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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전통식품제조업체의 경영 효율성 분석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양 찬 영

최근 들어 국내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에 기반한 상호 성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이 국

내 농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특히 전통식

품산업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큰 산업분야로 여겨지고 있

다.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전통식품을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

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으로 정의한 것

도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식품제조업체의 경영 비효율성과 영세성은 뚜렷한 개

선 없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왔다. 2010년 기준으로 전통식품제

조업체 중 매출액 규모가 10억 미만인 업체의 비율은 75.6%이고 종

사자수가 10인 미만인 업체는 전체의 83.4%로 집계돼 전통식품제조

업체의 절대적인 규모가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대기업과 대형유통업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국내 식품산

업의 여건 상 대다수가 중소업체인 전통식품제조업체의 경영 여건

은 여전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

식품제조업체의 경영 효율성 분석을 통해 경영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효율성 분석에 앞서 전통식품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주요 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의 경우 정책 홍보 등을 통한 실

효성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경

우에도 품목 구분에서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경영 효율성 분석을 위해 분석 대상은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한과 및 떡류, 김치류, 장류 인증업체로 한정시키고 한과 및 떡류

31개 업체, 김치류 34개 업체, 장류 43개 업체에 대한 자료포락분석

(DEA)을 수행하였다. CCR 모형을 통해 CRS효율성을 분석한 결

과, 효율적으로 나타난 인증업체들의 비율은 한과 및 떡류 22.6%,

김치류 23.5%, 장류 25.6% 수준이었다. BCC 모형을 이용해 VRS효

율성과 규모 효율성을 계측하여 두 값을 비교한 결과 한과 및 떡류,

김치류, 장류 인증업체 모두 기술에 의한 비효율이 규모 요인에 의

한 비효율보다 크게 나타나 규모 변화를 통한 비효율성 개선 방안

보다는 경영 및 생산 기술 측면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규모 요인, 전문성 요인, 생산 및 판매 요인, 기타 요인으로 구분하

여 효율성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 서로 다른 요인이

효율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경영 효율성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각 품목별로 효율

성 결정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의 경우

매출액, 식품관련전공자비율, 납품 단가는 효율성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기간, 당해 연도 R&D투자여부에 대해서

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류 인증업체의 경우

는 매출액, 경력직 종사자비율, 평균 납품 단가, 식품관련전공자비율

은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수작업공정비율, 당해 연도 R&D투

자여부, 경영기간, 입지지역 내 동일품목인증업체 수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류 인증업체의 경우 매출액, 경영기간, 식품

관련 전공자 비율, 당해 연도 수출 여부, 평균 납품 단가는 정(+)의

관계, 경력직 종사자 비율, 입지 지역 내 동일품목인증업체 수, 정

부지원액과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단 세 품목 모두 식품관련

전공자 비율과 kg당 출하가격이 유의하게 정(+)의 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통식품의 소비 특성에 맞춘 제품 고급화 및 인력의 전문

성이 전통식품제조업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DEA 분석 결과에 대한 또 다른 사후분석인 층화분석을 통해서는

품목별로 비효율의 정도가 큰 인증업체들을 규정할 수 있었다. 비효

율적인 인증업체들의 규모 수익 유형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비효

율 인증업체의 경우 투입 수준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나 김치

류 인증업체의 경우는 현재보다 투입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품목별 효율적 업체와 비효율 업체의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품목 및 효율성의 크기와 상관

없이 전통식품업계 전반의 가장 큰 애로 요인은 비싼 국산 원료의

사용에 따른 부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산원료조달방안은 효

율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요어 : 전통식품제조업체, 효율성 분석, 전통식품품질인증, 자료포

락분석, DEA

학 번 : 201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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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웰빙 문화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

남과 함께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정부도

2008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과 더불어 국산 식품 수출 및 한식

세계화 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 전통식품산업을 성장시키려

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에 의하면 전통식품산업의 출하액은 연평균 8.9% 증가했으며, 종사

자수는 2.9% 증가하여 최근의 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식품산업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보존하고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충족시키며 국내 농산물

의 고부가가치화 및 농가 소득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큰 가치를 지

닌 산업분야이다(이계임 외, 2006). 특히 최근 들어, 대부분의 식품

업체들이 저가의 수입 원료농산물을 주로 활용함에 따라 국내 식품

산업과 농업과의 산업적인 연계성이 낮아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이

국내 농업 성장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

실에서(최태동 외, 2009), 전통식품산업의 성장은 국내 농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이 ‘전

통식품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

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국산 농수산물의 사용을 명

시해 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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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통식품산업이 지니고 있는 이 같은 가치에 반해, 전통식

품제조업체들의 영세한 규모와 열악한 경영여건이 전통식품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aT)의 2011년 「전통·발효식품 제조업체 운영실태 및 현황조사」

에 따르면, 전통식품제조업체 중 매출액 규모가 10억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75.6%, 종사자수가 10인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83.4% 수준

으로 국내 대다수 전통식품제조업체의 절대적인 규모가 매우 영세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식품산업 전반이 소수의 대기업과 대형

유통업체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안상돈 외, 2009) 대다수

가 중소업체인 전통식품제조업체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큰 어려움

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통식품제조

업체의 경영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그에 따른 뚜렷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영 효율성 분석은 전통식품제조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 효율성 분

석은 개별 업체의 비생산적인 요소를 찾고 이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 효율성은 업체의 경쟁력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좁게는 업체의 생존과 직결되고 넓게는 해당 산업의 성장

과 관련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식품제조업체의 경영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를 강화시키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전통식품산업이 지니고 있는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가치를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내 농업의 발전에

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 : Data Envelopment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여 전통식품제조업체의 경영 효율성을 측정 및 평가

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사후 분석을 통해 국내 전통

식품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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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전통식품산업에 대한 관점은 기존의 문화적·영향학적 가

치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과의 산업적인 연계성에 기반하고 있다. 따

라서 전통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의 중 앞서 언급한 「식품산업진흥

법」의 정의가 이 같은 관점에 가장 부합하는 정의로 볼 수 있다.

또한 분석을 통해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제

도적 정의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식품

에 대한 「식품산업진흥법」의 제도적 정의에 부합하는 전통식품제

조업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 위해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을 생산하는 업체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선 국내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운영

현황 및 경영 여건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선행연구의 결과와 전통

식품품질인증업체의 현황을 반영하여 효율성 분석 대상 품목을 분

류한다. 이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1년도 전통식품 실태

조사」자료 중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에 대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DEA 기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품목

별 경영 효율성을 계측하고 시사점을 살피고자 한다. 이와 함께 그

에 대한 사후 분석으로 Tobit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과 층화분석에 따른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함의를 도출한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전통식품제조업체의 경영여건 분석에 대한 연구

기존의 전통식품제조업체의 경영여건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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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식품가공업체 중 ‘전통식품개발사업분야’의 정책지원을 받은 업체

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동화(1995)는 전라북도의 식품가공업체의

전반적인 경영 영세성에 따른 임가공업 비중이 높음을 지적함과 함

께 전통식품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모든 식품가공업체들이 해당 지

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고, 지역 농민이나 단체가 사업에 참

여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판매 및 경영이 정상화된다면 농민 소

득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강태훈(1998a)은 경상북도의 지역식품가공업체에 대한 통계자료 분

석을 통하여 전통식품제조업체 지원에 있어서 업체의 경영능력에

대한 사전 평가 및 지원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고 지적

하고 있다. 그와 함께 규모의 영세성과 전문적 마케팅 능력 미비로

인해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판로 개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통식품제조업체의 경영능력, 경영형태, 재무구조, 인

력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

해서 개별 사업체들의 경영실적에 근거한 면밀한 경제성 분석이 이

루어져야 하고 상품의 특성, 경영방식, 상품개발능력, 생산방식, 재무

상태, 판매방식, 구매방식, 정보화, 시장범위, 경영자의 의식, 인력관

리 방식, 등 제반 경제·경영지표에 근거하여 어떤 방식이 업체의 성

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파악하는 과학적인 관리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경영여건과 경영실적간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로는 강태훈(1998b)이

있다. 경상북도의 80개 지역식품가공업체 자료를 이용한 이 연구에

서는 자료의 양적 한계에 따라 회귀분석 대신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경영형태, 가공식품기술, 판매방법, 입지요인별 운영성과를 분석하였

다. 특히 지원형태별 운영실적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

통식품 유형의 식품가공업체가 다른 유형의 식품가공업체들 보다

운영실적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단, 전통식품 유형의 업체

중 운영실적이 극히 미진한 업체들을 분석에서 제외시킬 경우 전통

식품업체의 운영실적이 다른 유형의 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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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감을 보임으로써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통식품 업체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최태동 외(2009)의 연구는 농촌지역에 입지한 소규모 농산물가공사

업체 중 한과, 장류, 음료, 기타류를 생산하는 50개 업체의 경영여건

을 분석하였다. 경영기본, 인사노무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 재무관

리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이뤄진 경영진단 결과, 경영자들의 경영 능

력이 미진하고 생산, 판매, 재무라는 경영 전반이 부실하게 운영되

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그에 따른 경영·생산·판매·재무 전 분야에 걸

친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는 전통식품제조업체들의 열악한 경영 여건이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경영 여건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정책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업

체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 전통식품제조업의 경

영 여건을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업체의 경영능력과 경

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해 주

장의 실증적 근거가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다.

2. 전통식품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통식품산업의 발전방안과 관련된 연구들은 90년대 초, 현재 「식

품산업진흥법」 일부의 전신인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다. 이동필 외(1993)는 안동소주, 순창 고추장, 돌

산 갓김치 3개 업체에 대한 성공 사례를 성공요인, 사업내용 및 당

면문제별로 연구하여 상품 차별화,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제

품 판로 확보와 유통 개선, 농협의 가공사업 방식 개선, 농산물 가

공산업 관련제도 개선 등을 통한 전통식품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

하였다.

신동화(1995)는 우리나라 식품 산업은 처음부터 수입된 외국산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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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콩 등에 기반을 두고 발전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 자

원은 극히 일부의 과실, 채소류를 제외하고는 가격 및 물량 면에서

가공용 원료로서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소규모의 식

품제조업체들은 대기업이 손대기 어려운 지방 특산물이나 여러 가

지 제약들로 인해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계임 외(2006)는 업체 설문조사와 소비자 설문조사, 외국의 전통

식품정책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전통식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대상 명확화와 부처간 업무 연계성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

다. 또한 현행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가 광의의 전통식품 범주와 차

별화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차별화의 필요성을 주

장했다.

이용환(2007)은 최근의 전통식품산업 현황을 제시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제품 및 소비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시스템 및 품

질 면에서 표준화된 제품 생산을 위한 전통식품 인증 제도의 대대

적인 소비자 홍보, 기술 및 인력부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생산

다방면에 걸친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신동화(2008)는 전통식품을 재료별·제조방법별로 유형화하면서 특

성에 맞는 적절한 원료의 확보, 적절한 가공기술 개발, 다양한 소비

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품개발과 적극적인 판로개척 노력을 발

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원료생산자, 관련기업, 학계,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식품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국내

전통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시장 차별화,

원료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 조달, 마케팅 개선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단 연구별로 전통식품

에 대한 정의와 접근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어 이를 감안하여 결과

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전통식품제조업체와 관련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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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방안들은 주로 개별 사례와 단순 통계자료에만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 방안들의 실효성에 대한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3. 식품산업분야의 효율성 분석 연구

식품산업과 관련된 효율성 분석 연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호텔

외식사업부 등 비교적 분석 대상 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용이한 외

식업 분야를 주 대상으로 이뤄져왔다. 김순진 외(2006)는 3가지 외

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가맹점의 효율성을 CCR모형으로 계측하

여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브랜드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서영애

외(2006)는 특정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40개 영업점에 대한 경영

효율성을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으로 분리하여 측

정하고 이를 업체의 자체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DEA를 통한 분석

결과가 실제 평가에도 사용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배준호(2011)는 5

개 특급호텔의 서울지역 직영레스토랑 31개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

석을 수행하고 비효율성의 원인을 기술적 요인과 규모 요인으로 나

누어 그에 따른 효율성 개선 방안과 경영전략을 제시하였다.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안상돈

외(2009)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90개의 지역농협 가공공장을

대상으로 가동일수, 고정투자, 직원수,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제

조원가, 감가상각비를 투입변수로, 매출 총이익을 산출변수로 선정

하여 경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규모의 경제성을 추가로 분석

하여 규모의 경제 유형별로 경영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용선 외(2011)는 DEA기법을 활용하여 채소절임식품산업의 생산

효율성을 계측하고 Tobit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시장점유율이 높고 종업원 수가 많은 대기업의

생산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근거로 김치 제조업의 규모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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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주 외(2012)는 국내 유기농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종업원

수, 설비투자액, 연구개발비, 홍보비를 투입변수, 매출액과 영업이익

을 산출변수로 하여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업체별

규모 수익 유형을 파악하고, 경영 형태별로 효율성 값이 가장 낮은

세 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투입량 개선치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경영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주로 외식업 분야에서 이뤄지다가 최근에는 정책적

관심에 맞춰 식품제조업분야에 대한 연구도 차츰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식품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효율성 분

석 연구는 생산 품목별로 업체를 세분화하지 않은 결과들을 제시함

에 따라 비교 업체 간 동질성 확보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4.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식품산업진흥법」에서의 전통식품에 대한 정의에 기

초하여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기존 선행 연구에서의 정의상 혼란을 줄이고, 전통식품 정책

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높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별 전통식품제

조업체의 응답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이 이뤄졌기 때문에 분석 결과

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품목별 경영 여건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품목별로 나눔으로써 비교 대상 간 동질성을 높이고

품목에 따라 세분화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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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따라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제

시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Ⅱ장에서는 분석 대상인 전통

식품과 관련한 인증제도와 인증업체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Ⅲ

장에서는 효율성 분석 모형과 분석 자료를 설명하였고, Ⅳ장에서는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효율성 분석 결과를 품목별로 제시하였다.

Ⅴ장은 Ⅳ장의 효율성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을 수행하였고 Ⅵ장에서는 비효율이 크게 나타나는 전통식품품질인

증업체들의 효율성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Ⅶ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 10 -

Ⅱ장 인증제도 및 인증업체 현황

제 1 절 인증제도 현황

1. 전통식품품질인증

「식품산업진흥법」은 전통식품을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

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러한 법적 정의 하에서, 개별 전통식품 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을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고시하고 있다(한국식품연구원).

<그림 2-1> 전통식품품질인증 표지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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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한과류 엿 김치류 가래떡 도토리가루 약주 찌는떡 염절임

메주 조청 두부 흑염소추출액 솔잎가공품 곡물식초 치는떡 초절임

청국장 약식 죽류 고춧가루 들기름 감잎차 설렁탕 당면

국수류 고추장 탁주 둥글레차 양념갈비 청주 과실식초 만두

묵류 된장 녹차 누룽지 머루즙 증류식소주 뽕잎차 부각

구기자차 간장 식혜 대추차 곰탕 리큐르 삶는떡 순대

건표고 엿기름 미숫가루 메밀가루 족발 증편 고추장장아찌 전

무말랭이 유자절임 삼계탕 인삼차류 칡즙 새알심 된장장아찌 편육

곶감 참기름 매실농축액 도라지가공품 수정과 시래기 간장장아찌 홍삼가공품

전통식품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

시한 품목 중에서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하여 상품성과 대중성, 전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게 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정된 품질인증 대상품목별로 전통식품표준규격을 제정하여 고시

하게 된다. 현재는 이상의 절차에 따라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

류, 묵류 등 72개 품목1)이 전통식품표준규격에 지정되어 있다.

<표 2-1>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따른 전통식품 품목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지정되어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중 전

통식품품질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기

관으로 지정한 한국식품연구원으로 인증을 신청하고 공장심사와 제

품심사 결과에 의해 전통식품품질인증이 주어진다. 1991년 합천전통

한과를 1호2)로 시작한 전통식품품질인증은 현재 45개 품목 349개

업체의 476공장에 지정되어 있다. 인증 품목들은 주로 장류3), 김치

1) 2012년 6월 29일 개정 기준
2) 당시의 제도 명칭은 ‘전통식품 상징표시제도’였으며, 합천전통한과는 현재 인증취

소로 인해 인증업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12 -

규격번호 규격명
인증공장수

규격번호 규격명
인증공장수

개 % 개 %

T001 한 과 류 29 6.1 T026 미숫가루 2 0.4

T002 메주 2 0.4 T030 매실농축액 2 0.4

T003 청국장 27 5.7 T031 가래떡 29 6.1

T004 국 수 류 1 0.2 T034 고춧가루 7 1.5

T005 묵류 2 0.4 T035 둥글레차 1 0.2

T006 구기자차 1 0.2 T036 누룽지 9 1.9

T007 건 표 고 5 1.1 T037 대추차 2 0.4

T009 곶감 8 1.7 T039 인삼차류 2 0.4

T011 엿 3 0.6 T040 도라지가공품 2 0.4

T012 조청 5 1.1 T041 도토리가루 1 0.2

T013 약식 1 0.2 T045 들 기름 10 2.1

T014 고추장 49 10.3 T049 족 발 1 0.2

T015 된장 51 10.7 T050 칡즙 1 0.2

T016 간 장 34 7.1 T054 곡물식초 1 0.2

T017 엿기름 3 0.6 T055 감잎차 2 0.4

T018 유자절임 1 0.2 T059 증편 1 0.2

T019 참기름 15 3.2 T061 시래기 1 0.2

T020 김 치 류 126 26.5 T062 찌는떡 1 0.2

T021 두 부 11 2.3 T063 치 는떡 3 0.6

류, 한과 및 떡류4)로서, 이 품목들이 전체 인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각각 34.1%, 26.4%, 13.0% 순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하고 있

다. 반면 전체 45개 인증 품목 중 25개 품목의 경우, 품목당 인증

업체수가 3개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품목별로 인증 수는 큰 격차가

있다.

<표 2-2> 전통식품품질인증 품목별 인증 공장수

3) 메주, 청국장, 고추장, 된장, 간장을 통칭하여 장류로 분류하였다.
4) 가래떡, 찌는떡, 치는떡을 통칭하여 떡류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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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2 죽류 1 0.2 T065 과실식초 5 1.1

T023 탁주 2 0.4 T068 고추장장아찌 1 0.2

T024 녹차 11 2.3 T070 간장 장아찌 2 0.4

T025 식혜 2 0.4 [ 계 45품목 476공장 349업체 ]

자료 : (사)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www.koreaslowfood.com) 자료 재가공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지역 입지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에 84

개(24.1%)로 가장 많은 수의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가 분포해 있고

다음으로 전라북도 47개(13.5%), 전라남도와 충청북도 38개(10.9%),

경상북도 34개(9.7%)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

의 지역 분포와 일반식품제조업체의 지역적 분포를 비교해봤을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분포 양상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

다. 이는 이호철 외(1997)의 연구에서 인접지의 지역 특산물 생산여

부가 지역 전통식품업체의 입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주로 수입산 가공 원재료를 사용하는 일반 식품제

조업체와 국산 농산물을 주원재료로 사용하는 전통식품품질인증업

체의 원료 구매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경기도는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 식품제조업만이 아니라 국내 전체 제조업체

단위에서도 가장 많은 업체(91,406개, 28.0%)5)가 입지한 지역으로서

이는 시장 지향적 입지 요인과, 제조업 분야의 집적 경제 요인에 따

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개별 시군구 단위에서 전통식품인증업체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라

북도의 순창군이 20개 업체로 가장 많은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가

분포해있었다. 이 업체들은 모두 고추장 품목에 대해서 전통식품품

질인증을 받았는데, 순창의 특산품이 고추이고, ‘순창 고추장’이라는

널리 알려진 상품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전통식품제조업의 입지요

인에서 원재료의 생산 여건과 해당 지역이 지닌 이미지 또한 중요

5) 2010년 「경제총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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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 식품제조업체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경기 84 24.1 11,727 20.9

전북 47 13.5 4,145 7.4

전남 38 10.9 4,638 8.3

충북 38 10.9 3,139 5.6

경북 34 9.7 5,958 10.6

경남 31 8.9 5,301 9.4

충남 28 8 4,329 7.7

강원 26 7.4 2,567 4.6

광주 7 2 1,396 2.5

인천 7 2 1,877 3.3

서울 3 0.9 5,523 9.8

제주 3 0.9 681 1.2

부산 2 0.6 3,587 6.4

대전 1 0.3 1,300 2.3

합 349 100 56,168 100

한 요인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3>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지역 입지 분포

단위 : 개, %

자료1 :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www.koreaslowfood.com) 자료 재가공

자료2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0년 경제총조사」자료 재가공

이상의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품질인증 품목 외에 수산물을 이

용한 전통식품은 기존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수산

특산품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호-142호)에 따라 별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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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품 목 명

젓갈류(30)

○젓갈(24) : 오징어, 명란, 창란, 조개, 꼴뚜기, 까나리, 어리굴, 소라,

곤쟁이, 멸치, 대구아가미, 명태아가미, 토하, 자리, 새우, 오분자기,

밴댕이, 자하, 가리비, 청어알, 우렁쉥이(멍게), 갈치속, 한치, 전복

○액젓(4) : 멸치, 까나리, 청매실멸치, 새우

○식해(2) : 가자미, 명태

죽 류(6) 북어, 대구, 전복, 홍합, 대합, 굴

게장류(3) 꽃게, 민꽃게, 참게

건제품(2) 굴비, 마른가닥미역

기 타(6) 조미김, 고추장굴비, 재첩국, 양념장어, 부각류(해조류), 어간장

되어왔다. 2012년 11월 23일을 기준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되어 시

행됨에 따라 수산물과 수산특산품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관

리 대상으로, 수산전통식품분야는 「식품산업진흥법」의 관리 대상

으로 변경되었지만 전통식품품질인증과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은 인

증체계와 인증방식, 관리부서 등 인증제도의 운영은 별도로 이루어

지고 있다. 현재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6)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젓갈류, 죽류,

게장류, 건제품, 기타 5개 분류의 48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2-4>에서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품목을 살펴보면, 품

목 구분이 대부분 사용하는 주원재료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표 2-4>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 제정안’

현재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98개 업체 115품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미김이 전체 인증 중 57%인 65개, 젓갈류가 37%

인 42개로서 대부분의 인증은 이 두 종류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도 전통식품품질인증처럼 주요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6) 2011년 6월,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과 함께 농림수산검역검
사본부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소관으로 이뤄졌다.

- 16 -

품명 인증품목수 품명 인증품목수

가리비젓 1 어리굴젓 2

가자미식해 3 오징어젓 7

까나리액젓 5 멍게젓 1

마른가닥미역 3 자리젓 2

멸치액젓 15 재첩국 1

멸치젓 3 조미김 65

새우젓 1 참게장 3

양념뱀장어 1 토하젓 2

총 98개 업체 115품목

<표 2-5>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품목 수

단위 : 개

자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www.qia.go.kr)

2. 전통식품명인지정

전통식품품질인증 외에 중앙 정부의 전통식품 관련 인증제도로는

식품명인지정 제도가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14조는 우수한 우리 식

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

의회의 심의를 거친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그림 2-2> 식품명인지정 표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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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성명 보유기능 소재지 비고

제1호 조영귀 주류(송화백일주) 전북 전주 -

제2호 김창수 주류(금산인삼주) 충남 금산 지방무형문화재

제3호(해제) 이한영 주류(옥선주) 충남 금산 -

제4호(해제) 지복남 주류(계룡백일주) 충남 공주 지방무형문화재

제5호(해제) 이기양 주류(감홍로주) 전북 전주 　

제6호 박재서 주류(안동소주) 경북 안동 -

제7호 이기춘 주류(문배주) 경기 김포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해제) 송재성 주류(김천과하주) 전북 전주 　

제9호 조정형 주류(전주이강주) 전북 전주 지방무형문화재

제10호 유민자 주류(옥로주) 경기 용인 지방무형문화재

제11호 임영순 주류(구기자주) 충북 청양 지방무형문화재

제12호 최옥근 주류(계명주) 경기 남양주 지방무형문화재

제13호 남상란 주류(가야곡왕주) 충남 논산 -

제14호 홍쌍리 식품(매실농축액) 전남 광양 -

제15호(해제) 박승규 주류(면천두견주) 충남 당진 -

제16호 박수근 식품(수제녹차) 경남 하동 -

제17호 송강호 주류(김천과하주) 경북 김천 지방무형문화재

제18호 신광수 식품(야생작설차) 전남 순천 -

제19호 우희열 주류(한산소곡주) 충남 서천 지방무형문화재

제20호 조옥화 주류(안동소주) 경북 안동 지방무형문화재

제21호 유영군 식품(창평쌀엿) 전남 담양 -

제22호 양대수 주류(추성주) 전남 담양 -

제23호 최봉석 식품(갈골산자) 강원 강릉 -

제24호 임용순 주류(옥선주) 강원 홍천 -

제25호 오희숙 식품(부각제조) 전남 곡성 -

지금까지 국내 식품명인은 총 43명이 지정되었고 본인 사망에 따

른 지정해제 등으로 현재는 38명의 식품명인이 활동 중이다. 식품명

인지정 주요 품목은 주류로, 지금까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43명 중

21명이 주류 품목 생산에 해당되는 명인이었다. 그 외로는 장류와

차류에 각 5명, 김치, 엿, 한과에 각 2명, 떡, 매실농축액, 부각, 비빔

밥, 산자, 식초에 각 1명씩 지정되어있다.

<표 2-6> 식품명인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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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김규흔 식품(전통한과) 경기 포천 -

제27호 박흥선 주류(송순주) 경남 함양 -

제28호 김동곤 식품(우전차) 경남 하동 -

제29호 김순자 식품(포기김치) 경기 부천 -

제30호 홍소술 식품(죽로차) 경남 하동 -

제31호 김병룡 식품(숙황장) 전북 전주 -

제32호 강봉석 식품(엿, 조청) 충북 충주 -

제33호 박순애 식품(엿강정) 전남 담양 -

제34호 서양원 식품(황차, 말차) 광주 소태동 -

제35호 기순도 식품(진장) 전남 담양 -

제4-가호 이성우 주류(계룡백일주) 충남 공주 -

제36호 문옥례 식품(순창고추장) 전북 순창 -

제37호 권기옥 식품(어육장) 경기 용인 -

제38호 유정임 식품(포기김치) 경기 수원 -

제39호 김년임 식품(전주비빔밥) 전북 전주 -

제40호 한안자 식품(동국장) 전남 해남 -

제41호 임장옥 식품(감식초) 전북 정읍 -

제42호 김왕자 식품(떡류) 경기 과천 -

지정번호 성명 보유기능 소재지 비고

제1호 김광자 숭어어란제조분야 전남영암 -

제2호 이영자 제주옥돔가공기술분야 제주 -

자료 : (사)한국식품명인협회(www.kfgm.kr)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과 마찬가지로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수산전

통식품명인은 「수산물품질관리법」을 근거로 지정되어 왔는데, 현

재 수산전통식품명인은 2명으로 그 수는 많지 않으며, 1999년 ‘숭어

어란제조분야’에서 김광자 명인이 1호로 지정되었고 2012년 ‘제주옥

돔가공기술분야’에서 이영자 명인이 2호로 지정되었다.

<표 2-7>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현황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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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사업체 일반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협 농업회사법인 합계

업체수 65 55 40 26 13 199

비율 32.7% 27.6% 20.1% 13.1% 6.5% 100.0%

구분 대지면적 건물면적 건폐율(건물면적/대지면적)

면적 881.7 236.4 26.8%

제 2 절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 일반 현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1년도 전통식품 실태조사’에 조사된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업체 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업체

중 개인사업체 형태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사업체 다

음으로는 일반회사법인 27.6%, 영농조합법인 20.1%, 농협 13.1%, 농

업회사법인 6.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

업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체인 영농조합법인, 농협, 농업회사

법인의 비중은 40%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업체 형태별 현황

자료 : 2011년도 「전통식품 실태조사」 재가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체 사업장의 평균 시설규모를 살펴보면 대지면적은 891.7평, 시

설면적은 236.4평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건폐율은 평

균 26.8%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9>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 사업장 평균 시설규모 현황

단위 : 평=3.3

자료 : 2011년도 「전통식품 실태조사」 재가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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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내출하 수출 합 계

출하비중 92.5% 7.5% 100.0%

구분 인건비 원재료비 기타영업비용 총비용

비중 19% 63% 19% 100%

인증업체들의 출하액을 국내출하와 수출로 나누어 그 비중을 살펴

보면, 국내출하가 92.5%, 수출이 7.5%로서 전통식품의 출하 대부분

이 국내 출하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수출은

일부 대기업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어, 중소전통식품업체의 수출여

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0>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 매출액의 국내 및 수출 출하

비중

자료 : 2011년도 「전통식품 실태조사」 재가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증업체의 평균 영업비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영업비용에서 원재

료비가 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인건비와

기타 영업비용은 각각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재료 비용의

비중이 높은 식품제조업체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1>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영업비용 항목별 비중

자료 : 2011년도 「전통식품 실태조사」 재가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 3 절 시사점

1991년 농림수산부 시절 ‘전통식품 상징표시제도’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는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가 인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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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응답수(비중) 구입경험 응답수(비중)

잘안다 18(3.0) 없다 54(36.0)

들어본적있다 132(21.9) 구입해본적있다 90(60)

모른다 454(75.2) 자주구입한다 6(4.0

합계 604(100.0) 합계 150(100.0)

체의 판로 확대 및 매출실적 개선 등에 미치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이 많은 실정이다. 이계임 외(2006)의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24.9%만이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75.2%의

응답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즉 전

통식품품질인증제도의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12> 전통식품 품질인증마크 인지도와 인증제품 구입 경험

단위 : 명(%)

자료 : 이계임 외(2006)

실제로도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의 운영 전반을 살펴보면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보다는 시료 검사 등에 대한 규제 방안에 보다 치

중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홍보 예산이 책정된

것도 비로소 2009년부터였다(월간 식품산업, 2010)7). <그림 2-3>은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전통식품품질인증마크 유지의 어

려운 점에 대해 설문한 결과로서, 이를 통해서도 낮은 홍보효과와

규제 위주의 제도 운용이 업체 입장에서 문제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통식품품질인증에 대한 홍보사업

과 지원을 강화하여 인증제도가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실효적일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7) 허정인(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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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전통식품품질인증마크 유지의 어려운 점

자료 : 2011년도 「전통식품 실태조사」 재가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한 현재의 전통식품품질인증 대상 품목의 분류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살펴보면 ‘김치류’는 막김치, 보쌈

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등 14 종의 김치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

고 있고 ‘한과류’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밀과, 유과, 다식, 정

과, 엿강정, 과편, 숙실과 등 7가지의 세부 품목을 포괄하고 있다. 이

러한 기준에 의하면 떡의 경우도 ‘떡류’ 속에 다양한 떡의 종류를 세

부 품목으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는 ‘삶는 떡’, ‘찌는

떡’, ‘치는 떡’, ‘가래 떡’, ‘증편’, ‘새알심’ 등이 ‘김치류’, ‘한과류’ 등과

동일한 단위로 분류되어 있다. 그 외에도 ‘차류’ 대신 ‘구기자차’, ‘둥

글레차’, ‘대추차’, ‘인삼차류’, ‘감잎차’ 등이 개별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등 품목별로 분류 수준이 상이하며, 통상적인 소비자 인식 기

준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인증업체 수가 극소수인 품목들이 다수이므로 관리의 효율성 측면

에서도 현재와 같은 구분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품목 기준은 인증의향이 있는 전통식품제조업

체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식품품질인증은

받지 않았지만 품질 및 공정 기준에서 충분히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떡 제조업체를 방문 조사한 결과, 떡의 경우 하나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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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다양한 종류의 떡을 생산하고 있는데 전통식품품질인증은 지

나치게 세분화된 품목별로 주어지고 있어서 모든 생산 품목별로 인

증을 받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또한 무엇보다 소비시장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에

서 품목 분류가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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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 효율성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제 1 절 효율성의 의미와 자료포락분석법

일반적으로 산출과 투입의 비율로 정의되는 효율성(Efficiency)은

특정 조직이 제한된 자원 내에서 최대의 산출물을 창출해내는 생산

기술을 말한다(박만희, 2008). 업체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효율성 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효율성을 ‘성공의

지표’로서 생산조직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효

율성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김성호 외, 2007).

효율성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자료포락분석(DEA :

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이 있다. 자료포락분석기법은 일반

적인 경제 분석과는 달리 구체적인 생산함수의 형태에 대한 가정

없이 주어진 투입·산출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관계를 추정하는 대표

적인 비모수적 분석방법으로 1)다수재의 투입·산출 상황을 쉽게 묘

사할 수 있고 2) 잔차에 대해 통계적 분포 가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3) 함수형태에 대해서도 사전적인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이정동 외, 2010). 이와 같은 DEA 모형은 효율적인 투

입·산출관계가 쉽게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재무적인 성과평가가 어

려운 비영리기관이나 공공부문 및 서비스조직 등의 효율성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적용분야가 점차 확대되어 제조

업체에도 상당수 적용되고 있다(이대순 외, 2006). 하지만 DEA 모

형의 경우 1) 다른 평가방법들과 마찬가지로 투입과 산출이 명확히

측정 가능해야 하고 자료간의 동질성이 특히 중요하게 요구되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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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의 내재적인 비효율성을 밝혀내지 못하고 모든 분석 대상

이 동일한 비효율성을 가진다면 이 분석 방법으로는 알아낼 수 없

으며 3) 경영 실수 또는 행운 등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인정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안상돈 외, 2009). 따라서 결과의 해석

에 있어서 이 같은 한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경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DEA모형 중 CCR 모형과 BCC 모형을 활용하였다. CCR 모형

은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가 제시한 모형으로 평가대

상이 되는 의사결정단위(DMU : Decision Making Unit)들의 투입물

가중합계에 대한 산출물 가중합계의 비율이 1을 초과해서는 안 되

며, 각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가중치들은 0보다 크다는 단순한 제

약조건하에서 DMU의 투입물 가중합계에 대한 산출물 가중합계의

비율을 최대화시키고자 하는 선형분수계획법이다(박만희 2008). 즉

다른 DMU들의 실적 수준 제약 하에서, 개별 DMU의 가중투입 대

비 가중산출 비율 극대치가 해당 DMU의 효율성 값을 의미한다.

효율성 평가대상인 n개의 DMU가 존재하고 각 DMU는 m개의

투입물로 s개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을 때 j번째

DMU의 i번째 투입물 사용량을    라고 하고, r번째 산

출물을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  ,  ≥ 이

고, 개별 DMU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투입요소를 사용하여 하나 이

상의 산출요소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특정 의사결정단위 의

효율성 를 구하기 위한 수리계획모형은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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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대상의 각 산출요소와 투입요소의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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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 (1)의 목적함수가 비선형이고 제약식이 비볼록 형태기 때문에

산출물의 가중합을 1로 고정하고 제약조건식을 변형하면 개별

DMU의 효율성은 다음 식 (2)의 선형계획법 문제로 전환할 수 있

다.

식 (2)의 문제를 쌍대모형으로 전환하면 식 (3)의 최적화 문제와

같아지고 이를 통해 효율성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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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CCR모형은 규모수익불변(CRS : Constant Return to

Scale)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효율성과 순수 기술 효율성

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박만희, 2008). 이에

Banker, Charnes, and Cooper(1984)는 이러한 규모수익불변의 가정

을 완화하여 규모수익가변(VRS : Variable Return to Scale) 가정을

적용하였다. 규모수익가변에 따른 BCC모형은 식 (4)와 같은 분수계

획법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가정에 따라 목적함수의 분모인 투입요소의 가중합을 1로 고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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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면 식 (5)와 같은 선형계획법 문제로 변형할 수 있다.

CCR모형과의 차이점인 는 부호제약을 받지 않는 규모지수로서

문제의 최적해를 구한 후 도출되는 
를 통하여 평가대상 DMU의

규모수익 형태가 결정된다. 즉 
 ≻ 면 규모수익체감, 

   규모

수익불변, 
 ≺ 규모수익체증을 의미한다. 식 (6)은 식 (5)를 계산의

편의를 위해 쌍대모형으로 변형시킨 형태로서, 이 문제의 해를 통해

개별 DMU의 순수기술효율성을 계측할 수 있게 된다.

개별 DMU의 효율성이 CRS 모형과 VRS 모형에서 각기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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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타난다는 것은 해당 DMU에 규모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RS가정을 이용한 CCR모형의 효율성과 VRS가정을 이

용한 BCC모형의 효율성을 이용하면 식(7)과 같이 규모의 효율성

를 도출할 수 있다.

제 3 절 변수 선정 및 분석 자료

1. 변수선정

DEA 모형은 개별 DMU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문과 개선해

야할 정도를 제시하는 데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변수 선정

시 인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경영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개선 가

능성(improvability)이 있는 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대순

외, 2006). 따라서 분석 변수는 업체의 영업전반과 관련된 토지, 노

동, 자본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

만 본 연구의 대상인 전통식품가공업체들은 주로 중소규모업체들로

서 대부분이 영업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경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산 규모나 투자 규모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업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다(강태훈, 1998B).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질적인 전통식품제조업의 투입·산출 여건을 반

영하면서도 업체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답변이 용이한 변수를 사용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면적, 투입인력 수, 연간 재료구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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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변수 산출변수

시설면적

연간매출액
투입인력수

연간재료구매비용

연간기타영업비용

용, 연간 기타영업비용을 투입변수로 선정하였고 연간 매출액을 그

에 대응하는 산출변수로 선정하였다. 특히 노동력투입변수로 인건비

가 아닌 투입인력 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규모 업체가 자가 노동

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아 설문 결과에 인건비를 0으로 기입하

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 보다 인력수를 투입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노동 투입을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반영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표 3-1> DEA 효율성분석을 위한 투입-산출 변수

2. 품목 분류 선정

DEA 기법은 기본적으로 DMU 간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표본 집단의 선정이 연구자의 주관에 크게 좌우된다 하더라도

비교대상 업체들의 업종이 상이하다면 이들을 동질적으로 볼 수 있

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이대순 외, 2006). 따

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체 인증업체를 품목

별로 구분하여 DEA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전통식품품목

들 중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되는 품목들을 분석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인증 품목 중 인증 비중이 높은

품목과 이계임 외(2006)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전통식품에 해당한

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품목들을 고려하여 주요 분석 품목을 선

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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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응답비중
해당품목

70% 이상 한과류, 김치류, 장류, 떡류, 식혜·수정과

50% 이상 민속주류, 조청류, 참기름, 들기름엿류

30% 이상 인삼류, 묵류, 두부류, 절임류

30% 미만

육포류, 쌀겨기름, 식초류, 죽류, 만두류, 갈비가공품, 곡물차류, 과실차류,

조림류, 잎차류, 양념육, 농축액, 면류, 죽가루, 과즙음료, 알가공품, 채소

음료

분석대상 해당생산품목

한과및떡류인증업체 한과류, 가래떡, 찌는떡, 치는떡

김치류인증업체 김치류

장류인증업체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메주

<표 3-2> 전통식품에 해당하는 품목 의견

자료 : 이계임 외(2006)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주요 분석대상 전통식품 품목을 한과류, 떡

류, 김치류, 장류로 정할 수 있었다. 또한 한과류와 떡류의 경우는

대표적인 간식류의 전통식품으로서 소비 특성이 유사하고, 곡물을

제품 생산의 주원료로 하는 제품인 만큼 그 생산 특성이 유사하므

로 하나의 품목 분류로 통합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에 따

라 최종적인 분석 대상은 한과류, 가래떡, 찌는 떡, 치는 떡을 생산

하는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 ‘김치류 인증업체’, 고추장, 된장, 간

장, 청국장, 메주를 생산하는 ‘장류 인증업체’이다.

<표 3-3> 경영 효율성 분석을 위한 품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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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11년도 전통식품 실태

조사’에서 이뤄진 개별 업체 설문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전통식품 실태조사에 응한 업체 중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는 201개였으며, 결측값으로 인해 분석이 불가능한 업체를 제외하면

전체 조사업체의 80% 수준인 160개의 업체가 분석 가능하였다. 그

중 한과 및 떡류, 김치류, 장류 인증업체는 총 108개였으며, 품목별

로는 한과 및 떡류 31개 업체, 김치류 34개 업체, 장류 43개 업체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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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 효율성 분석 결과

제 1 절 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에 앞서 품목별 투입산출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는 평균 시설면적 361.8평, 평균 재료구매비용

760.1백만원, 평균 기타영업비용 295.1백만원, 평균 투입인력수 19.3

명, 평균 연간매출액 1,989.4백만원의 경영규모를 보였다.

김치류 인증업체의 경우, 평균 시설면적 1,226.8평, 평균 재료구매

비용 3,510.9백만원, 평균 기타영업비용 1,014.5백만원, 평균 투입인력

수 49.8명, 평균 매출액 6,564.9백만원으로 모든 항목에서 가장 큰

경영규모로 나타났다.

장류 인증업체는 평균 시설면적 359.8평, 평균 재료구매비용 341.1

백만원, 평균 기타영업비용 89.6백만원, 평균 투입인력수 9.4명, 평균

연간매출액 763.5백만원 수준이었다.

이상의 기술 통계량에 따르면 평균적인 투입 및 산출 규모는 김치

류, 한과 및 떡류, 장류 인증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목 간의

투입 및 산출 변수들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품목별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품목별로도 모든

변수들이 높은 값의 표준편차를 지고 있어서 동종품목을 생산하는

품질인증 업체 간에도 생산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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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입변수 산출변수

시설면적

(평,

3.3)

재료구매비

용

(백만원)

기타영업비

용

(백만원)

투입인력

수

(명)

연간매출액

(백만원)

한

과

및

떡

류

평균 361.8 760.1 295.1 19.3 1,989.4

표준편차 298.7 1,266.4 473.4 21.0 3,351.5

최소값 45.0 1.5 0.5 1.0 4.5

최대값 1,070.0 6,829.0 1,742.0 96.0 18,168.0

관측수 31

김

치

류

평균 1,227.8 3,510.9 1,014.5 49.8 6,564.9

표준편차 1,374.0 3,619.3 1,610.4 43.7 7,990.8

최소값 40.0 8.0 2.0 2.0 13.0

최대값 6,178.0 14,000.0 7,300.0 200.0 41,800.0

관측수 34

장

류

평균 359.8 341.1 89.6 9.4 763.5

표준편차 897.6 454.2 135.7 11.9 965.2

최소값 45.0 7.0 1.0 1.0 30.0

최대값 6,000.0 2,300.0 500.0 70.0 4,600.0

관측수 43

<표 4-1> 품목별 투입산출 변수의 기술 통계량

제 2 절 효율성 분석 결과

품목별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의 효율성 평균은 0.6972, 표준편차는 0.2320

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인 상태에 있는(효율성 값이 1인) 업체의 수

는 7개로 전체의 22.6% 수준이었다. 김치류 인증업체는 효율성 평균

이 0.6769, 표준편차가 0.2933, 효율적 업체의 수는 23.5% 수준인 8

개로 나타났으며, 장류 인증업체는 효율성 평균 0.7573, 표준편차

0.2240에 전체의 25.6%수준인 11개 업체가 효율적인 업체로 나타났

다. 따라서 한과 및 떡류, 김치류, 장류 인증업체의 경우 전체 인증

업체 중 효율적인 업체로 나타난 업체의 비중은 전체의 1/4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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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평균 표준편차 프론티어에위치한업체수(개)

한과및떡류 0.6972 0.2320 7(22.6%)

김치류 0.6769 0.2833 8(23.5%)

장류 0.7573 0.2240 11(25.6%)

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 품목별 효율성 측정 결과

<그림 4-1>에서 <그림 4-3>는 품목별로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

의 효율성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한과 및 떡류 인

증업체와 김치류 인증업체는 대부분이 효율성 1과 효율성 0.7미만에

분포하고 있고 그 사이값인 0.7이상~1.0 미만에 분포한 업체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와 김치류

인증업체의 경영 효율성은 양극화 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한과 및 떡류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효율성

분포(N=31)

<그림 4-2> 김치류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효율성 분포(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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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RS효율성 VRS효율성 규모효율성

평균 효율적업체수 평균 효율적업체수 평균 효율적업체수

한과및

떡류
0.6972 7 22.6% 0.8059 11 35.5% 0.8730 7 22.6%

장류 인증업체의 경우 효율성 1인 업체수의 비율은 한과 및 떡류,

김치류 인증업체와 유사하였지만 0.8이상~0.9미만의 효율성을 지니

는 업체의 비중이 20.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 장류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효율성 분포(N=43)

BCC모형을 이용하여 VRS 가정하에서의 효율성 및 규모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한과 및 떡류, 김치류, 장류 인증업체 중 효율적인 업

체의 수는 각각 11개, 13개, 20개로 나타났으며, 규모 효율성이 1인

업체의 수는 CRS 가정 하에서 효율적인 업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VRS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의 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비최적 규모에

서 생산이 이뤄짐에 따른 규모 비효율과 순수 기술 비효율 중 어느

요인에 의한 비효율이 더 큰지를 판단할 수 있다. 단순 평균값을 통

해 이 두 값을 비교해보면, 한과 및 떡류, 김치류, 장류 모두 규모

효율성의 값이 VRS효율성의 값보다 커, 업체의 규모보다는 기술적

인 영역에서의 비효율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3> 효율성 유형별 평균 및 효율적 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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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0.6769 8 23.5% 0.7556 13 38.2% 0.9017 8 23.5%

장류 0.7573 11 25.6% 0.8437 20 46.5% 0.9017 11 25.6%

구분 VRS효율성 규모효율성

한과및떡류 0.0281 0.0308

김치류 0.0248 0.0272

장류 0.0210 0.0222

그러나 효율성 값에 대한 단순 평균은 각 업체들의 매출액 규모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값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이 경우 매

출액을 이용하여 효율성 값을 가중 평균시키면 한계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표 4-4>은 효율성 값을 매출액규모로 가중 평균

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도 모든 품목류에 있어서 규모 효율성이

VRS효율성보다 큰 값을 지님으로서,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경영

비효율성은 규모 요인보다는 기술요인에 의한 비효율이 더 크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 효율성 유형별 매출액 가중 평균

이와 더불어 개별 업체 단위에서 규모 효율성과 VRS효율성을 비

교해 보면, 한과 및 떡류 업체 중 규모 비효율에 의한 비효율성이

더 큰 업체는 8개, 순수 기술 비효율에 의한 비효율성이 더 큰 업체

는 16개로 나타났다. 김치류 인증업체는 규모 비효율에 의한 비효율

이 더 큰 업체와 순수기술 비효율이 더 큰 업체의 수가 각각 7개,

19개, 장류 인증업체는 13개, 19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 업체 단

위에서도 규모 요인 보다 순수 기술에 의한 비효율이 나타나는 업

체들의 비중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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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과및

떡류
김치류 장류

규모비효율이더큰업체(VRS효율성 > SE) 8 7 13

순수기술비효율이더큰업체(VRS효율성 < SE) 16 19 19

<표 4-5> VRS효율성과 규모효율성 비교

단위 : 개

이상에서 규모 효율성과 VRS효율성의 단순 평균, 가중평균을 비교

해보고 개별 업체 단위에서도 그 값을 비교해 본 결과, 세 경우에서

모두 동일하게 규모 요인에 비해 기술 요인에 의한 비효율이 더 크

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과 및 떡류, 김치류, 장류 인증업체들의 경우,

규모 변화를 통한 비효율성 개선 방안보다는 경영 노하우나 생산

기술 등의 분야의 개선을 통해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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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  ≺    ≤ 

 
  i f   ≻ 

(8)

Ⅴ장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제 1 절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의 필요성과 방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이다(남창우 외, 2011). 따라서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는 효율성 결정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은 DEA 기법에 대한 대표적인 사후분석으로

서 DMU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DMU간의 효율성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그에 따라 효율성

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

다.

DEA를 통한 효율성 값은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

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두고 OLS추정을 시행

하게 되면 회귀계수가 불일치 추정치(Inconsistent estimates)를 갖

게 되므로 잘못된 실증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박홍균, 2010). 이 같

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효율성 결정요인 분

석에 Tobit 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Tobit은 Tobin(1958)이 개발한

모형으로서 식 (8)과 같이 종속변수가 단일 값과 연속 값 모두를 지

니는 선형관계에 대한 회귀모형으로서 OLS추정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 40 -

따라서 본 연구도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Tobit 모형을 사

용하였다.

제 2 절 효율성 결정요인 변수

본 연구는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경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모 요인, 전문성 요

인, 생산 및 판매 요인, 기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규모 요

인은 업체의 규모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업

체의 매출액 규모를 사용하였다.

전문성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경영기간’, ‘10년 이상 종사자 비

율’, ‘식품 관련 전공 종사자 비율’을 사용하였다. 경영기간은 전통식

품 업체의 경영 경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

이라는 가정 하에 선정하였다. 전체 종사자 중 10년 이상 종사자의

비율과 식품 관련 전공을 지닌 종사자의 비율은 종사자의 경력과

식품관련 학문적 전문성이 해당 업체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

라는 가정 하에 선정하였다.

생산 및 판매 요인 변수로는 ‘수작업공정시간비율’, ‘판매 제품의

kg당 평균납품 단가’와 ‘입지 시군구 동일 품목 인증업체 수’를 이용

하였다. 전체 공정시간 중 수작업 공정시간 비율은 자동화 및 기계

화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자동화 및 기계화된 생산방식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의 효율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선정하였다. 생

산 제품의 평균 납품 단가의 경우 전통식품의 소비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프리미엄 제품의 생산이 업체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지

를 보기 위한 변수이다. 입지 시군구의 동일 품목 인증업체 수의 경

우는 동일 품목 인증업체 간의 집적에 의한 집적 효율성이 존재하

는지 혹은 경쟁에 의한 집적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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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정요인변수

업체규모요인 매출액

전문성요인

경영기간

경력직종사자비율

식품관련전공종사자자비율

생산및판매요인

수작업공정비율

평균납품단가(원/kg)

입지지역내동일품목인증업체수

기타요인

정부지원액

R&D투자여부(2011년)

수출여부(2011년)

그 외 전통식품업체의 특성과 관련한 기타 요인 변수로는 ‘중앙 및

지방 정부로부터의 지원액’, ‘2011년도 R&D 투자 여부’, ‘2011년도

수출 여부’를 선정하였다. 정부 지원액의 경우, 지금까지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많았던 업체들의 효율성이 높게 나

타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변수이다. R&D 투자 여부와 수출여부

는 더미 변수로서, 당해 연도 R&D 투자 및 수출 여부가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의 효율성과 관계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표 5-1>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변수

효율성 결정요인 설명변수들의 평균 통계량을 살펴보면,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1,989.4백만원, 경영기간은 14.2년이

었다. 경력직 종사자 비율과 식품 관련 전공 종사자의 비율은 각각

18.9%, 5.8%로 나타났으며 평균 납품 단가는 19,226원 수준이었다.

전체 공정 시간 중 수작업공정 시간의 비율은 평균 60.9%였으며, 입

지 시군구의 동일 품목 인증업체 수는 평균 2.1개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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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과및떡류 김치류 장류

매출액(백만원) 1,989.4 6,564.9 763.5

경영기간(년) 14.2 11.4 12.2

경력직종사자비율 18.9% 12.8% 24.0%

식품관련전공종사자비율 5.8% 3.6% 7.2%

평균납품단가(원/kg) 19,226 10,845 20,621

수작업공정시간비율 60.9% 70.0% 89.2%

입지시군구동일품목인증업체수(개) 2.1 1.4 5.8

정부지원액(백만원) 40.9 1,007.2 80.1

R&D 투자업체비율 23.1% 26.7% 16.2%

수출업체비율 19.2% 23.3% 13.5%

관측수 26 30 37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액은 평균 40.9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기준으로 R&D 투자를 했던 업체와 수출 출하가 있었던 업체의 비

중은 각각 23.1%, 19.2% 수준이었다. 김치류, 장류 인증업체에 대한

평균 통계량은 <표 5-2>와 같다.

<표 5-2> 효율성 결정요인 설명변수 평균 통계량

제 3 절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

이상의 효율성 결정요인 변수를 설명변수, CCR모형의 효율성을 종

속변수로 설정하여 Tobit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3>과 같다.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의 경우 1%의 유의 확률에서 매출액은 정

(+)의 관계, 경영기간, 당해 연도 R&D투자여부에 대해서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의 유의 확률에서는 식품관련전공

자비율이 정(+)의 관계에 있는 변수에 포함되었으며, 10% 유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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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과및떡류 김치류 장류

Coef. p값 Coef. p값 Coef. p값

매출액 0.0002*** 0.003 0.0000** 0.016 0.0001** 0.035

경영기간 -0.0166*** 0.002 -0.0268** 0.010 0.0104** 0.016

경력직

종사자

비율

0.0215 0.850 0.7804** 0.027 -0.2745*** 0.006

식품관련전

공자비율
1.1898** 0.030 5.4747*** 0.000 0.6802** 0.037

평균납품

단가(원/kg)
0.0000* 0.051 0.0000** 0.011 0.0000*** 0.001

수작업공정

비율
0.0008 0.617 -0.0067*** 0.002 -0.0020 0.175

입지시군구

동일품목

인증업체수

-0.0269 0.197 -0.0497** 0.070 -0.0099** 0.022

정부지원액 -0.0002 0.676 0.0000 0.964 -0.0005* 0.088

률에서는 평균 납품 단가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류 인증업체의 경우는 1%의 유의 확률에서 식품관련전공자비

율은 정(+)의 관계가 있었으며 수작업공정비율과 당해 연도 R&D투

자여부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5% 유의 확률에서는 매출액, 경

력직 종사자비율, 평균 납품 단가가 정(+)의 관계가 있는 변수로 나

타났고 경영기간, 입지지역 내 동일품목인증업체 수는 부(-)의 관계

가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장류 인증업체는 유의확률 1%에서 평균 납품 단가는 정(+)의 관

계, 경력직 종사자 비율은 부(-)의 관계가 있었고, 유의확률 5% 수

준에서는 매출액, 경영기간, 식품관련 전공자 비율, 당해 연도 수출

여부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입지지역 내 동일품목인증업체

수는 효율성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액에

대해서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품목별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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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R&D투자

여부

-0.3258*** 0.009 -0.3717*** 0.004 -0.2067 0.100

당해연도

수출여부
0.0498 0.737 -0.2136 0.139 0.2412** 0.042

_cons 0.6264 0.001 1.1713 0.000 0.5556 0.001

***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품목별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변수별로 살펴보면, 규모 요

인 변수였던 매출액은 모든 품목에서 정(+)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효

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식품제조업체의 경영기간의 경우, 경영기간이 오래된 업체일수

록 한과 및 떡류, 김치류 인증업체의 경우에 효율성이 유의하게 낮

게 나타났으며, 장류 인증업체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경영 기간이

길수록 효율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와 김치류 인증업체는 최근에 창업한 업체가 더욱 효

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류 인증업체의 경우는 경영 경험이 상

대적으로 긴 업체의 효율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경영기간과 효

율성이 반비례 관계로 나타나는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와 김치류

인증업체의 경우는 시설 노후화 및 종사 인력의 고령화 등에 따른

효율성 감소를 의심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한계

로 시설의 낙후 정도나 종사 인력의 연령을 제어할 수는 없으나, 업

체의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부문

또는 노동력 부문에서 운영 애로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 37.5%, 김치류 인증업체 41.5%로 장류의 24.2%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설 노후화 및 종사

인력의 고령화에 의한 효율성 감소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10년 이상의 경력직 종사자 비율은 김치류 인증업체에 있어서 정

(+)의 관계를 보임으로서, 김치류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경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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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경력에 의한 전문성이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류 인증업체의 경우는 경력직 종사자 비율

과 효율성이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여 종사자의 경력이 도리어

업체의 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달리 접근하면 최근에 영입한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업체들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균 종사자 수가 9.4명으로 절대적인 업체

의 종사자 규모가 다른 품목들에 비해 작았던 장류 인증업체의 경

우에는 최근에 신규 종사자에 대한 규모 확대가 가능했던 업체들의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식품관련전공자 비율의 경우는 세 개 품목류 인증업체 모두에 있

어서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남으로서, 식품관련 전문인력이 전

통식품제조업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납품 단가 역시 세 개 품목류 인증업체 모두에서 유의한 정

(+)의 관계가 나옴으로서, 저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보다 판매

단가가 높은 프리미엄제품군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효율성이 더 높

게 나타난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이계임 등(2006)의 연구

에 따라 한과와 장류는 명절 시기 선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특성

을 지닌 품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물용 프리미엄 상품을 생산하

는 인증업체의 경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기계화율의 대리변수로 볼 수 있는 수작업공정비율은 김치류 인증

업체에 있어서만 부(-)의 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서, 김치류 인

증업체의 경우 기계화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

다.

입지 시군구 내 동일 품목에 대한 인증업체의 수는 김치류와 장류

인증업체에 있어서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즉 같은 품목

에 대한 인증업체가 많은 시군구에 입지한 업체일수록 효율성이 낮

아졌다. 조사 대상 업체의 단체급식 및 군납에 대한 출하 비중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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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점에 미루어봤을 때, 이는 지역 내 한정적인 주요 출하경로

에 의해 업체들의 집적 효율성 보다는 경쟁에 의한 비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중앙 및 지방 정부로부터의 지원액의 경우 한과 및 떡류, 김치류

인증업체에 있어서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으나, 장류 인증

업체의 경우에는 유의확률 10%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원 규모가 큰 장류 인증업체들의

효율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

로 볼 수 있다. 장류 인증업체들의 경우 설비구축분야에 1/3 수준으

로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와 같은 정

부 지원의 효과에 대한 사후 점검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해 연도 R&D 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한과 및 떡류 인증 업체와

김치류 인증업체의 경우 유의하게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R&D 투자가 성과로 발현되기 전까지는 투자에 따른 비

용 요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R&D 투자

의 시간차를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의 당해 연도 수출 여부와 효율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장류 인

증업체의 경우에 있어서 유의한 정(+)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

나 해외로 제품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인증업체의 효율성이 수출하

지 않는 업체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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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장 비효율 업체의 효율성 개선방안

지금까지 품목별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 효율성의 전반적인 현황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한 함의를 찾기 위해 효율성 결정요인에 대한 분

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정책적 관리 대상인 인증업체의 특성상 경

영 효율성이 극히 낮게 나타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을 추가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품목별로 비효율적인 업체들을 규정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개선 전략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층화(Tier)분석

DEA 분석 결과에서 비효율성이 큰 인증업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매우 낮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기준을 특

정 값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구분의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윤경준, 2003). 선행연구에서 유찬주 등(2012)

은 경영형태별로 효율성 값이 가장 낮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비효율

업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이 또한 비효율적 업체를 객관적

으로 규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홍한국 외(2000)는 층화

(Tier)분석을 거치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방식에 의해서 효율성 수

준별로 DMU를 계층화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그림 6-1>과 같이 최초 DEA 분석을 실시한 후, 첫 번째 효율적

인 DMU들을 제외한 나머지 비효율적인 DMU들을 대상으로 다시

DEA를 실시하는데, 이 단계를 Banker 등(1984)이 제시한 ‘DMU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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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입산출 요소의 합보다 3배 이상’되는 상황을 최소한으로 만족

하는 수준까지 반복함으로써 DMU들을 효율성 수준에 따라 구분한

다는 것이다(윤경준, 2003). 특히 이 과정을 통하면 보다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효율성 개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층화분석에 따른 효율성 계층화를 통해

품목별로 비효율적인 경영 업체들을 선정하고 단계별 목표치를 도

출해보고자 한다.

<그림 6-1> 층화(Tier) 분석 절차

자료 : 홍한국 등(2000) 참고

또한 ‘전통식품 실태조사’에서 이뤄진 경영 여건 애로사항에 대한

업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층화분석결과에 적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집단과 가장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나눠 재가공함으로써 효율성 개

선을 위한 실제적인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1. 층화분석 결과

본 연구의 투입산출변수는 총 5개로 그 3배인 15개 이상의 분석

단위가 존재하면 지속적인 층화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는 2단계, 김치류 인증업체는 3단계, 장류

인증업체는 4단계 층화를 통해 각각 11개, 8개, 7개의 비효율 인증

업체를 찾을 수 있었다.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의 경우 비효율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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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효율성

유형

시설면적

(평)

원재료

구입비용

(백만원)

기타

영업비용

(백만원)

종사자수

(명)

매출액

(백만원)

관측수

(개)

한과및

떡류

효율 417.6 1,530.4 360.1 28.0 4,514.0 7

비효율 389.3 439.0 258.1 14.4 956.5 11

김치류
효율 1,035.0 3,553.0 1,355.6 46.3 10,162.3 8

비효율 2,078.1 2,795.1 681.8 53.5 3,741.6 8

장류
효율 182.6 500.2 106.3 14.3 1,191.0 11

비효율 199.0 168.5 47.0 6.7 305.3 7

구분 평균 업체수

한과및떡류 0.4521 11

김치류 0.2785 8

장류 0.3895 7

들의 효율성 평균은 0.4521로 나타났고, 김치류 인증업체는 0.2785,

장류 인증업체는 0.3895이 각각 비효율 인증업체들의 효율성 평균값

으로 나타났다.

<표 6-1> 비효율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효율성 평균 및 업체 수

<표 6-2>는 Ⅳ장에서 효율성이 1인 효율적인 업체들과 층화분석

을 통해 도출된 비효율적인 업체들의 투입·산출변수 평균 통계량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는 모든 변수

의 규모가 효율적인 업체가 평균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김치류 인증

업체의 경우 효율적인 업체의 원재료 구입비용과 기타 영업비용은

높은 반면 시설면적과 종사자수는 비효율적인 업체가 더 높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류 인증업체는 시설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효율적 업체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2> 효율적 인증업체와 비효율적 인증업체의 투입산출변수

평균 통계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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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한과및떡류 956.5 1125.4 1796.9 - -

김치류 3741.6 4839.3 6078.1 8510.1 -

장류 305.3 362.1 445.3 495.0 633.2

2. 단계별 매출액 개선 목표 설정

DEA에 따른 효율성 분석 결과는 개별 DMU가 현재 투입 수준에

서 산출 수준이 얼마나 개선되어야 효율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

는지를 알려준다(윤경준, 2003). 이는 달리 말하자면 지금의 투입 수

준에서 효율적인 경영이 이뤄질 경우 도달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목표치가 현재 수준과 너무 큰 차이가

날 경우에 이를 현실적인 개선 목표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 층화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각 층화 단계별로 개선 목

표치가 설정되므로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층화분석을 통해 비효율 업체들의 단계별 매출액 개선 목표를 산

정한 결과, 비효율적인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는 현재 평균 956.5백

만원 수준인 매출액을 장기적으로는 1,796.6백만원까지 늘려야 비효

율성이 제거될 수 있고, 그를 위해 1,125.4백만원의 중간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김치류 인증업체는 현재

평균 3,741.6백만원의 매출액 규모를 장기적으로 8,510.1백만원까지

성장시키기 위해 4,839.3백만원, 6,078.1백만원의 평균 매출 수준을

중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장류는 현재 305.3백만원의 평균 매출

을 362.1백만원, 445.3백만원. 495.0백만원의 중간 목표를 통해 633.2

백만원을 달성토록 구성할 수 있었다.

<표 6-3> 비효율 인증업체의 단계별 매출액 개선 목표치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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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모수익유형

합계
IRS DRS

한과및떡류 11 0 11

김치류 4 4 8

장류 6 1 7

3. 규모 수익 유형에 따른 경영 전략

앞의 분석은 투입 수준을 고정한 상태에서의 개선 목표를 설정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투입 수준 변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방안도 함

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 분석에서 참조집단에 대한 가중치 

값을 이용하면 개별 DMU의 규모 수익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데(안

상돈 외, 2009), 이는 해당 업체가 투입 수준 증대를 통한 산출 극대

화 전략을 선택할지 투입 수준 감소를 통한 비용 최소화 전략을 선

택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효

율적으로 선정된 인증업체들의 규모 수익 유형을 살펴보면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의 경우 비효율 인증업체 모두가 IRS 유형으로 나타

났으므로 투입 규모 확대를 통한 산출 극대화 경영 전략이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장류 인증업체의 경우도 1개의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IRS 유형이므로 비효율적인 인증업체의 투입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치류

인증업체의 경우는 IRS 유형과 DRS 유형이 각각 4개씩으로, 다른

품목들에 비해서 현재 과다 투입규모가 의심되는 사례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므로 투입규모 축소를 통한 경영 전략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표 6-4> 비효율 인증업체의 규모 수익 유형별 업체 수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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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업체 운영 애로사항 분석

개선 목표치와 경영 전략을 살펴봄과 함께 비효율적인 전통식품품

질인증업체가 실제로 느끼는 운영의 애로사항을 살펴본다면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DEA 분석은 상

대적 효율성의 개념으로서 해당 업계의 절대적 효율성에 대한 개선

방안은 제시하기 어려운 만큼 분석 상에서 효율적으로 분류된 업체

의 운영 애로사항을 살핌으로써 해당 전통식품 업계의 절대적 효율

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통식품 실태조사’에서 이뤄진 전통식품업체로서의 운

영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결과를 층화분석을 통해 도출된 품목별 비

효율적인 인증업체와 효율적인 인증업체로 나누어 재가공 해보았다.

그 결과, 효율과 비효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품목류에서 제 1순위

의 애로사항으로 ‘값비싼 국내산 원료의 부담’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의 경우, 단순히 쌀과 곡분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국산 가격이 높은 벌꿀, 깨, 견과류, 식용유지 등이 전통

식품 표준규격 상에서의 주원료로써, 높은 국산 원료의 가격이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치류 인

증업체는 최근 들어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값싼 중국산 수입김치가

강력한 경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노치채소 및 양

념채소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해 김치 제조업체의 부담이 늘

어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장류 인증업체의

경우 주원료인 ‘국산 콩’이 콩나물 콩을 제외하고는 주산지 개념이

부족하고, 경쟁 상대인 식품 대기업들은 주로 수입 콩을 사용함에

따라 장류 전통식품제조업체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시장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품목별로 국산 원재료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더불어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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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화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상대적·절대적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산 원재료 사용에 따른 고비용 문제를 제외한 각 업체의 운영

애로사항을 추가로 살펴보면, 한과 및 떡류의 경우 비효율 인증업체

는 ‘시설 및 운영자금 부족’을 선택하였고 효율적 인증업체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가장 큰 쟁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입변수의

모든 항목에서 비효율 업체의 평균적인 규모가 효율적인 업체보다

낮았던 것은 시설투자나 자금 운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

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과 및

떡류 비효율 인증업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 및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의 절대적인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노동력

의 확보가 중요한 이슈임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성수기·비수기 별로

투입 노동량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한과 및 떡류의 품목 특성

에 비추어 볼 때, 한시적인 노동력의 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그림 6-2> 비효율 인증업체의 운영 애로사항(한과 및 떡류)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1년도 전통식품 실태조사’ 재가공

주 : 복수응답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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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효율적 인증업체의 운영 애로사항(한과 및 떡류)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1년도 전통식품 실태조사’ 재가공

주 : 복수응답 결과임

김치류 비효율 인증업체는 ‘시설 및 운영자금 부족’을 큰 애로요인

으로 선택하였고 효율적인 인증업체는 ‘전통식품의 인증·표준 등 제

도의 혼란’, ‘안정적인 원료조달의 어려움’, ‘노동력 부족’을 동일한

비율로 선택했다. 따라서 김치류의 경우도 시설투자나 자금의 운용

에 있어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상대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김치류 전통식품과 관련된 다양

한 인증과 표준 제도를 정비하고 주원료인 엽근채류와 양념채소류

를 안정적인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인 효율

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치류 인증업체의

경우도 성수기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절대적 효율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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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비효율 인증업체의 운영 애로사항(김치류)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1년도 전통식품 실태조사’ 재가공

주 : 복수응답 결과임

<그림 6-5> 효율적 인증업체의 운영 애로사항(김치류)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1년도 전통식품 실태조사’ 재가공

주 : 복수응답 결과임

비효율적인 장류 인증업체들은 ‘전통적 생산방식의 어려움’을 큰

애로요인으로 선택하였다. 장류의 경우 전통생산방식과 공장식이 뚜

렷하게 구분되는데 소비자들은 전통장류의 속성 중에서 전통 방식

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이계임 외, 2006). 따라서 비효

율 장류 업체의 경우 생산방식 변경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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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전통적 생산 방식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지를 구체

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효율적 장류 업체는 ‘시설 및 운영자금 부족’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따라서 장류 인증업체의 경우 앞선 품목들

과는 달리 절대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 및 자금 지

원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6> 비효율 인증업체의 운영 애로사항(장류)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1년도 전통식품 실태조사’ 재가공

주 : 복수응답 결과임

<그림 6-7> 효율적 인증업체의 운영 애로사항(장류)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1년도 전통식품 실태조사’ 재가공

주 : 복수응답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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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농업 성장에 있어서 상호 발전 가능성을 지닌 전

통식품제조업체의 경영 여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

식품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중 한과 및 떡류, 김치류, 장류 인증업체

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들을

한과 및 떡류 31개 업체, 김치류 34개 업체, 장류 43개 업체가 분석

가능하였다. 효율성 분석에 앞서 인증업체의 현황과 인증제도의 현

황을 통해 현재 제도적 부분에서의 개선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전통

식품품질인증제도의 경우 정책 홍보 등을 통한 실효성 개선이 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경우에도 품목 구분

에서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자료포락분석(DEA)을 위해 시설면적, 투입인력 수, 연간 재료구매

비용, 연간 기타영업비용을 투입변수로, 연간 매출액을 산출변수로

설정하였다. CCR 모형을 통해 CRS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효율적으

로 나타난 인증업체들의 비율은 한과 및 떡류 22.6%, 김치류 23.5%,

장류 25.6% 수준이었다. BCC 모형을 이용해 VRS효율성과 규모 효

율성을 계측하여 비교한 결과 한과 및 떡류, 김치류, 장류 인증업체

모두 기술에 의한 비효율이 규모 요인에 의한 비효율보다 크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규모 변화를 통한 비효율성 개선 방안

보다는 경영 및 생산 기술에 있어서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각 요인을 규모 요인, 전문성 요인,

생산 및 판매 요인, 기타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각 요인에 맞춰 매출

액, 경영기간, 경력직 종사자 비율, 식품관련전공자 비율, 평균납품단

가, 수작업공정비율, 입지 시군구 동일 품목 인증업체 수,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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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당해 연도 R&D투자여부, 당해 연도 수출여부를 설명변수로 설

정하였다.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과 및 떡류 인증업체의 경우 1%의 유의 확률에서 매출액은 정(+)

의 관계, 경영기간, 당해 연도 R&D투자여부에 대해서는 부(-)의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의 유의 확률에서는 식품관련전공자

비율이 정(+)의 관계에 있는 변수에 포함되었으며, 10% 유의 확률

에서는 평균 납품 단가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류 인증업체의 경우는 1%의 유의 확률에서 식품관련전공자비율

은 정(+)의 관계가 있었으며 수작업공정비율과 당해 연도 R&D투자

여부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5% 유의 확률에서는 매출액, 경력

직 종사자비율, 평균 납품 단가가 정(+)의 관계가 있는 변수로 나타

났고 경영기간, 입지지역 내 동일품목인증업체 수는 부(-)의 관계가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장류 인증업체는 유의확률 1%에서 평균 납

품 단가는 정(+)의 관계, 경력직 종사자 비율은 부(-)의 관계가 있었

고, 유의확률 5% 수준에서는 매출액, 경영기간, 식품관련 전공자 비

율, 당해 연도 수출 여부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입지지역 내

동일품목인증업체 수는 효율성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부지원액에 대해서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품목마다 서로 다른 요인이 효율성 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경영

효율성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 세 품목

모두 식품관련 전공자 비율과 평균 납품 단가는 유의하게 정(+)의

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통식품의 소비 특성에 맞춘 제품 고급화

및 인력의 전문성이 전통식품제조업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성이 낮은 업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층화분석을 이용해 품목별로 비효율의 정도가 큰 인증업체들을 규

정하고, 단일 DEA 분석 결과에서는 비현실적일 수 있는 개선 목표

치를 보다 현실적일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또한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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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증업체들의 규모 수익 유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비효율

인증업체의 경우 투입 수준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김치류 인증업체의 경우는 현재보다 투입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

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품

목별 효율적 업체와 비효율 업체의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품목 및 효율성의 크기와 상관없이 전통식품업

계 전반의 가장 큰 애로 요인은 비싼 국산 원료의 사용에 따른 부

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산원료조달방안은 효율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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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Analysis of Technical

Efficiency of Traditional Food Processing

Companies in Korea

- The Case of Firms with Korean Traditional Food

Quality Certification

Chanyeon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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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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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ing inter-industrial linkages between food processing

industry and agricultural sector is known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growth of agricultural sector and rural

development. However, the linkages between two industries are

not so strong in Korea due to its high dependency on imported

food, even in the traditional food processing industry.

In Korea, the key factor to get the traditional food quality

certification is to use domestic raw materials. Currently, there are

349 government certified companies producing 45 varieties of

traditional foo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certified

traditional food processing companies. This paper estima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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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efficiency of certified traditional food processing

companies and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these companies.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was employed to estimate technical efficiency of

traditional food processing companies. Among 349 certified

traditional food processing companies, this study used 160

companies producing traditional cookies and rice cake(31),

Kimchi(34), and traditional fermented soybean products(43).

Based on CCR results, 7 Korean traditional cookies & rice cake

companies, 8 Kimchi companies and 11 fermented soybean food

companies are relatively efficient. Comparing pure technology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it showed that inefficiencies

caused by pure technology matter was greater than inefficiencies

caused by the scale of the company for all products. It implies

that improving processing technology is essential for achieving

high-efficiency of traditional food company management.

As a result of estimating determinants of efficiency, the total

sales, the professional food education of employees, and price per

unit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efficiency in case of

Korean traditional cookies & rice cake companies. The age of the

company and the R&D investment in corresponding year showed

negative correlation. For Kimchi companies, the total sales, the

proportion of long term employees, price per unit, and the

professional food education of employees all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Manual processing ratio, R&D investment, age of

company, and the number of certified companies within close

distance showed negative relationship. Lastly for fermented

soybean food companies, the total sales, the age of company, the

professional food education of employees, the export, and price



- 65 -

per unit showed positive relationships, while the proportion of

long term employed employee, the number of certified companies

within close distance, and government subsidy showe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management efficiency. Notably, all 3 items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food education

of its employees and company efficiency as well as price per

unit. Therefore, it can be suggested that employee training and

pursing high quality products could be the key factors to improve

the efficiency.

The tier analysis enabled to sort the most inefficient groups for

each item. Most of the inefficient companies need to increase

input scale, but some Kimchi companies need to consider

strategy to decrease their input scale.

Additionally, Surveys done by traditional food processing

companies showed that the biggest problem in managing a

company is the high cost of domestic ingredients regardless of

efficiency or production items. Therefore, improvement in

procurement of domestic ingredients is needed as well as

improving efficiency.

keywords : Traditional Food Processing Companies, Efficiency

Analysis, Data Envelop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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