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재고

121

지역개발연구 제47권 제2호, 2015년 10월, pp.121-147

일본의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재고*
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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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본고는 1990년대 일본에서 도출된 ‘농업의 6차산업화’의 원의 및 관련 논의를 살폈다. 그리고, 일본의
관계 부처가 추진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 관련 시책 및 목표, 그에 따른 성과를 농림수산성 자료와 관련
연구를 통해 검토했다. 나아가, 향후 농업의 6차산업화를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어떻게 적용하며, 그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재고했다.
주제어 : 6차산업화, 직매장, 소규모 농업(경영 다각화), 지역 커뮤니티형

Ⅰ. 서

론

1990년대, 일본의 농업경제학자가 지역부흥 실천 사례에서 도출한 ‘농업의 6
차산업화’는, 2000년대 일본 농업경제학 관련 연구의 주요 열쇳말이 되었다.
2010년대에는 일본 농정에 관한 비전 ‘농업의 성장산업화’의 주요 시책 및 실현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나아가, 농업의 6차산업화는 일본 국경을 넘어, 아시아형 농업에서도 농업 및
농촌을 활성화할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
에 대한 희망적인 논의가 많고, 그 가운데 일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이
2000년대에 갑자기 나타나, 아시아형 농업 및 농촌 문제의 만능 해결책처럼 보
이는 듯하다.
그런데, 농업의 6차산업화 관련정책에서 인용되는 사례는, 대부분 각 사례 농
업인(리더) 들이 1960년대 이후의 각 시기에 농업의 6차산업화와 유사한 컨셉이
* 본고는, 2015년 7월 한국지역경제학회 등이 주최한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지역발전 공감특강 및 국제학술
세미나-지역행복을 위한 지역발전정책과 사회적 경제-에서 보고한 ｢일본의 ‘농업의 6차산업화’에 대한 재고｣를 수정한 것
이다.
** 李錦東, NPO法人日韓(韓日)農業･農村文化研究所 研究員, 国際医療福祉大学 非常勤講師, E-mail: leegd21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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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천 전략으로 도전해, 실패와 시행착오를 극복하며, 장기간에 걸친 노력으
로 성공한 경우다. 그러한 사례의 결실 만을 보고, 충분한 다각적인 고찰도 없
이, 농업의 미래는 농업의 6차산업화에 있고, 농업이 성장산업이라는 등의 희망
적 비전이 제시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 농업의 6차산업화의 그러한 희망적인 비전이, 이전 관련 정책
의 경험과 반성, 그리고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농어촌 지역의 고용 확
보나 활성화를 이루며, 진정 실현 가능한가 등을 검토할 시점이다. 즉, 일본의
농업의 6차산업화의 원의, 이에 선행하는 유사한 정책의 결과 등을 살펴, 농업
의 6차산업화를 논의하고, 그 가능성이나 방향성을 재고해야 한다.

Ⅱ. 농업의 6차산업화의 개념과 경제적 배경
1. 농업의 6차산업화 용어의 등장
농업의 6차산업화(이하, 6차산업화)는, 이마무라 나라오미1)가 1990년대에 처
음으로 제창했다. 그 후, 6차산업화 개념은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재해석되고,
진화했다. 먼저, 이마무라의 6차산업화 용어 탄생 및 공식화 과정 등을 살핀다.2)
경제학에는 산업발전에 따라, 산업이 1차산업에서 제2차산업으로, 제3차 산
업으로 중점 이동한다는 페티클라크의 법칙과, 제3차산업의 비중이 큰 나라일
수록 선진국이라는 사고가 있다. 그러나, 이 사고만으로는 선진국의 제1차산업
은 쇠퇴하고 만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6차산업화를 1990년대에 착안하게
되었다.
“근년, 농업은 농업생산이나 식료원료 생산만하고, 농산물가공 및 식품가공은
2차산업의 식품제조기업에 넘어갔다. 그리고, 3차산업 분야인 농산물유통과 농
업 및 농촌에 관련된 정보서비스와 관광 등도, 그 대부분을 도소매업과 정보서

1) 今村奈良臣, 1934년 오이타 현 출신으로, 동경대학 명예교수(재임1974-1994), 일본여자대학(1994-2002) 교수, JA
개혁추진회 의장, 재단법인JC소켄 연구소장(2006-2012) 등을 역임.
2) 이마무라 나라오미(2010), ‘소장의 연구실④(농업의 6차산업화 노선 제기의 역사를 묻는다 -새해, 독자의 질문에 답변한
다 -, 2010년 1월 기사의 전재)’ JA소켄 리포트(특별호) 2010년 9월, pp.77-80. 이마무라 (2012), ‘농업의 6차산업
화의 이론과 실천의 과제’ http://www.jiid.or.jp/ardec/ardec47/ard47_opinion.html. 요시다 시게오(吉田成雄,
2010), ‘농업의 6차산업화 첨단에서 보이는 것-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JA소켄 리포트 2010년 겨울호,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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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산업과 관광업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다시 농업 분야로 되찾
아 오자”는 것이다.
이마무라는 1990년대 대학 재직 시, ‘재단법인 21세기지역부흥학원3)’ 부학원
장도 겸했고, 1994년부터 전국의 지역부흥학원과 농민학교, JA 및 지자체 강연
회 등에서, 풍요로운 지역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6차산업화 추진에 전력을
다하자’라고 강하게 제창했다.
이마무라는 6차산업화 (=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개념을, 오이타 현
(縣)의 산촌(山村) 오야마 정(町)의 오야마농협(大山農協)의 농업인의 특설 직
매장임을 강조하는 ‘코노하나가르텐4)’ 사업을 대상으로, 직매장에 출하하는 조
합원 농가에서 일주일간 숙식을 같이 하며, 직매장 이용 소비자까지 상세히 분
석하며 도출했다.
1961년, 오야마농협은 ‘매실과 밤나무 심어 화와이 가자’라는 구호로, 제1차
NPC운동을 개시했다.5) 오야마 정 지역부흥운동은, 유실수 농업을 통해 새로운
‘고차원 농업’으로 전환을 도모했다. 또한, 조합원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직매장을 개점하는 등 새로운 판로 개척에도 적극적이었다(요시다).
그 후, 이마무라가 곱셈에 의한 6차산업화(=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개념을 공식화한 것은, 1998년 3월 재단법인 21세기지역부흥학원의 ‘지역 리더
연수 교과서 시리즈 No.5’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농업의 6차산업화 - 강해지
는 농업 농촌 -의 초판본에서였다. 6차산업화 개념을 덧셈에서 곱셈 방식으로
수정하는 이유는 2가지다. 첫째, 농업과 농촌이 쇠퇴하면, 0 × 2 × 3 = 0이 되므로,
6차산업이 성립되지 않고, 6차산업은 농업과 농촌에 활력과 활기가 있을 때 비
로소 성립된다. 둘째, 6차산업이 진정 성공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산업을
단지 끌어 모으는 것(덧셈) 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1차, 2차, 3차산업이 총체적
이고 유기적으로 결합(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3) 財団法人21世紀村作り塾, 현 財団法人都市農山漁村交流活性化機構의 전신이다.
4) 木の花ガルテン은 과일나무 꽃이 핀 뜰, 과일촌 등의 의미가 있고, 1990년 7월 신축 오픈.
http://www.oyama-nk.com/konohana-g/
5) 1961년 시작된 제1차 NPC운동은 매실과 밤나무를 심어 소득을 증대하자는 바람을 New Plum and Chestnuts에 담았
다. 제2차 NPC운동(1965년, Neo Personality Combination)은 소득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풍요로운 인재를 육성하
자는 운동, 제3차 NPC 운동(1969년, New Paradise Community)은 농촌을 진정한 낙원, 이상적인 생활권으로 만들
자는 운동이었다. 상세한 내용은 오야마농협HP http://www.oyama-nk.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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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대의 디플레이션, 6차산업화 논리의 개선
1990년대 이후 농업생산액 및 농업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농업소득은 1990년 약 6조엔이었으나, 2011년에는 약 3조엔으로 절반으로 감소
하였다. 식료가공 및 식료유통시장도 1990년대 중반을 경계로 큰폭으로 감소하
고 있다(그래프 1, 2).

자료: 농림수산성(2015년 4월), ‘농림어업의 6차산업화의 전개’
<그래프 1> 농업생산액 및 농업소득의 추이

또한, 2000년대 후반, 일본 경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디플레이션으
로 경제적 파이가 축소되고 있다. 6차산업 논리가 제창된 1990년대와 비교해,
축소된 경제적 파이를 그대로 두고, 2,3차산업에서 1차산업에 가치를 되찾아 오
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있으므로, 오다기리 토쿠미(小田切徳美)6)는 6차산업화의
새로운 논리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저, 6차산업화는 가공품 제조나 판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 정보
서비스 산업, 농가레스토랑 등을 연계하거나 도입해 지역부흥을 위한 다양한 지
혜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경제적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소득
을 늘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 상식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
은 자유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발상하지 못한 새로운 조합, 즉, 신결합
6) 小田切徳美는 1959년생, 현 메이지대학(明治大学)교수, 농업경제학자. 농산촌 재생연구가 주 연구테마로 전원회귀(田園
回歸, 귀농귀촌)에 희망적인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마무라와도 공동 연구가 있음. 2010년 7월에 개최된 JA젠추교육부의
제8회 JA인재양성연구회의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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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노베이션)이 불가결하며, 6차산업화는 ‘수요 창출형의 혁신’을 동반하
는 대책이어야 한다. 즉, 1차산업에서, 2, 3차산업으로 전가되었던 가치를 되찾
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적극적인 혁신으로 신시장, 신수요를 창출하는 것이야
말로 오늘날의 6차산업이다고 했다.

출처: 무로야(2014년 12월), p.9.
자료: 농림수산성 ‘농업, 식료 관련 산업의 경제 계산’
<그래프 2> 축소하는 식료가공, 식료 유통시장

3. 일본 농가 관련 지표
2010년 현재, 농업취업인구수는 260.6만 명이고, 평균 연령은 66.1세이다. 그
가운데, 기간적(基幹的) 농업종사자수는 205만 명으로, 그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7) 기간적 농업종사자 중, 여성은 90.3만 명(약44%)이며, 65세 이상의 고령
자는 125.3만 명(약 61%)이고, 특히, 1930년 전후에 태어난 75세 이상의 고령
자가 많다.
1990년, 총농가수는 297.1만 호로, 주업농 82만 호(총농가수의 27.6%), 준주
업농 95.4만 호, 부업농이 119.6만 호(40.3%)였으나, 그 후, 각각 지속적으로 감
소했다. 2011년, 총농가수는 156.1만 호, 주업농 35.6만 호(22.8%), 준주업농
7) 일본 통계의 농업취업인구는 15세 이상의 농가세대 구성원 중, 조사 기일전 1년간 농업에만 종사하거나, 농업과 겸업에 종
사했지만, 농업에 종사한 일수가 많은 사람이다. 기간적 농업종사자는 농업취업인구 중, 평시에 주된 활동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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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만 호, 부업농 84.3만 호(54%)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자료: 농림수산성 ‘농업경영통계조사 경영형태별 경영통계 (개별경영)’
<그래프 3> 농업경영체의 총소득 내용

한편, 2010년 현재, 농업경영체 전체의 평균소득은 466만 엔이고, 연금 등의
수입이 182만 엔(총소득의 39%), 급여 등의 농외소득이 161만 엔(34.5%), 농업
소득이 122.3만 엔(26.2%)이고, 그 밖의 농업생산관련사업 소득은 7천 엔이다
(그래프 3).

4. 일본 식생활(소비)에 관한 관련 지표
2012년의 실질임금지수는, 1990년 대비 94.5% 수준으로 감소했다. 소비수준
지수(종합)는,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2년에는 1990년 대비 92.9%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식료소비수준지수는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2년에는 1990년의 84.2% 수준이다. 이는 식료소비가 가계의 절약 대상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그래프 4).
관련해, 품목별 식료지출비율의 미래추계8)를 보면, 외식은 일정 수준을 유지
하나, 중식(中食, 조리된 식품을 사서 소비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어패류
소비는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그래프 5). 그 주요 요인은 고령화, 1인세대 증
가에 따른 식생활의 간편성 추구로, 가계지출 구성비가 가공도가 높은 조리식품
8) 품목별 식료지출비율의 미래추계는, 코호트효과에 기초하는 추산이다. 코호트효과(cohort effect)는 http://terms.naver.com
출전 고영복(2000)의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를 인용한다. 코호트는 특정 경험(특히 연령)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
체를 말한다. 출생 코호트는 5년(혹은 1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코호트는 사회변동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이
며, 각기의 코호트는 새로운 사회적 경험을 각기의 방식으로 다른 역사적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나 신념태도를
재해석하여 구조적 긴장에 대처함으로써 변동에 기여한다. 그들 간에는 견해 및 가치관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를 코호트효
과라고 한다. 그것은 연령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종단적 효과와는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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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프트하기 때문이다.

출처: 무로야(2014년 12월)
자료: 농림수산성 ‘2012년도 식료, 농업, 농촌 동향’
주: 실질임금지수는 사업소 규모 5인이상 조사.
산업계의 현금급여 총액 지수
<그래프 4> 소비수준지수(식료)의 추이

출처: 무로야(2014년 12월), p.10
자료: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인구 감소 국면의 식료소비에 대한 미래추계’
주1: 2010년까지는 가계조사, 전국소비실태조사 등에서 계산한 실적치, 2015년 이후는 추계치
주2: 2010년 가격에 의한 실질치의 비율
<그래프 5> 품목별 식료 지출비율 미래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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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의 식생활에 대한 지향성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소비자의 소비동향 조사에 의하면, 전체적인 지향성은 2008년의 같은 조사보다,
더욱 건강성, 간편성,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연령층 별 지향성 차이
도 두드러진다. 젊은층은 식생활의 경제성과 간편성을 추구하며, 노년층으로 갈
수록 건강성을 지향하고 있다(그래프 6).

출처: 코바야시 시게노리(2012년 11월) ｢6차산업화의 유형화와 비즈니스 모델｣
자료: 일본정책금융공고(2012년도 상반기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2012년 9월 14일)에서 발췌
<그래프 6> 소비자의 식에 대한 지향성

Ⅲ. 6차산업화의 (선행) 유사개념과 관련 정책의 성과
1. 6차산업화의 (선행) 유사개념
이마무라는 6차산업화의 원점은 농촌에 전래되는 전통 가공식품 제조 및 판
매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1945년 이후의 역사 만 돌아 봐도, 농촌 및 농업에
관련된 6차산업화와 유사한 개념과 지역부흥 정책이 실시되어 왔다(표 1).
그 가운데, 오늘날의 6차산업화와 유사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논리와 정책 등
을 살펴본다. 먼저, 1985년의 ‘농촌복합화’ 개념은, 지역산업진흥을 통한 지역활
성화방책 논의의 하나로,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연구회의 검토를 거쳐, 타카하
시 마사로(高橋正朗) 등이 제시했다.
농촌복합화는 농업 상업 공업의 연계가 중심축이며, 다각화 개념도 포함된다.
농업이 기본이 되는 지역산업진흥의 개념이며, 제2,3차부문과 연동해 부가가치
형성과 고용확대 등을 도모한다. 농업, 식품산업, 가공, 판매사업 등을 연결시킨

▪2005년 식료산업클러스터(농림수산성)

▪1999년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

▪2012년 제26회 JA전국대회결의
‘차세대로 이어지는 협동’ 협동
조합의 실력으로 농업과 지역을
풍요롭게 한다.

▪2011년 6차산업화법
(농림수산성)

▪2008년 농상공(등)연계사업(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2008년 민주당(民主党) 농산어촌 6차산업화비전

▪2007년 지역자원활용사업(경제산업성)

▪2005년 신연계사업(경제산업성)

▪2001년 산업클러스터

‘가공 유통 분야에의 적극 진출과
그 구체책’ 제기

▪1982년 제16회 전국농업대회에서

‘농협의 가공 유통분야진출’ 결의

▪1979년 ‘일촌일품’운동 제창
▪1979년 제15회 전국농업대회에서

▪1961년 오야마농협 NPC운동
매실, 밤나무 심어 화와이 가자

지역적 대응

▪1990년 ‘6차산업’의 등장 ‘새로운 산촌 진흥 대책에 대해서’
국토심의회 산촌진흥대책특별위원회
▪1994년 ‘농업의 6차산업화’ 제창 이마무라 나라오미

타카하시 마사로 외(高橋正朗 他)

▪1980년대 중반 ‘농촌 복합화’ 제창

▪1987년 ‘제4차전국종힙개발계획’ 다극 분산형

국토 형성 ‘1.5차 산업의 적극적 육성’
▪1987년 종합휴양지역 정비법(리조트 법)

▪1976년 ‘내발적 발전’ 등장
츠루미 카즈코(鶴見和子)

▪1977년 ‘제3차전국종합개발계획’
정주권(定住圈) 구상

개별경영중시

자료: 무로야 아리히로(2014), p.14를 필자가 일부 가필 수정

2010

2000

1990

1980

1970

1960

연대

<표 1> 6차산업화에 (선행하는) 유사한 개념 및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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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진흥을, 농촌지역 전체의 총체적인 진흥과 지역 농업을 기본 단위로 한
매니지먼트로 자리매김하고, 지역매니지먼트 시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
함을 강조했다.9)

2. 지역내발형 애그리비지니스
‘지역내발형 애그리비지니스’는, 고령자와 여성을 포함하는 고용창출과 자연,
경관, 문화 등을 포함하는 지역자원 활용으로, 지역내에 지속적인 소득 형성 및
유지를 도모한다. 애그리비지니스 경영전략 과제는, 경영체가 농업생산을 기초
로 하는 푸드체인을 지역자원을 활용해 구축해, 소비자와 교류하며, 교류의 조
직화를 위한 어메니티 공간과 이용질서 형성까지 포함된다.10)
‘지역내발형’의 조건은, ①지역 노동력과 인재 활용, ②지역내 높은 원료 조
달 비율과 지역자원의 유효한 활용, ③중심적 역할은 농협, 제3섹터, 농업생산법
인, 지역중소자본, 임의조합, 개인도 가능하며, ④여느 경우라도 지역내 생산에
기초하는 것이다(사이토, p.42).
지역내발형 애그리비지니스의 기본전략은 가공 공장, 직매장, 레스토랑을 집
적해, 경제 거점을 형성하고, 이에 어메니티공간인 농업공원, 시민농원, 교류시
설 등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와의 교류를 매개로 하는 수요창조 등
도 강조하며 사업전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사이토, p.49).
다각화타입의 사업활동, 다양한 관계주체가 결합된 연계타입에 의한 사업전개
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또, 연계 및 제휴에 의한 네트워크는, 그 연결 정
도에 따라 연합형과 융합형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지역내발형 애그리비지니스는 소득 및 고용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도모하나, 개별 경영적 성격이 강하고, 지역 파급효과가 미흡하다. 사이토는 지
역 파급효과를 높이려면, 농(農)과 식(食) 관련기업을 지역에 집적하며, 연계강
화를 추진해, 혁신을 유발하기 쉬운 시스템이나, 식료산업클러스터11) 형성으로
9) 타카하시 마사로 감수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편(高橋正郎 1985), 농촌을 살린다: 지역 가공 산업의 신물결 츠쿠바쇼
보, p.17, p.151.
10) 사이토 오사무(斎藤修 1996), ‘지역내발형 애그리비지니스’ 국제화 시대의 일본 농업의 전개 방향 츠쿠바쇼보, p.41.
사이토는 6차산업화에 의한 지역활성화에 대해, 푸드시스템적 시점에서, 주체간관계, 서플라이체인, 밸류체인, 이노베이션,
관계성 마케팅, 지역브랜드, 플랫폼 등의 체계적 검토를 통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있다. 농림수산정책연구소 2015 참조.
11) 산업클러스터의 정의는 다양하나, 포터는 ‘클러스터는 어느 특정 분야에 속한 상호 관련된 기업과 기관으로 구성돼 지리적
으로 근접해 있는 집단’이라 했다. 클러스터 형성은, ①클러스터 구성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 향상, ②기업과 산업의 혁신
능력 강화, ③혁신을 뒷받침하고 클러스터를 확대할 신규사업 형성 등에서 유리하다. M.E. 포터(일본어역, 1999),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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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3. 식농연계사업-농업경영 영역의 재정의
이러한 동향 속에서, 농업경영 영역은 6차산업화라는 명칭과는 별도로, 협의
의 농업에 한정되지 않고, 식품산업(가공, 유통, 외식)과 다양하게 연계하거나,
혹은 관광과 교육, 교류 사업 등과 관계를 심화하는 가운데, 스스로 활로를 찾아
가는 산업으로 확장되었다.12) 이러한 농업경영의 영역 변화는, 관련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그 일례는 2005년 농림수산성의 ‘식료산업 클러스터 전개사
업’이다.
2005년, 농림수산성은 농업과 제조, 유통, 외식산업 등의 식품산업을 ‘식료산
업’으로 일체화 하는 ‘지역 식료산업클러스터 형성 촉진사업’을 시작했다. 지역
내 식품산업이 중핵이 되어, 농림수산업과 관련산업 연계로 식료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고, 국산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과 판로 확대 등을 지
원한다. 그 후, ‘식료산업클러스터 체재 강화 사업’, ‘식농연계 체재 강화 사업’
등을 2009년까지 실시했다. 이들의 총칭이 ‘식농연계 사업’이다.
식료산업클러스터는 코디네이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 식재료, 지역의 인재, 기
술, 그 밖의 지역자원을 유효하게 결합해, 신제품, 판로, 지역브랜드 등을 창출
하려는 목적의 집단이다. 사업추진 모델지구 선정은, ①산관학연계 체재가 구축
되어 있을 것, ②식품산업과 농업이 연계해, 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관련 산업 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중시했
다(종합식료국자료, 2006년).
사업인정 절차는 사업실시 계획서를 작성후 각지방 농정국의 심사를 받는다.
계획서에는 신상품 제조업체, 농림수산물 주원료, 주원료 생산자, 매상계획, 연
계체재 등을 기입해야 한다. 사업완료 후, 다음 3년간 주원료 사용량, 신상품 판
매액 등의 보고 의무도 있다.
관련해서, 2011년 11월, 신상품의 개발 등 207건에 대해, ①계획서대로 국산
농림수산물이 주원료로 활용되었는가, ②주원료 사용량과 신상품 판매액이 목표
를 달성했는가, 등의 검사 결과를 공표했다. 관련 사업비 합계는 8억5,238만엔
(국고보조금은 5억2,531만엔)이었다.13) 보고 기한이 된173건 중, ①②를 둘 다
전략론(2) 다이야몬드사, p.70, p.86.
12) 쇼겐지 신이치(生源寺眞一 2006), 현대 일본의 농정개혁 동경대학출판회,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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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한 9건(비율5.2%), ① 혹은 ②를 달성한 21건(12.1%), ① 혹은 ②의 달성
율이 30%이상 100%미만인 건은 37건(21.5%)이었다. 이 외의 106건(61.3%)은
목표에 큰 폭으로 미달했다.

4. 농업 상업 공업 등 연계(농상공연계農商工連繫)
2008년 7월, ‘중소기업인과 농림어업인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즉, ‘농업 상업 공업 등(농상공) 연계촉진법’이 시행되었다. 농상공연계는
중소기업과 농림어업인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각각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
하는 사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향상 및 농림어업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기업인 및
농림어업인이 공동으로, 각각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해, 신상품 개발, 생
산, 수요 개척, 신서비스 개발 및 제공, 신서비스의 수요 개척의 사업계획을 책
정해, 신청하며 농림수산장관 혹은 경제산업장관 등이 인정한다.
그 경과는 농림수산성의 농상공연계사업 계획의 인정상황자료(2015년 2월)를
인용한다.
<표 2> 농상공(등)연계사업계획의 추이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사업계획 건수

176

183

61

69

58

65

612

자료: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HP에서 작성
<표 3> 농상공(등)연계사업계획 612건의 사업내용 분류(2008-2013년)

사업계획 건수
비율

농공

농상

농상공

합계

413

157

42

612

67.5%

25.7%

6.9%

100%

자료: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HP에서 작성

이 사업의 실시 상황을 분석한 사쿠라이(櫻井)와 무로야(室谷)는, 연계 형태는
‘농공(農工)연계’가 대부분이고, 상(商)을 포함한 연계는 적다고 지적했다(표 3).
2015년 2월 현재, 인정사업 654건 중, 그 대부분은 중소기업 주도로, 단
13) 회계검사원(2011), ‘식료연계사업에 의한 신상품개발 등에 관해서’ 2011년 10월 19일부 농림수산장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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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건) 만이 농림어업인 주체였다. 그리고, 상공업자의 신상품 및 서비스 개
발내용은 반죽에 재료를 첨가하거나, 섞는 등의 간단한 것이며, 사업은 총체적
으로 단발적이고 규모도 작다. 농림어업인은 개인이 많고, 원료공급자적 측면이
강하며, 지역적인 확장이 적다. 지역내의 법인의 참가는 적고, 법인은 거의 스스
로 가공 판매한다(표 4).
<표 4> 농공상(등)사업계획 인정사업의 내역

건수 합계 (654)

1. 규격외 및 저(미)이용 상태 물품의 유효 활용
2. 생산이력의 명확화 및 저(低)농약 재배 등의 부가가치 향상

107
49

3. 새로운 작목이나 품종의 특징을 살린 수요 확대

141

4. 신규 용도 개척으로 지역 농림수산물 수요 확대, 브랜드력 향상

305

5. IT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과 판매의 실현

30

6. 관광(업)과 제휴한 판로 확대

14

7. 해외수출에 의한 판로 확대

8

출처: 농림수산성(2015년 2월)

사이토는, 이러한 점에서 연계의 시점에는 제품개발은 물론이고, 정보공유화
와 경영자원 의존관계하에서, 식품기업 및 관련 기업이 농업인에 기술과 노하우
의 이전, 자본 출자 관계 형성에 의한 경영체의 육성도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고 했다.14)
관련해서, 2014년 3월에 실시된, 중소기업인과 농림어업인의 연계에 의한 사
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책의 활용 상황 및 효과에 관한 조사를 살펴
본다(그래프 7, 8).15)

출처: 농림수산성(2015년 4월)
<그래프 7> 농상공연계 사업 참가후, 농가의 농림수산물 판매단가 변화
14) 사이토 오사무(2011), 농상공연계 전략 농산어촌문화협회, p.49.
15) 농림수산성(2015년 4월), ‘6차산업화 관련 시책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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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수산성(2015년 4월)
<그래프 8> 농상공(등)연계 사업에 대한 주체별 만족도

먼저, 사업 참가 후에 농산물 판매단가가 상승했다는 농업인은 27%에 지나지
않고, 단가의 변화가 없거나 저하한 농가는 73%를 점한다. 그리고, 만족도 면에
서도 충분히 만족하는 농림어업인은, 주체별로 개인은 3.3%, 농림어업 조합 등
은 7.7%, 농림어업 법인은 12.1%였다. 그리고, 일정부분 만족에 대해서는, 사업
참가후의 판매단가 변화와 연관해서 생각해야 하며, 한일간의 언어 생활의 문화
적 차이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5. ‘농업의 6차산업화’관련 정책
2010년 3월에 의결된 6차산업화 법안은, 2010년 12월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
림어업인 등에 의한 신사업 등의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6차산업화 및 지산지소법)’로 공포되었다. 6차산업화 및 지산지소법
의 목적은, 제1장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인 등의 신산업의 창출(6차산업
화) 등에 관한 시책과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지산지소)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림어업 등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량자급율
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2장의 6차산업화 관계에서
는 6차산업화 사업 계획이 농림수산성의 ‘종합화 사업계획’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사업주체, 내용, 경영 개선, 계획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 정책 추진 후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는 농림수산성 자료를 인용한다(표 5,
표 6).
종합화 사업 계획의 사업 내용은, 가공 및 판매가 68.9%, 가공이 20%, 가공
과 직매 및 레스토랑 경영이 6.5%이다. 즉, 사업에 직매가 포함된 것은 79.%이
다(표 6). 각 사업계획에서, 직매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직매장은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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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의 대표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표 5> 종합화사업계획 인정 건수의 추이(누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709

1,321

1,811

2,061

출처: 농림수산성(2015년 4월)
<표 6> 종합화사업계획 사업내용별 비율(%)
가공

20.0

직매

2.5

수출

0.4

레스토랑

0.1
68.9

가공 및 직매
가공 및 직매 및 레스토랑

6.5

가공 및 직매 및 수출

1.6

출처: 농림수산성(2015년 4월)

자료: 농림수산성(2015년 6월)
<그래프 9> 농산물 직매장 운영주체별 수(좌) 판매액(우)

농산물 직매장에 대한 2012년도 조사를 보면, 직매장의 운영 주체는, 주체별
로 농업경영체가 13,010개소로 55.2%, 생산자그룹 등이 5,170개소 21.9%, 농협
(시설)이 1,950개소로 8.3%, 지자체 및 제3섹터가 640개소로 약 2.7%를 점한

136

지역개발연구 제47권 제2호(통권 65집)

다. 한편, 판액 총액별로는, 농협이 2,953억엔으로 전체의 34.9%, 생산자 그룹
등이 1,255억엔으로 약 14.9%, 농업경영체가 1,176억엔으로 13.9%, 지자체 및
제3섹터가 656억엔으로 7.8%를 점하고 있다(그래프 9).
직매장 운영사업체 중, 연중영업을 하는 사업체는 11,310개소, 상설 직매장
매장을 갖춘 사업체는 11,110개소이다. 상설점포로 연중영업을 하는 사업체가
비교적 규모가 크며, 상설점포의 약 17% 인 1,890개소가 연간 판매금액 1억엔
을 넘는다(그래프 10). 한편, 계절별 영업체수는 12,180개소이다. 전체 직매장
사업체의 평균 영업일수는 200일이다.

자료: 농림수산성 ‘농업, 농촌의 6차산업화 종합조사’ (통계수치 재편 집계)
<그래프 10> 2012년도 상설점포 직매장(11,110개소)의 연간 판매금액 규모별 비율

자료: 농림수산성(2015년 6월)
<그래프 11> 2012년도 1직매장당 판매액

직매장 1개소당 연간판매액은, 농협이 1억5145만엔, 지자체 및 제3섹터가 1억
250만엔, 생산자 그룹 등이 2,428만엔, 농업경영체가 904만엔이다. 즉, 농협이나
지자체 및 제3섹터의 직매장이 비교적 규모가 크고, 농업경영체가 운영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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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은 영세하다(그래프 11).

6. 농업의 성장산업화
‘일본재생기본전략’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민주당 정권기간
중, 칸 나오토(菅直人) 내각 때의 2010년 6월에 각의 결정된 ‘신성장 전략’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 후,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후 일본재생을 위한 기본전
략으로 채택되어, 2011년 12월 국가전략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경제
성장과 재정건전화 양립, 두터운 중간층의 부활을 위한 시책 등이다. 나아가,
‘일본재생기본전략’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내각 때, 2012년 7월 국가전략
회의에서 ‘일본재생전략’으로 변경되어 각의 결정되었다. 이 전략에 채택된 성장
전략 11개 중의 하나가, ‘식농(食農)재생전략’이고, 그 열쇳말이 6차산업화이다.

자료: 수상관저 ‘일본 부흥 전략’에서 작성
<그림 1> 농업의 성장산업화의 목표(2013년 6월 공표, 2014년 6월 개정)

이 전략은, 2012년 12월 자민당으로 정권교체되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이 발족된 후, ‘공세적 농림수산업’ 정책으로 이어졌다. ‘공세적 농림수산업’ 농
정개혁의 4개의 핵심방향은 ①생산현장 강화, ②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가치
사슬 구축, ③수요 프론티어(해외수출 등의) 확대, ④농산어촌의 다면적 기능 발
휘이다. 그리고, 산업정책 및 지역정책을 축으로 공세적 농림수산업을 전개한다.

138

지역개발연구 제47권 제2호(통권 65집)

이로써 ‘강한 농림수산업’과 ‘아름답고 활력있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가며, 농업
과 농촌 전체의 소득을 2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림 1).

자료: 농림수산성(2014년)
주: 농림수산성통계부, ‘2010년도 농업, 식료관련산업의 경제 계산’
<그림 2> 2020년 6차산업화 10조엔 목표에 관한 사고(2014년 6월)

그리고, 6차산업화 촉진에는 A-FIVE(농림어업성장산업화펀드)를 적극 활용
한다. 의료복지와 식(食) 농(農) 연계 등, 농림어업인과 다양한 사업인의 연계를
통해,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의 목표는 6차산업 시장규모를 10조엔
으로 확대하는 것이다(그림 2).
그런데, 2020년까지 이 목표가 달성 가능한가? 현재, 6차산업화의 실질적 내
용은 가공 및 직매로, 직매장이 대표적인 존재이다. 이견은 있으나, 2010년대 초
반 직매장은 벌써 포화상태에 이르러 직매장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도태되는
곳도 있다. 또한, 농가가 직매장에 농산물 등을 출하할 때, 농가가 직접 농산물
가격을 책정하나, 여기에도 시장원리가 작동한다. 관련 연구에서, 직매장 이용자
도 일반 대형 소매점(슈퍼)과 가격을 비교하며, 직매장 이용시에 만족스러운 것
은 신선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의 속성이나 현실을 분석하거나, 농가의
직매장 출하에 관련된 노동의 시급을 계산하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출품가에 충분한 시급을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출품
농가의 다수는, (기존 유통에 출하 규격에 벗어나거나, 이용가능하지만 버려지든
농산물이거나, 소량의 농산물 등의) 새로운 판로 확보, 가계소득에 조금 보탬이

일본의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재고

139

되는 것, 경제활동에 따르는 정신적인 보람 등의 수입 이외의 가치에서 만족하
고 있다. 또한, 이는 2항의 농상공연계사업 참가후의 농가의 출하단가 변화 및
만족도 고찰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처럼 2020년까지 꾸준히 GDP 연 2% 성장율을 달성하고,16) 가
공 및 직매의 외형상 규모가 5～6년에 3,4배로 늘어난다 해도, 대부분의 중소규
모의 농가가 직매장에 출하한 덕택에, 농가의 농업 소득이 2배로 증가할 가능성
은 없다.

Ⅳ. 6차산업화의 타입구분과 향후 방향
1. 6차산업화 타입구분 3가지 시점
앞서 6차산업화의 관계 부처의 관련 정책과 그 결과를 살폈다. 이하에서 6차
산업화의 사업방향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 크게 세가지 시점에서 본다
(그림 3).

자료: 농림수산정책연구소(2015), p.59. 필자 수정
<그림 3> 6차산업화 타입구분 기본시점

첫번째 시점은 6차산업화의 사업방향이다. 사업목적과 지역과의 관계성을 척
도로, ‘산업비지니스지향’과 ‘지역커뮤니티지향’으로 나눈다(표 7). 산업비지니
스지향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경쟁(수출 포함)에서 이길 수 있는 상품을

16) 참고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일본이 플러스 성장을 이룬 해는 6년으로, 그 중 연2%를 달성한 것은 2년 뿐
이다. 나머지 4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리고, 아베 내각의 금융양적완화정책 후의 2013년, 2014년의 GDP성
장률도 각각 1.61%, -0.0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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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공급하며, 지역에 산업 집적과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식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표 7> 6차산업화 사업방향에 관한 주요 요소
산업, 비즈니스 지향

지역, 커뮤니티 지향

정책적 의미

농림수산업의 산업정책적 역할

농산어촌의 지역, 사회정책적 역할

사업 목적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득
증대와 고용확보를 도모해, 지역

지역주민 생활향상과 지역사회 유지 등
에 직결되는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와

활성화 달성

고용확보를 도모, 지역활성화 달성

상품, 서비스
성격

수출 포함해, 시장경쟁에 이기는
차별화된 상품 서비스

지역주민의 니즈에 대응한 보다 일상적
인 상품과 서비스

사업 주체

높은 경영전략의 경영자, 지역
JA, 농업생산법인, 제3섹터 등

여성 기업(그룹), NPO, 제3섹터 등

지역에의 산업집적과 시너지효
과를 높인 식료산업클러스터

･여성기업(그룹)이 중심이 된 각종사업
･지역 니즈에 대응해, 경영자 종업원이

사업전개
방향(예)

적정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에서 공익성이 높은 활동을 하기
위해, 내부에 수익사업을 갖춘 지역매
니지먼트의 조직적 사업

자료: 농림수산정책연구소(2015), p.60.

한편, 지역커뮤니티지향의 6차산업화는 지역주민 니즈(needs)에 대응한 일상
제품의 공급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중심이 된다. 여성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각
종 시책과 다양한 커뮤니티 비지니스 등이 중요한 사업내용이다. 커뮤니티 비지
니스는 지역의 생활인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이용해 지역과제를 비지니스
형태로 해결하려는 폭넓은 활동이다. 지역사회의 유지 및 재생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인프라의 정비가 불가결하다. 커뮤니티 비지니스와 농촌여성 기업에
의한 6차산업화의 하나로, 생활인의 시점을 살린 배식사업 등 식(食)에 관계된
생활 인프라의 구축 및 그 실시 의의는 크다. 또, 수익부문의 이익을 생활지원
등의 비수익 부문에 충당하면서, 지역주민과 연계해, 지역사회, 지역자원의 유
지, 재생 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행하는 ‘지역 매니지먼트 조직’적인 활동
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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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6차산업화의 고객과의 접점이다. 주로 유통채널 활용타입과 교류타
입으로 구분하며, 두 방향성이 공존하면 ‘복합타입’이라 한다. 소비자 및 실수요
자에게 상품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고, 이는 가치를 실현을 하는 방
법이기도 하다. 고객과의 접점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는가를 의미한
다. 그 가운데,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이, 고객가치이며, 구체적인 상품과 서비스
를 통해 제공한다. 고객가치는, 건강, 기능성, 치유, 편리성, 배움, 감동, 비일상
적 공간, 체험가치 등이 있다. 고객가치 제공의 장은, 직매(직매장, 통신판매, 이
동판매 등), 관광농원, 팸파크, 농가레스토랑 등이다(그림 4).

출처: 농림수산정책연구소(2015년), p.61
<그림 4> 6차산업화의 고객과의 접점 유통활용타입(왼쪽), 교류타입(오른쪽) 이미지

유통채널 활용타입은 고객 니즈에 대응해, 통신판매나 이동판매 등을 포함하
는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지역 농림수산물이나 지역산 식료가공품
등을 공급한다. 고객은 최종소비자는 물론이고, 외식, 조리된 식품 판매기업 등
다양한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각지에 다양한 실시 사례가 있고, 그 일례로 키친카(요리 시연 차량)를 포함
하는 차량 이동 판매가 있다. 다른 예로, 지역주민 니즈에 대응해, 지역민이나
그 지역 출신이 토산품, 선물 증정용의 가공품 등을 만들어, 외지에 알려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지역에서 외지로 향하는 지역내발형의 유통채널의 하나이다.
한편, 교류타입은 지역내의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팸파크, 관광농원 등의 시
설을 방문한 소비자와 교류를 통해, 지역 농림수산물과 가공품, 조리메뉴, 각종
체험 메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즉, 고객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내에서 상품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실현 방법이다. 먼저, 직매장, 관광농원으로 시작
해, 점차 각종 체험시설 농가레스토랑 등을 더해 가는 단계적 추진방법과, 지역
에 점재된 시설을 조합해 고객가치를 높이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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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고객과의 접점에 상품 및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는가이며, 다각화
타입과 연계 타입으로 나뉜다. 다각화타입은 농업인이 생산, 가공, 판매 등을 일
관하는 경영다각화이다. 연계타입은 농업인과 상공업자 등이 수직적인 생산, 가
공, 유통의 각 단계에서 경영체가 연계하는 형식이다. 이는, 각 사업활동의 연결
방법, 사업주체와 그 역할분담 등에 관한 것으로, 이 구분은 ‘누구 (생산자간, 상
공업자 등)와 연계하고, 무엇을 타업자에게 맡기는가 등의 분업 본연의 모습이
기도 하고, 위탁가공 등의 형태가 있다.

출처: 농림수산정책연구소(2015년 1월)
<그림 5> 유통채널 활용타입의 네트워크(왼쪽), 교류타입의 네트워크(오른쪽) 이미지

연계타입 중에서 연계 경영체수가 적고, 광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6차산
업화 사업활동을 지역으로, 점에서 면으로 확대하는 구조도 있다. 이를 네트워
크타입이라 하며, 다양한 경영자원의 결합과 ‘정보, 지식교류, 공유, 축적’을 촉
진해, 혁신을 유발한다. 나아가 네트워크타입을 유통채널활용타입과 교류타입으
로 분류 가능하다(그림 5).
또한, 네트워크는 연계타입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그에 한정되지 않고, 개개의
다각화 타입의 시책을 보다 광역에 연결시키거나, 플랫폼처럼 ‘사람, 정보, 지식,
기술 등의 상호교류와 다양한 주체의 협동 등을 촉진시키는 구조나 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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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차산업화 타입구분별 경영체수와 향후의 방향성
산업비지니스지향의 6차산업화를 통해 대기업과 경쟁하거나 전국적인 전개를
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법인 포함)은 한정적이다. 그러나, 6차산업화가 주목되고
강조되고 있는 면은 대기업이나 현이나 권역에서 조명하며, 돈 되는 농업에의
등식이다. 물론, 대기업 등 유통의 실수요자와의 연계나 협력은 직접적이고 빠
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농림어업인에게는 큰 성장기회이나, 이는 지역자원 활
용 비율도 낮고, 지역에의 파급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6차산업화를 사업 내용별로 봐도 가공 및 직매가 약 69%로 압도적이
고, 가공이 뒤를 잇는 약 20%이다. 또, 농산물 직매장의 운영 주체수나 운영 주
체별 금액을 보면, 농업경영체수가 인정사업수의 약 55%이나, 그 판매액 셰어
는 약 14%이다. 6차산업화는 농협과 민간기업 등이 갖는 경영자원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리스크를 한정하고 상호 보완성을 발휘하는 연계 관계가 중요해진
다.
한편, 지역커뮤니티지향의 6차산업화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소규모지만, 지산
지소, 지역순환,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고려하거나, 지역내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거나, 지역의 식을 지켜나가는 데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지역내
에 확보할 잠재력이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농업의 6차산업화 용어는 1994년 이마무라 나라오미가 제창했고, 이는 페티
클라크의 법칙에서 벗어나, 1차산업에 2,3차산업에게 점유된 가치를 되찾아 오
자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 후, 연구자들에 의해, 6차산업화는 1차산업에서, 2, 3
차산업으로 전가되었던 가치를 되찾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적극적인 혁신으로
신시장, 신수요를 창출하는 등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갔고, 그 정의는 다양해져,
십인십색이 되었다.17)
이마무라의 6차산업화는, 그 원점이 농가가 가계에 경제적 보탬이 되도록 농

17) 농림수산성이 참고로 제시하는 6차산업화의 정의는 ‘문부성 검정필 교과서 농업경영(고등학교 농업과 교과서) 실교(実
教)출판, 2014년’을 보면, 농업을 1차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공 등의 2차산업, 나아가서는 서비스와 판매 등의 3차산
업까지 포함하는, 1차부터 3차까지 일체화한 산업으로서 농업의 가능성을 확장하려는 것이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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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을 가공 판매했던 것이고, 이는 개인의 도전으로 시작해, 부단한 노력 위에
성립했다. 그리고, 이는 농업경영의 다각화에서부터 시작해 지역의 농상공연계
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었다.
2010년대, 6차산업화는 이전부터 존재한 유사한 논의 및 정책 들을 뒤로 하
고, 일본 농정의 최중요 단어의 하나가 되었고, 희망적인 비전인 ‘농업의 성장
산업화’의 열쇳말이 되었다.
그러나, 6차산업화 관련 정책은 선행하는 유사정책, 즉, 식농연계사업, 농상공
연계 등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이 정책들의 경험 및 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했다. 또한, 2010년대의 6차산업화 관련 정책 및 목표는, 농림수산성 자료에
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성장제일주의로 GDP신앙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이는
제2장에서 살폈듯이, 2000년대의 디플레이션 등의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특히 농업과 관계되는 상황, 즉 식료가공 및 유통시장의 축소, 일본 농가의 연령
별 구성 및 소득구조, 식료소비수준지수의 추이나 간편화 경제성을 추구하는 소
비자의 지향성 등과는 거리가 있어, 희망사항에 가깝다.
그리고, 현재 대다수 중소규모의 6차산업화의 사업내용은 가공 및 직매가 중
심이고, 현재 상황을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6차산업과는 거리가 먼,
1.5차산업에 가깝다. 대부분의 중소규모 고령 농업인에게 농업규모를 확대해,
포장을 관리하며, 식료품을 제조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가공품을 제조해, 판매까지 하고, 가능하면 지역리더까지 되라는 충고는 현실성
도 낮다.
대저, 6차산업화는 농촌의 현실에서, 농업의 특수성과 특질을 잘 아는 경영자
가 리스크를 감내하며 도전하는, 지역에 근거한 산업이다. 또한, 중소규모의 농
가의 수직적 다각화는 용이하지 않고, 한정적이기에 연계가 중요하다. 중소규모
농가가 지역과 더불어 발전을 도모하며, 다작목 다품종 경영으로 농가의 노동력
을 분산해, 연중 노동 시간을 늘리고, 농산물을 가공하며, 출하는 직매장 활용율
을 높여, 땀흘린 시간만큼 노임과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올리는 시스템을 완
성해야 한다.
지역내의 단 한 농업인이 농산물의 브랜드화나 가공 및 유통 등을 통해 성공
한다해도, 노력없이 지역에 쉽게 파급되지는 않는다. 진정 지역내에 6차산업화
등을 통한 소득향상과 고용(정주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려면,
농산어촌의 각 지역이 현재의 생활을 개선해 갈 비전과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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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6차산업화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 측면만
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만족을 넘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역의 삶의 질(QOL)을 높이는 방향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도 지역 커뮤니티 지향의 6차산업화에 비중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 과제와 지역 테마와 연결되는 6차산업화를 통해, 지역을 지켜나가는 시점
에서, 타업종, 타지역과 타지역 사람을 포함해서, 지역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 얼굴이 보이는 거래를 통해, 지역의 개성적인 시간과 공간,
관계성을 ‘즐기는, 소비하는’ 지역커뮤니티의 지속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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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DIVERSIFICA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s of
JAPAN, through mainly farming households, and what is referred to as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Since the 2000s, ‘The 6th Industrialization’
began booming in relation with agricultural studies etc. In the 2010s, it was
seen as an ambitious vision of the revitalization of agriculture and agrarian
society, and as a measure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Moreover, it paid
attention to 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South Korea), which is a measure
of the revitalization of agriculture and agrarian society, beyond national border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original meaning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its background, the objective theoretical evaluation, which was derived from
the case of revitalization of agricultural districts, by Japanese agricultural
economists.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related measures and policy objectives,
the related outcomes which concerned the relevant administrative departments
(especiall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how it can be adopted for
revitalization of an agrarian society and agriculture and how to accomplish its
objectives and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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