥 및 수출을 위해 두 개의 중
요한 법안이 있는데, 상품자조금 법안(Commodity Levy Act 1990)과 원예수
출법안(Horticulture Export Authority 1997)이다. 아보카도 등 11개 품목은
수출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32
원예수출법안의 핵심 내용은 ‘수출품목의 수출전략 수립’이며, 생산자와
수출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품질기준 규정, 농약잔류 등 식품안전관리 규정,
연구개발비 조성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출에 참여하는 모든 생산자와 수
출업체들은 이 규정에 동의하고 승인된 프로그램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
뉴질랜드 원예수출공사(HEA)는 수출에 관련된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산에서부터 수출단계까지 매뉴얼은 생산자 위원회에서 품목별로 1∼2년
검토하여 수정한다. 원예수출공사는 수출용 출하물량을 산지유통센터별로
배정하며, 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면허를 취소하기도 한다. 취
소기간은 통상적으로는 일시적이지만, 영원히 제명하는 경우도 있다. 내수와
수출용 출하물량 배분은 생산자와 수출업체, 저장업체 등 3개 주체가 협의한다.
수확지정인 관리제도를 운영하며, 수확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 수확, 저장,
수출 활동을 했을 경우 산지유통센터 운영 면허가 정지된다. 산지유통센터에
는 전문교육을 받은 상품관리 책임자, 검사요원 등이 근무한다. 원예수출공
원예협회의

사의 운영비용은 초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나 출범 몇 년 후에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에서 지원하고 있다. 수출농산물 판매대금에서 일정비율을 부담
하며, 물량수준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변동된다.

32 수출면허제도 시행품목은 아보카도, 단호박, 핵과류, 키위(호주수출용), 배, 단
감, 밤, 블랜커런트, 보이젠베리, 타마릴로, 송로버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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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키위 수출조직(Zespri)
뉴질랜드는

1970년대에

수출물량이 증가해도 수출업체 수익만 늘어나고

농가들은 수익을 얻지 못하는 수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케팅보드 구성을
추진했으나 농가의

70%

찬성을 얻지 못해 출범하지 못했다.

1980년대에

다

시 키위 농가 간 수출경쟁이 심해지고 수출업체들이 도산하면서 위기에 처하
자 2차 마케팅보드 설립이 추진되었고

1987년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농가
찬성비율 86%에 의해 마케팅보드가 설립되었다. 마케팅보드 이사회는 농가
(5명), 수출업체(2명), 정부지명(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개 기능은 수출허가
제, 품질기준제정, 자조금제도 도입이다.
뉴질랜드 키위 마케팅보드는 브랜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Zes
pri’를 개발하였고, 1997년에 마케팅보드의 독립적인 자회사로 마케팅전문회
사인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을 설립하였다.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은 2,600여
명의 생산자들이 지분을 100% 출자하였고, 농가별 출자액은 1997~1999년 3
개년간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000년에 2,100호 농가가 출자
를 완료하였고, 의사결정에 대한 투표권은 생산량(출하상자 개수당 1표)에
비례하여 생산자만 가질 수 있고 수출업체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매
년 생산량 변화에 따라 농가별 투표권 행사 수도 달라지게 된다. 이사회는 8
명으로 구성되고 생산자 5명, 마케팅 관련 담당자 3명이며, 이사는 매년 1~2
명씩 교체된다.
뉴질랜드의 키위 수출은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중심으로 마케팅창구가 일
원화되었으며, 다양한 키위 상품들에 대한 독점 마케팅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제스프리 계열화 사업은

2,700호의 뉴질랜드 농가와 전계 4,000호 이상의 농

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 요구사항은 전달하기 위한 계열화사업을 중요시
여긴다.

제스프리 운영시스템이

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에 대해 전 세계 키위 생산자들은 오히려 제스프리가 키위 총소비량과 수요
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환영하고 있다. 키위 생산자조직의 자조금은 없으며,

Zespri로

판매대금의

16%를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이 자금으로 품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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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등 생산부문 개선, 유통 및 마케팅활동에 사용하기 때문에 자조금 역
할을 하고 있다.

3.3. 사과 수출조직(Turners & Growers)

T&G(Turners & Growers)는 수출업체 중심의
자체 생산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는 수출조직 형태이며, 강력한 생산자조직
(99.9%가 조직에 참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Zespri와 비교가 가능하다.
뉴질랜드 사과 수출조직인

뉴질랜드 농업에서 사과산업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 생산

1%, 사과 수출시장에서 3%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잠재력이 큰 품목이
다. 1990년대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과·배 수출 마케팅보드는 1999년
구조조정을 통하여 해체되었다. 이후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농가가 감소하였
지만 품종개량, 생산성증대, 규모화 진행으로 수출물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설립 110년이 된 T&G는 원래는 가족회사 형태로 90년을 운영하였다.
T&G는 8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수출회사(델리카, 엔자), 내수 도매담당
(T&G), 내수 및 수출용 토마토 생산(Status), Carry fresh는 오렌지주스를 생
산하였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수출회사이며, 사과 생산자 수는 250명이다.
사과 전문 수출업체인 T&G는 농가들에 대한 강력한 계열화 수단을 확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품종개발(R&D)과 개발된 묘목을 생산자들에게 공급
(Jazz, envy 등)함으로써 생산을 계열화시키고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확보뿐
만 아니라 품질 표준화 수단까지 갖추었다. 사과 전문 수출업체이지만 계열
화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수출회사, 제3자가 출자 및 지분을 공유하
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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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 원예협회(HAL)와 수출협회(AHEA)33

호주의 원예 및 수출산업의 부흥에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크며, 대표적인

조직이 호주원예협회(Horticulture

Australian Limited: HAL)이다. 호주원예
협회는 호주의 원예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조직으로, 원예연구개발공사와 호
주원예공사의 업무를 계승하는 비영리 회사로 2001년도에 설립되었다.
호주원예협회의 운영자금은 품목별 대표조직의 자조금과 자조금 수입의
매칭펀드인 정부의 출연금을 포함한다. 자조금 펀드 구성내용은 정부 매칭펀
드(50%), 정부 비매칭펀드(1%), 의무자조금(25%), 자발적자조금(24%)이다.
호주원예협회의 산업별 자문위원회(IAC)는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연구개

발 계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투자계획 제출, 투자계획 실행결과 승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품목별 자조금 사업계획 수립과
수정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자조금의 사업 분야별 용도는 유통 및 마케
팅(37.6%), 부가가치 및 생산성 향상(32.4%) 부문에

70%

정도를 사용하며,

그 외 기후변화 대응, 자원관리, 방역, 기술혁신 부문에 사용된다.

호주도 수출면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품목은 오

렌지, 사과, 배, 건포도이다. 수출면허 관련 법안은 호주 원예협회가

2002년

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수출자의

80%가

에 정부에 제안,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원예수출협회(AHEA)는 수출조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주요 역할은 선적 등 물류비용 중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활동, 원예산업 정보 제공 등이다.

33 김태훈 외(세계농업 제138호)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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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호주 원예협회 자조금사업 관련 기구와 흐름도

그림은 원예협회와 산업별 생산자 대표 조직(PIB) 간의 관계에 대한 도해임. 산업별
생산자 대표 조직(PIB)은 위 도해상 원예협회의 자조금 사업 관련 외에 자조금을
납부하는 생산자와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조금 사업외의 여러 가지 업
무 및 역할을 수행함.
2) Levy Payer: 자조금을 납부하는 원예산업 생산자
3) Funding: 자조금 납부를 통해 조성된 자금
4) Benefit: 자조금 사업을 통한 혜택
5) Communicate: 회원(생산자)들은 생산자대표조직(PIB)을 통하여 원예협회 사업을
보고 받음
6) Aust Govt DAFF(호주 연방 정부 농림수산부(Dept of Agriculture and Fishery and
Forestry)-자조금 관리국(Levies Revenue Service)): 자조금 수납
7) Invest in projects(service providers): 원예협회와 계약에 따른 연구 개발 사업(대학,
연구소 등 프로젝트 진행 기구)
8) 산업별 생산자 대표 조직(Peak Industry Body: PIB): 회장 등 임원선출, 자체 조직한
산업별 대표기구 IAC 임원 추천
9) Voluntary Contribution(VC): 원예협회 B Class 회원 및 산업관련 기업체, 개인 등이
납부하는 자발적 자조금 펀드로 연구 개발 외에도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수출 진흥
및 산업 전체적인 전략 수립에 이용됨.
10) 산업별 자문 위원회(Industry Advice Committee: IAC): HAL과 파트너십 관계인 10
명 이내의 산업별 자문위원회를 통한 프로젝트 조언 및 PIB, 원예협회와 긴밀한 협
력관계를 유지함.
자료: 호주원예협회(http://www.horticulture.com.au: 2015. 9. 25.).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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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해외 수출조직의 운영사례를 우리나라의 수출조직 육성방안에 그대로 도
입한다거나 복합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해외 수출농가
들의 탄생배경과 의식이 한국과 다르고 정부지원사업이나 정책 또한 다른 부
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
토하는 과정은 국내 수출조직 육성방안의 목표 및 방향 설정과 육성방법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제협상
및 국제교역 과정에서 수출보조금 등 수출지원 정책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협상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개별적으로 국내에 도입이 가능
한 수출조직 육성사업은 미리 검토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VI.P는 사과 경영규모가 영세하지만 수출조직 운영을 체계화하
품질관리, 마케팅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 수출조직이

이탈리아
여

영세하고 다양하지만 수출조직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
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사례이다.

지역농협과 농협 간 연합조직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생

산량의

90%가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APC)를 통해 출하되고 있다. 생산농

가들은 협회와 협동조합 신뢰감에 바탕을 두어 공동선별, 공동정산을 이행하
며 높은 농가수취가격을 달성하고 있다. 국내 산지유통조직(지역농협, 품목
농협)도 개별적인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유통활동을 하더라도 전체 연합조직

을 결성하여 유통조직 간 연계를 강화하고 품질관리와 출하가격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VI.P

사례는 사과 품목 생산에 진입할 때 출자가 의무적이고 출자금 규모

도 해당농가의 1년 생산액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사과산업 진입 농가는 기꺼
이 출자하여 가입한다. 다만, 출자금 납부는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으로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등 출자금 조성 시 납부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수출조직도 이탈리아 조직처럼 강력하게 수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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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을 결속시킬 수 있도록 수출조직 출자금을 조성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남티롤의 사과 생산자 조직은 소비시장의 소비변화와 생산자 요
구에 부합하는 종합생산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프로
그램을 관리하는 실무주체가 있다. 국내에서도 품질관리시스템(QMS)의 실
질적 운영시스템은 산지유통센터(APC)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농협 및 전문

조합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정부지원금은 총액 기준으로 특
정 품목의 한 개 협회 또는 조직 단위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조직 분산 가능성
을 축소할 수 있다. 정부의 수출조직 지원금은 산지유통센터 운영시설과 농
가교육 및 컨설팅 부문에 사용하고 산지 수출조직, 전문생산단지 및 산지유

통센터에 생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야 한다.
프랑스 브레따뉴 채소 생산자조직은 생산자조직들 간에 연합조직을 구성
하여 국제분쟁 가능성을 줄이며 출하물량과 판매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
을 마련하였다. 지역단위로는 작은 생산자조직이지만 연합조직 단위로 확대
시키고 수출물량과 수출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수출물량 및 가격담합에 대한
국제기구 분쟁 가능성을 줄였다. 프랑스 세라펠은 채소 기준가격이 내려가면
더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에 판매된 농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급함
으로써 최저가격을 보장해준다. 정부지원이 없지만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자체적으로 적립하여 판매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농가들을 지원
하는 일종의 자조금을 생산자조직 스스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벤치마
킹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특정 품목의 수출조직(산지유통센터)에서 내수 출
하 물량과 수출물량을 총괄적으로 조절하고 가격하락 시 농가소득을 보전하
는 일종의 가격안정기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뉴질랜드 원예협회 운영 사례는 수출 및 수급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끼
칠 수 있는 대표조직 및 자조금 제도의 도입과 수출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생산자와 수출업체들이 동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품목별 자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조직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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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프리 인터내셔널 운영사례는 생산자조직의 생산과 품질관리 단계뿐만
아니라 마케팅기능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다. 생산자 조직 자체적으로 마케팅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출자한 마케팅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특정 수출업체와 전략
적으로 연계하여 마케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뉴질랜드 사과 수출조직인

T&G는

수출업체 중심의 수출조직이지만 강력

한 계열화수단을 확보, 보급함으로써 생산자들과 계열화에 성공하였다. 품종
개발과 묘목공급 등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문을 수출업
체가 도입하여 농가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수출조직 계열화에 성공한 사례이
다. 한국에서 계열화수단이 약한 수출업체들이 수출조직 운영의 주도권을 가

· ·

지기 위해서는 자금운영 규모를 키운다거나 종자 종묘 농자재 보급, 재배기

술 보급 등 수출농가를 계열화할 수 있는 수단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주 원예협회 운영사례는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고 이
에 준하는 정부 매칭자금을 합하여 자조금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한국
의 자조금 조성방법과 유사하다. 하지만, 자조금 관련 주체들 간의 운영방식
이 자발적이고 사용 용도가 마케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수출전략 수립 등
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의 자조금 운영과 다른 점이다.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해외 수출조직의 생산자는 수
출조직에 가입할 때 의무자조금을 납부함으로써 수출조직 결속력을 강화시
키고 수출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농가에 환원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 있는 구조로 수출조직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생산자는 생산
량 전량을 지역농협의 산지유통센터로 출하하고 지역농협에서 품질관리시스

·

템 및 품질관리 매뉴얼과 공동선별 공동계산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역농협의

개별 수출조직은 여타 지역농협과 연합조직을 구성하며, 연합조직 단위로 수
출물량 및 수출가격을 조정할 경우 국제협상의 가격담합 소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조직화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
력 있게 설명해준다. 수출조직 운영주체는 생산자를 계열화시킬 수 있는 수
단(자금지원, 생산자재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출조직이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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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조금에 수출조직 매칭펀드를 지원함으로써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사례
국가

표 5-1. 주요국의 수출조직 운영사례와 시사점
주요 특징

시사점
공동선별-공동정산 시스템 도입
•생산농가 출자금 납부, 품목별 조 •수출조직은
하여 조직 경영진에서 내수물량 및 수출물량
직 가입
조절 기능과 농가수취가격 제고에 기여
•공동선별-공동정산을 통해 농가수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 출자 유도
이탈리아 취가격 제고
•품질관리시스템은
지역농협, 전문조합, 품목조합
•품질관리 시스템은 APC 보유한 연합회 중 연계조직의
상위 부서에서 관리할 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관리 있음
•정부지원자금은 특정 품목의 협회 •분산된 정부지원사업의 지원창구를 품목 혹은
혹은조직으로지원하여창구일원화 전문생산단지, 산지유통시설 단위로 일원화
•지역별 농협, 생산자조직을 광역단 •품목별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 간에 조직운영
위 연합조직으로 확대하여 조직운 시스템을 광역화, 규모화할 필요가 있음.
•유통 및 수출물량에 대한 출하수수료를 적립
프랑스 영을 단일화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하여 하여 국내가격 및 수출가격 하락 시 지원
가격 하락 시 특정농가 폐기 및
농가소득을 지원함
•원예생산자 조직 원예협회 운영 •국내수출 및 유통 창구를 일원화하는 법안 제정
•키위 생산자 마케팅보드 운영 •수급조절 전략 수립 및 기능 수행 가능한 조
•키위 생산자조직의 마케팅기능 강 직 육성
뉴질랜드 화를 위해서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마케팅기능 강화 위한 마케팅전문회사 설립
을 자회사로 설립·운영
혹은 특정 수출업체 자회사 운영방안 필요
•강력한 계열화수단 확보로 사과 수 •수출업체
중심의 조직은 품질관리와 물량확보
출업체 중심의 계열화 체계 운영 수행이 가능한
계열화수단 확보·운영 필요
성공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자조금 •자조금 적립이 자발적이고 사용용도가 다양
납부하고 정부매칭 자금을 합
호주 을
하여 자조금을 조성하고, 마케팅,
연구개발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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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수출전문조직의 육성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활동 수행과 거래교섭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수출전문조직 육성에 대해 수출업체의
가의

95.3%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75.0%, 생산농

특히 수출선도조직과 수출농

가들이 수출전문조직 육성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표 6-1. 수출전문조직 육성 필요성에 대한 의식
수출
업체
수출
농가

구분
전체
품목 과실류
부류 과채류
화훼류
버섯류
업체 수출선도조직
구분 비선도조직
전체
품목 과실류
부류 과채류
화훼류

필요하다
75.0
80.0
66.7
73.9
78.9
81.3
74.0
95.3
96.4
94.4
94.5

자료: 수출조직(120개 업체)과 수출농가(550호) 조사결과.

단위:

필요하지 않다
24.2
20.0
30.3
26.1
21.1
12.5
26.0
4.7
3.6
5.6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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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문조직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수출시장 판로개척 및
안정적 마케팅활동 능력(수출업체와 수출농가 각각
수출전문인력 확보와 업무의 전문성(24.2%,
인식하고 있다.

15.3%)

36.7%, 48.9%로

순서로 중요한 것으로

표 6-2. 수출전문조직이 갖추어야 할 요건
수출시장
판로개척·
구분
안정적
마케팅활
동 능력
36.7
전체
48.9
과실류
수 품목 과채류
27.3
출 부류 화훼류
34.8
업
26.3
버섯류
체
43.8
업체 수출선도조직
구분 비선도조직
35.6
48.9
전체
수
49.8
출 품목 과실류
농 부류 과채류
44.0
가
56.9
화훼류

수출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의
전문성
24.2
24.4
27.3
17.4
26.3
6.3
26.9
15.3
12.4
19.9
11.9

응답),

안전성과
규격품
생산에
대한
품질관리
능력
17.5
15.6
21.2
17.4
15.8
18.8
17.3
13.3
16.0
13.9
6.4

일정한
수출물
량 확보
능력
14.2
8.9
15.2
13.0
26.3
31.3
11.5
12.0
12.0
11.1
13.8

단위:

%

산지물류
센터와
물류
기반
확보
7.5
2.2
9.1
17.4
5.3
0.0
8.7
9.8
9.3
10.6
9.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수출조직(120개 업체)과 수출농가(550호) 조사결과
이며, 수출농가의 무응답 비율은 제시하지 않음.

수출조직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은 수출전문생산단지에서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가 수행 및 생산된 계약재배 물량을 산지유통센터에서 엄격한 기준하에
선별한 후 수출함으로써 마케팅활동의 교섭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교섭력
이 높은 수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첫째, 수출조직에

참여하는 주체별 역할을 설정한 후 각 주체들이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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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것이다. 수출조직 참여주체는 생산자,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지자체,
정부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둘째, 수출조직의 유형별 품목별, 발전단계별로 조직운영 실태와 조직육성

의 목표 설정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서 육성전략 수립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수출조직은 발전단계별로 1단계의 기초 개별조직 단계, 2단계 개별조직끼리

연합된 연합조직 단계, 3단계 수출대표조직과 품목별 대표조직을 연계시키는

·

마케팅보드 단계로 발전단계별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수출조직 유형별 품목
별로는 수출조직 유형 Ⅰ(사과, 배)과 유형 Ⅱ(단감, 버섯류), 유형 Ⅲ(겨울딸

기, 멜론)이 제1단계에 해당되며, 유형 Ⅰ, Ⅱ는 생산자조직 중심 조직으로, 유
형 Ⅲ은 수출업체 중심 조직으로 구분된다. 발전단계별로 2단계 연합조직에

는 수출조직 유형 Ⅳ(파프리카, 장미)가 해당되며, 2단계 연합조직은 중장기

3단계

품목별 수출대표조직으로서 마케팅보드까지 연계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지만, 아직 국내에 3단계로 발전한 수출조직은 없다.

그림 6-1. 거래교섭력 높은 수출조직의 단계별 육성방안

셋째, 수출조직과 유통조직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조직 운영의
국내 및 해외 우수사례는 대부분 수출농가가 수출물량 생산을 전문적으로 수
행하고 산지유통센터로 전량 출하한 후 수출조직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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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센터에서 엄격하게 선별하여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으로 출하물량을 탄
력적으로 조정하여 공급하고 있는 체계이다. 따라서 국내 수출조직은 수출출
하와 내수출하를 병행하는 한편, 수출조직과 국내 유통조직과 연계될 수 있
도록 발전해야 한다.

넷째, 수출조직 지원사업은 수출조직 자체적으로 운영의 자율성과 지속성

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수출조직 육성 대상의 선정

및 육성의 평가기준은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또

한, 중장기적으로 국제협상에 따른 수출보조금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고 수출
조직 운영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보조금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간
접지원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그림 6-2. 지속적·안정적인 수출조직 육성 체계

수출조직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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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직운영 주체별 역할방안
수출조직 운영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선도조직 운영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비선도조직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따라서 정
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수출전문조직이 수출물량 확보, 품질관리, 마케팅

활동 등 다양한 수출활동을 수행하면서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
조직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을 설정하고 각 주체별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해야 한다. 수출조직에 참여하는 주체는 생산자, 수출조직 운영주체로서의

생산자조직과 수출업체, 지자체, 정부지원으로 구분하였고 각 주체별로 수행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였다.

2.1.1. 생산자
수출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수출조직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실
질적으로 수출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수출계약이나 수출조
직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출농가가 수출조직 운영체계에서 의
무감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조직 출자에 참여하고
생산자조직이 수출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농가
에게 투명하게 환원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러한 수출조직 운영 시스템에
의해 생산자는 수출물량 공급과 품질관리시스템 관리지침을 최대한 이행하
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2.1.2. 생산자 조직
수출조직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생산자조직(농협 등)은 조직 대표자가 수출

책임 경영자로서 수출조직 육성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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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출조직에 참여하는 생산농가와 수
출업체를 대상으로 출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생산자의 수출조직 가입 초기
에는 출자부담금을 최대한 낮추고 다년간 분할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출자
부담금을 줄여주어야 한다. 생산자조직 출자 운영사례로는 장미 수출조직이

3.3m2당 5,000원씩 현금
2
출자(평균 재배면적 약 6,611m , 총출자금 1,000만 원)하며, 미납농가는 2년
간 분할납부로 대체하며 생산품 판매 시 일정금액씩 납부한다. 조직을 이탈
하는 경우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이탈 농가는 거의 없었으나, 2014년에
작목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작목전환이 일어나 발생하기도 하였다.
있다. 장미 수출조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생산자조직의 수출기능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마케팅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서 마케팅전담팀과 전문인력 운영이 꼭 필요하며, 마케팅전문인력
은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양쪽 모두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생산자조직이 수

출운영 주체로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출가격이 낮아질 경우 선제적
인 대응이 가능하고 해외 수입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수출조직에 참여하는 생산농가가 생산물량을 전량 생산자조직이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로 출하하고 공동선별-공동정산 시스템을 거친 후 마케팅 부서

의 의사결정에 따라 내수 출하 및 수출물량을 배분해야 한다. 수출 및 내수

물량을 계획대로 조절하기 위해 수출용 출하상자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정 지역의 생산 단경기에 수출시장 공급 공백기를 보완하기 위해 타 지역
작형의 생산물을 공급하여 연중 공급체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조직 지역
범위 확장이 요구된다.
생산자조직은 품질관리시스템에 의해 품질이 엄격하게 관리된 수출물량을
계약재배에 의해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수출거래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
생산자조직(농협)은 재배 및 품질 규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기준, 선별정

·

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주산지 생산지역 간, 농가 간
품질 및 등급 품위에 대한 갈등 발생 가능성을 축소시켜야 한다. 수출조직

운영기구에 품질관리위원회와 수출단지별 전문인력을 운영해야 하며, 각 주
산지별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품질관리 실시 및 선과장별 매뉴얼 이행여

수출조직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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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조직(농협) 계열 전산시스템 및 생산이력추
적 시스템을 운영하여 생산단지에서부터 수출시장까지 정보

DB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전산화가 미흡하므로 관리체계를 강
화해야 한다.

표 6-3. 수출조직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항

수출
업체

수출
농가

물량 및
수출농가
규격 상호 수출적립
대해
금으로 에지속적
구분
간의 수출손실
작성과 발생 대비 교육 및
이행
연수 시행
37.5
26.7
20.0
전체
48.9
22.2
17.8
과실류
품목 과채류
30.3
27.3
21.2
부류
13.0
47.8
34.8
화훼류
52.6
10.5
5.3
버섯류
18.8
56.3
12.5
업체 수출선도조직
구분 비선도조직
40.4
22.1
21.2
10.7
37.8
28.7
전체
11.1
43.6
25.3
품목 과실류
부류 과채류
11.6
36.1
29.6
8.3
29.4
33.9
화훼류

단위:

%

제반 공동
수익과 출자인
활동경비 설립 및
투명한 출자금
공개 규모 키움
10.0
5.0
4.4
6.7
12.1
6.1
0.0
4.3
31.6
0.0
0.0
6.3
11.5
4.8
18.4
3.6
16.0
3.1
18.1
4.2
23.9
3.7

자료: 수출조직(120개 업체)과 수출농가(550호) 조사결과.

생산자조직은 수출품목의 국내외 수급여건 변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농가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한 가격안정기금으로서 자체적인 적립금 및
자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적립금 및 자조금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
부의 수출 및 유통지원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다. 생산자조직 출하상품의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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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 발생 시 수출적립금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수출업무 담
당자의 적극적인 업무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조합상호지원자금(무이자지원)을 수출조직 운영에 참

여하는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게 인센티브로 지원하거나 농가조직화를 위
한 계열화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농협에 대한 단순한 수수료
지급 방식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게 호응도가 낮기 때문이다.34
수출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출업체는
수출물량 및 수출규격 상호 간의 작성과 이행(37.5%), 수출적립금으로 수출
손실 발생 대응(26.7%) 항목의 응답비율이 높고, 수출농가는 수출적립금으로
수출손실 발생 대응(37.8%), 수출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 시행

(28.7%)

항목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 수출적립금 운영제도가 수출조직

결속력 강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1.3. 수출업체
수출조직 운영주체로서 수출업체는 농가와의 약한 유대강화를 강화시키기
위해 운영자금 규모를 키우거나 생산자재 등을 농가들에게 보급함으로써 계
열화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수출업체의 장점인 마케팅능력을 최대한 발휘하
여 농가들에게 높은 수취가격과 농가소득을 부여할 경우에도 주도적으로 수
출조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출농가와 의사결정과정에 갈등요인

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칭 ‘수출조직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위원회에는 생산농가,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기관도 참석하여 활동
할 수 있다. 수출업체는 해외시장에서 유통채널을 개척하고 유지하는 데 장

점이 있으므로 수출시장 동향 파악, 해외소비자 선호정보를 파악하고 수출농
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34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으로 지원하는 조합상호지원자금(무이자자금, 2014년
1,000억 원 2015년 2,000억 원 증액)을 사용하여 수출농가에 대한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선도금, 매취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예치 운영수익으로 수출조직
운영의 자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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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지자체
수출 국가별 전문생산단지와 생산농가를 육성할 때 지자체의 역할도 매우

·

중요하다. 수출전문 원예단지와 수출농가를 지정 육성할 때 지자체의 지원기
준 및 지원방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여타
지자체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동일 수출품목이 다른 지역과 지자체에서
생산되고 다른 수출지원조건하에서 수출하면 수출시장에서 소모적인 경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전문생산단지와 전문 수출농가를 육성함에 있
어서 품목단위 혹은 전국단위로 조직화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는 지자체 간 지원조건을 일관화, 지자체별 인프라지원사업 기준 일관화, 지
역별 산지유통센터에서 수출용 상자의 엄격한 관리(생산자조직, 지자체, 정
부의 협조 필요) 등에 있어서 지자체 간 지원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안)

•운용 목적
- 국내단가 및 수출단가 차이로 인한 수출기피, 수출물량 확보애로 등을 해소하고
안정적 지속적 수출기반 조성
•추진 방향
- 수출 농식품 품목별 자조금 단체인 ‘품목별수출협의회’ 구성을 통한 수출 농식품
생산자 조직화
- 자조금 조성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5. 7. 13. 제정)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 원(지출 50, 적립 50)
- 자조금 조성 매칭 비율: 기금 70%, 자부담 30%(향후 점진적 5:5매칭)
- 거출금 기준: 품목별 수출액의 0.5%(가공)~1%(신선) 이상으로 함
•사업추진계획
1) 사업 대상자: 품목별 수출협의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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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품목협의회 구성원의 수출액 비율이 경북도 당해 품목 수출 총액의 50% 이
상(두 개 이상의 생산자단체가 참여하여야 함)
-국내생산 농식품을 수출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국산일 것
2) 지원자금 사용용도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 구매 등 안정적 물량확보 자금
-환율변동,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피, 국내물량 과잉으로 인한 수출 증대
필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의 대처 자금
-신선농산물의 클레임 발생 시 손실보상 자금
-신규시장 개척 및 시장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등
-그 밖에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기금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자금 사용한도액 기준
-자금 조성액의 50%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함
자료: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조성 회의자료(경상북도 2015. 10.).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

지자체간 수출지원 협의회’를 운

영하여 지자체 간 수출조직 지원방향을 논의하고 수출조직 지원사업 지원체
계를 일관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

또한, 지자체 단위로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자조금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수

출조직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수출조직 자체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동기가 되면서 수출가격과 수출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경상북도의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은 지자체가 주도
하여 자조금을 조성하는 좋은 사례이므로 여타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적극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1.5. 정부 지원
수출조직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방향은

2)
4)

수출조직 지원창구 일원화

3)

1)

수출조직 운영의 자생력 제고,

품목별 수출조직과 유통조직의 연계 강화

수출조직 운영성과 제고 부문 지원 강화

5)

수출보조금 지원 폐지가능성

에 대비한 간접지원사업 강화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출조직 운영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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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자조금 조성 및 운영이다. 생산자조직이 자조금 운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격안정기금 조성,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진흥기금

·

조성 운영, 중앙정부의 자조금 지원사업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가격안정기금과 자조금 운영은 수출조직 경영과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
자들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자조금

·

규모의 확대는 품목별 유통 수출기능 강화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실제
로 실효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수출조직 육성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수출조직이 주체가 되어 전문

생산단지와 산지유통센터가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능
한 수출조직 관련 지원자금이 수출조직과 산지유통센터에 참여하는 생산자
들에게 수혜가 발생할 수 있도록 수혜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특정
수출조직이 우수하게 평가될 경우 생산농가뿐만 아니라 참여 지역농협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수출조직 지원금을 수출조직 총괄기구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수출 인프라
구축, 글로벌

GAP

교육 강화, 수출조직에 참여하는 정예농가의 이력관리체

계 강화, 개별농가 컨설팅과 생산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부문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품목별 수출조직이 중장기적으로 유통 대표조직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품목별 수출조직 운영만으로는 국내 수급조절이 어렵고 자조
금 조성 및 운영성과가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국내시장 전체적
인 차원에서 수급조절과 해외시장 진출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수출조
직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조직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수출조직
및 수출자조금 지원사업은 품목별 대표조직 및 자조금 조성과 연계될 수 있
어야 한다.

넷째, 수출조직 운영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

다.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 분석결과 수출조직 운영성과에 뚜렷하게 영
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전문인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
가 교육 횟수, 마케팅 전담인력 수를 증가시킬 경우 수출액 증가에 유의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공동정산과 품질관리 전문 인력, 수출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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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출액 증가 효과가 아직까지 미미하므로 수출증대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원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마케팅활동 측면에서 마케팅 전담인력 수는 수출
성과로 설정한 수출액과 수출단가에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므로 수출조직 성과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라
고 볼 수 있다.

교육 및 컨설팅 대상은 수출업체와 생산농가이며, 주 교육내용은 조직화의

필요성, 수출의식 교육, 안전성 제고, 품질 및 품위교육 등이 필요하다. 선별

등급 결정에 대한 농가불만을 축소하기 위해 품질매뉴얼 제작 및 보급, 농가
단위 1차 선별방법 교육과 기술수준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 품목별 현장
전문가를 육성하여 산지순회 교육과 품질균일 생산지도를 수행하는 방법으
로 지역 간 품질 및 품위 차이를 줄여야 한다. 생산자조직의 마케팅기능을
강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개별업체 전문인력을 규합하여 별도의 마케팅 전
문부서 및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국제협상의 수출보조금 폐지에 대비하여 간접지원

사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수출조직 운영에 수출물류비가 끼치는 영향이 크
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출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출조직의 독
립적 운영능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의 물류비 지원사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기존지원사업을 개선하거나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수출경쟁력을 높이

·

기 위해 생산기반 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전문단지 집단화 규모화하
여 기존 분산단지와 노후시설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고품질 수출품을 생산
하기 위해 관련 생산자재를 지원(천적비용, 토양개량제, 토양소독제, 이산화

탄소나 양봉,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 고품질 생산자재 및 수단 보급 등), 종
묘, 종자 등 계열화 강화 수단 지원, 개별 수출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
들(검역 통관을 위한 인증관리 시스템, 글로벌
력 공급, 중앙관리 가능한 수출물류시스템

GAP 등 안전성 관리 전문인
구축, 신규시장 마케팅정보와 마

케팅활동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출조직 지원사업들은 수출전문단
지와 여기에 소속되는 전문수출농가들이 전문적으로 수출활동을 수행하고
수출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수출조직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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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수출조직 운영 주체별 역할

수출조직 운영 주체별 역할
•생산자조직 출자에 참여, 수출잉여금 환원시스템에 참여
•품질매뉴얼 기준(농약안전성관리 책임, 생산규격)에 따라 생산에 전념
•수출조직 운영지침에 따른 계약물량 전량 공급 의지
•수출조직 참여 생산농가와 수출업체 대상 출자금 조성
•출하물량 산지유통센터, 공동선별-공동정산 시스템 운영
•수출 계약물량 지속적 공급과 수출잉여금 농가환원 시스템 투명화
•수출조직 자체적립금 조성·운영(가격안정 기금, 자조금 등)
•조합상호지원자금(무이자)의 지역농협 지원 및 적극적 활용
•운영자금, 생산자재 등 생산농가들에 대한 강력한 계열화수단 확보
•생산농가와의 의사결정 협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
•수입바이어 확보, 시장동향, 해외소비자 선호정보 파악 및 생산농가 전달
•생산자조직(농협)의 지자체 간 협력사업에 지자체 단위 협력 및 지원
•수출전문단지와 전문생산농가 육성에 지자체사업 연계 강화
•수출조직의 광역화 및 전국 단위화를 위해 지자체 간 공조체계 필요
•지자체 단위 수출자조금 조성 및 운영
•내수물량과 수출물량을 통합 관리하는 수출조직 육성
•수출조직 자체적립금, 지자체별 및 품목별 자조금 운영사업 적극 지원
•조직운영 성과 제고 부문에 수출지원사업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기능 강화 등
•수출보조금 폐지에 대응하는 간접지원사업 개발

2.2. 수출조직 유형별 육성전략
수출조직 육성은 유형별 운영실태 및 여건에 따라 육성전략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수출조직 유형은 수출활동 영향요인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
분하였으며, 분류된 유형에 따라 품목별, 수출조직 발전단계별 특성을 고려
한 육성전략을 제시하였다.

수출조직 유형별 육성전략은 수출전문가와 수출업체, 생산자조직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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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자문회의로부터 논의한 유형별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으
로부터 도출하였다.

2.2.1. 유형

Ⅰ(사과, 배 품목류)

35

수출조직 유형 Ⅰ은 지역농협 주도적으로 농가와 계약을 맺고 품질관리를
수행하여 국내 수출회사를 통해 판매하며, 사과, 배 품목이 해당된다. 현재
영농조합법인과 농협이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생산농가와 연계성이
약해 국내가격이 좋을 경우 계약물량 공급 이행률이 낮아 수매 및 매취방식
에 의해 물량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

따라서 유형 Ⅰ의 수출조직 운영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는 다수의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이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산지유통 역량이
강한 핵심 조직 중심으로 선별하여 조직 활동의 기초역량을 다진 후 참여 조
합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다수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이 참여하는 현
재 수출조직 참여범위를 제한하여 수출계약물량을

100% 이행하고 품질관리

시스템을 엄격히 준수하여 산지유통역량이 강한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운영
해야 한다.
엄격한 수출물량 출하 이행과 품질관리 시스템은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
인의 상위 부서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괄조직 상위 부서에서 품질관리 매뉴얼과 수출물량 기준을 정할 경우 지역농
협에서 엄격하게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기초조직 운영 단계에서 선별
및 구성된 수출조직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농협 간 연합조직 및 전국단위 수
출조직 범위로 확대시킬 수 있다.
다수의 지역농협이 출자한 형태의 수출조직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농협에서 출하하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선별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사과, 배는 수출단지와 선과장의 검역요

35 사과, 배 수출조직의 육성전략 중의 일부는 외부 위탁원고(경북대학교 윤태명
교수, 전남대학교 이상현 박사)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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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이행해야 하는 품목이므로 국가별 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된 후 지정된
산지유통센터에서 품질관리매뉴얼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정산을 실시하고 수
출잉여금을 투명하게 농가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수출조직

이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마케팅능력이 약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
케팅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마케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전문업체를 자
회사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2.2.2. 유형

Ⅱ(단감, 버섯 품목류)

수출조직 유형 Ⅱ는 생산자 및 생산자조직 중심의 조직이기 때문에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용
생산과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가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
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조직유형 Ⅱ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취약한 마케팅능력을 어
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이다. 생산자조직에서 마케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
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현재

NH무역

등 공공부문 수출전문회사와 연계

하여 수출대금 미수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존 유통시장 채널기반을 활용하
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마케팅 경쟁력 확보와 시스템 정착여
부는 불확실한 실정이다. 다른 민간 수출회사와 연계하여 마케팅활동을 보완
할 수도 있지만 생산자조직(농협 지역본부)에 마케팅전문팀과 전문인력을 배

치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본부로 지원하는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수출지원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시켜야 한다.
버섯류 수출조직은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의 수출조직을 연합조직으로 유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2.2.3. 유형

Ⅲ(겨울딸기, 멜론류)

수출조직 유형 Ⅲ은 수출업체가 수출을 주도하는 유형으로 해외시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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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 마케팅활동에 유리하지만 생산자로부터 수
출물량 확보와 품질관리 체계를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소

류(양배추)의 경우 수출업체가 묘종, 비료, 식재 기계화 등의 계열화 수단을
활용하여 농가 계열화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으므로 제Ⅲ유형의 품
목류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열화를 추진할 수 있다.36
멜론 등 과채류의 경우에는 주산지 간 품질 및 품위 차이가 크므로 품질관
리 전문가의 순회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여 품질 차이를 줄이면서 계열화
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출업체는 농가계열화 수단이 약
하므로 생산자조직과 공동으로 출자한 후 수출업체 중심의 마케팅활동을 보
완하는 수출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과채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변동 폭이 큰 편이므로 가격안정
화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가격안정기금 운영은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의지가
중요하며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으며, 수수료의 개념이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수출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가능한 수단
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조직유형 Ⅲ은 수출업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유형

Ⅰ과 유형 Ⅱ의 유형처럼 생산자조직 중심으로도 전환할 수도 있다. 현재 기
초조직에서 연합조직으로 성장을 꾀하고 있는 사례이므로 연합조직이 실질
적으로 수출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

2.2.4. 유형

Ⅳ(파프리카, 절화류)

수출조직 유형 Ⅳ는 파프리카 등 개별 수출조직으로서는 강력하지만 수출
업체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연합조직(KOPA)의 활동은 미약하다. 개별적으로
강력한 핵심 수출조직들을 연계하여 연합조직의 기능 강화를 유도하는 전략

·

36 제주도에서 양배추를 생산 수출하는 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은 자체 육묘장에서
육묘 후 무상으로 농가들에게 분양하고 자동정식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약
재배 이행률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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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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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사례처럼 연합조직의 회장 보직을 개

별 핵심 수출업체의 대표가 순환하면서 맡고 연합조직 운영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연합조직 운영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출자규모를 키워나
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개별 수출업체들의 수출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연합조직 출자금으로 조성하여 다년간에 걸쳐서 출자규모를 키
워나가고 연합조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37
수출 연합조직에서 수출자조금을 조성하여 품목별 가격안정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품목별 대표조직의 자조금 조성과 연계되어
야 한다. 품목별 대표조직과 연계되어 품목별 자조금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질 경우 품목별 내수물량과 수출물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품목별 생산자들이 생산물을 지역산지유통
센터로 전량 출하하고 산지유통센터에서

100%

공동선별한 후 내수물량과

수출물량을 조절하여 출하하면서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가능할 것이다.

자조금 조성은 농협의 조합상호지원자금(무이자지원자금)을 조성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자조금 운영사업을 도입한 경우 지자체 사업
과 협조하여 연계시킬 수 있다. 제Ⅳ유형의 조직은 개별조직으로서 지속적인
조직운영 기반은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환율, 국제경기 등 수출시장의 다

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대응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국제적

인 수준의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육성 및 조성지원이 요구된다.

37 농산무역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농산무역은 20개 농가가 출자하여 만든 조직
이며, 출범 초기 출자규모는 2억 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현재는 45억 원
이다. 개별농가별 일정금액 출자 후 향후 수출조직 운영 수익금 발생 시 이익
잉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출자규모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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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수출조직 유형별 육성방안

조직
유형별 육성방안
유형
∙다수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이 참여하는 현재 수출조직 참여범위 정예화
유형 ∙주산지별 선별등급 차이 및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품질관리매뉴얼 운영
Ⅰ ∙마케팅능력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마케팅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기능 강화
∙조직참여 생산자 및 농협의 출자참여와 단계별 출자규모 확대 유도
∙생산자 교육 및 컨설팅으로 수출농가 의식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필요
유형 ∙마케팅부서 설립과 전문인력 강화로 수출조직 기능 강화
Ⅱ ∙농협중앙회와 지역본부의 지원사업 연계 강화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버섯류는 K-MUSH와 머쉬엠의 연합조직화 유도 필요
∙수출업체의 계열화수단 개발 및 조성 필요
유형 ∙수출업체와 생산자조직의 공동출자와 전문적인 마케팅능력 가진 수출업체
Ⅲ 육성
∙연합조직 운영주체의 주도적인 활동 가능한 연합조직 구성 유도
∙연합조직 기능 강화할 수 있도록 개별 핵심 수출업체 연계 유도
출자규모 확대
유형 ∙연합조직의
연합조직의 자체 운영 재원 확대방법 마련 필요
Ⅳ ∙품목별
∙품목별 대표조직과 수출조직이 연계하여 자조금을 조성, 수급조절 기능 강화
∙다변화된 수출시장의 탄력적 대응과 종합적 마케팅컨트롤 타워 기구 역할
수출조직의 네 가지 유형은 수출조직이 처한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다양
한 형태로 발전하거나 육성할 수 있다. 다만, 수출조직의 지향하는 목표는 수
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품질관리체계, 마케팅능력을 향상시켜 거래교섭력

이 높은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수출조직의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
으며 수출조직 규모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수출조직 및 참여주체
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합의할 경우 궁극적으로 뉴질랜드의 제스프리나
이탈리아의

VI.P

조직 유형으로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수출선도조직은 현재 구성된 수출업체와 생산자조직 간의 구성형태를 변
경시키지 않으면서 수출활동들을 더욱 공고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다. 혹은 더 큰 규모의 수출조직으로 확대하면서 거래교섭력과 규모
의 경제효과를 지향한다면 개별조직들을 연결시켜 연합조직으로 성장을 꾀
할 수 있다. 개별 수출조직들도 마찬가지로 개별조직으로는 작지만 강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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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조직을 운영하거나 다른 선도조직과 연계하여 더 큰 연합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유형 Ⅰ의 수출조직은 현재 조직활동 기반이 불안정할 경우
조직구성원을 정예화하거나 수출창구 일원화를 통하여 수출조직 유형 Ⅱ로
발전시킬 수 있다. 물론 유형 Ⅱ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마케팅 기능까지 활
성화될 경우 유형 Ⅱ에서 수출조직 운영을 공고히 하거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유형 Ⅳ로 육성할 수 있다. 유형 Ⅲ의 경우 수출업체와
생산자조직 간에 명확한 주도권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마케팅활동에 있
어서 수출업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수출업체와 생산자조직이
지분을 출자하여 공동조직으로 성장하거나 혹은 수출업체가 주도적으로 수
출조직을 성장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뉴질랜드의

T&G

사례로 발전할 수 있

다. 유형 Ⅳ의 경우는 현재 수출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정착시키
는 것이 최우선적인 육성방향이다. 유형 Ⅳ의 조직이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탈리아의
다.

VI.P

사례나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

2.3. 수출 및 유통조직의 연계성 강화
수출조직의 참여주체가 되는 생산자와 수출업체, 수출물량을 공급하는 전
문생산단지가 연계되어 지역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선별한 후 수출물량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수출조직 참여주체들의 결속력을 높이기

·

위해서는 수출조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정부가 수출조직 지원자금을 매칭펀드로 지원해야 한다.

농가들은 수출조직과 수출전문단지에 참여할 의향이 매우 높으므로 수출
농가들을 조직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수출전문단지 육성
은 미국 등 특정 시장에 대해서는 검역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수출 국가별 목
표시장 시장을 설정하여 재배단계에서부터 수출 국가별 맞춤형 재배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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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가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
수출조직 참여 생산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주산지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선별-출하해야 한다. 출하물량의 내수 및 수출 물량 비중 조절은 수출조직
운영위원회 및 마케팅 담당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모든 출하물량에 대해 일
정 비율의 가격안정기금을 적립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수단의 자조금을
적립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수출조직 육성 지원정책의 목적은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조직 활동을 강
화하면서 규모화를 유도하여 수출시장에서 교섭력을 가지고 지속적, 안정적
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수출조직이 수

출품목 대표조직으로 성장하여 품목별 국가대표 조직과 연계하여 국내 수급
및 수출 물량 조정과 가격안정, 농가소득 안정을 꾀해야 한다.

품목별 수출조직과 유통조직의 통합은 개별 산지유통조직(산지유통센터)

에서 시작하여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는 구조로 발전시키고, 개별 산지유통조
직(산지유통센터) 간 연합조직 구성 이후에는 대표조직으로 유통조직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개별 수출조직이 소규모일지라도 연합조직이나 유통 대표
조직에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문제점,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에 대해 심층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자생력과 지속성을
가진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상대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된 수출선도조직뿐만 아니라 개별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들이
수출조직으로서 강력하게 결속하여 성장 및 정착할 수 있는 수출조직 육성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수출조직 지원사업 동향을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지자체 및 생산

자단체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앙정부의 수출선도조직 지원사

2009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는 동 품목 다수업체를 지원
하고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하는 것으로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 원예전문단
지는 생산지역 규모화를 위해 물류비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2014년에 157개
단지를 지원하였다. 수출협의회는 수출업체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
출업체들이 가입하고 결성한 조직이다. 품목별 국가대표조직 및 자조회는 품목
업은

별 대표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급조절 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지원사업

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특히 경상북도의 수출진흥기
금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수출자조금 성격의 지원사업으로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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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자조금을 조성․지원추진 사업으로서 주목된다. 농협의

지원사업은 수출단지 육성, 수출생산자조직 육성, 수직계열화 사업들에 대해
육성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수출업체의 수출물량 확보방식은 계약재

58.0%로 낮다. 수출조직
의 품질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수출농가 교육은 연간 평균 3.2회, 수출농산물
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GAP, GMP 등 품질
인증 보유’ 운영 비율이 44.2%로 가장 높다. 수출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위관리 일지 작성, 잔류 농약기준에 적합한 방역체계 도입, 품질관리 매뉴
얼 제작·보급을 도입한 조직은 35.8∼38.3%로 나타나 품질관리체계가 활발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수출조직의 마케팅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은 평균 1.75
명으로 평균 1.75명으로 마케팅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
하다. 수출조직이 최근 3년간 생산에 도입한 신품종 개수에 대해 ‘없다’는 비
율이 67.5%로 나타나 신규작목 및 품종에 대한 도입이 미흡하다. 수출업체
와 생산자 간의 수출조직구성 형식은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계약서에 의한
공동 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30.0%로 가장 높다. 수출물량 확보와 수출상품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생산자조직 영향력이(각각 55.8%, 58.3%) 더 높지만,
마케팅활동과 수출물량 결정, 수출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수출업체의 영향력
(86.7%, 74.2%, 68.3%)이 더 높다.
배 비중이

27.5%로

낮고, 계약재배 평균 이행률도

수출선도조직에 참여한 업체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토의
한 내용 중심으로 정성적 측면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수출선
도조직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수출조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수출선도조직의 유형은 수출단계별

조직활동 수준, 수출조직 운영주체, 수출선도조직 운영단계 등 세 개 범주에
의해 구분하였다. 수출단계별 조직활동에 포함되는 유형분류 지표는 공급의

안정성 측면을 판단하기 위한 수출계약물량 이행률을, 품질관리 수준을 판단

·

하기 위해 품질 안전성 관리항목 운영비율을, 마케팅활동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공동브랜드 출하비중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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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도조직 유형별 운영 특징과 해당 품목을 살펴보면 수출조직 유형
Ⅰ은 수출물량 중 계약물량 이행 비중이 높지 않아 물량확보에 애로가 있으
며 마케팅능력이 약하다. 사과, 배 수출조직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수출조직
유형 Ⅱ는 계약물량 이행 비율이 높지만 품질 및 안전성관리 체계는 과채류
등의 비해서 약한 편이다. 생산자 중심의 조직이기 때문에 수출마케팅 활동

이 약한 단점이 있으며, 수출전문회사를 통해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려는 전
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형 Ⅱ에 해당하는 품목은 단감과 버섯류이다.

수출조직 유형 Ⅲ은 수출업체가 수출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수출농
가를 계열화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물량 중 수출이행 비율
은 낮으며, 유형 Ⅲ에 해당하는 품목은 겨울딸기와 멜론이다. 수출조직 유형
Ⅳ는 개별 수출조직으로서는 수출물량확보,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수출마케

팅 전문성과 교섭력도 보유하여 조직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
다. 하지만, 이들 개별 수출조직이 연합단계 수출조직으로 참여한 형태의 연
합조직의 수출활동은 조직의 성장 및 정착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수출조
직 유형 Ⅳ에 해당하는 품목은 파프리카와 화훼류(장미)이다.

제4장에서는 수출조직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수출조직 운영효율성과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수출조직의 운영효율성 분석결
과는 수출조직 운영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DEA 분

석의 투입지향 모형과 산출지향 모형 두 가지를 분석하였다. 수출조직 운영

효율성의 산출 및 투입변수 설정은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하였
으며, 성과변수는 수출액으로, 투입변수는 수확 후 관리기술 도입 수, 유통시

설 보유 개수, 수출농가 교육 횟수, 마케팅 전담인력 수, 박람회 참가 횟수,
정부지원 수혜사업 수이다. 분석결과 수출업체의 기술적 효율성의 평균값이

0.258로

나타나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세 가지

투입변수에 대한 투입량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보여준다.

0.258로 나타나 현재의 투입을 더 늘리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식품

산출지향 분석결과 기술적 효율성은
지 않고도 현재 산출 수준을 크게

수출조직의 현실적인 수출 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수출액 수준을 변화시
키기 않으면서 수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투입수준 효율성을 높이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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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수출조직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의 전략적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수출선도조직과 비선도조직의 운
영효율성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수출선도조직과 비선도조직 간에 조직
운영의 효율성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조직이 수혜를 받지 않은 비선도조직에 비해 조직운영 효율성에
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출선도조직 운영 효율성
과 운영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 분석은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하여 수출조직 운영의 성과 제고를 위한 수출활동 요인을 규명하였
다. 수출조직의 운영성과 지표로서 본 분석의 종속변수로 설정한 변수는 수출액
과 수출단가이다. 수출액은 수출조직 운영성과의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가능하

며, 수출액 증가는 수출조직 지원의 가장 궁극적인 효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종속변수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수출단가는 수출물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마케팅활동을 통해 수출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의 가격

교섭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변수라고 판단된다. 수출단가는 양적인
측면의 성과제고를 나타내는 수출액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의 수출성과를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속변수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설명변수로
선정한 변수는 물량확보 측면에서는 공동정산 물량,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농가

교육 횟수와 품질관리 전문 인력, 마케팅활동 측면에서는 수출박람회 참여 횟수
와 마케팅 전담인력,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수출선도조직 여부와 품목별 더미변

수이다. 분석결과,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농가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마케팅활동
측면에서는 마케팅 전담인력 수가 많을수록 수출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버섯류의 경우 조직화의 수출액 증가 효과가 화훼류에
비해 크다. 공동정산 물량, 품질관리 전문인력 수, 수출박람회 참여 횟수는 수출
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단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마케팅 전담인력 수가 유의한 양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동정산 물량, 농가교육 횟수, 수출

박람회 참여 횟수, 농가 수, 수출선도조직 여부 등 다른 변수들은 유의한 영
향을 주지 못하거나 양(+)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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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 해외 수출조직 운영사례는 이탈리아 남티롤 사과 수출조직(VI.P),

프랑스 브레따뉴 원예농산물 경제위원회(Cerafel), 뉴질랜드 원예 수출조직

(원예 생산자조직과 원예수출공사, 키위 수출조직 Zespri, 사과 수출조직
Turners & Growers), 호주 원예협회와 수출협회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해외 수출조직의 생산자는 수출조직에 가입할 때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데
이는 수출조직 결속력을 강화시키며 수출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농가에
환원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생산자는
생산량 전량을 지역농협의 산지유통센터로 출하하고 지역농협은 품질관리시

·

스템 및 품질관리 매뉴얼 운영, 공동선별 공동계산 시스템 운영한다. 지역농

협의 개별 수출조직은 여타 지역농협과 연합조직을 구성하며, 연합조직 단위
로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을 조정할 경우 국제협상의 가격담합 소지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 수출조직 운영주체는 생산자를 계열화시킬 수 있는 수단(자금
지원, 생산자재 등)을 확보한다. 정부는 수출조직이 조성하는 자조금에 매칭
펀드를 지원함으로써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수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수출조직 육성방안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수출조직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수출조직 육성 핵심과제는 조직운영 주체별 역

할방안, 수출조직 유형별 육성전략, 수출 및 유통조직의 연계성 강화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수출전문조직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수출업체의
산농가의

95.3%가

75.0%, 생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전문조직이 갖추어

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수출시장 판로개척 및 안정적 마케팅활동 능력,
수출전문인력 확보와 업무의 전문성 순서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수출조직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은 수출전문생산단지에서 체계적으로 품질관
리가 수행 및 생산된 계약재배 물량을 산지유통센터에서 엄격한 기준하에 선
별한 후 수출함으로써 마케팅활동의 교섭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수출조직에 참여하는 주체별 역할을 설정한 후 각 주체들이 역할을 명

·

확히 인지하고 실행하며, 둘째, 조직의 유형별 품목별, 발전단계 조직운영 실

태와 조직육성 목표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서 육성전략 수립이 차별화되어
야 하며 셋째, 수출조직과 유통조직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넷째, 수출조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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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은 수출조직 자체적으로 운영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
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수출조직 육성사업에서 조직 운영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중
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1)

가격안정기금과 자

조금 운영은 수출조직 경영과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의 소득안정성을 높
이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자조금 규모의 확대는 품목별 유

·

통 수출기능 강화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한다.

2)

수출조직 육성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수출조직이 주체가 되어 전문생산

단지와 산지유통센터가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능한 수출조
직 관련 지원자금이 수출조직과 산지유통센터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에게 수
혜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3)

품목별 수출조직이 중

장기적으로 유통 대표조직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품목별 수출
조직 운영만으로는 국내 수급조절이 어렵고 자조금 조성 및 운영성과가 한계
를 가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국내 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급조절과 해
외시장 진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조직과 국내 유통조직 간
의 연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수출조직 및 수출자조금 지원사업은 품
목별 대표조직 및 자조금 조성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4) 수출조직 운영성

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

인 분석결과 수출조직 운영성과에 뚜렷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 및 컨
설팅, 마케팅 전문인력으로 나타났다.

5)

중장기적으로 국제협상의 수출보조

금 폐지에 대비하여 간접지원사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수출조직 운영에 수
출물류비가 끼치는 영향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출보조금이 축소될 가능
성에 대비하여 수출조직의 독립적 운영능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의 물류비
지원사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기존지원사업을 개선하거나 신규사업을 발굴
해야 한다.
수출조직 육성의 둘째 핵심과제는 수출조직 유형별로 육성전략을 차별화

·

하여 조직 여건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 유형 Ⅰ의 수출조직 운영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이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산지유통 역량이 강한 핵심조직 중심으로 선별하여 조직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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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역량을 다진 후 참여 조합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다수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이 참여하는 현재 수출조직 참여범위를 제한하여 수출계약물량

100% 이행하고 품질관리시스템을 엄격히 준수하여 산지유통역량이 강한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조직유형 Ⅱ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
한 문제는 취약한 마케팅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이다. 생산자조직
을

에서 마케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른 민간 수출회사와 연계하여 마케팅활
동을 보완할 수도 있지만 생산자조직(농협 지역본부)에 마케팅전문팀과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본

부로 지원하는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시켜야 한다. 수
출조직 유형 Ⅲ은 수출업체가 수출을 주도하는 유형으로 상대적으로 해외시
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마케팅활동에 유리하지만 생산자로부터 수출
물량 확보와 품질관리 체계를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소류

(양배추)의

경우 수출업체가 묘종, 비료, 식재 기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농가 계열화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으므로 제Ⅲ유형의 품목류도 비
슷한 방식으로 계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수출조직 유형 Ⅳ는 파프리카 등
개별 수출조직으로서는 강력하지만 수출업체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연합조직

(KOPA)의 활동은 미약하다.

개별적으로 강력한 개별 핵심 수출조직들을 연

계하여 연합조직의 기능 강화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합
조직의 대표 보직을 핵심 수출업체의 대표가 순환하면서 맡고 연합조직 운영
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수출조직의 네 가지 유형은 수출

조직이 처한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으며, 수출조
직이 지향하는 목표는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품질관리체계, 마케팅능력

을 향상시켜 거래교섭력이 높은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수출조직의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으며 수출조직 규모의 다양성을 인정
해야 할 것이다. 수출조직 및 참여주체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합의할 경
우 궁극적으로 뉴질랜드의 제스프리나 이탈리아의
을 추구할 수 있다.

VI.P

조직 유형으로 성장

수출조직 육성의 세 번째 핵심과제는 수출 및 유통조직의 연계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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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출조직의 생산자와 수출업체, 수출물
량을 공급한 전문생산단지가 연계되어 지역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선별 후

·

수출물량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출하물량의 내수 및 수
출물량 비중 조절은 수출조직 운영위원회 및 마케팅 담당자가 협의하여 결정

·

하고 모든 출하물량에 대해 일정 비율의 가격안정기금을 징수 적립하여 수
급조절 및 가격안정 수단으로 활용한다. 수출조직 육성 초기단계에서는 개별
품목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수출조직 운영의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생산자조직에서 다 품목을 취급할 경우 연중거래 기반을 갖출
수 있고 거래교섭력을 증진시키는 기반도 되므로 차후 지역별 수출조직 육성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수출조직 육성지원 정책의 목적은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조직 활동을 강화하면서 규모화를 유도하여 수출시장에서 교섭력
을 가지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최종
적으로는 수출조직이 수출품목 대표조직으로 성장하여 품목별 국가대표 조
직과 연계하여 국내 수급 및 수출 물량 조정과 가격안정,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정부가 수출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국가단
위 혹은 품목별로 자생력과 지속성을 가질 정도로 활성화된 수출조직이 많지
않다. 따라서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출
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문제점, 수출조직 운영성과

의 영향요인에 대해 심층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자생력과 지속성
을 가진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상대적으
로 운영이 활성화된 수출선도조직뿐만 아니라 개별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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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출조직에 강력하게 결속하여 성장할 수 있는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체
적으로 수출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과 수출활동 여건이 미약한 편이다.
계약재배 이행비율이 낮고 품질관리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농가교육과 품
질관리 항목 이행비율이 낮으며,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도 낮다. 마케
팅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마케팅전문인력 운영 인원이 적고 신품종 도
입 활동도 취약하다. 수출선도조직의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출단계별 활동수준, 수출조직 운영주체, 수출선도조직 운영단계의 지표에

의해 수출조직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출조직 유형 Ⅰ은 수출물량 중 계약물량 이행 비중이 높지 않아 물량확보
에 애로가 있으며, 마케팅능력이 약하다. 사과, 배 수출조직이 이 유형에 해
당된다. 수출조직 유형 Ⅱ는 계약물량 이행 비율이 높지만 품질 및 안전성관

리 체계는 과채류에 비해서 약한 편이다. 생산자 중심의 조직이기 때문에 수

출마케팅 활동이 약하며, 해당 품목은 단감과 버섯류이다. 수출조직 유형 Ⅲ
은 수출업체가 수출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수출농가를 계열화할 수 있
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물량 중 수출이행 비율이 낮으며, 겨울딸기

와 멜론에 해당된다. 수출조직 유형 Ⅳ는 개별 수출조직으로서는 수출물량확
보,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수출마케팅 전문성과 교섭력을 보유하여 조직운영

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개별 수출조직이 연합단
계 수출조직으로 참여한 후 연합조직의 수출활동은 조직의 성장 및 정착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수출조직 유형 Ⅳ에 해당하는 품목은 파프리카와 화
훼류(장미)이다. 수출조직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수출조직의 운영

효율성과 수출조직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산출지향 분

0.258로 나타나 현재의 투입을 더 늘리지 않고도 산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식품 수출조직은 현실적

석결과 기술적 효율성은
출 수준을 크게

인 수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수출액 수준을 변화시키기 않으면서 수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투입수준 효율성을 높여 효율적인 수출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수출조직의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전략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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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조직이 수
혜를 받지 않은 비선도조직에 비해 조직운영 효율성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
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출선도 조직운영 효율성과 조직운영 성과를 제
고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 분석 결

과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농가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마케팅활동 측면에서는

마케팅 전담인력 수가 많을수록 수출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정산

물량, 품질관리 전문인력 수, 수출박람회 참여 횟수는 수출액에 유의한 영향
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단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마케팅 전담인력 수가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동
정산 물량, 농가교육 횟수, 수출박람회 참여 횟수, 농가 수, 수출선도조직 여
부 등 다른 변수들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양(+)의 영향을 주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첫째, 수출조직운영 주체별 역할을

설정하고 각 주체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수출농
가는 수출조직 운영체계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생산자조직 출자에 참여하고 수출물량 공급과 품질관리시스템을 최대한 이
행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책임 경영자로서 수출
조직 육성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출자금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수출품목의 국내외 수급여건 변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
는 수출농가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한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고, 농협중앙회

는 조합상호지원자금(무이자지원)을 수출조직 운영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농가조직화를 위한 계열화수단으로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대표적인 수출조직 지원사업은

·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자조금 조성 운영이며, 수출조직 자체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동기가 되면서 수출가격과 수출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앙정부의 수출지원사업 방향설정에서 수출조직 운영
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1)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은 가격안정기

금과 자조금 조성이다. 가격안정기금과 자조금 운영은 수출조직 경영과 조직
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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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자조금은 품목별 유통 수출기능 강화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실
제로 실효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2) 수출

조직 육성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수출조직이 주체가 되어 전문생산단지와
산지유통센터가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능한 수출조직
관련 지원자금이 수출조직과 산지유통센터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에게 수혜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유통 대표조직과 연계할 수

3) 또한 품목별 수출조직이 중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품목별 수출

조직 운영만으로는 국내 수급조절이 어렵고 자조금 조성 및 운영성과가 한계
를 가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국내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급조절과 해
외시장 진출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수출조직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조
직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수출조직 및 수출자조금 지원사업은
품목별 대표조직 및 자조금 조성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4) 수출조직 운영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조직 운영성과에 뚜

렷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전문인력 운영 수이다.

5)

중장기적으로 국제협상의 수출보조금 폐지에 대비하여 간접지원사업 비

중을 늘려야 한다. 수출조직 운영에 수출물류비가 끼치는 영향이 크지만 중
장기적으로 수출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출조직의 독립적 운
영능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의 물류비 지원사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기존지
원사업을 개선하거나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셋째, 수출 및 유통조직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출조직의 참여주체가 되
는 생산자와 수출업체, 수출물량을 공급한 전문생산단지가 연계되어 지역 산
지유통센터에서 수출물량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수출조직 참
여 생산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주산지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선별-출하하고

모든 출하물량에 대해 일정 비율의 가격안정기금을 적립하여 수급조절 및 가
격안정 수단으로 활용한다. 수출조직 육성 초기단계에서는 개별품목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수출조직 운영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생
산자조직에서 많은 품목을 취급할 경우 연중거래 기반을 갖출 수 있고 거래
교섭력을 증진시키는 기반도 되므로 차후 지역별 수출조직 육성정책도 고려
할 수 있다. 둘째, 수출조직 육성지원 정책의 목적은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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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활동을 강화하면서 규모화를 유도하여 수출시장에서 교섭력을 가지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수출조직이 수출품목 대표조직으로 성장하여 품목별 국가대표 조직과 연계
하여 국내수급 및 수출물량 조정과 가격안정,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
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

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차별
성이 있다.

부록 1
DEA

분석의 이론적 배경

DEA 모형은 크게 CCR 모형(Charnes, Cooper & Rhodes 1978)과 BCC 모
형(Banker, Chames & Cooper 1984)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n개의 평가대
상 수출조직(DMU)이 있고, 각 수출조직은 다른 양의 m(i=1, 2, ..., m) 투입
요소를 투입하여 s(r=1, 2, ..., s)개의 산출물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k번째
수출조직의 운영 효율성 평가를 위해 대상 DMU의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
1보다 작거나 같고 투입 및 산출요소의 가중치는 0보다 크다고 제약할 때 각
DMU별로 투입 대비 산출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CCR 모형을 정의하면
다음의 식 (1)과 같다.


(1) Maximize



=



   




 
 
≥        
 


subject to





 

=

 

 




≤ ,
 
≥     



j= 1,2, ..., n

 

 :

DMU k의 가중치   ,   , ...,  과  ,  , ...,  를 사용하여 계산
한 DMU k 자신의 효율성, k번째 DMU의 효율성

m: 투입요소의 수
s: 산출물의 수
  : k번째 DMU의 i번째 투입요소의 사용량
 : k번째 DMU의 r번째 산출물의 산출량
  : k번째 DMU의 i번째 투입요소의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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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번째 DMU의 r번째

:

산출물의 가중치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상수
BCC 모형은 비현실적인 여건들을 배제시키고 규모의 효과가 대상
DMU에 대해 변동적임을 가정하고, 변동효과를 통제함으로써 순수 기술적
효율성을 분리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CCR 모형을 개선하기 위해 가설




 



  을 추가하여 규모수익증가, 불변, 감소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규모

수익가변(VRS:

(2)와

같다.

Variable Return to Scale)



(2) Maximize



subjec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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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으로 변환하였는데 이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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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약없음
:

CCR 승수모형의 최적해
,   : 투입요소 및 산출물의 잔여변수(Slack Variable)
 : 결정변수(Decision variable)로서 j번째 DMU가 효율적인
 

성에 얼마만큼 작용하였는지를 나타냄
  :

k번째 DMU의 i번째 투입요소의 사용량
 : k번째 DMU의 r번째 산출물의 산출량

프론티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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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농식품 수출조직 설문조사표

1. 2014년 수출물량 확보 활동
1-1. 귀 수출조직의 수출대표 품목은 무엇입니까?
품목명

주요 수출국가별 수출물량 및 수출액

해외 바이어 수

수출

①__________국, __________톤(ton), __________달러

대표

②__________국, __________톤(ton), __________달러

품목

③__________국, __________톤(ton), __________달러

수출

①__________국, __________톤(ton), __________달러

품목

②__________국, __________톤(ton), __________달러

(2순위)

③__________국, __________톤(ton), __________달러

수출

①__________국, __________톤(ton), __________달러

품목

②__________국, __________톤(ton), __________달러

(3순위)

③__________국, __________톤(ton), __________달러

기타
품목

①__________국, __________톤(ton), __________달러
②__________국, __________톤(ton), __________달러
③__________국, __________톤(ton), __________달러

1-2. 귀 수출조직의 2014년 총수출물량은 얼마입니까?

해외바이어 수:
_____명

해외바이어 수:
_____명

해외바이어 수:
_____명

해외바이어 수:
_____명

_______ 톤

1-2-1. 귀 조직의 수출 물량은 수출농가의 총생산물량 중 몇 % 를 차지합니까? _____%
1-2-2. 총수출물량 가운데 계약재배한 물량은 얼마입니까?

_______ 톤

1-2-3. 귀 수출조직의 계약재배 이행률(계약이행 물량/총계약재배물량)은 얼마입니까?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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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이 가운데 공동선별한 물량은 얼마입니까?

_______ 톤

1-2-5. 이 가운데 공동정산한 물량은 얼마입니까?

_______ 톤

1-2-6. 이 가운데 공동브랜드(또는 공동박스)를 이용한 브랜드 출하물량은 얼마
입니까?

________ 톤

1-3. 귀 수출조직에서 최근 3년(2012~2014년)간 수출품목별 생산에 도입한 신품
종은 몇 개입니까?
① 없다

② 1개

번)

(
③ 2개

④ 3개

⑤ 4개 이상

1-4. 귀 수출조직에서 최근 3년(2012~2014년)간 개발하여 출하한 수출용 신상품
(포장 단위, 브랜드, 포장재 등)은 몇 개입니까?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번)

(

④ 3개

⑤ 4개 이상

1-5. 아래 제시된 「수확 후 관리기술」 내용 중 귀 수출조직이 도입하고 있는 내
용은 무엇입니까? 도입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괄호 안에 모두 ( ○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저장고 및 컨테이너 온도관리

(

)

⒝ 예건‧예냉 기술 적용

(

)

⒞ 신선도 유지제 활용

(

)

⒟ 신선도 제고를 위한 포장관련재 사용

(

)

⒠ 원물 숙도 적기수확 판정 및 선과 관리

(

)

2. 수출상품 품질관리 활동
2-1. 귀 수출조직은 품질 및 안전성 제고 등 수출농가교육을 1년에 몇 회 실시
합니까?(2014년 기준)
1) 개별지도 및 농가컨설팅: (

) 회 2) 전체집합교육: (

) 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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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귀 수출조직은 수출상품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다음 중 어떤 항목
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괄호 안에 모두 ( ○ ) 표시
를 해 주십시오.
⒜ 친환경 재배‧자재 구입비 생산자 지원

(

)

⒝ 천적구입비 생산자 지원

(

)

⒞ 친환경 품질인증 보유

(

)

⒟ GAP, GMP, ISO 등 품질인증 보유

(

)

⒠ 농약·자재 조달처 지정 운영

(

)

⒡ 해당품목 농약·자재 사용기준 운영

(

)

2-3. 귀 수출조직은 품질관리 매뉴얼 보급과 운영을 위해 다음 중 어떤 것을 실
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괄호 안에 모두 ( ○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

⒝ 품위관리일지 작성

(

)

⒞ 품위관리시스템(ERP) 도입

(

)

⒟ 생산이력추적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입

(

)

⒠ 수입국 잔류농약기준(MRL)에 적합한 방제체계 도입

(

)

2-4. 귀 수출조직의 품질과 안전성 분야 관리 전문인력은 몇 명입니까? ( ) 명

2-5. 다음 보기 중 귀 수출조직이 수출상품의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해 운영 중
인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괄호 안에 모두 ( ○ )
표시를 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면 표시하지 않습니다.
⒜ 토양‧배지 검사 시스템

(

)

⒝ 비료‧농약 검사 시스템

(

)

⒞ 카카오톡 등 인증관리수단 확보

(

)

⒟ 안전성 검사 테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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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귀 수출조직의 수출상품 중 최근 3년(2012~2014년)간 검역통관절차 단계에
서 품질문제로 수출이 제한된 건수와 품질 손상‧부패로 인해 클레임을 받
은 건수는 각각 몇 건 입니까?
1) 검역통관 수출제한건수: (

) 건

2) 품질손상‧부패 건수: (

) 건

3. 수출상품 선별 및 상품화, 마케팅활동
3-1. 귀 수출조직에서 보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요 시설은 무엇입
니까? 해당 시설별 면적과 개소를 기입한 후 자체 보유 및 임대사용 여부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시설명
선별장
저온창고
냉동창고
GAP 인증시설



면적( )

개소
①
①
①
①

보유 및 임대 여부
자체 보유 ② 임대사용
자체 보유 ② 임대사용
자체 보유 ② 임대사용
자체 보유 ② 임대사용

3-2. 귀 수출조직은 수출시장 마케팅활동을 전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몇 명 보
유하고 있습니까?

(_____________ 명)

3-3. 귀 수출조직은 2014년에 해외시장에 나가 소비자 조사 및 판매활동을 한
횟수가 몇 회입니까?

(

) 회

3-4. 귀 수출조직은 2014년에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에 참여한 횟수는 몇 회입니
까?
1) 국내: (

) 건

2) 해외: (

) 건

3-5. 귀 수출조직이 해외시장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몇 개입니까? 숫자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없다

② 있다: (

)개소

부록

131

3-6. 귀 수출조직의 수출조직 강화활동 계획 대비 실천 비율
1) 수출물량 확보 계획 대비 실제 수출물량 확보 비율 (

%)

2) 품질관리 활동 계획 대비 실제 품질관리 프로그램 실천 비율 (
3) 마케팅활동 계획 대비 실제 실행 비율 (

%)

%)

4. 수출조직 운영 실태
4-1. 귀 수출조직의 구성 형식은 무엇입니까? (

번)

① 생산자 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② 수출업체로만 구성되어 있다
③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계약서에 의해 공동으로 활동한다
④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공동출자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2. 2014년에 귀 수출조직에 소속된 농가는 몇 호입니까?
농가조직 형태

농가 수

① 영농조합법인
소속

출하물량과 수출물량

총 ________ 농가
생산농가 관리

출하물량: ________ 톤

a. ID 관리 농가 수: _______호

수출물량: ________ 톤

a. 이력관리 농가 수: _______호

② 읍·면단위 공선

출하물량: ________ 톤

a. ID 관리 농가 수: _______호

출하회 소속

수출물량: ________ 톤

a. 이력관리 농가 수: _______호

③ 시·군단위 공선

출하물량: ________ 톤

a. ID 관리 농가 수: _______호

출하회 소속

수출물량: ________ 톤

a. 이력관리 농가 수: _______호

④ 전국단위 공선

출하물량: ________ 톤

a. ID 관리 농가 수: _______호

출하회 소속

수출물량: ________ 톤

a. 이력관리 농가 수: _______호

⑤ 기타(개별농가

출하물량: ________ 톤

a. ID 관리 농가 수: _______호

수출물량: ________ 톤

a. 이력관리 농가 수: _______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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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귀 수출조직에서 다음 수출조직 운영활동 항목들을 결정할 때 누가 더 영
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출업체나 생산자조직 중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수출활동
예시) 수출물량 확보
수출물량확보
수출상품 품질관리
마케팅활동
수출물량 결정
수출가격 결정

수출업체

생산자조직
○

4-4. 귀 수출조직의 수출물량은 어떤 거래 방식에 의해 확보합니까? (
① 계약재배한다

② 수매 및 매취한다

번)

③ 계약재배와 수매 및 매취를 병행한다

4-5. 귀 수출조직은 수출가격 변동이나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손실보전,
이익정립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예

번)
② 아니오

4-6. 귀 수출조직에서 수출활동의 이익이나 손실 발생 시 처리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권자 또는 책임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해당번호에 ( √ ) 표시를 하시기 바랍
니다. (

번)

① 생산자조직

② 수출업체

③ 생산자조직과 수출업체 협의 후 결정

4-7. 귀 조직 대표수출품목에 대한 물류비용은 얼마입니까?
1) 대표수출품목 (예시) 장미 (수출 품목명:

)

2) 국내물류비
- 국내 산지~항만까지의 거리: (

) km / 20피트 콘테이너 1개당 운송비용: (

)원

- 국내 산지~공항까지의 거리: (

) km / 20피트 콘테이너 1개당 운송비용: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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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물류비
- 수출국가:

(예시) 일본

(수출국가:

- 해외 항만~수입회사까지의 거리: (
- 해외 공항~수입회사까지의 거리: (

),

) km / 20피트 콘테이너 1개당 운송비용: ( ) 원
) km / 20피트 콘테이너 1개당 운송비용: ( ) 원

4-8. 귀 수출조직은 지난 3년간(2012~2014년) 정부로부터 수출조직화 관련 지원사
업의 수혜를 받았습니까?

번)

(

① 예 (연간 평균 지원금액: ________________원)

② 아니오

4-9. 귀 수출조직의 수출대금 결제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신용장

② 외상결제

번)

③ 기타(선입금 등)

5. 수출조직 육성 방향
5-1. 귀 수출조직은 현재 수출조직 운영 단계별 활동들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이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 ○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필요성
수출조직 활동
유형
(예시)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
1)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
2) 수출상품의 생산·품질 관리
3) 수출상품의 선별·포장 관리
4) 해외 시장 판매·마케팅활동
5) 수출가격 변동성 완화

④
① 필요성이 ② 필요성이
⑤ 개선할
③ 보통이다 개선사항이
매우 높다 조금 있다
사항이 없다
별로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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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수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출전문조직 육성
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번)

(

①예

② 아니오

5-3. 귀하는 농산물 수출전문조직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라
고 보십니까? (

번)

① 수출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의 전문성
② 산지물류센터와 물류기반 확보
③ 일정한 수출물량 확보 능력
④ 안전성과 규격품 생산에 대한 품질관리 능력
⑤ 수출시장 판로개척과 안정적인 마케팅활동 능력

5-4. 귀하는 정부에서 수출용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공급할 수출전문단지(예를 들
어 원예전문단지 중 일부를 수출전문단지로 지정하여 지원)를 육성할 필요
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번)

①예

② 아니오

5-5. 귀하는 정부에서 수출 원예전문단지를 육성·지원할 때 수출전문단지의 수출
업체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예

번)
② 아니오

5-6. 농산물 수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가 연계된 수출조직이 결속력을 강화시키
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번)

① 수출물량과 규격품에 대한 계약재배를 상호 간에 작성하고 이행한다
②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수출조직 제반 수익과 활동경비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③ 수출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교육, 컨설팅, 국내외 선진사례 연수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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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공동 출자인을 설립하고 출자금 규모를 키운다.
⑤ 수출용 농산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출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수출손실이 발생
할 때 농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킨다.

5-7. 귀하가 수출하는 품목의 수출증대를 위해 현재보다 지원을 강화해야 할 부
분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항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 (

번)

2) (

번)

① 생산단지에 현대화된 생산시설을 지원한다
② 수출용 농산물의 유통시설, 물류시설 인프라를 개선하다
③ 수출물량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약재배를 활성화시킨다
④ 수출전문 농가와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한다
⑤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가진 신품종 개발과 생산기술 연구를 강화한다
⑥ 품목별 국가 대표브랜드를 육성하여 공동선별 기준을 이행한다
⑦ 수출시장에 국가브랜드 홍보, 판로개척, 마케팅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⑧ 수출시장 진출의 비관세장벽 등 제도적 장애요인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⑨ 수출시장과 수출가격 정보 제공과 이용을 활성화시킨다
⑩ 수출보험운영 활성화, 수출가격 변동성 완화 등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
⑪ 기타(

)

5-8. 현재 지원되는 수출물류비 보조사업이 감축될 경우 인프라 부문에 지원을 강
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수출지원사업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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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 사항

본 설문지에서 요구하는 기본 사항들은 연구 외적인 용도로 일
절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① 작목반·영농조합법인
② 지역농협·품목농협
1)

귀 수출회사의 형태

③ 전문수출회사(무역업체)
④ 농업수출회사법인
⑤ 기타(

)

2)

설립년도

(

) 년

3)

최초 수출연도

(

) 년

4)

총수출대상 국가 수

(

) 개국

5)

총해외 바이어 수

(

) 명

6)

수출업무 상시근무직원 수

(

) 명

7)

수출조직 회원 수

(

) 개

-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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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농산물 수출농가 의식 설문조사표

■ 주요 조사항목
※ 수출조직이란 농식품 수출물량 증대와 품질관리 마케팅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결속하여 수출물량 공급활동과 해외시장 판매활
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수출주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수출조직은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K-apple, KOPA 등
이 있습니다.

■ 농식품 수출 실태

※ 해당 번호를 ( )에 기재하거나 ( ○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생산 농산물을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까? (

번)

① 예 (→ 2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2. 귀하가 수출용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
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개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

① 국내 내수시장의 가격상승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②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소득을 더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③ 수출에 참여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④ 수출업체나 농협의 유통시설 이용이 가능하므로
⑤ 수출출하가 내수출하보다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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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 농가는 수출물량을 어떤 거래방식으로 공급하십니까?
① 계약재배하여
공급한다

② 수출업체의 수매 및
매취에 응한다

③ 연도별로 공급방식이 달라진다

4. 귀 농가가 수출용 농산물 판매처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

번)

① 판매가격 수준
② 판매가격 안전성
③ 수출가격 투명성
④ 대금정산 신속성
⑤ 판매의 용이성(원하는 물량 처리가능성 등)
⑥ 기존 거래 관계

5. 귀 농가가 농산물을 수출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번)

① 수출물량 혹은 계약물량을 계획대로 공급하기가 어렵거나 공급과정이 복잡하다
② 수출용 생산의 농약사용 기준이나 병충해 관리 기준이 까다롭다
③ 수출업체가 요구하는 선별과 상품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④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경로보다 판매가격이 낮거나 가격 변동성이 더 크다
⑤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 비해 생산비가 더 높다

6. 귀 농가가 농산물 수출 계약물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가장 큰 이유는? (
① 기상조건과 병충해에 의해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② 생산기술이 부족하여 품질규격에 맞추어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③ 노동력이 부족하여 출하시기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④ 국내시장에 출하하는 가격이 수출하는 경우보다 높기 때문에
⑤ 수출업체의 수출 계약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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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조직 참여실태
7. 귀 농가는 농식품 수출조직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번)

① 예 (수출업체 혹은 생산자조직을 통해 수출한다)
② 아니오 (수출계약을 맺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출여부 및 물량을 결정한다)

8. 귀 농가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번)

① 생산자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② 수출업체로만 구성되어 있다
③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계약에 따라 수출활동을 한다
④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공동출자한 법인이며, 정관에 따라 수출활동을 한다

9. 귀하가 소속된 수출조직에서 다음 수출조직 운영활동 항목들을 결정할 때 누
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출업체나 생산자조직 중 해당하는 항목
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수출조직 운영활동

수출업체

생산자조직

예시) 수출물량확보

○

수출물량 확보
수출농식품 품질관리
마케팅활동 주체
수출물량 결정
수출가격 결정

10. 귀하는 수출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수출농가교육에 1년에 몇
회 참여하셨습니까?(2014년 기준) (
1) 개별지도 및 농가컨설팅: (

) 회

회)
2) 전체집합교육: (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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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가 참여하는 수출조직은 수출가격 변동이나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시
스템(손실보전, 이익정립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예

번)

② 아니오

12. 귀하가 참여하는 수출조직에서 수출활동의 이익이나 손실 발생 시 처리방법
에 대한 의사결정권자 또는 책임운영자는 누구입니까? (
① 생산자조직

② 수출업체

번)

③ 생산자조직과 수출업체 협의 후
결정

13. 귀하가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내용은 무
엇입니까? 해당 지원내용에 (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원 (

)

⑥ 수출물류비 지원

(

)

② 수출선도조직 지원

(

)

⑦ 농수산물수출보험 가입 (

)

③ 잔류농약검사비 지원

(

)

⑧ 교육 및 컨설팅

(

)

(

)

④ 국제박람회 참가

(

)

⑨ 기타 지원내용

⑤ 해외판촉행사 지원

(

)

⑩ 정부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않았다 (

)

■ 수출조직 육성 방향
14. 귀하는 현재 수출조직 운영 단계별 활동들의 개선 필요성은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 ○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조직 활동 유형
(예시)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
1)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
2) 수출상품의 품질 관리
3) 수출상품의 선별·포장 관리
4) 해외시장 판매·마케팅 활동
5) 수출가격 변동성 완화

① 매우
높다

② 조금
있다
○

③ 보통
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없다

부록

141

15. 귀하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출전문조직 육성이 필
요하다고 보십니까? (

번)

① 예 (16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15-1로 이동)

15-1. 농산물 수출전문조직 육성이 필요없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

16. 귀하는 농산물 수출전문조직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번)

① 수출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의 전문성
② 산지물류센터와 물류기반 확보
③ 일정한 수출물량 확보 능력
④ 안전성과 규격품 생산에 대한 품질관리 능력
⑤ 수출시장 판로개척과 안정적인 마케팅활동 능력

17. 농산물 수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가 연계된 수출조직이 결속력을 강화시키
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

번)

① 수출물량과 규격품 생산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한다
②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수출조직 제반 수익과 활동경비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③ 수출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교육, 컨설팅, 국내외 선진사례 연수 등을 시행한다
④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공동 출자법인을 설립하고 출자금 규모를 키운다.
⑤ 수출용 농산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출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수출손실이 발생
할 때 농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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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하는 정부에서 수출용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예를 들어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 원예전문단지를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
니까? (

번)

①예

② 아니오

18-1.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할 필요성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

19. 귀하는 정부에서 수출 원예전문단지를 육성·지원할 때 수출전문단지의 수출
농가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번)

① 예 (20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20-1번으로 이동)

19-1. 참여할 의향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

20. 귀하가 수출하는 품목의 수출증대를 위해 현재보다 지원을 강화해야 할 부
분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개 항목을 선택해주시
기 바랍니다.
1순위:

번,

2순위:

번,

3순위:

번)

① 생산단지에 현대화된 생산시설을 지원한다
② 수출용 농산물의 유통시설, 물류시설 인프라를 개선하다
③ 수출물량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약재배를 활성화시킨다
④ 수출전문 농가와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한다
⑤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가진 신품종 개발과 생산기술 연구를 강화한다
⑥ 품목별 국가 대표브랜드를 육성하여 공동선별 기준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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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출시장에 국가브랜드 홍보, 판로개척, 마케팅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⑧ 수출시장 진출의 비관세장벽 등 제도적 장애요인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⑨ 수출시장과 수출가격 정보 제공과 이용을 활성화시킨다
⑩ 수출보험운영 활성화, 수출가격 변동성 완화 등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
⑪ 기타(

)

21. 현재 지원되는 수출물류비 보조사업이 감축될 경우 인프라 부문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가 요구하고 싶은 수출지원사업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 기초 조사항목
본 설문지에서 요구하는 기본 사항들은 연구 외적인 용도로 일
절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1. 귀 농가의 대표 수출품목의 생산량과 수출량은? 2014년 기준입니다.
1) 대표 수출품목과 재배면적
품목명: (예시 딸기)
재배면적: (예시 1.5ha)
ha
2) 생산량: (예시 20톤)
(톤) 혹은 (본) (해당단위에 ○ 표시)
3) 수출량: (예시 2톤)
(톤) 혹은 (본)
4) 수출액:
(원)
5) 수출물량 중 계약재배 물량: (예시 1톤)
(톤) 혹은 (본)
6) 수출물량 중 공동선별 물량: (예시 0.5톤)
(톤) 혹은 (본)
2. 인적 사항
1)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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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3) 전화번호:
4) 재배면적:
 밭:
 과수원

(세)
:

 하우스시설면적
 시설건물면적

(3.3㎡)
평(3.3㎡)
평(3.3㎡)
평(3.3㎡)(새송이버섯 등 해당되는 경우)
(년 )
(년 )
평

:

:

5) 수출품목 재배경력:
6) 수출참여 경력:

-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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