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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농산물 수   가격의 안정화를 해 농업경 인과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들이 공   수요 련 

정보를 신속하게 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농업 측사업의 장기 발  방향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농업 측센터 측요원과 농업 측 자문 원 등 문가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 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농업 측사업의 장기 발 방향을 도출하 다. 설문조사는 농업 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문가 70명을 상으로 자 메일  화조사를 통해 수행하 고, 설문결과  문제가 있다고 단되는 응답을 제외
하고 최종 24명의 설문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 련 문가들은 농업 측사업 장기 발 을 해서 측사

업의 시성과 측정보의 정 도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 으로 농업 측요원들은 시성 제고를 꼽았으

나, 련 실무자들( 측자문 원)들은 정 도 제고가 보다 요한 것으로 단하고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utcomes of experts’ survey for the agricultural outlook 
program, and finally suggests the direction and long-term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is program. Agents and 
consultants in the agricultural outlook center were surveyed in order to develop a long-term plan and improvement 
direction for this agricultural outlook program, and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was used for analysis. The
survey was carried out on 70 experts in Agricultural Outlook Center and finally, the statistical effective 24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nalyze.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its long-term 
improvement plan was the enhancement of timeliness in overall. Particularly, outlook agents weighted more on 
timeliness for long-term planning, but consultants on accuracy. 

Key Words :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gricultural Outlook Program, Development Direction, Agricultural
Products, Supply and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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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농림축산식품부는 련 정보 부족으로부터 오는 문제

를 최소화하기 해, 지난 1999년부터 한국농 경제연

구원에 농업 측센터를 설치하여 농업 측사업을 수행

해오고 있다. 농업 측사업(Agriculture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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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이란 농산물 시장의 공   수요 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미래를 측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을 말한다[4]. 농업 측사업은 1999년 9개 품목 
측으로 시작되어 2014년 채소류, 과일류, 과채류, 축산
물, 곡물, 국제곡물 등 총 35개 품목에 한 수   가

격 황  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4]. 농업 측의 

역할은 생산자, 유통․가공업자, 소비자, 수출입업자 등 
시장 참여자들을 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시장에 제
공함으로써 정보의 부족과 왜곡을 이고 가격메커니즘

이 원활하게 작동 하여 사회 체 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4].
본 연구의 목 은 농산물 수   가격의 안정화를 

해 수요자이자 생산자인 농민들이 공   수요 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활용 할 수 있도록 농업 측사

업의 장기 발  방향을 탐색한 것이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선행연구들이 이 분야 연구에 미흡하 던 을 보

완하고자 한 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이 연
구는 Kim et al.[3]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여 수
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2.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농업 측사업 담당사업부서인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 문가와 농업 측 사업과 

련된 실무 이해 련자( 측자문 원)생산자 연합회, 
유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선도농가들)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설문 상자는 70명으로 
2014년 1월~2월까지 자 메일을 통해 1차 조사를 실
시하 으며, 3월 2차 화조사를 통해 보완조사를 수행
하 다. 이  통계 으로 신뢰성이 있는 응답자 24명을 
상으로 계층분석(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 통해 농업 측사업의 장기 발 방향을 도출하 다. 
계층분석(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이란 미

국 T.L. Satty교수가 개발한 의사결정 기법으로 주
인 분석과 시스텝 근을 혼합한 수단의 하나로 경제, 
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분석툴이다[1]. 

AHP의 형 인 구조는 몇 개의 평가기 (criteria)
이 있고 각 평가기 에 한 상으로 몇 개의 안

(alternative)을 평가하고 평가기  그 자체의 요도를 

평가하여 그 가 치로서 안의 종합평가를 도출하는 

것이다[1]. 즉 이 분석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 하
여 다수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상호 의존성과 피드

백을 허용하고 수치  상쇄(Trade off)를 고려함으로써 
비선형의사결정의 틀을 제공한다[2]. 

Table 1. Saaty's Discrete 9-value Scale

Intensity of Importance Definition

1 Equal importance

3 Moderate importance

5 Strong importance

7 very strong or demonstrated 
importance

9 Extreme importance 

Note: 2,4,6,8 for compromise between the above values.

본 연구에서는 농업 측사업의 장기 발 방향 설정

을 한 략(제1계층)은 그림1과 같이 제1단계 분류
를 4개항목으로 제2단계 세부 략는 12항목으로 계층구
조를 선정하 다. 분류는 측정보의 정 도, 측정

보의 효율성, 측정보의 시성, 측정보의 정책 효율

성 제고를 설정하 다. 
세부 략(제2계층)을 살펴보면 측정보의 정 도 제

고 략과 련하여 ① 측정보 수립 기능 강화로 정확

성제고, ② 성정보  IT기술의 농업 측 목, ③
측정보의 가공분석 능력 제고로 구분하 다.

측정보의 효율성 제고를 한 세부 략으로는 ①

측 품목의 조정  확 를 고려하 고, ②소비정보의 
강화, ③IT를 통환 측 정보 확산으로 설정하 다.

측정보의 시성 제고에 한 략은 ① 측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의사결정 방안이 고려되었고 그 외 ②

국내 농산물 조기 측 시스템 강화, ③신속한 해외시장 
농산물 조기 경보 체계 강화를 제시하 다.
끝으로 측정보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해서는 

①품목별 수 정책과 연계 강화, ②신속한 유통 책으로 

물가안정, ③소비자  생산자 잉여 확 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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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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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cision-making Framework

3. 분석결과

3.1 일관성 검정 결과

AHP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리  모순을 검증하

기 해서 일 성지수(Consistency index: CI), 일 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이용해 일치성여부를 검
할 수 있다.

(식 1) 
 

   

× 

        Note: RI= Random index.

Saaty의 일 성 비율 (CR: Consistency Ratio)과 일
성 지수(CI: Consistency Index)은 CR값이 0.1이하이
면 논리  신뢰성이 있다고 단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항목별 일 성 비율의 검정 

결과, 0.000~0.0032의 범 로 일 성 비율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응답이 유효함

을 알 수 있다.

Table 2. Consistency Ratio and Consistency Index
CI CR

Precision improvement 

0.0011 0.0012 
Efficiency  promotion
Enhancementoftimeliness 
Policy  efficiency enhancement
Strengthen information gathering 

0.0014 0.0015 Unite  satellit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alysis of information relating to outlook 
Expand  list of agriculral outlook

0.0000 0.0000 Enhancement of consume rresearch 
Information  oultook diffusion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Decision making rapidity using fast 
information channel 

0.0029 0.0032 Early  prediction system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Construct early warning system of oversea 
smarkets 
Strengthen policy linkages 

0.0005 0.0006 Price stabilization using marketing policy
Consumer and producer surplus 

3.2 1단계 분석결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체 으로 측정보의 시성 

제고가 0.3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측정보의 정
도 제고 0.28, 측정보의 실효성 제고 0.19, 측정보의 
정책효율성 제고가 0.18로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Application of the AHP to prioritise the 
advance of the Improvementof Agricultural 
Outlook Information Program for general 
criteria 

Total
Specialists

Agricultural 
Outlook 

Center(KREI)

Farm workers 
and all 

concerned 
Precision 

improvement 0.28 0.25 0.35 

Efficiency 
promotion 0.19 0.21 0.17 

Enhancement 
of timeliness 0.35 0.36 0.30 

Policy 
efficiency 

enhancement
0.18 0.18 0.17 

Note: = 4.003, CI =0.0001, CR= 0.0001(whole specialists)
Source: Kim et al.[3] 

문가 그룹을 한국농 경제연구원(KREI) 농업 측

센터 측 담당자와 농업 련 실무자 그룹으로 비교해 

보았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 측 련 실무

자, 즉 이해 련자들은 측담당자와 달리 측정보의 
정 도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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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집단 모두 측정보의 정책 효율성 제고에 
한 요성은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urce: Kim et al.[3] 

Fig. 2 The Improvementof Agricultural Outlook 
Information Program for general criteria 

3.3 2단계 분석결과 

3.3.1 관측정보의 정밀도 제고

측정보의 정 도 제고를 해서는 두 집단 모두 

측정보의 수집 기능 강화가 가장 요하다고 평가 하

다. 한국 농 경제연구원의 문가 그룹과 농업 측 실

무 이해 계자 그룹 모두 성 정보  IT 기술의 농업
측 목 강화를 상 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 다.

Table 4. Application of the AHP to prioritise the 
advance of Precision improvement  for 
secondary sub criteria

Total
Specialists

Agricultu
ral 

Outlook 
Center

Farm workers 
and all 

concerned 

Strengthen 
information 
gathering 

0.55 0.46 0.70 

Unite satellit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0.12 0.12 0.13 

Analysis of 
information 
relating to 

outlook 

0.32 0.42 0.17 

Note:  = 3.003, CI =0.001, CR= 0.002(whole specialists)
Source: Kim et al.[3] 

Source: Kim et al.[3] 

Fig. 3 The advance of Precision improvement  for 
       secondary sub criteria

3.3.2 관측정보의 효율성 제고

측정보의 효율성 제고를 한 세부 략을 살펴보

면, 체 으로 소비 측 정보의 강화를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Application of the AHP to prioritise the 
advance of Efficiency promotion  for 
secondary sub criteria

Total
Specialists

Agricultural 
Outlook 

Center(KREI)

Farm 
workers and 

all 
concerned 

Expand list of 
agriculral 
outlook

0.32 0.42 0.16 

Enhancement 
of consumer 

research 
0.48 0.41 0.59 

Information 
oultook 

diffusion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0.20 0.17 0.25 

Note: = 3.000, CI =0.000, CR= 0.000.(whole specialists)
Source: Kim et al.[3] 

한국 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담당자의 경우 측품

목의 조정, 확 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농업 측과 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은 소비 측 정보의 

강화가 가장 시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한편, 농업
련 실무자들은 측품목의 조정 확  략에 해서 

요도는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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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m et al.[3] 

Fig. 4 Theadvance of Efficiency promotion  for 
secondary sub criteria

3.3.3 관측정보의 적시성 제고

측정보의 시성 제고를 해서는 측정보의 신송

한 제공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

다. 그 다음으로 국내 농산물의 조기 측 시스템을 강화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Application of the AHP to prioritise the 
advance of Enhancement of timeliness  for 
secondary sub criteria

Total
Specialists

Agricultu
ral 

Outlook 
Center(K

REI)

Farm workers 
and all 

concerned 

Decision making 
rapidity using fast 

information channel 
0.43 0.40 0.49 

Early prediction 
system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0.40 0.45 0.31 

Construct early 
warning system of 
overseas markets 

0.17 0.15 0.20 

Note:  = 3.0006, CI =0.003, CR= 0.003.(whole specialists)
Source: Kim et al.[3] 

농업 측담당자들은 국내 농산물의 조기 측 시스템

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반면에 
농업 측 련 실무자들은 측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두 문
가 그룹 모두 신속한 해외시장 농산물 수 을 한 조기

경보 체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략에 해서는 가장 낮

게 평가하 다.

Source: Kim et al.[3] 

Fig. 5 The advance of Enhancement of timeliness  for 
       secondary sub criteria

3.3.4 관측정보의 정책 실효성 제고

농업 측정보의 정책 실효성 제고를 한 세부 략

으로 농업 측센터 측담당자 그룹은 신속한 유통 책

으로 물가안정이 가장 요하다고 평가하 다. 하지만 
농업 측 련 실무자들은 품목별 수 정책과 연계강화

가 더 시 하다고 지 하 다. 

Table 7. Application of the AHP to prioritise the 
advance of Policy efficiency enhancement 
for secondary sub criteria

Total
Specialis

ts

Agricultural 
Outlook 

Center(KREI)

Farm workers 
and all 

concerned 

Strengthen 
policy 

linkages 
0.40 0.35 0.47 

Price 
stabilization 

using 
marketing 

policy

0.39 0.46 0.26 

consumer and 
producer 
surplus 

0.21 0.18 0.27 

Note:= 3.0001, CI =0.001, CR= 0.001(whole specialists)
Source: JeJu university specialist questionnaire survey(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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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m et al.[3] 

Fig. 6 The advance of Policy efficiency enhancement 
for secondary sub criteria

4. 요약 및 결론

농업 측사업은 국내 농가의 소득과 소비자물가 안정 

등을 해 정보 부족과 왜곡을 이고 가격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 이고 효과 인 측사업의 추진

을 해서 련 문가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농
업 측사업의 장기 발  방향을 살펴보았다. 농업 측

사업의 장기 발 을 한 략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

면, 체 으로 측정보의 시성 제고가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측정보의 정 도 제고를 

꼽았다. 세부 략별로 요도를 비교해 보면 측정보의 

정 도를 제고하기 해서는 측정보의 수집기능이 강

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소비 측정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평

가가 압도 으로 높았다. 
한편, 문가들은 측정보의 시성 제고를 해서 

소비 측정보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요하며, 측 정

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서 품목별 수 정책과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농업 측 사업의 성과에 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장기 발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 

것으로 향후 측정보의 시성 제고  소비자 분석 정

보 제공에 보다 역 을 두어 기능이 개선되어야 하며, 

한 측정보의 정 성 제고를 해 정보 수집기능  

분석기능을 보다 심화 발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8. Application of the AHP to prioritise the 
advance of the Improvementof Agricultural 
Outlook Information Program 

General 
Criteria Sub Criteria

Tota
l

Spec
ialist

s

Agricul
tural 

Outlook 
Center

Farm 
workers 
and all 

concerned 

Precision 
improvemen

t 
(0.28)

Strengtheninformati
ongathering 0.55 0.46 0.70 

Unite  satellit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0.12 0.12 0.13 

Analysisofinformati
onrelatingtooutlook 0.32 0.42 0.17 

Efficiency 
promotion

(0.19)

Expand  list of 
agriculral outlook 0.32 0.42 0.16 

Enhancement of 
consumer research 0.48 0.41 0.59 

Information  
oultook diffusion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0.20 0.17 0.25 

Enhancemen
t of 

timeliness
(0.35)

Decisionmakingrapi
dityusingfastinforma

tionchannel 
0.43 0.40 0.49 

Early  prediction 
system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0.40 0.45 0.31 

Constructearlywarni
ngsystemofoverseas

markets 
0.17 0.15 0.20 

Policy 
efficiency 

enhancemen
t

(0.18)

Strengthen policy 
linkages 0.40 0.35 0.47 

Price  stabilization 
using marketing 

policy
0.39 0.46 0.26 

Consumer and 
producer surplus 0.21 0.18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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