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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가치사슬 분석은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까지 각 단계별 비용 최소화 

는 이윤 극 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정책, R&D, 랜드  제

품개발, 홍보 등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최 화 하는 것이다. 

  지 까지는 품목별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각 단계별 비용 감 만

을 한 노력이 있었으나, 각 단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여 가치를 

증 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가치사슬이 제 로 작동

되기 해서는 각 가치 활동이 상호 독립 이지 않고 연계되었을 때 시

지 효과를 분석하 다. 

  이 연구는 식량작물에서 , 원 작물에서 토마토, 특작에서 버섯을 

상으로 품목별로 주요활동인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각 단계별 비용

감 방안을 제시하 다. 지원활동인 정부정책, R&D, 랜드  제품개발, 

홍보 등의 활동이 가치증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최종 으로 주요 품목을 상으로 단계별 가치증  효과 이외에 간소

비자의 비용 감과 부가가치 창출, 최종소비자의 효용 증  등 가치사슬에 

얽 있는 련 주체들의 상호조정(coordination)을 통해 가치가 증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 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농업인, 가공․유통업체, 수출입업자, 생산자 조

직 등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주체와 가치농정을 추구하는 정책담당자

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 한다. 연구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자

문 원님들, 지 조사에 조해 주신 농가  문가들께 감사드린다.

2010. 10.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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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치사슬 분석은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까지 각 단계별 비용 최소화 

는 이윤 극 화 방안을 찾고, 더 나아가 정부정책, R&D, 랜드  제품개

발, 홍보 등의 향으로 생산자  수요자의 만족을 최 화 하는 것이다. 

  지 까지는 품목별로 주요활동인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각 단계별 

비용 감만을 한 노력이 있었으나, 각 단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

여 가치를 증 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 지원활동인 정부정책, R&D, 

랜드  제품개발, 홍보 등이 생산자의 소득 증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없었으며, 소비자의 니즈(Needs)를 반 한 생산체계가 이루어질 때 

가치가 증 된다는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품목별 가치사슬 분석은 마이클 포터의 이론에 입각하여 주요활동과 지

원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주요활동은 생산(종자․종묘․농산물), 유

통(선별․가공․포장), 소비, 수출을 단계별로 정리하 으며, 지원활동에서

는 홍보, 소비트 드를 반 한 랜드․신제품 개발, 마  활동, R&D, 

정부정책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요품목의 주요활동과 지원활동에 의한 가치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 생산단계에서 재배기술과 품종개발로 단수가 증가하 다. 10a

당 생산비는 1997년에 45만 8,240원에서 2009년에는 62만 4,970원으로 연

평균 2.6% 증가하 으며, 80㎏당 생산비는 연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 재배기술과 품종개발로 단수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기계화 이용을 높이거나 직  기술개발을 통해서 생산비용을 감할 수 

있다. 기계작업이 어려운 묘   온상작업에서 공동 육묘장을 확 하고 

농작업 행을 확 하여 기계화율을 증 시킬 경우 약 40%까지 노동력을 

감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행 육묘기계이앙 심에서 직 재배 심으

로 환할 경우, 기계이앙에 비해 노동력이 25% 정도 감되어 10a당 생산

비를 7.5% 일 수 있다.



iv

  수확작업단계에서는 규모화로 비용 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벼는 소

규모의 콤바인으로 수확한 경우 PP포 에 담아 경운기 는 1톤 트럭으로 

농가 는 건조장으로 운반된다. 반면 형 콤바인으로 수확한 경우는 벼

를 콤바인에 연결된 톤백(800㎏) 형태로 건조장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소 

콤바인에 의해 수확하여 운반하는 것보다 ㎏당 운반비용을 일 수 있다.

  지원활동인  기술개발(R&D)이  산업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살펴보면, 벼무논  재배용 농기계개발에 의한 총경제  가치가 무려 

6,899억 원(투입비용 584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품가치를 증 시키기 해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랜드와 포

장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랜드별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다르고, 포장 형태별로도 가격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해서는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 한 제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토마토의 경우 재배기술의 개발로 생산비용을 감할 수 있다. 토

마토는 재배단계에서 인건비(29.8%로)가 차지하는 비 이 높지만 고설수

경재배 기술을 이용할 경우 비용을 일 수 있다. 한 토마토는 고온성 

작물로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나, 최근 새로운 냉난방시설인 지열히트펌

의 도입으로 비용 감이 가능해졌다.  

  거래의 간소화로 유통비용 감과 소비자 효용이 증 될 수 있다. 기존

의 유통과정에서는 토마토 농가수취가격이 ㎏당 2,545원이고 소비자 구매

가격은 5,000원이었으나 직거래를 한다면 농가수취가격은 ㎏당 최  2,455

원 더 받을 수 있다. 직거래로 농가가 최종소비자에게 3,200원에 매할 

경우, 농가 수취가격은 655원이 증가하며, 소비자는 1,800원 낮은 가격으

로 구입할 수 있다.

  지원활동인 종자에 한 R&D로 수량성과 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토마토 육종 기술개발을 통해 국산품종  기능성 품종의 보 률이 

30%까지 확 될 것으로 망되며, 지속 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생

산비를 이면서 고품질 안 농산물을 공 할 수 있다. 

  한편, 농산물은 공 과잉이 발생할 경우 가격하락과 농가소득이 감소되

는 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토마토의 경우 자조  회의 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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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러한 피해를 감소시켰다. 만일 공 량이 과잉상태에서 소비확  고

와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재배면  확 로 가격은 년 비 14.3% 

하락하 고 농가소득은 무려 23.5%나 감소할 것으로 상되었다. 그러나 

고를 통해 소비를 증 시킴으로써 도매가격의 4%p만 하락하여 이로 인

한 농가소득은 10a당 10.3%p 감소하여 피해를 일 수 있었다.

  셋째, 느타리버섯은 균상재배에서 병재배로 생산방법을 환할 경우 생

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느타리버섯의 단 면 당 생산량은 병재배일 경

우 균상재배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노력비가 차지하는 비 도 병재배

(14%)가 균상재배(35%) 보다 낮았다. 한 병 재배는 생산 수율(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당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다. 

  느타리버섯은 생산 재료와 종균 소독방법의 변화를 통해 생산원가를 

일 수 있다. 생산단계에서 배지용 면실박을 이폭박으로 교체하고 종균 

소독을 해 기존의 면세유에서 농업용 기스 보일러로 교체함으로써 

비용을 감할 수 있다. 

  느타리버섯을 이용하여 가공제품을 개발했을 때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건강지향 인 소비트 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식품

개발과 가공제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느타리버섯의 경우 150g 팩당 1,780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친환경 버섯일 경우 2,380원에 매되고 있다. 

  유통단계에서 산지와 형마트 간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을 인다

면, 농가수취가격은 8.9% 증가하고, 소비자 구입가격과 유통비용은 각각 

16.7%, 7.1% 일 수 있다. 

  품목별 가치증  방안은 단계별 가치증  효과 이외에 간수요자의 비

용 감과 만족 증가, 최종소비자의 효용증  등 가치사슬에 얽 있는 련 

주체들의 상호조정(coordination)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가치사슬의 주

요활동과 지원활동이 상호 연계되었을 때 가치는 더욱 증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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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Value Chain Analysis of Major Agricultural Products 

The value chain in agriculture refers to the process of direct and indirect 
activities related to the creation of added values in agricultural 
management. Its main activities include field activities such as purchase of 
seeds and seed bulbs, cultivation, sorting, packaging, storing, transportation, 
marketing sales, distribution, and post management. The supporting activ-
ities, which include infrastructure build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marketing, and formulation of government policies, are the tasks for sup-
porting the main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production improvement sug-
gestions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the value chain in the crop categories 
of rice, cherry tomato, and oyster mushroom using Michael Eugene Porter's 
theory. This research classifies major activities and support activities at 
each stage of the value chain and analyzes the actual production cost and 
product differentiation. 
   The value chain is an element that creates a competitive advantage. It 
is not a simple combination of independent factors, but a system of activ-
ities that are intrinsically connected with each other. This analysis can lead 
to a comprehensive plan for innovations in the agro-industrial sector by re-
flecting cost savings as well as consumers` preferences for the differ-
entiation and competitiveness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It is a 
key issue that the method finds an efficient, organic relationship in order 
to create maximum values through mutu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irst of all, the production sector has to be improved by reducing the 
production cost through the development of cultivation technologies and 
techniques, such as direct rice seeding, and energy-saving cultivation 
facilities. Also, optimizing the economy of scale at the farmhouse level and 
stabilizing the rural household income should be achieved by mechan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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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duction process and supplying high-quality agricultural produce. 
   In the sorting, packaging, and processing sector, it is necessary to de-
velop products that reflect consumer needs. To do so, it is necessary to de-
velop new technologies for drying, cleansing, storing, and processing. In 
addition, development and merchandising of new processed products should 
take place while searching for ways to create added values through new 
food products, packages, and designs that can meet consumer needs. For 
the export sector, specialized export complexes should be fostered to di-
versify exports and meet the safety requirements of importing countries. In 
the marketing sector, effective marketing activities should be carried out on 
a product basis in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In sum, the value chain analysis promotes a reduction of distribution 
steps and systematization to maximize the competitiveness potential.

Researchers: Kim, Yean-Jung, Park, Ki-Hwan, Seo, Dae-Seok and Han, 
Hye-Sung

E-mail address: yjkim@krei.re.kr, kihwan@krei.re.kr, dssuh@krei.re.kr, 
funny1978@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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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 배경과 목

1.1. 연구 배경

  우리 농정은 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 등 각 단계별로 비용 감을 통한 

소득 증 방안에 주력해 왔다. 지 까지는 각 단계별로 비용 감만을 

한 노력이 있었으나, 각 단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여 가치를 증

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여 생산비

용이 추가 으로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에 구매했다면 그 상

품에 한 가치는 증 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 체에도 용되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치사슬을 악한다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사슬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가치사슬은 상품의 생산에서 매까지 련 주체

간의 력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각 단계가 자연스럽게 연계되었을 때 시

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지 까지 지역단 별로 조직화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가치사슬이 제 로 작동되기 해서는 지역단 보다 품목별 조직화

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품목별 조직이 원활하게 정착된다면 생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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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최종소비자까지 각 단계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최  시 지 효과

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유통, 유통과 매, 생산에서부터 최종 

매 는 수출단계까지 연계된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그 성과를 악

할 필요가 있다. 

  행 인 가치사슬 통로는 농자재, 농산물 생산, 산지 유통조직, 도매․

소매 단계별로 가치를 발견하고 있지만, 구매자의 소비성향을 반 하지 못

한 농산물일 경우 매와 가격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요자

의 니즈(needs)에 부합되도록 생산자재, 상품의 개발․공 , 유통 등 가치 

증  흐름을 역방향으로 환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 은 주요 작물의 생산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를 생산단계, 

유통단계(선별․포장․가공․물류단계), 매단계, 수출단계로 나 고 각 

단계별 가치실  실태와 문제 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치사슬 모델1을 토 로 주요 품목들을 상으로 단계별 가치증  효과를 

분석하고 간소비자의 비용 감과 부가가치 창출, 최종 소비자의 효용 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치사슬에 얽  있는 련 주체들의 

력을 강화함으로써 가치가 더욱 증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가치사슬과 련된 기존연구로는 ①비농업부문 가치사슬 연구, ②가치

1 Michael Eugene Porter(1985)가 제안한 가치사슬 모델은 부가가치를 직  발생

시키는 주요활동(primary activities)과 간 인 역할을 하는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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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 성과 측정에 한 연구, ③농업부문 가치사슬 연구, ④농업부문에서 

가치사슬과 련된 공 사슬 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에 

한 연구, ⑤농업부문 가치창출을 한 계열화, 조직화 등에 한 연구로 분

류할 수 있다. 

  가치사슬 연구는 농업부문보다는 비농업부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다. 농업부문의 선행 연구들은 부분 문헌  이론을 심으로 반 인 

가치사슬 황이나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어 구체 인 가치창출 효과  증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농업분야의 기존 연구들은 공 자(생산자) 

심의 연구가 부분이며, 수요자(소비자) 에서 가치증 를 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은 농업부문 주요 작물에 해 가치사슬

(주요활동, 지원활동)의 황과 문제 을 살펴보고, 보다 입체 으로 각 단

계별․활동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가치창출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한, 간단계에서는 생산자가 투입요소의 수요자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니즈를 반 한 가치 증 방안을 제시하기 해서 각 단계별 공 측면과 수

요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성과를 분석하 다.

2.1. 비농업부문 가치사슬 연구

  가치사슬(Value Chain)은 마이클 포터(M. Porter, 1985)가 처음 정립한 

모델로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일련의 활동·기능· 로세스 간

의 연계 분석을 뜻한다. 가치사슬 모형은 각 단계별 부가가치 창출활동을 

규명할 수 있고, 활동별 강․약  차별화 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단계별 

원가동인(cost drivers)을 분석하여 경쟁우 를 구축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가치사슬 분석은 기업경 , IT산업, 문화․디지털 콘텐츠 산업, 제조업, 

항만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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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비농업부문 가치사슬 선행 연구

선행연구

기업

경

- 략  원가 리의 가치사슬을 통한 원가와 원가구조 리에 한 

연구, 김인식(2009)

- AHP기법을 용한 SCM 성공요인의 요도에 한 연구, 이응찬 

외(2009)

- 공 자․구매자 계유형에 따른 공 사슬 리 성공요인에 한 

실증연구, 서아  외(2001)

- 균형 성과표에 의한 원가 리 연구, 이창수 외(2002)

IT

산업

- 로세스 심의 IT 투자효과 측정 모형, 김락상(2007)

- 인터넷 화의 유통구조와 인터넷 화산업의 공간  집 화, 이희

연 외(2005)

- IPTV 가치사슬  경쟁 략 분석과 시사 , 이경남(2008)

문화/

디지털

산업

- 구 문화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 체계와 경  특성, 박경숙 외(2007)

- 경북 문화산업의 가치사슬 특성, 최정숙(2006)

-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선도기업 육성 방안 연구―가치사슬 모형

을 이용―노규성 외(2005)

- 양방향 디지털 TV 서비스와 T-commerce 가치사슬, 유 주 외(2004)

기타

산업

- 환 경제하의 해외 직 투자기업의 가치사슬과 네트워크:  베트

남 한국 섬유/의류산업 해외 직 투자 사례 연구, 이승철(2006)

- e-Transformation을 통한 가치사슬 재구성, 한 수(2001)

- 호텔경쟁 략을 한 Porter의 가치활동과 성공요인 비교분석, 최기탁(2005)

자료: 참고자료를 재정리한 것임.

  기업경  부문에서 가치사슬과 련된 연구들은 다수가 있는데, 여경철 

(2003)은 업종별 10년간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사슬 활동

과 물류시스템과의 계와 그 성과를 제시하 다. 하지만 모형에서 제시한 

부가가치 활동에는 다양한 경 활동들이 포함되지 못하고 공 망 리에 

한 요인들도 고려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Robert Benkamin, Rolf Wigand(1995)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가치사슬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정비용(coordination 

cost)과 유통비용의 감효과를 살펴보고, 구매자와 매자 간의 직거래의 

가능성에 해서 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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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치사슬 성과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

  경 학에서 가치사슬의 성과측정은 경쟁 략을 구성하는 특정 요소를 

심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과 측정을 한 임워크를 제시하고 이

를 기 으로 가치사슬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  수 있다. 자에

서 제시한 성과측정 방법은 비용, 고객반응도 등을 측정 기 으로 분석하

다. 반면, 측정 임워크 방법은 경쟁 략의 특정 요소를 심으로 성

과측정 지표를 개별 으로 근하기보다는 가치사슬의 구성요소들을 체

으로 반 한 분석기법이다. 임워크 방법론은 가치사슬의 구성요소들

을 반 으로 반 하여 평가하고 있어 실제 측정기 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성과지표를 나타내는 요인을 도출하여 성과측정 모형을 제시한 표 인 

연구는 김길선 외(2004), 이상원 외(2004)가 있다. 김길선 외는 기업내부 뿐

만 아니라 외부의 성과를 동시에 측정 할 수 있는 통합 가치사슬 성과측정 

임 워크를 제시하 다. 하지만 가치사슬의 구성범 를 일부 거래만으

로 제한하고 체 가치사슬의 성과를 측정하지는 못하 고, 연구 범 를 모

든 기업을 상으로 일반화시킴으로써 성과측정 결과가 산업별, 업종별, 기

업규모별 특성들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상원 외는 경제  계의 특성행렬과 특성지수들을 사용해서 조선 산

업의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가치사슬의 특정지수화를 

통해 기업  산업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향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하 지만, 거시 인 연계분석이나 다양한 산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측정․분석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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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가치사슬 성과측정 연구방법 비교

측정 방법 측정 기 연구자

특정요소 

심의 

가치사슬 

성과측정

비용

Cohen & Lee(1988, 1989)

Cohen &Moon(1990)

Lee & Feitzinger(1995)

Pyke & Cohen(1993, 1994)

Tzafestas and Kapsiotis(1994)

비용과 

고객반응도(만족도)

Altiok & Ranjan(1995) 

Christy & Grout(1994)

Davis(1993)

Cook & Rogowski(1996)

Ishii et al.(1988) 

Newhart et al.(1993)

Towill(1991), Towill et al(1992)

Wikner et al(1991)

고객반응도(만족도) Lee and Billington(1993)

임워크를 

통한 가치사슬 

성과측정

고객, 신, 학습 Kaplan & Norton(1992)

공 자 성과, 구매자 성과 Shin et al(2000)

고객만족/품질, 시간, 비용 Supply chain Council(2001)

자료: 김길선 외(2004).

2.3. 농업부문 가치사슬 연구

  농업부문 가치사슬 연구로 박 태 외(2009)는 가치사슬과 가치농정에 

한 개념을 정의하고, 우리나라 농산업에서 향력이 있는 과수, 과채, 노

지채소, 화훼, 특작 부문별 가치사슬의 구조를 살펴보고 투입에서 생산, 선

별· 장·가공·물류, 마 까지 단계별 실태분석과 이에 한 개선방안을 

도출하 으나 고, 홍보, 정부정책 등 지원활동에 한 성과는 제시하지 

못했다. 

  농림수산식품부(2008)는 우리나라 주요 25개 품목들을 상으로 생산에

서 유통, 매까지 단계별 황  문제 을 정리하고, 생산단계, 가공단계, 

유통단계, 수출입단계별 비용을 분석하여 각 단계별 비용 감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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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품목별 표조직과 연계방안을 모색하려는 시

도는 있었으나 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림 1-1.  농림수산식품부 가치사슬 분석 연구

  농 진흥청의 가치사슬에 한 연구는 을 상으로 지원활동 에서 

R&D, 하부구조, 농업정책과 농기계, 농약, 비료, 기타농자재 등이 생산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유통업자는 제조, 가공, 운송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정리하 으며 소비단계에서는 외식업자, 형 소비유통업

자, 일반 소비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검토하 으나 실제 분석은 생산단

계에서 비용 감에 한 분석에 그쳤다.  

그림 1-2.   산업부문의 부가가치 창출

자료: 서동균(2010). “  R&D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R&D 사례)”.

  

  한기인(2005)은 농  연합마  략시스템 구축을 해서 가치제안, 

산지․ 매조정, 원물 리, 진기획 지원, 평가 리의 다섯가지 가치사슬과 

산지조직의 생산지도, 상품화, 물류진행, 마  활동력 등의 연계성을 살펴

보았으나 그 효과는 제시하지 못했다. 



8  서  론

  정훈희 외(2009)는 지속가능한 농업경 을 해 친환경농업이 갖고 있

는 문제 을 악하고,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구조에서 농업의 가치사슬 

구조를 도출하는데 그쳤다. 

  한편, 김진백(2003)은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어 의 황을 살펴보

고, 문제   어 의 가치를 극 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어 의 주요활동은 어  홍보, 어  약, 어 지 이동, 

사후 리 등으로 구분하 으며, 지원활동으로 구매활동, 기술개발 활동, 기

반시설, 편의시설 등을 제시하 으나 그 효과를 계량 으로 분석하지는 못

했다. 

  국외 연구로는 Robert Fitter와 Raphael Kaplinksy(2001)가 커피의 가치

사슬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가격 구조와, 임 소득, 제조회사(로스  업체)

와의 연계성을 토 로 시장에서의 제품의 차별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Fao Commodity Study(2009)에서는 유기농이면서 공정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바나나의 통  가치사슬, 통합  가치사슬 등의 구조를 비교해 보

고 공 단계별 가격을 살펴보았다. Andrew Higgins et al(2007)은 설탕산

업의 제조단계에서 잠재 인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의 경우 문헌연구 주와 이론  틀 

안에서 분석했기 때문에 품목별 가치 증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부분 이고 

계량화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2.4. 농업부문에서 가치사슬과 관련된 공급사슬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에 관한 연구 

  공 사슬 리란 원재료 공 단계에서 출발하여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상

품이 달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보고 이를 최 화하고자 

하는 략  경 방식을 말한다.2 

2 공 사슬 리는 체 로세스의 최 화가 최종 목 이며 VMI(Ve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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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섭 외(2006)는 수산물 가치사슬 신 한 방안으로 SCM 에서 

RFID를 기반으로 한 수산물 이력정보의 공유를 통해 생산, 공 , 유통까지 

수산물 유통채 을 재구축하고, 차별화된 유통채 을 제안하 다. 하지만 

유통단계별로 정량 ․정성  효과를 구체 으로 수치화하지 못했다.

  안두  외(2002)는 씨감자의 품종개발  재배기술 투자가치 분석을 

해서 가치사슬 분석, 원가동인 분석, 경쟁우  분석방법을 활용하 다. 연

구결과, 기술에 한 투자를 결정할 때 경  략  요인, 생산시스템의 구

조, 외부 경쟁환경의 변화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이 연구는 사후 인 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사  기술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제품 기술 등으로 확장하여 일반화시킨다면 

연구결과가 보다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2.5. 농업부문 가치창출을 위한 계열화, 조직화 등에 관한 연구 

  황의식․조용원(2009)은 농업부문에서 수평  조직화와 수직  계열화

의 특징을 살펴보고 가치창출을 한 략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

다. 정호근(2005)은 경쟁력 제고를 해 수직 통합조직 사례의 심층 분

석을 통해 비용 감, 수입안정, 험분산 등 경쟁력 제고 효과  구조 인 

변화 방안을 제시하 다. 황의식․정호근(2008)은 농업생산의 효율성과 경

쟁력을 높이기 해 마을 농사례 조사․분석을 토 로 농업경  조직화

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 다. 

  계열화 련 연구로 김경필 외(2008)는 농식품 수출 증 를 한 농가와 

수출 문조직 간의 조직화  규모화를 해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을 통

해 품목별(김치, 배, 감귤, 리카, 백합, 유자차, 새송이 버섯) 계열화  

Managed Inventory), QR(Quick Response)를 기반으로 하는 ECR(Efficient 

Consumer Response)을 종합 으로 실 하는 경 기법이다(자세한 내용은 (월

간)품질경 , 2000년 9월호 참조).



10  서  론

수출 문조직 육성 방안을 제시하 다.

  김정주(2008)는 육계를 상으로 계열화 성공사례를 토 로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규모의 경제 등 농가소득 증  효과  계열화 사업발  방

안을 제시하 다. 그 밖에 축산계열화 연구로 많은 연구가 있는데 주로 김

정주, 박 인, 정홍우, 허덕, 정민국 등이 있다.

  한편, 농업과 식품산업과 상호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시도한 

연구가 있다. 원료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뿐만 아니라 식재료, 외

식 등의 연계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 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련된 연구로는 최지  외(2007)가 식품가공과 외식부문을 심으로 농업

과 식품산업의 연계성 구축 방안의 실태와 문제 을 정리하 다. 연구결

과,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제고를 해서는 기본 으로 산지와 식품산

업 간의 지속 인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소비자 수요를 반 한 산지

의 품질 리  공 물량 확보, 차별화를 통한 농식품 소비확  강화, 련 

인 라 지원을 제시하 다. 

  그 밖에 연구로 홍성인 외(2009)는 가치사슬에  따른 식품산업을 정의하

고 식품 산업 R&D 동향과 당면과제를 통해 향후 발 을 한 로드맵을 

제시하 다. 

3. 연구 범 와 방법

3.1. 연구 범위

  연구 상 품목은 식량작물로 , 과채부문에서는 방울토마토, 특작부문

에서 느타리버섯을 선정하여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하 다. 이들 품목을 선

정하게 된 이유는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까지 부문별․품목별로 각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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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단일품목으로 농업생산액이 가장 크

고 향후  가공품, 수출, 랜드 개발 등에 따라 가치 창출효과가 클 것

으로 보인다. 과채류에서 방울토마토는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으

로, 종자의 수입비용이 증가하고, 생산과정에서 열비 비 이 크다. 하지

만, 방울토마토는 선별․포장 과정에서 부가가치 증 가 기 되며 수출 

증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특작류인 버섯은 종류가 다양하다. 느

타리, 양송이, 표고, 새송이, 팽이 등이 있으나 최근 느타리버섯은 재배기

술 개발로 인해 배지재배에서 병재배로 재배방법이 환됨에 따라 비용

감과 생산성 증 가 기 되는 품목이며, 가공과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품목은 ,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에 

한정하 다. 

  가치사슬 분석 내용은 마이클 포터의 이론에 입각하여 주요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구분하 다. 주요활동은 생산(종자․종묘․농산물), 유통(선별․

가공․포장), 소비, 수출을 단계별로 정리하 으며, 지원활동에서는 홍보, 

소비트 드를 반 한 랜드․신제품 개발, 마  활동, R&D, 정부정책

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3.2. 연구 방법

  가치사슬 분석을 해서 품목별 단계별 실태 조사는 표 소득, 유통구조 

 마진, 품목별 월별 반입량  가격, 소비행태 설문조사, 기술개발 략, 

정부정책 등을 심으로 작성하 다. 연구방법은 통계청, 농 진흥청, 농수

산물 유통공사, 가락동 도매시장,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련 기  통계자

료를 수집하고 선행 연구를 심으로 문헌조사를 이용하여 정리하 다. 

  지조사는 ,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3개 품목에 해 선도농가, 유통

업체, 가공업체, 수출입업체를 상으로 심층 면 조사를 실시하 다. 버섯

농가의 경우 도매시장 출하형태, 소비자의 구매행태 등을 추가 조사하 다.



12  서  론

표 1-3.  조사 상  내용

조사내용

농가, 법인 

- 생산단계, 단계별 경 실태와 비용 감 방안조사 

- 버섯농가의 도매시장 출하형태 조사

- 소비자의 구매행태 조사는 측정보센터 소비자 패  

가공, 유통업
- 품목별 유통단계를 도식화 

- 단계별 비용을 산출한 후, 비용 감 가능성 조사 

조직화 는 계열화 

업체  조직

- 조직화 는 계열화 업체의 가치증  활동 조사

- 유형별 가치 실  실태와 가치 증 방안 조사

  품목별로 ①개별 주체의 활동, ②생산+가공/유통 조직, ③가공/유통+

매의 가공업체, ④생산+가공+유통+수출 조직으로 구분하여 심층 면 조사

를 통해 가치사슬의 주체간, 유형별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으나, 조사과정에서 자료의 수집이 어렵고 활동별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

은 부문은 제외하 다. 

표 1-4.  주체간 활동에 의한 유형 구분

             

종자, 
생산투입
요소성과

생산단계
성과

유통단계
성과

마 ․수출
․ 매 성과

① 주체간 개별 활동 ↔ ↔ ↔ ↔

② 생산+가공/유통 ↔ ↔ ↔

③ 가공/유통+ 매 ↔ ↔

④ 생산+가공+유통+ 매  ↔ ↔ ↔ ↔

  가치 활동은 공 측면과 수요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에서 부가

가치 창출 방안을 살펴보았다. 

  먼 , 공 측면에서는 주요활동과 지원활동별로 단계별 산출물에 해 

생산 활동별 원가구조를 비교하고 홍보, 소비자 니즈, 랜드, 생산  

R&D(재배기술), 정부지원 정책 등을 심으로 최종 산물에 한 품질 차

별화, 생산  유통 비용 감, 수익증  방안에 을 맞추었다.  



서  론  13

그림 1-3.  단계별 가치사슬 분석방법: 공 측면 

  수요측면에서는 농산물 구매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안 성(친환경 인

증제품), 기능성, 간편성(조리하기 간편하게 가공된 제품), 다양성(포장 묶

음 제품, 신제품), 고 화(외 , 포장상태, 유명 랜드)를 심으로 단계별 

산출물의 가치평가를 해 경제성(비용 감), 소비자 지불의사 등을 문헌

조사, 장 인터뷰(pre-interview 포함), 사례조사(case-study)를 활용해 비

교․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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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가치평가 분석방법: 수요측면 

  한편, 농업부문 가치사슬의 이론 정립과 품목별 가치 증 방안 등 연구

내용의 검토를 해 련 세미나를 개최하 으며 R&D 부가가치 창출과 

련해서 외부 문가에게 원고를 탁하여 지원활동이 미치는 성과를 살

펴보았다.

표 1-5.  문가 청 세미나 내역

세미나 주제 청 문가

Value Chain and Value Creation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김보원 교수

(KAIST 테크노경 학원)

 R&D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서동균 박사

농 진흥청

느타리버섯 원가 감  부가가치 

제고방안

임성  표

(청아람 농조합법인)

  이 연구에서 투입요소부터 국내 소비․수출로 이어지는 주요활동과 가

치사슬의 지원활동인 홍보, 랜드, R&D, 소비자 니즈, 정부정책 등이 가

치 증 에 미치는 향과 그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했으나 자료의 부족 등

으로 일부 성과지표를 수치화하지 못한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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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본문의 구성

  이 연구는 가치사슬의 이론에 해 살펴보고 품목별로 주요활동과 지원

활동별 실태를 다루고 가치창출의 총효과와 단계별․주체별 연계효과 분

석을 심으로 정리하 다. 보고서는 총6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마이클포터의 가치사슬 이론과 농업부문의 가치사슬 구

조를 살펴보고 농업부문의 가치창출 요인들을 제시하 다. 제3장과 제4장

은 가치사슬의 주요활동과 지원활동별 실태를 품목별( , 방울토마토, 느

타리버섯)로 분석하 다. 주요활동은 생산, 유통, 소비  수출 단계를 

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지원활동은 홍보활동, 랜드․신제품 개발, R&D, 

정부정책으로 구분하여 황을 검토하고 단계별 문제 을 짚어 보았다. 제

5장은 품목별 가치창출 효과를 정리하고 주요활동과 지원활동의 연계효과, 

가치사슬의 주체별 연계효과를 분석하고 품목별 성과제고 방안을 제시하

다. 제6장은 요약  결론이다.

2장. 농업부문의 가치사슬 구조 
○ 분석 방법론과 가치의 개념
○ 가치 사슬 구조 
○ 농업부문의 가치 창출요인

3장. 가치사슬의 주요활동별 

실태분석
○ 주요활동의 실태와 문제
  - 생산, 유통, 소비  수출 단계를 심

4장. 가치사슬의 지원활동별 

실태분석

○ 지원활동의 실태와 문제  
  - 홍보활동, 랜드, 신제품 개발, R&D,
    정부정책

5장. 가치창출 효과와 가치 

증 방안

○ 품목별 가치창출 효과

○ 주요활동과 지원활동 단계별 연계효과

○ 가치사슬 주체별 연계효과

○ 품목별 가치 증 방안

그림 1-5.  연구 체계도





농업부문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  특징  제2장

1. 가치사슬 분석방법론과 가치의 개념

1.1. 가치(Value)의 개념

  가치사슬(Value Chain)3은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일련의 

연쇄과정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직  는 간 으로 련된 모든 활동·

기능· 로세스의 연계성(linkages)을 말한다. 가치사슬은 경 학  에

서 고객만족이라는 목표와 련하여 수요자의 편익을 증 시키는 것과 

동시에 비용 최소화를 추구하는 가치 극 화 개념을 뜻한다. 

  가치(value)는 원가 감(효율성)과 시장변화에 빠른 응 능력(소비자 니

즈)에 의해서 생성된다. 같은 성과(performance)를 내더라도 비용(cost)이 

최소로 투입되면 가치가 증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수요자의 만족도가 비

용투입 보다 작다면 수요자의 가치는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수요자

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만족이 그 이상 증가하 다면 가치는 증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마이클 포터의 “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

mance”에서 제안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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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사슬은 부가가치 창출과 련된 모든 활동들과 그 활동들의 연계성

을 보여주는 것으로 크게 주요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활동은 제품의 생산·운송·마 · 매·

물류·서비스 등과 같은 장업무 활동을 말하며, 지원활동은 생산기반시설 

지원, 기술개발․연구, 교육, 조직화, 문화 등 주요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업무를 뜻한다4. 

  가치사슬 분석은 로세스․활동(processes․activities) 연구,  로세스

에 한 비용할당, 서로 다른 로세스에 의해 발생된 가치 결정, 단계별로 

비용, 속도(speed), 효율성(efficiency) 측면에서 최 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가치 활동의 각 단계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

과 련된 핵심 활동들(key activities)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핵심 활동들

의 강·약 과 차별화 요인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각 활동단계별 원가동인

(cost drivers)을 통해 경쟁우 를 구축하기 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가치 활동은 경쟁우 (competitive advantage)를 창출하는 구성요소로서 

이들 요소들은 독립된 활동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서로 련성․연계

성을 가진 활동들(activities)이 체계 이고 유기 으로 이루어진 것이다5. 

따라서 개별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해서 단계별 활동들의 투입비용(cost), 

소요기간(lead time), 투입인력(human resource), 품질요소(quality) 등 다양

한 요인들을 평가하여 이를 토 로 비용우 , 수익증 , 상품  서비스의 

차별화 등 고부가가치 창출 략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경 학에서 가치사슬을 생산과 유통으로 구분하여 공 사슬

(supply chain)과 분배사슬(distribution chain)로 나 기도 한다. 자는 하

청  공 업자 등을 포함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과정과 련된 

모든 역의 네트워크를 뜻하며, 후자는 생산시 의 방산업(downstream)

4 주요활동은 부가가치를 직  창출하는 부문을, 지원활동은 부가가치가 창출되

도록 간 인 역할을 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두 활동을 통해 가치

창출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5 ASEAM, Asia DHRRA, “Value chain analysis report cambodia, philippines &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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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과정을 말한다6. 

  최근에는 기업의 가치창출에 직 으로 기여하는 가치사슬 기능을 후

방산업(upstream) 내 공 자, 방산업 내 유통업자, 고객의 가치사슬을 포

함하는 가치사슬시스템(Value Chain System)의 개념으로 확 ․발 하고 

있다7. 특정 산업에 있어서 기업의 가치사슬은 가치시스템이라고 하는 보

다 큰 활동들의 흐름 속에 포함되며, 가치시스템하에서 기업은 공 자와

의 계에서 공 사슬 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를 형성하며, 

기업과 고객과의 계에서는 고객 계 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용하고 있다. 한, 오늘날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는 회사 하부구조 차원을 넘어 지원  주요활동 역으로 확

되고 있다.

  개별 기업은 수직 ․수평  연계를 통해 가치시스템을 구성하여 경쟁

우 를 창출할 수 있다. 수직  연계는 공 업체↔제조업체↔유통업체로 

연결되는 통 인 연계를 말하며, 수평 인 연계는 고객가치의 제고를 

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합을 뜻한다.8 가치시스템 내의 기업간 가치사슬

의 연결 정도는 제품의 특성, 수요의 변동성, 기술개발의 특성 등 산업의 

생산구조와 조직구조에 따라 각각 다르다.

6 산업연구원(2009.12), “ 기극복과 경제도약을 한 신산업정책연구(Ⅰ)”, 

이 호, 김종일(2007), “ 로벌 가치사슬과 소기업의 국제화 과제”, 소

기업연구원
7 가치사슬은 가치창출과 분배에 을 맞추어, 개별 기업의 내부  효율성을 

시하고 가치시스템은 참여하는 기업들 간의 략  상호의존성에 을 두어 

체 기업네트워크 시스템의 효율성을 시하는 특징이 있다.(이 호, 김종일

(2007). 
8 유석진(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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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가치사슬과 가치시스템

구성요소 분석 상 정의

가치사슬
가치활동

(생산, 매, 구매, 지원)

기업 

내부

가치활동의 연결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

업 내 로세스

가치시스템
가치사슬

(공 , 제조, 유통업체)

기업 간 

계

가치사슬의 연결을 통

해 최종 고객에게 제공

되는 가치를 창조하는 

로세스

자료: 유석진(2000), “디지털 시 의 밸류 시스템”, 삼성경제연구소.

1.2. 농업부문 가치사슬 분석의 의의

  경 학과 마찬가지로 농업부문의 가치사슬은 농업 경 과정에서 부가가

치의 생성과 련된 모든 직・간  활동을 뜻한다. 농업부문의 주요활동은 

종자․종구 구입, 생산, 선별・포장・ 장, 가공, 수송  매, 수출 등의 

장 업무활동이 포함된다9. 이와 련된 지원활동으로는 생산 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교육, 조직화․ 문화, 사후 리 등이 있다. 

9 통상 으로 산업부문에서 가치사슬을 특정 기업 활동에 용시키는 경우, 주요

활동과 지원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용시킬 수 있다. 를 들어, 주요활동의 

일부분이 수정되거나 지원활동에 하부구조, 기술개발, 인 자원 리, 요소획득 

이외의 항목이 포함되거나 빠질 수도 있다. 즉, 기업 는 산업의 주요활동 는 

지원활동의 성격과 요성에 따라 변경해도 가치사슬이 추구하는 목 에 배

되지 않는다. 농업부문에서는 투입물류를 투입으로, 운 ․생산부문을 생산으

로, 산출물류를 산지유통 는 산출물류와 마  부분을 유통으로 통합하고, 

AS(after-sales service)부분을 최종소비로 변경하여 주요활동을 수정할 수 있다. 

지원활동에서는 인 자원 리를 구분하기보다는 하부구조로 포함시켰다. 요소

획득의 경우는 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 원자재 는 기술에 한 구매행

가 일어나는 경우가 주요활동의 투입단계에서만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도 하부구조로 포함시킬 수 있다. 한 농산물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도 

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이 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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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가치사슬의 구성 비교(기업 vs 농업)

  가치사슬에서 요한 것은 각 가치 활동들을 상호 독립 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  활동으로 그 연계를 통한 시 지 효과

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과거에는 개별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해 생산증 , 품질개선, 

유통시설의 화, 농업인 교육, 랜드, 정보공유 등 부문별 핵심요인들

을 최 화하는 방안만을 모색했다. 

  하지만 가치사슬은 단계별 구매자가 구입한 상품의 만족도에 따라 가치

가 평가되기 때문에 생산․유통․가공 등 단계별 활동의 효율성뿐만 아니

라 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이 유기 으로 력할 때 비로소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극 화할 수 있다.



22  농업부문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  특징

통  근 가치사슬 근

정보 공유 제한 범

핵심 주제 비용/가격 가치/품질

상과 지향 보편  상품 차별화된 상품

   공 자 심 수요자 심

조직 구조 독립 상호 연계

근 방식 개별 조직 차원의 최 화 가치사슬 반의 최 화

표 2-2.  가치사슬 근 방식의 차별성

자료: 박 태 외 (2009).

 

  최근 농업은 생산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하여 품목별 로세스의 

단순한 가치 활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의 연결을 통해 최종 소

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가치시스템으로 발

하는 단계에 있다. 

  이는 거시 인 에서 육묘단계의 가치사슬, 생산단계 가치사슬, 가공

업체의 가치사슬, 유통의 가치사슬 등 투입단계부터 매에 이르기까지 부

문별 가치사슬의 단계별 결합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가치가 달되는 가

치시스템이라는 큰 흐름으로 확 됨을 의미한다.  

  농업 가치시스템은 변화하는 소비트 드를 반 하여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식품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산업부문의 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

라서 가치사슬의 에서 볼 때, 단순히 원가 감에 따른 비용 감 효과

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소비트 드의 반 , 기존 상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시장변화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응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소비지향 인 생산체계의 수립, 차별화된 농산물 

 가공상품의 개발, 생산비용 감을 한 생산․유통체계 구축 등 연

계활동들을 다양하게 발 시킨다면 내 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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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부문 가치사슬 구조

  농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생산에서 매까지 품목별 특성, 속성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다. 농산물의 가치사슬이 효과 으로 운 되

기 해서는 종자․육묘단계, 생산단계, 선별․가공․포장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수출단계 등 단계별 활동들이 시장 확 를 목표로 유기 으로 

연계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최종 농산물의 부가가치

를 높이는데 각 단계마다 기여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사슬에서 단계

별로 상호 조정(coordination)과 상호조정(cooperation)이 무엇보다 요하

다.

그림 2-2.  농산물의 가치사슬 구조 

  가치사슬은 생산자 입장과 소비자 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활동 단계가 상 로 올라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 을 

맞추어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후방산업(upstream)과 련이 깊고, 반 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활동단계가 아래로 내려가 생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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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을 맞춘 방산업(downstream)으로 구분할 수 있다10.  

  만일, 가치사슬간 수직  통합의 정도가 높을 경우에는 후방산업과 방산

업 간의 조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극 으로 응하여 가치를 

증 시킬 수 있다. 반면에 수직  통합정도가 낮을 경우에는 련 주체간 계

약에 의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농산물  품목 특성

에 따라 가치사슬의 수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통합 정도에 따라 가치창출 방안도 개별 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림 2-3.  가치사슬의 수직  통합 계도

  한 단계별 생산자의 부가가치 증 와 함께 수요자의 소비트 드를 반

한 가치창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웰빙 트

드 등 식생활 문화의 변화로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안 성이 입증된 식품의 매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장의 여건을 반 하기 해서는 고품질 안 농산물의 생산이라는 공통

된 목표하에 모든 련 활동들이 체계 으로 리․통제 할 수 있는 일  

10 일반 으로 후방산업은 사이클이 빠르며, 방산업은 상 으로 안정 인 사

이클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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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개별 품목마다 가치창출 활동이 효율 으로 개되지 못하고 있는 부문

에 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해 먼  가치사슬의 수직  통합11을 유도하

여 경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해 품목별 산지 생산자조직이나 계

열화․수출 문 조직이 육성되어야 하며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

에 한 효율성을 증 시켜 역량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12.  

  따라서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단계별 조직들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고 

상호 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경쟁력 제고를 해서는 다음 

4가지 역량 향상(upgrading) 략이 수립되어야 한다(표 2-3)13.

표 2-3.  경쟁역량 향상(upgrading)을 한 유형별 략

경 부문의 경쟁력 향상 유형 농업부문의 경쟁력 향상 유형

공정향상(process upgrading) 생산, 선별, 장, 유통의 효율화

제품(product upgrading) 고품질 안 농산물 생산

기능(functional upgrading) 가공, 포장, 마 의 가치 창출

사슬(chain upgrading) 조직화, 계열화를 통한 일 시스템

자료: 이 호, 김종일(2007), 표 보완.

  첫째, 경 학에서는 공정향상이란 제품의 제조시스템을 재정비하거나 

보다 선진화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투입물을 산출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효율 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농업에서도 생산 인 라 

구축, 생산한 농산물을 첨단기술․시설로 선별․ 장하고 유통채 을 규모

화․시스템화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11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 가치사슬 간 조정과 상호조정(coordination and cooper-

ation) 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핵심 이슈이다. 가치사슬은 의도 인 단계

별 통합이 아니라 단계별로 유기 으로 연결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수직  통합이 반드시 가치창출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12 궁극 으로 국 단  유통, 가공, 수출 등을 효과 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

모 생산자조직(품목 표조직)의 육성을 말한다.
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Kaplinsky, R. and Morris, M. “A Handbook for Value 

Chain Research”, IDRC, 2001의 “Value chain, innovation and upgradin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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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제품향상은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함으로

써 이룰 수 있는데 농업에서는 친환경, 기능성을 함유한 고품질 농산물 생

산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능향상 부문에서는 디자인, 마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수행

하기 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을 도입하는 것으로 농산물의 소포장, 

선진가공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차별화된 농산물을 공 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 등 마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끝으로 가치사슬 향상은 가치사슬상의 어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습득한 경쟁요소를 새로운 분야에 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농

업부문에서 생산자 조직화, 수출 문 조직 등을 통해 가치사슬을 동일한 

목표하에 일  리함으로써 효율성을 극 화시킬 수 있다.

3. 농업부문의 가치창출 요인 

3.1. 농산물의 생산원가 우위

  생산원가는 가치증 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 에 하나이다. 가치 활동

들은 개별 으로 고유한 원가구조를 갖고 있으며 각 활동의 원가행동은 다

른 활동과의 연계  상호 련성에 향을 받는다. 즉, 생산원가는 단순히 

제조원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 , 서비스, 생산기반시설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원가에 향을 미치는 다른 활동들간의 계를 반 해

서 상  원가지 (relative cost position)14가 고려되어야 바람직하다. 생산

14 원가지 는 산업부문에서 개별 경 체가 어느 수 의 원가를 유지하고 있는가

의 정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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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제품 차별화 략만을 추진할 경우, 가격 리미엄

이 제품 차별화 비용보다 높지 않으면 가치창출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어떤 활동의 원가에 향을 주는 구조 인 요인을 원가동인이라고 한다. 

각 원가동인들은 서로 향을 주어 특정 활동의 원가행동을 결정하며 각 

동인의 상  향력은 가치 활동별로 차이가 있다15. 원가우 를 창출하

는 방법은 체 원가에서 큰 비 을 차지하는 활동의 원가동인을 통제하는  

방법과 기존의 방식과 다른 효율 인 방법들을 용하여 생산, 유통, 마

 등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원가우 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해서는 가치사슬 내의 여러 활동들로부터 원가 감 요인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개별 품목들이 원가우  략을 사용하기 해서는 주요활동과 지원활

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원가 감 기회를 분석하여 비용 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 으로 노력하는 것이 요하다. 

  농산물의 특성상 원가에서 원료비  직 비가 차지하는 비 이 크기 때

문에 생산단계에서는 종자․종묘 구입, 비료, 연료비 등 생산원료나 열비 

등 직 비에 해당되는 원료 조달활동에서 방법의 변화가 있을 때 원가 감

이 가능하다. 를 들어 개별 농가나 생산자 조직들이 생산원료를 구입할 

때 비정기 으로 소량 주문하는 신 연간 기 으로 장기 공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략은 개별 수요자나 생산자 조직이 생산 원료의 구

매 규모를 형화함으로써 원료 공 자와의 상력을 증 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한편, 정부나 지자체가 생산원료 조달과 련된 다양한 정보들(공 원

가, 시장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자가 주어진 가치사슬 내에서 합

한 상품을 가장 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

법이 있다. 즉 사슬내 수직  연계활동을 최 화함으로써 련 주체자들이 

15 이론 으로 규모의 경제, 학습효과, 조업유형, 연계, 상호 련성, 통합 정도, 

타이 , 자율정책, 입지조건, 제도  요인의 10가지 원가동인이 가치창출의 원

가행동을 결정한다(자세한 내용은 마이클포터의 “경쟁우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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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종자․종묘 생산자들에게 시장에

서 수요가 많은 상품의 정보를 제공해 주면 생산자가 시장 트 드를 반

한 농산물을 정확하게 생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농

산물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매자에게 향을 미쳐 각 부문별로 

합한 상품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으며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가치사슬간의 연계는 공 자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수요자가 효

율 인 공 자를 선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원가지 를 높여

다.

  원가동인을 통제하는  다른 방법은 규모의 경제를 강화함으로써 원가 

우 를 획득하는 것이다.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한 농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증 를 통해 생산  리비용의 원

가를 낮추는 것이 실 으로 어렵다. 따라서 품목별로 원가에 직  향

을 미치는 단계별 활동 요인을 살펴보고 규모 형태별 경  특성을 검토하

는 것이 요하다.

  한, 농업 가치사슬내 활동별 연계를 악하여 통제함으로써 원가지

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 를 들어 GAP농산물 인증 기 에 맞추어 생

산을 한다면 수출시 안 성 문제와 련된 불필요한 클 임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지속 인 원가우 는 한 가지 활동이 아니라 여러 활동에서 발생

되며 가치사슬을 재구성함으로써 원가우 를 창출할 수도 있다. 가치사슬

의 재구성은 진 인 개선에 비해 개별 경 체 는 농업법인의 원가구조

를 근본 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가치사슬보다 보다 효율

일 수 있다16. 새로운 가치사슬을 도입함으로써 개별 경 자는 기존의 

원가 동인을 부분 교체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원가동인을 

16 원가 감을 한 가치사슬 도입의 표 성공사례로 가 항공 경 을 들 수 있

다. 를 들어, 일반 항공사에 비해 가 항공운항사는 50%의 비용 감이 가

능하다. 기내에서 항공권을 매함으로써 발권업무  탑승업무 등 다른 가치 

활동의 원가를 감시킴으로써 연계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

문이다(마이클포터의 경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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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꿀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약 과 문제 을 고려하여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축함으로써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개별 농가의 경우 가치사슬을 

반 으로 재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 조직이나 수출 문조직, 계열

화 등을 통해 운 의 효율성을 증 시키는 새로운 사슬을 만들 수 있다.

3.2. 농산물의 차별화 

  생산자가 새로운 농산물을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

는다면 그 상품은 의미가 없다. 가치사슬에서는 소비자의 에서도 새로

운 가치가 창출된다. 소비자의 가치창출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시간, 

편의성 등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이루어진다. 최종 소비자는 구매 가격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소비를 통해 효용을 높임으로써 가치를 극 화시킨다. 

하지만 단순히 낮은 가격의 상품을 매함으로써 타 상품과 경쟁우 를 높

이는 방법은 가치를 극 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소비자의 만족도를 충

족시켜주는 제품을 생산한다면, 가격 리미엄을 높임으로써 생산자․소비

자 모두 가치를 극 화시킬 수가 있다. 일례로 농산물 공 자가 건강 지향

인 웰빙 소비트 드를 반 하여 GAP, 친환경 농산물 등 고품질 안 농산

물이나 기능성 가공식품 등을 개발한다면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가 가능하

다. 제품 차별화를 통해 공 자는 더 높은 가격으로 매할 수 있고, 이러한 

상품은 가격이 높더라도 소비자의 효용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소비자의 구매기 은 사용 가치기 (use criteria)과 신호 가치기 (sig-

naling criteria)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 가치기 은 제품의 품질, 외형, 서

비스, 유통 등의 요인이 포함되며 신호 가치기 (심리  가치기 )은 고, 

랜드, 마  등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가치의 척도나 단방법에서 생

되는 구매기 을 뜻한다.  

  사용 가치기 은 제품의 특성을 주로 포함하지만 특성이 차별화되지 않

더라도 포장, 가공, 구매의 용이성 등을 통해서 반 되기도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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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치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상품의 디자인이나 포장, 유통경로상의 

편리함, 서비스 제공 등을 특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

  신호 가치기 은 랜드 이미지, 축 된 고, 포장과 상표, 시장 유율, 

품질을 반 한 가격수  등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마  활동으로부터 생되는 기 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자가 요구하는 가격 리미엄은 사용 가치기 과 신호 가치기  모

두에 부합되는 수 에서 결정된다. 특히, 가치의 신호를 악함으로써 가

치의 속성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의 신호와 특정 사용 가치 

기 간의 연계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17. 

3.3. 주요활동과 지원활동의 상호연계성 강화 

  가치사슬의 주요활동과 지원활동간의 상호 련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

로 략을 수립한다면 경쟁우 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즉 품목별․유형별로 상호 련성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여 유형을 확

장시킴으로써 경쟁 우 를 높이는 최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표 2-4.  농업부문 상호연계성에 의한 가치창출과 원천

기존 활동 상호연계성 강화 련 주체

생산 

상호 련성

동일한 생산원료 사용

(종자, 농기계)

생산자재 공유

종자, 종묘 공동 구입
생산자 문조직

수출활동의 

상호 련성

동일한 생산품목 수출

동일한 지역의 수출

수출 창구의 단일화

계약 재배
수출 문조직

기술 상호 련성 포장, 가공기술 공동 선별 
생산자 

수출 문조직

시장 상호 련성
공통 구매자

공통 경로

공동 랜드

직거래, 형유통업체 공동 출하
생산자 문조직

자료: 마이클포터의 경쟁우  표 재작성.

17 자세한 내용은 마이클포터의 경쟁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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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단계

1.1. 쌀

  우리나라  생산비는 1997년에 10a당 45만 8,240원에서 2009년에는 62

만 4,970원으로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80㎏당 생산비는 2.3% 씩 증가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0㎏당 생산비가 10a당 생산비 증가보다 은 것은 재배기술향상과 우

량품종개발로 인해  단수가 증가함으로써 생산비 감에 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표 3-1.   생산비  단수 변화

단 : 원

1997 2000 2003 2006 2009
연평균
증가율(%)

생
산
비

10a 458,240 537,833 592,728 600,120 624,970 2.6

80㎏ 269,363 267,008 309,598 332,251 371,144 2.3

단 수 507 497 441 493 534 0.4

자료: 통계청,  생산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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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비 구조를 살펴보면 탁 농비, 비료비, 열비 부문이 차지하는 

비 이 크다. 탁 농비는 연평균 39.3% 증가하고 있으며, 비료비는 

10.1%, 열비는 8.3%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리비(水利費)와 

농구비, 노동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생산비의 연도별 변화

단 : 원/10a

1997 2000 2003 2006 2009
연평균 
증감률(%)　

생산비 합계 458,240 537,833 592,728 600,120 624,970 2.6

직 생산비 236,587 267,008 309,598 332,251 371,144 3.8

    종묘비 8,016 9,438 10,529 11,603 12,139 3.5

    비료비 17,017 22,814 25,025 32,232 53,916 10.1

     　무기질 11,975 17,776 19,720 25,286 44,313 11.5

     　유기질 5,042 5,038 5,305 6,947 9,603 5.5

    농약비 19,680 27,887 29,161 28,414 28,149 3.0

   기타 재료비 2,229 2,642 5,409 8,382 11,560 14.7

    농 열비 1,732 2,642 3,255 4,266 4,525 8.3

    농구비 65,999 79,048 97,795 45,662 46,805 -2.8

    농시설비 1,199 1,335 1,468 1,501 1,036 -1.2

    수리비 3,624 583 419 577 401 -16.8

    노동비 115,022 115,238 126,125 103,633 97,095 -1.4

    탁 농비 2,069 5,381 10,412 95,981 110,294 39.3

간 생산비 221,653 270,825 283,130 267,869 253,826 1.1

    토지용역비 199,522 245,009 254,990 240,361 225,441 1.0

    자본용역비 22,131 25,816 28,140 27,509 28,385 2.1

자료: 통계청,  생산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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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작에서 농 열비의 증가는 육묘단계, 건조단계, 장단계에서 유류 

사용량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비용 감을 해서는 육묘산업의 육성과 산물

벼를 수집하여 건조할 수 있는 건조시설의 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산비에서 직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 은 59.4%, 간 비는 40.6%이

며, 간 비에는 토지용역비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직 생산비 에는 

농 인력의 고령화로 농작업 탁이 많기 때문에 탁 농비의 비 이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료비  유기질 비료에 비해 화학비료인 무기질 비료 비용이 상승한 

것은 화학비료 수입원료 가격이 상승하 기 때문이다. 노력비는 기계화․

규모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낮아지기는 했지만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

은 여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은 가장 요한 품목이나 소규모 세 농가의 

비율이 높고18 개별 농가가 농번기에 고용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

를 해결하기 해서는 농작업 행과 공동 농기계 이용 활성화로 경 비를 

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의 수확단계시 부분 콤바인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콤바

인으로 수확한 벼는 PP포 에 담아 경운기 는 1톤 트럭으로 농가 는 

건조장으로 운반되고 있다. 이때 벼를 형콤바인으로 작업할 경우 벼는 

콤바인에 연결된 톤백(800㎏) 형태로 건조장으로 운반되어 수확작업의 규

모화에 의해 운반비용이 게 발생한다. 

  건조는 자연건조와 열풍건조 에서 부분 열풍건조를 이용하고 있는

데 최근 RPC를 포함한 정미소에는 열풍건조 장치를 가지고 있다. 열풍 건

조비는 ㎏당 20～32원으로 RPC별로 다르며, 벼의 수분 함량에 따라 차이

가 있다. 농가가 스스로 건조할 경우 건조기계 설치에 따른 고정비 증가와 

이용률 하로 건조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RPC 등 규모 문 건조업체에 탁하여 ㎏당 건조비를 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1.5ha 미만  농가: (’95) 1,039천 호(86.2%) → (’06) 765(84.7%) → (’07) 73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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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조건에 따라 최종산물인 의 품질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건조

기술의 개발을 통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소비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건

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은 수매, 건조, 가공 단계를 거쳐 백미 는 미 형태로 가공되

고 있다. 가공 과정은 가공실 → 원료 정선기 → 미기(껍질 벗기기) → 

석발기(이물질 제거) → 정미기(10-12분도 가능) → 세미 선별기(부서진 

 제거) → 색채선별기(색깔 있는  제거) → 연미기(미강 제거 등) → 

포장 단계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단계별 비용 감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3-1.   가공 리과정 

자료: 한국양곡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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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에서 정곡으로 가공하는 비용은 정곡 20㎏ 포 당 3,000～5,800원으

로 RPC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공비용에는 가공업체의 직 비와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포장은 RPC별 지역별 랜드가 인

쇄된 지 를 이용하는데 20㎏ 지 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소포장 단 를 선호하고 있어 10㎏, 5㎏, 4㎏, 2㎏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의 가치는 랜드와 포장 형태별로 다르다. 랜드별로 소비자가 지불

하는 비용이 다르고, 포장 형태별로도 소비자 지불 가격이 다르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호에 맞도록 포장형태  포장단 를 다양화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 의 하나는 가공이다. 재 한국 가공식

품 회에 가입된 가공업체 수는 총 553개 소이며 이  식품제조업체가 

480개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즉석 매업체와 통 식품업체 수는 

상 으로 은 실정이다. 

   가공은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인 합성미가 가장 많으며 수입산의 비

이 높다. 그 다음 단립종 백미, 장립종순이며, 가격이 상 으로 비싼 

국내산의 가공량은 522톤에 불과하다.  가공품은 떡과 면류로 주로 가공

되고 있으며 주류, 가루, 과자, 조미식품, 통식품순으로 나타났다. 결

국  가공은 값싼 원료를 이용하여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표 3-3.   가공업체 수(2008년 말) 

단 : 개소

떡․면류 과자 가루 주류
엿

조미식품
기타 계

식품제조업체 194 60 30 179 12 5 480

즉석 매업체 59 - - - - - 59

통식품업체 2 6 - 5 1 - 14

계 255 66 30 184 13 5 553

자료: 한국 가공식품 회 2008년도 회 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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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종류별 가공형태(2008년 말) 

단 : 톤

떡 면류 주류

과자 가루
조미
식품

기타
통
식품

계일반
가공

즉석
매

탁약주 청주용

합성미 59,811 5,456 9 130 1,579 648 14 12 67,659

단
립

백미 170 14,651 508 7,057 502 55 10 22,953

미 18 4 4,711 22 804 58 6 5,623

장립종 32 143 17 7,624 3,357 2,118 76 13,367

국내산 5 43 474 522

계 60,031 5,456 14,812 5,236 7,252 10,509 4,063 2,193 572 110,124

  주: 합성미(1종)는 자포니카 단립종 계통 백미 80%에 자포니카 립종 계통 20%를 혼

합한 을 말하고, 합성미(2종)는 자포니카 단립종 계통 백미 90%에 인디카(장립

종)계통 10%를 혼합한 , 립종 백미는 자포니카 립종을 백미상태로 도정한 

, 립종 미는 자포니카 계통 립종 미, 단립종 백미는 자포니카 계통 단립

종을 백미상태로 도정한 , 단립종 미는 자포니카 계통 단립종 미, 장립종 백

미는 인디카 계통을 백미상태로 도정한 , 장립종 미는 인디카 계통의 미임.

자료: 한국 가공식품 회, 2008.12. 

1.2.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따라 일반 토마토 재배농가가 방울토

마토로 품종을 환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재배면 이 증가하 다. 일반토

마토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먹기가 불편하고 토마토를 휴 하면서 소비하기

가 어려운 문제 이 있었으나 결국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새로운 품종

인 방울토마토가 개발되어 토마토의 가치를 증 시킬 수 있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신선토마토는 량 한국산이며, 부분 방울토마토

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소비자가 선호하는 방울토마토를 수출함으로써 국

내 토마토 생산자는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가치증 를 발생시켰다.

  방울토마토 농가의 경  황을 살펴보면, 2000년 비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웰빙붐에 의한 소비증가로 가격이 크게 상

승하 기 때문이다. 한편, 단 면 당 수확량은 재배기술과 품종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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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씩 소폭 늘어났으며 경 비는 연평균 5.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치증 를 해서는 비용 감을 한 기술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5.  방울토마토 경 실태 비교

수 량 조수입 경 비 소 득 소득률

(㎏/10a) (천원/10a) (천원/10a) (천원/10a) (%)

2000 7,074 7,211 6,515 700 10 

2005 7,584 16,162 8,178 7,984 49 

2006 7,485 16,835 8,517 7,868 48 

2007 7,596 16,012 9,157 6,855 43 

2008 7,851 15,815 9,979 5,836 37 

연평균 

증감률(%)
1.3 10.3 5.5 30.4 18.2

자료: 농 진흥청 농업경 정보시스템 농축산물 소득표(연도별)

  방울토마토는 경 비가 일반 토마토에 비해 높아 소득률이 낮다. 2008년 

기  방울토마토 경 비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 10a당 1,155천 원 더 높고 소

득률이 7%p 낮았다. 이는 경 비  수확작업 시 노력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비용 감을 해서는 방울토마토의 수확작업 개선이 필요하다.  

표 3-6.  일반 토마토와 방울토마토 소득 비교(2008년)

수 량 조수입 경 비 소 득 소득률

(㎏/10a) (천원/10a) (천원/10a) (천원/10a) (%)

방울토마토 7,851 15,815 9,979 5,836 37 

일반토마토 10,607 15,815 8,824 6,991 44

자료: 농 진흥청 농업경 정보시스템 농축산물 소득표

  방울토마토의 항목별 생산비 비 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29.8%, 농

열비 24.1%, 제재료비 14.1%, 농시설 감가상각비 11.9%순으로 나타났

다. 생산비 가운데 노동비 비 이 가장 높기 때문에 노동비 감 기술개발

이 시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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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방울토마토 생산비 구성비율(2008년)

원/10a 비 (%)

직  

생산비

종묘비 746,314 6.1

비료비
무기질 421,866 3.4

유기질 223,110 1.8

농약비 284,511 2.3

농 열비 2,967,709 24.1　

농구비  499,910 4.1

농시설비 상각비 1,461,658 11.9

수리비(물) 14,259 0.1

노동비
자가노력비 2,323,458 18.9

고용노력비 1,340,820 10.9

탁 농비 13,284 0.1

수선비　 79,923 0.6

제재료비 1,733,337 14.1

조세  기타 7,436 0.1

소계  12,117,595 98.5

간  

생산비　

토지용역비  임차지 134,156 1.1

농기계 임차료　 50,668 0.4

소계 184,824 1.5

총계　  12,302,419 100.0

자료: 농 진흥청 농업경 정보시스템 농축산물 소득표.

  고온성 작물인 방울토마토는 경 비  열비 비 이 높은 편이다. 단

 생산량(㎏)당 열비는 재배시기, 기온 등의 향으로 지역별로 큰 편차

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생산비 감으로 가치를 증 시키기 해서는 

지역별․재배시기별 조정이 필요하며, 비용 고효율 에 지 감시설 

는 에 지 감을 한 체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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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투입시간 비 (%)　 투입량　

종자 비  소독 0.5 0.1
종자 0.5dl 
종묘 2,668.3주  

묘 비  설치 0.7 0.1
폿트 142.1개
유기질비료 715.8㎏

종 0.5 0.1

목 0.5 0.1

한때심기 0.8 0.1
묘 리 2.8 0.4

하우스설치 10.9 1.7 비닐 659.8m, 활죽18.3개  

하우스 리 16.5 2.5 기 4,266.7kw, 유류 3,281.3리터 

퇴비  거름 주기 6.9 1.1

유기질 비료 2,259.7㎏
용성인비 10.7㎏, 염화칼리 3.1㎏, 
붕소 0.3㎏, 농용석회 37.8㎏, 복합 40.3㎏, 
규산질 8.5㎏

경운정지 5.1 0.8

비닐  흙덮기 6.7 1.0 짚 17.8㎏, 왕겨 41.7㎏
아주심기 23.4 3.6

지주․네트세우기 11.3 1.7 지주  57.5개

웃거름주기 6.0  0.9 질소 7.8㎏, 인산 6㎏, 칼리 8.38㎏, 
요소 3.5㎏, 유안 0.3㎏ 

병․충해 방제 12.1 1.9

양제액제 42.1리터, 양제수화제 10.9㎏
살충제유제 371.4ml, 살충제분제 3.7g
살충제입제 0.3㎏, 살충제수화제 334.5g
살균제유제 214.9ml, 살균제분제 6.2g
살균제입제 0.3㎏, 살균제수화제 580.9g

김매기 4.6 0.7 제 제유제 99.9ml
유인 38.0  5.8

순지르기․솎아내기 40.9 6.3

물 리 13.8 2.1
온도 리 19.2 3.0 보온 덮개 51.4m

수확 288.7 44.4 비닐끈 2.6타

선별  포장 90.3 13.9 포장상자 1,432.8개
운반  장 21.1 3.2

기타(수정 등) 29.4 4.5

합계 650.2 100.0

표 3-8.  방울토마토의 경 비  난방비 비

단 : %, 원

충남 북 남 경남

방울토마토
10a당 비  30.2 34.1 34.7 26.1

㎏당 열비 295.2 480.6 456.1 274.5

자료: 농 진흥청, 표 소득자료(2007), 재계산 이용. 

표 3-9.  방울토마토 생산작업 단계별 노동 투입시간  투입요소 

  주: 기  10a

자료: 농 진흥청, 표 소득자료, 재계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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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a에서 방울토마토를 생산할 경우 종자 0.5dl, 종묘는 2,668.3주가 투입

되며, 하우스 리에 사용되는 유류는 3,281.3 리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노동력 투입량을 기 으로 생산단계별 요소투입 비 을 살펴보면, 수확

단계에서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선별  포장

단계, 순지르기․솎아내기, 유인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단계에서 비

용 감을 해서는 수확단계의 비용 감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토마토는 생식용으로 주로 이용하고, 국내산 

품 토마토는 소량으로 주스, 첩, 잼 등으로 가공되어 가치를 증 시키

고 있다. 가공품 에서 첩은 원료 투입량 비 이 체 생산량의 70.4%, 

제품 생산량은 64.1%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우리나라 토마토 가공업체는 총5곳으로 경기도 토마토 농조합법

인과 경상북도 바이오 머(주), 청암농산에서 토마토 주스를 생산하고 있

으며 토마토 첩은 경상북도 토리식품에서, 토마토 잼은 한팜농업에서 생

산하고 있다(2008년). 

표 3-10.  토마토 가공 황(2008년)

단 : 톤

토마토주스 토마토 첩 토마토잼 계

원료량 72(25.4) 200(70.4) 12(4.2) 284(100%)

제품량 78(33.3) 150(64.1) 6(2.6) 234(1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도 채소류 가공 황(2009.8)”

표 3-11.  토마토 가공업체수 

토마토주스 토마토 첩 토마토잼 계

업체 수 3 1 1 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도 채소류 가공 황(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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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일본의 경우 형형색색의 생식용 토마토와 퓌 (puree), 페이스트

(paste), 주스, 잼, 이크 등 토마토를 재료로 한 다양한 가공품 140여 

을 개발하여 매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재 고  토마토 매 과 스

토랑을 융합시킨 토마토 문 이 인기를 얻고 있다19. 우리나라도 생식용 

토마토만 생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종자개발, 재배기술 보  등 새로

운 가공용 토마토의 생산을 확 시킬 필요가 있다. 

1.3. 느타리버섯

  국 으로 재배되는 느타리버섯은 품목  재배방법에 따라 호당 규모

와 생산성 차이가 크다. 생산성과 품질은 재배기술, 종균․배지, 신선도 등

에 따라 크게 향을 받는다. 재배 방법상 균상재배는 노동집약 이기 때

문에 생산성이 낮으나 병재배는 기술집약 인 특성으로 인해 상 으로 

생산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버섯 재배방법을 균상에서 병재배로 환한

다면 가치를 보다 증 시킬 수 있다.

  1995년 이후 느타리버섯 경 비는 연평균 2.6% 상승하 지만 동 기간 소

득  수량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종균비, 배지 제조비, 열 동

력비, 노동비 등의 증가로 연평균 소득률은 1995년 66%에서 2008년 48%

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공 과잉과 경기불황으로 요식업

체 등에서 소비부진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재배면   재배농가가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 농민신문(20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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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느타리버섯 경 실태 비교

수 량 조수입 경 비 소 득 소득률

(㎏/330㎡) (천원) (천원) (천원) (%)

1995 6,453 17,269 5,885 11,384 65.9

2000 5,530 19,321 8,661 10,660 55.0 

2008 6,271 23,079 12,044 11,035 48.0 

연평균 증감률(%) 1.0 1.4 2.6 0.3 -1.1
  주: 국기 , 연 1기작/330㎡

자료: 농 진흥청 농업경 정보시스템 농축산물 소득표(연도별)

  느타리버섯은 인건비, 유류  등의 증가로 인한 원가상승과 과잉생산

의 향으로 채산성 약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는 재배면   소득 

감소의 주원인이다. 느타리버섯의 생산비별 비 을 살펴보면, 노동비

(34.9%), 농 열비(16%), 배지 제조비(12.4%), 농시설비 상각비(10.9%), 

제재료비(10.0%), 종균비(8.9%)순으로 나타났다. 

  생산단계별 투입요소를 살펴보면, 선별  포장(건조) 단계에서 노동투

입 비 (24.2%)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수확단계(23.6%), 입상(입병, 6.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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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원) 비 (%)

직  

생산비

종균비　 1,462,872 8.9

배지 제조비 볏짚 151,605 0.9

배지 제조비 폐면 1,895,533 11.5

농약비 32,147 0.2

농 열비　 2,637,560 16.0

농구비 847,033 5.1

농시설비 상각비 1,799,931 10.9

수리비(물) 7,491 0.0

노동비
자가노력비 4,470,703 27.1

고용노력비 1,295,743 7.8

탁 농비 7,168 0.0

수선비 158,383 1.0

제재료비 1,647,136 10.0

조세  기타 4,051 0.0

소계 16,417,356 99.4

간  

생산비

토지용역비 임차지 65,881 0.4

농기계 임차료 　 31,734 0.2

소계　 97,615 0.6

총  계 16,514,971 100.0

표 3-13.  느타리버섯 생산비 구성비율(2008년)

기 : 연/330㎡

자료: 농 진흥청 농업경 정보시스템 농축산물 소득표

  느타리버섯은 부분 가족 노동력 심으로 수확  리를 하고 있으

며, 일부 고용인을 통해 수확하는 노동집약  작물로 생산성이 다른 버섯

에 비해 낮다. 최근 기계화·규모화 등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는 하지만 경 비 증가율을 이기 해서는 노력비 비 을 지속 으로 

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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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느타리버섯 노동시간 변화

단 : 시간/330㎡, %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감률

자가
남 417.1 422.1 423.8 573.1 502.3 4.8

여 365 299.8 287.6 428.8 307.7 -4.2

고용
남 23.1 16.2 17.7 36.1 31.1 7.7

여 125 92 70.5 82.1 99.5 -5.5

계 930.2 830.1 799.6 1,120.1 940.6 0.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12. “주요 25품목 농수산물 생산․유통 분석  책(2차 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느타리버섯 재배품종은 국내에서 선발  교배 

육성된 고유품종이 다른 버섯에 비해 상 으로 많다고 볼 수 있지만, 다

양성 확보 측면에서는 여 히 부족하다. 병재배 품종은 춘추2호, 지재배 

품종은 수한, 장안, 균상재배 품종은 수한1호, 원형1호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버섯 생산자는 부분 종균을 구입해서 생산하고 있으며 배지 원료는 

볏짚, 솜(폐면)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재배

되고 있는 버섯은 부분 외국으로부터의 신품종이 지속 으로 도입되고, 

무단 증식이 어려워질 것으로 상되어 로열티 부담이 가 될 것으로 상

된다20.

20 버섯류 에서 느타리버섯은 국내육성 품종이 약 70% 재배되고 있다(박 태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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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버섯품종에 한 로열티 추정액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 - - 13.6 45.7 46.3 78.3 90.3

단 : 억 원

자료: 국립원 특작과학원, “로열티 경감을 한 신품종 개발 보 ”, 2009.

  버섯 품종에 한 로열티 지불액은 2008년에 13억 6,000만 원에서 

2009년에는 45억 7,000만 원이고, 2012년에는2009년에 비해 3년 사이에 

2배 많은 9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품종 수입에 의한 로열티 지불로 

가치가 하될 수 있어 품종개발을 통한 가치증 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투입요소 부문에서 문제는 배지 부문으로 배지의 원료가 소규모 세 업

체가 수입, 공 하고 있어 농가에 높은 가격으로 매되고 있다는 이다. 

게다가, 품질이 좋지 않아 버섯 생산과정에서 생산 회 율이 낮아 생산성 

하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원가 감을 해서 배지 원료의 량 구매

와 고품종 원료 구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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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투하시간 비
(%)　 투입량

배지 제조. 볏짚 묶기
42.3  4.4　 볏짚 1,434.2㎏

폐면 6,539.8㎏(폐솜털이)

물 축이기 17.5 1.8 고무호스 7.5m

임시 쌓기 6.4 0.7

야외 쌓기 9.9 1.0

뒤집기 9.6 1.0

단 6.7 0.7

입상(입병) 66.9 6.9

살균  후 발효 33.4 3.5
기 7,206.7kw
가스 7.7리터
유류 2,032리터 

종균 종 63.5 6.6 종균 1,061.5㎏

복토 2.0  0.2 겨 50.3㎏ 

균상 리, 균사생성
(골목) 리 63.9  6.6

기(재배사 리)
6,918.3kw
비닐 1,168.8m
비닐끈 2.3타

버섯생육 리 79.4 8.2

병충해 방제 6.9 0.7

살충제유제 8.8ml
살충제분제 53.8g
살충제입제 0.2㎏
살충제수화제 131.6g
살균제유제 33ml
살균제분제 36.2g
살균제입제 0㎏
살균제수화제 67.3g

수확 228.3 23.6

선별  포장(건조) 234.1 24.2 포장상자 2,585.8개

균상정리 29.2 3.0

폐상(폐목) 42.8 4.4 톱밥 408㎏
테이  6.9개

기타 23.7 2.5

합계 966.3 100.0

표 3-16.  느타리버섯 생산작업 단계별 투입요소 비  비교

자료: 농 진흥청, 농축산물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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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살펴보면, 통조림, 버섯 가루,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등 건조품, 스낵, 분말차류, 드링크류 등으로 단순히 원료를 이

용한 가공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수출 증 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과잉생산으로 버섯가격이 하락하고 가공, 기술 등 반

인 버섯 산업기반이 취약한  시 에서 기능성 제품개발이 이루어진다

면 생산자  수요자의 가치는 더욱 증 될 것으로 보인다21. 

  버섯은 식용·약용 모두 기능성 성분이 많다. 느타리․새송이․팽이․양

송이․표고는 국내 버섯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소비자 선호도도 높고 치매를 방하고 콜 스테롤을 이는 효과가 있

는 등 기능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련 상품의 개발을 통해 향후 

부가가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2. 

그림 3-2.  버섯 가공품

  

자료: 충북버섯 연구소(www.mushroomjangajji.com)

  코트라 오사카 KBC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생활 습 병 개선에 좋은 버섯 

가공식품 시장이 유망한 제품군으로 성장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이는 버

섯이 비타민류가 풍부하고 아미노산류, 식물섬유 등도 포함되어 양학 으

로나 생리 기능 으로 우수해 천연 건강식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23. 

21 의약품과 가공품을 포함한 국내의 버섯 총생산액은 2008년 기 으로 1조 원 

수 이다. 
22 농민신문(2010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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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단계

2.1. 쌀

  은 다른 작물에 비하여 일반 으로 2～3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

자에게 공 되며 RPC 등 산지 유통업체와 소비지 형유통업체, 식업체 

같은 량 수요처의 직거래 비 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특성상 장

기간 장이 가능하고, 정부가 일부 리하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과 비교

하면 상 으로 유통비용은 은 편이다.

  세부 으로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생산농가는 농  등 생산자 단체에 

53%, 정부수매가 7%, 도정업자에게 41% 매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는 

주로 형유통업체 도매상과 량 수요처 등에 매하고 있다.  최종소

비자는 형유통업체에서 43%, 소매상으로부터 32%를 구매하여 소비하고 

있다. 

  유통단계가 도매상, 형유통업체, 소매상 등 많은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

게 매될 경우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이 있다. 

   유통단계별 비용을 살펴보면, 년 비 직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조비는 2007년 20㎏당 476.0원에서 2008년 540.0원으로 포

장재비는 동 기간 330.0원에서 370.0원으로 상승했다.

  농가의 생산가격은 20㎏당 34,886원이나, 농가 매비용 889원, 도정업

23 일본 버섯가공식품 시장은 소스, 가공식품, 수 로 나  수 있는데 소스시장은 

가고메, 피에트 등이 유명하며 가공식품시장은 주식회사 쯔에에비 등 소규모 

기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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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비용 3,745원, 도매단계 비용 1,980원, 소매단계 비용 2,500원 등이 포

함되어 최종 소비자가격은 44,000원이다. 간단계의 비용 총합계는 9,114

원으로 소비자가격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3.   유통경로
단 : %

 주1: 국 공공비축벼 매입 계획량 감소(‘07년 60만 톤 → ’08년 40만 톤)로 조사지역 

정부 수매량은 년 비 3%p감소(‘07년 10% → ’08년 7%)

 주2: 도매상 → 소매상 거래 감소(‘07년 37% → ’08년 32):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 증가

로 도매시장(도매상)을 통해 소매상으로 거래되는 물량 감소.

 주3: 조사지역 평균

자료: 농림수산물유통공사(2009), “2008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그림 3-4.   유통단계별 비용

자료: 농림수산물유통공사(2009), “2008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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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유통단계별 비용(김제 → 서울 양재동 양곡 도매시장) 

단 : 원/20㎏

액 비율(%) 산출근거

생

산

자

농가수취가격 34,885.8 79.3

포장재비 25.2 0.1
7,000원/500㎏톤백/3회 사용(1년)/

5년)×27㎏

건조비 540.0 1.2 20원/㎏×27㎏

운송비 324.0 0.7
60,000원/5,000㎏톤백×27㎏

(농가→도정공장)

매가격 35,775.0 81.3 조곡 27㎏ 기 (도정률 73%)

도

정

업

자

가공비용 2,750.0 6.3 11,000원/80㎏(11,000/4=2,750원)

포장재비 370.0 0.8 370원/20㎏

운송비 625.0 1.4 625원/20㎏

매가격 39,520.0 89.8 39,520원/20㎏ 

도

매

상

하차비 150.0 0.3 600원/80㎏

상차비 125.0 0.3 500원/80㎏

운송비 600.0 1.4 600원/20㎏

간 비 917.1 2.1

이윤 187.9 0.4

매가격 41,500.0 94.3 41,500원/20㎏

소

매

상

간 비 1,025.0 2.3

이윤 1,475.0 3.4

매가격 44,000.0 100.0 44,000원/20㎏

자료: 농림수산물유통공사(2009), “2008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의 경우 도․소매단계 유통은 형유통업체, 식업체 등 규모 수요

처와 RPC 간의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개선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장․가공단계의 유통 효율화를 해 RPC 평균 가동률24을 높임으로써 유

통비용을 감할 수 있다. 

24 RPC의 평균 가동률은 약 50% 수 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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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생산자는 생산자 단체에 91%, 형

유통업체에 3%를 매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는 도매시장 71%, 형유통

업체 25%를 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상은 형 유통업체에 41%, 소매상에 23%, 량수요처에 7%를 공

하고 있으며, 생산자가 형유통업체와 직거래 비 은 3%, 생산자 단체

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  매하는 경우는 1%로 직거래 비 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하지만 차 인터넷, 화 등 온라인 등 자통신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상된다.

그림 3-5.  방울토마토 유통경로( 체→서울)

단 : %

      주2)

 주1: 생산자 단체의 소비자 매 경로(신규): 1%, 인터넷  화를 통한 주문물량 증가.

(택배 배송)

 주2: 생산자의 형 유통업체 매 경로(신규): 3%, 벤더 업체들의 구매처가 도매시장으

로부터 산지로의 변화.

자료: 농림수산물유통공사(2009), “2008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생산에서 최종 소비자까지의 비용 에서 유통비용 비 은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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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수 에서 2008년 49.1%로 12.2%p 증가하 다. 이는 포장재비, 

운송비, 인건비 등 유통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간 비용이 인상됨에 따른 

것이다.

표 3-18.  연도별 유통비용 황비교(부여→서울)

단 : %, 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유통비용(비율) 36.9 44.8 43.5 40.6 40.6 49.1

내용별

직 비 8.3 7.9 7.8 7.2 7.1 8.4

간 비 19.2 17.7 17.9 21.4 21.5 25.6

이윤 9.4 19.2 17.8 12.0 12.0 15.1

단계별

출하단계 3.7 6.9 6.9 3.2 3.2 4.4

도매단계 8.2 6.9 6.6 9.8 9.8 8.7

소매단계 25.0 31.0 30.0 27.6 27.6 36.0

농가수취가격 2,523 3,199 3388 3,442 3,444 2,545

유통비용( 액) 1,477 2,610 2612 2,358 2,356 2,455

소비자가격 4,000 5,800 6000 5,800 5,800 5,000
  주: 유통경로는 생산자(생산자 단체)→도매상→소매상→소비자 기 임.

자료: 농림수산물유통공사(2009), “2008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출하단계에서는 포장재비, 선별비, 운송비 등의 인상으로 2008년 년

비 ㎏당 35.3원 증가했고, 도매단계에서는 도매가격 하락으로 상장수수료

가 어 40원 정도 비용이 감소하 으며, 소매단계에서는 운송비 증가로 5

원 정도 증가하 다.  



 주요 품목의 가치사슬 주요활동별 실태 분석  53

표 3-19.  직 비용 비교(부여→서울)

                           단 : 원/㎏

2007.4 2008.4 증감액 비고

출하
단계

포장재비 90.3 96.3 +6.0 골 지 상자가격 인상

선별비 34.4 59.7 +25.3 공동선별비 정액 용

운송비 60.0 64.0 +4.0 유류  인상

도매
단계

하차비 19.4 19.4 -

상장수수료 152.0 112.2 -40.0 경락가격 하락

배송료 20.0 20.0 -

소매
단계

운송비 40.0 45.0 +5.0 유류  증가

합  계 416.1 416.4 +0.3
  주: 유통경로는 생산자(생산자 단체)→도매상→소매상→소비자 기 임.

자료: 농림수산물유통공사(2009), “2008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반면, 농가수취가격은 2007년 4월에 ㎏당 3,444원에서 2008년 4월 2,545

원으로 년 비 26.1% 감소하 다. 

표 3-20.  방울토마토 유통비용 명세표(2008. 4월)  

                              단 : 원/상품㎏, %

 액 비 율 산 출 근 기

생

산

자

농가수취가격 2,544.6 50.9

선  별  비 59.7 1.2
공동선별비(선별비+포장재비+운송비)

220원/㎏(포장재비+운송비)

포 장 재 비 96.3 1.9 480원/5㎏상자, 800원/roll/5㎏/500상자

운  송  비 64.0 1.3 320원/5㎏상자

도매

시장

하  차  비 19.4 0.4 97원/5㎏상자

상장수수료 116.0 2.3 경락가격의 4%

경 락 가 격 2,900.0 58.0 14,500원/5㎏상자

도

매인

배  송  료 20.0 0.4 100원/5㎏상자

간    비 220.4 4.4 포 리비, 인건비, 임차료 등

이      윤 59.6 1.2

 매 가 격 3,200.0 64.0 16,000원/5㎏상자

소

매

상

운  송  비 45.0 0.9 63천원/1,4000㎏( 도매인 포→소매상)

간    비 1,061.8 21.2 포 리비, 인건비, 임차료 등

이      윤 693.2 13.9

 매 가 격 5,000.0 100.0 5,000원/㎏상자
  주: 부여 → 서울(가락시장)   

자료: 농림수산물유통공사(2009), “2008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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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느타리버섯

  버섯은 크게 생산자조직, 도매시장, 문유통업체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생산자조직(작목반, 조합)은 개별농가로부터 수집하여 도매시장, 

소규모업체, 량 수요처에 매하고 있으며 문유통업체는 량수요처에 

직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6.  버섯 유통경로

단 :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주요 25 품목 농수산물 생산·유통구조 개선 책(안)” ― 채소․특

작(7품목), 2009.3.13~14 워크  자료집

  도매시장의 출하형태는 품목에 따라 상자, 스티로폼, 단, P-Box, 지 등

으로 다양한데 부분 종이박스로 포장하고, 느타리, 양송이는 스티로폼 

박스 등으로 포장 출하하고 있다. 거래단 는 0.2㎏에서 2㎏까지 다양하며 

품목별․시기별 출하량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한다. 도매시장의 경우, 할

인  등 소비지 유통업체  량 수요처에 공 하기 때문에 형 박스(2

㎏) 포장형태로 유통하고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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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비 (%)

P-BOX 0.2

PE 0.4

PP 0.0

개 0.5

그물망 0.0

단 7.1

지 0.2

비닐 지 0.2

상자 91.0

시용기 0.2

팔 트 0.0

포 0.2

계 100.0

표 3-21.  주요 버섯의 도매시장 거래량

단 : 톤, %

도매시장 거래량(A) 총생산량

(B)

비율

A/B양송이 느타리 팽이 새송이 계

’01 6,550 15,975 59,028 346 81,899 117,614 69.6

’02 7,274 17,437 26,361 1,500 52,572 141,625 37.1

’03 9,153 20,976 27,678 5,499 63,307 145,312 43.6

’04 9,361 22,159 31,791 14,661 77,972 156,599 49.8

’05 7,754 18,831 32,037 18,062 76,684 162,089 47.3

’06 7,382 21,767 31,176 26,726 87,051 141,467 61.5

’07 8,110 44,860 36,785 29,739 119,494 146,346 81.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12, “주요 25품목 생산·유통 분석  책 (2차 안)”

표 3-22.  느타리버섯 출하형태

자료: 김연 . 2010.4.15, “ 북 버섯산업의 황과 발 방향”

  느타리버섯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버섯의 과잉생산, 경기침체 지속과 요

식업체의 수요부족으로 국내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 계 별 농가 매가격 등락폭이 커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야기시켜 경

 리스크가 높은 문제 이 있다.

25 도매시장 내 문유통업체는 소포장(200g, 300g)을 하여 소매업체에게 매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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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도매시장 가격 동향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원/㎏ 4,841 4,039 3,577 3,307

   주: 도매, 상품기

 자료: 농산물유통공사

  2007년 분석한 유통비용 사례에 따르면, 형마트( 간유통상인) 직거래 

가 가락시장 도매보다 농가수취율  소비자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4.  버섯 경로별․단계별 유통비용 비교

단 : 원/상품㎏

농장 → 간유통상인 → 형마트 농장 → 서울(가락시장)

구 분 액 비 율 구 분 액 비 율

농가수취가격 3,135 69.7 농가수취가격 2,280 60.8

소비자가격 4,500 100.0 소비자가격 3,750 100.0

유통비용 1,365  30.3 유통비용 1,470 39.2

 - 출하단계 150 3.3  - 출하단계 220 5.9

 - 도매단계 675 15.0  - 도매단계 250 6.6

 - 소매단계 540 12.0  - 소매단계 1,000 26.7

  주: 비율은 소비자 가격을 100으로 보았을 때 농가수취가격, 비용 등의 비 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주요 25 품목 농수산물 생산·유통구조 개선 책(안)” ― 채소․특

작(7품목), 2009.3.13~14 워크  자료집

  형 유통업체는 주로 도매시장과 문 유통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으나, 

산지조직과의 직거래도 확  추세에 있다. 하지만 여 히 부분 물량이 

도매시장 의존성이 높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으로 다양한 매경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버섯출하 시 등 화ㆍ표 화가 미흡하여 도매시장의 경매를 방해하고 

있으며 출하 시 포장된 것과 등 화된 것이 소비자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간단계에서 재포장되기 때문에 추가 인 포장비용, 신선도 등 제품 품질 

하 등 불필요한 비용과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균일한 품질과 소포장 등 유통업체의 선호도를 반 하고 신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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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를 방지하는 문 도매시장을 설치, 시설 화를 갖춘 규모 생산조

직과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소비  수출단계

3.1. 쌀

3.1.1. 소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식생활이 다양화됨에 따라 매년 2% 

내외로 감소하고 있다. 2009 양곡연도26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74.0㎏

으로 년(75.8㎏) 비 1.8㎏ 감소하 으며, 10년 보다는 무려 22.9㎏ 

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양곡연도란 햅 이 생산되는 년 11월 1일부터  소비가 마무리되는 당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이다.

1인 1일당

양곡( )소비량
=

가구내 양곡( ) 소비량 

가구원 수×월별 일수+(( 횟수 ― 외식횟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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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1인당 연간  소비량 증감 추이 

단 : ㎏, %

199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비량 96.9    82.0 80.7 78.8 76.9 75.8 74.0

년 비 증감률  -2.3 -1.4 -1.6 -2.4 -2.4 -1.4 -2.4
자료: 통계청, “2009 양곡연도 가구부문 1인당 양곡 소비량 조사결과”

  1인당 소비량  주식용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 은 98.2%이며 떡․과자

용은 1.6%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과 비교할 때 주식용 소비량이 94.8㎏

에서 72.7㎏으로 22.1㎏ 감소하 다.

  이 가공식품 원료로 쓰이는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  재고 

리를 해 일부 물량을 주정용으로 특별 처분하고 있다. 

표 3-26.  용도별 1인당 연간  소비량

단 : ㎏, %

계 주식용 장류용 떡․과자용 기타음식용

1999 96.9 (100.0) 94.8 (97.8) 0.1 (0.1) 1.8 (1.9) 0.2 (0.2)

2005 80.7 (100.0) 79.2 (98.1) 0.0 (0.0) 1.4 (1.7) 0.1 (0.1)

2006 78.8 (100.0) 77.4 (98.2) 0.0 (0.0) 1.3 (1.6) 0.1 (0.1)

2007 76.9 (100.0) 75.5 (98.2) 0.0 (0.0) 1.3 (1.7) 0.1 (0.1)

2008 75.8 (100.0) 74.4 (98.2) 0.0 (0.0) 1.3 (1.7) 0.1 (0.1)

2009 74.0 (100.0) 72.7 (98.2) 0.0 (0.0) 1.2 (1.6) 0.1 (0.1)
자료: 통계청, “2009양곡년도 가구부문 1인당 양곡 소비량 조사결과”

   구매행태에 한 소비자 조사결과에 따르면27, 형 할인마트에서 구

매한다는 응답이 체의 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문매장, 산지 

직구매, ․소형마트(슈퍼)순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들은 산지 직거래

를 이용하는 경우가 집 근처 마트에서 구매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산

지 직거래를 통해 구매비용을 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27 소비자 내용은 농 진흥청 “  랜드의 효율 인 운   리방안 연구” 조

사결과를 정리하 다.
28  구입 장소: 할인매장(69.3%),  문매장(9.7%), 백화 (1.4%), 인터넷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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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밥맛을 가장 요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격, 랜드, 원산지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입 시 소비자가 고려하는 것은 가격보다는 맛(품질)을 선호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치증 를 해서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

질의  생산이 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구입 시 소비자들의 56%가 해당 랜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40%는 정확한 랜드 이름은 모르고 시․군 정도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4%의 소비자들은 구매 랜드를 모른

다고 답변하여 과반수 이상의 소비자들이 구매한 의 랜드를 기억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이외 친환경, 유기농, 기능성  등을 포함한 특수 의 구입 경험

에 한 응답에서는 체 응답자의 15%만이 구입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여 

향후 특수 은 일반 에 비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형태로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 된다. 

표 3-27.   구입 시 고려사항

단 : 건, %

체 원산지 랜드 안 성 가격 밥맛 기능성

외

포장

상태

기타

358

(100.0)

42

(11.7)

43

(12.0)

8

(2.2)

70

(19.6)

190

(53.1)

1

(0.3)

2

(0.6)

2

(0.6)

자료: 농 진흥청(2009)

3.1.2. 수출29

  은 수출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7년 율 세 수입물량(MMA) 가운데 

몰(1.7%), 유기농산물 매장(0.6%), 산지 직구매(7.0%), 부모, 친지를 통해서 

(3.1%), 농 (1.1%), 소형 마트(6.1%)
29 자세한 내용은 농산물유통공사  수출동향 참고(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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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용 수입물량 내에서 수출이 허용되고 있다. 수출물량은 단계 으로 확

되지만 2012년까지 12만 2,000 톤의 범  내에서 제한 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지자체 추천, 물류비 지원 등을 토 로 수출이 늘어났으

며, 주로 미국 러시아 등으로 이 지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신규시장에 

을 수출하고 있으나, 가격 경쟁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아 수출이 격하

게 확 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시장왜곡 상도 발생하고 

있어 과다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출 창구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표 3-28.  국내  수출동향

단 : ㎏, 달러, 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물량 액 단가 물량 액 단가 물량 액 단가

합계 14,816 57,678 3.89 565,725 1,370,12 2.42 357,685 836,969 2.34

미국 3,523 16,073 4.56 342,081 908,818 2.66 116,173 289,827 2.49

카타르 -  - -  - - - 40,000 74,131 1.85

네덜란드 -  - -  16,115 49,706 3.08 29,912 69,317 2.32

바논 -  -  -  - - - 12,450 63,590 5.11

러시아 -  -  -  100,000 251,219 2.51 35,300 63,050 1.79

인도네시아 -  -  -  11,400 26,266 2.30 24,800 62,462 2.52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 KATI.

  국산  가격이 미국, 태국 등 주요  수출국에 비해 3～4배 고가이지

만 국산 의 품질경쟁력을 감안할 경우 고 시장에 을 맞춘 새로운 

해외 시장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재 즉석밥, 막걸리, 국수 등 가공제품은 일부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

지만 수출국별 소비특성을 분석한 후 시장별 상품 차별화 략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틈새시장을 상으로 상품의 희소성이 있는 기능성  

는 가공제품 심으로 수출 확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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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5개년 평균

립종 513 564 428 489 517 502

장립종 242 279 299 297 310 285

단립종 303 388 362 364 369 357

국내산 2,117 2,136 1,952 1,849 1,933 1,997

표 3-29.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비교

단 : 원/㎏

  주: 장립종 태국산 100% B등  FOB, 립종 미국산 U.S. NO.1 공장 출고가격, 단립종 

국산 1등  복주 도매시장가격, 국내산 상품 도매가격 / 해당연도 연평균 매매기

율 용 환산.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주요 수출 품목별 책”. 2008.

3.2. 방울토마토

3.2.1. 소비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소비자패 (주부) 673명30( 국 8  도시)을 상

으로 토마토 구매행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월평균 토마토 구입횟수는 

월 1회 11.0%, 월 2회 25.1%, 월 3회 19.4%, 월 4회 이상 44.6%로 1주일

에 1회 이상 구입하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토 구입량은 작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38.3%, ‘비슷하다’는 응

답이 54.8%, ‘감소했다’는 응답이 6.8%로 조사되어 토마토의 소비는 꾸

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토의 소비증가 요인은 ‘건강에 좋아서’

가 57.5%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 좋아해서’ 14.8%, ‘가격이 당해서’ 

11.8%, 맛이 좋아서 9.5%, 기타 6.1%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환경 토마토의 구매경험 유무에 한 질문에서 과반수 이상이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 다31. 친환경 토마토의 구매경험이 있는 소

30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 2008년 6월 30일 소비자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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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가운데 작년 비 증감여부는 ‘비슷함’ 52%, ‘조  늘림’과 ‘많이 늘

림’은 각각 29%, 5%로 나타났다.

표 3-30.  친환경 토마토 구입량 작년 비 증감 여부 

단 : %

많이 늘림 조  늘림 비슷함 조  임 많이 임
5.1 29.3 51.5 9.5 4.6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 소비 측

  향후 친환경 토마토의 구매의향은 구매경험자의 경우 ‘  수  유지’ 

61%, ‘구입비  확 ’ 32%로 향후  수  이상을 소비하겠다고 응답한 비

이 92%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년 과 응답비율을 비교했을 때 15%가 

증가한 것이며, 구매 미경험자의 경우도 21%가 향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여 친환경 토마토 구매의향은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표 3-31.  친환경 토마토 구매경험자의 향후 구매의향 

단 : %

구입비  확  수  유지 구입비  축소 구입의향 없음

2008년 31.5 60.5 6.0 2.0

2006년 34.0 40.7 6.9 18.5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 소비 측

3.2.2. 수출

  우리나라 토마토 수출은 매년 증가세를 보 으나 국내가격 상승  일본 

내 식품안 성 문제로 인하여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

다. 2008년 토마토 수출 액은 년보다 4% 증가한 4,797천 달러이며, 주

요 수출 상국은 국, 일본, 러시아, 만 등이다. 토마토는 일본, 으로

31 친환경 토마토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60.9%인 반면,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39.1%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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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선품이 수출되고 있으며 만, 국으로는 첩 등 가공품을 수출하

고 있다.

표 3-32.  토마토 수출 황

단 : 톤, 천 달러

계  국 일 본 러시아  만

2004
물량 4,069 193 3,025 130 487

액 10,603 1,397 8,500 129 254

2005
물량 4,314 202 3,093 106 715

액 8,828 860 7,009 124 380

2006
물량 2,661 64 1,685 169 552

액 5,764 458 4,178 203 290

2007
물량 1,775 56 1,146 226 264

액 4,563 645 3,256 320 147

2008
물량 1,745 193 627 542 5

액 4,797 2,076 1,566 767 14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 KATI

3.3. 느타리버섯

3.3.1. 소비

  버섯은 건강에 한 소비자의 심증 와 양학  가치상승 등으로 지

속 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산은 생버섯으로, 수입산 가공품은 

식재료용으로 소비하고 있다. 연간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2.67㎏에서 

2005년 3.6㎏, 2007년 3.13㎏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버섯 소비자 조사32에 따르면 버섯의 주요 구입처

는 형할인매장  백화 (71.4%)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동네 채소가

32  김연  외(2007) “버섯 특화사업의 육성방안”, 한국농 경제연구원 조사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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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15.6%), 인근 재래시장(9.5), 농가와 직거래(2%), 도매시장(0.5%)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형할인매   백화 에서 구입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물품과 동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33.  버섯 주요 구입처 조사결과

 동네 

채소 가게

인근 

재래시장

농가와 

직거래

형할인매장 

 백화

도매시장에 

직  가서
기타

15.6 9.5 2.0 71.4 0.5 1.0 
자료: 김연  외(2007) “버섯 특화사업의 육성방안”, 한국농 경제연구원33

  느타리버섯은 주로 비닐 지나 시용기 형태로 구입하고 있으며 1회 

평균 구입량은 200g, 200～500g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느타리버섯 구매방법

비 (%)

 상자 10.0 

 비닐 지 34.7 

그물망 0.0 

 시용기 33.5 

 계근 21.8 

기타 0.0 

체 100.0

100g 미만 2.9 

100g 15.9 

 200g 32.9 

200～500g 30.6 

500g～1㎏ 15.3 

1㎏ 2.4 

2㎏ 이상 0.0 

체 100.0 
  주: 기타 의견(바구니, 선물용 포장형태)

자료: 김연  외(2007) “버섯 특화사업의 육성방안”, 한국농 경제연구원

3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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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수출

  국내 버섯은 미국, 홍콩, 국 등을 심으로 수출이 증 되고 있으며, 

재배기술을 토 로 활발한 신시장 개척과 수출선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건강식품인 버섯의 소비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버섯에 한 인지도가 높아 지면

서 EU국가(스 스, 스페인, 독일 등)와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으

로도 꾸 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표 3-35.  버섯 수출 동향

단 : 천 달러, 톤

2007 2008 2008.8 2009.8 증감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체 3,171 8,633 8,737 23,185 3,746 10,902 9,312 19,031 148.5 74.6

국 63 61 2,481 4,194 609 669 4,108 6,287 574.3 838.8

미국 1,772 3,392 2,551 5,256 1,448 2,937 2,050 3,743 41.6 27.4

홍콩 148 238 281 356 164 180 938 1,838 469.8 916.3

화란 848 2,167 866 4,207 504 2,501 389 1,673 22.8 33.1

일본 11 521 71 2970 28 1,814 185 1,557 560.8 14.2

호주 232 606 667 1740 460 1,239 572 1,305 24.2 5.3

기타 461 1,648 1,820 4462 533 1,562 1,070 2,628 100.8 68.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버섯류 수출확  책”, 2009. 9.18.

  우리나라 버섯류는 캐나다산에 비해 품질, 상품성이 높아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세 수출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교란 상이 발생하고 있다. 

  버섯 수출업체는 총26개소이며, 이  수출실  300만 달러 이상 업체는 

1개밖에 없으며 부분 30만 달러 미만(24개소) 규모로 운 되고 있다. 이

들 부분도 자체 생산하여 직  수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부족물량을 구

입하여 수출하고 있다34. 

34 자체생산은 그린합명회사, 부버섯 농조합, 탁수출 주는 머쉬하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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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버섯 수출업체 황

계
30만 달러 

미만

30～100만 

달러

100～300만 

달러

300만 달러 

이상

업체수(개) 26개 24 - 1 1

비 (%) 100.0 92.4 - 3.8 3.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12, “주요 25 품목생산·유통 분석  책 (2차 안)”

  이 때문에 과당경쟁 방치를 한 수출업체간 력이 필요하며, 수출시장

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포장, 가공 등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확 를 해서는 GAP시스템을 우선 으로 

도입하여 안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국별 소비량  소비패턴 변화

를 주기 으로 검토하여 수출 련 단체  수출업체와 생산자에서 지속

으로 제공하는 시스템구축이 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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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활동

  식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소비를 증 시키기 해서는 홍보  마  활

동은 필수 이다. 2005년 국내 토마토 재배면 은 년 비 43.3%(2004

년 5,883㏊) 증가하여 당시 매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가 상되는 

기가 있었다. 

  이때 토마토 자조회에서는 2005년 2월부터 총2억 8,500만 원을 투자하

여 공  TV, 라디오, 이블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토마토 효능에 

한 지속 인 고를 실시한 결과, 도매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폭을 큰 

폭으로 이는 효과를 얻어냈다. 

  토마토 가격에 한 기 재배면  탄력성 -0.32935를 이용해서 계측한 

결과, 고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재배면  확 로 인하여 가격은 

년 비 14.3%하락하고 농가소득은 무려 23.5%나 감소했을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고  홍보를 통해 가격은 년 비 10.5% 하락, 농가소득

은 13.2% 감소하여 상보다 가격은 3.8%p, 소득 10.3%p 억제효과를 얻

었다.

35 한국농 경제연구원 KREI-KASMO 분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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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토마토 고․홍보 효과

가격 농가소득(반 성 기 )

고․홍보 미실시
년 비 14.3% 가격 하락 

망
년 비 23.5% 감소 망

고․홍보 실시 후 실제 년 비 10.5% 하락 실제 년 비 13.2% 감소

효과 3.8%p 내외의 가격하락 방지 10.3%p 내외의 가격하락 방지

  주: 가격은 가락시장 도매가격, 농가소득은 농 진흥청 표 소득 자료집 기 임.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

  홍보와 련된  다른 표 인 성공사례로 일본의  갤러리를 꼽을 수 

있다. 이 주식인 일본 역시 기후 변화로 의 생산지가 북쪽으로 확 되면

서 공 은 늘고  소비는 감소하면서 가공품이 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은층의  소비 심을 끌기 해 일본 농 앙회격인 JA는 도쿄의 

최  번화가 긴자에  갤러리를 두고 국 3,000여 개의 랜드 과  

샴푸, 세안제, 햇빛 차단제 등  가공품을 홍보하여  소비 진에 주력

하고 있다36. 

2. 랜드  신제품 개발

2.1. 쌀 

  우리나라  랜드는 총1,721개이며, 개별 랜드가 1,617개, 시․군 

36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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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가 100개, 도 랜드가 4개 등록되어 있다(2008년 4월 30일 기 ).  

랜드의 상표나 의장등록, 품질 인증 실태를 살펴보면 도 랜드는 미등

록․미인증 랜드가  없어 랜드 리수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4-2.   랜드 총  황

단 : 개

랜드 수 사용자 수

품질인증․상표․의장등록

상표

등록

의장

등록

품질

인증

미등록․

미인증

도 단 4 42 4 3 1 -

시․군단 100 248 75 23 25 13

개

별 

랜

드

소계 1,617 940 426 125 155 1054

농 RPC 475 225 184 66 57 302

민간RPC 303 105 80 20 22 203

기타 839 610 162 39 76 549

합계 1,721 1,229 505 151 181 1,067
  주: 상표․의장등록  품질인증 숫자는 복될 수 있음.

자료: 농 진흥청(2009)

  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가운데 이천시 농산물 표 랜드인 ‘임

님표 이천 '은 농산물 워 랜드 3회 연속 상을 수상할 만큼 표 인 

 랜드이다37. 임 님표 이천 은 ‘임 님표 이천  명품화 사업'으로 

이천시와 농 이 품질 고 화를 해 100% 추청으로 생산단지를 조성하

고 농 과 농업인이 100% 계약재배를 통해 품질 고 화를 실 한 것이다.

37 임 님표 랜드는 1995년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  농산물 공동

랜드이며 국 최 로  부문 지리  표시제(KP-GI) 인증을 획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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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임 님표 이천  

  한편, (사)한국 가공식품 회는 2008년부터  소비 진을 해 ‘우수 

가공제품 TOP10’ 평가 선정제도를 추진하여 가공기업에게 고품질의 상

품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믿고 찾을 수 있는 안 한  가공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평가에서는 떡류, 면류, 가루, 장류, 주류 

등 5개 부문을 심으로 10개  표 가공제품 랜드를 선정하 다.

표 4-3.  우수 가공제품 TOP10 선정 랜드

세부내용

떡류 부문
 과일떡 5종 세트(비에 씨(주)), 구멍난  떡볶이(송학식

품) 까르보나라  떡볶이 ((주)아워홈)

면류 부문
 얼큰 국수((주)한스코리아), 국수 1호((주)송학식품),

 여주 국수( 농(주))

장류 부문 우리 로 만든 찰고추장( 상(주))

가루 부문 
우리  호떡믹스(태평양물산(주)), 햇 마루 인 미믹스((주)

두식품)

주류 부문 장수막걸리(서울탁주 도 연합제조장)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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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토마토

  부산 강서구 명품 랜드인 ‘짭짤이 토마토’는 새콤하고 달고 짭조름한 

특유의 맛과 사과처럼 아삭거리는 특성으로 토마토 가격이 5㎏들이 한 상

자당 6만 원선으로 일반 토마토에 비해 30% 정도 비싸다38. 

  이 지역 특산품인 짭짤이 토마토는 당도가 10~11 릭스로 일반 토마토 

당도 6 릭스에 비해 높다. 재배방법도 기존 일반 토마토와 다르게 물을 

게 주면서 양분을 끝까지 공 함으로써 고당도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 짭짤이 토마토는 생산비용39이 일반 토마토에 비해 1.2배 높지만 

매가격 상승으로 20%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4-2.  짭짤이 토마토  삼색 방울토마토

 

  소비자의 심을 끌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면서 동시에 심을 유발시

킬 수 있는 삼색 방울토마토도 표 인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삼색 방울

토마토는 지자체(경기도)가 지역 특산물로 육성한 것으로 노랑·빨강·검정 

38 부산 강서지역 400여 농가는 이 토마토로 연간 1∼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

다. 
39 일반 토마토는 생산단계가 10단계에서 많게는 20단계까지 높여 재배하고 있으

나, 짭짤이 토마토는 3~4단계를 넘기지 않고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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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세가지 색을 띈다. 삼색 토마토는 각각 맛과 효능이 다르고 시 에 유

통되고 있는 일반 품종보다 당도가 높고 씹는 질감이 좋은 특징이 있다. 

  삼색 방울토마토 매 가격은 일반 토마토 가격의 2배 이상으로 추후 

고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자체 유

통망을 확보한다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상된다.

  한, 삼색 방울토마토는 생산비를 이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해 

수정벌을 공 하고 매 진을 한 고 형 삼색 방울토마토의 포장 박스

도 직  디자인해 보 하는 등 지자체와 생산자의 력하에 새로운 소득원

으로 자리잡은 표 성공사례이다. 

2.3.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은 다른 품목과 달리 국 인 표 랜드가 아직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며, 지자체를 심으로 자체 육성하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요 농산품인 율무와 버섯을 결합한 연천형 고

품질 느타리버섯 생산  랜드 정착으로 특산품화하고 있다. 기존의 골

지 박스를 스티로폼 박스로 환하여 상품성  장성을 증진시키며 개인

별 실명 스티커를 제작․보 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율무 느타리버섯은 일반 느타리버섯 비 120%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

으며, 농가별로 300~400만 원 소득이 향상될 뿐 아니라 율무의 부산물 활

용으로 인하여 생산비가 10~20% 감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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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연천 느타리버섯

  한편, 신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가공제품의 개발은 개발가

치가 매우 높다. 국내외 으로 웰빙 소비트 드의 향으로 버섯의 기능성

을 감안한 다양한 가공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망되어 버섯산업이 고부

가가치를 창출하기 해서는 가공제품화를 통한 상품화가 반드시 필요하

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생버섯의 비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만, 버섯차 등 단순한 가공에서 최근 스낵, 술, 국수, 음료 등 다양한 형태

의 신제품을 개발하여 가치를 증 할 필요가 있다.

3. R & D

3.1. 쌀

  우리나라 국가 체 산에서 R&D 분야가 차지하는 비 은 2008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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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로 2003년 이후 기술개발  연구 투자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동기

간 농림부문의 경우 농림 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 은 4.0%로 나타

났다. 하지만 농림부 산은 2003년 이후 연간 12.9%씩 증가한데 비해  

R&D 련 산은 2003년 이후 연간 3.3% 증가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R&D 산  투자 황
단 : 억 원, %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국가 체 ¹(A) 1,723,000 2,096,000 2,384,000 2,561,721 8.3 

국가 R&D(B) 65,154 77,996 97,629 108,423 10.7 

국가 R&D비 (B/A) 3.8 3.7 4.1 4.2 

농림 산 (C) 118,539 123,976 140,816 143,977 4.0 

농림 R&D² (D) 3,369 4,174 4,933 5,722 11.2 

농림 R&D/국가 R&D(D/B) 5.2 5.4 5.1 5.3

농림 R&D/농림 산(D/C) 2.8 3.4 3.5 4.0

①농림부 606 630 699 1,112 12.9 

②농진청(E) 2,574 3,132 3,674 3,935 8.9 

 R&D 428 435 469 503 3.3

  주1: R&D 산에는 사업비 외에 연구원 인건비, 기본경비를 포함함.

  주2:  R&D 산은 농진청+도기술원 부분임. 

자료: 농 진흥청 서동균, “  R&D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한국농 경제연구원 국내세미

나, 2010.10.14.

  우리나라 에 한 기술수 을 주변국들과 비교해 보면, 육종부문에서

는 ‘삼 ’, ‘고품’, ‘운 ’, ‘호품’ 등의 벼 품종들이 품질, 병해충, 재해 항

성 등에서 우수한 수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량성의 경우 재배조건

이 양호한 호주 등 ‘자포니카’에 비해 낮은 편이나 기상 등 재배환경을 고

려할 때 최고 수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국가에 비해 기  연구 

 생명공학 기술수 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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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기술수  비교

품질
하 하 상 상

- ASEAN 호주, 미국 국 한국, 일본

재배안 성
내병성 내도복성 내냉성, 내병성

내도복성,
내냉성
내병성

병충재해 
복합 항성

ASEAN 미국, 호주 일본, 국 한국

수량성(톤/ha)

3 5 7 9 11

- ASEAM 국
한국, 
일본

미국 - - 호주 -

기 연구  
생명공학 기술

개시 기 기 +응용 응용

ASEAN 한국 일본, 미국 -

자료: 농 진흥청, “FTA 응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한 주요 품목별 기술 개발 략”, 

2007.9.

3.2. 토마토

   우리나라 토마토의 재배환경  양‧수분 리 기술수 은 네덜란드에 

비해 낮으며 상품화율도 일본, 미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수확 후 처리 시설과 련해서도 아직 기단계에 있고 재배품종 부

문에서도 우리나라는 90% 이상 외국산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품질향상을 해서는 품종개발, 생산기반 화, 세척, 건조, 

온 유통과 련한 기술개발의 연구와 보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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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국가별 생산 기술수  비교 

 한  국 일  본 미국 네덜란드

ㅇ 상품화율(%) 60 70 - 80

ㅇ 재배시설
 -시설환경 리
 -양‧수분 리

단순환경조  
수시 인  검

복합환경조  
실시간 제어

복합환경조  
실시간 제어

복합환경조
실시간 제어

ㅇ 수확 후 처리
   냉, 세척 등

용 기 단계 실용화 실용화 실용화

ㅇ 재배품종 사용 황
90% 이상 
일본품종

90% 이상 
자국품종

90% 이상 
자국품종

90% 이상 
자국품종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12, “주요 25 품목생산·유통 분석  책 (2차 안)”

3.3. 느타리버섯

  우리나라의 버섯 재배기술은 반 으로 일본보다는 열 에 있고 국

보다는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하지만 느타리버섯의 경우 병․ 지

재배  균상재배 등 재배 방법  기술면에서는 국이 우리보다 좀 더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4-7.  한․ ․일 느타리 버섯의 재배기술 격차

일본 국 한국

느타리버섯 128 120 100
자료: 강창용 외,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5.12, “버섯산업의 황과 과제”

  특히, 우리나라는 종균부문이 일본이나 국에 열 에 있으며 국내에서 

동일한 품목의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가간 단 면 당 생산량과 품

질격차가 심한 것이 문제이다.

40 농 진흥청, “FTA 응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한 주요 품목별 기술개발

략”, 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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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한․ ․일 재배기술 격차 발생 요소별 비  

타 국가와 재배기술 격차

배지 종균 생산기술 기자재 계

느타리버섯 26.3% 47.4% 21.1% 5.3% 100.0

자료: 농 진흥청. “FTA 응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한 주요 품목별 기술개발 략”. 

2007.9.

  버섯 산업이 발 하기 해서는 종균과 배지 제조기술과 고품질 생산 기

술을 개발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 표 화를 통해 비용 감 효과를 증 시

켜야 한다. 

  신품종 보호제도의 향으로 종균과 련된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상

되기 때문에 이에 응한 국내 품종 육성과 기술 보  등의 연구가 지속

으로 요구된다. 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해서는 장거리 운송과정에

서도 신선도 유지를 한 냉, 콜드시스템, 진공 포장방법 등의 기술 개발

도 필요하다. 

4. 정부정책

4.1.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해서 재 농가 단 별 경 에서 들녘별 경

체(법인) 심으로 공동 작업․공동 경 하는 ‘고품질  최  경 모델 육

성’ 사업41을 추진하고 있다. 

41 이용의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감  고품질  생산을 한 들녘별 ‘고품질 



78  주요 품목의 가치사슬 지원활동별 실태 분석

  이 사업은 경 개선에 기반을 둔 고품질  생산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생

산은 들녘별로 하며 동일품종 재배, 6  고품질  생산재배기술( 기이앙·

수확, 질소비료 사용량 감축 등)을 보 ·확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묘․

비료․농약비, 탁 농비 등 농기계 련 비용 등 생산비용을 이고 생산

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 고 농기계 매입  장․단기 임 , 농작

업 행 등 농기계 은행사업의 추진을 통해 농기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유통부문에서는 RPC 심의 고품질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하

여 부족한 건조· 장시설을 확충하고 RPC 벼 매입자 을 융자지원하고 있

다42. 

  소비자 신뢰 확보를 해 시·군 표 고품질  랜드 육성사업을 통해 

2008년 16개 표 랜드에서 2009년 25개, 2013년 100개 랜드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해서는 고  생산기술 개발, 상품화 

지원, 경쟁력 강화를 한 생산원가 감지원 등의 정책들을 지속 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

4.2. 방울토마토

  토마토와 같은 원 작물의 경우 생산비용 감과 품질향상을 목표로 정

부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먼  시설 화․규모화․ 문화를 

유도하여 품질을 향상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시설원  품질개선사업 일환

으로(2008～2017년까지) 토마토 문 생산단지를 50ha 규모로 20개소 육

성할 계획이다. 

 최  경 체’ 육성·확산 ― ’09년 10개소, ’14년까지 200개소 육성
42 ‘13년까지 건조· 장시설 1,100개소 확충(수확기 유통량의 70% 처리) 정이며,

벼 매입자  연간 총 9,184억 원 운용(농특 459억 원, 농  8,725억 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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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농산물 공 비율과 수확 후 품질 리 온유통비율도 각각 2007년 

40%에서 2015년 50% 증 를 목표로 추진 에 있다. 원 작물의 경우 

열 동력비가 차지하는 비 이 상 으로 높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을 통해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등 첨단온실에 한 에 지 감형 난방‧보온

시설을 확  보 할 계획이다(2008: 10% → 2013: 50%). 한, 생산기반 

정비  우수 랜드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토마토 주산지 지역별 우수 작

목반을 육성하고 토마토 자조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홍보, , 교육훈

련, 조사연구 등을 강화하고 있다43. 

4.3. 느타리버섯

  정부에서는 개인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간 육

종의 변 확 로 국내 종자산업 발 을 도모하기 해 품종심사  재

배시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4-9.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 백만 원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ㅇ신품종 개발비용 

  해외 출원비용 지원

420 250 260 275 350

 - 보 조 420 250 260 275 350

 -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2010)”

  냉(豫冷) 등 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과 효능을 유지하고 유

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   수익성을 개선하기 해 원 농산물 온유

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규모화된 조직을 통

43 자조  사업 황: (’08)26품목/85억 원 → (’13)3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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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출하되는 채소류(근채류 제외)  버섯류  냉 처리비 을 26%까지 

확 할 계획이다.

표 4-10.  원 농산물 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목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7 ’08 ’09

▪규모화된 조

직의 채소‧버

섯류 

  냉비율(%)

11.8 - - - 2011.1

(규모화된 조직의 채소

‧버섯류 냉출하량/

규모화된 조직의 채소

‧버섯류 출하량)×100

  주: 규모화된 조직은 공동 마 조직, 산지 유통 문조직, 산지 유통센터(APC) 등 산지

유통조직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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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별 가치창출 효과 분석

1.1. 쌀 가치창출 효과 분석

1.1.1. 주요활동 효과

  우리나라의 주식인 은 농업 에서 가장 요한 품목 의 하나이지만 

최근 생산농가수 감소, 소비 감소 등  산업은 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의 가치창출을 해서는 일차 으로 농자재 투입․노동비 

감, 농기계 효율성 증  등 생산 인 라 구축을 통해 생산비를 감함으

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표 재배 리법에 따라 들녘별로 재배방법을 통일할 경우 종자, 비

료, 농약 등 농자재 투입을 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5% 이상 농자재 

투입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비료는 재 표 량보다 평균 으로 과다 

사용되고 있어 감이 가능하며, 농약은 지역단 로 방 주의 공동방제

를 실시한다면 방제 횟수를 일 수 있다. 공동구매를 통해서 기타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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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입비용 등을 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녹비작물과 가축분뇨의 액

비를 확 하고 토양개량제 등을 통해 화학비료를 일 수 있다. 

  ‘고품질  최  경 모델 육성’ 정책을 통해 농자재 투입 감 효과를 수

치 으로 추정하면, 10a당 비료비는 종 보다 1.3㎏ 임으로써 7,095원이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a당 기타 재료비는 종 보다 2,338원 감소하

으며, 농약비는 IPM 농법을44 도입하여 5,624원 감할 수 있다. 끝으로 

종자 사용량은 10a당 7.2㎏에서 6㎏으로 감소시킴으로써 1,647원 생산비를 

일 수 있었다.

표 5-1.  10a당 농자재 투입비용 감 기 효과

단 : 원

’07년산  

생산비(A)

감 후

생산비(B)

감액

(A-B)

감률

(%) 

감효과 

방안

종  묘  비 11,098 9,451 1,647 14.8
종자사용량 7.2 

→ 6㎏

비  료  비 35,023 27,928 7,095 20.3
표 시비량 8.3 

→ 7㎏

농  약  비 29,976 24,352 5,624 18.8
IPM농법 도입, 

방 주

기타 재료비 11,647 9,309 2,338 20.1 20% 감목표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12, “주요 25품목 생산·유통 분석  책 (2차 안)”

  한편, 기계작업이 어려운 묘   온상작업에서 공동 육묘장을 늘리고 

농작업 행을 확 하여 농기계 이용률을 증 시킨다면 약 40%까지 노동

력 투입량을 감시킬 수 있다45. 한 행 육묘 기계이앙 심에서 직

44 병해충 종합 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는 병해충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생태학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을 히 사용하여 농업인 스

스로 상황을 단하고 과학 인 방제의사를 결정하는 리 기술이다. 단기

으로는 병해충에 의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장기 으로는 병해충

의 발생량이 경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수 에서 유지될 수 있도

록 병해충을 리하는 작물보호 방법으로, 생태계를 가능한 한 안정 으로 지

속시키고 생산효율을 극 화하려는 방법이다(병해충 찰정보시스템, www2. 

rda.go.kr/k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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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심으로 환할 경우, 기계이앙에 비해 노동력을 일 수 있다. 실제

로 공동육묘, 직 재배, 공동농기계 이용 등을 확 함으로써 노동시간을 

10a당 1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체 노동비용을 10a당

36,608원 만큼 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참조).

표 5-2.  10a당 노동력 투입 감 기 효과 

단 : 원

’07년산  

생산비(A)

감 후

생산비(B)

감액

(A-B)

감률

(%) 
감효과  방안

노  동  비 94,458 57,850 36,608 38.8 투하 노동시간 감

 * 18 → 10시간

공동육묘, 직 재배, 

공동농기계이용, 정

비배 리

 - 자  가 83,941 50,000 33,941 40.4

 - 고  용 10,517 7,850 2,667 25.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12, “주요 25 품목생산·유통 분석  책 (2차 안)”.

  끝으로 고 농기계 매입, 장․단기 임 , 농작업 행 등 농기계 은행사

업을 통해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여 농 열비, 농구비, 탁 농비 등 농

기계 련 비용을 감할 수 있다(표 5-3 참조).

표 5-3.  10a당 농기계 효율증  기 효과 

단 : 원

’07년산  

생산비(A)

감 후

생산비(B)

감액

(A-B)

감률

(%) 
감효과  방안

농기계 련비  149,306 89,172 60,134 40.3
임 사업으로 작업료 20% 

감면, 기계효율 증

 - 농 열비 4,135 3,300 835 20.2

농기계 련 비용에 포함 - 농  구  비 48,958 3,872 45,086 92.1

 - 탁 농비 96,213 82,000 14,213 14.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12, “주요 25 품목생산·유통 분석  책 (2차 안)”

45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별 기계화율은 2007년 기  평균 90% 이상(이앙 99%, 수

확 99.7%, 방제 98.4% 등)으로 기계화가 진 되었으나 이앙 단계의 기계화

가 미흡한 실정이다(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주요 25 품목 생산·유통 

분석  책 (2차 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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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지원활동 효과

   국내  자  확보와 농가경제의 안정화를 해서는 앞에서 언 한 생

산비 감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련 정책․제도, 기술  지

원, 마  등 지원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요구된다.

  특히  산업분야는 기술개발을 통해 품종개발  생산비 감, 수량 증

가, 을 이용한 신상품 개발 등 기술발 에 을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

하고 있다.

그림 5-1.   R&D와 생산성

부

가

가

치

창

출

 기술개발 보

단  면 당 ㎏당

재배기술 품종 개발

생산성 증가

투입감소 산출 증가

연구
개발
․

보

정책, 생산기반, 교육, 기후

자료: 서동균, “  R&D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한국농 경제연구원 국내세미나, 

2010.10.14.

  R&D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은 단계별로 후방산업에서 소비단계에 이르

기까지 수량 증 , 품질 향상, 비용 감, 신상품 개발로 가치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 품목의 가치창출 효과분석과 가치증  방안 85

표 5-4.  R&D와 부가가치 창출

단계 수량 증  품질 향상 비용 감 신상품화 기술

후방산업 * * 　 　

생산단계 * * * 　

수확 후 단계 * * * * 

유통단계 * * * * 

소비단계 * * 　 * 

  기술개발이  산업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살펴보면,  벼무논  

재배용 농기계 개발의 기술가치는 총 6,899억 원(투입비용  584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5-5.   R&D의 가치창출 효과 사례1: 농기계 개발

평가 상기술 평가결과

기술명

분류 벼무논  기술 기술가치평가

할인율: 무 험이자율+(산업 평균할인

율×농기계업계 베타지수) = 

4.69+(17 ×1.035) = 22.285%

사업가치: 8억 4,696만 원

기술기여도:산업기술요소:

30%-10(1-0.5284) = 25.3%

개별기술강도:기술 우 성+ 

상업  우 성= 25.54+27.3 = 52.84

기술가치: 3억 373만 원

가치평가 상
‘벼무논

재배용 농기계’

경제성 분석 상
‘벼무논  

기술보 의 효과’

개발기 농 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개발기간 6년(2003～2008) 경제성 분석

보 황
2008～2009 시범사업 후,

2009 보 시작
분석방식

 - 무논  비 재배양식별 차이를 

감안하여 분석( 모이양, 어린모이

양, 건답직 , 담수직 )

총경제  가치: 6,899억 원

투입비용 : 584억 원

B/C: 11.82

최

보 률

직 재배면  50%  무논

40%→ 체 식부 면 의 20%

(문제 해결시)

수명주기 15년(2009～2023)

자료: 서동균, “  R&D의 부가 가치 창출효과”, 한국농 경제연구원 국내세미나,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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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품질의  품종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서 생산 수량

을 증 시키고 비용을 임으로써 우리 의 상품성  시장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내재해성이 강하고 수량성이 높은 국산 신품종 개발의 경우 

비용은 1,896억 원이 투입되지만, 경제  가치는 무려 1조 3,787억 원에 이

른다.   

표 5-6.   R&D의 가치창출 효과 사례 2: 신품종 개발

평가결과

품

종

명

분류
국산식량작물 

신품종

기술가치평가

할인율: 무 험 이자율+(산업평균 할인율*업계 베

타지수) = 4.69+(17×0.745) = 17.355%

사업가치: 2조 2,892억 원

기술기여도:산업기술요소30-5(1-84.56%)=29.228%

개별 기술강도:기술  우 성+상업  우 성

=2(18.08+24.2)= 84.56%

기술가치: 6,691억 원

평가

상
동진 1호

개발

기
농 진흥청 식량과학원 

개발

기간

육성연도: 2001년 

교배연도: 1992년
경제성 분석

보

황

2002년 보 , 2006년 

고  후 하락 

2005～2008년 4년간 

유율 1  품종

분석 상: 동진 1호의 다수성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방식:

 - 동진 1호 개발에 따른 단수차 계산을 해 동

진 1호 상승기의 다른 주요 품종별 하락 정도 

감안

 - 기존 주요 품종의 하락 경향을 감안하여 수명주

기  하락기 면 변화 계산

 - 총경제  가치: 1조 3,787억 원

투입비용 : 1,896억 원

B/C: 7.27

특징

담수직 응 고품질 

내병다수성 품종

최  면 은 동진벼 

다음으로 역  2

수명

주기

16년(2002～2017년)+

잔존가치

자료: 서동균, “  R&D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한국농 경제연구원 국내세미나, 

2010.10.14.

  이와 같이, 벼 품종의 경우 기술개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진다

면 2015년에는 외 , 밥맛, 주요 병해충과 재해 항성을 갖춘 품종을 15

개로 증가시킬 수 있다.  한 지역별 맞춤형 재배기술이 정착된다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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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당 127시간에서 90시간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 생산이력 리제도를 정착시킨다면 고품질  유

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표 5-7.  R&D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확  효과  

내용 재(2007) 망(2015)

벼 품종개발 최고품질 품종 수 4개 15개

벼 재배기술

질소질 비료 시비량(㎏/10a)

노력시간(시간/ha)

재배양식(직 )

10～11

127

8%

7～9

90

25%

벼 수확 후 

리  유통

품종 혼입률(%)

완 미율(%)

생산이력 리제도

23.6

90

시범

10.0 이하

90 이상

도입

자료: 농 진흥청, “FTA 응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한 주요 품목별 기술 개발 략, 

2007.9.

  한편,  랜드가 리미엄 가격, 비용 감, 매액 등 경제  가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임 님표 이천 ’의 랜드 자산은 89,607백만 

원이며, 연간 매액 비 부가가치 비율은 19.6%로 나타났다. 연간 매

액 비 랜드 자산의 비 은 무려 80.5%이며 부가가치액은 총 218억 

6,00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46. 

표 5-8.  임 님표 이천 의 랜드 자산과 연간 매액 비교

단 : 백만 원, %

랜드로 인한 

연간 부가가치(A)
랜드자산(B) 연간 매액(C)

연간 매액 비 비

A/C B/C

21,860 89,607 111,300 19.6 80.5

자료: 박성호, 김완배(2009), “농산물 랜드의 랜드 자산가치 측정: , 쇠고기, 복숭아 

사례를 심으로”, 농업경제연구 50권 4호

46 자세한 내용은 박성호, 김완배(2009), “농산물 랜드의 랜드 자산가치 측정: 

, 쇠고기, 복숭아 사례를 심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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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살펴본 의 주요활동과 지원활동의 단계별․활동별 가치창출 

효과를 정리하면, 우선 농자재․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종묘비․비

료비․농약비․기타 재료비․노동비․농기계 련 비용 등의 단계별 생산

비를 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활동으로는 정부정책, R&D 활동47을 통해 우수품종을 개발하고, 생

산비용을 낮춤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으며, 랜드화를 통해 

고품질 안 농산물을 상품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표 

5-9 참조).

표 5-9.  에 한 가치사슬 총효과  

내용 가치증

주요

활동

종자 종묘비 감 14.8% 

생산

비료비 감

농약비 감

기타 재료비 감

노동비 감

농기계 련비 

20.3%

18.8%

20.1%

38.8%

40.3%

지원

활동

정부

정책

벼품종 개발(최고품질 품종 수 증 )

생산이력 리제도

4개 → 15개로 증  기

 상품성 증  기

R&D

농기계 개발

신품종 개발

재배기술보 을 통한 노력시간 감

품종 혼입률 감소

6,899억 원 가치창출

1조 3,787억 원 가치 창출. 

29.1% 감소

19.5% 감소

랜드 소비자 인지도 1  랜드 매
 연간 218억 6,000만 원 

부가가치 창출

47 정부정책, R&D 활동부문은 정부정책, R&D 효과 등을 품목별로 실측할 수 없

어 정부정책 시행 시 상되는 효과를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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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울토마토 가치창출 효과 분석

1.2.1. 주요활동

   방울토마토 생산비는 10a당 12,302,419원이다. 이 에서 인건비, 열

비, 제재료비, 종묘비가 9,111,638원으로 생산비의 74.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용을 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종자비와 열비를 시산해 보았다. 

먼  종자 개발로 인해 종자비를 20% 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

액은 10a당 149,263원이다. 열비는 지열히트펌 를 설치하여 냉난방 비

용을 약 80% 감할 수 있으며 감액은 2,374,168원이다. 

  따라서 방울토마토 생산비  종묘비와 열비 감으로 총생산비 

12,302,419원에서 2,523,431원(20.5% 감)을 감할 수 있었다. 

표 5-10.  방울토마토 생산비 감효과  농가소득 증 효과

단 : 원/10a, %

비용 감 후 비용
감 실

감액 감비

종자비 746,314 597,051 -149,263 -20.0

농 열비 2,967,709 593,541 -2,374,168 -80.0

인건비
자가 노력비 2,323,458 2,323,458 0 0.0

고용 노력비 1,340,820 1,340,820 0 0.0

제재료비 1,733,337 1,733,337 0 0.0

소계 9,111,638 6,588,207 -2,523,431 -27.7

총생산비(기타 포함) 12,302,419 9,778,988 -2,523,431 -20.5

  농가의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 와 소비자의 만족을 증 시킬 수

있다. 일반 인 유통단계에서 농가는 도매시장에 ㎏당 2,545원으로 매하

여 비용 1,567원을 제하면 이윤은 978원이 된다. 도매시장은 농가로부터 

2,545원에 구입하여 상차비, 상장수수료, 배송료 등으로 135원을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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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인에게 2,900원에 매하여 220원의 이윤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방

식으로 최종 소비자는 ㎏당 5,000원에 구입하게 된다. 직거래를 통해 농가

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  매할 경우 재보다 ㎏당 2,455원 높은 5,000원

으로 매할 수 있다. 

그림 5-2.  방울토마토 유통 단계별 비용  수취가격

  최종 소비자는 방울토마토를 ㎏당 5,000원 구입했으나, 농가가 도매시장

에 매한 가격은 2,545원으로 유통단계에서 이윤  비용이 약 50%에 해

당하는 2,455원이 발생했다. 

  유통경로의 간소화로 농가는 재 도매시장에 ㎏당 2,545원에 매하던 

것을 최종 소비자에게 3,500원에 매하여 955원(37.5%)의 과 소득을 

얻게 되고 소비자는 5,000원에 구입하던 것을 3,500원에 구입하여 1,500원

(30%)의 만족을 더 얻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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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  유통단계의 간소화가 미치는 효과 비교

  소비자 수요에 반응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가치를 증 할 수 있다. 

기본 으로 시장의 수요를 반 한 개발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친환경 토마토의 경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반 한 친환경 토마토를 

생산하여 매할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친환경 방울토마토를 생산하기 해서는 일반 방울토마토보다 비용이 

20% 추가 으로 발생하여 재 비용이 ㎏당 1,567원에서 1,880원이 된다. 

일반 방울토마토 생산농가의 ㎏당 생산비는 1,567원, 도매시장 매가는 

2,545원으로 매이윤은 978원(이익률 62.4%)이다. 그러나 친환경 방울토

마토를 생산한 경우 생산원가 1,880원에 이익률 62.4%를 용하면 도매시

장에 3,053원에 매하여 과이윤이 508원(20.0%) 발생한다. 

  소비자 조사에서 친환경 방울토마토에 한 소비자 지불의향은 일반 토

마토 구입가격 ㎏당 5,000원보다 30% 높은 6,500원에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가격 3,053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비용  

이윤 96.5%를 용하면 소비자 지불가격은 6,000원으로 지불의향 6,500원

보다 500원의 소비자 잉여(7.7%=500/6,500)가 발생한다(그림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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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친환경토마토의 생산자․소비자 잉여 비교

  한편, 새로운 상품을 개발(짭짤이 토마토)․보 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다. 짭짤이 토마토는 특유의 맛과 사과처럼 아삭거리는 특성 때문에 

일반 토마토 5㎏ 가격이 4만 6,000원에서 6만 원선으로 일반 토마토에 비

해 30% 정도 비싸다. 그러나 이 토마토를 재배하기 해서는 비용이 1.2배 

높기 때문에 실제 농가소득 증 는 20%정도이다. 

  수출확 를 통해소도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산 토마토가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물량은 1,912,910㎏(최근 3개년 평균)이다. 이  우리나라가 

40%를 체한다면 765,164㎏이다. 이를 생산하기 해서는 온실면 이 

9.9ha가 필요하다. 

  한국산 일본 수출액은 1,588천 달러이다. 미국산 40%를 체하면 440천 

달러가 증가하여 총 2,028천 달러가 된다. 수출로 인해 농가 매가격은 

㎏당 1,014원에서 30% 상승한 1,318원으로 추정된다. 결과 으로, 수출에 

의한 소득은 597백만 원에서 776백만 원으로 증가되어 농가의 추가소득이 

179백만 원(30%)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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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일 토마토 수출증가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향 망

수출액

(천 달러)

농가소득 (백만 원)

소득

(A)

소득 

추정(B) 

증감액

(B-A)

증감률

(%)

미국산의 40% 체 시 2,028 597 776 179 30.0

 주1: 수출액  농가추정소득: 미국산의 80% 가격으로 공  시 추정액

 주2: 수출액: CIF×미국산 체물량 

 주3: 농가추정소득=((㎏당 농가수취가격 ― 생산비)× 미국산 체물량), 미 달러 환율 

2008년 연평균 매매기 율 용(1 US$=1,102.5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09.6, “토마토 해외시장 수출여건과 략-일본․ 만” 

1.2.2. 지원활동

   지원활동  정부의 정책지원과 R&D 효과가 새로운 가치창출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면, 품질규격화, 안 농산물 공 , 온 유통비율, 랜드 

토마토 출하율, 친환경농업인의 비율 등이 2015년까지 30~80%까지 확

될 것으로 기 된다.

표 5-12.  토마토에 한 정책지원  R&D 부가가치 확 효과  

내용 재(2007) 망(2015)

정책지원

품질규격화

안 농산물 공 증

온 유통비율 증

랜드토마토 출하율 증

고품질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증

40%

40%

15%

50%

10%

60%

80%

50%

80%

30%

R

&

D

육종기

술개발

복합 항성 국산품종 보 률 증

고기능성품종보 률 증

생력화 품종 보 률 증

0%

0%

0%

30%

30%

30%

생산기

술지원

시설내 연작장애 발생률 감소효과

시설토마토 수량성 증 (㎏/10a)

생산비 감

GAP생산기술 보 률

50%

6,666

479원

10%

20%

10,000

350원

50%

자료: 농 진흥청,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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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육종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국산품종  기능성 품종의 보 률

이 30%까지 확 될 것으로 망되며 생산기술개발을 통해 수량성과 생산

비 감, 안 농산물 생산이 개선될 것으로 상된다.

  앞에서 살펴본 토마토에 한 가치사슬 분석 결과를 주요활동과 지원활

동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5-13>과 같다. 주요활동은 생산, 유통, 

친환경토마토 생산, 신제품 개발보 , 수출 등으로 구분하 고, 지원활동은 

정부정책, R&D, 랜드, 홍보 등으로 구분하 다. 

  생산단계에서 종자개발로 비용이 20%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냉난

방 시설 보 으로 열비가 80% 감되어 종자비와 열비 감으로 체 

생산비가 총 20.5% 감되었다. 

  유통단계에서는 직거래를 통해 간단계의 비용과 마진 등을 제한 결과 

농가의 소득은 37.5% 증가하 고 최종소비자는 30% 감된 비용으로 구

매할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가 증가하 다. 

  소비자 니즈에 맞는 친환경방울토마토를 생산하여 매한 결과 생산자

는 일반토마토 보다 20%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매하여 생산자 잉여가 발

생했다. 소비자는 지불의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잉여가 7.7% 발생하게 되었다. 

  새로운 제품 생산으로 생산가격이 일반토마토에 비해 높지만 농가 매

가격이 높아 소득이 20% 높아졌다. 신 시장 개척차원에서 수출을 증 함

으로서 농가의 소득이 3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원활동부문은 정부정책, R&D 효과 등을 품목별로 실측할 수 없어 정

부정책을 바로 인용하 다. 



주요 품목의 가치창출 효과분석과 가치증  방안 95

표 5-13.  토마토에 한 가치사슬 총효과  

내용 가치증

주

요

활

동

생산

종자 종자 개발 종자비용 감 20.0% 감소

가온 지열히트 펌  설치 냉난방비용 감소 80.0% 감소

생산비 감소 20.5% 감소

유통 유통경로의 축소
농가소득 증 37.5% 증가
소비자 만족 증가 30.0% 증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잉여 20.0% 증가
소비자 잉여  7.7% 증가

신제품 새로운 상품 농가소득 증가 20.0% 증가

마 /수출 수출로 소득 증가 농가소득 증가 30.0% 증가

지

원

활

동

정부정책

시설 화, 조직화, 

규모화, 에 지 

감형 시설확  등

품질 규격화  증

안 농산물 공  증

온유통비율 증

60.0% 증가

50.0% 증가

26.9% 증가

R&D
육종 개발, 고품질 

안정재배기술 개발, 

생산비 감기술 개발

시설토마토 수량증

생산비 감효과

노동시간 감

50.0% 증가

26.9% 감소

28.0% 감소

랜드 짭짤이 토마토 매가격 증가 30.0% 증가

홍보
과잉생산 시 토마토 

홍보효과

도매가격 하락방지 효과

농가소득 하락 방지

 4.0%p

10.3%p

1.3. 느타리버섯 가치창출 효과 분석

1.3.1. 주요활동

  느타리버섯은 병재배와 균상재배로 생산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 병재배

의 재료비는 비트 , 면실박, 톱밥, 종균이 포함되며 생산과정에서 발생되

는 폐배지는 다시 매할 수 있다. 균상재배를 이용해 버섯을 생산할 경우 

종균, 볏짚, 폐면, 농약비용이 재료비로 소요된다. 병재배의 재료비 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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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를 차지하는데 비해 균상재배의 경우 21%로 낮게 나타났다. 1개월 동

안 버섯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병재배의 생산량은 균상재배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노력비가 차지하는 비 은 14%로 균상재배(35%)보다 낮게 

나타나 상 으로 병재배 방법이 노동투입량이 고 생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14.  느타리버섯 병재배 원가비  비교

구분 월간 액(천원) 구성비(%)

재료비

비트 20,662 9.5

면실박 28,410 13.1

톱밥 39,085 18.0

종균 9,388 4.3

폐배지 매 -4,038 -1.9

소계 93,507 43.0

노무비
노력비 30,521 14.0

소계 30,521 14.0

경비

열비 34,266 15.8

감가상각 21,442 9.9

복리후생 6,050 2.8

융보험비 3,662 1.7

수선비 8,580 3.9

소모품비 10,411 4.8

기타 8,953 4.1

소계 93,362 42.9

총계　 217,391 100.0

1개월 버섯생산량(㎏) 131,312

원/㎏당(버섯원가) 1,656
자료: 임성 , “느타리버섯 원가 감  부가가치 제고 방안”, 가치사슬 이론정립과 품목

별 가치 극 화 방안 세미나(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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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원가비  비교

내역 액(천원) 비 (%) 비고

재료비

종균비　 1,463 8.9 직 비
볏짚 152 0.9 직 비
폐면 1,896 11.5 직 비
농약비 32 0.2 직 비

　소    계 3,542 21.0 　

노력비

자가노력비 4,471 27.1 직 비
고용노력비 1,296 7.8 직 비
탁 농비 7 0.0 직 비

　소    계 5,774 35.0 　

경비

농 열비　 2,638 16.0 직 비
농구비 847 5.1 직 비

농시설비 상각비 1,800 10.9 직 비
수리비(물) 8 0.0 직 비
수선비 158 1.0 직 비
제재료비 1,647 10.0 직 비
조세  기타 4 0.0 직 비
토지용역비 66 0.4 간 비
농기계임차료 32 0.2 간 비
　소    계 7,199 44.0 　

총   계 16,515 100. 　
버섯생산량(건재료 비100% 수확시)　 6,823 ㎏ 　

㎏당 버섯원가　 2,420 원/㎏ 　
자료: 임성 , “느타리버섯 원가 감  부가가치 제고 방안”, 가치사슬 이론정립과 품목

별 가치 극 화 방안 세미나(2010.10.14)

  비목별로 체 원가구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당 버섯원가는 병재배

(1,656원)가 균상재배(2,420원)보다 31.6%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당 

경매가격은 균상재배(3,000원)로 생산한 느타리버섯이 병재배 버섯(약 

2,000원)보다 33.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느타리버섯 병재배와 균상재배 원가 비교 

병재배 균상재배

월평균 생산비 217,390,637원 연간 생산비(100평) 16,514,971원

월평균 입병량 846,264병 연간 재료량 6,824㎏

월평균생산량 131,312㎏ 버섯 생산량 6,824㎏

월평균 수율 155g/병 월평균 수율 85%

월평균생산원가 1,656원/㎏ 월평균생산원가 2,847원/㎏

경매가격 2,000원/㎏ 경매가격 3,000원/㎏ 
자료: 임성 , “느타리버섯 원가 감  부가가치 제고 방안”, 가치사슬 이론정립과 품목

별 가치 극 화 방안 세미나(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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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재배는 병당 생산수율(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당 버섯 생산원가를 낮

출 수 있다. 병재배를 할 경우 최소 병당 155g의 수율이 가능하지만 균상

재배의 경우 건배지 비 85% 수 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생산단계에서는 

단  면 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매가 비 생산비 비 을 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산재료와 난방방법의 변화를 통해 생산원가를 일 수 있

다. 먼 , 면실박을 이폭박으로 교체하고 열비  면세유를 농업용 

기스  보일러로 교체함으로써 비용을 감할 수 있다. 면실박은 ㎏당 550

원이고 이폭박은 330원이므로 이폭박으로 교체시 재료비를 40% 감

할 수 있다. 열비( 기+농업용 면세유)에서는 살균(고압스 )에 사용되는 

경유 러터당 800원(8,700kcal)을 농업용 기스  보일러 kw당 27원(860kcal)

로 체함으로써 비용을 23.1% 일 수 있다. 

표 5-17.  원가 감 사례

기존 경 비 원가 감 후 경 비

월간 액(천원) 구성비 월간 액(천원) 구성비

재료비

비트     20,662 9.5     20,662 11.3

이폭     28,410 13.1     19,920 10.9

톱밥     39,085 18.0     39,085 21.4

종균       9,388 4.3       9,388 5.1

펠릿 연료화 -4,038 -1.9   -22,050 -12.1

소계     93,507 43.0     67,004 36.6

노무비
노무비     30,521 14.0     30,521 16.7

소계     30,521 14.0     30,521 16.7

경비

열비     34,266 15.8     26,358 14.4
감가상각     21,442 9.9     21,442 11.7
복리후생       6,050 2.8       6,050 3.3
융보험비       3,662 1.7       3,662 2.0
수선비       8,580 3.9       8,580 4.7
소모품비     10,411 4.8     10,411 5.7
기타       8,953 4.1       8,953 4.9
소계     93,362 42.9     85,455 46.7

총계　    217,391 100.0   182,980 100.0

월간 버섯생산량 131,312 ㎏ 131,312 ㎏

㎏당 버섯원가 1,656 원/㎏ 1,393 원/㎏
자료: 임성 , “느타리버섯 원가 감  부가가치 제고 방안”, 가치사슬 이론정립과 품목

별 가치 극 화 방안 세미나(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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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폐배지 ㎏당 20원을 건조 후(60%에서 10%) 펠릿화하여 ㎏당 150원

에 매(국내산 330, 수입산 250)할 경우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감의 노력을 통해 생산원가는 ㎏당 1,656원에서 1,393원으로 15.9% 

감할 수 있다(표 5-17 참조). 

  한편, 느타리버섯은 품목별․시기별 출하량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데 부분 물량이 도매시장 의존성이 높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도매시장

을 경유하는 버섯은 일반 으로 식업체, 소규모 소매업체 등으로 분산

되며, 일부는 형유통업체에 매된다. 따라서 문유통업체 등을 통해 

매경로를 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이고 동시에 수 조 을 통한 가

격변동 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통단계에서 산지와 형마트간의 직거

래를 통해 유통비용을 인다면, 농가수취가격은 8.9% 증가하고, 소비자 

가격과 유통비용은 각각 16.7%, 7.1% 일 수 있다.

표 5-18.  버섯 유통비용 감효과

단 : 원/㎏, 상품

기존 유통단계 변화 가격 변화율(%)

농가수취가격 2,280 3,135 8.9

소비자가격 4,500 3,750 -16.7

유통비용 1,470  1,365 -7.1

1.3.2. 지원활동

  신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가공제품은 개발가치가 매우 높

다. 건강지향 인 소비트 드의 변화에 따라 버섯 소비계층을 확 하기 

해서는 다양한 식품개발과 가공제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느타리버섯의 경우 150g 팩당 1,78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친환경일 경우 

2,380원에 매되고 있다48. 가공품인 튀기지 않은 무농약버섯 칩은 40g 

가격이 3,080원에 매되고 있다.49 이처럼 일반 소비자들은 친환경 느타

48 홈 러스(2010.10.26) 매가격
49 신세계몰(2010.10.26) 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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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섯에 지불의향 가격이 일반 버섯에 비해 600원 이상 비 으며, 가공식

품의 경우 매가격은 일반 생버섯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표 5-19.  소비부문 가치증 효과: 느타리버섯

가격

느타리버섯 1팩(150g)-일반 1,780원

느타리버섯 1팩(150g)-친환경 2,380원

느타리버섯 무농약 버섯칩(150g) 11,550원

  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품종육성 정책, 생산성 증   수확 후 

리지원 정책을 통해 고품질 비용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R&D를 통한 기술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표 4-20). 정

부의 지속 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재 버섯 재배농가 규모를 2배로 

확 할 수 있으며, 수확 후 리시스템 참여비율을 재 10%에서 향후 

30%까지 늘릴 수 있다. 품종개발을 통해 품종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으며 

생산기술 지원을 통해 배지 제조 기계화․다양화를 통해 단  면 당 수확

량을 증 시킬 수 있다. 

표 5-20.  정책지원 R&D 지원을 통한 느타리버섯 부가가치 확 효과  

내용 재 망

정책지원
재배농가 규모

수확 후 리 시스템 도입

100%

10%

200%

30%

품종개발
품종의 다양화율

새로운 계통의 개발(계통수)

10%

6

60%

7

생산기술지원

배지제조의 기계화율

배지재료의 다양화와 안정  확보율

단 면 당 수확량(㎏/㎡)

연간 버섯 재배횟수

70%

80%

34

2.3회

80%

90%

40

3회

자료: 농 진흥청

  느타리버섯의 주요․지원활동별 효율성을 높인다면 <표 5-21>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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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감시키는 동시에 신제품 개발, 기능

성 제고 등 신규시장과 경쟁력 제고를 창출할 수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면실박 원료를 이폭박으로 교체하고 면세유 신 농

업용 기스 보일러를 이용함으로써 23~30%의 비용 감 효과를 발생시

킬 수 있다. 한 생산단계에서 폐배지를 펠릿화하여 매 수익을 발생시

킬 수 있다.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이기 해 산지․ 형마트 간의 직거래를 추진

할 경우 유통비용을 7.1% 일 수 있으며, 농가수취가격은 8.9%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공상품의 개발과 친환경 버섯의 생산을 통

해 높은 매가격을 형성시킴으로써 생산비 증가분을 상쇄시키고 부가가

치를 창출 할 수 있다. 

  반면 지원활동부문50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 농가 규모가 100%p 확

될 것으로 기 되며 R&D를 통해 품종은 종 보다 50%p 증가하고 단

면 당 수확량은 17.6% 증가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한 배지재료를 다

양화하고 기계화율을 높임으로써 수확량을 높이고 품종을 다양화시킴으로

써 소비자의 선택폭도 넓힐 수 있다. 

  앞에서 언 한 주요활동과 정부정책, R&D 등 지원활동이 상호 유기

으로 연계된다면, 생산원가 우 를 높이고 국내 품종의 다양화로 차별성을 

증가시켜 소비자 선호에 맞는 신품목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내수  수출 

증가효과도 기 해 볼 수 있다. 

50 정부정책, R&D활동 부문은 정부정책, R&D 효과 등을 품목별로 실측할 수 없

어 정부정책 시행 시 상되는 효과를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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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느타리버섯에 한 가치창출 총효과

내용 가치 창출

주

요

활

동

생산

원료

면실박→ 이폭박 교체

폐비지→펠릿화

비용 감

수익창출

 29.9% 감소

446.1% 증가

생산
면세유→농업용 

기스 보일러
비용 감  23.1% 감소

가공 무농약 버섯칩 가격증 548.9% 증가

유통 산지․ 형마트 간 직거래

비용 감

농가수취가격 증

소비자 가격 감소

  7.1% 감소

  8.9% 증가

 16.7% 증가

소비 친환경 버섯 소비자 효용 증  33.7% 증가

지

원

활

동

정부

정책

재배농가 규모 확

수확 후 리 시스템 도입

농가 규모 확

-

100%p 증가

 20%p 증가

R&D

품종개발

단  면 당 수확량(㎏/㎡)

배지제조의 기계화율

배지재료의 다양화 안정  

확보율

품종 다양화

수확량 증

기계화 비율 확

배지재료 확보 

 50%p 증가

 17.6% 증가

 10%p 증가

 10%p 증가

랜

드

연천 느타리버섯

율무 부산물 활용

매가격 증가

생산비 감효과

120% 증가

10～20% 감소

2. 가치사슬의 단계별․주체별 연계효과

2.1. 가치사슬 주요활동과 지원활동의 연계효과  

  농산물의 가치증 는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자까지 각 단계가 원활하게 

연계되었을 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에서 최종 소비 

단계와 지원활동의 정부지원, R&D, 홍보, 랜드와 연계되었을 때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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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증 된다. 가치를 증 시키는 방법은 수익의 극 화 는 비용의 최

소화와 련이 있다. 수익의 극 화는 생산비용은 일정한데 비해 매수익

이 높은 경우이고, 비용 최소화는 매 가격은 일정한데 생산비용이 감

되는 경우이다. 

  <그림 5-5>의 비용 감 효과는 정부지원으로 종자를 개발․보 함으로

써 발생하는 국산종자 개발 효과, R&D 개발로 인한 생산 비용 감  생

산인 라 구축 효과 등 주요활동과 지원활동간의 유기  연계로 기 되는 

활동별 효과에 한 설명이다51. 

  수익증  부문은 생산주체인 농가가 종자부문과 생산부문에서 기 할 

수 있는 수익창출 효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가치사슬의 활동별 연계성을 

강화시킬수록 정부 정책, R&D 등의 지원을 통해 고품질 안 농산물 생산이 

늘어날 수 있으며 신제품 개발과 랜드와 홍보 등을 통해 생산자, 유통주

체의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그림 5-5.  주요활동과 지원활동의 결합에 의한 효과 개념도

<비용 감>                    <수익증 >

종
자

생
산

선
별
/포
장

유
통

마
케
팅
/수
출 정부정책

R&D
브랜드

홍보

종자

생산

선별/포장

유통

마케팅/수출

정부정책

R&D

브랜드

홍보

  주요활동과 지원활동의 기능별 연계효과를 극 화시킨 표 인 사례로 

51 실제 계량화된 수치는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방향만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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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들녘별 경 체 사례’를 들 수 있다. 충북 청원시 들녘경 체인 양지

말 농조합법인의 경우 농기계 구입 시 3인 이상이 공동 구입하여 활용함

으로써 감가삼각비를 감하고 병해충 공동 방제를52 실시하여 노동시간을 

90% 감(총 2,400시간→230시간)하여 비용  시간을 효율 으로 이고 

있다. 한 농약비용을 7,700천 원 감하여 생산원가를 낮추었으며 RPC, 

장․가공 시스템의 화를 통해 생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계약재배

를 통해 공공 비축미보다 가마당 1,500원 이상 비싼 가격에 매하여 농가

소득을 증 시키고 있다. 

  한편, 2006년 12월 ‘이롬찬 ’이란 랜드를 등록하여 랜드화 하 으

며 소포장, 고품질 을 매함으로써 제품 차별화로 백화 , 학교 식, 

형마트 등 납품계약을 통해 량 매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양지말 농조합법인은 주요활동인 생산-수확-

가공-유통과 지원활동인 정부정책, 랜드․제품개발을 통한 단계별 연계

를 통해 호당 평균 5천만 원~1억 원의 조수익을 창출하고 품목 경쟁력을 

증 시키고 있다.  

그림 5-6.   가치사슬의 기능별 연계효과(양지말 농조합법인 사례)

52 총 447㏊ 방제(평당 작업료 13원),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 과 

“09년 들녘경 체 우수사례(2009.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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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치사슬 주체별 연계효과  

  수요자의 만족도를 증 시키는 것도 가치를 증 시키는 것이다. 단계별 

수요자를 살펴보면, 생산단계에서는 생산자가 원료 농자재의 수요자가 되

고 유통단계에서의 수요자는 생산물을 수집․가공하는 업자가 수요자가 

되며, 최종 수요자는 마지막 단계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자가 된다. 따라서 

각 단계별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가치를 증 시키는 방법이다. 

  수요자의 효용을 증 시키기 해서는 각 단계의 주체간 력이 무엇보

다 요하다. 생산주체는 생산자들이 모여 생산량의 결정, 생산물의 매

처 결정 등 의사결정을 통해 비용을 감하여 경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생산주체가 최종 소비자의 선호를 반 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신규제품 생산(짭짤이 토마토) 등을 생산하여 가치를 증 하고 있다. 

가공, 유통의 주체는 가공업자 는 유통업자 등이며, 이들은 일정물량 확

보를 해서 생산자 단체와 연계하거나, 농가와 계약배재를 통해 물량확보

로 리스크를 이고 한다. 

  특히 가공․유통업자는 상품을 수집, 가공하여 량 수요처에 일정하게 

공 하거나 수출업자에게 일정 물량을 공 하는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생산 농가의 소득을 안정 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수출업자의 경우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일정물량 확보를 해 유통업

체와 연계하거나 직  생산자 단체와 연계하여 수출물량 확보로 리스크를 

이고자 한다. 이들은 간조정자로서 수입 바이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추

기 해 일정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수입국에서 원하는 규격  조건을 갖

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산물의 가치증 를 해서는 생산주체, 가공․유통주체, 

매주체, 수출주체 등이 상호 력 계에 있을 때 물류의 흐름이 원활하고, 

각 주체별로 가치가 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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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주체간 력강화 

  련 주체간 상호 력을 강화하여 고품질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한 

표 성공사례로 북 군산시 들녘별경 체 ‘나포십자뜰 수출특화 작목반’

을 들 수 있다. 나포십자뜰 수출특화 작목반은 조직화를 통해 고품질 친환

경  생산을 해 지속 인 친환경농업 컨설 과 생산비용 감 등 경 개

선에 노력하고 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해 생산주체는 ‘탑라이스’ 재배매뉴얼과 군산

시 랜드 인 ‘철새도래지 ’ 재배 매뉴얼에 따라 기 농을 추진하고 

철 한 생산 리를 하고 있다. 한, 작목반에서는 (주)성농이라는 친환경 

컨설 업체가 친환경 재배의 기술  방법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 다.

  유통  매․수출 담당자들은 2005년부터 제희 RPC53와 계약재배를 

체결하여 고품질 을 매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단체 의회와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선정하는 ‘고품질  평가’에서 2005년부터 4년 연속 수상을 통

53 ’08년 고품질  랜드경 체 육성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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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LOVE米에 선정되는 등 좋은 실 을 얻고 있다. 특히, 제희 RPC를 

심으로 진 으로 500ha 들녘 체를 친환경농업 지역으로 확 하여 

하나의 경 체로 통합할 계획이며 향후 련 주체간 력과 공조는 더욱 

할 것으로 상된다.

  나포십자뜰 수출특화 작목반은  가치사슬별 주체․단계 간의 력과 

조정을 통해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고품질․친환경  생산 증 , 무농약

인증 증가 등 년 비 농가 조수익을 126백만 원 증 시켰다. 

 표 5-22.  나포십자뜰 수출특화 작목반

2008년 2009년 차이

면
농약 134ha 112ha ↓ 22ha

무농약  65ha  87ha ↑ 22ha

10a당

수량(벼)

농약 780㎏ 812㎏ ↑ 32㎏

무농약 760㎏ 800㎏ ↑ 40㎏

벼 40㎏

가격

농약 55,000원 55,000원 -

무농약 62,000원 62,000원 -

조수입

(백만 원)

농약 1,437 1,250 ↓187

무농약   766 1,079 ↑ 314

계 2,203 2,329 ↑ 12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 과, “09년 들녘경 체 우수사례(2009.11)”

  

  한편, 느타리버섯의 성공사례로는 생산자와 후방업체(원부자재) 간의 공

동 출자를 함으로써 업 계열화를 구축한 사례도 있다. 느타리버섯 농업

회사 법인인 AKOM(Association of Korea Oyster Mushroom)은 생산자와 

원자재, 부자재, 기자재 등 공 업체간의 공동출자를 통해 력 시스템을 

만들어 단가 인하와 고품질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가치창출을 증 시키고 

있다. 

  AKOM은 후반산업(원자재, 부자재, 연료, 종균) 통합 후 방산업(국내

유통, 해외수출, 버섯 처리, 버섯 가공품)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재 인터넷을 통한 원부자재 공동구매 로그램을 가동하

고 있으며 향후 버섯 복합 수출가공 단지를 통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  

시스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업 계열화 조직은 생산․유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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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출 문화를 통해 활동별 부가가치를 높이는 성과를 창출하며 단계

별 련 주체들의 이익을 극 화함으로써 보다 큰 시 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림 5-8.  AKOM 조직화 방안(버섯 조직화․계열화 사례)

 

자료: 임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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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치사슬을 이용한 부가가치 증  방안

3.1. 주요활동 강화에 의한 가치증대 방안

  농산물 가치사슬의 주요활동에서 운 비용은 원료 농산물 구매, 농자재 

투입비용, 노동비용, 기타 생산, 선별, 가공, 유통과 련된 운 비용 등이 

포함된다. 식량작물인 은 농자재 투입․노동비 감, 농기계 효율성 증

 등 생산 인 라를 구축하여 생산비를 감함으로써 원가우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우선, 종묘․비료․농약비, 탁 농비 등 농기계 련비용 등 생산자원

의 비효율  요소를 제거함으로 인해 약 15% 이상 농자재 투입 비용을 

감시킬 수 있다. 를 들어, 표 재배 리법에 따라 들녘별로 재배방법을 

통일할 경우 과다한 비료 투입량을 이고 공동방제를 통해 농약 사용량을 

일 수 있다. 한, 녹비작물과 가축분뇨 액비 살포를 확 하고 토양개량

제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일 수 있으며 기타 재료 구입과 련해

서도 공동구매를 통해 비용 감이 가능하다. 

  한편, 개별 농가별로는 농번기 고용노동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임 상승

으로 인해 농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작업 행과 농기계 공동이용을 보

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육묘기계이앙 심에서 직 재배 

심으로 환한다면 노동력이 25% 정도 감되는 등 생산비를 7.5% 정도 

감시킬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끝으로 농기계 효율성을 증 시키는 방안으로는 농가별 보유․이용하고 

있는 주요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의 비효율 요인을 제거하고 

고 농기계 매입  장․단기 임 , 농작업 행 등 농기계 은행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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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장려함으로써 가치를 증 시킬 수 있다.

  방울토마토는 종자개발로 인한 비용 감(20%)이 가능하 으며 냉난방 

시설 보 으로 열비용(80%)을 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비용

도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 소득증가(37.5%)와 최종소비자의 구입비용을 

낮춤으로써(30%)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친환경 방울토마토를 생산할 경우 생산자 잉여와 소

비자 잉여는 각각 20%, 7.5%씩 증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비자 니즈를 반 한 친환경 제품뿐만 아니라 일반 토마토

와 다른 차별화된 신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농가소득을 20% 더 증 시킬 

수 있으며, 수출시장 공략을 통해 새로운 로를 개척한다면 농가소득 증

(30%)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느타리버섯의 경우, 생산비용을 낮추기 해서는 면실박 원료를 이폭 

박으로 교체하고 농업용 기스 보일러를 이용함으로써 23~30%의 원가 

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유통비용을 이기 해서는 방울토마토와 

마찬가지로 산지․ 형마트간의 직거래를 추진할 경우 유통비용은 7.1% 

이고 농가수취가격은 8.9% 높임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한 

가공상품의 개발과 친환경 버섯의 생산을 통해 높은 매가격을 형성시킴

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3.2. 지원활동 강화에 의한 가치증대 방안

   가치사슬의 지원활동은 정부정책, R&D, 랜드 활동으로 나  수 있

다. 벼 품종 개발, 생산이력 리제도 등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비용을 낮춤으로써 원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임 님표 이천 ’과 같은 표 랜드를 개발한다면, 고품질 안

농산물을 상품화함으로써 수요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방울토마토는 시설 화, 조직화, 규모화, 에 지 감형 시설확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을 통해 품질규격화  안 농산물 공 확 와 온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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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활동단계가 효율

으로 추진된다면 시설토마토의 수량증 와 노동시간 감 등 생산비 감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과 마찬가지로 R&D로 짭짤이 토마토, 삼색방울

토마토 등 차별화 략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작물과 다르게 방울토마토는 과잉생산에 따른 농가소득 감

소가 상될 경우 자조회의 홍보를 통해 도매가격 하락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느타리버섯의 경우, 재배농가의 규모확   수확 후 리 시스템 도입 

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R&D 부문에서는 품종개발, 단 면

당 수확량(㎏/㎡), 배지제조의 기계화율, 배지재료의 다양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끝으로 ‘연천 느타리버섯’과 같이 표 랜드를 

통해 일반 버섯보다 매가격을 120% 이상 높임으로써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림 5-9.  가치사슬을 이용한 농산물 부가가치 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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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 요약

1.1. 연구개요

  지 까지 농정은 품목별로 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 등 각 단계별로 단

편 인 비용 감을 통해 소득증  방안에 노력해 왔지만 농업가치를 증

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업 가치사슬이 제 로 작동되기 

해서는 각 가치 활동을 상호 독립 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

를 통해 시 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품목별로 생산과 유통, 

유통과 매, 생산에서부터 최종 매 는 수출단계까지 연계된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그 성과를 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작물의 생산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를 생산단계, 유

통단계(선별․포장․가공․물류단계), 매단계, 수출단계로 나 고 이와 

련된 지원활동을 포함하여 각 부문별 가치실  실태와 문제 을 분석하

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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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업부문의 가치사슬 구조

  가치(value)는 원가 감, 생산성 증  등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응하는 능력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농업 가

치사슬의 구성은 종자․종묘 구입, 생산, 선별․포장․ 장․가공, 매․

수출에 이르는 장 활동을 포함하는 주요활동과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하

는 생산기반 구축, 마 ․홍보, R&D, 조직화․규모화, 정부지원 정책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활동은 경쟁우 를 창출하는 구성요소이

며, 이들 요소들은 독립된 활동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체계 으로 서로 

련성․연계성을 갖는다.

  과거에는 품목별․단계별로 개별 인 가치활동에 포커스를 맞추었지만 

최근 농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가치사슬간 연계성을 통해 고부가가

치를 높이고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농업가치시스템으로 구축․발 시

키는 단계에 있다. 즉 로세스별 비용 감 효과54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

라 소비트 드, 상품 차별화를 통해 농산업 부문의 가치를 극 화시키는데 

이 맞추어져 있다.

  농업부문에서 가치창출을 극 화시키기 해서는 앞에서 언 한 주요활

동과 지원활동간의 연계성을 규명하여 상호간의 조정과 상호조정(coor-

dination and cooperation) 계를 어떻게 유기 으로 연결하여 효과를 극

화시킬 것인지가 핵심 이슈이다. 

  특히, 농산물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시장의 상황, 조직화․규모화의 효

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치사슬간 통합 계를 악하는 것이 요하

다. 가치사슬은 의도 인 단계별 통합이 아니라 단계별로 유기 으로 연결

54 SCM에서 볼 때 비용 감이 장기 으로 가치 창출을 훼손할 수 있다. 즉, 효율

성만을 고려할 경우 가치창출을 오히려 해할 수 있으며, 가치창출은 소비자

의 의식 변화에 더 큰 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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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련 주체간의 일 인 연계가 반드시 가치창출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품목별로 공 사슬 내의 수직  통합 계가 높을 경우에는 후방산업과 

방산업간의 조정이 빠르게 형성되어 시장트 드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다. 반 로 수직  통합정도가 상 으로 떨어진다면 련 주체간의 

구속력 있는 계약을 통해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단계별․ 련 주체별 역할과 기능

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경쟁우 를 높이기 해서는 생산․선별․ 장․유

통의 효율화, 고품질 안 농산물의 생산, 가공․포장, 마 의 가치 창출, 

조직화․계열화 등 상황을 고려하여 가치시스템을 이용한 상황별 가치의 

극 화가 필요하다. 

1.3. 가치사슬 활동별 실태와 문제점

1.3.1. 주요활동 실태와 문제

  우리나라 농업에서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은 농 인력의 고령

화와 소규모 세농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탁 농비의 비 이 가장 높다. 한 육묘단계, 건조단계, 장단계에서 

유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농 열비 비 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생산비 감을 해서는 농작업 행과 농기계 공동이용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인건비를 이고 육묘산업을 장기 으로 육성하고 산물벼 건조

시설 등의 생산기반 시설의 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 가치창출을 

해서 RPC 평균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장․가공단계의 효율화로 유통

비용을 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량은 매년 2% 내외로 감소하고 있으며  

가공품은 주로 수입 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  가공품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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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면류를 가공하고 있으며 주류, 가루, 과자, 조미식품, 통식품순으

로 가공되고 있다. 재 국내  가격이 수입산에 비해 상 으로 비싸 가

공량이 미흡한 만큼 내수 확 와 다양한 가공품 개발이 요구된다.  

  은 2007년 율 세수입물량(MMA) 가운데 시 용 수입물량 내에서 

수출이 허용되어 2012년까지 12만 2,000 톤의 범  내에서 제한 으로 진

행되고 있다. 2007년 이후 지자체 추천, 물류비 지원 등을 토 로 수출이 

늘어났으나 가격 경쟁력이 타 국가 에 비해 낮아 수출이 격하게 확

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울토마토는 특성상 수확 등 노동투입량이 많고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

에 난방비의 부담이 높아 경쟁력을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생산량 비 열비는 재배시기, 기온 등의 향으로 지역별로 큰 편

차를 나타내고 있다. 토마토는 주로 생식용으로만 이용되며 가공품은 주

스, 첩 등 소수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토마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

양한 가공처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방울토마토는 산지 공 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유

통업체가 가격에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단계가 도

매상, 형유통업체, 소매상 등 많은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매될 경우 

유통과정상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여 농가수취가격  소비자 잉여를 

해시키는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느타리버섯의 생산량과 품질은 재배기술, 종균․배지, 신선도 등의 차이

에 따라 크게 향을 받는다. 를 들어 균상재배의 경우 노동집약 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으며 병재배는 기술집약 이기 때문에 상 으로 생

산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버섯은 부분 외국으로부터 종자를 수입하여 

재배되고 있어 향후 로열티 부담은 가 될 것으로 상된다.

  버섯 가공품은 단순히 원료를 이용한 가공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

문에 버섯 산업은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수출증 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내외 으로 버섯의 기능성을 감안한 다양한 가공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망되는 만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해서는 가공품 개발이 반

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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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은 일부만이 형유통업체를 통해 거래되고 있으며 부분 도매시

장을 통해 출하되고 있어 매경로를 다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출하 

시 등 화ㆍ표 화가 미흡하고 포장, 보 단계에서 신선도 유지가 이루어

지지 못해 상품의 질을 하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 이 

있다. 한 과잉생산, 경기침체로 국내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계 별 농가 매가격 등락폭이 커 소득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등 

농가 경 리스크가 높은 문제 이 있다.

  우리나라 버섯류는 품질, 상품성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과잉생산,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가격이 하락하고 세 수출업체 

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수출확 를 해하고 있는 등 

문제 이 있다.

1.3.2. 지원활동 실태와 문제

  우리나라  가운데 이천시 농산물 표 랜드인 ‘임 님표 이천 '은 

농산물 워 랜드 3회 연속 상을 수상한 표 인  랜드이다. 이천

시와 농 은 100% 추청품종으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농 과 농업인

간의 100% 계약재배를 통해 품질 고 화에 을 맞추어 랜드화시킴

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토마토의 경우 ‘짭짤이 토마토’는 랜드 성공사례 의 하나이다. 짭짤

이 토마토는 부산 강서구 명품 랜드로 생산비용이 일반 토마토에 비해 

1.2배 높지만 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20%의 추가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 친환경 농산물에 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반 한 삼색방울토

마토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지자체 특산물 

 하나인 삼색방울토마토는 생산비 감과 생산량 증가를 해 수정벌을 

공 하고 매 진을 한 고 형 포장박스 보 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 다.

  느타리버섯은 다른 품목과 달리 국 인 표 랜드가 아직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며 지자체를 심으로 각각 자체 육성하고 있다. 경기도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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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경우 연천 고품질 느타리버섯을 특산품화하여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표 사례이다.

  우리나라 주요농산물의 R&D 수 은 선진국에 비해 여 히 미흡한 수

으로 2008년 기  농림 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 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 토마토의 경우 품종, 생산기술 등 반 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기  연구  생명공학 기술수 이 다소 열 에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품질향상을 해서는 품종개발, 생산기반 화, 세척, 건조, 

온 유통과 련된 기술을 개발하여 보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버섯 재배기술은 반 으로 일본보다는 열 에 있고 국보다는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느타리버섯의 경우 병․ 지재배  

균상재배 방법  기술면에서 국이 좀 더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종균은 일본이나 국에 열 에 있으며 국내에서 동일한 품목의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가간 단 면 당 생산량과 품질격차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지원활동  정부의 정책지원과 련해서는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해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상품화 지원 등 생산비 감지원과 기술개발, 조직

화․계열화를 확 하기 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1.4. 주요 농산물의 가치창출 효과 분석

  은 표 재배 리법에 따라 들녘별로 재배방법을 통일할 경우 약 15% 

이상 농자재 투입비용 감이 가능하다. 기계작업이 어려운 묘   온상

작업에서 공동육묘장을 확 하고 농작업 행을 확 하여 기계화율을 증

시킬 경우 약 40%까지 노동력 투입량을 감시킬 수 있다. 행 육묘기

계이앙에서 직 재배로 환할 경우 기계이앙에 비해 노동력이 25% 정도 

감되어 체 생산비를 7.5% 일 수 있다.

  기술개발(R&D)이  산업에 미치는 경제  효과로 벼무논  재

배용 농기계 개발로 총경제  가치가 무려 6,899억 원이 발생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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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가 리미엄가격, 비용 감, 시장 진입효과 등 경제  가치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면 ‘임 님표 이천 ’ 랜드로 인한 연간 부가가치액

은 218억 6,000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랜드 자산은 89,607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연간 매액 비 부가가치 비율은 19.6%이며, 연간 매액 

비 랜드 자산의 비 은 80.5%로 나타났다.

  방울토마토는 종자개발로 인한 종자비를 감하고 지열히트펌 를 설치

하여 냉난방 비용을 감한다면 생산비 비 을 27.7% 감소시킬 수 있다. 

한 열비와 종묘비의 효율성을 높여 ㎏당 토마토 소득도 970원에서 

1,303원으로 34.3%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통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직거래, 거래의 간소화

를 통해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거래 간소

화를 통해 농가는 3,200원에 매 가능하고, 소비자는 5,000원에 구매해야 

할 것을 3,500원에 구입하게 되어 1,500원의 효용증 를 얻을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토마토에 한 가치사슬의 주요활동과 지원활동이 상호 유기 으로 연

계된다면 품종 로열티, 열비 감, 소비자 만족 증 , 수출확 로 농가소

득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한 R&D로 수량증 , 노동시간 감, 랜드

화로 매증가, 홍보로 농가수취가격 상승 등의 가치창출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느타리버섯은 단  면 당 생산량은 병재배일 경우 균상에 비해 2배 이

상 높았으며,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 도 병재배일 경우 14%로 균상재배

(35%)보다 낮았다. 반면,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 은 병재배 방법의 경우 

43%를 차지하는 데 비해 균상재배는 21%로 낮게 나타났다. 

  비목별로 체 원가구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당 버섯 생산원가는 병재

배(1,656원)가 균상재배(2,420원)보다 31.6%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당 경매가격은 병재배 방법이 약 2,000원으로 균상재배(3,000원)보다 

33.3%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실박이 ㎏당 550원이고 이폭박은 330

원이므로 이폭박으로 교체시 재료비를 40% 감시킬 수 있다. 열비(

기+농업용 면세유)는 살균(고압스 )에 사용되는 경유 러터당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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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kcal)을 농업용 기스 보일러 kw당 27원(860kcal)로 체함으로써 

비용을 23.1% 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폐배지 ㎏당 20원을 건조 후(60%에서10%) 펠릿화하여 ㎏당 

150원으로 매(국내산 330, 수입산 250)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러한 비용 감 노력을 통해 체 생산원가를 15.9% 감시킬 수 있다.

  유통단계에서 산지와 형마트 간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을 인다

면, 농가수취가격은 8.9% 증가하고, 소비자 가격과 유통비용은 각각 

16.7%, 7.1% 일 수 있다. 느타리버섯의 경우 150g 팩당 1,780원에 거래

되고 있는데 친환경 버섯일 경우 2,380원에 매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친환

경 느타리버섯에 지불의향 가격이 일반 버섯에 비해 600원 이상 높았으며, 

가공식품의 경우 매 가격은 일반 생버섯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가치사슬 내에는 활동단계별 수요자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단계별 

수요자를 만족시켜 소비자 효용증 를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품목

별로 생산주체, 가공․유통주체, 매주체, 수출주체, 최종 소비주체(최종 

소비자)등 련 주체들의 가치를 극 화시키기 해서는 각 단계의 주체간 

력과 상호조정이 필요하다. 련 주체간 상호 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성

공한 사례로는 ‘나포십자뜰 수출특화 작목반55’과 느타리버섯 농업회사 법

인인 AKOM의 업계열화 구축 계획 사례가 표 이다. 자의 경우 생

산․수확 후 가공, 장․유통과 정부정책, 신제품․ 랜드화간의 상호 기

능별 연계를 통해 시 지효과를 유도하 다. 후자인 AKOM의 경우 산지

와 원자재, 부자재, 기자재 등 공 업체 간의 공동출자를 통해 단가인하와 

고품질 생산을 증 시키며 동시에 장기 으로 버섯 복합 수출가공 단지

를 설립하여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55 북 군산시 들녘별 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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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2.1. 생산, 선별, 저장, 유통 효율화를 통한 생산원가 우위 확보

  생산원가는 경쟁우 를 결정하는 데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 에 하

나이다. 동일한 농산물이라면 가격이 상 으로 낮은 농산물에 한 수요

가 증가하지만 생산비용이 가라고 항상 소비자의 만족을 발생시키는 것

은 아니다. 

  생산비용은 최 한 낮추면서 농산물의 품질은 떨어뜨리지 않는 운 체

계만이 유통단계, 소비자 단계 등 단계별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생

산비용을 이기 해서는 종자․종묘 생산단계부터 효율 으로 운 되어

야 하며 단계별 과정에서 소요되는 노동비, 열동력비, 기타 간 비 등의 

단 당 원가를 낮추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별 경 체 차원에서 생

산․유통까지 소규모로 생산하기보다는 조직  련 주체간 연계를 확

하여 량 생산, 량 공  운 을 통해 단 당 이익은 작지만 매량을 

높여 연간 이익을 극 화시키는 략이 요구된다. 

  한편 품목별 생산단지별 조직화․계열화 등을 통해 공동 생산․선별 체

계를 구축하고 R&D를 통해 자동화․기계화 등 첨단 농기술, 정부지원 

정책이 목된다면 원가를 감하여 다른 생산물에 생산 우 를 확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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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생산자가 새로운 농산물을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

는다면 그 상품은 의미가 없다. 가치사슬은 소비자의 에 따라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소비자의 가치란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시간, 편의성, 

기능성 등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가치창출이 가능하다. 최종 소비자는 구매 

가격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소비를 통해 효용을 높임으로써 가치를 극 화

시킬 수 있다. 단순히 낮은 가격의 상품을 매함으로써 타 상품과 경쟁우

를 높이는 방법은 가치를 극 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소비자의 만족

도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을 생산한다면 소비자의 가격 리미엄을 높임으

로써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농산물 공 자가 건강지향 인 웰빙 소비트 드를 반 하여 GAP, 친환

경 농산물 등 고품질 안 농산물이나 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등을 개

발한다면 일반 농산물․농식품과 차별화가 가능하다. 즉, 제품 차별화를 통

해 공 자는 더 높은 가격으로 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품은 가격이 높

더라도 소비자의 효용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구매력은 감소되지 않는다.

2.3. 가공, 포장, 마케팅의 차별화를 통한 가치창출

  우리나라 농산물 랜드의 경우 품종이나 생산지와 상 없이 랜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품목별 속성을 용하지 못해 랜드화를 

해하는 요인이다. 일례로 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품종과 생산

지와 상 없이 랜딩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인식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품질을 결정짓는 밥맛의 속성을 부각시켜 품종과 재배환경을 활

용한 랜딩을 부각시켜 소비자들이 랜드 의 품질을 품종과 재배지 정

보를 통해 인식함으로써 특정 랜드에 해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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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것이 요하다. 

  한, 마 의 차별성을 높이기 해서는 먼  목표시장(target market)

을 설정하고 맞춤형 고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랜

드 문 컨설  인력, 랜드 마  담당자 교육 등 효과 인 랜딩과 

마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의 지원이 요구된다. 

  농산물의 경우, 자조  등을 통해 공익 고를 추진할 수 있는데 특정  

랜드 홍보가 아닌 품목 체의 소비를 증 시키는 활동도 동시에 추진해

야 한다56. 이와 함께 농산물 속성을 부각하는 랜딩 차별화를 해 품종

과 재배방법․환경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여 랜

드 워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56 정부  지자체에서는 일부 랜드를 상으로 홍보  소비 진사업을 실시

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품목의 반 인 소비를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

으로 요구된다(농 진흥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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