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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정부는 대규모 경영에 따른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간척지를 중○

심으로 대규모 농업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대규모 농업회사란 정부의 부지 제공 및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에-

의해 설립된 농업 기업으로 농외자본 도입 농식품 수출 규모화를 특징, , ,

으로 하고 있으며 생산 가공 유통 연구 시설이 결합된 복합 농업 기업, , ,

임.

정부는 사업초기부터 대규모 영농단지 조성이 용이하도록 간척지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주요 개 간척지 중 새만금과 영산강 간척지가 시범사업, 6

대상지로 선정되었음.

사업면적은 개 간척지에서 총 이며 최장 년까지 임대 방식으- 2 1,413ha , 30

로 토지가 제공됨.

대규모 농업회사는○ 미래의 수출지향형 농업 및 식품산업 경영모델을 조기

에 가시화하고 대규모 간척지에 생산 식품 유통을 통합한 경영실현으로 생,

산비의 절감과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의 농업 참여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됨.

특히 외부 민간자본 도입에 대한 농민 및 농업단체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농민의 경작 우선권 요구 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

기본적으로 대규모 농업회사의 생산물이 수출을 전제로 하여 국내 농업-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내수,

판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국내 농업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줄 것

으로 전망됨.

정부는 대규모 농업회사에 대해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기반 시설에만 지,○

원한다고 하나 유리온실 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 등을 대규모 농업회사에,



개방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계속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대규모 농업회사의 추진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여 대규모 농업회사의 적절한 추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대규모 농업회사 추진 현황대규모 농업회사 추진 현황대규모 농업회사 추진 현황대규모 농업회사 추진 현황2.2.2.2.

정의정의정의정의2.1.2.1.2.1.2.1.

대규모 농업회사란 정부의 부지 제공 및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에 의해 설립된 농업 기업을 말함

- 지침 제 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 2 )

산물의 가공 저장 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하여 농ㆍ ㆍ

업을 경영하는 회사

농외자본 도입 농식품 수출 규모화 자연친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 ,○

생산 가공 유통 연구 시설이 결합된 복합 농업 기업, , ,

네덜란드의 쥬다찌 간척지와 관련 농기업들을Agriport A7, (Zuiderzee)○

모델로 삼음

사업 추진 경위 및 배경사업 추진 경위 및 배경사업 추진 경위 및 배경사업 추진 경위 및 배경2.2.2.2.2.2.2.2.

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농업분야 경쟁력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채택○

농림부 대통령 업무보고: (‘08. 3. 18)

현 정부에서 강화되고 있는 공세적 농업정책 적극적인 수출 및 해외농- (

업투자 과 시장중심의 농업재편 경영체 중심의 지원 규모화 민간자본) ( , ,

유입 에 따라 추진)

원활한 사업추진과 대상지 선정을 위해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 추진위원‘○

회 위원장 노재선 서울대교수 구성 운영( )’ (‘08. 9. 5)ㆍ



사업대상 간척지 우선순위 선정(‘08. 10. 17)○

사업초기부터 대규모 영농단지 조성이 용이하도록 간척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개 간척지 중 새만금과 영산강 간척지가 시범사업 대, 6

상지로 선정

사업자 공모(‘08. 12. 16)○

총 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이중 새만금 지구에 개업체 영산강 지- 32 20 ,

구에 개 업체가 참여하였음12

우선협상대상 사업자 선정(‘09. 4. 6)○

새만금 지구 개 업체 영산강 지구 개 업체로 총 개 업체를 선정하- 3 , 4 7

였고 예비 후보로 개 업체와 개 업체를 각각 지정하였음, 2 1

추진 현황추진 현황추진 현황추진 현황2.3.2.3.2.3.2.3.

가 사업대상지가 사업대상지가 사업대상지가 사업대상지....

사업대상 개 간척지 총2 1,413ha○

장기임대방식 최장 년 에 의한 토지 제공- ( 30 )

새만금의 경우 전체 토지조성 면적 의- 28,300ha 2.5%

표 대규모 농업회사 사업대상지1.

구분 소재지 사업면적(ha) 특 징

새만금
전북

김제
700

수도권으로의 상대적 근접성-

방수제 미 구축으로 사업추진에 애로-

영산강
전남

해남
713 전남도의 프로젝트와 갈등- J-

참고 여의도 면적: 840ha



나 우선협상 대상자나 우선협상 대상자나 우선협상 대상자나 우선협상 대상자....

새만금은 농산무역 등 개 업체 영산강은 한빛들 등 개 업체가 우선협3 , 4○

상 대상자로 선정

우선협상 대상자의 사업영역이 한우와 시설원예에 집중-

개 업체의 총 투자액은 억원으로 추산- 7 8,677

표 대규모 농업회사 우선협상 대상자 현황2.

사업지역 업 체 명 주 요 품 목 신청면적
(ha)

새만금

농산무역 시설원예 250

동부정밀,
동부하이텍 컨( ) 한우 시설원예, 333

새만금초록마을 한우 친환경작물, 600

영산강

한빛들 시설원예 250

장수채 새싹땅콩 150

대영산업 컨( ) 한우 양돈, 100

삼호용앙영농조합 한우 고구마 청보리, , 200

주 새만금 지역의 경우 사업대상 면적 의 배인 가 신청되: (700ha) 1.7 1,183ha

어 협상과정에서 사업면적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다 정부지원 범위다 정부지원 범위다 정부지원 범위다 정부지원 범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인프라 구축만 정부지원 예정○

그러나 민간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생산 가공 유통 전 분야에 걸쳐 기, ,○

존 농림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

예를 들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거점 산지유통센터 지원 가- , ,

축분뇨 처리지원 등과 같은 기존 사업을 대규모 농업회사 지원에도 적

용



대규모 농업회사의 기대효과대규모 농업회사의 기대효과대규모 농업회사의 기대효과대규모 농업회사의 기대효과2.4.2.4.2.4.2.4.

가 대규모 경영에 따른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 경쟁력 창출가 대규모 경영에 따른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 경쟁력 창출가 대규모 경영에 따른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 경쟁력 창출가 대규모 경영에 따른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 경쟁력 창출....

○ 우리 농업의 생산성은 향상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기술수,

준의 격차가 큼 예를 들어 모돈의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 는 우리나. (MSY)

라가 두인데 네덜란드는 두이고 당 토마토 생산량은 우리나라13.4 22 , 10a

가 톤인데 네덜란드는 세 배가 넘는 톤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13 46

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

쌀의 경우 이상 대규모 경영은 생산비가 전국 평균에 비해10ha 21.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

표 재배규모별 쌀 생산비3.

자료 통계청:

한우 비육의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두 이상에서 당 경영비는 원으로 두 미만의 경영비 원- 100 Kg 5,470 50 5,386

에 비해 낮지 않았음.

그러나 두 이상 대규모 경영의 경우 인력과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100

통해 경영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재배규모별
년 생산지2008

지수
당10a 정곡 당80kg

전국평균 629,677 94,215 100.0
미만0.5ha 668,999 102,459 108.8

0.5 1.0ha～ 648,706 99,366 105.5
1.0 1.5ha～ 626,755 93,578 99.3
1.5 2.0ha～ 613,341 93,459 99.2
2.0 2.5ha～ 639,334 93,088 98.8
2.5 3.0ha～ 597,671 87,203 92.6
3.0 5.0ha～ 607,810 87,686 93.1
5.0 7.0ha～ 596,403 85,379 90.6
7.0 10.0ha～ 556,067 81,950 87.0

이상10.0ha 514,697 73,778 78.3



표 경영규모별 비육우 경영비 년 평균4. (2003 2006 )～

단위 원: /Kg

자료 송주호외 축산농가의 소득변동 실태 및 원인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연구보고 2005.

비육돈의 경우 경영비가 규모가 클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규모의 경○

제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두 이상 사육규모 농가는 두 미만 농가에 비해 경영비가 절- 2000 500 5.1%

감되는 것으로 추정됨.

표 경영규모별 비육돈 경영비 년 평균5. (2003 2006 )～

단위 원: /Kg

자료 송주호외 축산농가의 소득변동 실태 및 원인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연구보고 2005.

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 창출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 창출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 창출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 창출....

농장 운영에 따른 상용 노동자 및 임시 노동자 고용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용 기회 제공

다 우수 종자 국산화 기반 구축다 우수 종자 국산화 기반 구축다 우수 종자 국산화 기반 구축다 우수 종자 국산화 기반 구축....

대규모 농업회사들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우수 종자 생산을 함으로써 종○

사육규모 가축비 사료비 경영비
두 미만50 3,290 1,686 5,386

두50 99～ 3,182 1,861 5,470
두 이상100 3,136 1,818 5,474
평균 3,261 1,724 5,410

사육규모 가축비 사료비 경영비
두 미만500 580 763 1,509

두500 1000～ 525 755 1,461
두1000 2000～ 458 766 1,428

두 이상2000 418 753 1,412
평균 459 758 1,432



자 국산화를 촉진시킴

라 첨단 영농전문인력 양성라 첨단 영농전문인력 양성라 첨단 영농전문인력 양성라 첨단 영농전문인력 양성....

기업적 경영으로 우수 전문 인력 유치 가능하고 첨단 시설 운용으로 첨○

단영농전문인력 양성 가능

농대 졸업생 등에게 영농분야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분야 인적-

자본 확충

특히 회사형 영농을 영위함으로써 젊은 인력의 농업에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음

마 수출작물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 확대마 수출작물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 확대마 수출작물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 확대마 수출작물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 확대....

대규모 경작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생산 유통의 통합관리에 따른 품질,○

및 안전성 제고 효과로 수출 경쟁력 상승

바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효율 증진바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효율 증진바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효율 증진바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효율 증진....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 및 제휴에 따른 공급체계 구축으로 유통비용 절○

감 가능

사 수입농산물 대체에 의한 식량자급률 제고사 수입농산물 대체에 의한 식량자급률 제고사 수입농산물 대체에 의한 식량자급률 제고사 수입농산물 대체에 의한 식량자급률 제고....

대규모 경지에서 조사료 및 사료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

하여 수입을 대체하고 결과적으로 식량자급율을 높이게 됨

한우 생산비 절감에 의해 한우 고기의 경쟁력이 높아져 수입쇠고기를 상○

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

예상되는 문제점예상되는 문제점예상되는 문제점예상되는 문제점2.5.2.5.2.5.2.5.

가 구체적인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미비가 구체적인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미비가 구체적인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미비가 구체적인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미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구체적인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이 미비되어 있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

성이 큼.

투자계획의 경우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운영자금 조달계획 등- ,

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보임.

일부 업체들은 막연히 정부 정책자금 조달을 기대하고 있으나 정책자금○

을 대규모 농업회사에 배정할 경우 민간 자본 조달이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 반하고 기존 농업인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큼.

나 기존 농가에 대한 영향나 기존 농가에 대한 영향나 기존 농가에 대한 영향나 기존 농가에 대한 영향....

유리 온실 등을 통한 수출과 친환경적인 대규모 축산을 대규모 농업회사○

가 추진할 경우 기존 농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됨.

수출의 경우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 주력 품목의 경우 신규 유리온실- , ,

에 의한 공급 과잉은 수출 단가를 하락시켜 별도의 대책이 없으면 기존

수출농가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아울러 수출이 불가능할 경우 내수로 전환되면 국내 가격을 크게 하락시-

킬 것으로 예상됨

한우 사육과 같은 축산물 공급도 국내시장에의 공급을 증가시켜 가격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큼.

다 외부 민간자본 도입에 대한 농민 및 농업단체의 반발다 외부 민간자본 도입에 대한 농민 및 농업단체의 반발다 외부 민간자본 도입에 대한 농민 및 농업단체의 반발다 외부 민간자본 도입에 대한 농민 및 농업단체의 반발....

지역 농민 경작 우선권 요구 외부자본의 농업부문 유입에 대한 반발 등,○

의 형태로 표출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동시에 겪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해답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판단,

결국 농업을 누가 이끌어 가야 하는가 의 문제로 전통적인 가족농과- ‘ ?’ ‘ ’

기업농 의 관점에 더하여 산업화된 농업에 있어 민간기업이 주도하느냐‘ ’ ,

아니면 기존 농민들이 주도하여야 하느냐의 농업분야의 오래된 문제로

귀결



우리의 농업발전 과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속도있게 추진할 경우 각종○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영세소농이 대거 퇴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지게 됨-

표 농업 구조 변화의 국가간 비교6.

국가
에서 농업비중GDP 농업분야 고용비

40% 7% 소요기간
년( ) 40% 16% 소요기간

년( )

한국 1965 1991 26 1977 1991 14

일본 1896 1969 73 1940 1971 31

영국 1788 1901 113 1800 1868 68

네덜란드 1800 1965 165 1855 1957 102

미국 1854 1950 96 1897 1950 53

독일 1866 1958 92 1900 1942 42

덴마크 1850 1969 119 1920 1962 42

프랑스 1878 1972 94 1921 1965 44

자료 이정환: (1997)

라 수출이 불가능할 경우 내수 출하의 문제라 수출이 불가능할 경우 내수 출하의 문제라 수출이 불가능할 경우 내수 출하의 문제라 수출이 불가능할 경우 내수 출하의 문제....

대규모 농업회사의 판로를 수출에만 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되며 이후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내수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농,

업인의 반발을 크게 살 것으로 전망됨

생산부터 판매까지 계열화되어 있고 규모화로 인한 높은 자산 고정성으- ,

로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위험에 크게 노출

특히 수출시장은 변동성이 국내 내수시장보다 크기 때문에 판로를 수출-

에만 한정할 경우 대규모 농업회사의 경영위기를 촉발하여 내수시장으

로의 공급유인이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음

또한 경영체의 규모화가 직접적으로 수출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

니므로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품목들의 수출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 필요



마 과도한 특혜 문제마 과도한 특혜 문제마 과도한 특혜 문제마 과도한 특혜 문제....

참여기업에 대해 많은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문제 제기○

정부의 방침은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기반 시설 외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고는 하지만 유리온실 산지유통센터 등 기존 농림사업을 이들 대규,

모 농업회사에 개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바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바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바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바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하여 간척지에 대단위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모양새○

를 갖추고 있으나 농업단지의 운영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검토는,

부족함

대규모 영농의 경우도 아직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각종 시행착오가 예○

상되며 이러한 시행착오에 대한 대비책이 효과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

음.



대규모 농업회사 추진 방안대규모 농업회사 추진 방안대규모 농업회사 추진 방안대규모 농업회사 추진 방안3.3.3.3.

기본 방향기본 방향기본 방향기본 방향3.1.3.1.3.1.3.1.

사업의 확대는 대규모 농업회사의 성과 및 기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결정

기존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 확대 방안 모색○

대규모 농업회사가 수출 및 내수시장에 참여하면 공급과잉으로 불가피하-

게 가격하락이 예상됨.

수출 시장 및 내수시장에서 가격 하락에 따른 기존 농가의 채산성 악화-

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세밀한 대응책이 필요함, .

농업회사의 개념 정립 필요○

현재의 농업회사는 농업내부의 법인경영체와 농업외부 일반회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데 이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간척지의 대규모 경영은 가능한 한 농업 법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고- ,

농업외부의 일반회사들은 낙후지역 등에 외부 자본 형태로 참여하는 것

이 바람직함.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도 대규모 경영이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 유한회-

사 형태의 농업법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일반기업 및 농업법인과 더불어 협동조합도 대규모 농업회사의 한 유형○

으로 인정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기존 농업인과의 형평성 및 반발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외부 자본 유치를○

기본으로 하고 정책자금 지원은 최소화해야 함, .

품목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 품목 결정○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 수출 주력 품목은 과잉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 , ,

품목 개발이 바람직함

아울러 기존 대규모 농업회사들이 한우 사육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는 기-

존 농가들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대해야 함.



대상지는 단계적 확대 전략이 바람직함○

단계 간척지 활용- 1 :

단계 휴경지 및 유휴농지 활용- 2 :

단계 낙후지역- 3 :

수출 위주 대규모 농업회사 확대 가능성수출 위주 대규모 농업회사 확대 가능성수출 위주 대규모 농업회사 확대 가능성수출 위주 대규모 농업회사 확대 가능성3.2.3.2.3.2.3.2.

가 채소 및 화훼류 재배 및 수출 현황가 채소 및 화훼류 재배 및 수출 현황가 채소 및 화훼류 재배 및 수출 현황가 채소 및 화훼류 재배 및 수출 현황....

채소류의 수출 현황을 보면 파프리카가 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딸기, 54 ,○

백만 토마토 백만 멜론 백만 달러의 순임12 , 4.7 , 2.6 .

파프리카는 국내 재배면적인 이며 전체 생산량의 가량을 일343ha , 50%○

본에 주로 수출하고 있음.

토마토 딸기 멜론 등은 아직 국내생산량 대비 수출의 비중이 미만으, , 1%○

로 미미한 수준이며 주 수출국은 일본이나 최근 러시아 중국 홍콩 등에, , ,

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국내생산량 대비 수출의 비중 토마토 딸기 멜론- : 0.4%, 0.5%, 1.6%

화훼류의 수출 현황은 장미 백만달러 국화 백만달러 백합 백만달12 , 6 , 19○

러 선인장 백만달러 양란 백만달러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장미 국, 2.5 , 1 , ,

화 백합은 일본 선인장은 화란 미국 캐나다 양란은 미국 중국 등임, , , , , , .



표 채소류 생산 및 수출 실적7.

‘05 ‘06 ‘07 ‘08

토마토

재배면적(ha) 6,749 6,613 7,353 6,144
생산량 톤( ) 438,991 433,155 479,851 408,170
수출량 톤( ) 4,314 2,661 1,775 1,745

수출액 천불( ) 8,828 5,764 4,563
4,797

일본 중국 러시아( , , )

파프리

카

재배면적(ha) 249 304 343
생산량 톤( ) 22,000 26,000 32,000
수출량 톤( ) 17,845 14,574 14,173 17,040

수출액 천불( ) 53,145 45,609 47,089
54,075

일본( )

딸기

재배면적(ha) 6,969 6,813 6,665 6,394
생산량 톤( ) 20,2500 201,995 205,307 192,196
수출량 톤( ) 957 1,039 986 1,596

수출액 천불( ) 4,406 5,863 6,947
11,667

일본 홍콩 싱가포르( , , )

멜론

재배면적(ha) 1,235 1,410 1,735
생산량 톤( ) 36,000 41,000 47,671
수출량 톤( ) 1,703 1,018 774 1,126

수출액 천불( ) 4,599 3,083 2,364
2,627

일본( )

주 는 주요 수출국임: ( ) .

자료 통계청 농림수산식품부: ,



표 화훼류 생산 및 수출 실적8.

‘05 ‘06 ‘07 ‘08

장미

재배면적(ha) 751 864 658 579
생산량 백만본( ) 678 545 424 427
수출량 톤( ) 2,065 2,564 1,932 1,884

수출액 천불( ) 10,570 8,847 8,025
11,812

일본( )

국화

재배면적(ha) 797 805 736 723
생산량 백만본( ) 560 395 433 360
수출량 톤( ) 1,928 1,717 1,430 1,410

수출액 천불( ) 8,503 6,954 5,926
6,018

일본( )

백합

재배면적(ha) 227 208 219 221
생산량 백만본( ) 69 58 66 74
수출량 톤( ) 1,191 1,212 1,899 2,555

수출액 천불( ) 10,484 9,716 15,886
19,051

일본( )

선인장

재배면적(ha) 71 79 85 76
생산량 백만본( ) 30 29 31 30
수출량 톤( ) 210 229 201 210

수출액 천불( ) 1,881 2,179 1,806
2,523

화란 미국 캐나다( , , )

양란

재배면적(ha) 332 268 251 231
생산량 천본( ) 98 97 98 31
수출량 톤( ) 411 167 345 86

수출액 천불( ) 2,076 592 1,543
970

미국 중국( , )

주 내는 주 수출국임  : ( ) .

나 수출 위주 대규모 농업회사 확대 가능성나 수출 위주 대규모 농업회사 확대 가능성나 수출 위주 대규모 농업회사 확대 가능성나 수출 위주 대규모 농업회사 확대 가능성....

채소 및 화훼류의 수출은 아직 미진하고 국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대규모 농업회사들이 신규 수출시장이나 신규 품목 개발없이

기존 수출시장에 참여할 경우 과당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피할 수 없

을 것으로 전망됨.

이 경우 수출시장에서의 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기존 수출농가들의 반-

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됨



수출시장을 의욕적으로 확대해도 신규로 소요되는 유리 온실과 같은 시○

설은 크지 않은 것을 추산됨.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정에 의하면 수출 위주로 한 유리온실의 확대 가○

능성은 최대 임250ha .

현재 에 지나지 않은 주 수출국 원예작물에서의 한국산 점유비를- 8% 25%

로 증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시설 추정치임.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농업회사의 유리온실 규모로도 상당 부-

분 충족할 수 있어 동부 농산무역 한빛들 등 유리온실 건립 계획( (85ha), , ),

추가적으로 대규모 농업회사가 유리 온실을 확충할 경우 시설 과잉이 발

생할 수 있음.

따라서 신규 수출 품목의 개발없이 기존 품목을 중심으로 대규모 농업회○

사를 확대하는 경우 수출 시장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

요함

현재 수출용 유리온실은 대규모 농업회사 뿐 아니라 수출용 첨단유리온-

실 단지도 추진되고 있어 시설 과잉의 문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수출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농업회사도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사업대상지 확대방안사업대상지 확대방안사업대상지 확대방안사업대상지 확대방안3.3.3.3.3.3.3.3.

가 간척지 활용 방안가 간척지 활용 방안가 간척지 활용 방안가 간척지 활용 방안....

간척지는 아직 이용 가능한 면적이 크고 기존 새만금 영산강 지구도 일,○

부만 대규모 농업회사에 할당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대 가능하고 신규로,

화옹 시화지구로도 확대 가능함, .

간척지로 대규모 농업회사를 확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

으나 기존 농업에 대한 영향이 문제이므로 추가적인 확대는 기존 농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농업인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간척지에 참여하는 농업회사를○

농업법인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기업 등 농업외부 기업이 진입할 경우 내수 판매에 따른 가격하락 시-

농업인의 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간척지로 이주를 원하는 농업인들을 법인화하여 대규모 농업회사-

로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네덜란드 간척지의 경우도 대규모 회사형 경영이 아니라 기존 농가의 이-

주 형태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

우리도 경영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보다 적정한 규모에서 기존 농-

가들이 법인화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함.

표 간척지 활용 현황9.

단위( : ha)

지구명
조성면적

(A)

기 활용 면적 잔여개발

면적

(A-B)계(B) 분양완료 양도양수 기타

계 20,618 6,302 2,151 394 3,757 14,316

영산강 -1Ⅲ 7,960 5,631 2,151 325 3,155 2,329

영산강 -2Ⅲ 4,540 647 - 63 584 3,893

화 옹 4,482 23 - 5 18 4,459

시 화 3,636 1 - 1 - 3,635

기 활용면적은※ 현재까지 양도양수된 면적과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전용될
면적기타 을 포함한 면적임 기타 기업도시 대규모농업회사 선( ) ( : (J-project),
정부지 등임)

잔여개발 면적은 현재까지 간척농지로 개발중 공사중 인 면적임( )※



표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별 현황10.

구 분 계 농업 산업 관광
농촌도

시
에너지 환경 유보

방수제

등
기존

(A)

('07.4)

28,300ha

(100%)

20,250

(71.6)

1,870

(6.6)

990

(3.5)

660

(2.3)

430

(1.5)

3,000

(10.6)

-

(-)

1,100

(3.9)

변경

(B)

('08.10)

28,300ha

(100%)

8,570

(30.3)

2,870

(10.2)

990

(3.5)

460

(1.6)

830

(2.9)

5,950

(21.0)

7,530

(26.6)

1,100

(3.9)

증 감△

(B-A)

- ha

( - %)

11,680△

( 41.3)△

1,000

(3.6)

-

( - )

200△

( 0.7)△

400

(1.4)

2,950

(10.4)

7,530

(26.6)

-

( - )

유보용지 잠재용도 산업 관광레저 과학연구 국제업무 신재생에너지 배후도시(27%) : (FDI) 4%, 5, · 8, 2, · 4, 4※

나 유휴지 및 휴경지 활용 방안나 유휴지 및 휴경지 활용 방안나 유휴지 및 휴경지 활용 방안나 유휴지 및 휴경지 활용 방안....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대규모 휴경이나 유휴지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유휴지나 휴경지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휴지 휴경지를/

활용한 대규모 농업회사 확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표 경지 이용현황11.

단위: ha, %

구분
경지면적

(A)

휴경농지 휴경농지의 유휴지

논 밭
합계

(B)

비율

(B/A)
논 밭

계

(C)

비율

(C/B)

2000 1,888,765 4,294 12,540 16,834 0.9 880 3,854 4,734 28.1

2001 1,876,142 3,756 12,798 16,554 0.9 793 3,973 4,766 28.8

2002 1,862,622 5,604 14,353 19,957 1.1 681 3,350 4,031 20.2

2003 1,845,994 25,741 20,611 46,352 2.5 828 3,578 4,406 9.5

2004 1,835,634 26,676 21,173 47,849 2.6 891 3,318 4,209 8.8

2005 1,824,039 24,071 20,084 44,155 2.4 905 2,163 3,068 6.9

2006 1,800,470 20,319 26,071 46,390 2.6 985 3,477 4,462 9.6

2007 1,781,579 14,760 22,482 37,242 2.1 1,484 4,643 6,127 16.4

2008 1,758,795 14,272 23,702 37,974 2.2 2,642 7,395 10,037 26.4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지면적통계: ,

통계청 년 경지면적, 2008



다 일반 농지다 일반 농지다 일반 농지다 일반 농지....

간척지와 달리 일반 농지는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어 경영 일원화에 의한○

대규모 경영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임.

일본에서도 기존 경지의 경우 대규모 법인 경영과 더불어 집락경영이 발-

달하고 있음.

일반 농지에 대해서는 들녘단위의 집락영농 방식으로 대규모( )落 農○

경영이 추진될 수 있음.

일본에서 집락은 자연발생적인 지역사회로 우리의 마을단위 혹은 들녘단-

위와 유사한 개념임

일본에서 발달한 집락영농의 개념은 집락을 단위로 하여 농업생산과정에"○

서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공동화 통일화에 관한 합의하에 실시되는,

영농 임 구체적으로 다음의 형태로 나타남" .

집락에서 농업용 기계를 공동 소유하고 집락별로 논의된 영농계획 등에(1)

기초하여 집락영농에 참가하는 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한다.

집락에서 농업용 기계를 공동 소유하고 집락 영농에 참가하는 농가에서(2)

기간 작업 수탁을 받은 오퍼레이터 조직 등이 이용한다.

집락의 농지 전체를 하나의 농장으로 간주하여 집락내의 영농을 일괄하(3)

여 관리 운영한다, .

지역의 의욕있는 담당자에 농용지의 집적 농작업의 위탁 등을 진해하(4) ,

면서 집락마다의 합의된 영농계획 등에 의해 토지 이용 영농을 행한다, .

집락 영농에 참가하는 각 농가의 출력에 의해 공동으로 농작업을 행한(5)

다.

재배지의 단지화 등 집락내의 토지이용 조정을 행한다(6) .

일본에서 집락영농을 실천하고 있는 집락수는 년 개 년2005 10,063 , 2006○

개 년 개로 증가 추세임10,481 , 2007 12,095 .

이 중 약 인 여개는 집락내 영농을 일괄 관리 운영하고 있음- 25% 3,000 , .

우리 나라에서도 들단위 농사라는 개념으로 집락영농이 추진되고 있음.○

쌀의 경우 단위로 집락영농을 하면 생산비가 약 정도 절감되- 100ha 25%

는 것으로 추정됨 조가옥( , 2008)



우리나라 전국에는 들녘별로 이상 단지화가 가능한 들녘이 개50ha 2,832○

소이며 전체 면적은 우리 쌀 재배면적의 과반수를 점하는 천 임, 453 ha .

이 중 이상은 개소로 전체 면적은 천 임- 100ha 1,384 350 ha .

일반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법인 혹은 농협을 중심으로 들녘단위 집락영○

농형태의 대규모 경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 "

에서는 아직 법인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집락경영 단위가 법인화되

어야 함.

현재 집락영농 형태의 대규모 경영은 농기계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생사○

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통한 생산유통 통합 경영체로 발전해 나가야 함.

대규모 경영체가 생산유통 통합경영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와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거나 정부가 대규모 경영체RPC

에 등 유통시설을 지원해야 함RPC .

아울러 경영체들은 품종통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차별화-

된 브랜드를 육성하고 수탁판매 체제를 확립하여 경영체가 손익부담없,

이 경영할 수 있도록 기존 농협방식의 판매방식을 개혁해야 함.

정부는 시설 지원과 더불어 선도금 중간정산자금 등 운영자금을 경영체- ,

에 지원해야 함.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은 넓은 들○

녘단위에서 많은 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조직화하고 농지를 단지화하며

농기계를 공동 이용하고 품종과 재배기술을 통일해야만 사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게 됨.

따라서 쌀 생산농가 농업기술센터 행정기관 등 다양조직들이 연- , RPC, ,

계되어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영체에 대한 교육 자문. , ,

컨설팅이 필요함.



집락영농사례 전북 익산 한그루영농조합법인집락영농사례 전북 익산 한그루영농조합법인집락영농사례 전북 익산 한그루영농조합법인집락영농사례 전북 익산 한그루영농조합법인< : >< : >< : >< : >

익산 지역 젊은 대농가 인을 중심으로 한그루 영농조합 법인을 결성시6○

키고 전문 지식에 대한 자문을 통해 쌀 생산비 절감을 실천하고 있음 특.

히 농기계의 공동이용 공동육묘장 활용 공동방제 직파 등을 통해 생산, , ,

비를 이상 절감하는 것으로 추정됨 본 사업이 성공하려면 참여농가30% .

들의 의식변화와 농기계와 육묘 장 공동방제 등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

는 시스템의 도입과 농자재의 공동이용 방안의 마련 등이 필요함.

한그루 영농조합법인은 아직 완전한 공동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점○

차 협업영농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족애쌀 이라는 독자 브랜드, “ ”

로 판매하는 등 브랜드 경영체로서도 발전하고 있음.

사업 주체 확대 방안사업 주체 확대 방안사업 주체 확대 방안사업 주체 확대 방안3.4.3.4.3.4.3.4.

기존 농업법인 일반회사 위주에서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으로 참여 범, ,○

위 확대

대규모 농업회사는 유통단계간 수직적 통합 의 관점(vertical integration)○

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수직적 통합이란 한 기업의 영역 내에 기술적으,

로 구분되는 생산 유통 판매 등 경제적 과정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 ,

유통경로의 수직적 통합 요인○

기회주의 현물 시장거래에서 발생하는 품질 속임수 속박이 등 단기적인- : ,

이익확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직통합을 하려고 함.

자산의 특유성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자산 투자가 많을수록 수직통합의- :

유인이 큼.

규모의 경제 거래 규모가 클수록 인근 유통단계를 통합하고자 함- : .

제품 특성 부패성과 같은 제품 특성이 수직적 통합수준에 영향을 줌- : .

수직적 통합에는 소유권을 확보하는 완전통합에서부터 계약관계를 가지○

는 부분 통합까지 유형이 다양함.



완전통합형 인근 유통단계의 소유에 의한 통합- :

부분통합 소유는 하지 않고 계약 등을 통해 통합하는 방식- :

농식품의 경우 식품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판로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

위해 수직적 통합을 추구하고 있음.

농식품분야의 수직적 통합의 유형○

유통기업 주도형 하림과 같이 유통기업이 주도가- (backward integration):

되어 생산자를 계열화시키는 통합

생산자 주도형 도드람과 같이 생산자가 주도가 되- (forward integration):

어 유통단계를 통합하는 방식

대규모 농업회사의 수직적 통합 유형은 일반기업 및 농업법인 주도 생산,○

유통 통합 경영체를 지향하고 있음.

일반기업 주도형으로 동부컨소시엄은 농자재업체 주도 통합 경영체이고- ,

새만금 초록마을 및 대영산업 등은 유통업체 주도 통합 경영체임

농산무역 한빛들 장수채 삼호용앙영농조합법인 등은 농업법인 주도 통- , , ,

합경영체임.

기존 일반회사 및 농업법인 이외에 대규모 농업회사 유형으로 협동조합○

주도 생산유통 통합 경영체도 육성되어야하며 이러한 점에서 대규모,

농업회사의 유형에 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농협의 생산유통 통합경영체 사례 도드람양돈농협농협의 생산유통 통합경영체 사례 도드람양돈농협농협의 생산유통 통합경영체 사례 도드람양돈농협농협의 생산유통 통합경영체 사례 도드람양돈농협< : >< : >< : >< : >

도드람은 조합이 금융 지도 연구사업을 담당하고 자회사가 판매사업을, ,○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년말 현재 조합원수 명 사육두수 만두로 전국 돼지사육두수의- 2008 705 , 137

를 차지15%

조합원에 대한 생산기술지원사업 공급사업 사료사업 공동출하사업을- , AI , ,

전개하고 있으며 생산 이후단계인 도축 가공 판매사업을 포함하는 돼지, , ,

고기 계열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기업형 협동조합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조합과 투자회사는 조합원이 소요○

하고 각 사업은 전문경영인이 담당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조합원은 지역모임 이사회 대의원 총회를 통해 주요 사업방향을 결정- , ,

하고 평가를 담당하며 전문경영인은 목표 달성과 경영개선 활동에 전념,

함.

도드람 산하 자회사○

주 사료사업 및 생돈출하사업- ( )DS:

주 도드람 도축사업- ( ) LPC:

주 바른터 차가공사업- ( ) : 1

주 도드람푸드 돈육판매사업- ( ) :

주 파레스피드 사료생산 및 판매사업- ( ) :

디벨로퍼 형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디벨로퍼 형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디벨로퍼 형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디벨로퍼 형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3.5. (developer)3.5. (developer)3.5. (developer)3.5. (developer)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1)1)1)1)

대기업에 의한 대규모 농업회사의 참여는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

미가 있으나 기존 농산물 시장을 교란시키고 농민단체 등의 반발 등 부,

작용이 크므로 간척지를 대상으로 기존 농가의 이주를 전제로 한 디벨로

퍼형 농업회사의 육성이 필요함.

네덜란드의 경우 간척지 기반 구축 후 기존 농가들이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 이주하는 형태로 간척지가 활용되고 있음



네덜란드 사례네덜란드 사례네덜란드 사례네덜란드 사례< Agriport A7 >< Agriport A7 >< Agriport A7 >< Agriport A7 >

은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로 전문 부동산개발업자에 의해 기Ariport A7 ,○

획 개발된 단지임, .

전문 부동산 개발업자가 정부로부터 간척지를 불하받아 전기 가스 등 기- ,

반시설을 갖추고 저온저장업체 산지출하조직 물류업체 등을 지원기관을, , ,

유치하여 생산유통 통합 기반을 구축하였음.

지구 간척지에 조성된 유리온실 단지로 고속도로 변Wieringermeer , A7○

에 위치하고 있음

반경 의 채소경작단지 총 경지면적은 이며 대규모 유리온- 15Km 40,000ha

실 단지는 정도임1,000ha .

단지에서는 처리 포장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근교에 있는 유리온실단지의 다음으로 큰 단- Hague Westland 3,000 ha

지임.

은 민간개발업자로 국유지를 불하받은 후 기반설비 도로 천Agriport A7 ( ,○

연가스 전기 를 갖춘 후 농가에 분양하고 있음, ) .

현재는 단계 사업으로 를 완료하였으며 사업기간- 1 450 ha ( 2005.1 -2006.7),

제 단계 사업으로 를 개발할 예정2 525ha

온실은 농가에서 건설하며 지구 농가를 유치하고 있음- Westland .

유리온실 단지의 강점Agriport○

대규모 필지 및 단지 필지당- ( 10ha)

기후적 환경 네덜란드 다른 지역에 비해 일조량이 높음 일조량- : 3 10% (～

높으면 수확량 평방미터 높아짐1% 1Kg/ )

단지화 및 협력체계 주로 협동조합인 를 통해 출하- : FreshQ

에너지 시설 열병합 발전 사용- : (combined heating system)

환경친화적인 유리온실 재배○

온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를 실현하고 있음- 10ha 0 .

천연가스 발전에서 발생되는 는 작물재배에 환원되고 있음 연간- CO2 (

톤의 환원1,350 CO2 )

일부에서는 지열 난방 시스템도 가동-



동절기에는 일조량이 적어 보광 하는데 야간 보광시 인근 주민과( ) ,光○

철새들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차광막을 사용함

표 단지내 유리온실 농가 현황6-8. Agriport A7

유리온실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고 은행의 일반 모기지 활용 이자율(○

약 4%)

단지 중앙에 지원기관 및 시설 입주Agriport A7○

수송업체-

처리 포장 저온저장 업체- , ,

농산물 도매업체-

부대시설 주유소 트럭세차시설 중량측정다리 식당 등- : , , ,

단지의 기반 시설○

광섬유 인터넷케이블-

가스 및 전기시설-

오폐수 시설-

저온저장 회사Freshport A7( )○

청과물 경매조합 에서 파견한 검사관 상주- ZON( )

활용- EPS(European Pool System)

인증창고로- BRC/IFS, HACCP 6,500m2의 면적

품목 농가명 총면적(ha) 온실면적(ha)

파프리카

Kwekerij de Wieringermeer 80 40
Barendse DC 45 20
Kwekerij Helderman 29 24
Sweetpoint 30 13

토마토

Royal Pride Holland 114 45
AgroCare 68 27
Kesgro 68 27
Red Harvest 60 15



사업모델사업모델사업모델사업모델2)2)2)2)

디벨로퍼형 회사가 일정의 간척지를 임대하여 기반 시설과 영농장비 산,○

지유통시설 등을 갖추고 일정 면적별로 농지를 농가에 임대하는 방식으,

로 사업을 추진함.

원래 디벨로퍼 란 부동산 개발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 (developer)

켜 분양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업자를 의미함, .

디벨로퍼형 회사가 대단위 간척농지의 이용 등을 기획 관리하나 실제 영,○

농은 기존 농지에서 이전한 농업인들이 담당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함.

디벨로퍼형 회사는 자체 혹은 별도의 조직을 통해 대규모기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 농산물 산지유통 기능을 수행함, .

디벨로퍼는 산지에 대규모 산지유통센터 가공공장 등을 건립하여 참여- ,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집하 세척 포장 가공하여 브랜드품으로 출하, , ,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임.

디벨로퍼형 농업 회사가 필요한 이유○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간척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보다 사- ,

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기존 농업인이 생산을 담당함으로써 대기업 주도 농업회사에 대한 농업-

인 반발 및 수급교란요인을 완화시킴

비록 농업생산이 농업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디벨로퍼에 의해 조직화되-

고 기획됨으로써 규모의 경제성 등 대규모 경영의 유리성이 발현됨

디벨로퍼형 농업회사의 수익은 농가에 대한 임대료 농작업대행수수료, ,○

산지유통시설 운영수익 등임.



부록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용 유리온실 규모 추정부록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용 유리온실 규모 추정부록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용 유리온실 규모 추정부록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용 유리온실 규모 추정::::

우리나라의 첨단 유리온실 규모는 로 네덜란드 의 수준649ha 7,718ha 8%○

이며 농가당 유리온실면적도 농가당 로 네덜란드 의 수준, 0.7ha (1.5ha) 1/2

시설원예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첨단유리온실의 확충 및 경영⇒

의 규모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가 필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유리온실 현황 비교< >

구 분

한국(`07) 네덜란드(`06)

농가 면적(ha) 농가당경작면적
농가(ha/ )

농장
업체( ) 면적(ha)

농가당경작면적
농가(ha/ )

계 877 649 0.74 5,200 7,718 1.5

채소 - 329 - 1,660 2,988 1.8

화훼 - 320 - 3,540 4,730 1.3

주 한국의 유리온실에는 경질판온실 포함) (330ha)

* 자료원 화훼재배현황 채소류 생산실적 농림수산식품부: `07 , `07 ( )

네덜란드 농업부Fact and Figures of Dutch Agri-sector( )

○ 우리나라 원예작물의 주 수출국인 일본 홍콩 대만, , , 싱가포르, 중국 등

의 주요 원예작물 수입량은 톤이며292,110 , 이중 한국산이 톤으로22,864

를 점유8%

금액으로는 점유 백만불- 12% (79 )

필요 시설규모○

- 수출증대 목표를 천톤으로 가정할 때 추가로 필요한 온실 규모는52 250ha

로 추정



수출증대 목표
필요 생산량

수출 내수( 80%, 20%)
표준 생산량 필요 온실규모필요 온실규모필요 온실규모필요 온실규모

톤52,000 톤65,000 25.7kg/㎡
2,500,000㎡

(250ha)

*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최첨단 유리온실단지 설치를 가정하여 네덜란드

최첨단 유리온실의 파프리카 재배 단수를 적용함

시설규모 추정 근기○

주 수출국 원예작물 한국산 점유비를 에서 로 증가- 8% 25%

구 분 단위 현 행 년 목표 안‘12 ( ) 증 가

시장규모 톤 292,000 292,000 -

한국산 규모 톤 23,000 75,000 52,000

비 율 % 8 25 17

추정기준추정기준추정기준추정기준< >< >< >< >

대상국가 원예작물의 수출이 용이한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 :

일본 대만 홍콩 중국 싱가포르, , , ,∙

대상품목 시설재배가 가능한 원예작물 개 품목- : 13

파프리카 멜론 토마토 딸기 오이 가지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 , , , , , ,∙

백합 장미 국화 양란 선인장, , , ,

산정기준 현 수출상황 가격경쟁력 정책의지 등을 감안 추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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