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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뉴질랜드의 국토면 은 2,700만ha로 우리나라의 2.7배에 달합니다. 한 

1,100만ha에 달하는 활한 목 지와 50만ha의 곡물, 사료작물, 원 작물 재배

지, 43만ha의 기타 경지로 인해 체 경지면 이 약 1,200만ha나 되어 국토의 

45%를 농축산물 생산에 이용하는 형 인 토지조방형 농업선진국입니다. 

OECD 선진국들의 일반 인 경제발  패턴이 농업 심 1차산업에서 공업 심 

2차산업으로 발 하여 최종 으로 서비스산업 심의 3차산업으로 발 하는 

패턴인데 비해, 뉴질랜드는 농업 심 1차산업으로 선진국이 된 후  등 서

비스산업으로 발 한 특이한 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융 기와 경제 기 상황에서 1984년부터 1990년  반까지 

농정개 을 비롯해 경제 반에 걸친 개 을 단행하 습니다. 특히 각종 농업보

조 을 철폐하는 농정개 을 추진하여 성공한 표 인 나라로 알려져 있어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킹을 해 개 의 배경과 개 내용, 개 과정과 결과에 

많은 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뉴질랜드는 세계 으로 유명한 키  수출농

기업인 제스 리(zespri)가 있어 성공요인에 해 많은 나라가 큰 심을 보이

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동안 뉴질랜드 농업 황과 농정개

, 그리고 제스 리의 사업 황과 성공요인에 해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하

게 되었습니다. 성의와 심을 갖고 자료를 정리하고 시사 을 도출하고자 노

력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하며, 아무쪼록 이 자료가 우리 농업의 선진화에 참

고자료로 리 활용되기를 기 합니다. 

2009. 5.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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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뉴질랜드 농업 개황

  뉴질랜드의 국토면 은 2,700만ha로 우리나라의 2.7배에 달한다. 1,100만ha에 

달하는 활한 목 지에서 양과 젖소, 육우를 길러 세계시장에 육류와 양모, 낙

농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한 50만ha의 농경지에서 곡물과 사료작물, 키 , 사

과 등 원 작물을 재배하여 세계시장에 매하고 있다. 이들 목 지와 농경지 이

외에 43만ha의 기타 경지까지 포함해 체 경지면 이 약 1,200만ha나 되어 국

토의 45%를 농축산물 생산에 이용하는 형 인 토지조방형 농업선진국이다.

  뉴질랜드의 농업경 체 수는 2007년 63천호로 한국 농가의 5.1%에 불과하

다.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 은 189ha로 한국(1.5ha)의 126배에 이른다. 물론 

지를 제외한 호당 경지면 은 7.9ha로 한국의 5.3배 정도이다. 뉴질랜드의 농

림업 부문 취업자 수는 83천명으로 한국의 1,670천명에 비해 5% 밖에 안되는 

소수이다. 체 취업자  농림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 이 뉴질랜드가 3.9%

인데 비해 한국은 7.1%로 높다.

  뉴질랜드의 2007년 농림업 수출액은 143억 달러로 국가 체 수출액의 

64.7%에 해당된다. 주요 수출품목은 양  양고기, 소고기, 치즈, 버터  크림, 

키 , 양모 등이 있다. 뉴질랜드의 농업 생산성은 1984년 농정개  이 만 해

도 감소하 으나 농정개  이후 1984∼2007년 간 농업의 생산성은 연평균 

3.3% 상승하여 산업 생산성 증가율 1.0%보다 3배 이상 높다.

2. 뉴질랜드 농정개 과 시사

  뉴질랜드의 경제개 과 농정개 은 례없던 외환 기, 재정 부실, 고인  

등 총체 인 경제 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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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에서 단행하 다. 1974~84년 사이에 민간과 공공 외채가 GDP의 11%에서 

95%로 증하고, 공공부문 순채무가 1974년 5%에서 1984년 32%로 증하

으며, 외채를 빌려 공공사업과 보조를 충당하고 뉴질랜드 달러를 과도하게 매

도하여 외환보유고가 고갈 험에 처해 모든 외환거래가 지연되고 외국의 채

권자들이 더 이상 신용을 하지 않는 등 기상황이었다. 두자리수 인 는 보

조를 받아도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으로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지 은  심의 서비스산업으로 경제의 심이 이동하 지만 뉴질랜드

는 당시만 해도 다른 OECD국가에서 볼 수 없는 농업 주의 선진국으로 농산

물을 수출해서 국가재정을 운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농업개 을 통

한 정부지출 축소와 수출경쟁력 회복이 시 한 과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을 반

하듯 뉴질랜드 농민연합에서는 1982년 정부에 인  원인은 재정 자에 있

고 재정 자는 보조  과다 지 으로 발생하 기 때문에 인  진정을 해 

보조  개 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결단은 앙  지방공무원의 수를 1/3로 이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아  고통을 감수하면서 과감한 개 으로 이어졌으며, 개 과정에서 농민의  

국회앞 시 도 있었고 개  단행 후 3년간 농가 수익성 하, 농지가격 락, 

부채 증, 농 지역경제 침체 등 고통스런 시기가 있었으나 일 된 정책개

을 유지하 다.  

  뉴질랜드 정부는 농정뿐 아니라 공공부문, 재정, 융, 무역, 산업 등 경제 

반에 걸친 동시  개 을 추진함으로써 개 을 통한 고통을 농민을 포함해 국

민 체가 분담하 다. 특히 개 에 따른 부작용을 상하고 이에 응한 로

그램들을 추진한 것은 정부의 치 한 비와 응 자세를 보여 다. 부채 재조

정을 통한 농가회생 로그램 실시, 탈농가를 한 새 집, 자동차, 가구 구입 지

원 로그램, 한계농가에 한 한시 인 특별 농 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농

지역경제가 피폐해지자 지역공동체 내에서 민간 차원의 활력 증진 노력에 

정부가 응하고 지원해 주는 모습도 그러하다.

  뉴질랜드는 우리와 많은 에서 다른 국가이고 농정개 의 원인과 시 , 

상되는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농정개 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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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뉴질랜드가 농정개 을 통해 세계 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구조로 탈바꿈한 은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실히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좋은 사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정개  과정에서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화와 타 , 부작용을 상하

고 추진한 여러 로그램들, 피폐해져 가는 농 지역의 활성화를 한 지역의 

자발 이고 자구 인 노력에 정부가 력한 , 개  수단들 사이의 보완 인 

추진으로 농가 부담을 완화한 , 단․ 기 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정책을 

일 되게 추진하여 농가가 미래 측을 통해 효과 으로 처하도록 유도한  

등은 배워야 할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3. 뉴질랜드의 농업 R&D  교육

  뉴질랜드는 농업개 의 일환으로 국가주도의 농업연구 조직을 개편하 다.  

연구는 각 부처 산하 연구소들을 구조조정하여 새로 설립한 국  연구기 과 

학, 민간부분이 경쟁 으로 수행하도록 하 다. 1992년 정부의 연구 방향 설

정 그리고 연구 자문, 연구 자  리, 연구 수행을 모두 담당하던 방 한 과

학·산업연구부(DSIR)와 산림연구원(FRI), 기상청 연구소, 농림부 산하 연구조

직을 해체하고 정책 자문, 기  리, 연구 수행을 서로 독립된 기 에서 수행

하도록 하 다. 연구과학기술부(MoRST)는 구체 인 연구사업에 여하지 않

고 각 부처의 자문을 받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연구기술개발사업을 감

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연구과학기술재단(FRST)은 연구 기 을 리하도록 

하 다. 연구는 각 부처 산하 연구소들을 구조조정하여 새로 설립한 국 연구

기 (CRIs: Crown Research Institutes)과 학, 민간부분이 경쟁 으로 수행하

도록 하 다. 

  뉴질랜드의 농업기술보 은 1986년 이 에 농림부의 농업기술보 서비스국

(Farm Advisory Service Division)을 통해 무료로 농업인에게 제공되었으나, 

1987년부터 단계 으로 사용자지불서비스로 환되었으며 1992년에는 완 히 

유료화되었다. 1994년 농림부 농업기술보  서비스에 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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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었고 지도요원들은 뉴질랜드의 최  농업회사 Wrightson Ltd이 설립한 

민간컨설 회사 Agriculture New Zealand 직원이 될 것을 종용받았으며 1995

년에 이 회사가 농업기술보  서비스를 완 히 인수하 다. 이 회사는 Pyne 

Gould Guinness Limited라는 회사와 합병하여 재 PGG Wrightson라는 회사

명으로 농업컨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 뉴질랜드에는 국가 재정이 

지원되는 농업기술보 서비스는 없고 유료화된 컨설  서비스만 존재한다.  

  뉴질랜드의 농업교육 방향은 농산업 단체, 정부, 농업인, 교육훈련자들이 농

업 인력육성 문제를 공동으로 처하기 해 만든 HC in AgHort라는 연합기구

의 략목 에 잘 나타나 있다. HC in AgHort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인력 

정책의 략  목 은 “모든 농업․원 업이 성공에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근할 수 있도록 한다”에 두고, 이를 해 농업․원 업에 종사할 충분한 수의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들이 변화를 기반으로 산업 ․개인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며, 인 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  활력, 사회  이익, 그

리고 환경  지속가능성을 성취 등을 성과 기 으로 설정하고 있다.

  HC in AgHort는 2002년 농업․원  분야가 직면한 인 자원의 문제(공 , 

개발, 유지)의 심각성을 공감한 산업계, 농업인, 교육․연구자들이 연합하여 만

든 농업 인력 육성 련 연합기구로 농업부 외에도 노동부, 사회 개발부, 육류 

 양모, 과일, 사슴 등 농민단체, 농업 련 산업체와 교육․훈련 련 기구, 

학(Lincoln University, Massey University), 국 연구소 AgResearch 등이 참여

하고 있다. 

  뉴질랜드 농업교육은 의무교육 이후 11학년부터 시작된다. 직업교육으로의 

농업교육은 농업고등학교를 통해 국가농업인증자격을 취득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과학과목의 일환으로 농학, 

원 학 등의 농업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데 이는 학입학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 에 포함된다. 등 이후 성인들에 한 농업교육은 농업 문학교, 폴리텍, 

농업계 종합 학, 민간컨설 회사 등을 통해 일반자격 는 문 학 수 의 

농업교육을 제공한다.

  링컨 , 메시 와 같은 농업계 종합 학은 연구  산업 인력 양성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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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사 학  코스 외에도 농업인들을 한 문학사학  과정을 운 하고 있

다. 문학사과정은 학부 3~4학년 과정을 핵심 으로 1년 동안 이수하도록 한 

것으로 2년 정도의 통신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다. 

4. 농민주주회사 제스 리(ZESPRI)의 성공요인과 시사  

  1904년 국을 방문했던 선교사에 의해 뉴질랜드에 처음 도입된 키  종자

는 1930년에 과일 크기가 크고, 장성이 강한 Hayward라는 품종으로 개발되

어 상업 으로 재배되기 시작하 다. 1952년 국에 처음으로 수출된 뉴질랜

드 키 는 1980년  후반까지 수출이 크게 증가하 다. 그러나 1980년  후반

부터 공 량 증가로 수출가격이 매우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많은 농가가 산

하여 키 산업은 어려움에 직면하 다. 키 산업 재건을 해 1994년부터 시

작된 마 과 수출 략에 한  연구 결과로 ZESPRITM 로그램이 도입되었

다. 한 1997년 뉴질랜드 키 후르츠 마 보드(New Zealand Kiwifruit 

Marketing Board)를 키 후르츠 뉴질랜드(Kiwifruit New Zealand)로 환하고 

마  자회사인 제스 리 인터내셔 (ZESPRI International Ltd, 이하 제스

리)을 설립하 다.1 키 후르츠 뉴질랜드는 리 역할을,  제스 리는 마 과 

연구개발을 주목 으로 하고 단일 수출창구 역할을 수행하 다. 키 가 뉴질랜

드에 도입된 지 100주년이던 2004년에는 10억 NZ달러의 매액을 기록하는 

등 지속 인 성장을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공을 가능  한 요인으로 다음

의 10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사람, 조직, 시스템의 효과  구축과 운 이다. 제스 리는 문경 인

에 의한 사업운 을 하고 있으며, 키  산업의 주체인 생산자와 유통  수출

업체인 제스 리가 유기 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 민주  의사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제스 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엄격한 품질 리이다. 를 들어 생산시

1 www.zesp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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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수확기에도 농약 잔류 테스트를 통과한 과일

만 수확하는 등 안 성 확보를 한 시스템을 구축하 다. 한 품질 상호비교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우수한 품질의 키 를 공 하는 생산자에게 보상을 

하고 있다.  

  셋째, 미래 지향  마  계획 수립이다. 2007년 제스 리는 종합진단 연구

(health research)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매 계획을 수립하고 마  

로그램을 정비함과 동시에 향후 10년간의 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 다.

  넷째, 랜드 략 수립이다. 랜드 략의 주요 목표는 뉴질랜드 키 를 

‘신선 농산물’ 범주에서 탈피하여 ‘고품격 가격 소비재’로 인지시키는 것이었

다. 한 랜드 련 과제로 1) 제스 리 키 와 다른 키 의 차별성 제시, 2) 

제스 리 랜드 가치의 세계  확산, 3) 제스 리 랜드 가치를 함축할 수 

있는 포지셔닝 략, 4) 기존의 랜드 개념을 뛰어넘는 신  랜드 개념 

개발, 5) 새로운 품종 개발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연  공 체계 강화이다. 해외시장의 변화에 따른 공  부족  과 

문제를 해외 재배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결하 다. 한 키 의 계 성을 해결

하기 해서 수입국에서 키 가 생산되지 않는 기간에만 수출을 하는 등 ‘ 력

’ 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시켰다. 

  여섯째, 가치 창출  비용 감 노력이다.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각 단계

를 표하는 트 (마 , 공 사슬, 수확 후 리, 농가 등)들과 함께 키  

산업 반에 걸친 검을 통해 가치 창출 증진과 비용 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를 들어 선착장 검사 방식을 개선해서 불필요한 재포장을 하지 않고도 

품질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한 기존의 단층 트 이(single layer 

tray)를 국제 규격 트 이로 체하여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 다.

  일곱째, 지속가능성과 신을 한 연구개발 강화이다. 제스 리 마  비

용의 20%(약 50억원)를 민간연구소인 호트 연구소(Hort Institute)에 지원하여 

키  산업 련 연구개발  품종개량( : ‘Gold' 키 )을 강화하 다. 한 제

스 리는 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한 연구개발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뉴

질랜드 정부도 기  조성을 통해 연구개발을 돕고 있다. 



ix

  여덟째, 지속 인 품종 개발이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 의 키  육묘 로그

램을 운 하고 있으며, 호트연구소와 연계하여 5만여 종의 묘목을 시험포에서 

재배․평가하고 있다. 재 20종류의 종자의 상업성 등을 분석하고 있고, 6종

류의 품종이 상품으로 유망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홉째,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 품질, 맛을 갖춘 

키 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 좋은 계

를 유지하고 있다. 그 로 2007년 종합평가를 통해 소비자의 성향을 이해하

고, 맞춤형 매장 내 이나 소비자 인센티  로그램 등 최 의 공   홍

보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율 변화에 한 응인데, 제스 리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

크를 리하기 해 정해진 기간 동안 유효한 헤징(hedging)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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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뉴질랜드 농업 개황 

1. 국토  경지

  뉴질랜드의 국토 면 은 2,677만ha로 우리나라의 2.7배에 이른다. 남섬과 북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북섬이 농업지역이다. 최근에는 남섬으로 목 지 

등이 확 되고 있다. 뉴질랜드 국토는 임지(林地: 천연림, 인공림), 무임목지(無

林木地), 지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의 약 30%를 차지하는 임지는 

주로 보  목 의 천연림 6,200천ha와 Radiata 소나무 등 소나무로 조림한 인

그림 1-1.  한국과 뉴질랜드 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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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림(Plantation of exotic trees intended for harvest) 1,708천ha로 구성되며, 국

토의 26%를 차지하는 무임목지는 7,100천ha로 황무지 등이다. 농경지 면 은 

목 지를 포함해 1,092만ha로 우리나라의 6.1배 수 이고, 체 국토 면 에서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  역시 뉴질랜드는 44.5%로 한국의 17.9%보다 훨씬 높

다. 농경지 면 의 부분을 곡물 등 경종작물 재배에 활용하는 우리나라와 달

리 뉴질랜드 농경지 에서 목 지 면 이 약 1,100만ha로 체 경지면 의 

92.2%이다. 목 지를 제외한 순수 농경지는 50만ha로 우리나라 농경지면 보

다 훨씬 다.

표 1-1. 뉴질랜드와 한국의 국토  농경지 비교, 2007년

단 : 천ha, ha/호

구   분 뉴질랜드 한국

체 국토 면 　 26,771 9,972 

농경지 면

합계 11,918 1,7821)

목 지 10,987 41
2)

곡물·사료작물 367 1,161 

원 작물 133 4503)

기타 431 244 

주: 1) 한국 농경지 면 은 경지이용률이 반 되어 작물별 경지이용 면  합계가 체 

농경지 면 보다 크게 산출됨.

    2) 한국 지면 은 농식품부 지 리면  기 이며, 뉴질랜드 지면 은 목 지

(grassland) 8,086천ha와 풀숲(tussock and danthonia) 2,900천ha 포함.

    3) 한국의 원 작물 재배면 은 특용  약용작물 면  포함.

    4) 뉴질랜드 국토는 임지(천연림, 인공림), 무임목지, 지  농경지로 구성됨. 임지는 

천연림 6,200천ha와 인공림(Radiata 소나무 등 소나무로 Plantation of exotic trees intended 

for harvest) 1,708천ha로 구성되며, 그 외에 황무지 등 무임목지 7,100천ha가 있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뉴질랜드 농림부, SITUATION AND OUTLOOK 

FOR NZ AGRICULTURE AND FORESTRY 2008-2012, 2008; 뉴질랜드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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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구조

  뉴질랜드의 인구는 약 4,039천명(2004년)으로 한국의 1/10도 안되는 은 규

모이며, 그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체 취업자 수 2,126천명의 3.9%

인 83천명으로 역시 우리나라 농업인구 1,670명에 비하면 5.0%밖에 안된다. 인

구가 다보니 농업종사인구도 다.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경지면 이 큰 반면 농업경 체 수는 매우 다. 2007

년 재 뉴질랜드의 농업경 체 수는 63천호로 한국 농가의 5.1%에 불과하다. 

한 은 수의 농가가 넓은 경지를 리하기 때문에 한국과 농가 호당 경지면

 차이가 매우 크다. 2007년 뉴질랜드의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 은 189ha로 

한국(1.5ha)의 126배에 이른다. 물론 지를 제외한 호당 경지면 은 7.9ha로 

한국의 5.3배 정도이다.

  뉴질랜드의 농림업 부문 취업자 수는 83천명으로 한국의 1,670천명에 비해 

5%밖에 안되는 소수이다. 체 인구  취업자 수를 고려한 경우에도 체 취

업자  농림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 이 뉴질랜드가 3.9%인데 비해 한국은 

7.1%로 높다.

표 1-2. 뉴질랜드와 한국의 농업경 체와 취업자 비교, 2007년

단 : 천호, 천명, %

구분 뉴질랜드 한국

농업경 체 수 63 1,231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 189 1.5

농림업 취업자 수 83 1,670

체 취업자 수 2,126 23,433

체 취업자  농림업 취업자 비 3.9 7.1 

  주: 뉴질랜드 임업 취업자 수는 ‘한국산업표 분류’에 맞추어 림업과 벌목업만 포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뉴질랜드 농림부, SITUATION AND OUTLOOK 

FOR NZ AGRICULTURE AND FORESTRY 2008-2012, 2008; 뉴질랜드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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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식품 부가가치  농가 경제 

  뉴질랜드는 체 경제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 이 한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뉴질랜드의 2005년 농업 부가가치는 5,359백만 달러로 체 GDP

에서 5.1%를 차지하여 2007년 한국의 농업 부가가치 비 보다 2배 이상 높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농가 호당 평균 부가가치는 한국보다 4배 이상 높다.

표 1-3. 뉴질랜드와 한국의 농림식품 부가가치 비교

단 : 백만 달러, (%), 천 달러

구 분 뉴질랜드 한국

체 GDP 104,955 953,175

농업 부가가치( 체 GDP 비 부가가치 비 ) 5,359(5.1) 22,584(2.4)

임업 부가가치( 체 GDP 비 부가가치 비 ) 711(0.7) 1,213(0.1)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체 GDP 비 부가가치 비 ) 5,135(4.9) 8,746(0.9)

농가호당 평균 농업 부가가치 82 18

  주: 한국은 2007년, 뉴질랜드는 2005년 기 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뉴질랜드 농림부, SITUATION AND OUTLOOK 

FOR NZ AGRICULTURE AND FORESTRY 2008-2012, 2008;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의 농업 서비스  1차 가공산업 부문이 창출하는 고용효과는 농림

업 부문보다 크다. 즉, 우리나라는 음‧식료품 제조업 종사자 수가 농림업 취업

자 수에 크게 못 미치나, 뉴질랜드의 경우 농림업 취업자 수와 농업 서비스  

1차 가공산업 종사자 수가 비슷하다. 양국 간 비교가 가능한 업종에 국한할 경

우, 한국과 뉴질랜드 모두 육류 가공 부문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고 낙농품과 

과일·채소 가공의 고용 비  역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세 업종의 고용 인원이 

음․식료품 제조업 체에서 차지하는 비 은 뉴질랜드(46.6%)가 한국(27.9%)

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유형별 경지 비 에서도 볼 수 있듯이 뉴질랜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상이 높은 과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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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뉴질랜드와 한국의 농업 련산업 고용규모 비교, 2006년

단 : 명

한국 종사자 수 뉴질랜드 종사자 수

도축, 고기 가공 

장처리업
26,296 

육류 가공 25,380 

가 육 가공 2,770 

베이컨, 햄 등 제조 1,760 

낙농제품   아이스크림

제조업
10,568 

우유  크림 가공 1,450 

아이스크림 제조 590 

낙농품 제조 8,060 

과실, 채소가공  

장처리업
14,904 과일, 채소 가공 5,380 

동,식물성 유지 제조업 2,692 유지, 지방 제조 290 

곡물 가공품 제조업 8,306 제분제품 제조 200 

제과용 혼합분말  반죽 제조업 686 곡물, 제빵류 제조 620 

사료 제조업 7,807 사료 제조 1,070 

기타 -　 기타
1)

7,790

소계 71,259 소계 55,360 

음·식료품 제조업 체 185,419 농업서비스  1차 가공산업 체 83,250 

  주: 1) 와인 제조(Wine manufacturing), 양모 세척(Wool scouring), 모직물 제도(Wool textile 

manufacturing), 제 (Leather tanning and fur dressing), 가죽 폐기물(Fellmongery) 등 포함.

      2) 양국의 표 산업분류코드가 달라 비교가 가능한 산업분류만을 제시하 음.

자료: 통계청, 업·제조업 통계조사; 뉴질랜드 통계청.

그림 1-2.  뉴질랜드 농업, 식품제조업, 체 산업 생산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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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식품제조업 전체경제농업 식품 제조업 전체 경제

  주: 생산성 지수는 Chained Tornqvist Method를 통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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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농업 생산성은 1984년 농정개  후 체 경제  식품제조업에 비

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984년 농정개  이 과 1978∼1984년 기간 동안 

농업의 생산성은 감소하 으나, 농정개  후 1984∼2007년 간 농업의 생산성

은 연평균 3.3% 상승하 다. 이는 1984∼2007년 체 산업 연평균 생산성 증

가율 1.0%보다 3배 이상 높다.

표 1-5.  뉴질랜드의 산업별 기간별 연평균 생산성 증감률

단 : %

구분 농업 식품제조업 임업 체 산업

1978∼2007 2.5 0.9 1.5 0.9

1978∼1984 -0.5 0.6 1.5 0.5

1984∼2007 3.3 0.9 1.6 1.0

  한국의 경우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이 연도별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정체 

상태이며 자본생산성은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다.2

표 1-6.  한국 농업부문 요소별 생산성 추이 

연도 노동생산성(원/시간) 토지생산성(원/10a) 자본생산성

1995 9,387  954,171 0.61

2000 11,778 1,050,677 0.47

2005 12,297 1,140,668 0.36

2006 13,384 1,160,585 0.36

2007 12,839 1,077,383 0.34

주: 1) 노동생산성=농업부가가치/ 농시간, 토지생산성=농업부가가치/경지면 , 자본생산

성=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

    2) 우리나라는 Chained Tornqvist Method를 이용한 생산성 지수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 

않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 통계.

2 양국의 생산성 지표는 산출 방식이나 정의가 달라 직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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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와 한국의 도농소득  소득격차를 비교하기 해서는 몇 가지 가

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뉴질랜드 가구소득 분류 기   ‘주요 도

시지역’ 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으로, ‘도시와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농

지역’을 농가소득으로 가정하 다.3 한 양국간 소득 비교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2007년 뉴질랜드 달러의 평균 환율인 688.42원을 용하 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2007년 뉴질랜드 농가의 1인당 소득은 약 23,912천원으

로 우리나라 농가 1인당 소득 12,017천원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았다.4 한편 농

지역에서는 ‘도시의 향을 크게 받는 농 지역'의 1인당 연간소득이 

37,128NZ달러(25,560천원)로 가장 높았고, ‘도시의 향을 받지 않는 농 지

역’은 31,408NZ달러(20,994천원)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뉴질랜드의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비 농가소득 비율은 97.7로 한국에 비해 도농소득격차가 다

소 낮은 편이다.

표 1-7. 뉴질랜드와 한국의 농가소득  도농소득 격차 비교(1인 기 ), 2007년

단 : 천원, %

구분 뉴질랜드 한국

농가(A)  23,912 (34,736) 12,017

도시근로자 가구(B)  24,486 (35,568) 13,087

(A)/(B) 97.7 91.8

  주: 1) 뉴질랜드 농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  )는 뉴질랜드 달러 환산 액임.

     2) 뉴질랜드 가구 소득은 주간 평균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 통계; 뉴질랜드 통계청.

3 뉴질랜드 통계청에서는 ‘주요 도시지역’(main urban area), ‘원격 도시지역’(satellite ur-

ban area), '독립 도시지역'(independent urban area), '도시의 향을 크게 받는 농 지

역'(rural area with high urban influence), ‘도시와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농 지

역’(rural area with moderate urban influence), ‘도시의 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농

지역’(rural area with low urban influence), ‘도시의 향을 받지 않는 농 지역’(highly 

rural/remote area)으로 나 어 소득을 산출한다. 
4 엄격하게 말하면 뉴질랜드의 농가 소득은 농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농가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료 부족으로 해당자료를 사용하 고, 이에 따른 오차를 감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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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의 2007년 농림업 수출액은 143억 달러이며, 이는 국가 체 수출

액의 64.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양  양고기(11.6%), 

유분(10.6%), 소고기(8.4%), 치즈(5.7%), 버터  크림(5.2%), 키 (3.5%), 양

모(3.2%) 등이 있다. 같은 해 한국의 농림업수출액은 25.3억 달러(수산물 제외)

로 체 수출액의 0.7%에 불과하다. 주요 수출품목은 연 류(16.3%), 과자류

(8.9%), 주류(7.6%), 면류(7.1%), 과실(5.7%) 등으로 신선농산물보다 가공농식

품의 비 이 높다는 이 특징이다.

표 1-8. 뉴질랜드와 한국의 농식품 수출 비교, 2007년

     단 : 백만 달러, %

구분 뉴질랜드 한국

농림식품 수출액 14,304 2,532

체 수출액 비

농림식품 비
64.7 0.7

주요 수출품

양고기, 유분, 소고기, 치즈, 

버터, 낙농제품, 목재류, 키 , 

양모, 와인 등

담배, 과자류, 주류, 면류, 과

실, 채소, 소스류, 인삼, 김

치, 산림부산물, 화훼 등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뉴질랜드 통계청.

4. 주요 품목 황

4.1. 축산업·낙농업

  축산업은 뉴질랜드 농업 부가가치의 68.5%(2007년)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

다. 주요 품목은 양, 젖소, 육우이며 넓은 지를 이용한 축산업이 발달해 있다. 

한국의 축산업은 농업 부가가치  13.1%(2007년)를 차지하 다. 주요 품목은 

한우, 돼지, 닭 등이며 주로 배합사료를 이용해 축사 내 집 사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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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뉴질랜드와 한국의 축종별 사육규모 비교, 2007년

단 : 천두

구분 뉴질랜드 한국

양 38,460 -

젖소 5,261 453 

육우 4,394 2,201 

사슴 1,396 98

돼지 367 9,606 

닭 17,760 119,36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 통계; 뉴질랜드 농림부.

  뉴질랜드 젖소 사육은 재 사육규모가 크고 확 되고 있다. 2007/08년에 가

뭄 등으로 생산량이 일시 으로 감소하 으나, 2012년까지 사육규모와 두당 

착유량이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뉴질랜드의 양 사육은 규모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뭄과 양고기·양모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양 신 낙농업으로 환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양고기 생산 감소로 가공시설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육우 역시 낙농 부문으로

의 업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 뉴질랜드 젖소 사육두수

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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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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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2,000

3,000

4,000

5,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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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두)

  주: 일부 연도는 자료가 없음.

자료: 뉴질랜드 농림부, Pastoral Monitoring Repor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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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뉴질랜드 양  육우 사육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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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일부 연도는 자료가 없음.

자료: 뉴질랜드 농림부, Pastoral Monitoring Report 2008.

4.2. 과일류

  뉴질랜드의 주요 과일 생산면 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포도와 키  재배 

면 은 크게 앞서는 반면, 사과는 우리나라 규모의 약 1/3 수 임을 알 수 있다.

표 1-10. 뉴질랜드와 한국의 주요과일 생산면  비교, 2007년
단 : 천ha

구분 뉴질랜드 한국

포도 29.6 19

사과 9.2 29

키 13.3 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 통계; 뉴질랜드 농림부.

  뉴질랜드의 표 인 과일인 키 는 1980년  말 이후 생산면 이 감소하고 

있다(1988년 18.9천ha ⇒ 2007년 14.2천ha). 반면 리기술의 향상과 양호한 기

후조건에 힘입어 2004년부터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EU, 한

국, 일본 등이며 최근 뉴질랜드 달러의 고평가로 수출에 지장을 받고 있다. 그

린키 는 생산량  소과 증가로 가격이 하락했으며, 골드키 는 2007/08년 가

격이 상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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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뉴질랜드 키  재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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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뉴질랜드 농림부, Horticulture and Arable Monitoring Report 2008.

  사과는 2002년 이후 식재면 이 감소하고 있고, 2007년 면 은 2002년 비 

79% 수 이다. Braeburn, Royal Gala 품종이 주로 감소하고 있다. 뉴질랜드 사

과의 주요 수출국은 남미, 남아 리카 지역으로 지난 10년간 수출이 지속 으

로 감소하 다. 최근 수출량은 14~17백만 상자 수 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

으로 수출량이 하향 안정화될 망이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 ‘Apple Futures Project’를 실시하여 잔류농약 극소화를 통한 차별화 략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1-6. 뉴질랜드 사과 재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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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뉴질랜드 농림부, Horticulture and Arable Monitoring Repor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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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뉴질랜드 농정개 과 시사

1. 경제개 과 농정개 의 배경

  뉴질랜드 경제에서 농업은 가장 요한 산업이다. 이는 1960년  체 수출

액의 90%가 농산물 수출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농업에서도 가축 

사육이 심이다. 1983년 양 사육두수가 7천만 두로 국민 1인당 23두나 된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 경제정책에서 농업정책은 농업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민경제 체에 향을 주고 있다. 그러기에 1984년 농정개 은 뉴질랜드의 

외환 기, 헌정 기 상황에서 단행한 경제개 의 심에 있다. 그리고 농정개

은 개  과정의 고통도 있었지만 성공 이었다. 오늘날 뉴질랜드 농업은 농

정개 의 성공에 힘입어 여 히 국제경쟁력을 갖춘 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이에 뉴질랜드의 농정개  배경과 개 과정, 개 에 따른 결과, 

개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1950년 까지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1인당 GDP가 미국의 88% 수 으로 스

스와 같이 세계 3 로 부유한 나라 다. 1950년 는 뉴질랜드 경제의 황 기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과의 역사 인 계가 있다. 국의 식민

시 에 뉴질랜드로 건 온 국의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여 경제와 농

축산업을 주도하고 육가공산업 등 농식품산업에 한 투자를 확 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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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육류, 낙농제품을 비롯하여 생산된 농축산물을 국이라는 안정  수출

시장으로 수출하 다. 국은 양모와 육가공제품 등 뉴질랜드에서 수출하는 모

든 농축산물을 무조건 높은 가격에 매입하 다. 한 국은 뉴질랜드 가공산

업 부문, 특히 육가공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 다. 뉴질랜드는 농축산물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제조업제품, 화석연료, 지역산업에 필요한 재료들을 수입하

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기 해 유통

과 가공, 수출에 독과 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 보드 련 제도를 정비하

는 등 련 법률을 제정하 다. 이를 통해 주요 품목의 마 보드를 설립하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육류 마 보드는 1922년, 낙농은 1938년에 일

감치 만들어졌으며 은 1965년, 시유는 1967년, 돼지는 1974년, 닭은 1980년

에 만들어졌다. 한편 키 는 농정개  와 에 1988년에 기존의 마 청을 마

보드로 환하여 생산, 유통, 수출에 인 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마 보드의 권한은 생산자로부터 부과  각출, 생산량의 의무구매, 수출독

권, 수입쿼터 권한 등으로 독 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호 아래 뉴

질랜드 농업은 번성하 으며, 국제시장 가격이나 경쟁에 직  맞닥뜨릴 필요도 

없이 높은 생활수 을 향유하게 되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인구증가에 응해 농업부문 이외의 국민들의 고용을 

증진하여 완 고용을 실 하려는 목 으로 소규모 제조업을 육성 보호하는 정

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정부 정책은 자국의 제조업 제품 시장이 좁기 때문

에 제조업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이들 소규모 제조업은 국제경쟁에서 보

호해야만 발 할 수 있다는 유치산업 보호 논리에 기반하 다.

  뉴질랜드 정부는 농자재를 비롯해 국내의 소규모 제조업을 육성 보호하기 

해 비료, 농약 등 수입 농자재에 해 수입쿼터를 설정하여 수입을 직  통

제하고 높은 세를 부과하 다. 결국 뉴질랜드 제조업은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유인이 거의 없는 비효율 인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가는 농자

재 등 보호받는 산업에서 농자재를 높은 가격을 주고 농업생산 투입재로 구입

하게 됨으로써 농업생산부문의 고비용 구조를 유발하 다. 다른 한편 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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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재 제조공장은 생산비 감 노력을 등한시 하게 되고, 가의 비료를 수입

할 유인도 없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도로, 주택, 학교, 병원, 발 소, 텔 콤 등 사회간 자

본(SOC)를 확충하고 산림을 조성하는 데 많은 재정을 투입하 다. 한 각종 

통제와 국고사업들을 추진하기 해 정부조직이 비 해지고 앙  지방 공

무원 수도 크게 늘어났다. 국민들의 높은 생활수 과 완 고용을 유지하기 

해 높은 수 의 농산물 수출 수입 을 이용하여  고비용 구조의 사회복지시스

템을 구축하 다. 

  1973년 국의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은 뉴질랜드에 치명 인 양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뉴질랜드 농산물의 주수출국이던 국이 EEC에 가입함으

로써 EEC에 가입한 유럽국가들 간 역내교역이 증가하는 반면 뉴질랜드로부터 

수입이 격히 감소하 다. 심지어 주 수출품이던 양모가격이 40%나 락하는 

등 심각한 수출애로가 발생하여 경제불황의 조를 보이기 시작하 다.

  뉴질랜드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국제경쟁시장에 노출되기 시작하 고, 국 

이외의 다른 수출시장을 탐색하 으나 경쟁이 치열하여 수출 수익성이 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다 해진 정부는 수출가격 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에 응해 

농산물을 증산하여 수출량을 늘리려는 정책으로 응하 으며, 농산물 증산을 

해 비료를 비롯한 농업 투입재, 융, 운송 부문의 보조를 늘리고 1978년부터 

직  농산물 가격지지제도인 추가최 가격보 정책(SMP; Supplementary 

Minimum Price Scheme)을 실시하기 시작하 다. SMP는 생산자보드에 가격지

지를 한 비용기 을 정부에서 지원해 보드에서 생산자의 수출차액이나 국

내 가격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 당시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이러한 투입재 보조와 가격지지제도가 농산물 

생산 증 를 해 필요한 확실한 인센티 로 믿게 되었으며, 한 국내 제조업 

보호 등 국내 경제의 보호로 농가들의 농산물 생산비용이 증가하 다고 믿었

기 때문에 의당 농가들에게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민의 높은 생활수 과 사회복지제도 실시, 그리고 과다한 

행정 리비용의 조달을 해 결국 해외로부터 외채 차입을 늘리고, 고정환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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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실시함으로써 과도한 뉴질랜드 달러 가치를 유지하게 되었다. 고정환율제

도의 실시는 농가들에게 국제가격에 한 무 심을 불러일으켜 생산의사결정

을 왜곡시키게 되었다. 심지어 정부는 외채 차입 으로 수익성이 낮은 규모 

에 지, 철강 로젝트에 과다 투자하는 무모한 정책을 선택하여 실패를 래

하게 되었다.

  경제  어려움에 응해 정부에서 추진한 가격보조, 자재보조, 이자보조, 조

세감면 등 농정은 오히려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 부진과 과잉생산, 가격

하락, 소득 하를 래하 으며, 국가경제운용에 치명 인 인  등과 정부

재정 부담의 가 을 래하 다. 결국 뉴질랜드는 두자리수의 높은 인 율을 

래하 으며, 교역조건 악화로 국제경쟁력이 락하고, 외채 차입 증가로 뉴

질랜드에 외채를 빌려  국제 채권자들이 신용 공여를 단하는 등 융 기, 

경제 기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뉴질랜드가 1980년  들어 융 기, 경제 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에서 

언 하 듯이 실패한 정책 믹스(policy mix)의 선택 때문으로 요약된다. 정부에

서는 국민들의 완 고용을 강조하 으며, 농산물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해 수

출량을 늘리기 한 1차상품, 즉 원료농산물 생산 증가에 정책의 을 맞추

었다. 농산물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는 자국민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상품의 수입을 해 쓰여진 반면, 소규모 제조업은 수입쿼터 제한과 고 세를 

통한 가격통제 하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특정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장기․거시  경제 측면에서의 궁극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임시방편 인 방식을 사

용함으로써 산업은  더 비효율 이 되고, 정부통제는 경제 반을 왜곡시

키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뉴질랜드 사회는 정부의존  심리가 만연하고 정부

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민간의 기업가정신과 신의식이 고갈되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지나친 정부의 시장개입과 참여로 민간부문의 이니셔티 가 

구축(crowding out)되는 결과를 래하게 되었다. 한 사회 반에 복지의존

인 사고방식(welfare mentality)이 만연하 다.

  결국 농업부문은 농자재 등 보호받는 많은 산업과 서비스의 산출물이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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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입재로 이용됨으로써 농업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이에 한 정책 

응은 내수 증가의 재원을 충당하기 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해진 농산물의 양

인 수출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을 맞추게 된 것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보조정책이 생산 증  유인을 제공하고 국내시장 보호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상

쇄하는 방안이라고 단하 다.

  그러나 수출을 늘리기 해 농산물 생산을 확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취약

해진 국제시장에 수출량과 수출액을 늘린다는 것은 본말이 도된 것이다. 즉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함에도 경쟁력이 취약해져 

수출수입액이 어든 상황을 극복하기 해 증산을 통해 수출량과 수출수입액

을 늘리려는 의도는 정책 단의 착오일 수밖에 없다.  

  1970년  반부터 1980년  반까지 나타난 경제지표들은 뉴질랜드가 얼

마나 심각한 경제불황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뉴질랜드 국민의 1인

당 GNP가 1938년만 해도 미국의 92% 수 이었는데 1950년에 70%로, 1980년

 50%로 반 수 으로 추락하 다.5 실업률은 1974년에 0.2%로 거의 완 고

용 수 이었으나 1980년에 2.2%, 1984년 4.9%가 되었다. 1976~84년간 실질소

득 증가율은 연평균 1.1%에 불과하 다. 1935년부터 추진해 온 ‘요람에서 무덤

까지’의 복지국가정책과 농업보조의 지속으로 국민당 정부의 재정 자가 확

되어 1984년 재정결손(경상계정 결손)이 GDP의 9%가 되었으며, 공공부채의 

이자부담이 공공지출액의 15%가 되었다. 환율이 과  평가되었으며 통화정책

이 이완되어 과도한 통화를 발행하게 되었다. 1973~83년 인 이션율이 두자

리수가 되었는데 1970년 에 20% 이상이 되었고, 1979~86년간 13.4%를 나타

내었다. 1974~84년 사이에 민간과 공공 외채가 GDP의 11%에서 95%로 증

하 으며, 공공부문의 순채무가 1974년 5%에서 1984년 32%로 증하 다. 뉴

질랜드 달러(NZ)의 과도한 매도로 외환보유고가 고갈 험에 처하게 되어 모

든 외환거래가 지연되는 등 기상황이 임박하게 되었다.

5 Lewis Evans, Arthur Grimes, Bryce Wilkinson and David Teece(1996.12), p.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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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뉴질랜드의 주요 농업지표, 1980～90년

구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농업총생산액(10억$) 4.4 4.5 5.0 5.0 5.9 7.6 6.9 6.9 7.6 8.3 9.9

GDP비  (%) 10.1 8.8 7.7 6.7 7.0 9.2 7.0 5.9 6.0 5.9 6.9

총보조액(백만$) 393 345 750 1,179 1,092 1,060 874 525 558 287 209

보조/생산액 (%) 15 13 24 33 30 23 23 13 12 5 3

CPI ('82=100) 74.6 86.1 100 107.4 113.9 131.6 149.0 172.3 183.4 192.4 203.9

실질순

농가소득

- 양 , 육 우 
(‘76=100)

106.6 80.7 68.6 66.3 50.3 83.2 32.9 47.5 45.9 44.6 50.6

- 낙농 83.9 79.9 90.5 83.7 83.8 96.9 72.3 59.2 61.0 99.7 130.8

실질농지가격('82=100) 81.2 91.4 100 90.8 81.8 70.2 55.6 46.2 42.4 44.5

농가부채(10억$) 3.5 4.2 5.2 5.8 6.8 7.4 8.0 8.0 8.0 7.8

실업률(%) 2.2 3.6 3.5 5.6 5.7 4.1 4.0 4.1 5.6 7.2

자료: Ron Sandrey and Russell Reynolds edt, Farming Without Subsidies, New Zealand's Recent 

Experience, New Zealand MAF, 1990.

  1984년까지 뉴질랜드의 제조업은 높은 수 의 보호를 받았고 농산물을 심

으로 한 수출에 한 지원도 계속 이루어졌다. 일부 품목은 생산·가공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수출되기도 하 다. 를 들어 당시 양고기 생산비용은 

국제가격보다 65% 이상 높았는데 양 사육농가의 약 40%는 수출 과정에서 발

생하는 손실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높은 수 의 인 이션과 교역조건 악

화 한 뉴질랜드의 국제 경쟁력을 감퇴시키는 요인이었는데 반 인 상황이 

악화되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 가 형성되었다.

  즉, 뉴질랜드 경제의 개  요구는 사회 반에 걸쳐 일어났다. 거시부분에서 

재정 자와 외채 증으로 국민들의 생활수 이 1950년  정 에서 꺾여 지속

으로 하락하 으며, 국가경제의 성과가 악화되어 사회 반에서 개 요구가 

비등하 다.

  농민들은 1982년에 최 농민단체인 ‘뉴질랜드 농민연합’을 통해 각종 보조

의 축소를 제안하기에 이르러 보조  논쟁을 발하 다. 농민단체는 “인

이션에 응한 농가보상보다 인  자체를 잡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그리

고 “농업보조로 인한 재정 자가 인 의 주된 원인이며 보조 증 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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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악화시킬 뿐이다”라고 하여 보조  축소를 제안하게 되었다.

  뉴질랜드는 기야 1984년 6월에 총리의 총선 요구로 국회의원 긴 총선

(snap election)이 실시되어 국민당정부(National Party)의 의석수가 크게 어들

고, 노동당(Labor Party)의 의석수가 증하여 정권교체가 단행되었다.

2. 1984년 이 의 농업지원

  뉴질랜드는 1930년  불황에 응하기 해 국내 제조업 등을 보호하는 

범한 수입장벽을 쌓기 시작하 다. 이 때 수입면허(import licence) 형태의 수입

쿼터제도를 도입하여 세를 통한 보호보다 물량 자체를 제한하 다. 이러한 

수입장벽은 1950년  한국 쟁 특수 기간 에도 계속되었으며 1980년까지 지

속되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내 제조업 보호를 해 수입장벽 이외에도 고정

환율제를 도입하여 자국통화에 한 평가 상을 유지하 다.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국내 산업의 보호가 농업에 피해를 다고 암묵 으로 

인식함으로써 여러 형태의 공공재 성격의 농가 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즉, 보조는 국내 제조업 보호에 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연

구, 지도, 시장개발, 마 보드, 농업활동에 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농가 보상조치들은 1960년 까지만 해도 농가수 에서 그리 단한 보조가 아

니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1984년까지 농지개발에 한 세제상 인센티 , 가

축사육 지원, 비료 등 투입재 보조, 리융자, 농산물 가격지지와 안정화 등 생

산 련 보조가 진 으로 확 되었다. 

  좀 더 구체 인 정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농업부문에 한 신용 

보조(subsidised credit)를 일 이 1930년에 도입하 다. 지개발  가축사육 

육성을 한 보조(grants)가 1970년  반에 도입되었다. 축산에서는 1976년 

가축인센티 제도(Livestock Incentive Scheme)를 실시하여 양모와 양육을 증

산하는 등 통 인 목축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한 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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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농지의 개발을 진하기 한 제도로 ‘농지개발장려융자’(Land Develop- 

ment Encouragement Loans)를 실시하여 한계지 생산 증 를 도모하 다.  

  1965년부터 1975년 사이에 비료, 제 제에 한 구입 보조를 비롯해 물 리

를 한 개 구조에 한 보조를 실시하 다. 농가의 각종 세  혜택이 1960

년 부터 1970년 에 도입되었으며 수출인센티 제도가 1963년에 도입되었

다. 1978년에는 품목별 부족불지불 는 수출보조 형태의 SMP가 실시되었으

며, 각종 마 보드가 설립되었다.

  1984년 이 의 정부지원형태와 향을 살펴보자. 정부보조 확 는 기본

으로 농가의 농 행에 향을 미쳐 뉴질랜드 농업을 국제시장에서 격리 보

호하여 국제경쟁력을 하시켰다. 이로 인해 1984년 이후 “고통스런”(painful)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부지원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이 가격지지이며, 두 번째는 투입재 보조이고, 세 번째는 증산을 한 지

원이다.

  먼  가격지지와 련된 정부정책으로는 환율정책, 가공  운송부문 보호, 

직 인 농산물 가격지지, 마 보드 설립을 통한 규제가 있다. 환율정책으

로 고정환율제를 지속 으로 유지함으로써 농가들이 국제가격의 변화를 인식

하지 못해 생산의사결정을 왜곡시키게 되었다. 고정환율제로 자국 통화인 뉴질

랜드 달러가 평가될 경우에는 수출 수입(export return)이 증가하고, 반 로 

자국 통화가 고평가될 경우 수출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가공, 운송부문의 보호는 국내 가공업체와 운송업체(운송노조, 항만노조)에 

한 보호로 국내부문 가공  운송비용이 국제비용보다 높은 고비용구조가 

형성되어 수출농산물의 유통비용이 상승하여 결국 농가의 수익성이 감소하게 

되었다. 정부의 직 인 농산물가격지지(direct product price support)는 기

에 정부에서 소득안정정책을 한 재정 투입이 이루어졌으나 후기인 ’70년  

후반에는 국내가격에 한 부족불지불이나 수출차액보조 행태의 SMP가 실시

되었다. 이로 인해 특히 가격지지 상품목인 양  양모의 생산이 증가하 으

며 반면에 지지수 이 낮은 육우  낙농부문이 축되었다.

  보드/마 보드의 설립 운 으로 농산물 시장에 한 규제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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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보드, 사과와 배보드, 키 보드의 경우 보드에서 자회사인 수출회사를 만

들어 독 수출하는 등 수출선을 단일화함으로써 보드가 농가를 신해 모든 

농산물을 매하 다. 육류 생산자보드는 육류수출업자에게 면허를 주어 뉴질

랜드 육류의 매를 진하 으며, 양모보드는 뉴질랜드의 양모 수출을 통제하

고 양모 소비 진 활동도 수행하 다.

  이러한 네 가지 형태의 가격지지정책으로 농가들은 혜택을 보았으나, 혜택이 

농가보다 가공업자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농가는 가공업자에게 유리한 

낮은 가격으로 공 하고 나머지 액을 정부보조로 받게 됨으로써 농가는 동일

한 혜택을 받지만 가공업자들은 비용 감 노력을 등한시 하는 신 농가로 가야 

할 혜택의 많은 부분을 자기가 수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농가들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보드나 가공업자에게 매를 탁하거나 소유권을 넘겨주기만 하면 되

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농산물을 계속 생산하게 된다.

  두 번째 정부지원 형태는 비료와 석회 등 투입재에 한 직  보조이다. 농

가는 보조혜택을 받은 비료 등 투입재를 더 많이 사용하여 양  양모 생산을 

늘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유통, 운송, 비료업체 등에서는 농가들이 가격지지

를 받아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농가들이 비료, 운송, 가공 비용에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져 기술개발을 등한시 하는 등 비효율  운 을 

래하게 되었다. 동시에, 비료 제조공장에서는 생산비용을 이거나 렴한 비

료를 외국에서 직  수입할 인센티 가 없어지게 되었다.

  세 번째 정부지원 형태는 증산을 한 지원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직 인 

가격지지 메커니즘이나 투입재 보조와 더불어 농지, 노동, 자본을 포함한 생산

요소의 이용에 보조를 실시하 다. 컨 , 정부가 조건불리지역의 농지개발과 

개 등에 보조함으로써 조건불리지역에서 키  과수원 조성 등 농확  유

인이 발생하 다. 이는 한계지 등 조건불리지역도 개발하여 농산물 증산을 유

도함으로써 결국 농가로 하여  농에 부 합한 한계농지를 개발토록 유인하

여 필요 이상의 비료를 투입하게 하여 토지의 질  하문제가 발생하고 농지

개발을 한 과다한 장비 구입을 유도하 다. 

  그밖에도 농가에 한 리자  출, 세 우  등은 농가가 증산을 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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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  출을 받도록 유도하 다. 이 조치들은 뉴질랜드에서 양, 양모, 키

 생산을 늘리게 하는 데 주효하 다. 한 수출용 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검사서비스, 과학  연구, 농업지도를 실시하 으며, 심지어 농가가 자연재해 

후에 농장을 복구하는 데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이 미래 재앙에 응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보조 증가로 농업부문 체 보조액은 1981년 3억 4,500만 달러

에서 ’82년 7억 5,000만 달러로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 으며, ’83년에는 11

억 7,900만 달러로 증하여, 농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 ’81년 13%

에서 ’82년 24%, ’83년 33%로 등하 다. 자료들에 의하면 양과 소 사육농가 

소득의 40%가 정부보조로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새끼양 생산비용이 국제가격

보다 65% 이상 높은 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3. 경제개 과 농정개  추진

  뉴질랜드의 개 은 기본 으로 외환과 인  등 거시경제 문제에서 출발하

다. 즉 뉴질랜드는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에 처하게 되었으며 인

율과 실업률 상승으로 1984년 국민들은 정책방향의 면  개편이 필요하

다는 범 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결국 1984년 6월 국민투표로 정권이 

국민당에서 노동당으로 바 게 되었다.

  1984년 국민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자 우선 노동당 정부는 외환보

유고가 고갈되고 모든 외환거래가 지연되는 등 긴박한 경제 기 상황에 직면

하여 즉각 자국통화가치를 20% 평가 하하고 모든 출 리와 리에 

한 통제를 해제할 것을 발표하 다.

  뉴질랜드의 경제개  추진 목 은 지속가능한 기 성장을 극 화하기 해 

인 를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 시장지향  경쟁이 경제성장을 달성

하는 최선책으로 단하고 시장 자유화정책과 반인  로그램을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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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해하는 모든 규제와 통제를 해제하고 정부  민간의 효율성을 높이

는 경제개 을 단행하기로 하 다. 여기에는  임 과 가격 통제 자유화, 융시

장 자유화, 시장 규제완화, 수출지원 폐지, 수입보호의 감축, 세  기반 확 , 

국 무역의 민 화, 정부지출 효율성 증  등이 포함된다.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개 으로 1985년 3월 변동환율제(floating 

exchange rate) 도입, 1987년 12월 세감축 4개년 계획 발표, 1989년 8월 국  

농 은행 매각, 1990년 2월 연방은행(Reserve Bank) 독립  연방은행의 0~2%

의 인  달성을 한 인  통제 실시, 1990년에서 이듬해까지 항만노조 등 

노조의무가입제 폐지, 고용계약법 발효, 그밖에 연방연구소(Crown Research 

Institute) 설립 정책 발표 등이 있다. 한 정부개 을 단행하여 큰 정부에서 

작고 효율 인 정부로 환하기로 하 다. 정부개 의 기본방향은 작고 효율

인 정부, 민 화를 통한 철 한 시장경제원리 도입, 과감한 규제완화와 철폐이

다. 이를 해 앙정부 인원을 8만5천에서 4만명으로 감축하고 부서 통폐합 

는 폐지를 단행하 으며, 지방정부 인원을 18만명에서 3만8천명으로 폭 

감축하고 조직을 94개로 축소 조정하 다. 

표 2-2.  뉴질랜드 정부의 안정화․자유화 정책 연 , 1978～1989년

연도 정책부문 정책  목

1978

환율 - 과 평가된 환율을 조정하여 수출업체에 유인 제공

내수시장 - SMP 도입(양모, 양고기, 낙농제품)

농업 융
- 농지개발장려 로그램(Land Development Encouragement 

Scheme) 도입

1979 

환율 - 외환 매수에 한 통제 완화  평가조정 환율(crawling peg) 도입

산업

- ‘수출증진 세 혜택’(Increased Exports Taxation Incentive)를 ‘수출

성과 세 혜택’(export Performance Tax Incentive)으로 체

- 17개 산업 부문의 국제 경쟁력 증진을 한 ‘산업 계획’ 개발

농업 융 벤더 융(vendor finance scheme) 도입

1980 내수 - 축산물 가공업체의 자유로운 수출면허 발  지
- 가 육 마 보드 출범

1981 
산업 - 수입 제한조치를 세화 조치로 환하기 시작

내수시장 - 육류에 한 무역거래계좌(trading accounts) 개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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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뉴질랜드 정부의 안정화․자유화 정책 연 , 1978～1989년(계속)

연도 정책부문 정책  목

1982 
환율 - 고정환율제 재도입

통화 - 임 , 가격, 정부채권 이자율 동결

1983 산업 - 호주와 경제 정(Closer Economic Relations, CER) 체결

1984 

통화 - 가격 동결 조치 일부 해제

내수 - 최 가격보충제도 종결

산업
- 앙은행의 생산자 조직(Producer Board) 지 비 에 시장 리 용
- 수출장려 로그램 철폐  수입 품목 확  계획 발표(8월)
-  마  보드 해산 발표(10월)

환율 - 뉴질랜드 통화 평가 하(20%)

융 - 시장 탈규제화 시작

노동 - 임  동결 철폐  삼자 의회에 의한 상 개시 

재정

- 비료  제 제에 한 보조 철폐, 개  수자원 공  보조 삭감 발표(11월)
- 검역 서비스 부분 유료화(1985년 12월부터 시행)
- 농 은행 이자율을 시장 리 수 까지 진  인상(연간 1%씩)
- 부가가치세 도입 발표(11월, 1986년 10월부터 용)

1985 

융
- 토지개발 양여권(land development concessions) 폐지
- 축산 기 가치 시스템(livestock standard value system) 수정

산업 - 토지 기  산업  제조업에 한 지원 폐지 검토(6월)

내수
- 가 육 마 보드에 한 마   가격 통제 폐지(11월)
- Meat Board Sheep Pool 종료, 민  부문으로 반환(11월)

1986 
재정

- 가축 생  검역, 연구, 자문 서비스 일부 유료화  농림부 
산의 진  축소(5월)

농업 융 - 농 은행 할인 부 발표(1987년 6월까지 한시 용)

1987 

내수
-  마 보드 해산(1월)

- 축산 수입안정기 (Meat Income Stabilisation Account) 부채 탕감(3월)

산업 - 국가 소유 기업(State Owned Enterprises) 9개 설립

재정
- 정부 자산 매각을 통한 해외부채 상환  탈세 방지 책 발표(6월)
- 주요 세   세 개  발표

산업
- 세축소 4개년 로그램 발표, 자동차 등에 한 2단계 세삭
감 로그램 발표(12월)

1988 재정

- 효율성, 생산성 증진을 한 국가 차원의 검 발표(7월)
- 세  산감축 지속 방침 발표(7월)
- 키  마 청을 키  마 보드로 개편, 권한 강화(9월)
- 가 육 마 보드 해산(12월)

1989 재정
- 모든 정부 기  운 비용의 실질  감축(3월)
- 농림부 품질 리 로그램에 따른 검역서비스 완  유료화

1989 농업 융 - 농 은행을 민간 부문으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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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성과 심의 리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화하 다. 

1980년  후반에 철도, 우편, 력 등 일부 부처 공기업화  은행, 석유, 해운, 

보험, 신 등 민 화를 단행하기로 하 으며,6 1989년 앙은행법 개정으로 

앙은행(Reserve Bank)을 독립시켜 인  안정에만 집 하도록 하고 그밖에 

교육 개 과 사회보장제도 개 을 단행하 다.

  뉴질랜드 개 에서 농정개 이 주요 개 상이 된 이유는 농업이 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규모가 크고 요한 수출지향  부문이기 때문이다. 한 농업

보조 산이 과다하여 심각한 재정결손이 발생하 다는 인식도 사회 변에 깔

려있었다. 일부 요인이기도 하지만 농민들은 그동안 통 으로 국민당 지지세

력이었기 때문에 새로 집권한 노동당정부로서는 농민들의 치를 크게 보지 

않아 개 부담이 었다. 물론 1982년 최  농민단체가 이미 정부에 보조  개

을 요구한 것도 큰 이유에 해당된다.

  농정개 의 목 은 농업생산의 효율화를 통해 정부서비스, 농산물  투입재 

부문을 국제시장가격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농정개 으로 기 하는 효과는 다

음과 같다. 우선  정부가 시장개입을 단하여 농가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투입

재 비용을 지불하고 은행부채에 해 정당한 이자를 지 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다. 한 농가는 농산물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시장가격을 수용

하고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추구하여 궁극 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

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정개 은 경제개 과정에서 다른 부문에 비해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되었다. 농업개 은 1980년  반에 부분 완료된 데 비해 융, 

통화, 재정, 산업 등 다른 부문의 개 은 1990년 까지 진 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요 농정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84~86년간 투입재 보조를 심

으로 농업보조가 철폐되었다. 비료 운송과 시비에 한 보조, 비료 구매보조, 

6 1980년  후반에 정부에서 운 하던 가스와 석유사업은 민 화하 으며, 기와 석

탄부문은 주에서 소유한 공기업인 기공사, 석탄공사를 만들어 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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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구매 보조 등 투입재 보조가 철폐되었다. 정부는 1984년 11월 비료와 

제 제 보조 산의 폐지를 발표하 으며, 개와 물공 에 한 보조 을 감

축하 다. 1978년 양모, 육류, 낙농품 등에 도입한 SMP를 1984년 6월에 폐지

하 다. 

  외무역과 련하여 1984년 8월 수출 인센티 를 폐지하여 농산물 수출보

조를 철폐하 으며, 1984~89년간 농자재 수입허가제를 철폐하고 1984~95년간 

농자재 세율을 감축하 다. 1985년에 농업 조세감면을 철폐하 으며, 1978

년에 도입한 농  토지개발 진제도(LDEL)에 의한 농가 토지개발 특권이 철

폐되고, 축산업에 한 조세감면을 철폐하 다.

  1979년에 도입한 농가벤더 융제도(vendor finance scheme)를 1984년에 종

료하 으며,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진 으로 농업서비스 사용자부담원칙

을 도입 용하 다. 즉  농업부에서 농민에게 무료 제공하던 품질보증 서비스

를 유료화하 으며, 1994년 농가상담서비스(Farm Service; FAS) 지원을 단

하고, FAS가 독립된 민간 컨설 회사(Agricultural NZ)의 일부로 통합되고 지

도인력을 축소하 다.

  한편 독  권한을 발휘하던 농산물 마 보드가 폐지되었다. 1984년 10

월에 1965년부터 실시해 온  보드(wheat board)를 폐지하기로 발표하고 1987

년 1월에 해체하 다. 1985년 9월에는 가 류보드의 마 과 가격 통제를 폐

지하고 같은 해 11월에 육류보드의 면양 공동계산제(Meat Board Sheep Pool)

를 종료하 다. 1988년 12월에는 가 류보드를 아  폐지하 다. 한편 1988년 

9월에는 정부의 키 마 청(Kiwifruit Marketing Authority)이 키 마 보

드로 환되어 권한이 증 되었다. 1992년에는 낙농보드수정법이 통과되어  

보드를 정부와 더 독립 으로 운 하여 생산자와 산업에 이윤을 더 발생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 다.

  농정개 에 국한하지 않은 체 경제에 한 포 인 개 이 농가 구조조

정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 1989년 8월에는 국  농 은행(Rural Bank)과 우편

축은행(Post Office Savings Bank)을 매각하 으며, 1995년에 농업기술센터

를 매각하 다. 농업과학 연구기  개 은 1992년에 이루어졌는데, 농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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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문을 농업부에서 왕립연구소(CRI)로 이 시키고, CRI 내에 축산․작물 

 식품․환경과학․임업․원 ․토지 리 등 9개 연구소를 운 하도록 하 다.

  한편, 농정개 에 국한하지 않은 다른 부문의 개 이 농가 구조조정을 용이

하게 해 주었다. 1984년 통화가치 20% 평가 하, 융  외환시장 통제 해제, 

1985년 변동환율제 실시, 수출지원 폐지, 면 인 세인하, 수입통제 해제 등 

모든 부문의 개 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목 으로 단행되었다. 

4. 농정개 의 진통과 정부 응

  1984년 농정개 을 시작한 이후 3년간은 농업부문에 고난의 시기 다. 특히 

정부보조 단으로 농지와 가축의 가치가 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농가

부채상환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1984년 농정개 을 시작한 이후 3년간은 농업부문에 고난의 시기 다. 각종 

농업보조가 철폐되어 농가의 실질 수익이 반으로 감소하 으며 이에 응해 

농가들은 불가피하게 비용을 감하 다. 소득 감소에 따른 생필품 등 소비 감

축은 농 서비스산업 등 련산업과 농  지역경제에 즉각 인 향을 주었다. 

농 지역의 생필품업체, 투입재업체, 서비스업체가 폐업하고 농 에서 이탈하

게 되었다. 농가와 농 주민들의 ‘이 향도’ 상이 두드러졌다.

  정부보조 단으로 인해 농지와 가축의 가치가 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

고 농가부채상환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양과 육우농가의 실질 순농가소득은 

1976년을 100.0으로 할 때 1985년 83.2에서 1986년에 32.9, 1987년 47.5 등으

로 크게 어들었으며, 실질 농지가격은 1982년을 기 으로(100.0) 1985년에 

70.2, 1986년 55.6, 1987년 46.2로 반으로 떨어졌다. 이에 농가들은 자산을 매

각하기 시작하 으며 채권자들은 농가부채를 탕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지자

산의 강제매각은 농가나 채권자들 모두 원치 않았다. 강제매각을 하면 농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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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더 폭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농가들은 농외소득에 심을 갖기 

시작하 다.

  고통스런 구조조정이 시작되자 국민들과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하

여 정부 시 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1986년에 농민들의 분노로 농민의 1/3이 

국회 앞에서 항의 행진도 하 으나, 정부의 국제경쟁력 강화 입장이 변하지 않

고 오히려 지속 인 거시경제개  추진을 천명하게 되었다. 한편 농정개 으로 

피해를 입게 된 농민들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재개되기를 기 하기도 하 다. 

  지역지원단체의 사회  융분야 자문과 지원, 농외활동 활성화, 경 효율

성 제고, 시장수요에 맞는 품목 생산과 품질제고 노력 등으로 인해, 농정개 이 

시작된 이후 3년이 지나면서 농업과 농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

다. 농민들과 농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지역지원단체(local support group)

들이 사회, 융분야 자문과 지원을 시작하 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역지원단

체 활동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 력자(Rural Co-ordinator)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농 지역에 농외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 으며, 농가수취가격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농업인들이 국제시장가격에 반응하기 시작하여 경 효율성 제고와 

다양한 농기업과 농방식을 시도하게 되었다.

  한 농민들은 단순한 증산보다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시작하 으며, 시장정

보에 한 심이 늘고 시장수요에 맞는 품목을 생산하기 시작하 다. 심지어 

농민들은 투입재 개  등 다른 부문의 개 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구하게 되

었다. 이에 정부에서도 농업 신컨퍼런스, 농업 략 원회, 농림부 략기획

력과 설치 등으로 농산업의 활성화를 한 지원을 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농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해 농

가회생 로그램과 탈농지원 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다각 인 노력을 하 다.

  개  이후 4년에서 6년이 지나면서 략  계획과 농 개발이 시작되었다. 

농업부문의 자체 인 방향 수립과 노력에 정부도 농 경제 회복 지원, 수익성 

개선 지원 등 농업, 농 의 활성화를 한 지원을 시작하 다. 이와 함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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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도 발 하기 시작하 다. 한 1990년  반 이후에는 농 주민의 

1/3이 , 소규모 사업, 3차산업 등 농외활동에 종사하게 되어 지역 공동체의 

다양성과 역량이 강화되기에 이르 다.

  물론 정부에서는 농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해 농가회생 로그램과 탈농지원 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다각 인 노력을 

하 다. 먼  부채 재조정을 통한 농가회생 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농정개

과정에서 농지가격이 반으로 락하고 리의 이자율이 시장이자율 수 으

로 상승하여 농가부담이 커지면서 농가부채가 증하 다. 1987년 양  육우 

농가 23%의 순자산가치(부채, 세  등 제외)가 총자산의 50% 아래로 떨어졌

다. 그 당시 농가들은 주로 정부소유의 농 은행에서 차입을 하 으며, 1986년

에 농 은행에서는 융자할인제도(loan discounting scheme)를 도입하게 되었다. 

1988년에 농 은행에 원래 부채의 평균 33%를 할인해 달라는 신청서가 제출

되었다고 보고되었다(Johnson et al, 1989). 일부 농가들의 경우 농장 매각이 유

일한 선택이었지만, 부분 농가들을 상으로 부채 재조정(debt restructuring)

과 부채탕감이 이루어져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총부채의 20%가 탕감되었다. 

한 부채상환을 해 농장의 5%가 매각되었다(Walker and Bell, 1994).

  한계농가와 생존이 불가능한 농가를 한 특별 농 로그램도 단기 으로 

실시하 다. 1986년에서 1989년 사이에 한시 으로 특별 농지원 로그램

(Special Assistance to Farming program)을 운 하여 특정 조건에 처한 농가들

의 일일생계비를 지원하여 실업자와 등한 복지혜택을 부여하 다.

  1988년에는 탈농지원제도(Exit Grant Scheme)를 도입하 다. 즉,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한 농가가 탈농을 원할 경우 정부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 로그램

을 확  용하여 새 집과  자동차, 가구 등을 제공하는 퇴출지원조치를 시행

하 다. 당  체농가의 8% 정도가 탈농지원 로그램 상이 될 것으로 상

하 으나 실제로는 체 농가의 1%인 800호가 탈농하게 되었다.  

  농 지원  농가도우미제도도 운 하 다. 농  력 서비스(Rural Coordi- 

nator service)는 정부에 의해 일부 지원되었는데, 농 지원그룹들(rural support 

groups)과 력하여 융카운셀링을 담당하고 농 지역의 농외소득사업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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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으로 개발하 다. 농림부는 농 정책과(Rural Affairs Unit)를 설치하여 농

정개 이 농 공동체에 미치는 향을 모니터하고, 담당자를 임명하여 농 부

문의 략  계획을 조정하도록 하 다.

표 2-3.  개  4～6년차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

구분 주요 내용

농업 신 의회(Agricultural 

Innovation Conference)

 - 농업 부문의 자신감 회복  생산성·수익성 개선 

방안 논의

농업 략 원회

(Agricultural Strategy Council)

 - 뉴질랜드 농업 부문에 한 반 인 검토 실시
 - 수익성 결정요인 분석  자신감 회복을 한 략 

수립

략기획담당 실

(Strategic Planning Co-ordinator)

 - 농림부 장  산하 조직으로 설치

 - 뉴질랜드 농업  화훼산업의 략  계획 조율 
책임 

지역 력그룹

(Regional Opportunity Groups
/Regional Strategy Groups)

 - 지역 단  역량 강화

무역발 원회

(Trade Development Board)
 - 수출 기회 진

정부 차원의 리스크 리 세미나  - 농업인  과수농가 상 세미나 개최

농 정책과

(Rural Development Unit)

 - 농림부 내 설치
 - 정책·이슈가 농  지역과 경제에 미치는 향 

모니터링  평가

 - 생산, 마 , 농지 자원, 리 서비스, R&D 등의 
통합·개선 책임

 - 지역별로 상이한 목표 달성 지원

농 뉴스(Rural Bulletin)  - 농  지역에 한 정보 제공 활성화

  

  농 구제지침(Rural Help Directory)에 재정지원을 하여 지역 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문을 수행하 다. 한 농가의 자력회생을 도와주기 해 여러 

가지 리스크 리 세미나 개최를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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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정개 으로 인한 변화

5.1. 농업보조의 폐지 

  농정개  추진 결과, 농업보조가 큰 폭으로 어들었다. <표 2-1>에 의하면 

정부의 농업부문 총보조액이 최고 수 이었던 1983년 11억 7,900만 달러에서 

어들기 시작하여 1987년 반 이하인 5억 2,500만 달러가 되었으며 1989년 

2억 8,700백만 달러, 1990년 2억 900만 달러까지 축소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 33%에서 13%, 5%, 3%로 어들었다. 

  농업생산자지지추정치(PSE: Producer Support Estimates)로 볼 때, 1971년부

터 보조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7년 최고 수 이 되었으며 1985년부터 감

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 거의 없어지는 과정을 밟았다. 즉, 1983년 농업 PSE가 

35%로 OECD 국가  최고수 이었으며 EU 수 과 비슷하 으나 농정개  

이후 감하기 시작하여 1987년 PSE가 9%가 되고 1989년 3%가 되었으며 

1990년  PSE가 3% 아래로 하락하여 1994년에 2%가 되었다. 그 후 PSE는 더 

하락하여 2004년에 1%가 되었다(호주 4%, OECD 평균 31%). 

그림 2-1. 뉴질랜드 농업생산자지지추정치(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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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농업생산의 다양화 

  농정개 으로 농업생산구조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 다. 즉 농가의 규

모화, 문화가 진행되어 양모 등 수익성이 낮은 통 인 농업부문이 약화되

고 수익성이 높은 낙농, 사슴, 원  등으로 다각화되었다. 특히 우선 수익성이 

낮은 양보다 소 사육이 증가하고 화훼, 과일, 임산물, 사슴, 염소 등으로 생산이 

다각화되기 시작하 다. 1973년만 해도 뉴질랜드 농업생산에서 양모, 양육, 육

우, 낙농업 등 4  품목 비 이 78%로 인 비 을 차지하고 과일, 채소 

등 원 작물 비 이 도합 5%에 불과하 으나, 1989년에는 4  주요 품목의 비

이 60%로 어들고 원  비 이 13%가 되는 등 다각화되기 시작하 다. 뉴

질랜드 농업의 주요부문으로 1984년 총생산의 44%이고, 정부보조수 이 1983

년 생산액의 38% 이상이었던 양과 육우 농가의 사육두수와 생산량이 어들

고 사슴과 염소 사육두수가 증하 다. 1983년에서 1989년 사이에 사슴 두수

가 4배 증가하 으며, 염소 두수는 8배나 증가하 다.   

표 2-4.  농업총생산액에서 품목별 비  변화, 1973～1989년

단 : %

구분 1973 1977 1981 1985 1989

양모 22.7 21.0 17.8 16.0 20.8

양 16.8 14.5 12.3 10.4 7.4

육우 17.4 13.1 12.0 14.0 11.8

낙농품 21.0 17.4 18.7 19.2 19.9

과일 2.5 2.2 5.7 7.3 8.9

채소 2.7 2.2 4.0 3.1 3.7

농업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뉴질랜드 농림부 통계국.



32

표 2-5.  농정개 으로 인한 농업생산 구조조정
단 : 백만 두

구분 1983 1989

면양 두수 70.3 60.5

육우 두수  4.5 4.9 (90년 4.5)

사슴 두수  0.2 0.8

염소 두수 0.15 1.2

양육 생산량 (1984～90년 간) 19% 감소

육우 생산량 (1984～90년 간) 10% 증가

과일 생산 (1984～90년 간)  2배 증가

5.3. 생산성 향상 

  1984년 농정개  후 농업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 다. 자원의 효율  이용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 노동생산성이 2배 증가하고 토지생산성이 85% 증가하

다. 농업요소생산성(factor productivity)이 1976~84년 연간 1% 상승한 데 비

해 개  이후 기간인 1984~90년에는 연간 2%씩 상승하고 1990~97년 동안 연

간 2.3%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뉴질랜드 산업별 생산성 변화, 1978～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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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1981~1984년 동안 감소하 지만 개  이후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 다. 1984~2007년 동안 농업 생산성 증

가율이 연평균 3.3%로 식품제조업 0.9%, 체 산업 1.0%에 비해 빠른 증가를 

나타내었다.

  규제개 을 통한 마 보드의 폐지와 노동조합  항만부문 개 으로 농산

물 유통효율성도 증 되었다. 규제개 을 통해 시유, 소맥, 달걀, 감귤, 사과 등 

국내 마 보드가 폐지되어 그동안 독  지 를 렸던 농산물 유통에 민

간부문이 진입하여 유통효율성이 증 되었다.

  한 1989년 새로운 법률 제정에 의해 항만의 국가 노동자 풀(pool)을  운

하던 기구가 폐지되어 노동자들이 직  료와 노동조건을 상하는 방식으로 

책임이 환되었다. 1987~91년 노동시장 개 은 마  채 과 가공비용  

성과에 상당한 향을 주었다. 노조의무가입 조건 폐지와 상의 선택 자유로 

노조원 수와 업 횟수가 히 감소하 다. 그 결과 1986년에서 1989년 사이 

부두노동자수가 34% 감소하고, 료도 45%로 어들었다. 육류가공부문에 2

개의 주요 노조단체 약이 회사별, 공장별 특약으로 체되고, 노조가입자수가 

1993년에 1/3로 어들고, 산업 업이 크게 어들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 1인

당 취  하역량이 증가하여 생산성은 53% 향상되었다. 1989~90년 사이 통

인 하역비가 낙농제품은 30% 감소하고, 원 상품은 50%까지 감소하여 수출 

농산물의 물류효율이 증 되어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 다. 

5.4. 생산요소시장의 변화 

  농정개 에 따라 토지, 노동, 자본 등 요소시장이 크게 변화하 다. 생산요소

별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4.1. 농지

  토지이용 패턴에서 양 사육부문이 격히 어들었다. 1984~94년간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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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양과 소 사육 지 감소면 이 193만ha로 16% 축소되었다. 이  반 이상

인 108만ha가 낙농 사육 지와 과수원  다른 원 농업, 도시  ‘lifestyle’ 

권역으로 용되었다. 나머지 85만ha는 임야 는 한계지 휴경으로 환되었다.

  농지가격은 1984년 개  추진으로 1981년의 80% 정도까지 하락하 다. 양 

사육 지가  50% 하락하 으며, 낙농 지는 20% 하락하 다. 낙농지역 농지

가격은 3년 사이에 바닥을 쳤는데, 양이나 육우 사육 지 지역은 바닥치기까

지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1990년 에 들어와 농지가격은 도시주거지

역에 비해 빠르게 회복되어 1981년 이  수 으로 회복되었다. 어떤 지역은 도

시의 토지가격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다.

5.4.2. 농업노동력

  뉴질랜드 농업의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력은 상당부분이 자본으로 체되어 

그 요성이 어들었다. 1991~2001년 동안 체 풀타임상당노동력(FTE; full 

time equivalent)이 117,000명에서 115,000명으로 감소하 다. 1986~91년간 농

업고용노동력은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986년에 풀타임상당노동력 구성비율이 자가노동력 53%, 고용노동력 40%

이고 나머지는 기타 노동력이다. 개 으로 단기간 동안 고용노동력이 자가노동

력으로 체되었으나, 1991년 이후에는 농가수가 어들었음에도 고용노동력

은 증가하 다.

  개 은 자산이 은 은 농민들의 고통을 배가시켰다. 30세 이하 농가수가 

1986년에서 1991년 사이에 50% 감소하 다. 이에 따라 농가 평균 연령이 43세

에서 45세로 상승하 다.

5.4.3. 농업자본

  1970년 부터 1980년  까지 농가들은 가격지지정책, 신용보조를 포함한 

개발 인센티 로 인해 농지구입을 한 자본투자를 확 하 다. 그러나 농정개



35

이 농산물가격과 융이자율을 시장 메카니즘에 맡기는 방향으로 추진되자 

1984년 이후 이자율이 등하기 시작하 다. 부채상환시기가 도래하여 많은 

농가들이 자본 지출과 신규투자로 고통을 받기 시작하 다. 1984년부터 정부

지원 폐지  높은 이자율로 농가의 자본지출이 격히 어들었다. 즉 농가는 

규제완화에 응해 농지에 한 자본투자를 축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88년 실질 농투자가 1984년의 30%에 불과하게 되었다. 신규

투자는 감가상각액을 충당할 정도로 충분치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 

체 자본스톡이 감소하 다.

  신용 융의 수 은 이러한 농가의 자본투자 감소를 반 하여 농업 융이 

1984년부터 명목으로 50% 하락하 지만, 실제로는 1980년  후반 높은 인

율로 인해 반 아래로 하락하 다. 이로 인해 상당액의 농가부채가 개인 채

권자(가족, 친지 등)들에 의해 탕감되었다. 그보다도 농가의 주요 부채들이 

국가 소유의 농 은행에 의해 탕감되었다. 민간부문의 부채(사채) 탕감은 구조

조정의 부담을 나눠가지면서 발생하는 시장조정의 사례이다. 이러한 고통분담

으로 농가 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들었다. 

  농업신용의 명목가치는 10년 이상 1984년 수 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이

는 많은 부분에서 1984년 이후 발생한 농지가치의 지속  하락에 기인한다. 

5.5. 농산물 시장규제 완화와 민간유통 활성화

  생산자 단체와 마  보드는 뉴질랜드 농산물 수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

며 주요 기능은 련된 산업 부문에 한  활동이다. 낙농품, 핍 루트

(pipfruit), 키  등은 법정 마  보드가 수출을 리하 고 양고기, 쇠고기, 

양모, 사슴 등의 품목은 생산자 단체(producer boards)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출

자격(license)을 발 하고 필요하면 규제를 가했다. 

  국내 농업  련 산업에 한 규제가 상당 수  이루어진 반면 농산물 마

, 특히 국제무역 기구에 향을 주는 정책은 상 으로 변화가 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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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랜드 수출 농산물과 화훼류의 약 80%가 마  보드와 수출 기구의 향을 

받았으며 수출물량의 약 30%는 법  독 력(statutory monopolies)을 갖는 보

드에 의해 리되었다. 보드는 일반 으로 자격을 갖춘 다수의 생산자와 소수

의 정부 자로 구성된 이사회가 리한다. 보드의 향이 미치는 역은 정

보 수집, 과세 부과, 상품 수집, 무역 등 다양하다. 1984년 이 까지 주요 생산

자 단체들이 발 시켜 온 활동의 범 와 권한은 1) 과 을 이용한 , 연구, 

등 제 개발 등 상품의 수익성을 높이기 한 활동, 2) 가격 안정을 한 시장

개입( 과공  물량 매입), 3) 산업안정화계정 자  유지 등이다. 수출업체보드

는 수출 물량을 독   확보하여 수출량을 조 하고 수출자격을 제한 으로 발

하여 수출업체를 통제하 다.

  마 보드 정책과 련된 가장 첨 한 논쟁  하나는 정부가 일부 마  

보드에게 특정 상품의 마 과 련하여 인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

부이다. 낙농품, 사과․배, 키 보드는 생산 물량 부를 실질 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 수출 물량 리와 공동계산(pool payment)까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직은 국내시장 가격, 가공 의사결정, 사양 로그램

(breeding program), 제품 개발 등에도 직․간 인 향을 미쳤다. 

  개  이후 정부는 내수시장의 농산물․화훼류 생산과 마 에 한 규제를 

평가하 고, 이러한 규제들이 자원 배분을 왜곡하므로 철폐되어야 한다는 결론

을 내렸다. 정부가 지 한 시장 왜곡의 사례는 계란의 과잉 생산, 제분산업의 

설비 과다, 계란․ 가루 생산시설의 입지 부 , 생산․가공 과정의 효율성 

 신역량 하 등이었다. 

  이러한 내수 산업 문제 해결을 해 과 계란 산업을 필두로 시유(Town 

Milk), 원유(fresh milk) 시장에 해 격한 탈규제화가 이루어졌으며 감자, 

꿀, 라즈베리, 호 , 담배, 사과, 돼지고기, 가 육도 차례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내수시장과 달리 수출 독 이나 수출 면허발  등 수출 구조의 변화는 상

으로 었다. 1986년 발표된 앙은행(Reserve Bank)의 리기 에 한 생

산자 단체의 이용 제한 조치가 가장 격한 변화 다. 이 에 이 기 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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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을 제공하여 수출 부문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정화시키는 용도로 이용되

었다. 1988년 생산자단체수정법(the Producer Board Amendment Act)이 통과되

면서 보드들은 정부의 승인이나 감독을 받지 않고도 다양한 자 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드는 ‘자연인으로서의 권한(powers of a natural person)’을 

획득함으로써 보다 탄력 인 융 활동이 가능해졌다. 1988년 이후 생산자단

체 수입 체에 한 과세가 가능해졌는데7 이러한 변화는 생산자단체의 마

 활동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참여 정도를 제한했다

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8 뉴질랜드 정부는 생산자단체에 한 융 특권을 

철폐하 지만 뉴질랜드 화훼수출 회(the New Zealand Horticulture Export 

Authority, 1987년)와 뉴질랜드 키  마  보드(New Zealand Kiwifruit Mar- 

keting Board, 1988년)를 설립하기도 하 다.

  1984년 이후 생산자단체의 역할에 한 논쟁이 이루어져 왔고 그 심에는 

수출품에 한 법 인 독  마  문제가 있었다. 재무부 등에서는 매조직

을 단일화하고 독 력을 행사하도록 하면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을 지 하

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

에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 

등은 마  원칙에 입각하여 이러한 논리를 반박하 다. 이들은 수출에 한 

통제력이 늘어나면 보다 세 한 마  략을 수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

익이 증가한다고 주장하 다

7 D. Bolger et al,(1996), New Zealand Agricultural Policy Review: 1994-1996 Ⅱ: 

Agricultural Marketing Reform, Review of Marketing and Agricultural Economics, 

1996, vol. 64, issue 03, pp. 255-267. University of Minnesota.
8 Zwart. A.C. and Moore, W. (1990), 'Marketing and Processing' in Farming without 

Subsidies, Sandrey, R. and R, Reynolds eds. pp. 253-272, Government Priting Office, 

Well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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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가공산업 구조조정과 수확 후 상품화기술 발전  

  1980년  반부터 뉴질랜드 농림축산물 가공 부문은 큰 변화를 겪었다. 경

제 반의 탈규제화가 이루어지면서 특히 농가 생산량이 크게 변화한 것이다.

  육류 가공 부문의 경우 농정 개  이후 역사가 깊은 형 가공공장  약 1/4

이 문을 닫았는데 가축 사육두수(특히 양) 감소와 품질향상을 한 새로운 기

술부에 투자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을 신하여 규모는 작지만 첨단기술

을 갖춘 업체들이 축산 주산지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국 등 해

외자본이 소유하고 있던 육류산업의 소유권이 차 뉴질랜드로 이 되었다. 임

이 하락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가공업체와 생산농가 간의 리 정

보 교류도 활발해졌다. 양고기의 경우 1970년 에 비해 국에 한 수출 의존

도가 낮아졌고 체 가축으로 사슴 산업의 규모가 확 되었다.

  낙농산업은 농가 소유의 낙농조합이 주를 이루었고 뉴질랜드 낙농 보드(the 

New Zealand Dairy Board)에서 마 을 수행하 다. 낙농 부문도 상당한 구

조조정이 이루어졌지만 그 원인은 육류 가공 부문과 차이가 있다. 국의 EC 

가입 이 , 뉴질랜드의 낙농 제품은 부분 버터, 치즈, 분유 등으로 가공되어 

국으로 수출되었다. 그러나 개 을 거치면서 수출 상국이 다각화되었고 상

품도 수요에 맞춰 보다 다양해졌다. 버터로 가공되는 비 이 격히 감소하

고 분유, 유단백질(casein), 치즈 등의 가공 비 이 늘어났다. 업체들은 제품 다

각화에 발맞추어 신기술  설비에 많은 투자를 해야 했다. 

  양모 산업의 경우도 양모 정련(Wool scouring)9, 카페트, 방 용 실에 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양모 산업의 경우 여 히 해외로 수출하는 비

이 높다. 사과와 키 는 가공을 거치지 않고 출하되는 비 이 높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포장과 온 장 시설에 한 투자가 활발해졌고 컴퓨터 제어 기

술을 도입하여 품질 리 수 을 높 다. 

9 원모에 부착되어 있는 오물, 자연 으로 존재하는 그리스, 땀 성분 등을 세정하는 공정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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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농촌금융부문의 변화

5.7.1. 농  융

  1984년 이 까지는 정부가 농업인에게 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 인 

기능을 하 다. 정부는 농 은행(the Rural Bank)을 설립하여 정부 정책을 행

하고 정부 보조를 받는 부(subsidised loans)를 제공하여 농업 부문의 발 을 

지원하 다. 이러한 정책의 일차 인 근거는 수출을 증 시키고 농업 부문의 

‘특수성’, 즉 자본 투자 이후 회수 기간이 길다는 이다. 

  농 은행은 농가의 투입재 구입과 농지 개발에 해 보조  형태의 부

(subsidised credits)를 실시하 다. 투입재 구입  농지 개발 자 은 자격을 갖

춘 농업인을 상으로 막 한 보조를 바탕으로 낮은 리에 출되었다. 농

은행의 출 규모는 구입 자산의 가치(equity)나 자산 구입을 해 농업인이 투

자한 액에 비해 상 으로 큰 편이었다. 다양한 정부 정책 하에서 농업 

융이 농업인과 화훼농가 등에 제공되었고 특정 조건 하에서는 원리 과 이자

를 탕감해 주기도 하 다. 이러한 정책이 정에 이르 을 때는 농 은행 고객

의 80%가 농업인인 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 개입으로 인해 농지 임 의 편익이 농지 가격이 반 되어 농지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농지 가격 상승은 신규 진입농들에 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 다. 한 농지매각을 통해 부를 축 하는 농가도 증가하

다. 경작이 증가하면서 생산량 역시 정부 지지가 없던 경우보다 증가하 다. 이 

과정에서 경사지 등 부 합 경지도 목 지로 개발되었지만 농정 개  이후 상

당 부분이 원래 상태로 환원되었다. 

  융 부문에 한 정부의 개입은 추가 으로 일반 은행이 퇴출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 다. 즉, 일반 은행이 정부 보조를 받는 농 은행과의 경쟁에서 도태

되는 경우가 발생하 다. 이는 농업인에 한 일반 융권의 서비스 도입을 지

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농정개 은 보조를 받는 모든 형태의 출을 단하 고 기존의 출 조건

을 차 시장 수 으로 인상시켰다. 뉴질랜드 정부는 1989년 농 은행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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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이 수익 을 외부채 탕감에 이용하 다. 개  과정 기에 높은 인

이션이 겹치면서 이자율이 상승하 고, 이는 농업 부문에 상당한 고통을 주

었다. 정부는 많은 부채를 탕감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응하 다. 

5.7.2. 기타 융 부문(Stock and Station)10

  Stock and Station 산업은 축산업과 다른 농업 부문에 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설비와 기계류 등의 투입재도 매한다. 이 분야에서는 거  국제기업부터 지역 

기반의 작은 기업, 개인업자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경쟁이 첨 하다.

  정부 개입은 이러한 사업 환경을 바꾸어 산업 반에 간 인 향을 미쳤

다. 농업인에 한 지원 수 이 높았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상품을 매하는 해

당 산업들도 성장하 다. 기업들은 보다 많은 인력을 고용하 고 더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  이후 기업들의 경 이 악화되었고 생존

을 한 경쟁이 심화되었다. 기업 간의 합병이 이어졌고 일부 핵심 서비스를 

제외하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 가 어들었으며 고용도 감소하 다. 

5.8. 비료산업과 운송부문 변화 

5.8.1. 비료산업

  비료는 요한 투입재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상이 되어왔다. 개

 이  기본 인 인산비료와 석회 가격에 해 보조가 이루어졌고 수송비용 

증가를 반 하여 보조율이 증가하 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 내에서 소비하고 

10 1984년 이 에는 융당국에 의해 융기 을 여러 종류로 구분하 다. 상업은행

(trading banks) 이외에 민간 축은행(private savings banks), 건축 부조합(building 

societies), merchant banks, stock and station agents  기타 융회사로 구분되었다. 

stock and station agents는 농목축업과 련하여 단  토지(5 에이커 이상)  농

장/목장 등을 매매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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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의 비료가 생산·공 되었다. 이는 산업이 비효

율 으로 운 될 뿐만 아니라 목 지에서 과도한 양의 비료가 유출되어 수자

원을 오염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료에 한 보조를 철폐하면서 기본 비료에 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 다. 

비료 산업은 개 을 거치면서 수요에 맞는 양을 생산했고 성분 함량이 높은 비

료가 일반화되었으며 분배와 시비의 효율성도 높아졌다.

5.8.2. 운송부문

  탈규제화 이 의 수송 시스템은 다양한 규제를 용받았는데 국가가 철도 

시스템을 소유했으며 항공 서비스에 여하 다. 도로 운송기업도 철도와 어떤 

식으로 경쟁해야 하는지 제한을 가했고, 선박․항만 서비스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에서 엄격하게 통제하 다. 이러한 시스템 상의 규제는 농업 부

문의 생산비용에 직․간 으로 향을 미쳤으며 국제 경쟁력을 하시켰다.

  수송 부문의 탈규제화는 농업 부문에 큰 향을 주었다. 철도 사업은 법인화

되었고 새로운 시장 원칙이 도입되어 효율성이 증 되었다. 도로 수송에 한 

규제가 철폐되었으며 기업들에게 도로 사용료를 받아 도로를 유지․보수하도

록 하 다. 항공 부문도 경쟁을 도입하여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 수 을 높 다. 

이러한 수송 부문의 변화는 화 등 부피가 작고 가치가 높은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이득이 되었다. 항만 부문도 민 화가 진행되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을 낮추었다. 

5.9. 농촌 서비스 변화

  농정개  이  농  지역 서비스 수 은 수요자인 농업인들의 요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발 하 다. 작은 농  마을에도 부분 우체국, 은행, 

주유소, 농림부 사무국 등 핵심 시설이 들어왔으며 외부 사업자들은 농업인들



42

과의 상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 다. 이러한 서비스  일부는 정부

가 제공하지만 부분은 민간업체나 개인이 담당하 다. 

  농업인들의 정부에 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보조 철폐가 있을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취약성이  증가하 는데 농정 개 에 따라 정부 보조가 삭감되

면서 농  지역이 가장 먼  피해를 입었다. 농업인들은 우선 소비를 임으로

써 이러한 ‘ 기’에 응하 다. 소규모 마을의 경우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

아 응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의료기 이 철수하여 규모 도시에 

집 되었다. 기타 융 부문(Stock and Station)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분 을 

철수시켰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실업 여를 받거나 도시로 이주하 다. 

일부 지역에서는 취학생이 어 학교가 문을 닫기도 하 다. 이러한 변화는 고

통을 수반하 지만, 상권에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정 인 효과

를 낳았다. 다른 부문의 비용이나 인 이션 수 보다 빠르게 상승하던 농업 

부문 비용도 차 안정화되었다. 

5.10. 농촌개발과 농외소득원 다양화

  농 개발이 진되고 농외소득원이 다양화되었다. 1990년  반 이후 농

주민의 1/3이 , 소규모 사업, 3차산업 등 농외활동에 종사하게 되어 지역 

공동체의 다양성과 역량이 강화되었다.

6. 농정개 의 시사

  뉴질랜드의 경제개 과 농정개 은 례없던 외환 기, 재정 부실, 고인  

등 총체 인 경제 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명의 

처지에서 단행되었다. 즉, 뉴질랜드는 1974~84년 사이에 민간과 공공 외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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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11%에서 95%로 증하고, 공공부문 순채무가 1974년 5%에서 1984년 

32%로 증하 으며, 외채를 빌려 공공사업과 보조를 충당하고 뉴질랜드 달러

를 과도하게 매도하여 외환보유고가 고갈 험에 처해 모든 외환거래가 지연

되고 외국의 채권자들이 더 이상 신용을 하지 않는 등 기상황이었다. 두자리

수 인 는 보조를 받아도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으로 도움이 안되는 상

황이 되었다.

  지 은  심의 서비스산업으로 경제의 심이 이동하 지만 뉴질랜드

는 당시만 해도 다른 OECD국가에서 볼 수 없는 농업 선진국으로 농산물을 수

출해서 국가재정을 운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농업개 을 통한 정부

지출 축소와 수출경쟁력 회복이 시 한 과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을 반 하듯 

뉴질랜드 농민연합에서는 1982년 정부에 인  원인은 재정 자에 있고 재정

자는 보조  과다 지 으로 발생하 기 때문에 인  진정을 해 보조  

개 을 하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다.

  1984년 긴 국민투표를 통해 수십년간 정권을 잡았던 국민당 정부에서 노동

당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보조 확 를 통한 증산 유인  수출 확

 정책의 부작용에 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뉴질

랜드의 새 정부는 공공부문을 포함한 경제구조 조정과 공공행정 개 , 보조  

개 으로 재정 결손을 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수순이었다. 

  정부의 결단은 앙  지방공무원의 수를 1/3로 이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아  고통을 감수하면서 과감한 개 으로 이어졌으며, 개 과정에서 농민의  

국회앞 시 도 있었고 개  단행 후 3년간 농가 수익성 하, 농지가격 락, 

부채 증, 농 지역경제 침체 등 고통스런 시기가 있었으나 일 된 정책개

을 유지하 다. 이러한 정책 일 성 유지는 결국 농가들의 미래 의사결정에 

요한 향을 주어 상했던 탈농은 고 회생의 길을 선택하는 등 자구 인 노

력을 하게 되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농정개 만 추진하지 않았다. 농정뿐 아니라 공공부문, 재

정, 융, 무역, 산업 등 경제 반에 걸친 동시  개 을 추진함으로써 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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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고통을 농민을 포함한 국민 체가 분담하 다. 물론 농업이 뉴질랜드의 

핵심산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문의 개 이 농업에 포 인 향을 주게 되

었다. 이로 인해 개 에 한 반  명분이 었으며, 개 과정에 농민들의 반발

이 었다. 오히려 정부와 농민단체가 타 을 통해 개 을 추진하고 부작용 해

소를 해 노력하 다. 그 표  사례가 개  부작용 해소를 한 농민연합 

주도의 농 신탁회사 설치이다. 정부는 농을 지속하겠다는 농가들에게 회생 

지원을 하고, 탈농을 원하는 농가에게 탈농지원을 하는 융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 농 신탁회사에 자 을 지원하 다. 

  특히 개 에 따른 부작용을 상하고 이에 응한 로그램들을 추진한 것

은 정부의 치 한 비와 응 자세를 보여 다. 부채 재조정을 통한 농가회생

로그램 실시, 탈농가를 한 새 집, 자동차, 가구 구입 지원 로그램, 한계농

가에 한 한시 인 특별 농 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농 지역경제가 피폐해

지자 지역공동체 내에서 민간 차원의 활력 증진 노력에 정부가 응하고 지원

해 주는 모습도 그러하다.

  여러 가지 개 정책들을 보완 으로 실시하여 농가의 고통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노력도 에 띈다. 뉴질랜드 농정개 에서 투입재 보조 축소와 수입쿼터, 

세 감축 개 은 개 내용 간 상호보완 효과로 인해 실제 농가부담이 었다. 

컨  농가의 비료 구입보조 축소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지만 비료 수입 세 

감축으로 농가 구입가격이 하락하여 비료구입비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 농산물 가격지지제도인 SMP를 폐지하여 농산물 수출보조, 즉 차액보조

가 없어져 수출농가의 소득 손실 효과가 있지만 변동환율제가 도입되면서 뉴

질랜드 달러가치가 하락하는 환율인상 요인으로 수출농가의 실제 소득이 오르

는 상쇄작용이 발생하 다.

  뉴질랜드는 농업규모가 우리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토지조방  농업이며 

농산물 수출과 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나라이다. 총인구가 겨우 400만을 좀 

넘고 농업경 체도 7만이 안되는 국가로 우리나라 인구와 농가수에 비하면 매

우 은 인구의 내수시장과 생산구조이다. 경제발  역사도 1차산업인 농업 

심의 경제에서 발 하여 서비스산업인  심의 국가로 우리나라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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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경제발 단계, 1차산업인 농업 심에서 2차산업인 공업 심으

로 발 하여 마지막으로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 심으로 발 하는 단계와 사뭇 

다르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는 우리와 많은 에서 다른 국가이고 농정개 의 원인

과 시 , 상되는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농정개 을 우리가 벤치

마킹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뉴질랜드가 농정개 을 

통해 세계 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구조로 탈바꿈한 은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실히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좋은 사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정개  과정에서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화와 타 , 부작용을 상하

고 추진한 여러 로그램들, 피폐해져 가는 농 지역의 활성화를 한 지역의 

자발 이고 자구 인 노력에 정부가 력한 , 개  수단들 사이의 보완 인 

추진으로 농가 부담을 완화한 , 단․ 기 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정책을 

일 되게 추진하여 농가가 미래 측을 통해 효과 으로 처하도록 유도한  

등은 배워야 할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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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뉴질랜드의 농업 R&D  교육

1. 농업연구

  뉴질랜드는 농업개 의 일환으로 국가주도의 농업연구 조직을 개편하 다.  

연구는 각 부처 산하 연구소들을 구조조정하여 새로 설립한 국  연구기 과 

학, 민간부분이 경쟁 으로 수행하도록 하 다. 

  뉴질랜드에서는 1984~1988년 에 다양한 농업지원제도가 폐지되었다. 정

부조직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 혹은 기업화(corporatization), 규제완화

(deregulation), 민 화(privatization) 등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을 한 일

련의 조치를 실시하 다. 그리고 농업부문에 사용자 부담원칙이 도입되면서 농

민들은 기존에 정부가 지 하던 방역, 검역, 동물 생 등의 서비스를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농업개 의 일환으로 국가주도의 농업연구 조직도 개편하 다. 1992

년 정부의 연구 방향 설정 그리고 연구 자문, 연구 자  리, 연구 수행을 모

두 담당하던 방 한 과학·산업연구부(DSIR: The Department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와 산림연구원(FRI: Forestry Research Institute), 기상청 연

구소(Research section of Meteorological Service), 농림부(MAF: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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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e & Forestry) 산하 연구 조직(Agricultural Research Division)을 해체

하고 정책 자문, 기  리, 연구 수행을 서로 독립된 기 에서 수행하도록 하

다. 연구과학기술부(MoRST: Ministry of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는 구체 인 연구사업에 여하지 않고 각 부처의 자문을 받아 정책 방향을 제

시하고 국가 연구기술개발사업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연구과학기술재

단(FRST: Foundation of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은 연구 기 을 

리하도록 하 다. 그리고 연구는 각 부처 산하 연구소들을 구조조정하여 새로 

설립한 국 연구기 (CRIs: Crown Research Institutes)과 학, 민간부분이 경

쟁 으로 수행하도록 하 다. 

그림 3-1.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농업연구 체계

MoRST
정책방향

MAF
자문

FoRST
기금관리

Privates
연구수행

CRIs
연구수행

Universities
연구수행

1.1. 연구과학기술재단(FRST: Foundation of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11

  연구과학기술재단은 뉴질랜드 왕립학회(Royal Society of NZ), 보건연구자문

회의(Health Research Council), 뉴질랜드 벤처 투자기 (New Zealand Venture 

11 http://www.frs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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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Fund Limited), 고등교육 원회(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등

과 함께 연구기 을 리하는 표 인 기 으로 농업분야 연구기 은 연구과

학기술재단에서 모두 리하 다. 1990년에 법정기구로 설치되어 연간 500만 

뉴질랜드 달러의 연구 기 을 리하는데 이  약 45%(2006년 기 )를 농업

부분 연구자 으로 집행하 다. 

1.2. 뉴질랜드의 국영연구기관(CRIs: Crown Research Institutes)

  뉴질랜드에는 모두 8개의 국 연구기 이 있는데12 모두 정부 출연 독립법

인회사 형태로 운 되고 있다. 8개 연구소  응용생명연구소(AgResearch), 식

물․식품연구소(Plant & Food Research), 토지자원보호연구소(Land Care Re- 

search, 산림연구소(Scion Research) 등 4개 연구소에서 농업과 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응용생명연구소(AgResearch): 응용 생명과학, 농업과 환경, 식품과 건강, 섬유 련 

분야 연구(http://www.agresearch.co.nz)

․식물․식품연구소(Plant & Food Research): 농업, 원 , 수산식품 분야 연구 

(http://www.plantandfood.com/)

․토지자원보호연구소(LandCare Research): 농업생산을 합하도록 하고, 생물학  

다양성을 재고하고, 사업의 자원 효율성을 증 하고, 자연 자산의 보 과 회복을 한 

토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리를 한 연구(http://www.landcareresearch.co.nz)

․산림연구소(Scion Research): 산림분야 연구(http://www.scionresearch.com/)

12 10개이던 국 연구기 은 이후 합병을 통해 계속 어들고 있다. 최근(2008년)에 

Crop & Food Research와 HortResearch가 합병하여 Plant & Food Research가 되면서 

8개로 었으며, AgReserch도 Lincoln University와 합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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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업계 대학

  뉴질랜드에는 8개의 종합 학교13가 있는데 이  2개(Massey와 Lincoln)가 

농업 심의 종합 학교이다. 1878년 캔터배리 농업학교에서 출발하여 1990년 

종합 학교가 된 Lincoln University의 경우, 다음과 같은 10개 연구센터에서 

219명의 연구진이 농업 련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 연구, 지도(기술보 ), 교

육의 경쟁력 강화를 해 뉴질랜드 국 연구기 (연구인력 640명)인 AgRe- 

search가 통합을 발표하 다. 이를 통해 10억불의 잠재 수익발생을 기 하고 

있으며 세계 5  학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 농업경제연구소(The Agribusiness and Economics Research Unit)

- 컴퓨터솔루션연구센터(Centre for Advanced Computational Solutions)

- 환경독소연구센터(Centre for Environmental Toxicology)

- 토양․환경연구센터(Centre for Soil and Environmental Quality)

- 포도연구센터(Centre for Viticulture and Oenology)

- 자연보호연구센터(Isaac Centre for Nature Conservation)

- 토지․환경․사람 연구센터(Centre for Land, Environment and People)

- 경 시스템연구소(Management Systems Research Unit)

- 생물보호연구센터(Bio-Protection Research Centre)

- 크 이션 연구․교육센터(Tourism Recreation Research and Education Centre) 

1.4. 민간연구협회

  품목별 농업회사들이 출자한 각 연구 회(Research Associations)에서도 농

업연구를 수행한다. 이들은 각 분야의 개별회사가 개별 으로 하기 힘든 연구

를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을 개별회사에게 이 시켜 다. 이들 연구 회는 주로 

13 Au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University of Aukland, University of 

Canterbury, Lincoln University, Massey University, University of Otago,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The University of Waikato 등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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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들과 련이 깊은데 연구를 통한 해외시장의 시장성(marketability) 확

보, 그리고 뉴질랜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주요 민간연구 회는 다음과 같다.

- New Zealand Fertiliser Manufacturers Research Association 

- Wool Research Organisation of New Zealand 

- New Zealand Dairy Research Institute 

- New Zealand Leather and Shoe Research Association 

- New Zealand Logging Industry Research Association 

- Meat Industry Research Institute of New Zealand14 

2. 농업기술보

  1986년 이 에 뉴질랜드의 농업기술보 은 농림부의 농업기술보  서비스

국(Farm Advisory Service Division of MAF)을 통해 무료로 농업인에게 제공

되었으나, 1987년부터 단계 으로 사용자지불서비스(fee-for-service)로 환되

었으며 1992년에는 완 히 유료화되었다. 1994년 농림부 농업기술보  서비

스에 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되었고 지도요원들은 뉴질랜드의 최  농

업회사 Wrightson Ltd이 설립한 민간컨설 회사(Agriculture New Zealand) 직

원이 될 것을 종용받았으며 1995년에 이 회사가 농업기술보  서비스를 완

히 인수한다15. 이 회사는 Pyne Gould Guinness Limited라는 회사와 합병하여 

재 PGG Wrightson라는 회사명으로 농업컨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 뉴질랜드에는 국가 재정이 지원되는 농업기술보 서비스는 없고 유료화된 

컨설  서비스만 존재한다.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반까지 뉴질랜드

의 농업기술보  서비스가 민 화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최근 국 연구기  에 하나인 AgResearch에 합병되었다.
15 1987년 직원규모가 310명 규모 는데, 인수되기 이  1993년에는 120명으로 고, 

1995년 민 화 시 에 8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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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신정부는 농림부에 농업기술보  서비스를 5년 안에 사용자 부담 서비스로 

환 지시 

- 1987년: 농업기술보  서비스국이 농업연구국(Agricultural Research Division)과 

통합하여 기술국(MAF Technology)이 됨(이 과정에서 연구 조직과 지도조직 간

의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불 화음이 있었으며 많은 지도직들이 사직함).

- 1990년: 2∼3년 이내 법인화, 민 화 계획 하에 농림부 내 ‘경  컨설  서비스

(Management Consultancy Service)’라는 별도의 지도서비스 사업조직으로 분리

- 1995년(1월 1일): Agriculture New Zealand라는 사업조직으로 Wrightson Limite에 

의해 인수됨(완  민 화). 

사례: PGG Wrightson의 농업 컨설팅 서비스

  PGG Wrightson는 뉴질랜드 최 의 농업 회사로 2,700여명에 이르는 자체 

문인력과 다양한 분야와의 력을 통해 뉴질랜드 농업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농업 련자들에게 축산, 양모, 종자, 농자재, 재정, 부동산, 보험,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기술보 과 련해 토론 조직(discussion 

group), 워크샵, 장지속 로젝트(sustainability projects), 기술이  조직

(technology transfer groups), 장 학습(field days) 등의 활동과 더불어 사업계

획(business planning), 목장 리(pasture management), 가축생산(animal per-

formance and production), 작물 리(crop management), 재정 리(financial and 

cashflow management), 벤치마킹서비스(benchmarking services), 인력 리

(labour management), 자산 리(asset management), 부동산 리(property super-

vision), 기 리(risk management), 상속계획(estate and succession planning) 

등의 분야에 농업 컨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AG Challenge Ltd, Agribusiness Training Ltd,  National Trade 

Academy Ltd, Rural Training Solutions Ltd, Tectra Limited: Wool Industry 

Training, Land Based Training Ltd 등의 민간 농업컨설 기 에서 서비스를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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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교육

3.1. 농업교육 정책방향

  뉴질랜드의 농업교육 방향은 농산업 단체, 정부, 농업인, 교육·훈련자들이 농

업 인력육성 문제를 공동으로 처하기 해 만든 Human Capability in 

Agriculture & Horticulture(HC in AgHort)라는 연합기구의 략 목 에 잘 나

타나 있다.  HC in AgHort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인력 정책의 략  목

(strategic intent)은 “모든 농업·원 업이 성공에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근

할 수 있도록 한다”에 두고 있다. 이를 해 ① 농업·원 업에 일할 충분한 수

의 인력을 확보하고 ② 인력들이 변화를 기반으로 산업 , 개인  목 을 달성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③ 인 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  활력, 사회  이

익, 그리고 환경  지속가능성을 성취한다 등을 성과 기 (outcome framework)에 

설정하고 있다.

그림 3-2. 뉴질랜드의 농업교육 정책 방향

자료: Kevin Bryant. 2007. Human Capability in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griculture 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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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 in AgHort는 2002년 농업․원  분야가 직면한 인 자원의 문제(공 , 

개발, 유지)의 심각성을 공감한 산업계, 농업인, 교육․연구자들이 연합하여 만

든 농업 인력 육성 련 연합기구로 농업부 외에도 노동부(Dept. of Labor), 사

회 개발부(Min. of Social Development), Meat & Wool New Zealand, The New 

Zealand Fruitgrower Federation, Deer Industry New Zealand와 같은 농민단체, 

Dairy Insight, Dexel와 같은 산업체, The Agriculture ITO, The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과 같은 교육․훈련 련 기구, 학(Lincoln University, 

Massey University) 그리고 국 연구소(AgResearch)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

고 농업부의 지속가능농업기 (SFF: sustainable farming fund)과 정책개발조직

(MAF Policy)의 기 추진에 필요한 자 지원  문인력을 지원하고 참여기

의 각종 사업추진 운 에 필요한 재정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구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농업․원 업 분야의 다양한 진로에 한 홍보

․농업․원 업 분야 발  방향 개발․검토

․인 자원개발을 한 우수사례의 보 을 한 훈련 모듈 개발  인 자원의 역량 

개발과 련 연구 수행

․평생학습 진

․미래 인력 수요  인력에게 필요한 기술 망에 한 연구

․농업․원 업 련 내용의 학교 교육과정에의 반

3.2. 농업교육체제

  뉴질랜드 농업교육은 의무교육 이후 11학년부터 시작된다. 직업교육으로의 

농업교육은 농업고등학교를 통해 National Certificate in Agriculture (Level 2)

를 취득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은 과학과목의 일환으로 Agricultural Science, Horticultural Science 등의 농업

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데 이는 학입학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 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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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이후 성인들에 한 농업교육은 농업 문학교, 폴리텍(Polytech), 농업

계 종합 학, 민간컨설 회사 등을 통해 제공된다. 농업 문학교, 폴리텍

(Polytech),  Agriculture New Zealand와 같은 농업컨설 회사는 일반자격 는 

문 학 수 의 농업교육을 제공한다. 이들 성인 교육기 들은 정규코스 이외 

농장고용 에 해당 분야의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pre-employment course), 

농장에서 일하면서 이수할 수 있는 코스(on-job training)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자격 취득을 해 필요한 교과(Unit)을 이수하는 단기 코스도 제공한다.

표 3-1. 뉴질랜드의 농업교육기 별 제공 로그램 종류

기 명

로그램 종류

문
학사

학사 직장 내 단기 고용 
국가
자격

일제
훈련

Lincoln Univ. ○ ○ ○

Massey Univ. ○ ○ ○

Bay of Plenty Polytech ○ ○ ○ ○ ○

Eastern Institute of Technology ○ ○ ○ ○

Nelson Marlborough Institute of Technology ○ ○

Northland Polytech ○

Tairawhiti Polytech ○ ○ ○ ○

Telford Rural Polytech ○ ○ ○ ○ ○ ○

The Open Polytech of New Zealand ○ ○ ○

Waiariki Institute of Technology ○ ○

NZITO: Meat Industry Training ○ ○ ○ ○

NZHITO: Horticulture Industry Training ○ ○ ○

Agriculture ITO ○ ○ ○

AG Challenge Ltd ○ ○ ○ ○

Agribusiness Training Ltd ○ ○ ○ ○ ○

Agriculture New Zealand ○ ○ ○ ○ ○

National Trade Academy Ltd ○ ○ ○

Rural Training Solutions Ltd ○ ○ ○

Tectra Limited: Wool Industry Training ○ ○ ○ ○

Land Based Training Ltd ○ ○ ○ ○

Smedley Training Farm ○ ○

Taratahi Agricultural Training Centre ○ ○ ○ ○ ○

자료: Meat & Wool NZ. 2007. Outstanding in the field: A Guide to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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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sey University와 Lincoln University와 같은 농업계 종합 학은 연구  

산업 인력 양성을 한 농업학사 학 (Agriculture Degree) 코스 이외에도 농업

인들을 한 문학사학 (Agricultural Diploma)과정을 운 하고 있다. 문학

사과정은 학부 3~4학년 과정을 핵심 으로 1년 동안 이수하도록 한 것으로 통

신교육과정(Extramural)을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2년 정도 소요되

며 Level 7에 해당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학 없이 이수 가능한 농업

인 단기 경  로그램도 제공한다. 

3.3. 농업자격제도

  뉴질랜드의 모든 교육․훈련은 자격제도와 하게 련되어 있는데 등 

단계부터 학교에서 획득한 학 와 사회 교육․훈련기 에서 이수한 장단기 

로그램이 자격과 연계된다. 뉴질랜드국가자격체제(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는 국가가 인정한 일 성 있는 직무능력표 과 자격을 리하고 모

든 형태의 학습결과에 한 인정과 이에 상응하는 학 (credit)을 부여한다. 국

가에서 통용되는 모든 국가 자격(National Certificate), 국가 학 (National 

Diploma)들은 모두 뉴질랜드국가자격체제(NQF)에 등록되며 교육․훈련기

이 운 하는 민간 자격 등도 모두 이 틀 안에 등록된다.

  뉴질랜드국가자격체제에 따른 모든 학습자의 학습결과는 ‘학습기록(ROL: 

Record of Learning)’ 체제에 의해 리된다. 학습자가 뉴질랜드국가자격체제

의 교육 ·훈련에 등록할 때 그들의 상세 인 사항과 등록수수료를 국가자격

리(NZQA: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16에 제출하면 뉴질랜드국가

자격체제에 등록된 학습자가 되고 고유 ID번호를 부여받는다. 학습자는 장기

간에 걸쳐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뉴질랜드국가자격체제에 학습기록을 통해 학

을 축 할 수 있다.

16 농업을 포함한 각 산업분야의 자격을 리(자격코스를 제공하는 기 을 인증  

등록하고, 국가 자격시스템을 리)하는 우리나라의 산업인력공단과 같은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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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학습 기록(Record of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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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제공자 역시 인터넷을 통해 학습자들의 단  표 에 한 결과

를 알아볼 수 있으며 인터넷 정보는 통상 으로 2주마다 한번씩 갱신된다. 학

습자가 국가자격이나 학 과정을 완수하고 국가자격 리(NZQA)에 수기로 작

성한 양식을 통보하면 이 기록이 학습기록에 등록된다. 학습기록은 뉴질랜드의 

교육·훈련 제공자, 고용주, 노동조합, 문직 단체에 의해 보증되고 지원되는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국, 유럽, 남아 리카공화국, 호주, 북미 지역에서도 

호환되고 있다.

  뉴질랜드국가자격체제(NQF)는 거의 모든 직무와 학습의 범 를 망라하는 

국가 자격과 학 가 존재하는데 17개 역(Field)하에 204개 역(sub- 

field), 역하에 세부 직무 역(domain), 직무 역하에 단  직무능력표

(unit standard)의 4단계로 구성된다. 2007년 재 17,056개의 단  직무능력표

이 존재하며 각 표 에는 필요한 학습성과에 한 내용, 뉴질랜드국가자격체

제(NQF)의 해당 Level  이수에 필요한 학 , 이수해야 할 필수‧선택과목이 

기술되어 있고 이는 각 산업계에서 보증한 것이다.

그림 3-4. 뉴질랜드 국가자격체제(NQF)의 역 분류

대영역

중영역

직무
영역

직무
능력
표준



58

그림 3-5.  NQF 자격분류 사례 

역(17개) 역(농림수산업) 12개

￭농업, 임업, 수산업(12)  ⇒ ▹농업   

￭ 술 ▹동물보호

￭경 ▹말사육

￭지역사회 서비스 ▹임업

￭정보통신 ▹원

￭일반능력 ▹해충 리

￭교육 ▹돼지사육

￭공학․기술 ▹가 사육

￭보건 ▹농 계약

￭인문 ▹수산업

￭법률과 보안 ▹잔디

￭제조업 ▹양털수확

￭마오리(M ori)

￭자연과학

￭건설

￭서비스

￭사회과학

  일반 으로 하나의 자격은 세부직무 역 하나 는 몇 개의 직무 역이 연

합되어 자격을 형성한다. 한 로 역 농업의 세부직무 역  하나인 농

기술(Farming Skill)은 ‘ 농기술 국가인증’(National Certifate in Farming Skill)

이라는 자격을 형성하는가 하면 아래와 같이 세부직무 역 여러 개가 합쳐서 

‘농업인증’(National Certificate in Agriculture)을 형성하기도 한다. ‘3  농업인

증’(National Certificate in Agriculture, Level 3)의 경우 경작농업, 목축, 낙농, 

사슴사육, 양사육 등의 세부직무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질랜드 국가자격체계의 수 은 총 10단계로 구분된다. 수  1∼4은 고등

학교 교육과 이에 상응하는 기 훈련(basic training)수 이며, 수  5∼6은 학

의 문학 (diploma)과정 수 , 수  7∼10은 종합 학 학사학 (Bachelor)와 

학원 학 (Master, Doctor)에 해당하는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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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뉴질랜드 국가인증 수 별 명칭과 이수 조건 

수 자격명 이수 학 비고

10 Doctorates 10단계에서 최소 240학  이상 이수

9 Masters Degrees
8, 9단계에서 최소 240학  이상 이수(단, 
9단계에서 최소 40학  이상 이수)

10단계
등록 가능

8

Postgraduate Diplomas 
& Certificates.

7단계에서 최소 120학  이상, 그리고 8단
계에서 최소 72학  이상 이수해야 함

9, 10단계
등록 가능

Bachelors Degres with 
Honours

최소 480학  이상 : (연계 과정 는 복
수 공) 8단계에서 120학  이수

7

Bachelors Degres
최소 360학 (4-7단계) : 7단계에서 최소 72
학  이상 이수 / 4단계에서 최  20학  이수

8, 9단계
등록 가능

Graduate Diplomas &
Certificates

6, 7단계에 등록 가능. 5-7단계에서 최소 60학
 이상 이수 / 각 단계별 최  40학  이수

복수 공․
연계 공

6

5
Diplomas & Certificates

4단계 이상에 해당되는 학   최소 120
학  이상 이수 / 5단계 이상에서 각 단계별 
최  72학  이수

4

3

2

1

Certificates 40학  이수 : 고등학교 수 의 자격

자료: 조정윤 등. 2003. 국가직무능력표  개발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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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농민주주회사 제스 리(ZESPRI)의

성공요인과 시사  

1. 키  산업 황

1.1. 세계 키위 산업

  세계에서 키 의 주요 생산국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칠 이며, 이들 3개국

을 포함한 세계의 키  총생산량은 2004년 881,693톤이다. 1970년 2,000톤에 

비해 약 30년 동안 무려 440배 증가하 다. 2004년 기 으로 단  면 당 생산

량은 뉴질랜드가 가장 높다. 뉴질랜드는 ha당 24.6톤, 이탈리아는 18.2톤, 우리

나라는 12톤이다. 뉴질랜드의 키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약 1%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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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세계 주요국 키  재배면  동향

단 : ha, 톤, %

구분 재배면 생산량 수출량 수출 비

이탈리아 20,000 365,000 259,004 71

뉴질랜드 10,580 260,080 238,209 92

칠 7,800 130,000 110,529 85

랑스 4,464 76,336 30,399 40

그리스 4,400 40,000 16,498 41

한국 860 10,277 -

출처: http://www.fao.org(2004)

2.2. 뉴질랜드 키위 산업

  뉴질랜드의 키  재배면 은 도입 이후 증가하다가 1990년을 정 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키  재배면 은 

북섬이 체 면 의 95%를 차지한다. 체 생산량의 77%가 북섬의 티만

(Bay of Plenty) 지역에서, 나머지는 와이카토(Waikato), 웰링턴(Wellington), 오

클랜드(Auckland) 등에서 생산된다. 생산량은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재배

면 이 3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면 당 수확량이 증가하여 생산량이 

28만톤에서 32만톤으로 증가하 다.

표 4-2.  뉴질랜드 키  생산 황

단 : ha, kg/ha, 톤

연도 재배면 단수 생산량

1990 17,508 17,508 280,000

1995 11,873 18,782 223,000

2004 10,580 22,489 237,935

2006 11,464 27,558 315,907

출처: http://www.maf.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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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산업은 1970년  반부터 1980년  후반까지 ‘호황’을 렸고, 매가

격이 높아 많은 농가들이 키  재배에 참여하 다. 이 기간 동안 뉴질랜드의 

키  식재면 도 10년 만에 2천ha에서 1만 9천ha로 크게 증가하 다. 한 같

은 기간 동안 생산량도 9천톤에서 20만 3천톤으로 20배 이상 증가하 다. 그러

나 생산량이 격하게 늘어나면서 공  과 상이 발생하 고, 1987년부터 

키  가격이 락하 다. 이에 생산성이 낮거나 수익이 었던 농가들이 이탈

하기 시작하여 1987~97년 동안 키  식재면 이 약 45% 감소하 다. 그러나 

단  면 당 수확량이 지속 으로 크게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생산량은 오히

려 20% 증가하 다. 

  1997년 이후 뉴질랜드는 키 를 랜드화하고 차별화가 가능한 상품으로 개

발하는 데 주력함과 동시에 수요 측면을 면 하게 살핌으로써 수  균형을 맞

추어 나갔다. 1997년 이후 생산면 은 약 14% 증가하 고, 생산량도 2007년 

34만톤까지 약 40% 증가하 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변화

에 응하여 뉴질랜드 키  산업은 단수를 획기 으로 늘렸다. 오늘날 단  면

당 수확량은 칠 나 이탈리아보다 50~55%나 높다. 한 뉴질랜드 키  농가

의 수익은 통상 으로 칠  농가들보다 60~100%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량은 1995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6년 28만8천 톤이며, 이는 생산량

의 91% 수 이다.

표 4-3. 뉴질랜드 키  수출입 동향

단 : 톤, 천 달러

연도
수입 수출

수입량 수입액 수출량 수출액

1990 0 0 237,474 316,508

1995 0 0 173,254 203,094

2000 182 208 249,509 268,427

2003 1,081 1,696 238,209 286,092

2006 - - 288,216 699,000

출처: http://www.maf.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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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질랜드 키  산업의 역사

2.1. 키위 산업의 성장 과정17

  뉴질랜드 키  종자는 국을 방문했던 선교사에 의해 국에서 190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 종자는 뉴질랜드 육묘장에 넘겨져 실험실에서 배양하여 

1916년 ‘구즈베리’라는 이름으로 보 되었고, 개량을 거쳐 1930년에 과일 크기

가 크고, 장성이 강한 Hayward라는 품종으로 개발되어 키 가 상업 으로 

재배되기 시작하 다. 

  뉴질랜드는 키 를 1952년 국에 처음으로 수출하 다. 이후 키 의 재배

방법  기술개발이 진 되어 재배면 , 단수, 생산량이 증가하 다. 그 결과 

국내 매와 수출이 크게 증가하 으며 1976에는 수출량이 국내 매량을 

과하 다. 

  뉴질랜드의 키  주산지는 펜티 만(Bay of Plenty) 지역이다. 주산지를 

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과 유통을 담당할 회의 필요성이 증가하

다. 이에 1970년에 키 수출 진 원회(Kiwifruit Export Promotion Committee)

가 발족되었으며 수출업자와 생산자에 한 부담 을 갹출하여 기 을 모아 운

하 다. 이 원회는 1977년에 키 유통면허 회(KLMA; Kiwifruit Mar- 

keting Licensing Authority)라는 조직으로 재 설립되었다. 이때부터 KLMA로

부터 수출자격을 가진 업체만이 키 를 수출할 수 있었다. KLMA는 품질 개

선, 등 화, 포장 규격화 등도 추진하 다. 이처럼 노력한 결과 수출량이 1979

년에 4백만 박스(트 이)에서 1987년 46백만 박스로 크게 증가하 다.

17 김연 ‧Allan N.R(20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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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키위 산업의 위기 

  뉴질랜드는 키  산업을 최 로 도입하 지만, 다른 국가들이 키  산업에 

진입하는 데 특별한 장벽을 형성하지는 않았다. 이 결과 이탈리아와 칠 의 농

업인들이 경쟁 으로 키 를 도입하여, 세계 시장에 키  공 량이 수요량을 

크게 과하여 시장 가격이 붕괴되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키  산업계는 

‘키 루트(kiwifruit)'라는 고유의 명칭을 보호하는 데도 실패하 다.18 이에 

따라 생산비가 더 낮은 이탈리아와 칠 에서 뉴질랜드 키 와 직 인 계

가 없는 키 를 재배하면서도 이 명칭을 사용하여 매하 다. 

  한편 뉴질랜드 내에서는 1980년에 생산량이 증가하여 생산자와 수출업자가 

더 많은 수출을 해 회에 로비를 하는 등 부정 인 면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 여러 수출업체가 수출을 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키 산업

에 기가 도래하 다. 1988년 7개 수출업체가 경쟁하던 수출창구를 단일화하

기 해 단일 마  조직인 뉴질랜드 키  마 보드(New Zealand Kiwifruit 

Marketing Board)가 설립되었다. 이는 해외 구매자들을 상으로 가격 교섭력

을 확보하기 한 조치로, 뉴질랜드 정부는 생산자단체에 ‘ 매창구 단일화

(single desk selling)' 조항을 달아서 유일한 매자이자 수출업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 다.19

  이와 같은 노력에도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반까지 수출가격이 매우 

낮았다. 이는 공 이 소비에 비해 빠르게 늘었고, 소비시장에서 키   소비를 

체할 수 있는 과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가격 하락으로 1992년에  키 농가

의 은행부채가 90백만 달러에 이르러 많은 생산자가 산하여 키 산업은 

산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20

  키  산업은 리스크가 높고, 고정 비용 규모가 크며, 장기 인 투자를 해야 

하고, 기후와 소비자 선호에 좌우되는 속성이 강한 반면, 수입(revenue)은 상

18 ‘키 루트’라는 명칭은 1959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용하 다. 
19 Beverland(2001).
20 김연 ‧Allan N.R(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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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은 편이었다.21 이런 특성 때문에 뉴질랜드 키  생산농가와 수출업

체는 국제 시장에서 가격을 주도하지 못하고, 가격 수용자(price taker)의 입장

에 놓여 있었다. 한 뉴질랜드 키  산업은 1990년 반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상품 차별화 성과가 부진하며, 우수한 품질에도 가격 리미엄 형성이 미흡하

여 어려움을 겪었다. 

2.3.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설립을 통한 재도약

  키 산업 재건을 해 1994년부터 마 과 수출 략에 한 본격 인 연구

가 이루어져 1995년에 완료되었다.22 그 결과 ZESPRITM 로그램이 도입되었

는데, 새로운 구조  랜드 략이 핵심이었다. 즉, 키  산업 내부 으로 시

장지향성을 강화함으로써 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목 이었다

(Beverland, 2001). 이를 해 1997년 뉴질랜드 키 후르츠 마 보드(New 

Zealand Kiwifruit Marketing Board)를 키 후르츠 뉴질랜드(Kiwifruit New 

Zealand)로 환하고 마  자회사인 제스 리 인터내셔 (ZESPRI Interna- 

tional Ltd, 이하 제스 리)를 설립하 다.23 키 후르츠 뉴질랜드는 리 기능

을,  제스 리는 수출 등 상업기능을 담당하 다. ZESPRI는 마 과 연구개

발을 주목 으로 하고 단일 수출창구 역할을 수행하 다.

  제스 리는 만, 일본, 한국, 미국, 유럽 등에 자회사를 설립 운 하고 있으

며, 세계 각지에 키 를 연  공 하기 해 뉴질랜드 산이 출하되지 않는 단

경기에 다른 나라로부터 키 를 수입하여 공 하는 등 주년 공 체계를 가지고 

있다. 키 가 뉴질랜드에 도입된 지 100주년이던 2004년에는 10억 NZ달러의 

매액을 기록하 다. 제스 리와 제스 리 랜드가 만들어진 지 10년밖에 

21 Crocombe, G.T., Enright, M.J. and Porter, M.E.(1991), Upgrading New Zealand's 

Competitive 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Auckland.
22 김연 ‧Allan N.R(2005).
23 www.zesp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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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뉴질랜드 키 산업 연  

년도 주요 내용

1904년  차이니즈 구즈베리 종자 뉴질랜드로 래

1905년  뉴질랜드 국내 처음으로 식재

1952년  최 의 해외수출- 국

1959년  “키 후르츠(Kiwifruit)”로 최  명명

1988년
 뉴질랜드 키 후르츠 마  보드(New Zealand Kiwifruit Marketing 

Board-NZKMB) 결성: 수출 단일창구 마련

1990년  뉴질랜드 키  한국에 소개

1997년
 제스 리 인터내셔 (ZESPRI International Ltd) 설립

 ( 랜드  세계에 소개) 제스 리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1998년  제스 리 골드키  첫 수출

1999년  제스 리 한국지사 설립

2000년  제스 리 골드키  해외 재배

2004년  뉴질랜드 키  100주년

되지 않았지만, 실질 으로 이 랜드는 100여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것이며, 엄격한 품질 리와 안정 인 물량 공 이 가장 요

한 성공요인이다.

3. 제스 리 황

3.1. 비전

  제스 리는 ‘ 구나 인정하는 키 의 세계리더(Acknowledged World Leader 

in Kiwifruit)'를 비 으로 삼고 있다. 한 핵심 성과의 최 화, 경쟁우  형성, 

성장 지평의 마련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67

표 4-5.  제스 리의 목표

목표 주요 내용

핵심 성과의 최 화

효과 인 비용 리, 키  소비량 증 , 소비자에 한 이해 
증진, 기존 시장의 확 , 생산자에 한 효율 인 지식 , 
생산  공  체  간 계 개선  성과 확산을 통해 재의 
경쟁력·성과를 더욱 강화

경쟁우  형성
랜드 구조 재검토를 통한 이윤 창출 기회 확 , 맛·건강(
양)에 한 연구 강화, 지속가능성 향상, 산업통합 확 를 통한 
부가가치 확  창출

성장 지평의 마련
새로운 키  시장 개척, 신품종 개발, 키  성분을 함유한 기
능성 식품 개발 등으로 지속 인 성장동력 확보

3.2. 제스프리의 키위 판매량 및 매출액

  제스 리는 세계 최 의 키  수출업체로 2 에 비해 13배 이상의 수출 실

을 기록하고 있다. 키 는 세계 과일 소비량의 0.5%만을 차지할 정도로 시

장 물량이 은 편이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작다는 은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에서 정 인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림 4-1.  제스 리의 세계 키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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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년 동안 뉴질랜드 키 를 이용한 제스 리의 키  매량은 약 92.4

백만 트 이(trays)로 년 동기 비 15% 증가하 다. 년에는 홍수 등의 

향으로 과실 감모량이 많아 매량이 어들었고, 연도별 매량 차이도 평균

보다 커졌다. 제스 리의 키  매출액은 2006/07년 1,125.4백만 NZ달러에서 

2007/08년 1,163.8백만 NZ달러로 증가하 다. 뉴질랜드에서 생산하지 않은 키

의 생산량은 년보다 8% 감소한 5.6백만 트 이 수 이었다. 제스 리의 

해외 최  재배지인 이탈리아의 기후 불순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뉴질랜드에서 직  생산하지 않은 키 의 매액은 2006/07년보

다 1%p 증가한 81.6백만 NZ달러를 기록했고, 세  수익은 3.5백만 NZ달러

다. 

  뉴질랜드 키 의 트 이당 수익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뉴질랜드 달러

의 가치 변화이다. 2007년 이후 뉴질랜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뉴질랜드 키

 산업 부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8천만 NZ달러(트 이당 84 NZ센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2.  뉴질랜드 환율 변화(2007.1.1～20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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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량이 증한 원인은 한국, 일본, 만, 홍콩, 싱가포르, 말 이시아, 

국 시장 등에서 매가 증하 기 때문이다. 유럽 시장에서도 매량이 증

하 으나, 칠 산과의 가격 경쟁으로 트 이당 수익은 년도보다 오히려 낮

았다.

  품종별 매량 변화 추세를 보면, ‘Green'과 ‘Gold'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Green Organic'은 정체 상태이다. 2007/08년 제스 리의 뉴질랜드산 

키  매 실 은 Green 품종이 15%, Gold 품종이 16% 증가하 다.24 

그림 4-3.  제스 리의 품종별 키  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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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뉴질랜드에서 생산한 키  기 .

자료: ZESPRITM, 2007/08 Annual Report, 2008.

24 매 실 이 크게 증가한 이유  하나는 2006/07년에 해안 지역 키  손실이 컸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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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요 수출시장별 실적

  2007/8년에는 소과(small size) 키 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유럽 

시장으로 출하된 칠 의 Green 키  물량도 증가하여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에 

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요한 과제 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요 

시장에서 제스 리의 체 매물량과 수입 모두 증가하 다. 특히 일본과 동

아시아 지역에서는 Green과 Gold 품종 모두 연 기 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

었다.25 

  뉴질랜드에서 생산한 키 의 매는 동아시아(28%), 일본(14%) 등에서 증가

하 고, 유럽(3%)에서는 경쟁 심화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2007/08년 가격을 

년과 비슷한 수 으로 유지한 덕분에 체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제스

리의 키  매출액은 2006/07년 1,125.4백만 NZ달러에서 2007/08년 1,163.8

백만 NZ달러로 증가하 다. 그러나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트 이 당 수입은 

1.14 NZ달러로 하락하 다. 

  일본은 제스 리의 주요 시장  하나로 연간 매액의 25%, 매량의 17%

를 유한다. 제스 리는 일본 키  시장의 97%를 유하고 있고, 기존 소비층 

확 와 신규 소비층 창출에 을 맞추고 있다. 2007/08년 일본 시장에서의 

키  매량은 16.2백만 트 이로 2006/07년의 14.6백만 트 이보다 소폭 증가

하 다. 이러한 매량 증가는 일본의 슈퍼마켓  상 과 교섭한 결과 이루어

진 것이다. 일본 시장에서는 출하 시기 에 칠 산 키 와 경쟁을 하고, 생산

이 끝날 무렵에는 가의 다른 과일이 생산되어 경쟁 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안이 필요하다.

  2007/08년 유럽시장에서 칠 산 키 는 유리한 환율 조건을 활용하여 제스

리 키 와 치열한 경쟁을 벌 다. 그럼에도 제스 리는 칠  산에 비해 

90~100% 높은 가격에 매되었고, ‘Green’, ‘Green Organic’, ‘Gold’ 품종 모두 

25 그러나 환율 고평가의 부정  효과와 경쟁 심화로 생산농가들은 외형상의 성과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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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량과 순수익 기록을 경신하 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키  산업의 지속가

능성에 해 심을 갖고 있고, 식품안 성, 이력추 제, 탄소 발자국과 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7/08년 국내산 과일량  수입 신선 과일량이 증가하고 지난 

6년  국산 과일 가격이 가장 낮았음에도, 한국 시장에서의 키  매량은 

년 비 23%나 증가하 다. 칠 산 키 와 뉴질랜드산 키 의 세 격차( 행 

20.2%)는 마 과 매 로그램 강화를 통한 소비자와의 연계 강화, 그리고 

2등 (Class 2)의 효율  활용을 통해서 극복하 다. 

  남아시아( 만, 홍콩, 싱가포르, 말 이시아)  국 시장에서도 매량과 

순수익 증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 되고 있는 국의 경

우 뉴질랜드- 국 FTA가 발효되면서 향후 9년 동안 세가 감축되므로 수익 

증가에 큰 향을  것으로 기 된다. 

3.4. 2007/08년 재무 성과

  2007/08년  제스 리의 순수익(세후 기 )은 19.7백만 NZ달러(매출액 비  

1.7%) 년도 22.1백만 NZ달러(매출액 비 1.9)%에 비해 감소하 다. 반면 

세  수익은 ZESPRITM Gold 면허의 매에 힘입어 4.7백만 NZ달러 증가하

다. 순수익 감소의 가장 요한 원인은 순 매액의 8.1%를 차지하는 마진(

랜드 리미엄 포함)의 구조  변화로 볼 수 있다. 

  2007/2008년 뉴질랜드 과수농가의 ha당 평균 매 조수입(average orchard 

gate return)은 2006/07년보다 4,397 NZ달러 감소한 28,169 NZ달러를 기록하

다. 이는 트 이당 과일 가격의 하락과 수확 후 리비용 증가에 의한 결과이

다. 환율 변동의 향까지 고려했을 때, ‘Green Organic’과 ‘Gold’ 품종의 과수

농가 조수입은 만족스러운 수 이었으나 ‘Green’ 품종은 기 에 미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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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제스 리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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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ESPRITM, 2007/08 Annual Report, 2008.

그림 4-5. 제스 리의 자산 가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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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ESPRI
TM

, 2007/08 Annual Repor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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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제 무역 관계

  뉴질랜드 키  수출시장 에서도 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연

간 매출 증가율이 약 40%에 이른다. 이러한 을 고려할 때, 뉴질랜드- 국 

FTA에 따른 키  세 감소는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망된다.26 농업 부문은 

최  수혜 분야  하나로 국 수출의 75% 이상이 농축산물(낙농, 육류, 과

일, 채소 등)에 집 되어 있다. 한 국은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시장(수출규

모 4 )으로, 국이 농산물에 부과하고 있던 평균 15%의 세 철폐 시 연평균 

225~350백만 달러 규모의 농산물 수출이 추가로 이루어질 망이다. 키 에 

부과되던 20%의 세는 2008년 10월 1일자로 17.8%로 낮아졌고, 매년 1월 1

일에 2.2%씩 감축하여 2016년까지 무 세로 환될 방침이다. 

  한편 WTO 상은 2008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고, 농업 부문 등에서 지

속 인 진 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이 타결될지, 된다면 어떠한 식으로 이루

어질지는 아직 불투명 하지만, 농산물 수출업체에 한 수출 혜택 - 뉴질랜드 

키 후르츠 수출 규정(New Zealand's Kiwifruit Export Regulations)에 의해 제

스 리에 제공되는 경우도 포함 - 폐지는 계속 논의될 것으로 망된다. 제스

리는 뉴질랜드 정부와 긴 하게 공조하여, 수출창구 단일화(Single Point of 

Entry)가 키  산업과 뉴질랜드 경제 반에서 지니는 요성을 강조할 계획

이다. 

26 뉴질랜드- 국 FTA는 2008년 4월 7일 타결되어, 동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74

4. 제스 리의 성공요인

< 제스프리 10대 성공요인 >

1.  사람, 조직, 시스템의 효과적 구축과 운영

2.  제스프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엄격한 품질 관리

3.  미래 지향적 마케팅 계획 수립

4.  브랜드 전략

5.  연중 공급체계 강화

6.  가치 창출 및 비용 절감 노력

7.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8.  품종 개발

9.  소비자와의 관계 개선

10. 환율 변화에 대한 대응

 4.1. 사람, 조직, 시스템의 효과적 구축과 운영

  제스 리는 주주가 부 농민인 농법인이면서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

다. 농가는 제스 리를 통해 수출하며 제스 리가 이익을 내면 배당을 받는 구

조이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한 농활동을 하게 

된다.

  문경 인에 의한 사업운 도 제스 리의 요한 성공요인  하나이다. 주

주인 생산농가가 표를 뽑아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문 경 인을 

선임한다. 요한 정책은 8명의 이사(5명의 생산자 표, 3명의 독립된 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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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이사회를 통하여 수립된다. 사업성과에 따라 이사를 재선임하고 연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키  산업의 주체인 생산자와 유통  수출업체인 제스 리가 유기

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연계 강화를 해 제스 리는 생산자  주주의 이익을 

극 화하기 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7년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산업 반의 요구와 이슈 등을 조사하기도 하 다. 생산자들은 재 키  

산업의 특징인 단일수출창구 규정이 향후 성공에 매우 요하다고 응답하 고, 

응답자  81%가 이 규정이 사라질 경우 과수농가의 농가수취 조수입이 감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한 응답자  97%가 ‘ZESPRITM 랜드를 이용한 

국제 시장에서의 키  마 ’에 해 ‘매우 좋음’ 는 ‘좋음’으로 평가하여, 

제스 리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 다. 제스 리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갖고 정

부와 단일창구 련 논의를 하고 출 물, 홍보 등에 활용하고, 기업의사결정에

도 반 하 다. 제스 리의 생산자  주주 이익 극 화 노력 결과 나타난 생

산자들의 지지는 요한 성공요인  하나로 평가받는다.

  마지막으로 민주  의사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도 요한 성공요인이다.

4.2. 제스프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엄격한 품질 관리

  ‘제스 리 시스템’으로 표되는 품질 리는 농장에서 소비자까지 달되

는 모든 과정을 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생산시기에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수확기에도 농약 잔류 검사를 통과한 과일만 수확하는 등 안 성 

확보를 한 시스템을 구축하 다. 모든 키 를 선과장에서 선별하여 품질 미

달(10%) 정을 받은 키 는 가공 는 동물사료로 이용하거나 폐기한다. 한 

생산이력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등 품질보증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생산자들에게 좋은 키 를 생산하도록 유인(인센티 )을 제공하는 것도 품

질 리의 요한 부분이다. 제스 리는 품질 상호비교 시스템(intercheck 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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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y system)을 도입하여 보다 우수한 품질의 키 를 공 하는 생산자에게 보상

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스 리에서 제시한 규격을 수하지 않거나 시에 

공 하지 않는 생산자에게 불이익(페 티)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

면서 생산자들이 품질과 재고 리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하 다. 

2006/07년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주요 품종인 Hayward의 재포장율은 

35%에 이르고 과실 감모율도 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7년의 생산량 

증가, 설비 부족, 수확 후 리 미흡 등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지만, 재포장율

과 감모율을 정상 인 수 으로 되돌리는 것이 2008/09년의 주요 과제이다.

  품질 리 노력은 생산 단계인 과수농가 리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제스

리는 환상박피(trunk girdling)와 비가림 시설(low vigour canopy) 등의 리

시설을 도입하고 교육을 지속하여 단수 등을 지속 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한 

로 ‘Green' 키 의 dry matter 함량은 2005년 16.3%에서 2007년 17.0%로 증

가하 고, 단수는 지난 3년과 비교할 때 6.5% 증가하 다. 

  2007년 과수농가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생산자들이 과수원을 산업체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궁극 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 다. 한 로 

Bay of Plenty 지역에서는 과수농가 5호를 상으로 기술 문가, 농산업 문

가, 과학자 등이 참여하는 과수원 운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4.3. 미래 지향적 마케팅 계획 수립

  제스 리는 재 리고 있는 경쟁우 가 앞으로도 지속될지 불투명하다는 

단 하에, 미래를 바라보고 비하는 마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2007년 제스 리는 종합진단 연구(health research)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매 계획을 수립하고 마  로그램을 정비함과 동시에 향후 10년 간의 계

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 다. 2009년 제스 리는 랜드 구조 개선에 착수하

고,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로그램은 ZESPRITM의 

핵심가치에 한 소비자의 이해를 악하기 해 수년에 걸쳐 실시한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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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이다. 이러한 미래 지향 인 마  계획 수립은 향후에도 제스 리의 성

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제스 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신과 마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

출하 다. 이러한 노력은 ZESPRITM 키 가 경쟁사보다 2배에 가까운 리미

엄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뉴질랜드 키  생

산농가의 kg당 수입이 경쟁국인 칠  농가에 비해 60~100% 높다는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칠 의 생산 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농가소득 차이가 실질

으로는 좁 지지만, 이러한 실 은 ZESPRITM 키  랜드의 힘을 보여주는 것

이다. 

4.4 브랜드 전략

 랜드 략의 주요 목표는 뉴질랜드 키 를 ‘신선 농산물(perishable commod-

ity)' 범주에서 탈피하여 ‘고품격 소비재(premium-priced consumer goods)’로 인

지시키는 것이었다. 제스 리가 해결하고자 한 랜드 련 과제는 1) 제스 리 

키 와 다른 키 의 차별성 제시, 2) 제스 리 랜드 가치의 세계  확산, 3) 

제스 리 랜드 가치를 함축할 수 있는 포지셔닝 략, 4) 기존의 랜드 개념

을 뛰어넘는 신  랜드 개념 개발, 5) 새로운 품종 개발 등이었다. 

  당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키 에 감정 으로 강한 동

질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제스 리는 이 에 착안하여 'puts life into life'

를 포지셔닝 략으로 제시하 다. 즉, 키 를 ‘매일 먹는 즐거운 주류과일’(ex-

citing mainstream fruit that is eaten daily)로 포지셔닝하기로 한 것이었다.27 

한  제스 리는 ‘뉴질랜드’라는 이미지가 자사 랜드에서 매우 요한 구성요

소라고 단하여 이를 십분 활용하 다.28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키 의 양학

27 제스 리는 키 를 ‘식사와 함께, 는 간식으로 매일 먹을 수 있는 과일’로 홍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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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을 잘 모른다는 에 착안하여 마  캠페인에서 이 부분을 집 으

로 홍보하기도 하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뉴질랜드 시장에서 키 는 독자

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표 4-6  과일, 키 , 제스 리 키 의 포지셔닝

포지셔닝 과일 키 제스 리 키

개성 좋은 것(구체성 부족) 이국
카리스마, 경이, 즐거
움, 열망, 성취 등

가치 완 성, 좋음 활력 실제 , 순수, 통합 , 
고유성, 건강, 활력 등보상 Good for You Good for You

편익 건강, 즐거움 새로움, 건강, 즐거움 새로움, 건강, 즐거움

속성 맛, 양, 먹기 편함 맛, 양, 먹기 편함 맛, 양, 편함, 외

자료: Beverland(2001). 

  Beverland(2001)는 제스 리의 시장 분석가, 랜드 리자, 호주 지역 리

자 등과의 면 조사를 통해서 랜드의 성공 정도에 한 인식, 주요 구매자들

의 인식·평가 등을 조사하고, 뉴질랜드 내 형 슈퍼마켓 체인 3곳에서 상가차

단조사법(mall intercept survey)29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평가도 분석하 다.30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키 에 한 랜드 활동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

고, 품질 보증과 소비자 충성도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이러한 략이 키 에 한 인지도와 가치를 높일 수는 있지만, 랜드라는 측면에

서는 효과가 낮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일 랜드의 이미지와 품질 

리 등이 어렵다는 비 도 제기되었다(Beverland, 2001).
29 설문조사자가 쇼핑센터에 나가 고객에게 조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의 면 

조사 방식이다. 
30 키  식습 , 키  구매방식, 랜드 인지도, 제스 리에 한 인지도, 기본 인 사

항 등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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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연중 공급체계 강화

   제스 리를 포함한 뉴질랜드 키 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  하나는 공  

리 문제이다. 특히 뉴질랜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시장의 변화에 

따라 공  부족이나 과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 제스 리의 경우 해외 재

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여 왔다.  다른 문제 은 제품

의 계 성으로, 를 들어 키 는 연  8개월 동안만 공 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세계의 다양한 수요자들은 연  공 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요한 과제 다. 제스 리는 수입국에서 키 가 생산되

지 않는 기간에만 수출을 하는 등 ‘ 력 ’ 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시켰다.  

  이와 같이 연  공 로그램(year-roung supply program)을 구축하고 소비

자 인지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더욱 강화하기 해 제스 리는 

2012년까지 세계의 모든 주요 시장에 하나 이상의 주요 소매업체를 확보하려

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2007년 이탈리아와 한국의 기후 불순으로 뉴질랜드에서 생산하지 않은 

키 의 공 량이 8% 감소하 지만, 제스 리는 연  공 체계 구축을 한 

세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31 

  제스 리는 한국에 장 경험을 갖춘 생산자 기술매니 (Grower Technical 

Manager)를 새로 견하여, 제주도에서 Hort16A 품종을 재배하는 137농가가 

자사의 품질 기 을 만족하는 키 를 생산하도록 지원하 다. 이외에도 이탈리

31 뉴질랜드 내에서 키  단경기에 키 를 공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뉴질랜드 이외 지

역에서 생산한 키  생산액은 2007/08년 81.7백만 NZ달러로 년보다 1.1백만 NZ

달러 증가하 다. 이 기간 동안 뉴질랜드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키  매량은 년

(610만 트 이)보다 소폭 감소한 560만 트 이 수 이었다. 이는 제스 리의 뉴질랜

드 외부 지역 생산지  큰 비 을 차지하는 이탈리아 지역의 기후가 좋지 않아 수

확이 당  망보다 30%나 감소하 기 때문이다. 한 태풍의 향으로 제주도의 

생산량이 20% 감소하 고, 랑스의 생산량도 기후 불순으로 감소하 다. 상 으

로 생산 규모가 작은 칠 와 일본의 생산량은 좋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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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Green 품종)와 한국(Gold 품종)을 심으로 기술이  로그램을 운 하여, 

뉴질랜드 외부 지역의 키  생산자들이 최신 기술과 정보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재 이탈리아와 랑스를 상으로 Gold 품종 신규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재  제스 리는 유럽 시장에 연  ZESPRITM 키 를 공 하는 성과를 거두

었다. 재 칠 와 한국을 심으로 Gold 품종을 재배하는 연  공 체계를 갖

추고 있어, 2008/09년에는 일본과 이탈리아 그리고 2009/10년에는 랑스에도 

식재가 완료될 것이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뉴질랜드 외부 지역에서 ZESPRITM 

키 를 생산하는 면 은 약 1,400 캐노피 ha(canopy hectare)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이 면 은 뉴질랜드 내의 재배면  2,000ha(면허 발 이 완료될 경우 

2,600ha)와 비견될 수 있는 규모이다. 

표 4-7. 뉴질랜드에서 생산하지 않은 키  매량, 수입, 수익

단 : 백만 NZ달러, 백만 트 이

구분 수입 수익 매량

2003/04 8.2 -2.8 0.6 

2004/05 24.9 -2.2 2.3 

2005/06 45.9 -2.7 3.8 

2006/07 80.6 4.4 6.1 

2007/08 81.7 3.5 5.6 

자료: ZESPRITM, 2007/08 Annual Report, 2008.

4.6. 가치 창출 및 비용 절감 노력

  2007/08년 농가의 과일  서비스 부문 수입(로열티 포함)은 트 이당 년

비 1.14 NZ달러 감소하 고, 농가 조수입도 ha당 4,397 NZ달러 감소하 다. 

키  농가들이 직면한 이러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생산농가 수익의 지속

 향상이 모든 의사결정의 심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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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 리는 지난 10년 이상 높은 가격 리미엄과 매 증가를 달성하 고, 

소비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망하고 있다. 그러나 키  산업 반에 걸쳐 

비용, 특히 연료, 수송, 임 이 증가하고 있고, 환율의 향까지 겹쳐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수입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 다. 이러한 에서 가치 창출을 통한 

수입 증가와 비용 리가 건 한 성장을 한 두 가지 핵심 과제이다. 2007년 

제스 리는 가격 리미엄을 이 과 비슷한 수 으로 유지하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비 을 확 함으로써 수입 증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키  산업 반에 걸친 검을 통해 가치 창출 증진과 비용 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검은 재 진행 이고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각 

단계를 표하는 트 (마 , 공 사슬, 수확후 리, 농가 등)들이 참여하

고 있다. 

  제스 리의 총경비는 체 산업 가치사슬  약 5%를 유하여 비 이 비교

 작은 편이다. 엄격한 원칙에 입각한 비용 지출을 통해 2007/08년 동안 약 

50만 NZ달러를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제스 리는 인 이션 

등의 제약이 있지만 2007/08년 총경비를 이  수 으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세

웠다. 이를 해서 선착장 검사 방식을 개선해서 불필요한 재포장을 하지 않고

도 품질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한 제스 리는 2008년 기존의 

단층 트 이(single layer tray)를 새로운 국제 규격 트 이로 교체하여 재효

율을 높이고 운송 에 보다 효과 으로 과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 다. 새

로운 트 이 도입으로 수확 후 리 자동화, 온 장고 공간 활용 개선, 취  

비용 감소 등이 가능해져 연간 약 3백만 NZ달러를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트 이에 보다 많은 과일을 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

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물류 효율성이 높아져 2009년부터 연간 4백만 NZ달러

를 추가 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제스 리는 비용 감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수출화물 팔 트 검사 시스템

(Export Consignment Pallet Inspections)을 도입하 다. 이를 통해서 수출과일 

 검사 비율을 기존 1%에서 5~10%로 폭 확 하 다. 

  수출 물량이 2004/05년 81백만 트 이에서 2007/08년 95백만 트 이로 늘어



82

나고 시설 부족, 수출화물 팔 트 검사 시스템 도입 등의 요인이 더해진 결과, 

수출 과정에서의 검사, 재포장, 과일 감모에 수반된 비용이 2004년 57.1백만 

NZ달러에서 2007년 81.6백만 NZ달러까지 증가하 다. 제스 리는 수출화물 

팔 트 검사 시스템을 평가하고 우수한 과일이 검역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

을 이기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질랜드 산업자문 원회(Industry Advisory Council)에서는 2008년 에 

행 공 사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단한 18가지 정책

을 소개하 다. 이 정책들은 매 개선, 운  계획, 포장과 라벨링, 과일 품질 

련 이슈, 공 자 간 력, 과수농가 수익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도입된 정책으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크기의 과일 생산으로 조수입  수익 

증 , 매  운  계획 수립, 수확 품질 제고(다국어로 된 우수 수확 방식 

DVD 배포 등)가 있다. 

  마지막으로 ‘Gold' 키 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는 

Aragorn을 설립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그림 4-6. 제스 리의 Gold 키  이용 제품

주: 왼쪽부터 퓨 (purèe), 농축액, 냉동건조 키 , 속냉동 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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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도 요한 성공요인  하나이다. 제스 리 마  비

용의 20%(약 50억원)를 민간연구소인 호트 연구소(Hort Institute)에 지원하여 

키  산업 련 연구개발  품종개량( : ‘Gold' 키 )을 강화하 다. 

  한편 제스 리는 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한 연구개발도 수행하고 있다. 

즉, 2007년 환경  사회 성과를 높이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Landcare 

Research, JortResearch, AgriLINK, Messy 학 등과 연계하여 키 산업의 탄

소 발자국(carbon footprint)32을 측정하고 있다. 제스 리는 이 연구가 키  산

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측정하여 주요 주주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소비

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도 기  조성을 통해 연구개발을 돕고 있다. 2008년 3월 뉴질

랜드 정부가 발표한 7억 NZ달러 규모의 축산·식품 신 로그램 기  조성은  

제스 리를 비롯한 주요 식품업계가 세계에서 선도 인 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것으로 기 된다. 제스 리도 산업 효율성 제고, 상품 가치 증 , 신

상품 개발을 해 2007/08년에 970만 NZ달러를 투자하 다. 한 향후 10~15

년 동안 뉴질랜드 정부의 신 로그램 기 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해서도 

논의를 진행 이다. 이외에도 2008년부터 자격을 갖춘 연구  개발(R&D)에 

용되는 15% 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8. 품종 개발

  제스 리는 새로운 키  품종 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품종 

개발은 매우 쉬우나, 최고의 품질과 상업 으로 가치 있는 품종의 개발이 건

이다. 재 시장에 출하된 품종들은 과거 연구·개발 로그램의 성과물이고, 몇

32 상품의 생산·소비 과정에서 직·간 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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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품종들은 식미 검사나 보  과정에서 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폐기되

기도 했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 의 키  육묘 로그램을 운 하고 있고, 호트연구소와 

연계하여 5만여 종의 묘목을 시험포에서 재배․평가하고 있다. 제스 리는 2

년 내로 시험 묘목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 있고, 재 20종류의 종자에 해 

상업성 등을 분석하고 있고, 6종류의 품종이 상품으로 유망하다고 평가하고 있

다. 2007년에는 ‘Bruce'라 불리는 'Gold' 품종용 수분을 개발하 다.

  한편  제스 리는 네 가지 핵심 품종인 ‘Organic’, ‘Jumbo’, ‘Gold’, ‘Green’

을 개발· 매하고 있다. 이러한 신품종은 과거에 정부 연구기 이었던 호트연

구소와 력하여 개발한 것이다.33 신품종들은 각기 다른 시장을 목표로 출하

되었다. 를 들어 ‘Jumbo’ 품종은 뉴질랜드 내수시장에는 출하되지 않고 주로 

어린이 도시락의 후식용으로 사용하기 해 개발한 것이다. ‘Gold’ 품종은 

색에 한 선호도가 높은 아시아 시장을 주요 상으로 한 품종이었다. 

‘Organic’ 품종은 친환경 농산물에 한 소비자 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시

장 개척을 해 개발되었다. 

4.9. 소비자와의 관계 개선

  제스 리의 성공 요인  하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소비자가 원하

는 크기, 품질, 맛을 갖춘 키 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소비자와 좋은 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 

  제스 리는 2007년 실시한 종합 평가에서 소비자들이 키 를 구매할 때 고

려하는 모든 요소를 조사하 다. 이 결과 맛(19%)이 구매 결정에 향을 미치

는 가장 요한 요소로 나타났고, 건강(15%)에 미치는 향도 요성이 높은 

33 호트연구소의 자  조달을 해 북반구 생산자들에게 생산을 허락함으로써, 원활한 

품질 리와 ‘Zespri' 랜드의 통일된 이미지 확보에 제한이 생겨 차별화가 어려워

진다는 이 문제 으로 제기되기도 한다(Beverlan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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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스 리는 이 에 착안하여 신  마  략 수립 

시 식미와 양 개선에 을 맞추고 있다.  한 종합평가를 통해 소비자의 

성향을 이해하고, 맞춤형 매장 내 이나 소비자 인센티  로그램 등 최

의 공   홍보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텔 비 , 유인물, 

이벤트 행사 등의 홍보 로그램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매 진 효과를 증

시키고 있다. 2007년 실시한 종합 평가에 힘입어 소비자의 구매 기 과 방식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제스 리의 자평이다. 

4.10. 환율 변화에 대한 대응

  제스 리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리하기 해 정해진 기간 동안 유

효한 헤징(hedging)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NZ달러는 경제학자들이 2007년 

에 다다를 것으로 망한 수 보다 높게 유지되었다.34 이러한 추세는 앙은

행이 국내 인 이션 압박을 이기 해 이자율을 높이면서 더욱 가속화되

었다. 특히 Gold 품종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과 일본 화폐에 한 NZ달러의 강

세가 나타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고, Green과 Organic 품종도 상당한 향을 

받았다. 

34 2008년 들어 NZ달러 가치는 2007년 고 에서 낮아지기 시작하 고, 경제학자들은 

하향 추세가 시작되었다고 망하 다. 유로화 강세는 뉴질랜드 키  수출에 청신호

인 반면, NZ달러의 변동이 여 히 심하여 단기 으로 미국달러/NZ달러와 엔/NZ달

러 환율이 3~4년 수 으로 돌아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제스 리는 단하기는 어

렵지만 2008/09년 엔화와 유로화 환율은 2007/08년보다 유리한 수 이 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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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

  앞서 제시한 뉴질랜드의 농민주주회사 제스 리의 10가지 성공요인은 우리

나라의 농업경 체에게 다양한 시사 을 다. 재 우리나라 부분의 농업경

체는 가족농 주의 소규모 경 체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소규모 경 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화를 통한 단일 조직경 체로의 규모화가 필요하다. 

제스 리에 참여하는 평균 개별 농장 규모가 그린키 는 3.6ha, 골드키 는 

2.6ha로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세계 시장에서 하나의 경 체로서 경쟁하기 

해 제스 리라는 유통  수출 문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특히 과거 수출창구

의 난립으로 인한 키  농가 간의 과당 경쟁을 이기 해 수출창구를 일원화

한 것은 수출 확 를 통해 우리 농업의 성장동력을 높이려는 농업경 체  정

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조직화를 통한 하나의 경 조직으로서의 규모화는 단기간에 정책  

의지만으로 달성되기는 어렵다. 뉴질랜드 키 산업에는 제스 리가 설립되기 

이 부터 원회, 청, 마  보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생산  유통을 조

하는 조직이 존재해 왔다. 키 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해 오랜

기간 동안 다져온 력 계가 오늘날 제스 리 성공의 요한 바탕이 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력 계와 더불어 요한 것이 거버 스 체계이다. 거버 스 체계

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행정조직 는 회사조직과 같은 의사

결정  사업추진을 한 효과 인 조직 체계이다. 두 번째는 개별 농가의 재

산권의 보호, 계약의 원활한 이행, 개별 농가의 행 에 한 효과  조정을 

한 체계이다. 자가 회사의 효과 인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을 해서 문서화되

고 규정화된 것인 반면, 후자는 개별 농가 간 는 개별 농가와 회사 간의 경제 

행 들이 상호 경쟁보다 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제환경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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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 리와 같이 개별 으로 경 하는 많은 농가가 주주로 참여하는 회사의 

경우 개별농가가 회사의 이익을 해 경 하는 것이 개별 농가 자체의 이익과 

결부된다는 인식을 개별농가가 회사의 경 진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한 개별 농가의 기회주의  행 를 사 에 방지하고 개별 농가가 공동의 이

익을 해 행 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경제환경 조성이 매우 요하다.  

  결론 으로 제스 리의 10  성공요인  첫 번째 성공요인인 ‘사람, 조직, 

시스템의 효과  구축과 운 ’이 나머지 성공요인들의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즉, 첫 번째 조건은 나머지 9가지 성공요인을 가능  하는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스 리의 성공요인을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용하여 악한 

후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35  먼  ‘요소’와 련하여 지속 인 

비용 감 노력을 통해 생산  유통과정에서의 원가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과감한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신을 지속 으로 이루어내

고 회사  생산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농업의 특성상 일정기

간 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노동자 공  한 필수 이다.36 

35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은 기업차원의 경쟁력 분석을 국가차원의 경쟁력 분석으로 

발 시킨 모델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 분석에 유용한 모델이다. Porter는 한 국

가의 경쟁력을 분석할 때는 개별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을 크게 6가지로 선정하 다. 즉, 국

가경쟁력은 생산요소조건, 시장수요조건, 련  지원산업, 기업의 략․구조․경

쟁 계 4가지 내생부문과 기회(chance event), 정부(government) 2가지 외생부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36 제스 리의 생산 농가주는 육체노동보다는 키 농법개발  시장동향 악 등 농장 

경 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노동자는 아웃소싱하고 있다. 뉴질랜드 키  생산의 

심지인 테푸키의 지역신문인 테푸키타임스에 따르면, 인구 7000여명인 테푸기 지

역에만 키  수확기인 4∼6월에 1만 2000명 이상의 임시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한

다. 과수원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뉴질랜드 지인, 유럽의 배낭 여행객, 워킹 할리데

이 비자 소지자, 인도‧남미 등의 이주노동자 등 다양하다. 인부들에 한 최  임

과 같은 시간당 10.25뉴질랜드 달러(6100여원)이다(주간조선 2006.04.24일자 ‘뉴질

랜드 농민은 모두 비즈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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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략, 조직  경쟁양상’과 련하여서는 앞서 밝혔듯이 조직 시스템

을 효과 으로 구축하고 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한다. 한 미래 

지향  마  계획 수립  추진을 통해 앞으로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해서 선제 으로 응해야 한다. 

그림 4-7.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용한 제스 리 성공요인의 시사

  엄격한 품질 리, 랜드 차별화 략, 품종 개발  가치 창출은 심화되고 

있는 세계 시장 경쟁에서 우 를 하고 지속 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해서 매우 요하다.  

  ‘수요’와 련해서는 변하는 시장  소비자 선호 악과 소비자 지향 인 

마 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만이 앞서 이야기한 랜드 차별화 략과 품

종 개발  가치 창출이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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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품 인지도 제고  거래처와의 안정 인 계 유지를 해서는 연  공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 련  지원 산업’과 련해서는 특히 련 연구기 과의 력 연구를 통해 

소비자  생산 농가의 요구가 반 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입국 

생산조직과의 연계 강화  략  제휴를 통해 자칫 수입국 시장에서 회사  

제품이미지가 부정 으로 형성되는 것을 사 에 차단할 필요도 있다.

  ‘기회’와 련해서는 생산량의 부분을 해외에 수출하는 제스 리의 환율 

변화에 한 체계  응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 경제가 차 통합됨에 

따라 환율 변동이 커지고 있음으로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  생산농가는 환

율 변화 험에 한 응 략을 철 히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련하여 뉴질랜드 정부의 농업보조가 거의 폐지됨에 

따라 제스 리에 한 정부의 직 인 보조  지원은 거의 없다. 그러나 뉴

질랜드 정부는 연구개발의 요성을 인식하고 뉴질랜드 기  조성과 세  혜

택을 통해 연구개발을 돕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연구개발의 원활한 추

진을 해서 이에 한 지원을 지속 으로 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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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뉴질랜드 키 산업 통계

1.1. 지역별 생산량 통계

부표 1.  ZESPRITM Green 품종

단 : ha, 트 이/ha

지역

2004/05 2005/06 2006/07 2007/08

생산
면

단수
생산
면

단수
생산
면

단수
생산
면

단수

Northland 324 6,747 323 5,867 314 6,290 319 7,014 

Auckland 456 6,435 460 5,772 470 6,043 473 6,823 

Bay of Plenty

  - Katikati 1,170 6,933 1,207 6,384 1,290 6,085 1,282 7,265 

  - Opotiki 433 7,641 463 8,489 517 7,051 545 7,492 

  - Tauranga 1,264 6,912 1,268 7,349 1,296 6,040 1,314 7,774 

  - Te Puke 3,302 7,812 3,437 8,188 3,659 6,763 3,797 7,921 

  - Waihi 161 5,608 170 5,910 179 5,569 182 6,251 

  - Whakatane 358 5,793 396 5,832 429 6,492 458 5,766 

Waikato 222 5,195 255 5,243 279 5,001 278 6,112 

Poverty Bay 184 6,066 184 5,971 190 5,314 180 5,370 

Hawke's Bay 119 5,528 120 5,674 130 6,763 128 5,137 

Lower North island 110 4,251 120 4,692 115 5,293 104 4,627 

South Island 574 5,620 585 5,880 611 4,785 615 5,400 

체 생산면 8,677 　 8,988 　 9,479 　 9,675 　

ha당 평균공 량

(트 이 상당치)
　 6,992 　 7,129 　 6,275 　 7,241 

자료: ZESPRI
TM

, 2007/08 Annual Repor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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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ZESPRI
TM

 Green Organic 품종

단 : ha, 트 이/ha

지역

2004/05 2005/06 2006/07 2007/08

생산
면

단수
생산
면

단수
생산
면

단수
생산
면

단수

Northland 2  2,750 2  2,743 2  2,792 2  3,556 

Auckland 2  1,368 2  1,636 2  1,703 2  2,340 

Bay of Plenty

  - Katikati 31 5,826 31 5,468 30 5,002 28 7,047 

  - Opotiki 11  6,981 14  4,418 25  2,655 20  3,477 

  - Tauranga 214 5,884 207 5,951 198 5,146 198 6,618 

  - Te Puke 100 6,283 96  6,241 75  6,595 77  6,934 

  - Waihi 3  4,214 - - - - - -

  - Whakatane 11  2,708 9  4,101 8  4,855 8  4,057 

Waikato 91  3,747 89  5,054 88  5,702 87  7,286 

Poverty Bay 9  4,210 8  3,969 6  2,111 6  5,025 

Hawke's Bay 15  3,874 14  4,706 1  3,109 1  1,556 

Lower North island 5  2,899 5  3,095 4  4,640 5  2,570 

South Island 17  3,312 17  3,419 17  3,221 17  3,740 

체 생산면 511 　- 494 -　 456 　- 451 　

ha당 평균공 량

(트 이 상당치)
-　 5,292 　- 5,532 　- 5,199 -　 6,427 

자료: ZESPRI
TM

, 2007/08 Annual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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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ZESPRI
TM

 Gold 품종

단 : ha, 트 이/ha

지역

2004/05 2005/06 2006/07 2007/08

생산
면

단수
생산
면

단수
생산
면

단수
생산
면

단수

Northland 181 9,078 181 8,084 185 8,846 183 12,062 

Auckland 64  8,140 66  5,632 64  8,299 66  9,697 

Bay of Plenty 　

  - Katikati 170 8,304 153 6,035 153 9,381 150 9,642

  - Opotiki 153 8,587 177 8,678 191 8,761 192 9,993 

  - Tauranga 248 8,729 263 7,644 278 9,037 272 9,876 

  - Te Puke 716 8,889 891 7,674 901 8,308 919 9,450 

  - Waihi 18  7,711 18  7,259 18  9,010 18  10,166 

  - Whakatane 23  6,431 30 6,816 31 6,729 41 9,429 

Waikato 61  4,899 67  6,232 66  7,860 73  8,165 

Poverty Bay 51  10,519 73  6,960 73  6,423 73  7,419 

Hawke's Bay 26  8,290 29  5,657 39  5,159 40  6,787 

South Island 35  6,295 34  7,786 33  6,492 33  7,531 

체 생산면 1,746 　- 1,982 -　 2,032 　- 2,060 -　

ha당 평균공 량

(트 이 상당치)
-　 8,578 　- 7,484 -　 8,390 -　 9,618 

자료: ZESPRI
TM

, 2007/08 Annual Repor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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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키위농가 수입 통계

부도 1.  품목별 ha당 농가 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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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ESPRITM, 2007/08 Annual Report, 2009.

부도 2.  품목별 트 이당 농가 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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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 2007/08 Annual Repor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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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뉴질랜드 키위 산업 통계

부표 4.  키  생산량

단 : 천 트 이, %

구분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총 출하량 64,077 66,093 85,799 87,752 89,919 102,012

선별 후 공 량 62,186 65,096 81,534 84,669 81,099 95,364

매량 61,252 64,644 79,652 82,283 80,060 92,436

매량/공 량 비 98 99 98 97 99 97

자료: ZESPRITM, 2007/08 Annual Report, 2008.

부표 5.  키  산업 일반

단 : 트 이, ha, NZ달러, 명

구분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ha당 생산량 6,175 6,247 7,847 7,655 7,514 8,371 

생산면 10,376 10,580 10,934 11,464 11,967 12,186 

ha당 농가 조수입 33,685 38,488 34,738 28,687 32,566 28,169 

생산자 수 2,719 2,703 2,760 2,748 2,754 2,727 

생산자당 평균 공 량 22,871 24,083 29,541 30,811 29,448 34,970 

자료: ZESPRITM, 2007/08 Annual Report, 2008.

부표 6.  키  과수원 수

단 : 개소

구분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0～2ha 889 1,013 904 833 946 926

2～5ha 1,526 1,465 1,537 1,460 1,450 1,472

5～10ha 558 541 592 585 543 566

10ha 이상 145 134 157 147 138 142

합계 3,118 3,153 3,190 3,025 3,077 3,106

자료: ZESPRITM, 2007/08 Annual Repor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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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키  과수원 평균 면

단 : ha

구분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Green 3.5 3.6 3.6 3.5 3.7 3.7

Gold 2.4 2.5 2.6 2.5 2.6 2.7

자료: ZESPRITM, 2007/08 Annual Report, 2008.

부표 8.  가동 인 선과장 수

단 : 개소, 천 트 이

구분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50만 트 이 미만 59 57 41 38 39 26

50～100만 트 이 23 18 16 17 13 17

100～200만 트 이 11 15 19 13 17 14

200만 트 이 이상 8 8 12 15 11 18

합계 101 98 88 83 80 75

평균 처리 트 이 수 634 674 975 1,057 1,124 1,360

자료: ZESPRI
TM

, 2007/08 Annual Report, 2008.

부표 9.  가동 인 온 장고 수

단 : 개소, 천 트 이

구분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50만 트 이 미만 60 47 45 43 48 34

50～100만 트 이 17 15 14 13 11 17

100～200만 트 이 14 15 18 15 17 15

200만 트 이 이상 8 9 12 14 11 17

합계 99 86 89 85 87 83

평균 장 트 이 수 647 769 964 1,032 1,034 1,229

자료: ZESPRI
TM

, 2007/08 Annual Repor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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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0.  고용 인원 수

단 : 명, 천 NZ달러

구분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국내(onshore) 113 109 103 117 127 136 

국외(offshore) 79  79  75  85  88  100 

합계 192 188 178 202 215 236 

일인당 조수입 4,524 4,892 5,818 4,985 5,306 4,994 

일인당 조수입(조정) 4,526 4,495 5,767 5,471 5,483 5,712 

국내 연간 일시 고용인원 27  20  21  14  17  18  

  주: 1) 국내, 일인당 조수입은 일시 고용직 제외.

     2) 조정 조수입은 2008.3.10일 기 으로 이  10년 간의 평균 환율 용.

자료: ZESPRI
TM

, 2007/08 Annual Repor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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