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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

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식생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

나 정부의 사업들이 취약계층에게 식생활 및 영양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

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취약계층은 영양 섭취 수준이 권장섭취량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건강 악화 위험에 노출

된 상황임.

- 식품지원제도에 투입되는 예산 총액은 1조 9,000억 원(2016년 기준) 규

모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현금보조가 80.5%에 달함.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40~50% 미만일 경우 에너지뿐만 아니라 칼슘

과 비타민류의 영양소가 권장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 기초생활수급자 10만 명 당 영양실조 진료자 수는 국민 전체 평균 대비 

약 4.8배 수준임(2015년 기준).

○ 따라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지원이 실제 농식품 소비를 증대

시켜 대상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수준과 건강상태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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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현물을 지원하는 형태인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를 효율적으

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취약계층이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내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 대안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본 사업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기대효과

를 측정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게 됨. 실증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

원방안을 실제 적용함으로써 바우처 운영 대안이 대상 가구의 식품소비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

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83-4.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품질좋은 먹거리 공급

- 농식품부 정책과제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8.2) 수행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실증 과정을 통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 시 효과

를 계측하고, 운영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시범사업과 본 사업의 적정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①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가 대상 

취약계층의 식품소비를 증가시키고 식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② 다양한 지원 방식 대안 중 어떠한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확인하며, ③ 실제 사업이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

악하여 대비하는 것임.



제2 장

농식품 바우처 지원 기준 검토

1. 기본 방향

○ 취약계층의 식품비가 최저식품비 수준에 미달하고, 식품 지원액의 상당 비

중이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농식품 소비가 최소한의 건강유

지를 위한 소비 수준에 크게 미달함. 취약계층의 농식품 소비 확대를 통한 

영양 섭취 및 식생활 개선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현물지급 형태인 바우처 도

입이 필요함. 

○ 농식품 지급 방식으로 바우처는 수혜자들의 농식품 소비를 증진하면서 현

물지원 보다 큰 효용 증대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장 적절하다고 판

단됨.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자 간 경쟁 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물량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경감하고 전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패·파손

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수혜자 입장에서는 편리성이 개선되고, 낙인

효과도 현물지원에 비해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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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지원은 취약계층의 농식품 소비 실태 및 

영양 상태를 충분히 파악함으로써 부족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농식품을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함. 또한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을 강화

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 지원사업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취약계층

에게 부족한 영양소의 주 공급원인 채소, 과일, 쌀, 우유 등은 국내 생산기

반이 구축되어 있고, 공급측면에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매, 비축, 용도 전환, 폐기 등을 추진해 온 품목임.

○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특성(가구원수, 연령, 거동이 불편한지 여부 등)과 농식품 소비 환경(구입처

까지 이동거리와 이동수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달방식이 구체화되고, 

식생활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이 동시에 추진되

어야 함. 가구의 식품소비 패턴과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양한 특성을 감

안하여 식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 중장기 농식품 수급계획 및 푸드플랜과 연계,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 농

식품 유통망 기반 활용을 위해서는 농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 지원

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상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수준과 건강상태를 개선하

기 위해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사업과 다각도에서 연계 추진이 필요함.

- 2018년 설문조사에서 취약계층은 농식품을 지원하는 신규 식생활 지원

제도 운영의 적절한 부처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적절하다고 응답(63.0%)

- 농식품정책 분야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농무부(USDA)가 주무부처로서 

다수의 식품지원 관련 프로그램과 바우처 지원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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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가구 선정

2.1. 취약계층의 식품 지출수준 비교

2.1.1. 취약계층의 소득 및 식품비 

○ 소득 수준별로 가구의 소비 지출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조사하

는 ‘가계동향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함.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사회수혜금 혜택 여부에 따라서 전체 소득의 31.6~38.4%이며, 

중위소득 40% 미만 가구의 경우도 전체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 취약계층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월평균 지출액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적

은 반면, 사회수혜금을 받는 가구에서 사회수혜금을 받지 않는 가구에 비해 

식품비 지출이 적은 특징을 나타냄. 중위소득 30% 미만이며 사회수혜금을 

받는 가구의 경우 15만 4,816원으로 전체 가구의 81.5% 수준이며, 중위소득 

30% 미만이면서 사회수혜금을 받지 않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86.2%임. 중

위소득의 30% 이상이나 40% 미만인 가구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월평균 지

출액은 전체 가구의 89.4% 수준으로 분석됨.

○ 총식품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는 전체 가구의 60% 

미만 수준이며, 중위소득 30~40% 가구는 68.5% 수준임.

2.1.2. 취약계층의 식품류별 지출수준 비교

○취약계층은 대부분의 식품류에서 지출액이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

준을 나타냄.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는 물론 중위소득의 30% 이상~40% 

미만인 그룹과 중위소득의 40% 이상~50% 미만인 그룹도 곡물, 채소 및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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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품, 수산식 품, 유지류, 조미식품에 대한 지출은 많은 편이나, 대부분 식품

류는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2.1.3. 취약계층의 가구 특성별 식품비 비교

○가구 1인당 전체 식품비를 취약계층의 가구주 연령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중위소득 30% 미만 사회수혜자 그룹의 가구주 연령 60대 이상 가구의 1인

당 식품비는 평균 월 19만 9,753원으로 소득 및 연령 구분별 비교 시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전체 평균 지출액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그룹은 

중위소득 30% 미만 사회수혜자 그룹의 가구주 연령 40~50대로서, 동일 연

령대 전체 평균 지출액에 비해 20만 6,674원 부족한 21만 3,606원을 지출하

여 50.8% 수준임.

○ 거주지역별로 동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읍·면 지역을 농촌 지역으로 분류하

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 가구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 가구에  

비해 식품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됨.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보다 식품비를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2.2. 식품 불안정

○ 식품 불안정 단계에 위치한 가구(‘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주 먹을 것이 부족

했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응답 가구) 비

중을 합산하면, 중위소득 50% 초과 그룹의 경우 2.0%에 불과한 반면,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그룹에서는 식품 불안정 단계 비중이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남. 식품 불안정 단계 비중은 중위소득 30~40% 미만 계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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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중위소득 40~50% 미만 계층은 7.4%로 산출됨. 중위소득 30% 미만의 

수급자 가구는 32.3%로 높고 동일 소득구간의 비수급자도 10.1%에 달함.

2.3. 취약계층의 영양실태 및 건강상태 분석

2.3.1. 취약계층 영양 섭취 실태

○ 취약계층별 영양 섭취 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식품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우선

적으로하여 대상가구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2016

년도 통합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 30% 미만인 계층의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수준이 가장 취약하며, 중위소득 30~50% 계층의 경

우도 농식품 소비지출이 적고 영양 섭취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표 2-1> 취약계층의 권장량 대비 영양소 및 에너지 섭취 비중

단위: %

주: Recommended Intake(RI)는 권장섭취량, Estimated Energy Requirement(EER)는 필요추정량, Adequate 

Intake(AI)는 충분섭취량임.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5년도 원자료 분석;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구분 전체
중위소득 30% 

미만/수급자

중위소득 30% 

미만/비수급자

중위소득 30% 

~ 40% 미만

중위소득 40% 

~ 50% 미만

중위소득 50% 

이상

에너지(ERR 대비 %)  99.7 86.6 93.3 90.5 96.5 101.7

단백질(RI 대비 %) 141.4 107.3 111.0 116.2 135.4 147.3

칼슘(RI 대비 %) 64.2 47.6 58.8 54.5 60.6 66.5

인(RI 대비 %)  149.5 109.8 126.5 127.3 140.0 155.1

철(RI 대비 %)  166.2 142.6 193.2 160.8 160.2 167.1

비타민 A(RI 대비 %)  111.5 81.5 98.2 88.1 113.9 115.7

티아민(RI 대비 %)  181.3 144.2 153.3 154.5 178.7 187.1

리보플라빈(RI 대비 %)  109.1 76.5 84.1 85.6 103.1 114.5

나이아신(RI 대비 %)  113.6 80.9 89.1 91.5 106.7 118.8

비타민 C(RI 대비 %)  105.1 70.6 98.9 84.9 104.6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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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 수준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고, 주요 

영양소(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 수준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경우로 분류됨. 소득 수준별로 영양 섭취 부족자 비중을 산출하면 전체 평

균이 8.2%인 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19.2%로 두 배 이상이며 중위소득 

30~40%에 해당하는 계층(11.9%)과 중위소득 40~50% 해당 계층(9.5%)도 

높은 수준임.

2.3.2. 취약계층의 연령층별 및 가구 유형별 영양 섭취 수준 비교

○ 취약계층 연령층별로 주요 영양소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율을 분석한 결

과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권장량 대비 섭취비율이 증가하나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 권장량 대비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연령층이 다수 발견

됨. 취약계층 연령층별 영양소 섭취수준 분석결과 65세 이상, 50~64세 연령

층, 12~18세 연령층의 영양소 부족이 더욱 심각함. 

○ 취약계층의 영양상태가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

구원 연령 및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영양상태가 특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

는 가구 유형에 대하여 영양권장(RI) 대비 섭취비율을 분석함.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권장섭취 비율이 개선되나, 노인독거가구와 일반 노인가구인 경

우 영양 섭취 수준이 취약한 모습을 나타냄. 중위소득 30% 미만인 노인독거

가구와 일반 노인가구의 경우 에너지는 권장섭취량의 80% 수준을 섭취하고 

있으며 칼슘은 40% 수준, 리보플라빈 60% 수준을 섭취하는데 그치고 있음.

○ 아동이 있는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5세 이하 어린이

가 있는 가구, 17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구, 한부모/조손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함. 세 가구 유형 모두 중위소득 40% 미만 가구의 경우 에너지 섭취가 

기준 미만이며, 17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구와 한부모/조손 가구는 비타

민 A와 비타민 C 등이 권장 섭취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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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취약계층 건강실태 분석 

○ 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 관련 3가지 지표인 주관적 건강

인지율, 저작불편, EQ-5D(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지표)를 소득수준별로 산

출하여 비교함. 취약계층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해당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나, 중위소득 40% 미만 계층의 건강상태가 크게 취약하며, 중위

소득 50% 미만 계층도 50% 이상 계층에 비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구분 전체
중위소득 30%  

미만/수급자

중위소득 30% 

미만/비수급자

중위소득

30%-40% 

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50% 

이상

주관적 건강상태 13.9 35.4 26.6 23.2 17.1 11.3

저작불편 20.3 41.8 40.2 33.8 28.7 16.5

EQ-5D 0.95 0.82 0.88 0.90 0.93 0.96

<표 2-2> 취약계층의 건강 관련 인식수준 비교(평균) 
단위: %

주 1) 주관적 건강인지는 조사대상자가 평소 스스로의 건강을 ‘매우나쁨’ 또는 ‘나쁨’이라고 생각하는 분율
   2) 저작불편은 조사 시점에서 치아나 틀니, 잇몸 등으로 저작(씹기)불편을 느낀 비율을 의미
   3) EQ-5D는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과 불편, 불안과 우울 등 5개 항목으로 구성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2016년도 원자료 통합분석.

2.4. 대상 가구 선정 대안

○ 실증연구 대상자 선정 시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크며, 특히 생계급여 수

급자의 식생활이 취약하다는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수급자를 포함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소득수준은 수급자와 비슷하나 다른 조건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가구를 일정부분 포함함.

○ 대상자 선정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재산상황을 감안할 수 있고, 취약 가

구유형을 고려하거나 식품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생계급여 대상자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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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급식 대상자를 제외할 수 있음. 가구 구성원 수와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

하여 대상가구로 선정해야 할 것임. 대상 가구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

인가구, 1인 가구, 아동가구  등 특정 가구유형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함. 

3. 지원 금액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금액은 목표 식품비에서 취

약계층의 사용 가능 식품비를 차감하여 산출 가능한데, 목표 식품비는 ① 

최저식품비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② 영양필요량과 마켓바스켓을 비교하

여 설정하는 기준인 건강식사구성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

○ 최저식품비는 최저생계비 계측결과(김태완 외 2017)를 이용함. 2017년 최저

식품비는 표준가구로서의 4인 가구(44세 아버지, 41세 아머니, 14세 남자 

자녀, 11세 여자 자녀)에게 필요한 하루 에너지와 식품류별 구입량을 평가

하여 가구 단위의 식품비를 도출하고 외식비를 추가 조정하여 산정함. 4인 

표준가구의 월평균 식품비는 외식이 없는 경우 총 56만 7,119원으로 산정

됨. 2017년 최저생계비는 1인당으로 환산 시 1개월당 283,560원으로 추계되

었으며, 외식 비중을 감안하여 가정식과 외식으로 구분하여 추정할 경우 가

정식 235,716원, 외식 108,339원으로 산출됨. 

○ 건강식사구성 방식은 권장섭취 기준과 영양 섭취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이 

영양식사를 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식품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미국 농

무부의 Carlson et al.(2006)이 적용한 방법을 근거로 함. 권장식사패턴과 식

품군별 다소비패턴 등을 참고하여 연령대별 및 성별 필요 식품비를 추정하

고 2017년 최저생계비 계산 시 적용한 표준가구에 대해 적용하면 월 74만 

923원(가정식 51만 8,646원)으로 계측되어, 1인 1개월 필요 식품비는 3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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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원(가정식 25만 9,323원)임.

○ 대상 가구의 실제 식품비 지출액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하

여 산출 가능함. 소득수준 및 사회수혜금 수혜 여부 변수를 활용하여 대상 그

룹을 구분하고, 가구 내 식료품비 지출액을 식료품 및 비주류 지출 항목과 주

류 지출 항목을 합산함.

○ 사용 가능한 식품비는 행복e음 원자료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병

행하여 이용함. 

-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까지 포함하여 식품비로 사용 가능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행복e음 원자료를 이용하여 1인 1달 기준 

208,962~214,661원으로 추정됨.

- 중위소득 40% 미만 계층의 경우 행복e음 원자료에 충분한 대상자를 포

함하고 있지 않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소득에 해당계층의 엥겔계

수를 곱하여 산출함. 

○ 식품비 지원 대상을 ① 행복 e음 생계급여 대상자, ② 가계동향조사 중위소

득 30% 미만, ③ 중위소득 40% 미만, ④ 중위소득 40% 미만이며 사회수혜

금 비혜택을 대안으로 구분하여 1인 1개월 기준 필요한 식품비 지원액을 추

정함. 식품비 지원 소요액은 목표 식품비와 취약계층의 실제 식품비 또는 

사용 가능한 식품비의 차액으로 산출되는데, 최저식품비와 사용가능한 식

품비를 기준으로 추가 소요 식품비를 산출하면 1인 1개월 기준 최소 2만 

1,055원에서 최대 5만 5,625원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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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지원 수준 대안 비교(1인 1개월 기준)

구분 행복e음 생계급여 대상자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30% 미만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40% 미만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40% 미만 

사회수혜금 비혜택

실제식품비(A)식료

품/비주류+주류
157,250~165,759 164,622 166,459 169,463

사용가능식품비(B) 208,962~214,661 180,091 189,501 185,069

최저식품비(C) 235,716 235,716 235,716 235,716

건강식사방식(D) 259,323 259,323 259,323 259,323

C-A 69,957~78,466 71,094 69,257 66,253

C-B 21,055~26,754 55,625 46,215 50,647

D-A 93,564~102,073 94,701 92,864 89,860

D-B 44,662~50,361 79,232 69,822 74,254

주 1) 행복e음 생계급여 대상자의 사용가능 식품비는 행복e음 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과 생계급여액을 고려함.

   2)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방식에서 사용가능 식품비는 소득(경상+비경상)에 해당계층 엥겔계수((식료품비/비주류+주

류)/소비지출)를 곱하여 산출함.

○ 사용 가능한 식품비와 실제 식품비의 차액은 취약계층이 개인적인 선택으로 

식품소비 이외 항목에 지출하고 있는 부분임. 따라서 해당 부분이 식품소비

로 지출되기 위해서는 식품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보다 식생활 교육/홍보, 급

식/배달 지원 활성화 등을 통해 식품사용을 독려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식생활 보장을 지향할 경우 건강식사구성 방

식에 의한 식품비 설정을 목표 식품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나 농식품 바

우처 사업의 예산 규모를 고려해야 함.

- 외식비는 산출방식이 다르고 가구별 격차가 크므로 가정식을 기준으로 

하여 차액을 산출함. 

○ 따라서 식품비 지원 대상에 대해 식품비 지원 금액 소요액을 계산하면 1인 

1개월당 3~5만 원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1인 1개월 기준 3만 원과 5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원수별 지급 금액은 OECD 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 가능함. 가구원 수별 지급 금액은 어떠한 균등화지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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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함. 균등화지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비 지원 시 적용한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거나,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고

려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표 2-4> 가구원 수별 지급 금액 산출

      가구원수

OECD지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생계

급여

방식

균등화지수 0.37 0.63 0.81 1.00 1.18 1.37 1.55 1.74

3만원 기준 3만원 5만1천원 6만6천원 8만1천원 9만6천원 11만1천원 12만6천원 14만1천원

5만원 기중 5만원 8만5천원 10만9천원 13만5천원 15만9천원 18만5천원 20만9천원 23만5천원

제곱근

고려

방식

균등화지수 1.0 1.41 1.73 2.00 2.24 2.45 2.65 2.83

3만원  기준 3만원 4만2천원 5만2천원 6만원 6만7천원 7만3천원 7만9천원 8만5천원

5만 원 기준 5만원 7만1천원 8만7천원 10만원 11만2천원 12만2천원 13만2천원 14만1천원

자료: 직접작성.

4. 지급 식품

○ 취약계층 및 지자체·기관 담당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지원 금액

이 동일하다고 할 때 구매지원이 필요한 식품류로 쌀, 과일, 육류, 어패류, 

채소, 우유·유제품·계란 등의 신선식품을 우선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빵·

과자류, 장류·조미식품 등 가공식품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평가함.

○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 시 어떤 식품을 대상 식품에 포함시킬 것인가

는 취약계층에서 부족한 영양소, 식품소비 패턴, 취약계층의 선호도, 국내산 

공급여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식품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함.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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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층 부족 영양소 실태를 바탕으로 다소비식품과 취약계층의 바우처 지

원 선호 품목 조사결과 등을 반영할 경우 쌀, 우유, 채소, 과일, 육류, 잡곡 

등의 신선식품이 대상 품목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실증 연구 대상 품목은 1) 취약계층에서 부족한 식품/영양소를 적극 반영하

고, 2) 국내 농업과의 연계를 위해 국내 자급수준이 높고 생산 여력이 있어 

소비 확대가 필요한 품목을 감안하였으며, 3) 취약계층의 선택권과 운영상

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쌀, 우유, 국내산 채소, 국내산 과일을 선정함. 

- 쌀에는 찹쌀, 현미 포함이며, 우유는 흰우유에 한정함.

5. 식료품 지급 방식 및 구입 업체 제한 여부 

○ 지원 방식은 수혜자가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농식품 구입처가 가까이에 있

고 시스템 기반이 있는 경우 전자바우처를 운영할 수 있지만, 전자바우처 운

영을 위한 시스템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식품 판매처 비중이 높고 취약계층

에서 해당 판매처까지 접근하는데 거리나 신체적인 이유로 어려움이 큰 경

우가 많으므로 현금가치바우처(쿠폰 or 종이바우처) 방안을 검토함.

- 종이바우처를 병행해서 운영할 경우 취약계층의 이용 가능성을 제고시

키지만, 낙인감 증대, 부정사용이나 위조 가능성, 결제 과정에서 어려움,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능 등이 예상됨. 

○ 실증연구에서는 전자바우처는 POS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지역 내 하나로마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함. 종이바우처

와 전자바우처 운영을 비교하고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 내 중소형 판

매점에 협조를 요청하여 종이바우처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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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생활 교육

○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이 영양상태 개선하여 식품안정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농식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스스

로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돕는 식생활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SNAP-Ed 프로그램은 농무부 식품영양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총괄하는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이며 각 주의 특성에 따라 식생활 교육프

로그램이 운영, SNAP-Ed의 주요 교육 내용은 1) 건강한 식품 선택 및 

식사 조리법, 2) 식품 구입을 위한 예산 수립, 3) 식품 관련 라벨링 활용

방법, 4) 식생활지침, 5) 식품 안전, 6) 신체 활동의 중요성 등을 포함

○ 농식품 바우처 지원 시 식생활 교육 추진이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시키

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증연구에서는 식생활 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이전과 농식품 바우처 수혜 시 1달에 1

회 교육을 실시한 이후 기간을 비교함. 

7. 실증 분석 대안별 유형별 집단 구분

○ 농식품 지원 방식을 현금 지원과 바우처 지원에 대해 비교하기 위해 실증 

분석에서 현금 지원 그룹을 구분함.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교육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나 농식품 바우처 품목 이외로 지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어려

운 반면, 바우처 지원의 경우 해당 바우처를 활용하여 교환할 수 있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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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할 수 있음.

○ 농식품 구입처의 범위가 농식품 바우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분석

하기 위해 구입처를 전자바우처와 종이바우처 이용 시 구분하여 실시함. 전

자바우처의 경우 POS시스템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구입 장소를 제한하며, 

종이바우처는 POS시스템 기반이 없는 판매처에서도 대상 농식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구입처 범위를 확대함. 일정 조건을 부여하여 농식품 구입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특정 가구유형에 제한할 것인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고령층의 경우 식생활과 영양 섭취에 어려움이 크

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와 고령층은 바우처 지

원 시 농식품 교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바우처 지원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

는 상반된 견해를 비교하기 위함.

○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와 같이 기본 

식생활 교육을 제공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표 2-5> 유형별 집단구분

집단 구분

농촌 도시

1. 비교 집단 1. 비교 집단

2. 현금 지원 2. 현금 지원

3. 바우처 지원, 대상 품목 지정(매장 한정), 전자바우처 3. 바우처 지원, 대상 품목 지정(매장 한정), 전자바우처

4. 바우처 지원, 대상 품목 지정(매장 확대), 종이바우처 4. 바우처 지원, 대상 품목 지정(매장 확대), 종이바우처

주 1) 가구유형 고려

   2) 지원 집단은 식생활 교육 실시



제3 장

농식품 바우처 실증 적용 기준과 추진 과정

1. 실증연구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이용자 교육

1.1. 대상지역 및 가구, 유통업체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증연구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공문을 발송하여 희망 지자체를 모집 후, 참여신청서 평가과정을 거쳐 시지

역에서 춘천시와 군지역에서 완주군을 선정함.

○ 춘천시와 완주군 지역별로 취약계층 인구수와 매장 분포를 감안하여 대상 

읍면동 지역을 선정함. 춘천시 대상 지역은 동면, 동내면, 신사우동, 강남동, 

근화동, 퇴계동이 선정됨. 완주군은 이서면, 구이면, 봉동읍, 고산면, 용진읍

이 최종 선정됨.

○ 지자체 홈페이지와 KREI 홈페이지를 통해 바우처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2018년 7월 16일~7월 20일), 각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추가로 대상자 모집

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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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바우처 대상자는 총 767가구가 선정됨. 강남동에 43가구, 근화동 86

가구, 동면 122가구, 동내면 151가구, 신사우동 141가구, 퇴계동 224가구 등

임. 완주군의 실증연구 참여가구는 총 765가구이며 봉동읍에 대상가구가 

263가구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이서면 167가구,  용진읍 121가구, 구이면 

118가구, 고산면 96가구 순임.

○ 바우처 운영을 위해 지역별·바우처 종류별 대상 식료품 판매점을 최종 선

정하였음. 춘천의 경우 춘천시 소재 17개 하나로마트와 5개 벨몽드 마트, 

7개 MS마트를 선정하여 운영하였고, 완주는 6개의 하나로마트와 3개의 로

컬푸드, 일반 식료품점 6곳 등 총 15개의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운영함.

○ 전자카드의 경우에는 POS시스템을 공유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하나로마트

를 제외한 다른 식료품점은 종이바우처만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하나로

마트는 전자카드와 종이바우처를 모두 이용하도록 조정함.

1.2. 바우처 사업 수행을 위한 이용자 교육

○ 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바우처의 사용자인 수혜대상 가구와  

거래당사자인 제휴 식료품점을 대상으로 바우처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수혜대상 가구를 대상으로는 전자카드 및 종이바우처 사용 요령(대상 

마트, 지급 금액, 대상 품목 등) 교육과 설문조사 목적 및 일정 교육 등을 수행

함. 또한 사용안내문을 작성하여 매월 바우처와 함께 배포함.

○ 유통업체 제휴 식료품점을 대상으로는 바우처의 결제방식, 대상 품목, 취급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정산 방법을 협의함. 또한 유통업체 운

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식료품점 판매대에서 판매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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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우처 및 식생활 교육자료 제작

○ 전자카드의 운영을 위하여 농협은행(웹캐시)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중앙회 

IT경제부와 협력하여 대상 지역 내 하나로마트에서 전자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및 대금정산 시스템을 수립함. 

- 농협은행(웹캐시): 바우처카드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한 구매지원, 대금결

제·정산, DB관리, 카드발급 등

- 농협 하나로유통: 바우처카드를 활용한 하나로마트 농식품 구매 지원

- 농협중앙회 IT경제부: POS시스템에 특정 품목만 구매 가능하도록 설정 

시스템 개발 및 배포

○ 전자바우처와 종이바우처를 제작하여 지급하였으며, 농식품 바우처 카드 관

리 홉페이지를 운영함. 

<그림 3-1> 농식품 바우처  디자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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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농식품 바우처 카드 관리시스템(홈페이지)

자료: 농식품 바우처 카드 홈페이지<mafra.nhdream.co.kr/>

○ 식생활 교육자료는 다양한 식품 섭취, 아침밥 섭취, 국내산 식재료 사용, 가

족 식사 독려 등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20절지의 컬러 용지에 자석

을 부착하여 활용이 용이하게 제작하여 배포함. 

<그림 3-3> 식생활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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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계층 대상 가계부조사 및 설문조사

○ 바우처 도입의 효과분석을 위해 총 3차례의 설문조사와 3개월간의 가계부 

조사를 실시함. 3차례의 설문조사는 각각 바우처 지원 이전에 실시한 1) 사

전 설문조사와 바우처 지원 기간 중에 실시한 2) 중간 조사,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시점에서 3) 최종 조사로 구성됨. 가계부 조사는 바우처 지원이전 

1개월, 바우처가 지급된 2개월을 합하여 총, 3개월간 실시되었으며 구조화

된 양식을 제공하고 조사원이 방문 수거하는 유치조사로 실시함.

- 설문조사는 종이설문지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원이 가구마다 직접 방문

하여 문답식으로 설문을 진행

○ 가계부 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조사원이 각 가구의 작성안

내 및 교육을 함께 담당하였으며, 조사기간 구입하는 모든 농식품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고 가계부에 기장함.1 

○ 통제가구는 바우처를 지급하지 않는 집단으로서, 지급가구에 비해 조사 응

답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답례품을 추가 지급하여 응답률을 제고

하고자 하였음.

1 직접 작성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몸이 불편한 경우,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는 조사원이 영수증을 토대로 가구 내에서 대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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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문조사 일정 조사원 방문시 수행 내용

1차 조사 8/14~9/12

◾사전 설문조사

◾#0 가계부 배포

◾가계부 작성 최초교육 실시

◾사업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에 싸인 받기

2차 조사 9/20~10/10

◾#0 가계부 수거

◾정기적인 식품 구매내역 조사

◾#1 가계부 배포

◾가계부 작성 재교육

◾[바우처 지원 가구] #1 바우처 지원 및 이용방법 안내

◾[바우처 지원 가구] 건강한 식생활 안내자료 전달

3차 조사 10/26~11/11

◾중간 설문조사 실시 

◾#1 가계부 수거

◾정기적인 식품 구매내역 조사

◾#2 가계부 배포 및 가계부 작성 재교육

◾[바우처 지급 가구] #2 바우처 지급 및 이용방법 안내

◾[바우처 지급 가구] 건강한 식생활 안내자료 부착 재확인 및 추가 배포

4차 조사 12/1~12/16

◾사후설문조사 실시

◾#2 가계부 수거

◾정기적인 식품 구매내역 조사

<표 3-1> 조사수행 일정 

자료: 직접 작성.

4. 지역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자체 담당자(시군구통합조사팀, 시군구 담당자, 읍·면/동 담당자, 읍·면/동 

복지사), 유통업체(하나로 마트 등), 농식품부, 연구원, 전문가, 조사업체 등

으로 구성된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함. 이를 통해 실증연구 진행상황 및 향

후 추진계획 공유, 주체별 추진 상 애로사항 청취,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토

론을 통해 효과적인 시범사업 및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함.



제4 장

농식품 바우처 이용행태와 문제점

1. 농식품 바우처 이용행태 분석

1.1. 바우처 사용 여부

○ 농식품 바우처를 전부 사용한 비중이 87.8%이었으며, 일부만 사용하거나

(9.9%) 전혀 사용하지 않은 비중(2.3%)은 12.2% 수준임. 바우처 지급 형태

별로는 종이바우처의 경우 전부 사용한 비중이 94.3%였으며, 전자바우처

는 전부 사용한 비중이 81.4%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92.8%)에서 전부 사용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비중은 30대 이하(2.1%)와 40대(2.2%)가 비교적 높은 수준임. 

지역별로는 완주의 경우 전부 사용했다는 응답 비중이 93.0%로 춘천(90.1%)

보다 높았고, 일부만 사용했다는 응답 비중은 춘천(9.1%)이 완주(4.6%)보다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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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부 사용함 전부 사용하지는 않음 전혀 사용하지 않음 계

전체 91.6 6.9 1.5 100.0

지급

형태

바우처 87.8 9.9 2.3 100.0

   종이 94.3 4.9 0.8 100.0

   전자 81.4 14.9 3.8 100.0

현금 99.2 0.8 0.0 100.0

연령

30대 이하 90.4 7.4 2.1 100.0

40대 89.7 8.2 2.2 100.0

50대 91.9 6.6 1.5 100.0

60대 91.6 6.7 1.8 100.0

70세 이상 92.8 6.3 0.9 100.0

지역
춘천 90.1 9.1 0.7 100.0

완주 93.0 4.6 2.3 100.0

<표 4-1> 농식품 바우처 사용 여부

단위: %

주: 바우처 그룹은 전자바우처와 종이바우처 대상가구의 합임.

자료: 농식품 바우처 최종 설문조사 결과

○ 바우처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설문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

남. 2개월간 지급된 바우처 전체 금액 중 16.9%는 실증연구 종료 시점까지 

사용되지 않았으며, 전자바우처의 미사용률이 24.7%로 종이바우처 9.0% 보

다 높음. 춘천과 완주, 지역에 관계없이 전자바우처의 미사용률이 종이바우

처에 비해 높은 가운데, 완주지역의 미사용률이 19.9%로 춘천지역(13.8%)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식품 바우처를 전액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잔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

(31.2%)’, 또는 ‘깜빡 잊어서(20.4%)’가 절반 이상을 점했으나, ‘마트까지 

가기 어려워서(12.9%)’, ‘바우처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9.7%)’, ‘구

입 가능한 식품 중 구입하고 싶은 식품이 없기 때문(8.6%)’ 등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

- 60대 이상의 경우 연령별로 ‘마트까지 가기 어려워서’가 20% 이상임.

- ‘마트까지 가기 어려워서’는 춘천(7.4%)에 비해 완주(20.5%)에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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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용 방식

○ 바우처 수혜자 중 53.1%는 농식품 바우처를 한 번에 모두 사용했고, 46.9%

는 여러 차례에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여러 차례에 나누어 사용한 

수혜자들의 평균 사용 횟수는 3.03회, 평균 사용 금액은 약 1만 5천 원으로 

조사됨. 지급 형태별로는 전자바우처의 경우 한 번에 모두 사용한 응답 비

중(55.1%)이 종이바우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구분 한 번에 모두 사용 여러 차례 사용 사용 횟수 사용 금액

전체 53.7 46.3 2.95 15,026

지급

형태

바우처 53.1 46.9 3.03 15,030
   종이 51.2 48.8 3.01 15,110
   전자 55.1 44.9 3.06 14,940
현금 54.7 45.3 2.79 15,017

연령

30대 이하 53.7 46.3 2.83 16,522
40대 45.6 54.4 3.14 16,367
50대 56.5 43.5 3.07 15,262
60대 56.1 43.9 2.89 14,443
70세 이상 55.2 44.8 2.82 13,922

지역
춘천 44.5 55.5 3.03 14,228
완주 62.8 37.2 2.84 16,206

<표 4-2> 농식품 바우처 사용 횟수 및 금액

단위: %, 회, 원

주: 바우처 그룹은 전자바우처와 종이바우처 대상가구의 합임.

자료: 농식품 바우처 최종 설문조사 결과

○ 농식품 바우처를 한 번에 모두 사용한 이유는 ‘구입 식품의 총액이 크기 때

문에 자연스럽게 모두 사용(63.0%)’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사용하는 것

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14.3%)’, ‘몸이 불편해서 마트까지 자주 가기 어렵

기 때문(10.6%)’, ‘대상 마트까지 멀어서(7.3%)’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 특히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바우처 사용이 복잡

하고 어려워서 한 번에 구입하였다’는 응답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70

세 이상은 16.3%로 높았음. 한편, 연령대가 낮을수록 ‘바우처 사용이 창피

해서 한 번에 모두 사용하였다’는 응답 비중이 증가한 특징이 있는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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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가구주의 경우 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1.3. 사용 장소

○ 춘천의 경우 하나로마트(49.4%), MS마트(14.5%), 벨몽드마트(14.0%) 등의 순

서로 농식품 바우처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주에서는 봉동농협 하나로

마트(44.5%), 구이농협 하나로마트(12.2%), 고산농협 하나로마트(8.8%), 완주

로컬푸드(6.0%) 순서로 나타남.

○ 이들 마트에서 농식품 바우처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바우

처로 구입 가능한 품목을 팔기 때문’이라는 응답(38.2%)이 가장 많았고, ‘거

리가 가깝기 때문(20.1%)’, ‘식료품 이외에 다른 상품도 같이 구입할 수 있

어서(18.4%)’, ‘품질이 좋아서(1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품질이 

좋아서

가격이 

저렴

거리가 

가까움

구입가능 

품목을 

팔아서

식료품 

이외 

상품도 

같이 구입

친절하고 

서비스 

좋음

주변사람

들이 많이 

이용

계

전체 15.8 7.1 20.1 38.2 18.4 0.2 0.2 100.0

지급

형태

바우처 13.2 4.6 20.1 45.8 16.0 0.3 0.1 100.0
   종이 12.9 3.0 27.7 40.3 15.9 0.0 0.3 100.0
   전자 13.5 6.2 12.4 51.4 16.0 0.6 0.0 100.0
현금 21.0 12.1 19.9 23.5 23.2 0.0 0.3 100.0

연령

30대 이하 23.9 3.3 16.3 42.4 14.1 0.0 0.0 100.0
40대 10.6 3.3 26.7 37.8 21.7 0.0 0.0 100.0
50대 12.5 8.6 19.2 38.4 20.4 0.4 0.4 100.0
60대 13.6 9.5 19.9 33.9 22.2 0.5 0.5 100.0
70세 이상 20.3 7.6 18.3 39.8 14.0 0.0 0.0 100.0

지역
춘천 17.3 9.7 26.8 30.9 14.9 0.2 0.2 100.0
완주 14.4 4.6 13.3 45.4 21.9 0.2 0.2 100.0

주: 바우처 그룹은 전자바우처와 종이바우처 대상가구의 합임.

자료: 농식품 바우처 최종 설문조사 결과

<표 4-3> 농식품 바우처 사용장소 선택 이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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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바우처 사용 장소까지의 이동 수단은 ‘차량(40.9%)’, ‘도보(38.8%)’, 

‘대중교통(16.8%)’ 등의 순이었으며, 평균 이동시간은 13.31분임. 전자바우

처 집단(44.9%)은 차량 이용을 통한 이동이 많았고, 종이바우처 집단

(47.7%)은 도보를 통해 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됨.

1.4. 구입 식품

○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농식품 바우처를 이용하여 구입한 식품을 조사한 결

과, 채소가 76.1%로 가장 많았고, 과일 67.7%, 우유 48.9%, 쌀 42.2% 등의 

순서로 나타남.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는 과일(77.2%), 40대는 우유

(52.8%), 70세 이상은 쌀(48.0%)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높았음.

<표 4-4> 농식품 바우처 이용 구입 식품

단위: %

○ 가계부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 2개월 동안의 식품비 지

출액을 비교하면 전체 평균을 100으로 할 때 바우처 지급 가구는 106.1, 현금 

구분 채소 과일 우유 쌀

전체 76.1 67.7 48.9 42.2

지급

형태

바우처 73.4 66.2 47.4 44.8
   종이 74.8 67.9 47.7 45.5
   전자 71.9 64.3 47.2 44.1
현금 81.4 70.6 51.8 37.2

연령

30대 이하 79.3 77.2 46.7 32.6
40대 80.0 73.3 52.8 35.0
50대 78.0 67.8 50.2 40.8
60대 73.3 61.1 50.2 44.8
70세 이상 73.5 66.3 45.6 48.0

지역
춘천 84.0 81.4 61.6 35.8
완주 68.2 54.0 36.3 48.5

주 1)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한 결과임.

   2) 바우처 그룹은 전자바우처와 종이바우처 대상가구의 합임.

자료: 농식품 바우처 최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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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가구는 94.7, 통제가구는 93.0으로 분석됨. 바우처 지급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이 현금 지급 가구나 통제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 월평균 식품비 지출 비교

단위: 점

주 1)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분류로 재구성한 것임.

   2) 바우처 그룹은 전자바우처와 종이바우처 대상가구의 합임.

자료: 농식품 바우처 가계부 조사결과

○ 식품류별 지출액을 비교하면 바우처 지급 가구의 경우 바우처 대상 품목의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식품류별 지출액 평균을 100으로 할 때 

바우처 지급 가구의 경우 곡물 122.9, 채소 106.1, 과일 115.3, 우유 125.9로 

나타남.

구분 곡물 채소 과일 우유 육류 기타식품 주류 외식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바우처 122.9 106.1 115.3 125.9 95.0 100.8 97.0 104.6

전자 118.4 102.0 112.6 128.4 90.6 100.6 83.6 97.2

종이 127.4 110.2 118.0 123.3 99.4 101.0 110.4 112.1

현금 101.0 96.0 103.9 85.2 99.4 88.0 114.9 98.8

통제 52.4 91.7 64.9 62.5 110.8 110.7 91.0 91.8

<표 4-5> 식품류별 월평균 지출 수준

단위: 점

자료: 농식품 바우처 가계부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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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류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바우처 대상 가구의 경우 곡물류 지출액이 

12.5%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높고, 과일(12.0%)과 우유(4.1%)의 비중도 상대

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통제집단 가구는 바우처 지급 품목의 지출 비

중이 전반적으로 낮은 반면 육류(12.5%)와 기타식품(46.9%)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점하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곡물 채소 과일 우유 육류 기타식품 주류 외식 계

전체 10.8 17.7 11.0 3.5 10.5 39.4 1.7 5.5 100.0

바우처 12.5 17.7 12.0 4.1 9.4 37.4 1.5 5.4 100.0

 전자 12.3 17.4 12.0 4.3 9.2 38.3 1.3 5.1 100.0

종이 12.6 17.9 12.0 3.9 9.6 36.6 1.7 5.6 100.0

현금 11.5 18.0 12.1 3.1 11.0 36.6 2.0 5.7 100.0

통제 6.1 17.5 7.7 2.3 12.5 46.9 1.6 5.4 100.0

<표 4-6> 식품류별 월평균 지출 비중

단위: %

자료: 농식품 바우처 가계부 조사결과

2. 바우처 활용률 영향요인 분석

○ 바우처 활용률(바우처 사용액/바우처 지급액)을 시행월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첫째 달보다 둘째 달에 활용률이 더 높았으며, 

완주가 춘천에 비해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학습효과나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 활용률이 올라간 것으로 판단됨.

- 가구주 연령이 50대 이상 가구가 30대 이하 가구에 비해 활용률이 높음.

○ 바우처 활용률을 바우처 지급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종이바우처

가 전자바우처보다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종이바우처가 전자

바우처보다 사용처가 많았으며, 전자바우처 사용과정에서 소소한 결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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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발생하거나 사용방식이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춘천의 전자바우처 사용처는 19개, 종이바우처 사용처는 31개였는데 이

는 완주의 9개, 15개보다 1.6배 많은 특징

구분

1개월차 2개월차

활용률 평균 지급액
평균 

사용금액
활용률 평균 지급액

평균 

사용금액

바우처유형
전자바우처(n=370) 0.767 38,805 29,884 0.833 38,805 32,171

종이바우처(n=368) 0.799 38,609 30,474 0.905 38,609 34,715

전체(n=738) 0.783 38,707 30,178 0.869 38,707 33,440

자료: 농식품 바우처 지원 가계부 데이터

<표 4-7> 바우처 유형별 활용률 현황

단위: 원

○ 바우처 사용처까지의 접근성과 바우처 사용횟수에 따른 활용률을 분석한 결

과, 바우처 사용처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바우처 사용

횟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또한 바우처 사용횟수가 적을수록, 바우처 

사용처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한 번에 사용하는 금액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남.

구간
거리 시간

1개월차 2개월차 1개월차 2개월차

1 1.83 2.21 1.85 2.25

2 1.91 2.06 1.88 2.01

3 1.62 1.86 1.64 1.82

4 1.54 1.60 1.51 1.63

주: 거리와 시간은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눔.

자료: 농식품 바우처 지원 가계부 데이터

<표 4-8> 바우처 사용처까지의 접근성에 따른 바우처 사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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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바우처 사용과 관련된 변수를 통합하여 바

우처 대상 가구의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토빗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

의 특성은 바우처 활용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바우처 사용 환경이 

바우처 활용률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가구주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전자바우처 활용률이 낮게 분석된 것은 

고령층의 경우 전자바우처(카드)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 

바우처 유형별로 전자바우처보다 종이바우처의 활용률이 지역에 관계없이 

높았으나, 춘천에서 전자바우처가 잘 활용된 것으로 분석됨.

3. 농식품 바우처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3.1. 대상자 선정 및 모집

3.1.1. 대상 가구 선정

○ 생계급여 대상자는 대부분 식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에 생계급여 대상자를 포함시킬지 여부와 어

떤 계층에 농식품 지원이 가장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협의회에서

는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지원 혹은 복지 차원에서 형평성이나 중복성 문

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가구에서 제외시키는 것

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 생계급여 비수급가구이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도 영양 섭취가 권장

섭취 기준에 못 미치는 등 식생활에 어려움이 크며, 실증연구 대상가구

를 비교해 보아도 소득수준이나 식생활 환경에 큰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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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특성을 고려할 경우 고령층이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농식품 바우처 지

원사업의 대상 가구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다만 고령층의 경우 식생활 및 

영양 섭취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므로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있는 반면, 고령층에 대해서는 농식품 바우처보다는 급식 지원이 보다 

적합하다는 논리도 제기되어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아동이 상대적으

로 식생활 지원을 적게 받기 때문에 아동이 있는 가구를 우선 고려해야 한

다는 의견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우 아동이 상대적으로 식생활이 안정되었

다는 상반된 의견이 엇갈림.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대상자 선정의 기본 기준으로 포함하되 시범사업 대상

자 선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소득조사를 새롭게 실시하는 어려움이 크므

로 기존 복지제도의 취약계층 선정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3.1.2. 대상 가구 모집

○ 본 실증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제공의 문제로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지자체에

서 일괄 수행할 수 없어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홍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함.

○ 대상자 선정 시 면사무소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청이 이루

어진 측면이 있음. 단기 실증연구 수행으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계층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농식품 바우처 대상가구 선정을 타 사업과 연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

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생계급여, 의

료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신청 시 차

상위나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면 될 것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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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집과 운영 과정에서 돌봄 서비스나 장보기 서비스 사업 등과 연계하면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완주에서는 보부상 사업 등 

농촌지역의 접근성 강화를 시도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3.2. 바우처 사용처 및 대상 식품

○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부족하여 접근성에 문제가 있었음. 또

한 대상 식료품점 중 영세한 식료품점의 경우에는 구비하고 있는 상품이 부

족하여 바우처 사용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규모가 작은 식료품점의 경우 신선채소·과일을 취급하지 않거나 상품 구색

이 다양하지 않아 거리가 먼 다른 제휴 식료품점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함.

○ 바우처 대상가구 FGI 결과, 전자바우처의 경우 POS단말기 이용이 가능한 

하나로 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바우처 대상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대상자 모두 사용처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

으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언급된 사용처는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

임. 전자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사용장소가 농협 하나로마트로 한정되어 불

편하였으므로 보다 가까운 식료품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

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

○ 농식품 바우처로 구매가 가능한 품목의 제한으로 인해 불편이 존재함. 특히, 

잡곡류나 두류, 육류, 계란 등에 대한 구입 요구가 많은 편임. 

- 대상자 중 농촌지역 거주자는 농식품을 자가조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에 바우처 대상 농식품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질환이나 병증을 가진 경우 섭취가능한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품목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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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과 수입산을 동시에 파는 품목의 경우 계산원들이 사업대상 품목인

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FGI 결과, 바우처를 이용하여 구입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품목 제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으며, 잡곡, 계란, 육류, 생선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

이었음.

- 쌀의 경우에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구입의 필요성이 없

었다는 대상자와 지원을 받는 나라미의 품질 저위 문제로 고품질의 쌀을 

구입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공존함.

3.3. 바우처 운영 시스템

○ 본 실증연구 초기에는 전자바우처 카드의 소소한 POS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구입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

- POS 시스템의 품목제한 코드가 반영된 데이터의 부정확한 설치 문제로 

정상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

○ 전자바우처 결제 시스템에서 주로 활용한 농협물류 코드가 아닌 자체매입 

코드(로컬푸드 등) 상품의 경우 구입가능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POS 시스

템에서 결제가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 문제가 전자바우처 활용률에 일

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종이바우처의 경우 계산원들 입장에서는 국내산인지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몇 장인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

는 수치심을 느껴 서둘러 계산하고 나가고 싶어하는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낙인효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됨. 전자바우처의 경우 

일단위로 자동 정산되기 때문에 정산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종이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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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한 달이 지나야 입금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상처리를 해야 하는 

등 업무가 복잡해지고 불편함. 

○ 공통적으로 결제과정에서 신속하지 못한 계산처리 문제가 발생함.

- 특히, 계산대가 1~2개뿐인 영세한 식료품점의 경우에는 다른 손님들에게

까지 불편을 끼치게 되고, 이러한 계산과정에서 바우처 사용자가 눈총을 

받는 경우가 발생(낙인효과 우려) 

- 종이바우처의 경우 소액권(1,000원 권)만 발행하여 배포하였는데, 이로 

인해 계산 상 불편을 초래한 것이 주요 원인

- 사용가능 품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도 존재

○ FGI에서는 종이바우처보다는 전자바우처가 더 편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종이바우처의 경우 계산 과정이 오래걸리고 복잡하여 판매원으로부터 눈

치를 받거나 수치심을 느꼈으며, 휴대가 어려워 사용하기 불편하였음. 전

자바우처의 경우는 잔액 확인의 어려움이 제기되었으며, 기존 복지제도 

카드와 통합하여 관리 시에는 제도별 금액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별

도 카드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점함. 

- 그 밖에 바우처 사업에 대한 판매처의 이해 부족과 불친절, 대상자의 이

해도 부족 등이 제기되었으며, 상세안내서 등을 배포하면 대상자들의 이

해도나 협조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3.4. 추진체계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 농업계와 복지계가 어떻게 업무

를 분장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바우처 지원 자체만 놓고 본

다면 복지계 담당이지만, 농식품을 강조하면서 농식품부 예산으로 추진된다

면 농업계 담당일 수도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읍면동 내부에서도 혼선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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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의 경우도 산업계에서 접수와 신청 업무를 담당하므로 복

지계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읍·면/동 농업담당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춘천시 전체에 농업

계 담당자가 있는 읍·면/동이 5개 정도에 불과해 시청 농업과에서 총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

한 기간이 보장되어야 함. 바우처 구입을 제한할 품목과 사용처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만 최소 1.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어떤 가맹점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어떤 품목까지를 사업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해야 후속 연계작업에 착수할 수 있음.

○ 바우처 카드를 국민행복카드에 통합하게 된다면 시스템 운영이 용이해지지

만 농식품 바우처 자체에 대한 홍보는 어려워질 수 있음. 만약 농식품 바우

처 카드를 별도로 운영하면 은행 거래가 전무하더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는 점에서 범용성은 확대될 것임. 국민행복카드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대

상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임. 분실 재발급에 대한 시간 소요 등을 감안할 때에도 자체 카드

를 제작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음.



제5 장

농식품 바우처의 식품소비 및 식생활 영향 분석

1. 식품소비 효과 분석

1.1. 식품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1.1.1. 분석의 필요성

○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효과가 창출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식품소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임.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통해 식품소비/섭취가 양적으로 확대되어 궁극적으로는 바

우처 지원 대상 취약계층의 영양 및 건강상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실증연구에서는 실제 농식품 바우처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 후, 식품소비 

총 지출액을 가계부/영수증을 통해 조사하여 바우처 지원 전과 후의 식품소

비 총 지출액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파악함. 

- 취합된 가계부/영수증 분석을 통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실제 식품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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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출액을 증가시켰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판단하고, 바우처 지급 형

태별 식품소비 지출액 증가 정도를 비교함. 

1.1.2. 바우처 지원의 식품소비 지출 변화 비교

○ 농식품 바우처 지원 이후 바우처 지원그룹은 통제집단에 비해 전자바우처

의 경우 약 18,000~32,000원, 종이바우처의 경우 약 11,000~40,000원 가량 

식품 지출액이 증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춘천의 경우 바우처 지원집단의 경우 통제집단에 비해 

약 13,600~22,500원 가량 식품 지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완주는 바우처 지원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20,800~47,200원 가량 식품지출액이 증가함. 

<표 5-1> 바우처 지원 여부별 식품소비 지출액 변화

단위: 원

　

전체 춘천시 완주군

통제집단
종이

바우처

전자

바우처
통제집단 바우처 집단 통제집단 바우처 집단

사전 207784 194279 192928 198,614 212,385 218,810 169,130 

1개월차 185335 182617 202630 181,272 217,575 190,221 161,356 

2개월차 170857 197574 174075 171,514 198,845 170,067 167,570 

1개월차-사전 -22449 -11661 9702 -17,342 5,190 -28,589 -7,774

2개월차-사전 -36927 3295 -18853 -27,100 -13,540 -48,743 -1,560

바우처 지원 증가액 10787
~40222

18073
~32150 13,560~22,532 20,815~47,183

주: 바우처 집단은 전자바우처 집단과 종이바우처 집단을 포함.

자료: 농식품 바우처 지원 가계부·설문조사 통합 데이터

○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전과 후에 품목류별 지출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수행하여 품목별 평균 지출비중의 변화를 분석함.  

바우처 지원 대상 품목인 과일, 채소, 곡물, 우유의 경우 바우처 지원 이후 지

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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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의 경우 종이바우처와 전자바우처 가구에서 바우처 지원 이전에 비

해 지원 2개월차에 각각 4.51%p, 4.98%p 증가

- 채소는 종이바우처와 전자바우처 가구가 바우처 지원 이전에 비해 2개월

차에 각각 5.03%p, 7.08%p 증가

- 곡물은 종이바우처와 전자바우처 가구에서 바우처 지원 이전에 비해 2개

월차에 각각 6.00%p, 9.69%p 증가

- 우유의 경우에는 종이바우처와 전자바우처 가구가 바우처 지원 이전에 

비해 2개월차에 각각 2.74%p, 3.50%p 증가

주 1) *는 90%, **는 95%, ***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2) 통제가구는 바우처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표 해석상 주의를 요함.

자료: 농식품 바우처 가계부 조사 분석결과

구분

평균(%) 평균차이(%p) 및 검정결과

바우처 지원 이전(A)
바우처 지원 

1개월차(B)

바우처 지원 

2개월차(C)
(B)-(A) (C)-(A)

과일

통제 8.94 6.43 9.52 -2.51** 0.58

종이 10.71 14.23 15.22 3.52** 4.51***

전자 8.61 13.83 13.58 5.22*** 4.98***

채소

통제 16.86 17.72 16.63 0.86 -0.23

종이 15.80 19.93 20.84 4.12** 5.03***

전자 14.32 17.05 21.40 2.73** 7.08***

곡물

통제 6.15 4.67 7.40 -1.48 1.25

종이 5.24 13.21 11.24 7.98*** 6.00***

전자 3.39 17.57 13.08 14.17*** 9.69***

우유

통제 1.58 2.59 1.99 1.01** 0.41

종이 2.27 5.47 5.01 3.20*** 2.74***

전자 2.03 6.06 5.53 4.03*** 3.50***

육류

통제 13.39 12.17 13.14 -1.22 -0.25

종이 12.95 7.95 9.60 -5.00*** -3.34**

전자 14.70 7.77 7.87 -6.93*** -6.84***

기타

통제 53.08 56.43 51.32 3.35 -1.76

종이 53.03 39.21 38.08 -13.81*** -14.94***

전자 56.94 37.72 38.54 -19.22*** -18.40***

<표 5-2> 바우처 지원 여부별 품목별 지출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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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바우처 지원 대상이 아닌 품목의 비중은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냄. 육류

는 종이바우처와 전자바우처 가구 모두 바우처 지원 이전에 비해 2개월차에 

각각 3.34%p, 6.84%p 감소함. 특히 가공식품이 전체 식품비 지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바우처 지원 이전에는 53%~57% 수준으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점하였으나, 바우처 지원 이후에는 37%~39%대로 감소함.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가공식품 중심의 식품소비지출 패턴을 신선식품 중심으로 

바꾸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1.1.3. 식품소비 지출액 증대효과 분석

○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식품소비 총 지출액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DID)을 사용하였으며, 완주

와 춘천 통합(pooling)자료를 이용하여 도출된 바우처 지원으로 인한 식품소

비 지출액 증대효과를 분석함.2

○ 전체 식품비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전자바우처 집단의 지

출액 증가 효과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남. 현금 집단의 경우 통제집단에 

비해 식품비 지출액이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음. 

- 전자바우처 집단의 경우 전체 식품비가 33,841원 증가, 종이바우처 집단

은 22,644원 증가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10%보다 낮은 수준(p=0.13).

○ 전체 식품비 지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원 수, 가구 

2 기준월과 1개월차 비교, 기준월과 2개월차 비교의 결과가 기준월과 1~2개월차 통합 

비교분석의 결과와 유사하여, 본 고에서는 기준월과 1~2개월차 통합 비교분석의 결

과를 중심으로 설명함. 또한, 실질적인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과 가계부 기장조사에서 

나타난 식품비 지출액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사전 설문조사에서 진술된 월평균 식

품비 지출액과 기준월에 가계부에 기장된 식품비 지출액의 비율을 각 지출액에 곱하

여 분석에 사용함. 이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인 가구는 가계부 조

사의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에서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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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쇼핑 횟수 등임.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식품비 지출액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월평균 가

구 소득이 높을수록 식품비 지출액이 높음.

   - 가구는 사용하는 식품류가 떨어지는 시점에 주기적으로 식품소비(구입)를 

하게 되며, 손님이나 가족모임 등의 이벤트가 있는 경우 식품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 월의 쇼핑횟수는 식품비 지출액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 쇼핑횟수(영수증 개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식

품비 지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전자바우처 

(vs, 통제집단)

종이바우처

(vs, 통제집단)

기간 더미 -19252.1* -22209.9*

처치 더미 -11857.3 -9787.7

처치효과(교차항) 33840.8** 22643.8

여성 ( =1) 7895.7 7864.3

연령

50대 (vs. 40대 이하) -3780.5 -2720.7

60대 (vs. 40대 이하) -1946.7 -8551.8

70대 이상 (vs. 40대 이하) -15411.8 -10763.8

가구원 수 43017.7*** 37392.9***

가구 소득 0.0208 0.0407***

쇼핑횟수 12103.9*** 8673.1***

식료품점까지 소요시간 -221.6** 107.5

도시지역 ( =1) 23817.9* 23019.3**

완주 ( = 1) 4251.8 -2323.3

상수항 -11044.5 13572.3

표본 수 1221 1158

R-sq 0.311 0.279

<표 5-3> 전체 식품비 지출액 대상 이중차분모형 분석결과

주: * p<0.10, ** p<0.05, *** p<0.01.

○ 전체 식품비 지출액을 식품류별로 나누어 지출액 증감을 분석함. 전자바우

처 집단의 경우 통제집단에 비해 과일, 채소, 곡물, 우유 지출액이 각각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육류나 기타 식품류는 감소함(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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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는 않음).

   - 이는 종이바우처 집단과 통제집단 비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구분 과일 채소 곡물 우유 육류 기타

전자바우처 

(vs, 통제집단)
9797.7*** 11178.4** 17852.8*** 3509.8*** -4198.4 -4299.4

종이바우처

(vs, 통제집단)
8343.2*** 8905.1* 11936.0*** 3091.9*** -815.6 -8816.7

<표 5-4> 식품류별 지출액 증감 분석

주: * p<0.10, ** p<0.05, *** p<0.01.

1.1.4.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의 농축산물 수요 확대효과

○ 이계임 외(2018)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을 때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불평등도 개선, 

의료비용 절감, 산업적 파급, 영양상태 및 질병 발병 감소 등의 관점에서 분

석한 바 있음.

   - 산업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순수 식품비 2,200억 원 규모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시행될 경우 소득계층 간 한계소비성향의 차이로 인해 총 462

억 원의 소비 순증가가 유발되며, 이는 시나리오별3로 1,164~1,18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872~2,892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추정

   - 의료비 절감효과 분석에서는 1인당 3만 원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을 경우4 이들 가구의 의료비가 최

소 약 526억 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   

        

○ 본 실증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로부터 또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의 기대

효과 중 하나인 농축산물 수요 확대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5 1인 가구 대상 

3 정책 대상자가 가구소득 1/10분위이며, 신선식품만 지원함을 가정함(이계임 외, 2018).

4 바우처에 의한 기존 식료품비 지출액 구축효과를 하여 0.2로 적용함(실증연구 반영).

5 이계임 외(2018)의 연구에서는 식료품 지원비 2,200억 원 규모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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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3만 원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제외

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농식품 (전자)바우처 지원 본사업이 시행된다면, 사

업 시행 전의 과일, 채소, 곡물, 우유 소비수준보다 각각 연간 271억 원, 309

억 원, 493억 원, 97억 원씩 추가적인 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4개 식

품류 합산으로는 1,170억 원 수준임.6

   - 만약 1인 가구 대상 지원금 5만 원을 기준으로 본사업이 진행될 경우7, 

총 1,950억 원의 수요 증대 효과가 기대됨.

대상가구 가구 수 과일 채소 곡물 우유 전체

3만 원 

기준

(1인당)

1.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 230,289 271 309 493 97 1,170 

2.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 / 65세 노인 있는 가구 140,595 165 189 301 59 714 

3.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 / 17세 이하 있는 가구 38,088 45 51 82 16 194 

5만 원 

기준

(1인당)

4.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 230,289 451 515 822 162 1,950 

5.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 / 65세 노인 있는 가구 140,595 276 314 502 99 1,191 

6.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 / 17세 이하 있는 가구 38,088 75 85 136 27 323 

<표 5-5 > 농식품 바우처 지원으로 인해 기대되는 연간 국내산 농축산물 수요 증대 효과

단위: 가구, 백만 원

주 1) 생산액 기준이 아닌 가구 지출액 기준임.

   2) 농식품 바우처로 5만 원을 지원할 경우 3만 원을 지원한 본 실증연구 결과와 비례적으로 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 수요 증대 효과를 계산함.

○ 바우처 대상가구의 FGI를 통해 바우처 지급 후, 원래의 소비지출에 어떠한 

사업을 가정하였으므로 본 실증연구에서 도출된 기대효과와 직접비교는 어려움. 이 

분석에서는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가정하였음. 과

일/채소/곡물/우유의 수요 확대효과가 최대 2,000억 원이라 하더라도 전체 생산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으로 작기 때문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가정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인 것으로 판단됨.     

6 이 경우 총 사업 규모는 1,500억 원 수준이며, <표 5-4>에서 육류나 기타 식품류의 

지출액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7 이 경우 총 사업 규모는 2,527억 원 수준이며, <표 5-4>에서 육류나 기타 식품류의 

지출액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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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토론한 결과, 평상시 먹지 않던 품목을 구입하거

나 부족한 식품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평소에 

지출하던 식품비를 다소 줄였다는 답변도 있었지만 바우처 구매액까지 포

함할 경우 전체 식품소비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1.2. 국내산 농산물 관심 증대 영향 분석

1.2.1. 분석의 필요성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내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산/지

역산 농식품에 대한 생산/소비를 활성화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과정에서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켜 간접적으

로 국내산 농식품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이 분석에서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의 전과 후에 바우처 수혜자들의 국

내산 및 지역산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고, 이

러한 차이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규명함. 

1.2.2. 국내산/지역산 관심 증대 영향 분석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전과 후로 수혜자들의 국내산, 지역산 농산물에 대

한 관심도는 큰 폭으로 증가함.

   -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는 3.31점에서 3.64점으로 0.33점 증가

   - 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는 3.28점에서 3.68점으로 0.40점 증가

○ 바우처 지원으로 인해 국내산/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분석한 결과 처치집단(바우처 지원을 받은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45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그룹에 속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음. 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식생활 지표점수가 높을수

록 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대 효과가 큰 특징이 존재함.

구분 국내산 농산물 지역산 농산물

바우처 수혜 여부(전자, 종이바우처만) 0.229* 0.179
여성 ( = 1) 0.236* -0.0134

연령

(vs. 40대 이하)

50대 0.202 0.139
60대 0.0456 0.263
70대 이상 0.0735 0.0275

월평균 가구 소득 -9.41e-08 -9.77e-08

직업군

(vs. 상용직)

임시직 0.0563 0.280
무직 0.0171 0.653**
학생 0.566 1.188**

완주(vs.춘천) 0.0114 0.231*
생계급여 수급자 0.263 0.205
식료품점까지 소요시간(분) 0.0118 -0.00406
식생활 관련 지표(10개 문항) 0.0649*** 0.0867***
상수항 -3.764*** -4.662***
표본 수 1100 1100
pseudo R-sq 0.026 0.041

<표 5-6> 바우처 지원의 국내산/지역산 농산물 관심 증대 영향 분석 

주: * p<0.10, ** p<0.05, *** p<0.01.

1.3. 식품소비 다양성의 영향요인 분석

1.3.1. 분석의 필요성

○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가구의 식품 다양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식품 

구매 품목수와 베리지수(Berry Index)를 활용하여 식품 다양성 지수를 산출

하고, 바우처 수혜 여부가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 농식

품 바우처 지원으로 인해 구입한 농식품 종류 수가 증가한 경우, 식품섭취

의 다양성 측면에서 질적인 개선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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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식품소비 다양성 영향 분석

○ 식품 다양성에 대한 바우처 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대상가구가 

구매한 식품 가짓수와 베리지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바우처 지

원 형태에 관계없이 여성 가구주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바우처 사용처까지의 도달시간이 적을수록 식품 다양성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효과에 있어서는 구매한 식품 품목 수와 베리지수 분석 결과가 상이하

게 나타나는데, 구매한 식품 품목 수에서는 춘천지역에서 다양성이 높게 나

타난 반면 춘천지역의 베리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즉, 구매한 식품 품목 수만 보면 춘천지역의 식품소비 다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식품지출 비중까지 고려할 때에는 완주지역의 식품소비 다

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바우처 지원이 식품 다양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개월차와 2개월

차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바우처 도입으로 가구의 식품 다양성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바우처 지원 금액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참여가구가 쌀과 같이 단가가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아 식품소비 다양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1개월차 더미와 바우처 더미의 교차항 및 2개월차 더미와 바우처 더미의 

교차항의 계수 추정치가 처치효과를 측정하는데,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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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식생활 교육 이용의 바우처 이용 영향 분석

1.4.1. 분석의 필요성

○ 식생활 교육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농식품 바우처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식생활 교육은 대상 가구의 바우처 활용률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대상 가

구의 식생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식생활 교육이 

바우처 활용률 증가에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1.4.2. 식생활 교육의 바우처 활용률 영향 분석

○ 식생활 교육 이용 여부가 바우처 활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회귀분석

을 실시함. 회귀분석에는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의 연령, 가구소득, 생계급

여 수급 여부, 가구원 수, 지역 더미 등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식료품점

까지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변수, 2개월차 더미, 바우처 지급 형태 더미, 식

생활 교육 이용 더미가 독립변수로 사용되었음.8

- 바우처 지원 시행 기간에 따라 효과가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2개월 차 더미와 식생활 교육 이용 더미간 교차항을 추가함.

8 식생활 교육 이용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는 사전, 사후 설문조사에서 식생활 교육자료

를 읽어본 적이 있거나 자주 보았다고 응답한 가구이며, 통제가구에는 식생활 교육자

료가 배포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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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분석 결과, 식생활 교육을 이용한 가구의 바우처 활용률이 유의하게 증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형 1과 모형 2에서 식생활 교육 이용 더미의 계수는 각각 0.157과 

0.201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식생활 및 인식에 미치는 효과 분석

2.1. 식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 바우처 지원이 수혜자의 식품소비와 식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바우처 수혜자를 대상으로 중간(1개월 수혜 후) 및 최종(2개월 수혜 후)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긍정적인 인식은 더욱 확대되었는데 

1개월차와 2개월차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두 시점간의 인식 격차가 유의

하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1개월차의 평균 응답점수와 2개월차의 평균 점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바우처 지원그룹 전체에서는 각각 0.161점(춘천), 0.143점(완주)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평균 점수의 차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한편, 춘천지역이 완주지역보다 식생활 도움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춘천지역에서는 전자바우처와 종이바우처 가

구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완주지역에서는 종이바우처와 현금 

가구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 춘천지역의 평균 점수는 4.075(1개월차), 4.235(2개월차)로서 완주군의 

3.834(1개월차), 3.977(2개월차)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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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춘천에서는 ‘식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완주지역에서는 ‘필요

한 농식품 구입’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남.

○ FGI 분석 결과, 바우처 지급으로 인해 신선농산물에 대한 구매가 늘어나 가

정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난 효과가 있었음.

2.2.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식생활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식생활에 대한 인식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식생활 관련 인식에 대하여 사전/최종 설문조사를 토대로 응

가구유형
춘천 완주

1개월차 2개월차 1개월차-2개월차 1개월차 2개월차 1개월차-2개월차

전자 3.851 4.144 -0.293*** 3.757 3.820 -0.063
종이 4.135 4.249 -0.114* 3.814 4.066 -0.251***
바우처 전체 4.075 4.235 -0.161*** 3.834 3.977 -0.143***
주: * p<0.10,  ** p<0.05, *** p<0.01

자료: 농식품 바우처 지원 중간/최종 설문조사 데이터

<표 5-7> 식생활 도움 정도를 나타내는 평가점수 비교

구분
1개월차 2개월차

춘천 완주 춘천 완주

식사횟수 증가 3.788 3.501 3.854 3.537
규칙적인 식사 3.887 3.706 3.929 3.734
가족과의 식사 3.730 3.717 3.724 3.654
필요한 농식품 구입 3.996 3.774 3.945 3.848
균형잡힌 식단 확대 3.911 3.611 3.834 3.599
가족의 건강 증진 3.828 3.636 3.847 3.676
식생활에 대한 만족도 제고 4.044 3.663 4.013 3.729
국산 농식품 구입증가 4.071 3.665 3.965 3.720

자료: 농식품 바우처 지원 중간/최종 설문조사 데이터

<표 5-8> 식생활 개선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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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결과를 분석하였음. 바우처 지원 이전과 비교했을 때 바우처 지원 이후 

응답자들의 식생활 인식은 대체로 개선됨. 

○ 특히 아침식사, 식사량 조절, 균형 잡힌 식단, 채소, 과일과 통곡류 등에 

대한 인지는 바우처 지원 이후 높아짐. 수혜가구와 통제가구 모두 식생활 

관련 인식이 개선되거나 이전 수준을 유지하였음.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의 

집단에서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지역별로 춘천과 완주 간 

큰 차이 없이 모든 영역에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3. 식생활 교육자료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식생활 교육자료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 점수의 평균을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여성일수록 식생활 교육자료의 도움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거주지역이나 연령별, 생계급여 여부, 가구원 수

에 따른 평균 점수의 분포는 조사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가구 특성에 

따른 평가에 편차가 없었음. 1개월차, 2개월차 시기별로도 식생활 교육자료

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바우처 수혜 대상가구 FGI를 통해서도 앞서 기술한 분석들에 대한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음. 바우처 수혜자들은 바우처 실증연구를 통해 국내산 식품

에 대한 관심 증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노력 제고, 우리 농업에 대한 애

정 등의 추가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발견함. 



제6 장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운영방안 도출

1.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운영방식 평가

1.1.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참여의향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참여자와 참여자 가구에게 필요한지 여부에 대

해 조사한 결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응답이 88.3%로 대부분임. 

<표 6-1> 향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참여 의향

단위: %, 점

구분 의향 없음 보통 의향 있음 5점 평균

전체 1.6 14.1 84.3 4.22

지급

형태

바우처 2.0 17.1 80.9 4.17
전자바우처 2.7 20.3 77.0 4.12
종이바우처 1.4 13.9 84.8 4.22
현금 0.5 13.5 86.0 4.23
통제 가구 1.7 8.8 89.5 4.30

연령

30대 이하 6.7 25.8 67.5 3.91
40대 1.6 12.7 85.7 4.20
50대 1.4 13.5 85.1 4.24
60대 0.3 12.7 87.0 4.28
70세 이상 1.1 13.3 85.6 4.24

지역
춘천 0.7 12.3 87.1 4.29
완주 2.4 16.0 81.6 4.14

자료: 농식품 바우처 최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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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84.3%로 높았음. 60대(87.0%)와 40대(85.7%)의 참여 

의향이 높았고, 30대 이하는 참여 의향이 비교적 낮았음.

1.2. 지원 방식

1.2.1. 지급 방식

○ 농식품 바우처 지원 전후의 가계부 분석 결과 바우처는 대상 품목의 소비지

출 증가뿐만 아니라 전체 식품비 지출 규모를 확대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분석됨. 농식품 바우처 지원은 농식품 소비 확대를 통해 영양 섭취 증가

와 건강 증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본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함. 

○ 전자바우처의 경우 식품비 지출액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33,841원을 증가

시킴. 종이바우처는 22,644원을 증가시켰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10%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됨.   

- 품목별로 과일의 경우 전자바우처가 종이바우처에 비해 식품비 지출액 

증대 효과가 높았으며, 채소의 경우 유의미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음.

- 곡물과 우유는 각각 전자바우처가 종이바우처에 비해 식품비 지출액 증

대 효과가 높은 특징을 나타냄.

○ 한편 전자바우처와 종이바우처의 활용률을 비교하면 종이바우처가 전자바

우처에 비해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자바우처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판매점까지의 거리가 종이바우처에 비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입증됨. 또한 바우처 지원 가구에서 판매점까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바우처를 한 번에 모두 사용한 가구 비중이 증가하므로 판매점까지 거리가 

일정 거리 내에 확보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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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전자바우처 활용률이 낮고, 고령층의 

경우 전자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전자카드 활용률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으므로 해당 지역 및 연령층의 경우 전자바우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POS 기반의 전자바우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바람직한 지원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사전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바우처(36.3%)와 현금(34.8%)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농식품 바우

처 실증연구가 완료된 시점에서 수행된 최종 평가 설문조사에서는 바우처 

방식이 45.6%로 크게 증가함. 실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가하기 이

전에 농식품 바우처에 대해 사전적으로 우려했던 것보다 사업 과정에서 바

우처 이용의 어려움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표 6-2> 지급 유형별 바람직한 지원방식

단위: %

구분
현금 현물 바우처 가격 할인 기타

사전 최종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체 34.8 34.0 23.5 16.4 36.3 45.6 4.8 3.1 0.5 0.9

현금 34.3 33.4 20.6 20.3 39.1 41.8 5.7 3.1 0.3 1.4

전자바우처 35.3 34.0 21.3 16.6 40.4 46.1 3.1 2.2 0.0 1.3

종이바우처 34.6 34.1 29.1 13.3 30.9 49.7 4.5 2.5 1.0 0.4

통제집단 35.2 34.4 23.0 15.3 35.2 44.9 6.1 4.9 0.5 0.6

주: 1+2순위 응답을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임.

자료: 농식품바우처 최종설문조사 결과

○ 바우처 유형별로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0%가 전자카드, 종이바우처가 43.4%로 나타남. 전자카드를 선

택한 응답자 가운데 68.1%는 별도의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고, 31.9%는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응답하여 별도 바우처 카드 도입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았음.

- 전자바우처 집단의 경우 전자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57.6%로 종이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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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보다 크게 높은 반면, 종이바우처 집단은 종이바우처에 대한 선

호도가 51.1%로 전자카드(44.8%)에 대한 선호보다 다소 높은 특징

○따라서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 시 바람직한 지급 방식은 종이바우처

보다는 전자바우처 형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전자바우처는 대상 품목

을 제한할 수 있고, 낙인감이 적고, 모니터링 등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증연구 결과에서 입증되었듯이 POS시스템이 

정비되어 있는 판매점이 절반 정도 수준으로9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바우처 활용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방식의 보완이 필요함. 

○ 전자바우처 형태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를 운영하되 POS시스템을 기반

으로 운영되는 소매업체 비중이 절반에 불과하므로 POS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형태의 운영이 불가피함. 또한 고령층이

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상당수에 달하므로 전화/온라인 주문과 배달 

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전화/온라인 주문의 경우 일정 금액 이

상 결제 시 배달이 가능하므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

송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음. 지자체에서 거점 판매점을 

선정하고 거점 판매점을 중심으로 배송비용을 지원하여 전화/온라인 주문

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맹점은 취약계층의 바우처 대상 신선 식품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

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관련 기준을 엄격히 규정

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 가맹점은 신선하고 다양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선정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품목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므로 가맹

점 판매자 대상 교육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9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17)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소매업체 중 POS 비중은 20% 수

준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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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농무부는 SNAP-인증 식품점(SNAP-authorized stores)에 대

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농무부는 SNAP 수혜자들이 구입

할 수 있는 농식품 종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제공하고 있음.

- SNAP-인증 식품점의 자격 요건은 육류·닭고기·생선류, 빵·씨리얼, 채소·

과일, 유제품 등 4개의 농식품군에 대해 3종류 이상의 식품을 판매하거

나 해당 식료품점의 전체 판매액 중 위에서 언급된 4개의 농식품군의 판

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야 함.

○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용 희망 장소에 대해 조사한 결

과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이 80.5%로 가장 높았으므로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대상 판매점으로 충분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연령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가맹점이 선정되어야 할 것임.

<표  6-3> 바우처 사용 희망 장소

단위: %

 

　구분

동네 

중소형 

슈퍼

마켓

대형

할인점

재래

시장

로컬

푸드

직매장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

마켓

품목별

전문점
편의점

친환경

식품

전문점

노점상

전체 80.5 8.2 5.6 3.2 1.9 0.2 0.2 0.1 0.1

지급

형태

바우처 81.8 8.8 3.6 3.6 1.9 0.2 0.0 0.1 0.0
전자바우처 82.4 12.2 1.6 3.0 0.5 0.3 0.0 0.0 0.0
종이바우처 83.7 9.2 1.4 4.6 0.8 0.3 0.0 0.0 0.0
현금 79.2 5.1 7.8 3.2 4.3 0.0 0.0 0.3 0.0
통제 76.5 6.4 11.9 1.9 1.9 0.3 0.8 0.0 0.3

연령

30대 이하 78.3 10.8 2.5 5.0 3.3 0.0 0.0 0.0 0.0
40대 80.4 9.8 3.3 3.3 3.3 0.0 0.0 0.0 0.0
50대 80.3 9.3 3.1 3.9 2.5 0.3 0.6 0.0 0.0
60대 83.7 3.7 7.7 2.3 1.7 0.7 0.0 0.3 0.0
70세 이상 79.2 8.9 8.4 2.7 0.4 0.0 0.2 0.0 0.2

지역
춘천 75.2 16.4 5.9 0.1 1.5 0.3 0.4 0.1 0.0
완주 85.6 0.3 5.4 6.2 2.3 0.1 0.0 0.0 0.1

자료: 농식품 바우처 최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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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발급 형태는 농식품 바우처 전용 전자카드로 발급하는 경우와 

국민행복카드에 통합하는 경우를 검토할 수 있는데, 통합바우처에는 저소득

계층 대상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도 수행 상 및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할 때 통합바우처가 다소 우위를 점할 수 있음.

- 농식품 바우처를 별도의 전자바우처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강점

은 농식품 바우처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여러 장의 바우처를 관리하는 불편함과 발급·관

리 과정에 별도 경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 농식품 바우처를 통합바우처로 운영할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만, 농식품 바우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

1.2.2. 지급 품목

○ 지급 품목은 취약계층의 부족한 식품/영양소와 다소비 식품, 취약계층의 바

우처 지급 선호 품목, 국내 농업과의 연계를 위해 자급률이 높고 국내 생산 

여력이 있으며 소비 확대가 필요한 품목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원

식품으로서 적합하고, 비용 대비 식품/영양소 물량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타 제도와 중복 수혜 여부도 검토해야 함.

○대상 식품의 대안은 4가지로 설정함. ① 쌀과 우유를 한정하는 안, ② 쌀, 우

유, 채소, 과일을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안, ③ 쌀, 우유, 채소, 과일, 잡곡, 

계란을 포함하는 안, ④ 쌀, 우유, 채소, 과일, 잡곡, 계란, 육류를 포함하는 

안, ⑤ 가공식품과 즉석식품도 포함하는 안(제외대상 규정방식)임. 

- ① 쌀과 우유를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는 안은 국내 자급 여력이 있고 소

비 확대가 필요한 품목으로만 제한하는 안으로 대상 품목이 분명하고 개

수가 적어 운영이 용이하며 국내 농업과의 연계가 분명한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 정부양곡할인지원제도, 우유무상지원제도와 차별성이 약하다

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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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쌀, 우유, 채소, 과일을 포함하는 안은 ①안에 비해 품목 수가 많아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반면, 취약계층의 선택권이 확대되

고 취약계층에서 부족한 식품/영양소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

으며 채소·과일 소비를 장려하는 국제적 추세와도 부합됨. 
- ③ 쌀, 우유, 채소, 과일, 잡곡, 계란을 포함하는 안은 ②안에 잡곡과 계란

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더욱 확대한 안으로 운영상의 어려움

이 가중될 수 있으나, 취약계층에서 고령층 비중이 높다는 점과 부족한 

영양소 공급원을 고려한 경우로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음.

- ④ ③안에 육류를 포함하는 안임. 취약계층의 바우처 지원 품목으로서 

육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농식품 바우처 

지원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영양 개선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가

능성이 있음. 더욱이 국내산 가격 수준이 높아 국내산 제약 시 예산 대비 

소비량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⑤ 가공 및 즉석식품까지 포함하는 안으로 적용범위가 대부분의 식품을 

포함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일부 품목을 제외시키는 방안으로 국내 공급

여력이 고려되지 않아 농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논리가 취약하고, 부족한 

식품/영양소를 정책 대상으로 하지 않아 효율적인 식품소비 확대 및 영

양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반면 취약계층의 선택권

을 최대한 보장하며, 장보기와 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이나 아동 

등이 편리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공 및 즉석 식품을 포

함한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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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요

영양소

다소비

식품

취약층

선호도
국내산 공급

물량대비 

단가
섭취편리성

타제도 

비중복성

쌀 ○ ◎ ◎ ◎ ◎ △ △

채소 ◎ ◎ ◎ ◎ ◎ △ ○

과일 ◎ ○ ◎ ◎ ○ ◎ ○

우유 ◎ ◎ ◎ ◎ ○ ◎ △

잡곡 ◎ ◎ ◎ △ ○ △ ◎

계란 ◎ ◎ ◎ ◎ ◎ △ ◎

육류 ◎ ◎ ◎ △ △ △ ◎

가공/즉석식품 ○ △ △ △ △ ◎ ◎

<표 6-4> 지원 대상 품목의 적절성 평가 

주: ◎ 매우 적절, ○ 적절, △ 부적절

자료: 직접 작성.

○ 농식품 바우처 지원 시 구매를 원하는 식품을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육류

(61.9%), 과일(53.3%), 채소(35.4%), 쌀(34.7%), 계란(28.5%), 잡곡(20.3%), 

우유(13.4%) 등의 순서로 구매 선호 비중이 높았음.

-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쌀과 잡곡 구매를 희망하는 응답 비중이 비교

적 높았고,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육류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음.

<표 6-5> 구매를 원하는 식품 

단위: %

　구분 육류 과일 채소 쌀 계란 잡곡 우유 유제품

전체 61.9 53.3 35.4 34.7 28.5 20.3 13.4 12.6

지급

형태

바우처 61.4 54.6 35.5 35.8 29.8 19.0 12.9 12.1
전자바우처 57.6 53.8 36.2 36.2 29.2 15.7 17.3 12.2
종이바우처 65.2 55.4 34.8 35.3 30.4 22.3 8.4 12.0
현금 55.5 55.3 40.2 39.4 22.6 25.6 15.6 10.5
통제 가구 69.3 48.6 30.1 27.6 31.8 17.7 12.2 15.7

연령

30대 이하 65.8 51.7 37.5 30.8 28.7 15.0 11.7 10.8
40대 64.5 54.3 38.0 33.1 23.7 17.6 11.4 11.4
50대 63.9 52.1 35.2 34.4 24.8 21.7 14.4 13.0
60대 62.7 51.0 40.3 34.3 32.3 20.7 12.0 11.0
70세 이상 57.2 55.7 30.2 37.0 31.5 22.0 15.1 14.4

지역
춘천 61.8 66.9 39.0 26.7 31.0 26.0 10.3 9.9
완주 61.9 40.0 31.8 42.4 26.0 14.8 16.4 15.2

자료: 농식품 바우처 최종 설문조사 결과

주: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1+2+3 순위를 집계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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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농식품 바우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 품목 선정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할 것임. 대상 품목에 잡곡, 계란을 포함하며, 육류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1.3. 대상가구 및 예산규모

○ 기존 바우처 제도들은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0~60%로 설정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용하고 있음.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선정 시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 섭취 실태, 타제

도와의 중복성,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함.

○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 섭취 실태가 소득수준에 따라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선정 시 소득과 잠재적 소

득원인 재산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생계급여의 경우 식품비 비중이 37%에 달해 식품 지원의 중복 수혜 문

제가 제기될 소지가 크므로 식품비 지원 대상이 아닌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를 고려해야 할 것임.

○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선정 기준을 설정하여 대안별 식품비 예산소요

액을 추정하면 최소 174억 원에서 최대 1,76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1안: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3만 원

- 2안: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65세 이상 노

인이 있는 가구 & 3만 원

- 3안: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17세 이하 어

린이/청소년 있는 가구 & 3만 원

- 4안: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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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안: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65세 이상 노

인이 있는 가구 & 5만 원

- 6안: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17세 이하 어

린이/청소년 있는 가구 & 5만 원

○사업예산은 지급 식품비, 인프라 구축 및 운용, 기타 운영 비용(모니터링, 사

후관리, 홍보, 교육) 등으로 구성됨. 인프라 구축비용은 추진체계에 따라서 

별도의 전담기관을 둘 경우 신규 시스템 구축 비용(사회보장정보원 포함 시

는 전담기관과 사회보장정보원 간 시스템 구축 비용 발생)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업체와 카드업체 간의 코드 개발비용 등이 소요됨. 식품비 비

중을 70%로 감안할 경우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전체 소요예산은 최소 

248억 원에서 최대 2,527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 미국 WIC의 경우 식품비 비중이 전체 예산총액의 70% 수준임. 초창기 

10년간은 식품비 비중이 80% 수준을 넘어 식품을 배분하는 것에 중점

을 두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식생활 교육과 영양 검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 서비스사업의 비중이 35%까지 상승함.

대상가구 가구 수
식품비 

소요 예산

전체 소요 

예산

3만 원 기준

(1인당)

1.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 230,289 1,050 1,500

2.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 / 65세 노인 있는 가구 140,595 641 916

3.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 / 17세 이하 있는 가구 38,088 174 248

5만 원 기준

(1인당)

4.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 230,289 1,769 2,527

5.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 / 65세 노인 있는 가구 140,595 1,080 1,543

6.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 / 17세 이하 있는 가구 38,088 293 418

<표 6-6>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식품비 및 전체 소요예산 추정(연간)

단위: 가구, 억 원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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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식생활 교육 운영

○ 본 실증분석 결과 식생활 교육은 농식품 바우처 활용을 증가시키고, 식생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함. 식생활 교육은 건강한 방향으로 농

식품을 선택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연령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효과적인 식생활/영양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식생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단체가 효율적인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때 활용하도록 해야 함. 식

생활 교육은 여건에 따라 공공기관, 급식기관 등에서 추진될 수 있고, 식사/

밑반찬 배달 또는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수혜자에게 식

생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기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관련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미국의 SNAP-Ed 프로그램의 경우 농무부 식품영양국이 연

방정부 차원에서 총괄하는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이며, 각 주(State)의 특성에 

따라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주정부의 식생활 담당 주무부

서가 해당 주에서 운영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책임지지만, 집행 및 추진

은 주립대학, 민간기관, 주정부 내 다양한 관련 부서들이 담당하는 구조임. 

SNAP-Ed의 주요 교육 내용은 1) 건강한 식품 선택 및 식사 조리법, 2) 식품 

구입을 위한 예산 수립, 3) 식품 관련 라벨링 활용방법, 4) 식생활지침, 5) 

식품 안전, 6) 신체 활동의 중요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

부 매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매년 식생활 교육 성과를 모니

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 등은 참고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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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추진체계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농식품 바우처 운영 위원회(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해당 

위원회는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목표, 추진계획 등을 수립·제시하고, 지원대

상, 지원 금액, 지원품목 등의 사업 세부지침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중

앙부처는 바우처 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함.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맡아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바

우처 지원사업 업무 전반을 전담 수행하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전담

기관의 역할은 사후관리/대국민 홍보/성과평가/자격요건심사 등을 포함함.

○전달체계는 1단계에서 취약계층이 신청하고, 2단계에서는 신청 취약계층에 대

한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며, 3단계에서는 수혜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전달하며, 4단계에서는 농식품 조달을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함. 신청은 접근

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해야 할 것이며, 통합

신청방식에 포함시킬 필요성 및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신청은 수시로 

열어두되 연초에 여타의 급여신청이 집중되는 시점에 홍보, 포괄 신청이 이

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적격성 심사는 대상자 정보 및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접수

가 연계되는 시·군·구의 통합조사팀의 소관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됨. 결정은 

시·군·구의 농식품 바우처 담당부서, 통지는 읍·면·동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통지의 경우 제도안내, 바우처 사용설명 등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일선

의 읍·면·동, 그리고 방문서비스 담당자가 협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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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농식품지원제도 추진체계(안)

자료: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185).

○바우처의 발급은 통합바우처인가 별도의 바우처인가에 따라 주체가 상이할 

수 있음. 바우처의 발급과 활용지원은 통합바우처를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

원 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그 주체로 고려할 수 있음. 통합바우처를 활용할 

경우 발급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바우처를 활용

하게 되면 별도의 전담조직이 발급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

가 매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평가 결과를 차년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대상자의 영양, 건강 상태의 변화 등 수혜자 

대상 사업효과를 평가하려면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함. 명확

한 사업효과 평가를 위해서는 적절한 성과지표도 개발되어야 함. 사업운영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성과보고시스템 또한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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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는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재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전국 단위에서 통일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므로 중

앙정부 책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농식품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환경적, 신체

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로 전달되어야 하므로 지방정부의 책임

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농식품 바우처 지원의 필수성, 전국적 규모로 추진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 초반에는 중앙에서 80~9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0%를 담당하는 방

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사업 운영이 보편화되면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

과 현 정부의 국가사무 지방이양 확대 기조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 

식품지원 관련 사업의 비중과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정력을 고려할 때 지

방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므로 최소한 20~30%의 지방자치

단체 부담을 가정하고 향후 지방재정 분권의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1.6. 법률 기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률근거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개별법에 관련된 조항

이 포함되어 있으나, 농식품 바우처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되기

에는 충분하지 않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제1조 목적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도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

으로 공급’해야 함을 제시함. 제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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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

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법의 

목적과 제7조에서 “식품의 안정적 공급”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비자

에게 안정적으로 공급”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식품지원의 근거 법률 조항

으로서 불충분한 한계를 나타냄.

 

○ ｢식품산업진흥법｣은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식생활 교육지원법｣과 ｢농어업인 삶

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 관련되나 근거로는 

한계가 있음.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단기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으로 농식품 지원제도의 근거 조항을 상위법인 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구체적으로는 제7조를 개정하고, 제23조의3을 새로 추가하는 것

임. 제7조에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정책 대상’에 ‘국민에 대한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

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외에 ‘식품공급 및 식

품지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23조의3에 ‘취약계층에 대

한 식품공급’의 규정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제23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될 수 있음.

- 현재 김현권 위원 대표로 제출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2018.4.30., 의안번호 13359)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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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농식품 바우처 운영 

기준’ 관련 고시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기본법 내에 본사업 추진 기반을 공

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정을 통해 제23조의3 추가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국민,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등 식품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농식품 바우처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제안 가능 방안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확

대 개정하는 방안으로 식생활, 영양・건강, 식품 지원, 식생활 교육 등의 유

사 법제도를 포괄할 수 있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임. 대상 법률은 상위

법의 형식으로 ｢국민식생활·영양기본법(잠정)｣ 또는 ｢먹거리 기본법(잠정)｣

으로 제정될 수 있고, 기존 농식품부 소관 법률 중에서 「식생활 교육지원

법」을 「국민식생활 지원법(가칭)」으로 확대 개정하여 식생활지원, 식생

활 교육, 식품영양정책 등을 포함하는 방안임.10

2.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시범사업 추진방안

2.1. 시범사업 주요 목적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시범사업은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방안을 

확정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 제도 운영의 효과를 계측하고 문제점을 구체화

10 이 경우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규 법안 제정의 필요성 설득과 확대 개정에 따른 갈등 

해소 등으로 다소 논란이 예상되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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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본 사업 추진 근거를 공고히 하고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시범사업은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최소

화하여 본 사업이 효율적이고 추진 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연관 사업과의 연계 추진체계를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음.

○시범사업은 2개 지역으로 추진된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이 전국사업

으로 확대 운영될 것을 대비하여 전국단위 지역별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성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전국적 사업 추진체계 정립을 위한 조직 및 운

영 기반 확충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건전한 식생활 교육사업’과 식생활‧영양 

교육을 연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향후 지역푸드플랜 등 먹거리 

공급체계와 연계함으로써 효과성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2.2. 시범사업 운영 방안과 소요 예산

2.2.1. 시업사업 운영 방안

○ 대상 지역 선정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시군구 대상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모집과정

을 통해 진행되며, 농식품 바우처 성과가 식품의 구매환경에 따라 차이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촌형, 도시형, 도농복합형이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선정될 필요가 있음.

- 선정 지역에서는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시범사업 대상지

역 선정, 지역별 추진체계 구축, 바우처 대상 가구 선정, 판매점 승인 등

의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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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선정

- 읍면동 지자체 공고,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건강관련 상담, 사례관리, 방문

서비스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함. 연초에 다른 급여신청

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므로 이 시점에 집중 홍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적격성을 심사, 대상자 결정은 지역별 바우처 협의

회 또는 전담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음. 통지는 제도 안내와 바우처 사용 

설명 등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읍면동과 방문서비스 담당자 등이 담당함. 

- 대상자 결정을 지역별 협의회 또는 전담기관에서 선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

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3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

을 요청해야 함. 제15조 제1항3호에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17조 제1항에는 정보주

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됨. 

현재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분명한 법률조항이 뒷받침되지 않

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근거 법률이 다소 취약할 수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근거 법률로 「사회보장기본법」의 ‘평생사

회안전망 구축 및 운영’이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적용 가능할지 여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조항을 근

거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법률 판단이 필요함.    

  (검토대상 관련법령)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② 국민영양관리기본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급여의 기준 등),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③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

본법 제4조(국가·지자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④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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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발급

- 바우처 발급은 통합바우처인지 별도의 바우처인지에 따라 운영 주체에 

차이가 있으며, 금융기관(카드사/수탁은행)이 비용을 지급하고 결제내역

을 송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통합바우처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급과 활용지원을 관리하며, 국

민행복카드의 신규 발급은 시중의 3개 카드사(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

드)에서 담당하며 카드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온라인, 전화신

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도 카드사에

서 담당하고 있음.

- 별도 바우처의 경우 바우처 전담조직을 통해 선정되어 관리되며, 바우처

카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카드사용 가능 가맹점 및 잔액 조회 등의 

바우처 구매 업무가 지원됨. 별도 바우처 카드의 발급 및 분실·재발급 업

무와 식품 공급자(업체)로의 대금결제 및 정산 업무는 전담기관 및 지자

체에서 담당함.

<그림 6-2>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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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점 선정 및 기반 정립

- 지역별 농식품 바우처 대상 품목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참여 업체를 모집

함. POS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업체의 경우는  POS시스템에 특정 품목만 

구매 가능하도록 설정 시스템 개발 및 배포가 필요함. POS 기반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 바우처 가맹점’으로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가맹점 형태 시스템 연계와 판매점 교육 및 자료 배포 등이 필요함. 

- ‘농식품 바우처 가맹점’은 국내산 및 지역산 신선식품이 충분하고 다양

하게 판매되고 있는 판매점(예를 들어 농협, 로컬푸드점, 직거래 장터 

등)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중소형 슈

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농식품 바우처 대상 품목을 일정 정도 비중 

이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이 적정함. 

○ 식생활 교육

-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농식품 지원이 조리와 섭취를 

통해 영양 섭취 개선과 건강 증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식생활 교육은 건강한 식품 선택/조리/식

생활/영양 섭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대상자 특성별로 차별

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식생활 교육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으

로 진행할 수 있음. 읍면동에서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대상 식생

활 교육수업을 진행하고, 대상 가구와 이용 판매점에 식생활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배포함. 또한 식생활 교육은 여건에 따라 공공급식기관 등에

서 추진될 수 있고, 식사/밑반찬 배달 또는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연계하

거나 취약계층 대상 사례관리와 건강상담 등과 병행 운용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식생활/영양 교

육 방안을 마련하여 식생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단체가 효율적인 교육계획을 자체적

으로 수립할 때 활용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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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모니터링 업무는 전담기관에서 연구기관 및 조

사업체와 협업으로 수행해야 할 것임.

- 농식품 바우처 이용 실적 분석, 판매점 이용 실태,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과 개선사항, 식생활 교육실태, 가맹점 운영 현황 점검, 부적정수급 및 오

용 사례 점검, 시범사업 성과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 및 농식품 바우처 대상자 평가의견 수렴 등을 위

해 시범사업 대상자 중에서 10% 정도를 시범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실

증연구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2.2.2. 대안별 소요 예산 

○ 15개 지역(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각 5개 지역)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취약계층 대상 6개 유형별(2개 금액 * 3개 가

구유형)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시범사업이 각각 진행될 경우를 가정하고, 

각각의 유형별 소요예상 식품비를 추계함.

○ 도시지역의 경우 시군구 평균 해당 취약계층 가구의 수가 1,265가구로 추산

됨. 5개 도시지역의 해당 취약계층 전체(<표 6-7>의 1번 유형)를 대상으로 

38,00012원씩 6개월간13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총 14억 4,185만 원

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시군구 평균 해당 취약계층 가구의 수가 992가구로 

11 읍·면이 없으면 도시, 군은 농촌, 읍·면·동이 같이 있으면 도농복합지역으로 분류
12 2018년 실증연구 시 가구당 평균 3.8만원 지원(가구원 수에 따른 변동)

13 시범사업 대상자의 참여율 개선을 위해 지원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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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됨. 5개 도농복합지역의 해당 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38,000원씩 6

개월간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총 11억 3,048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농촌지역의 경우 시군구 평균 해당 취약계층 가구 수가 283가구로 추산됨. 

5개 농촌지역의 해당 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38,000원씩 6개월간 농식

품 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총 3억 2,211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구분

해당 집단 

가구

비중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지역별

5개씩 

총액

시군구 

평균 

가구 수

해당 

집단 

가구 수

6개월간

1개 지역 

지원

시군구 

평균 

가구 수

해당 

집단 

가구 수

6개월간

1개 지역 

지원

시군구 

평균 

가구 수

해당 

집단 

가구 수

6개월간

1개 지역 

지원

3

만

원

1.기초생활수급가

구 중 생계급여수급

가구 제외

100% 1,265 1,265 288 992 992 226 283 283 64 2,894

2.기초생활수급가

구 중 생계급여수급

가구 제외/65세 노

인 있는 가구

61% 1,265 772 176 992 605 138 283 173 39  1,767

3.기초생활수급가

구 중 생계급여수급

가구 제외/17세 이

하 있는 가구

17% 1,265 209 47 992 164 37 283 47 10   478 

5

만

원

4.기초생활수급가

구 중 생계급여수급

가구 제외

100% 1,265 1,265 485 992 992 380 283 283 108  4,874 

5.기초생활수급가

구 중 생계급여수급

가구 제외/65세 노

인 있는 가구

61% 1,265 772 296 992 605 232 283 173 66  2,976 

6.기초생활수급가

구 중 생계급여수급

가구 제외/17세 이

하 있는 가구

17% 1,265 209 80 992 164 62 283 47 17   806 

<표 6-7> 시범사업 소요예산 추계(식품비) 

단위: 개, 백만 원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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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도시지역, 5개 도농복합지역, 5개 농촌지역, 총 15개 지역에서 1번 유형

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가구당 평균 38,000원씩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할 경우 소요예상 식품비 비용은 약 28억 9,400만 원 수준임.

○ 한편, 5개 도시지역, 5개 도농복합지역, 5개 농촌지역, 총 15개 지역에서 1

번 유형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가구당 평균 64,000원14

씩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할 경우(<표 6-7>의 4번 유형) 소요예상 식품비 비

용은 약 48억 7,4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됨.

○ 농식품 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4번 유형(5만 원 기준)에서 소요될 것으로 추

산된 순수 식품비 48억 7,400만 원에 1) 농식품 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전담

운영 경비 8억 원15, 2)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홈페이지 구축비용 2억 원, 3) 

전자바우처 대상 판매/정산시스템 구축비용 7억 원을 합산하면 총 65억 

7,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실제 농식품부에서 제안한 2020년 시범사업 예산 규모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액(22천 가구 기준) 5,016백만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운

영 및 인프라 구축 비용 1,700백만 원으로 총 6,716백만 원임.

○ 만약 특정 그룹(노인가구, 아동가구 등)만을 대상으로 지원 시 지역별 평균 

대상자 수는 감소할 것이므로, 대상 지역의 수를 늘릴 수 있음.

14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1인당 지원 금액을 늘릴 경우, 가구당 평균 64,000원 가량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산됨
15 시범사업 전담운영 비용으로 8억 원 책정(미국 WIC의 경우 전체 비용 중 식품비 지

원 금액 비중이 70~7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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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범사업 추진 절차

○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사업 추진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분명히 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시범사업 운영

위원회는 중앙정부, 전담기관, 금융기관, 유통업체 등 시범사업 운영에 참여

하는 주체들로 구성됨. 

○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은 ① 

개인정보이용 동의 추진, ② 참여지자체 모집, ③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임. 

- 개인정보이용 이용 동의 절차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전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기까지 다소 시간

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우선적 추진과제로 볼 수 있음. 

- 참여지자체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가할 시군구를 모집하여 공

정한 절차를 거쳐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과제임.

- 전담기관은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

하므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시범사업 운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농식품 바우처 운영에는 행복e음 시스템 기반 활용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이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식품 바우처 업무

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전담기관은 판매

업체 관리,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홍보와 교육, 농식품 바우처의 결제 및 

정산,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시스템 관리와 홍보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가 선정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환경과 인구 분

포 등을 감안하여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게 될 읍면동 지역을 선정함. 또

한 지역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별 바우처 추진 협의회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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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절차

자료: 직접 작성.

○ 시범사업이 전자바우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전자바우처 운영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함.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바우처 수혜자들이 일종의 가상 계좌를 개

설하고 수혜금액이 입금되면 범위 내에서 농식품 구입이 가능한 방식으로 

가맹점의 POS 단말기와 중앙계정의 전자이체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상품

목 코드를 연계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또한 POS 시스템 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는 판매업체에 대한 가맹점 등록도 진행되어야 함.

○ 대상 지역 내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참가 가구 선정과 판매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바탕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본격 운영됨. 지자체는 카드사에 

수혜자 정보를 제공하고 카드사는 수혜자에게 전자바우처를 발급하며, 수

혜자는 전자바우처를 해당 판매점에서 결제하고 농식품 바우처 대상 식품

을 구입하게 됨. 사용 결과는 각 매장에서 카드사와 전담기관을 통해 보고

되고 보고받은 사용내역에 맞게 비용을 정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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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참여 주체별 역할분담

○ 시범 사업에서 농식품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업무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중앙부처 담당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음. 

○ 시군구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결정하고,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지

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등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가장 중요한 구성을 마

련하는 역할을 함. 시군구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읍면동은 각 지역의 취약계층과 접점에 위치하여 농식품 바우처 지원자의 

신청을 받고 선정 여부를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취약계층에게 상담하고 홍보하며, 카드 분실 시 재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함. 

시범사업 단계에서 읍면동의 참여도가 시범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 농식품 바우처 전담기관은 사업비용 정산, 모니터링 및 통계 관리, 바우처 

대상자와 판매점 대상 교육․홍보, 농식품 바우처 시스템 운영 등 사업의 

중심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농식품 바우처 전담기관은 모든 참

여주체의 통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구성됨.

○ 농식품 바우처를 전자카드 형태로 판매점 가맹과 품목 관리가 원활하게 운

영되기 위해서는 판매점, 전담금융기관, 수탁은행의 바우처 시스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 POS 시스템 기반 판매점에서는 대상 품목 제한과 실시간 

정산 시스템 운영이 정비되어야 하며, 가맹점 형태 운영 판매점의 경우 판

매원이 구입 품목을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판매점 대상 교육 및 

홍보 지원과 주기적인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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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직접 작성.

사업주체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 운영계획 수립 

● 사업 예산 편성 및 운영 관리

● 시범사업 평가

● 본 사업 운영방안 정립

시군구

(지역 협의회)

● 대상 읍면동 선정

● 대상 판매업체 지정

● 농식품 바우처 지원자 선정

● 진행상황 점검, 애로사항 발굴

읍면동

● 농식품 바우처 지원자 신청/접수

● 농식품 바우처 지원자 선정 통보

● 농식품 바우처 카드 분실시 재지급

● 농식품 바우처사업 상담 및 홍보

전담기관

● 대상 시군구 사업비 예탁 및 정산

● 전담금융기관과 농식품 바우처 비용(구매비용) 정산

● 모니터링 및 통계 관리

● 농식품 바우처 대상자 교육/홍보

● 농식품 바우처 지정 판매점 교육/홍보

● 홈페이지 운영

● 상담센터 운영

● 농식품 바우처 시스템 운영

전담금융기관

(카드사 등)

● 농식품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배송

● 판매점 가맹 및 품목 관리

● 구매비용 지급 및 전담기관과 정산

수탁은행 ● 사업비 예탁계좌 및 예탁금 입/출금 관리

판매업체

● 농식품 바우처 시스템 연계

● (가맹점) 농식품 바우처 대상 품목 확인

● (가맹점) 농식품 바우처 거래 영수증 관리

● 농식품 바우처 거래 지원

<표 6-8> 시범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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