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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기업의 농업참여에 해 심이 높아지고 있다.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

다.하나는 농업내부의 필요성이다.시장개방과 고령화 등 내외  요인에 의해 

농업생산이 축소되고 농후계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농업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지역에서 지역농업을 유지하는 

농후계자로서의 역할이 기 되기 때문에 농업내부에서 기업의 농업진입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하나는 기업의 필요성에 의해 일반기업이 농업에 진입하는 사례이다.

특히 소기업 등이 지역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해 농업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기업은 제조기술· 매망·자본력 등의 면에서 가족농보다 유리

한 면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면에서 기업의 농업참여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실 으로는 기업의 진입에 의해 기존의 세 농가와 경합하거

나 과당경쟁에 의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례도 있다.이러한 갈등 계를 방

지하면서 기업이 가진 장 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방안으로서 기업의 농업참여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에서 세한 농가만의 힘으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한 지역

에서는 기업의 능력을 활용하여 지역농업을 진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해 

기업의 농업참여 방법을 비롯하여,국내 사례와 일본 사례,그리고 일정한 조건

을 제시하 다.이 연구가 특히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업과 기업이 상생하

는데 기여하기를 기 한다.

2013.9.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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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기업의 농업참여는 농업내부에서의 필요성과 기업의 필요성 등 양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유휴농지 발생이나 소득 문제 

등을 고려하는 경우,기업 단독으로 농업경 에 참여하여 지역의 농지자원

을 활용하거나 기업과 지역의 농가가 연 하는 방식의 경 방식을 통하여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기업이 농업참여를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제된다.일반기업의 농업경

은 기존의 세한 가족경 과 경합하지 않는 부문이나 지역에서 농지투

기 방지 등을 제로 단계 인 규제완화를 통하여 농업진입을 확 할 필요

가 있다.

○ 기업이 지역농업과 상생하는 경 방식은,① 기업과 특정지역의 농가와 연

하는 방식,② 기업과 지역농가와의 계약거래로서 농가는 생산에 특화하

고 기업은 생산 리· 매를 담당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③ 기업이 

기존 농업생산법인에 출자하여 경 에 참여하는 방식,④ 기업이 독자 인 

농업법인을 설립하거나 일반기업 자격으로 직  경 하는 방식 등이 있다.

○ 단지 참여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내린 소 식품제조업체나 식품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이 바람직하며,이들이 가진 제조기술이나 마 능력을 농업

으로 활용하여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것이 소

득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농업을 유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농업에 한 수요는 단순한 농산물 생산에서,가공품이나 약재,천연섬유 등 

특산품 개발,신재생 에 지 생산 등으로 확 되고 있다.다양한 원자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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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가공·유통· 매 등으로 새로운 경 역을 확 하여 비즈니스 모델

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이다.

○ 세한 농업구조에서는 1차산업에 머물기 보다는 ‘6차산업화’를 통하여 비

즈니스 기회를 확 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다.지역의 소기

업과 연 하는 ‘농공상연 ’‘기업의 농업경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

요성이 높다.

○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기업의 농업참여에 비하여 임 차 완화를 제로 

하여 임차방식의 참여를 허용하면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참여기업이 지역

농가와의 갈등을 회피하고,농도·수리시설 이용  리 등 지역농업과의 

력 계를 유지하기 해서는 ‘지역사회 공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기업의 진입과 련하여 농지에 한 투기방지나 기업의 기투자 부담경

감을 해서는 농지를 소유하여 경 하기 보다는 임 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임 차 지 조항에 해서는 행 농어 공사의 ‘농지은행사업’에 의한 부

분 인 허용 외에,‘해제조건부’ 는 ‘지역한정’의 임 차를 허용하여 기업

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농지유동화를 진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농지임 차 규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농지를 임차

한 기업이 도에서 철수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련 리스크를 회피하기 

한 장치를 강구해 두어야 한다.

○ 기업의 참여를 둘러싸고는 지자체가 보다 극 인 입장이다.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에서 기업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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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진하기 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지역공헌과 연계한 진입규제 정

비,다양한 경 모델 제시 등이 필요하다.

○ 지역에서 기업과 농가가 상생하는 방안은 기업진입에 한 규제완화(농지

제도 개선),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명시,지역자원의 활용과 리의 조,

농지 알선,계약해지에 따른 수사항 이행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설

정할 필요가 있다.참여사례별로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참여기

업과 생산자,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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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연구 필요성

○ 우리나라 농업은 시장개방 압력과 고령화 등 내외  요인에 의해 생산이 축

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과 지방 

소기업 등 일반기업의 농업참여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배경에는 ‘기업 스스로의 필요성’‘지역사회의 요

청’‘기업의 이미지 리’등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다.첫째 가족경

만으로 농업 유지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기업에 의해 이를 보완하는 역할

을 기 할 수 있다.기업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유

지에 기여한다는 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기업을 극 으로 유치

하는 측면이다.

○ 둘째 기업 스스로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농업에 참여하는 것이다.기업은 제

조기술· 매망·자본력 등의 면에서 가족농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창조경제

를 형성하기 해 기업의 역할이 요구되는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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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기업의 이미지 리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환경이나 복지,지역사회 

유지 등에 심을 가진 기업은 농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리에 도움이 된다는 단하는 경우도 있다.

○ 실 으로는 기업의 진입에 의해 기존의 세 농가와 경합하거나 과당경

쟁에 의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갈등 계를 

사 에 방지하면서 기업이 가진 장 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 세한 농가만의 힘으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한 지역에서는 기업의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기업의 농업진입에는 기업의 사회  책임

(CSR)이라는 의식과 몇 가지 제조건이 필요하다.즉 기존농가와 경합하

지 않는 부문이나 지역에서,농지투기 방지,지역 공헌과 같은 신뢰구축 등

이 제되어야 한다.

2.연구 목

○ 그 동안의 기업의 농업참여에 한 선행연구는 체로 제도와 련한 연구,

외국 사례 등에 근거하여 기업농의 필요성 는 일반기업의 농업참여를 통

한 농업문제 해결의 필요성 등의 제시에 그치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기업

의 농업참여를 통하여 기업과 농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와 지역 가치의 향상

이라는 에서,기업의 바람직한 참여방법,기업과 지역농가와의 역할분

담,기업의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기업의 지역사회 공헌,그리고 기업 철

수이후의 사후처리 등에 한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하여 기업과 농가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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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길을 개척한다.

○ 이 연구를 통하여 기업에 의한 농업부문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

역농업 유지’와 ‘지역경제의 발 ’에 기여하는 동시에,기업의 건 한 농업

참여를 진하여 6차산업화와 농공상연  등에 의한 ‘농업부문 창조경제의 

기반’이 구축되는 효과를 기 한다.

3.연구내용  연구방법

3.1. 연구내용

○ 기업의 농업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에 응하여 농업의 비즈니스 가

능성,식품산업의 지속 인 성장,식품소비행태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 기

업의 농업참여 유형을 정리한다.

○ 기업은 생산·가공·유통· 매 등 일 체계를 형성하면 부가가치면과 리스크

리면에서 유리성을 가진다.이에 참여기업에 한 실태조사를 악한다.

기업의 농업참여 방법으로서 농업법인 설립,농업법인 출자,직 등에 한

제도 인 근거를 제시한다.

○ 기업의 농업참여에 한 농가들의 의향을 조사한다.참여기업에 한 농가

의 반응,농가의 기 효과,반 이유 등을 악하여 기업과 농가의 상생과

제 도출에 활용한다.

○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일본에서 기업진입의 단계 인 허용과정과 상생

방안,기업의 농업경 사례 등을 정리한다.진입장벽의 완화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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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농업경 유형과 사례,바람직한 경 모델 등을 살펴본다.

○ 마지막으로 기업과 농가의 상생을 한 과제를 제시한다.농지 시설 투

기방지,기업의 지역사회 공헌방법, 도 포기 계약 만료에 따른 조치 등

의 기업참여의 제조건,새로운 부가가치 수요 창출과 지역농업 진흥

등 기업의 역할,국가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을 제시한다.

3.2. 연구 법

○ 기업의 농업참여에 한 통계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참여기업의 실태를

악하기 해 문가 자문회의와 기업의 방문조사를 실시하 다.농업경

을 하고 있는 기업을 상으로 진입목 ,성과,애로 ,지역공헌,요망 등

을 조사하 다.

○ 기업 참여에 한 농가 반응을 악하기 해서는 농가를 상으로 의향조

사를 실시하 다.기업참여에 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기 효과,문제

등을 조사하 다.

○ 외국사례에 해서는 일본의 기업진입 진과 련한 정책과 지역사례 등

을 분석하 다.농지법의 규제를 완화해 나가되,기업의 농지소유허용 주장

에 해서 임차경 만을 허용하고,더구나 농지의 부 한 이용에 해서

는 계약해지,농지훼손에 해서는 원상회복,지역농가와의 조 인 계

유지 등에 해서는 기업과 농가의 상생방안 도출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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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농업참여에 한 논

1.농업이 직면하는 과제

○ 농업이 고령화나 시장개방 등의 향으로 생산 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이 심

화되면서 농업의 지속 인 발 을 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농업

의 지속 인 발 을 해서는 지역에 부존하는 인력,농지,자본 등 3요소 

간의 균형유지가 필요하다.

○ 최근 산간지역을 심으로 고령화에 의한 인력고갈이 3요소의 불균형을 

래하여 농업이 축소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이것이 식량자 률 하락

과 다원  기능 하 등에 향을 미치고,동시에 지역경제 쇠퇴 등의 문제

로 확산된다.

○ 반면에 농업은 농산물이나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이 기 된다. 한 도시에서 농 으로의 귀농자 증가,일반기업의 농업

참여,도시농업의 활성화 등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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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의 역할을 히 수행하기 해서는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구조개선

과 효율 인 경  등 다양한 근이 필요하다.그 에서 구조정책 역의 

‘다양한 경 주체 육성’과 ‘규모화·조직화·법인화’등의 노선이 지속 으로 

추진되었다. 자와 련하여 ‘기업의 농업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다양한 경 주체의 육성

○ 농업경 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구성되며,농업인은 가족농을 

심으로 한 ‘개별경 ’,농업법인은 다수의 가족농 는 기업이 참가하는 ‘조

직경 ’을 말한다.조직경 은 다수의 농업인의 업경  형태의 ‘농조합

법인’,농업인이나 기업이 기업  경 을 행하는 ‘농업회사법인’등이 있다.

이 외에도 농 이나 기업 등의 직 인 농업경  등도 있다.

○ 기업은 자본이나 기술면에서 우 성을 가진다.기업의 농업경 은 시설형

농업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용이한 반면에 토지이용형 농업에서는 많은 제

약이 있다.토지이용형 농업에서는 기업 경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농지

면 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고, 한 규모가 확 함에 따라서 농지가

분산되는 제약이 있다.

○ 기업은 지역농업을 유지하고 발 시켜나가는 다양한 경 주체 의 하나로

서 심을 끌고 있다.가족경 만으로 농업의 유지가 곤란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가족경 을 보완하거나 체하는 역할을

기 할 수 있다.

○ 기업이 가지는 생산기술이나 품질 리력, 매망 등 유리한 을 활용할 수

있다.기업의 참여가 기존농가와의 갈등을 회피하면서 지역사회에 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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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이 인정된다면 기업의 농업참여를 진하기 한 규제완화와 지원조치

등을 강구할 필요성도 있다.

3.기업의 농업참여 방법

3.1. 업  농업법인 립

○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우선 기업이 농업법

인을 설립하여 농업경 에 참여하는 방법이다.농업법인은 농지소유가 가

능하고, 한 정부지원의 상이 된다는 에서 농업인과 동일한 자격을 가

지는 경 주체다.

○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기 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

여 농업경 에 착수하는 것이다.농업회사법인은 농업내부로 간주되기 때

문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자 의 지원 상이 된다.1

○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에 의하면 재 비농업인 출자한

도는 총출자액의 90%이내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 재 부분의 기업은 이러한 규제완화의 향으로 농업

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농업경 을 행하고 있다.

1각종 정책자 을 비롯하여,농업소득에 한 법인세,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부가가

치세,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 는 경감 등의 세제상의 혜택도 강구되고 있다.

2이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농업인 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첫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는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둘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과하는 경우는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액으로 규정하고 있다(2012.5.2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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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성격 업 농업경 기업 농업경

법 근거 농어업경 체육성법(제16조) 농어업경 체육성법(제19조)

목

농업경 부 사업

농산물 가공

농산물 출하·유통· 매 등

농업경 부 사업

농산물 가공

농산물 출하·유통· 매 등

설립자격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등

발기인수 농업인 5인 이상
합명(2인),합자(유무한 각 1인),

유한(50인 이하),주식(1인 이상)

출자제한 조합원 1인의 출자액 제한없음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90%이내

의결권 1인 1표 출자지분

농지소유 소유 가능 소유 가능

설립운 농업인 자율 으로 설립·운 좌동

표 2-1. 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

3.2. 업  존 농업법인에 출자

○ 둘째로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농업법인에 출자하여 경 권을 

행사하는 것이다.즉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

여 경 에 개입하여 방법이 있다.

○ 경 에 개입하는 방식은 농지의 확보가 곤란한 토지이용형 농업보다는 축

산이나 시설원  등의 자본집약 인 시설형 농업에 참여하기 용이하다.식

품가공업체나 외식업체 등이 원료를 안정 으로 조달하기 해서 개입하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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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업  직 인 농업경

○ 셋째 기업의 직 인 농업경  방식이 있다.이것은 기업이 농업법인을 설

립하거나 농업법인에 일부 출자를 하여 농업경 을 하거나 경 에 개입하

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  농업경 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 이 경우는 농업경 체가 아닌 농업외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농지소유가 허

용되지 않으며,동시에 정부의 지원 상에서도 제외된다.그래서 농지를 이

용하지 않는 ‘시설형 농업’이나 농기계를 소유하여 농작업을 행하는 ‘농

작업수탁사업’부문에 일부 사례가 있다.토지이용형 농업에서는 지역농

이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 을 하는 사례도 있다.

3.4. 업과 생산농가· 동조합 등과  연

○ 넷째 기업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농  등과 연 하는 방식이 있다.이것은 

기업이 직  농업경 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주도로 지역단

로 이종산업 간 연 하여 일정 목 을 달성하는 방식이다.

○ 구체 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재 6차산업화의 유형으로 기 되는 ‘랜차

이즈 방식’이나 ‘농공상 연 ’등이 있다. 랜차이즈 방식은 외식업이나 식

품제조업 등이 지역의 생산농가와 연 하여 기술지도와 자재공 을 제로 

생산물 매를 보장하여 지역단 의 기술보 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 농공상 연 는 역시 식품제조업이나 외식업·소매업 등의 기업이 지역의 농

가와 연 하여 원료 농산물을 확보하고,이를 식품제조업체가 가공하여 지

역 랜드로 확립,외식업이나 소매업을 통하여 매하는 방식으로서 지역

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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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기업의 농업참여 형태

농업법인 유무 농업참여 형태 비고

일반법인
Ⅰ-1농작업수탁

Ⅰ-2시설형 농업

농지를 이용하지 않음

(정책자 ․보조사업 상제외)

일반법인 Ⅱ 토지이용형 농업
농지임차경 가능

(정책자 ․보조사업 상제외)

농업법인
Ⅲ-1농업법인 설립

Ⅲ-2농업법인 출자

농지소유 임차경 가능

(정책자 ․보조사업 상,세제감면)

일반법인 Ⅳ 농공상 연
농업·제조업·서비스업 등의 연

(정책자 ․보조사업 상제외)

4.기업의 농업진입과 규제완화 

4.1. 개별경  신규진입 (1994 )

○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 의해 농업내부에서 후계자 부족 등의 문제가 확

됨에 따라 농업외부의 도시민이나 도시자본의 농업진입을 확 하기 하

여 농지의 취득자격을 폭 완화하는 신에 이용규제를 강화하 다.

○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계획서를 첨부하면 구라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 다.단지 취득한 농지는 취득 목 로 직 경작해야 하며,이를 임

하거나 휴경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을 명령

하고,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 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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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식회사 태 농업법인  농지소  허용(2002 )

○ 농업구조 개선을 하여 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의 법인화를 

진하고,이들 농업법인에게도 농지소유가 허용되었다.단지 주식회사 형

태의 농업법인은 농지소유를 지하 다.

○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법인에 해서도 2002년 조건부 농지소유를 허용하여 

농지소유의 길을 확 하 다.

4.3. 농지임 차  부분 인 허용(2005 )

○ 농지처분명령제도는 1994년 농지법에서 농지의 취득자격을 폭 완화하는 

신 취득목  로 이용을 규제하기 하여 도입된 제도다.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임  는 휴경하는 경우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며,처분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 을 부과한다.

○ 농지처분명령제도는 취득 규제완화와 연동하여 소  출구규제로서 불가피

한 제도 으나 임 차 등 농지유동화를 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 다.

○ 농어 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한 임 차에 한정하여 부분 으로 임 차를 

허용하 다.처분명령 상농지에 해서도 성실경작을 하거나 매도 탁을 

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유 하는 길을 열어두었다.

4.4. 농업법인에 한 출자 한 (2005 , 2012 )

○ 농업구조의 개선이라는 에서 규모화와 법인화를 동시에 추진해왔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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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농업법인 설립을 장려하되 기업의 지배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기업

의 농업법인에 한 출자한도를 제한해 왔다.

○ 그러나 기업  경 의 필요성 등으로 출자제한을 완화하고 있다.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는 기에는 50% 으나 2005년 75%로,그리고 

2012년 90%로 완화하 다.3

○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농업진입은 농지임 차를 통한 직 인 경 을 비롯

하여,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하여 농업경 을 하거나 기존의 농업생산법인에 

출자하여 경 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3일본은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1인당 10% 이하,합계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단

지 6차산업화나 농공상연  등의 경우는 합계 50%까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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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업의 농업참여 실태와 특징

1.기업의 농업참여 배경

1.1. 농업  요망

○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요인은 몇 가지 있다.우선 농업측의 요망에 의해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여 세 농가와 력하거나 지역에 공헌하면서 농업

경 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심으로 가족경 만으로는 농지이용이나 지역농업 

유지가 곤란한 지역에서 가족경 을 보완하는 역할을 기 하고 있다.지자

체 는 지역농 이 기업과 연 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목 으로 일반

기업이나 비 리법인의 농업진입을 장려하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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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업  

○ 기업 스스로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근거하여 농업에 진입하는 사례도 늘

어나고 있다.기업이 가진 자본이나 제조기술, 매망 등의 유리함을 살려

서 농업에 참여하는 사례이다.

○ 식품산업 측에서 특히 농업진입에 극 이다.식품제조업자나 유통업체가 

채소나 과일 등 원료농산물을 안정 으로 확보하기 하여 직  생산에 참

여하거나 지역 농가와 계약거래하는 사례가 있다.한편 일본에서는 지방 토

건업자가 공공사업 축소에 응하여 형기계와 고용노동력을 활용하여 농

업에 진입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1.3. 업  사회  책임 

○ 최근 기업은 환경이나 복지,지역사회 공헌 등에 높은 심을 가지는 동시

에 지역사회도 기업에게 이러한 역할을 기 한다.이것이 기업의 사회  책

임(CSR)이다.

○ 기업이 사회  책임이라는 에서 농업에 진입하여 세농가와 연 하거

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례가 있다.이것은 기업의 이미지 리에도 기여

한다.그래서 단기 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농업에 참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는 단이다.

○ 식품산업이 지속 으로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은 자본이나 제조기술,

매망 등의 면에서 유리성을 살려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농업부문에

서 실 하고 있다.농업생산과 식품가공,유통, 매 등의 일 체계를 구축

하면 부가가치면이나 리스크 리면에서 유리성이 나타난다.이러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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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로 인하여 기업의 농업참여는 늘어나게 된다.

○ 한편 기업의 농업 참여가 정 인 면이 있는 것은 아니다.기업의 농업참

여가 기존 농가와의 갈등 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시장개방의 향으

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한 국내시장을 두고 기업과 세한 

농가가 경합하는 계가 생기면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을 사 에 방지하여 기업과 농가가 상생하는 구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2.기업의 농업참여 황

2.1. 업  직 태

○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형태는 크게 ‘기업의 직 형태’와 ‘기업과 생산자 

 지자체의 연 형태’로 별할 수 있다.

○ 먼  기업 직 형태의 참여사례는 다시 ‘생산 역의 직 ’과 ‘생산과 유통

역의 직 ’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기업이 직 체제로 생산부분에 진입한 것은 2000년  후반에서 2010년 

반에 이루어졌다.

○ 기업의 농업참여가 가장 오래된 곳은 아모 퍼시픽으로서 직 농장 형태로 

1979년 제주도에 진출하여 재 총 190ha규모로 녹차를 직  경작하고 있

는 이다.

-SK임업은 임산물 사업에서 시작하여 재는 산림휴양 시설 등으로 활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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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명 참여형태 사업내용

기

업

직

생

산

아모 퍼시픽

(제주도)

직 농장

(1979)

○제주도 내 4개의 공장에서 총190ha규모로

녹차경작

○설록다원 리미엄 공장에서 자체 으로 생산

LG그룹
직 농장

(2006)

○곤지암 원이라는 묘목 생산농업회사법인 보유

○리조트 수목원에 사용되는 조경용 수목

화 류의 안정 인 재배공

성그룹
직 농장

(2012)

○고구마와 감자를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굿가

든㈜과 ㈜굿랜드를 경기도 화성시와 인천시

강화군에 설립

KT&G
직 농장

(2011)

○인삼과 한약재 재배를 주력으로 하는 농업회

사법인 본농원㈜를 설립

SK임업
사업참여

(2004)

○SK㈜로 인수된 뒤 보유 조림지를 송이버섯

등의 임산물 생산·유통,산림 경 모델림,호두

숲,산림휴양시설 등으로 특화하겠다는 장기

랜을 수립

생

산

·

유

통

직

동부그룹

㈜동부팜화옹

(경기 화성)

직 농장

정부지원

사업참여

(2011)

○경기 화성 화옹간척지에 유리온실(10.5㏊)을

포함한 15㏊ 규모 농식품수출 문단지 조성

○토마토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첨단시설을 설립

한 경험을 가지고 일반농가에 기술 보

○ 북 새만 간척지에 첨단유리온실 등 4.95ha,

토마토 1,000t출하계획

차그룹&

백화

(충남 서산)

사업참여

:경 축

산(한우)업

(2005)

○친환경 을 생산하는 ‘ 서산농장’이라는

농법인 소유

○ 백화 의 표 한우세트인 화식한우 한

서산농장에서 길러진 소로만 제공

-LG그룹은 곤지암 원을 2006년도에 설립하여 리조트  수목원에 사용

되는 조경수를 공 하고 있다.

-KT&G는 인삼과 한약재 원료조달의 안정성과 건강식품의 안 성 확보

를 하여 본농원을 설립하 으나,아직까지 뚜렷한 실 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3-1.기업 직 농장 형태의 법인

자료：기업면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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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과 유통직 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부그룹 사례와 함께 차기

업- 백화  사례가 표 이다.

-동부한농은 동부그룹 계열사로 2010년 동부한농으로 출범하여 동년도 

동화청과 인수 2011년 곤충기업인 세실인수,동호제약 인수, 농종묘 

인수,㈜가야를 인수하 다.이후 2012년에는 동부팜화옹이 경기도 화옹

간척지구 내에 15ha규모의 첨단 유리온실 단지를 건립하 다.

- 서산농장은 2005년에 설립되어 한우비육사업을 시작하 으며,친환

경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획득  축산물 부문 식품안정인증(HACCP)을 

받았다.이곳에서 생산된 비육우(화식한우)는 백화 에 납품되고 있

으며,2011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자연농업 (무농약)재배를 시작하 다.

2.2. 업·생산자·지자체 연 태

○ 기업의 농업참여가 생산자  지자체 연 인 경우에는 생산과 가공,생산과 

유통,가공,산학연 연  등 다양한 형태의 연 방식이 나타난다.

○ 기업이 생산과 가공이 결합된 형태로 농업분야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생산

자는 가공식품 원료를 생산하고 기업은 가공을 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매일유업과 북 고창군 상하면 낙농가는 생산자의 원유를 100%매입하

여 리미엄 치즈  유제품을 생산한다.

-CJ와 신의도 천일염 생산자는 남 신의도에 산지종합처리장을 건립하

여 생산자와 공동출자 형태로 운 하고 있으며,생산자는 천일염을 생산

하고,CJ는 가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최  공동출자 형식으로 사

업을 추진하 지만 재 지분 변동으로 CJ(주)가 88%,생산자가 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인삼공사와 강원도 인삼 재배농가는 약 1,680ha에 달하는 면 을 계



18

약재배하고 있다.한국인삼공사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수매한 홍삼을 정

장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정 장은 

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계약재배 단계에서부터 안 성 확보가 시되

어 생산자의 재배기술 수   안 성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순당과 경기도 여주군은 고구마를 활용하여 통술을 제조하고 있다.

생산자는 고구마 생산을 담하고 기업은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 기업의 농업참여는 생산자  생산자 단체와 유통분야를 함께 개척하는 형

태로도 이루어진다.

-농심과 홍천군은 수라 을 상품화하여 생산자는 생산을 담하고 기업

은 마   을 담하고 있다.2009년부터는 ‘고향산천강원도

밥’이라는 즉석 밥을 출시하여 매하고 있다.

-한화와 나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기업과 생산자 단체인 농 이 연

한 형태로 학교 식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생산  리는 농 이 담

하고,물류  배송은 기업이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SK그룹과 오창농 도 생산자 단체인 농 과 기업이 연 한 형태다.오

창농 은 SK그룹 임직원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 하고 있으며 

2012년 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약 75억 원 정도 매되었다.

-CJ 시웨이와 경남무역은 MOU를 체결하여 식품구매와 유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경남도는 경남무역을 통하여 경남지역 내의 우수 농수축

산물 구매를 담당하고 CJ 시웨이는 가공과 유통을 담당한다.

○ 기업의 농업참여는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 상FNF와 순창군 통 고추장 마을은 MOU를 체결하여,고추장 마을

에서 임과 숙성을 거친 반제품을 공 하면 상FNF의 종가집은 2차 

양념과 발효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이러한 과정으로 생산

되는 가공식품은 종가집과 순창군의 로고가 함께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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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명 참여형태 사업내용

생
산
자
·
지
자
체

기
업
연

생산

가공
분야

매일유업
( 북 고창군
상하면)

생산자와
가공업체의
연

○유기농 낙동가들과 함께 리미엄 치즈
유제품 생산

○매일유업이 100% 제품 매입

CJ-신의도
천일염생산자

생산자와
가공업체의
연

○국내 최 천일염 생산지인 신의도 내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을 설립하 음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의 지분은 최
CJ㈜가 52%,생산자 83명이 48%를 보
유하 지만 재 CJ의 증자로 CJ㈜가
88%,생산자 83명이 12%를 보유하고
있음

한국인삼공사
(강원 인삼재
배농가)

생산자와
가공업체의
연

○한국인삼공사는 강원도 인삼재배 농가
와 약 1,680ha에 달하는 면 을 계약재
배를 실시하고 있음
○한국인삼공사는 계약재배 홍삼을 원료
로 정 장 홍삼원료로 공 하고 있음

국순당
(경기 여주군)

기업과
지자체 연

○여주군은 고구마를 활용한 통술 제조
를 하여 기업과 력 계를 구축함
○생산자는 생산을 담하고 기업은 가공
공장을 설립하여 제품 생산

유통
분야

농심
(홍천군)

생산자·유통
기업연

○홍천군 수라 을 상품화하여 생산자는
생산을 담하고 기업은 마

한화-나주시
조합공동사업
법인

생산자단체·
유통기업연

○나주시 수도권에 필요한 학교 식
물량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생산 수
집은 농 이 담당하고 물류는 기업이
담당

SK-오창농
생산자단체·
기업연

○친환경 농산물 납품계약을 통해 오창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SK
임직원 가정에 배달하는 직거래 모델
구축

○ 산학연 연 체계를 활용한 기업의 농업참여도 이루어지고 있다.

-SPC그룹과 서울 학교,평창군은 산학연 력 모델을 통하여 농산물 생

산  단순가공, 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서울 학교는 R&D역할을 

으로 수행하고,평창군 농 조합은 생산  납품,산지 리를 담

당하며,SPC그룹은 농산물 구매와 선별,보 ,포장 등 유통 반을 담당

하게 된다.

표 3-2.생산자·지자체 기업 간의 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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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명 참여형태 사업내용

생
산
자
·
지
자
체

기
업
연

유통
분야

CJ 시웨이
(경남무역)

지자체
공사와
유통기업연

○경남무역과 MOU를 체결하여 식품구매
와 유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경남도는 경남무역을 통하여 경남지역
내의 우수 농수축산물 구매를 담당하고
CJ 시웨이는 가공과 유통을 담당함
○CJ는 경남무역을 통하여 농수산물을 안
정 으로 공 받을 수 있게 됨

가공
분야

상FNF
(순창군)

기업과
지자체연

○순창 통마을 고추장 단지와 상의 제
조 기술 결합

산학
연

SPC그룹
(서울 ·평창군)

산학연 력
모델구축

○서울 는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평창군
농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생산 납품
과 산지 리,SPC그룹은 농산물의 구
매와 선별,보 ,포장 등 유통 반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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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업의 농업참여 사례

3.1. 청원군 창농  경농산  통 -SK그룹

3.1.1.오창농 -SK그룹 간 사업 추진과정

○ 2003년 SK그룹은 그룹 자체 으로 사회 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력 방

안을 모색하다가 친환경 농업분야를 선택하 다.

-SK그룹에서는 다양한 상생 력 방안  회장부터 일반직원 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한밥상 운동’이 채택되어 친환경농산물을 SK직원에게 공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 SK그룹은 친환경농산물을 안정 으로 공 할 수 있는 체계를 오창농 에 

의뢰하 고,오창농 은 SK그룹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이 시작되었다.

-SK가 오창농 을 선택한 배경에는,① 조합장의 강한 의지,② 친환경농

업기반 조성,③ 교통의 편의성이 작용하 다.

○ 오창농 은 2002년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취 할 수 있는 을 구성하여 친

환경농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해 노력했다.

-오창농  친환경 농업 은,① 인증 행,② 농기술 행,③ 친환경 

자재공 ,④ 친환경농산물 수매  매사업 등을 추진하 다.

○ 오창농 에서는 SK와 력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업무 형태,의사결정 구

조,실무진 업무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사회의 반 가 지 않았다.

-오창농  이사회는 SK가 1∼2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지진출의 석을 

마련하는 수단이라며 반  의견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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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당시 조합장의 강력한 의지로 오창농 과 SK의 친환경농산물 

상생 력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림 3-1.SK-오창농 의 사업추진 방식

[생산농가]

오창농협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SK직원

SK그룹

[자연이랑]

계약
거래

협력

배송

[한밥상운동]

친환경농산물
10만원/월 공급
95억원/2013년

3.1.2.사업추진 방식

○ 오창농 은 2008년도에 총공사비 7,627백만 원 규모의 친환경농산물센터를 

신축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신축하면서 SK의 물류센터 운 시스템을 받

아들여 이력추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통이력 추 시스템은 생산자의 출고부터 고객에 도착하는 모든 단계

의 작업과정, 치,상태 등을 기록하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를 얻기 용이

하 다.

○ 오창농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와 SK그룹은 ‘자연이랑’이라는 인터넷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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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목표

7 20 35 42 45 55 65 75 95

이트를 통하여 거래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고가이기 때문에 SK그룹은 직

원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양과 계없이 1달 약 10만 원 수 의 보조

를 실시한다.

-SK그룹의 직 별로 친환경농산물 구매량은 다르지만 임직원일수록 구

매량이 많다.

-오창농 과 SK는 2005년부터 7억 원 규모로 사업이 시작되어 2013년 95

억 원까지 성장하 다.

표 3-3.오창농 과 SK그룹 간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거래 액
단 ：억 원

3.1.3.오창농 의 상생 력 효과

○ 오창농 은 친환경농산물 취 량 증 를 통한 산지유통 역량강화 뿐만 아

니라 생산자와 계약재배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식,주요매장 공 ,기타거

래처 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오창농 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 인 공 을 하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매

취사업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의 요구에 따라 3가지 형태로 운 하

고 있다

①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가장 비 던 2006년과 2007년의 매입가격을 기

으로 계약재배 가격을 결정(체 취 물량의 약 40% 정도 차지)

② 가격 등락이 심한 노지채소류의 경우 계약재배 단가를 정하여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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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액(백만 원) 유비(%)

자상거래 7,460 49.8

학교 식 4,605 30.8

형매장 2,505 16.7

기타 405 2.7

계 14,975 100

락폭의 50%를 반 (체 취 물량의 약 30% 정도를 차지)

③ 생  등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의 거래가격을 기 으로 계약재배 

실시(체 취 물량의 30%를 차지)

○ 오창농 의 2012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은 총 14,975백만 원으로 성장하

으며 매출액의 약 50%가 SK에서 자상거래로 주문한 물량이다.

-오창농 은 SK와 거래하는 물량 이외에도 학교 식, 형매장,기타 

로를 구축하며 국내 친환경농산물 선도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3-4.오창농 의 친환경농산물 출하처별 매출액,2012년

3.2. ㈜CJ  ㈜ 상  천일염 가공공장 참여

3.2.1.천일염산업의 여건

○ 천일염은 1996년 소 수입 자유화 등의 향으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에서 폐 을 유도할 만큼 경쟁력을 상실하 다.

-2008년에는 식약청 식품고시로 인하여 임용 등 간 으로 사용이 가

능하고 식염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 한 천일염 생산 여건은 생산규모의 세성,생산자 고령화 등에 따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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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투자 기피로 염  바닥재  해주창고 등에 비닐장 ,슬 이트 지붕이 

있어 환경문제가 지속 으로 제기되었다.

-염 은 국에 약 3,000ha의 면 이 1,000여 개로 분산되어 있고,50%

이상의 생산자자 임 하여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천일염 수 은 생산량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 심화,수입염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높았다.반면,천일염 생산  유통분야

는 생 리가 어렵고 간상인의 개입,둔갑 매 등으로 소비자 신뢰를 상

실하고 있었다.

-과거 천일염은 물로 취 되었기 때문에 품질 리가 필요하지 않았으

나 2008년부터 천일염이 식품으로 취 됨으로 인해 생산과정의 안 성

에 한 심이 자연히 높아졌다.

-천일염 유통은 산지유통주체의 역할미흡으로 간상인 60%,산지농  

25%,직거래 15%를 취 하고 있어 생산자 수취가격이 낮았다.

- 한 천일염 주산지인 신의도 주변에 산지유통시설이 부족하여 여름철 

비수기에 경쟁 인 출하가 이루어져 간상인이 이익을 취득하는 유통

구조가 정착되었다.

3.2.2.㈜CJ와 ㈜ 상 유치 배경

○ 남도는 2008년부터 천일염이 식품으로 고시되면서 생산부분의 생성을 

확보하고 유통  가공, 매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하여 기업 유

치 활동을 시작하 다.

○ 국내의 표  식품기업인 ㈜CJ와 ㈜ 상은 천일염이 부분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일염 제조  유통에 높은 

심을 나타냈다.

-㈜CJ와 ㈜ 상이 가공식품 등에 천일염을 사용하기 해서는 안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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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식품에 합한 생산  제조과정에서 생 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 남도는 ㈜CJ와 ㈜ 상의 농업 참여를 극 으로 유치하기 하여 식품

기업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지속 으로 설득했다.

- 남도는 세규모의 생산자가 농업 생산  유통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식품기업과 생산  가공,유통, 매 분야를 결합할 경우 

6차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단하여 천일염 산지종합 센터를 유치하기 

하여 노력하 다.

- 남도는 신의도 지역을 심으로 천일염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하여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분야에서도 2007년 아시아 최  슬로시티 지

정,2009년 신안군 유네스코 생물권으로 지정 받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3.2.3.천일염 생산자와 ㈜CJ와 ㈜ 상의 운 방식

○ 남도는 ㈜CJ와 ㈜ 상을 유치하기 이 에 신안군,생산자 등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여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립  운 방식을 확보하 다.

-㈜ CJ제일제당은 신안군 신의면에 천일염 생산자 83명과 ‘신의도천일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생산자를 주주로 참여시켰다.

-㈜ 상 청정원은 신안군 도 면에 천일염 생산자 82명과 ‘신안천일염주

식회사’를 설립하 다.

- 남도는 생산자를 법인의 주주로 참여시키면서 기업의 안정  원료확

보와 생산자의 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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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농업회사법인 신안천일염 ㈜ 어업회사법인 신의도 천일염

치 남 신안군 도 면 남 신안군 신의면

부지/건물 16,529m2/5,195m2 9,958m2/4,026m2

투자비(자담) 103억(91억) 113억(101억)

지분형태
생산자 82명 +

상 청정원 지분 90%

생산자 83명 +

CJ제일제당 지분 88%

연간 처리능력 10,000톤 가공 10,000톤 가공

운 상황 수집, 장,가공, 매 수집, 장,가공, 매

2012년 구입량 7,000톤 1,592톤

2012년 구입액 2,567,000천 원 695,989천 원

그림 3-2.㈜ 상의 천일염 사업 운 방식

전남도

(주)CJ

(주)농업회사법인 신안천일염

(전남 신안군 도초면) 생산자

(82명)

수집 저장 가공 판매

협력

출자 출자

천일염종합처리장

협력

표 3-5.천일염 생산자와 ㈜CJ와 ㈜ 상의 천일염 공동 사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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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유치효과  

○ 남 신안군에 ㈜CJ와 ㈜ 상의 천일염 산지종합 처리장이 입지한 후 천일

염산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해택을 얻고 있다.

□ 천일염 명품화 진  부가가치 창출

○ 기업의 산지종합처리장을 심으로 식품 안 기 에 합한 상품의 생산,

품질 리,포장재 개선,상품 다양화 등으로 천일염 가격 상승과 생산자 수

취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 염 의 시설개선 사업 진

○ 생산자가 염 시설을 개선하여 식품규격에 합한 천일염을 생산할 경우 

㈜CJ와 ㈜ 상은 일반 천일염보다 고가로 구매하기 때문에 염 의 시설개

선 사업을 진하고 있다.

□ 국내  수출시장 확

○ ㈜CJ와 ㈜ 상의 천일염 산지종합 처리장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형유통업

체 납품,자사제품 사용,수출시장 확 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한 국내 식품기업인 농심,풀무원,동원F&B,삼강 등이 생산하는 가공식

품에 천일염 사용을 진하여 내수시장이 확 되고 있다.

□ 고용창출에 기여

○ ㈜신안천일염은 자사직원과 지역주민을 합하여 19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신의도천일염은 20명을 고용,지역 내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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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나주시  한 앤드리조트(주) 

3.3.1.참여배경  시장환경

○ 남 나주시 친환경농산물과 한화그룹의 유통  기업인 한화호텔앤드리

조트(주)간 연계사업은 행정과 기업간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모티 로 

출발한 일종의 기업의 ‘지자체 연 사업’이다.

○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  산업과 련된 문제를 기업의 비즈니스 

기법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방식을 의

미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1980년   국에서 최  도입되어 일부 선진국

은 정부와 기업 간 계의 새로운 안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림 3-3.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상 사업 역

○ 나주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국내 친환경학교 식 정책분

야에 있어 성공모델을 구축한 기 자치단체로 학교 식과 련된 행정  

력체계가 우수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마  역량이 부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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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산물 생산량은 206,644톤이며 그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87,000톤에 달하고 있어 약 42.1%의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나주시 친환경농산물은 ,과일류,채소류 등으로 특화되어 있지만 산지

유통조직(농   농조합법인)의 마  역량 부족으로 친환경농산물 

마  범 가 지역 내에 한정되어 있어 서울  수도권 지역의 로확

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 나주시는 2003년 국내 최 로 학교 식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로 친환경 학

교 식에 한 심과 농산물 생산역량은 앞서 있음에도 내 식용 친환

경농산물 시장규모가 연간 약 60억 원에 지나지 않아,기업의 업망을 활

용하여 남권  수도권 시장에 한 농산물 매를 희망하고 있었다.

○ 한화그룹의 식음서비스  농식품유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호텔앤드

리조트(주)는 향후 시장규모 확 가 상되는 식자재유통 분야의 지역  

매출확 를 추진 이었다.

○ 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호남권 거 센터 부재로 국단  식재유

통 사업확 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호남권 신규 물류센터  업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학교 식법 개정(학교 직 화)으로 인한 매출액이 

지속 으로 감소될 것으로 상되어, 고교 탁 식 사업보다는 친환

경농산물을 포함한 식자재유통 사업 비 을 늘리는 상황이었다.

○ 2009년부터 정책변화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 식 

시장이 속하게 성장하고 있어 나주시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사업

방향은 일치하는 측면이 존재하 다.

-나주시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을 공 할 수 있는 업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나주시 친환경농산물의 로확보,부가가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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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도모하 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  공 산지를 확보하여 

식자재유통 사업에서 식품안 성 확보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차별화 략을 꾀하 다.

3.3.2.사업 황

⑴ 운 체계

○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형화  유통물류의 선진화 추세에서 지자체-기

업 간 연계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 ‘나주시-한화’모델은 농식품 생산과 유통 역에 있어 양자의 비교우  역

량을 활용,지자체와 기업 간 역할분담을 통한 력체계를 구축하 다.

-나주시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역에 역량을 집 하여 계약재배,농가

리,고품질 생산구조 확립 등을 지속 으로 발 시키고 있다.

-한화는 지역 학교 식의 친환경농산물 수발주  물류체계에 기업시스

템을 목하여 나주시 학교 식 운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본 사업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나주시농 공동사업법인은  물

류 인 라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와의 계약  행정(나주시청,교육청)과

의 의사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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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나주시-한화’학교 식 식자재 사업의 운 체계

[제조업체]

출하

협력

[생산농가]

[지역농협] 나주시
농협공동사업법인

시교육청

관내학교

단체급식

외식업체출하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계약
거래

○ 2009년 출범한 나주시 통합마  체계 구축을 하여 ‘나주시농 공동사

업법인’이 출범하 고 나주시농 공동사업법인의 극  참여로 사업이 성

공 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

-나주시농 공동사업법인은 기존 거 APC를 활용한 배·메론·토마토 

심의 산지유통 사업에서 학교 식 식자재유통 사업으로 확 를 추진하

다.

-나주시농 공동사업법인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친환경농산물 생

산과 로확보를 해 공동 마 을 수행하면서 남권뿐만 아니라 수

도권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 다.

-한화는 수도권 식 사업장에 공 되는 과 과채류를 나주에서 구매하

고,서울시 친환경 학교 식 확 에 따라 성북구,동 문구 등의 일부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 하는 일일 물류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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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친환경학교 식 사업 참여가 나주시에

서 기업의 농업 참여로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은 라남도,나주시,나주시 

내 농 ,한화 간 신뢰 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나주시 내 농 과 한화는 남도청의  마  로그램을 통해 을 

오랜 기간 거래하고 있었고,구매과정에서 공정거래,상생 력 구조 등을 

실천하 기 때문에 지자체와 내 농 은 한화에 한 신뢰가 있었다.

○ 한 라남도 농정국의 극 인 지원과 나주시 행정과 지역농 의 민간

기업 마 ,물류 기업에 한 개방 인 수용태도가 공동사업에 결정 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⑵ 운 방식

○ 나주시는 국내 친환경학교 식 분야에서 선진  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자체로 학교 식지원센터 운   학교 식운 원회가 활성화 되어 있다.

○ 나주시가 타 지자체와 다르게 학교 식 분야에서 비교우 를 유할 수 있

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나주시가 학교 식지원센터를 거  APC에 두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확

실한 경쟁우 를 보유하도록 지원.

-학교 식운 원회의 개방 이고 투명한 운 으로 소비자(학부형,학

생) 심의 의사결정구조를 보유.

-특히,학교 식운 원회는 행정(시청,교육청)  양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표,농가,농 ,기업(한화)까지 참석하여 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보유.

○ 나주시 친환경농산물 공  구조는 나주시농 공동사업법인이 내 · ·

고  유치원·어린이집 등 100여 개에 계약  납품을 담당하고 있다.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내 지역농 과 함께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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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안정화 추진하고  정산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주시 친환경 학교 식 보조 은 물지원방식이며,양곡은 다시농 ,

공산농 에서,채소류는 산포농 ,남평농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

○ 국내 지역 친환경학교 식의 문제   하나는 농산물을 학교별로 안 하

고 효율 으로 배송하는 유통  물류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이다.

○ 나주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식자재 유통  물류 문성을 활용하여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선진화를 시도하 다.

-한화는 자체 산,배송차량 등을 활용 친환경농산물의 안정  공 을 

담하여 거  APC에 매일 수집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콜드체인방식으로 

익일 아침 학교별 배송  사후처리까지 수행한다.

⑶ 사업성과

○ 기존 나주 친환경농산물은 내 학교 식 식재료 혹은 인근 주도매시장 

등으로 출하하 으나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력사업을 실시하여 서울  

수도권, 남권과 여타 지자체로 시장이 확 되었다.

-나주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산,물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 

최 로 친환경 식재료 일일 배송체계를 구축하 다.

-수도권 식소에서 하루  오  발주를 하면 오후 16시까지 내 농가

에서 수확한 농산물이 거  APC에 집하되고 역 물류차량을 이용하여 

한화 평택물류센터로 21시까지 이동하여 익일 아침에 수도권 소재 업장

에 공 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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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나주시 학교 친환경농산물 배송 체계

○ 나주시는 기업물류 시스템을 극 으로 도입하여 수발주  배송 업무를 

효율화하고,학교 식지원센터의 역량을 핵심업무인 생산  안정성 리

에 보다 집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확립하 다.

-국내 학교 식 식재료 수발주 시스템은 소비지 기업의 CRM 시스템에 

비해 상 으로 낙후되어,유선 혹은 이메일 발주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이다.

-지역 학교 식의 자재 리,수발주 체계,배송 리,컴 인 처리방식 

등에 본 사업과 같은 기업형 운 방식을 확산할 경우 학교 식 운 효율

화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 나주시는 과일  과채류 심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  APC가 수확

기에만 집 으로 운 되어 거  APC의 가동률이 낮은 문제 을 보유하

고 있었다.

-나주시 거  APC는 학교 식 사업과 연계하여 거  APC를 식자재유통 

1) 발주마감(전일 최종확정)

2) 생산농가 센터입고

3) 협력업체 분류작업

① 입고 자재별 검수/검품

② 사업장별 분류

4) 배송차량 출근 및 입차

① 배송기사 출근 및 교육
② 배송오더 확인(검수서)

5) 검수▷ 상차순서

① 학교별 상차

② 최종 검수

6) 배송차량 출하(출차)

7) 사업장 배송

8) 사후 클레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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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물류센터로 활용함으로써 연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 가동률  

매출액 향상에 기여하 다.

⑷ 문제

□ 추가 사업 확장 노력 부족

○ 친환경농산물 로확장  내 학교 식의 선진화를 한 물류 안정화 이

후 마  활성화 등 추가 인 사업 확장노력이 부족하 다.

-사업 기 설정한 목표인 친환경 학교 식 물류 선진화  지역농산물 

매확 는 달성하 지만,양사의 결합된 핵심역량을 지속 으로 확산하려

는 노력이 부족하여 식분야에서 BestPractice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

를 상실했다.

-이에 공동사업의 주체 던 조합공동사업법인과 민간기업 두 조직의 보

유 역량에 비해 공동 마  실 은 당  망 비 조하 다.

□ 기업의 소극  투자  지역사회의 반 정서 상존

○ 부가가치  수익성이 낮은 식자재유통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참여 기업은 

투자 비 이익의 조기실 을 한 효율화에 상 으로 집 하여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 참여 기 행정,농  등과는 달리 지역 소상공인들은 기업이 지역 식시장 

참여로 인해 기존의 사업 역에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기하

고,일부 생산자 한 로확충만 기 할 뿐 생산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한 기업의 여를 부정 으로 받아들이는 분 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 지속  사업추진 가능한 명확한 조직설계 부재

○ CJ,동부 등의 기업 사례와 달리 지역사회에 별도 법인설립을 하지 않고,

상호 간 거래형태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목표 설정  공유가 미흡하고 조직구성원들에 한 동기부여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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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여,손익분배에서 양자가 모두 만족할 수 없는 zero-sum게임 형태

의 거래도 일부 발생하 다.

-따라서,양사의 경 진  담당자 변경 시 사업의 지속  성과창출이 불

안정해질 수 있는 구조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 지역사회와의 신뢰구축 로그램 부족

○ 지역사회에서는 여 히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지 사업 트  보다는 지

역 농산물을 극 매해주어야 할 소비지 유통업체의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다.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 단순한 식자재유통의 물리  거  확  에서 

벗어나 지역농업 역에 참여하 다는 인식에서 사업 개가 필요하다.

-농업분야와 련된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의 경우 농업을 바탕으로 한 

 상품개발 뿐만 아니라 임직원 사회공헌활동,농산물 꾸러미사업 등의 

로그램을 시도하여 재무 인 성과창출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

미지 향상을 한 노력이 요하다.

3.4. 동부 한농

3.4.1.동부팜한농의 농업참여 

○ 동부팜한농은 2000년 이후 토마토 직 농장 뿐만 아니라 도매법인,종자회

사 등에 한 인수·합병을 진행하여 왔다.

-동부팜한농은 약 60년 간 농자재 사업만 해왔기 때문에 지주사인 동부그

룹에서 농산물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 다.

○ 동부팜한농은 2000년 이후부터 농산물 종묘,생산,유통,가공,도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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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 시행 내용

2013.01 반월 4공장(정 화학공장) 공

2012.12 동부팜화옹㈜,아시아 최 첨단유리온실단지 공 (15ha)

2012.11 몬산토코리아㈜ 업 양수

2012.06 ㈜동부한농,동부팜한농㈜으로 사명 변경

2011.12 자회사 세이 슈어와 새만 팜을 통해 농업회사법인 ㈜팜슨 인수 ( 동부팜)

2011.12 리미엄 음료 문회사 ㈜가야 인수 ( 동부팜가야)

2011.09 호주 비료 합작회사 ‘슈퍼퍼트 동부’설립

2011.09 채소 종자 문회사 ㈜ 농종묘 인수

2011.06 가정용 살충제 문기업 ㈜동호제약 인수 ( 동부팜바이오텍)

2011.04 천 곤충 문기업 ㈜세실 인수

2010.12 농산물유통법인 ㈜동화청과 인수 ( 동부팜청과)

2010.06 ㈜동부한농 출범 (동부하이텍 농업부문 분사)

2009.12 ㈜동부그린바이오,새만 간척지 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자로 지정

2009.12 농업회사법인 ㈜동부그린 바이오 설립( 새만 팜)

2009.09 친환경농산물 인증기 지정

2006.09 GAP인증기 지정

2006.03 ㈜동부한농화학,㈜동부한농으로 사명 변경

표 3-6.동부팜한농 회사연

분야에서 련된 기업을 순차 으로 인수·합병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신

속하게 구축하 다.

- 표  사례로 천 기업인 ㈜세실 인수,가락동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동

화청과 인수,토마토 생산  수출기업인 동부팜화옹,동부팜논산,동부

팜새만  등을 설립하 다.

○ 동부팜한농은 가까운 미래에 농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단하고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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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극 으로 참여하기 시작하 다.

-세계 으로 유명한 농업기업이 수직  계열화를 시도한 사례가 드물고  

국내 기업도 에 띄게 산지에 참여한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에 농업분야

를 활용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었다.

- 한 동부팜한농은 국,일본시장의 참여를 검토 하면서 10년,20년 후

의 미래를 생각하면 신성장 동력의 계기를 농업분야에서 제공할 수 있다

고 단하 다.

-이에 동부팜한농은 최고 상품과 랜드를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참여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돌,델몬트,가야농산 등을 벤치마킹 하여 수직계열

화를 실 하 다.

○ 동부팜한농이 농업생산에 첫 번째로 참여한 사례는 새만 이었다.

-새만 은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최 의 사업이었고 유리온실 50ha

를 건설하는 정부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었다.

-최  동부팜한농이 새만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은 수출 50%,내수 50%

이었으나 이때부터 토마토 생산농가  농민단체와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 까지 유리온실 지원 사업은 개별 생산자가 운 하는 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수출단지 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생산자는 기업에 

한 정부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다는 것에 반발하기 시작하 다.

○ 동부팜한농은 2011년 충남 논산에 치한 농업회사법인 팜슨을 인수하면서 

농업 생산분야에 참여하 다.

-농업회사법인 팜슨은 최첨단 유리온실에서 토마토, 리카를 생산하면

서 내수  수출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업체 으나 정부지원 사업 횡령 

등으로 동부팜한농에 인수되었다.

-동부팜한농은 논산 지역에서 생산자 조직화 체계 구축부터 시작하여 원

물 수집농가 충성도 제공 등을 한 기술지도,농자재 지원 등을 단계

으로 실행하여 내수  수출시장 참여를 계획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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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재배 기술자를 청하여 농가 교육까지 시작하고 리카 종

자 제공,육묘 제공 등의 사업 분야도 검토하기 시작하 다.

○ 동부팜화옹은 2012년 경기도 화성시 간척지에 유리온실 15ha규모로 건설

되었으며 최첨단 생산시설을 설비한 덕분에 토마토 1주당 생산량이 50Kg

에서 70Kg까지 증 시켰으나 이 시기부터 토마토 생산농가  농민단체의 

반발이 심화되었다.

○ 동부팜한농은 토마토 생산 농가과 농민단체와 갈등이 커지자 규모 유리

온실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를 량 수출하는 방안과 생산자 지분을 참여시

키는 방안으로 상을 시도하 으나 무산되었다.

○ 한 동부팜한농은 토마토 국내시장 가격변동이 9월,10월,11월에 집 되

는 상을 악하고 이 시기에 시장가격이 안정 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규모 출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계획하 으나 무산되었다.

-토마토 생산농가는 기업 농업 참여가 국내 시장 가격하락을 유발하여 

생산농가의 생존을 한다며 사업철수를 요구하 다.

○ 동부팜한농은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농업분야 철수를 발표하 지만 2012년 

7월 화성시 농민단체에 지분을 매각하여 공동으로 운 한다는 방침을 수립

하 다.

-동부팜화옹과 화성시 농민단체는 동부팜화옹의 지분 51%를 농민단체에 

매각하고 동부팜화옹이 49%의 지분 보유,신설법인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하 다.

-그러나 농민단체가 동부팜화옹의 지분 51%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

이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측되어 자 마련 방안,상호 간 상생 력 할 

수 운 체계 구축 등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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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동부팜한농의 농업참여 문제

○ 토마토 생산자와 농민단체는 동부팜한농의 농업참여 반 운동을 개하면

서 동부그룹 계열사에서 취 하는 농자재 등의 불매운동을 개하여 손실

이 발생하 다.

-동부화옹은 토마토 생산을 포기하 으나 동부팜논산은 토마토 생산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처에서 거래를 꺼리고 있다.

-동부한농은 농자재 불매운동으로 매출액이 감소하 다.

-가락동 도매법인인 동부팜청과는 농민들의 출하 지 운동으로 청과물 

취 량이 감소하 다.

○ 지 까지 기업의 농업 참여는 가공  유통분야에서 꾸 하게 이루어져 왔

지만 동부팜한농이 농업 생산 분야에 참여한 것은 최 의 사례이다.

○ 동부팜한농은 농업 생산 분야에 규모로 참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을 고

려하지 못하여 생산자  농민단체의 반발을 래하 다고 단된다.

□ 첫째,생산자와 상생 력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생산 분야에 진입

○ 지 까지 기업이 수직  계열화 체계로 농업에 참여 사례를 살펴보면 녹차

밭 조성,수목원 등과 같이 일반 생산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에 국한되

었거나 일반 생산자와 경쟁하지 않는 시장에서 진입하여 왔다.

○ 기업의 유통  가공분야 진입은 지자체,생산자 단체 등과 사업체계,운

방식,이익배분 등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상생 력 체계를 구축하여 

진입하여 왔다.

○ 기업이 생산 분야에 진입하기 해서는 일반 농가와 시장충돌  경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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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세하게 분석하고 기업의 참여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미

치는 향을 사 에 악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업의 농업분야 참여로 해당 분야에 발생하는 피해와 이익에 한 부분을 

지자체,생산자단체,생산자 등과 충분히 교감한 후 역할분담  상생 력 

체계를 바탕으로 참여하여야 상호 간 신뢰 계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 동부팜한농은 수출시장 개척을 목 으로 규모 온실단지를 건설  인수

하고 생산자와 내수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체계로 농업 생산 분야에 진

입하 기 때문에 사회  논란의 상이 되었다고 단된다.

□ 둘째,농업계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빠른 속도의 수직  계열화 체계 구축

○ 동부팜한농이 2000년  후반부터 농업 종자,농자재,생산,유통,가공,

수출 등의 분야에 빠르게 참여하면서 농업계는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농업분야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로 소비지 유통업체에 기업이 진입하면서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불공정 거래에 한 논란이 지속되었고 농가 수

취가격과 유통마진에 한 괴리가 커지고 있었다.

○ 기업의 형유통업체,SSM,편의  등의 빠른 확산은 소상공인의 업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동부팜한농의 신속한 수직  계열화 체계 구축은 농업생

산,유통,가공,시장,수출업 등에 종사하는 경제주체로 하여  기업이 유통

마진과 부가가치를 독 한다는 우려가 확산되었고 결국에는 기업의 농업참

여 반 운동으로 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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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업의 농업참여 특징

4.1. 생산자 진입이 곤란한 부분에 진입

○ 기업이 직 농장 등의 형태로 농업에 진입할 경우에는 생산자 참여가 어려

운 부분에 국한되어 있었다.

-아모  퍼시픽이나 LG그룹,SK임업 같은 경우 일반 생산자가 쉽게 진입

하기 어려운 녹차밭,수목원 등을 운 한다.

-기업이 운 하는 녹차밭,수목원 등은 일반 소비자에게 개방하여 기

능도 병행하고 있어 정 인 반응을 얻고 있다.

○ 녹차밭이나 수목원 등은 넓은 토지와 거액의 운 비,인력 등이 필요하므로 

일반 생산자,농 ,농업법인 등이 쉽게 진입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녹차밭이나 수목원은 장기간 막 한 규모의 투자와 운   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규모의 생산자,농업법인 등은 진입이 어려

워 주산지 심으로 소수의 생산자  법인이 운 하고 있다.

- 한 이러한 품목은 소비가 지속  는 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 

진입에 한 생산자의 반감이 크지 않다고 단된다.

4.2. 계열  체계 구축  자체 소  능  보

○ 기업이 직 농장  생산자,지자체 등과 함께 농업에 진입할 때는 자체

인 계열화 체계가 구축되어 가공식품 등으로 매하고 있다.

○ 기업이 일반농산물을 취 할 때는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유통기업,

가공기업, 형마트  백화  등을 활용하여 소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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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 농장을 운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형태의 기업을 활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소비처를 미리 확보하여 매하여 왔다.

○ 기업이 계열화 체계를 구축하여 자체 소비 능력이 확보된 경우에는 일반 생

산자와 차별화된 시장에 출하하고 있다.

-기업은 자체  가공  소비능력을 확보하여 제조업 수 의 가공식품으

로 매하기 때문에 일반 생산자가 매하는 원료농산물 시장과 다른 형

태의 상품으로 출하하고 있다.

- 와 같은 경우는 한우를 매하고 있지만 계열사인 백화 에서 

매하고 있으며 백화  같은 경우는 일반 축산농가가 진입이 어려운 시

장이다.

4.3. 역할분담 체계 구축  택 공

○ 기업이 생산자  생산자 단체,지자체 등과 력 체계를 구축할 경우 역할

분담 체계를 통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기업의 농업참여 형태가 생산자가 생산을 담당하고 기업이 유통을 담당하

는 경우는 기업이 생산자가 직  수행하기 어려운   마  활동,물

류 행 등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

-농심과 홍천군의 경우 생산자가 수라  생산을 담하고 기업은 마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한화와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농 이 생산 리  수집을 담

당하고 한화는 인근지역  수도권 지역학교 식 물류를 행하고 있다.

○ 기업의 농업참여 형태가 생산자가 생산을 담당하고 기업이 가공을 담당하

는 경우에는 기업이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량 매입을 하거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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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이익을 환원하는 상생 력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매일유업,한국인삼공사,국순당 등은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자가 생산

한 농산물을 량 매입하고 있다.

-CJ는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을 건립하고 생산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조

성하고 천일염 수매  매 후 발생한 이익을 환원하고 있다.

-한화는 농 이 학교 식 사업을 실시하면서 인력  비용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  수도권 배송에 어려움을 겪자 물류를 행하는 조건으로 공

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SK는 오창농 이 취 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임직원이 꾸러미 세트를 구

매할 경우 50%를 보조하는 형태로 상생 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4. 진입 식  다양  

○ 기업의 농업참여는 직 농장 운   생산자와 연 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농 ,지자체,정부와 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참여하는 등 참여방

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는 소비지 시장에서 형유통업체 참여,SSM의 빠른 

확산 등으로 시작되었으며,농산물 산지도 이에 응체계를 구축하기 하

여 생산자 조직화를 기반으로 출하단 의 규모화· 형화를 추구하여 왔다.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은 새로운 로개척  마 을 통하여 부가가치

를 창출하면서 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소비처에서 농산물을 안정 으로 

소비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산물 유통 환경변화로 한화와 SK사례와 같이 산지유통의 

주체인 농  등도 기업과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기업이 생산자 이외에도 산학연 연  는 정부지원을 통하여 농업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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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

-SPC그룹은 서울 학교,평창군 농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R&D,농

산물 생산  유통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표 인 사례이다.

-기업의 농업 참여로 사회  이슈가 된 동부그룹은 정부의 규모 간척지

에 유리온실을 건설하는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생산자  생산자 단체,

지자체와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농업분야에 진

입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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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업참여에 한 농가의향 조사결과

1.조사 개요

○ 기업의 농업참여가 다양하게 개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하는 기업과 직

인 이해 계에 있는 농가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해 

의향조사를 실시하 다.

○ 조사 항목은 기업의 농업참여에 한 반응,농가의 기업참여에 한 기 ,

농가와 기업의 연 방식,그리고 기업참여에 한 반  이유 등이다. 한 

변수 간 상 계를 확인하기 해 통계분석(로빗(Probit)모형)을 실시하

다.

○ 조사 결과  통계분석 결과는 농가의 기업참여에 한 의향을 악하여 기

업과 농업 간의 분업 계 확립,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농가·기업의 

상생과제 제시 등에 활용하는 것이 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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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수 비

응답자 성별

남 444 88.8

여 56 11.2

합계 500 100.0

응답자 평균 연령 64.7세

응답자 학력

학력 구분 응답 수 비

졸 35 7.0

졸 140 28.0

고졸 247 49.4

졸 73 14.6

학원 2 0.4

무학 3 0.6

합계 500 100.0

2.농가의 의향조사 결과

2.1. 조사농가 일  

○ 기업의 농업참여와 련된 생산자 조사를 하여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운

하는 KREI리포트  500명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농가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444명,여자 56명으로 각각 88.8%와 

11.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64.7세 다.

-응답자 학력은 고졸이 49.4%, 졸 28.0%, 졸 14.6%, 등학교 졸업이 

7.0% 등으로 나타났다.

표 4-1.조사농가 성별 연령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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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가 수 비

강원 34 6.8

경기 38 7.6

충남 72 14.4

충북 45 9.0

경남 73 14.6

경북 83 16.6

남 84 16.8

북 54 10.8

부산 역시 1 0.2

울산 역시 3 0.6

구 역시 1 0.2

인천 역시 3 0.6

제주도 9 1.8

체 500 100.0

표 4-2.응답자 거주지역
단 :명,%

○ 응답자는 국 표본을 표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 으며 거주

지는 평야지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0명의 지역배분은 농업생산 지역을 고려하여 남 16.8%,경

북 16.6%,경남 14.6%,충남 14.4% 등의 순으로 선정하 다.

-응답자의 거주지 특성은 평야지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그 다

음 순으로 산간지  28.8%,산간지  28.0%,도시근교 12.6%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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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재배 면 (평) 응답 수

식량작물( ,보리 등) 9,196 328(45.2)

과일류(사과,배,포도,감귤 등) 3,822 129(17.8)

노지채소류(배추,양 ,고추 등) 2,419 153(21.1)

과채류(토마토,오이,수박 등) 3,398 45(6.2)

특용작물(버섯,복분자,오미자 등) 1,660 25(3.4)

기타 11,760 46(6.3)

합계 - 726

구분 응답 수 비

도시근교지역 63 12.6

평야지역 146 29.2

산간지역 140 28.0

산간지역 144 28.8

기타 7 1.4

체 500 100.0

표 4-3.응답자의 거주지 특성
단 :명,%

○ 응답자의 재배 부류  품목을 악하기 하여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항

목을 구성하 다.

-응답자  식량작물 재배비율이 45.2%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은 노지채

소류 21.1%,과일류 17.8%,과채류 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응답자의 재배 부류 품목
단 :평,명(%)

주 :복수응답 가능.

○ 응답자의 연간 출하액,자가 소유와 임차 비 ,법인체 소유여부,농업참여

동기,향후 농계획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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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수 비

토지 소유 여부

자가 소유 토지 389 77.8

임차 111 22.2

합계 500 100.0

법인체 소유 여부

59 11.8

아니오 441 88.2

합계 500 100.0

농업참여 동기

가업 승계 432 86.4

귀농 직 투자 52 10.4

다른 직업과 겸업 12 2.4

기타 4 0.8

합계 500 100.0

향후 농계획

행규모 유지 335 67.0

확 34 6.8

축소 122 24.4

즉시 폐지 9 1.8

합계 500 100.0

연간평균 출하액
액 응답 수

5,039만 원 481(무응답 19)

-응답자  “자가 소유 토지가 임차보다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7.8%

로 나타나 자가 소유 토지를 경작하는 비 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는 “ 농조합법인 등의 법인체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이 11.8%로 나타나 88.2%가 개별 생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농업참여 동기는 가업 승계가 86.4%로 높은 비 을 나타냈으

며,귀농  직 투자 10.4%,다른 직업과 겸업 2.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향후 농계획은 행규모 유지가 67.0%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축소 24.4%,확  6.8%순 등으로 나타나 농규모를 확 할 의사는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간 평균 출하액은 약 5,039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4-5.응답자의 경 특성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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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수 비

심을 가지고 있다. 251 50.2

심이 없다. 249 49.8

체 500 100.0

구분 응답 수 비

있다 23 4.6

없다 477 95.4

체 500 100.0

2.2. 업  농업참여에 한 생산자 인식

○ 기업의 농업참여에 한 생산자의 심을 조사한 결과 “ 심을 가지고 있

다”와 “ 심이 없다”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 인근

에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 체 500명의 응답자  기업 농업참여 “ 심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

은 50.2%이고 “ 심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 은 49.8%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를 알

고 있는가에 하여 조사한 결과 체 500명의 응답자  23명인 4.6%

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 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최근 동부한농의 농업 참여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업이 농업에 진입하는 경우는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표 4-6.기업 농업참여에 한 생산자의 심

단 :명,%

표 4-7.응답자 거주 지역 인근의 기업 농업 참여 사례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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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수(복수응답 가능) 비

생산 7 21.2

가공 8 24.2

유통 매 11 33.3

수출 6 21.2

합계 33 100.0

표 4-8.기업의 농업 참여형태
단 :명,%

○ 조사자 인근지역에 기업의 농업 참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23명을 상으

로 기업의 농업참여 형태를 복수응답이 가능한 형태로 질문하 다.

○ 조사결과 유통  매분야가 3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그 다음 

순으로 가공 24.2%이며,생산 21.2%과 수출은 21.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업은 생산부문에서 생산자 기술지도  농자재 공 사업을 실시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42.9%로 나타났으며,그 다음 순으로 생산자의 농산물

을 계약재배  수매형태로 매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가공부문에서 생산자가 구입한 농산물로 가공공장을 운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로 나타났다.

-기업이 가장 많이 참여한 유통  매부문에서는 생산자 농산물을 매입

하여 선별  포장 등의 작업을 거친 후 소비지 시장에 매하는 역할이 

4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이외에는 생산자  생산자 단체의 

유통  매사업 행  지원 18.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수출부문에서 자체 으로 생산  수출한다는 응답이 50%로 나

타났으며,그 이외에는 수출 행이 33.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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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수 비

생산자와 력 계 구축으로 기술지도 농자재 공 3 42.9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계약재배 수매 형태로 매입 2 28.6

모름 2 28.6

합계 7 100.0

구분 응답 수 비

생산자에게 구입한 농산물로 가공공장 운 6 75.0

모름 2 25.0

합계 8 100.0

구분 응답 수 비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매입하여 선별·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매 사업을 실시함
5 45.5

생산자 생산자 단체의 유통 매사업의 행 지원 2 18.2

생산자 생산자 단체의 수송 배송과 련된 물류체계를

지원
1 9.1

모름 3 27.3

합계 11 100.0

표 4-9.기업의 생산부문 역할
단 :명,%

표 4-10.기업의 가공부문 역할

단 :명,%

표 4-11.기업의 유통 매부문 역할

단 :명,%



55

구분 응답 수 비

농산물을 매입하여 수출을 행하는 역할을 담당 2 33.3

자체 으로 생산하여 수출 3 50.0

모름 1 16.7

합계 6 100.0

구분 응답 수 비

찬성한다. 67 13.4

기존 농가나 지역과의 상생 력을 제로 찬성한다. 77 15.4

반 한다. 290 58.0

모르겠다 66 13.2

합계 500 100.0

표 4-12.기업의 수출부문 역할
단 :명,%

○ 기업의 농업참여에 한 생산자의 찬성  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반  

한다’라고 응답한 비 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기업의 농업참여에 하여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3.4%,

‘기존 농가나 지역과 상생 력을 제로 찬성한다’15.4%,‘반  한다’

58.%,‘모르겠다’13.2%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의 농업참여를 찬성하거나 상생 력을 제로 찬성하는 생산자

는 28.8%이다.조사 상 생산자는 일반기업의 농업참여를 반 하는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기업의 농업참여에 한 찬반 여부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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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순 2순

응답 수 비 응답 수 비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든다. 6 9.0 5 7.5

유리한 매망을 가지고 있다. 15 22.4 11 16.4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다. 11 16.4 10 14.9

농업을 바탕으로 가공, ,체험 등이

가능한 6차산업화 결합에 용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14 20.9 18 26.9

기업이 R&D농산물 부가가치 확보가 용이하여

농가소득 확보에 유리하다.
5 7.5 7 10.4

도시 자본유입으로 농 에 활력을 수

있다.
4 6.0 14 20.9

기타 12 17.9 2 3.0

합계 67 100.0 67 100.0

표 4-14.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것을 찬성하는 이유
단 :명,%

○ 일반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생산자를 상으로 

찬성하는 이유를 조사하 다.

-조사결과 1순 로 ‘기업이 유리한 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22.4%로 나타났고 2순 는 ‘6차산업화 결합에 용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26.9%로 2순 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의 농업참여를 찬성하는 생산자는 기업이 농업분야에 진입하면 

로확보,6차산업의 추진이 용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체 응답자  기업의 농업참여에 하여 ‘찬성’이라고 응답한 67명을 

상으로 기업이 생산자와 상생 력 계를 구축하기 용이한 분야를 질문하

다.

-조사결과 1순 는 유통  매분야로 49.3%로 나타났다.2순 는 생산 

26.9%이고,그 다음 순서로 가공 16.4%,수출 4.5%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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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수 비

생산 18 26.9

가공 11 16.4

유통 매 33 49.3

물류 2 3.0

수출 3 4.5

기타 0 0.0

합계 67 100.0

-기업이 상생 력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에 참여하는 것을 찬성하는 생산

자는 기업이 유통· 매부문  생산부문에서 상생 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기업이 생산자와 상생 력 체계를 구축하기 용이한 분야

단 :명,%

○ 일반기업의 농업참여를 찬성이라고 응답한 생산자는 시장개척, 매활동,

마  략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겨진다.

- 재 산지유통 분야에서 농 ,농업법인 등이 생산자의 매활동을 행

하고 있지만 이들의 매활동이 농가소득 향상과 효과 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기업의 농업참여를 찬성하는 생산자는 일반기업도 생산자와 상생

력 계를 구축하고 유통  매사업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다면 

이들의 농업 참여를 찬성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 기업의 농업참여에 하여 ‘기존 농가나 지역과의 상생 력을 제로 찬성’

이라고 응답한 생산자를 상으로 기업의 농업참여에 어떠한 조건이 필요

한가를 조사하 다.

-조사결과 ‘인근 농가나 지역과 신뢰 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력 계 

구축’이라고 응답한 생산자가 28.6%로 나타났고,그 다음 순으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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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수 비

농업생산을 지해야 한다. 1 1.3

농지 투기를 방지해야 한다. 16 20.8

인근 농가나 지역과 신뢰 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력

계를 만들어야 한다.
22 28.6

생산자와 기업 간 공동지분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11 14.3

기업이 가공 유통사업을 통하여 발생시킨 이익을 생

산자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21 27.3

생산자자 생산 유통 부분에서 부족한 시설,농자재,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6.5

기타 1 1.3

합계 77 100.0

이 가공  유통사업을 통하여 발생시킨 이익을 생산자와 공유’가 27.3%

로 나타났다.

-기존 농가나 지역과의 상생 력을 제로 일반기업의 농업참여를 찬성

한 생산자는 기업이 생산자  지역사회와 신뢰 계를 구축하면서 공동

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가공  매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이윤을 생산자

와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기업의 농업참여 시 제조건
단 :명,%

○ 기업의 농업참여를 반 한다고 응답한 290명을 상으로 반 이유를 조사

하 다.

-기업의 농업참여를 반 하는 응답자는 ‘기업 자본이 농업에 유입되면 규

모의 경제를 빌미로 세규모 생산자의 생존을 한다.’고 응답한 비

율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농업참여를 반 하는  다른 이유는 ‘지 까지 경험상 이익의 

부분을 기업이 가져간다.’24.1%와 ‘기업은 규모 생산기반 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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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수 비

지 까지 경험상 이익의 부분을 기업이 가져간다. 70 24.1

직 생산을 명분으로 토지 소유 투기 우려가 있다. 35 12.1

기업은 규모 생산기반 조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비지

시장 수출시장에서 생산자와 경쟁하게 된다.
70 24.1

기업 자본이 농업에 유입되면 규모의 경제를 빌미로 세

규모 생산자의 생존을 할 수 있다.
92 31.7

인근지역의 지가가 상승하여 농확 가 어렵다. 6 2.1

기업 주로 농업정책이 실시되므로 일반 농가는 정책사

업 참여기회가 축소된다.
7 2.4

기타 10 3.4

합계 290 100.0

유리하기 때문에 소비지 시장  수출시장에서 생산자와 경쟁하게 된

다.’가 24.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업의 농업참여를 반 하는 여타 의견은 ‘직  생산을 명분으로 토지 

소유  투기 우려’12.1%,‘일반 농가의 정책사업 참여 기회 축소’

2.4%,‘지가 상승으로 농확  어려움’2.1%로 나타났다.

표 4-17.기업의 농업참여 반 이유
단 :명,%

○ 조사결과 기업의 농업참여를 반 하는 생산자는 기업의 농업참여가 규모가 

세한 생산자의 생존을 하고 내수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등의 부

정  요인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지 시장에서 기업이 형할인매장,SSM,편의 의 형태로 농산물을 

매할 경우 인근지역 상권이 크게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기업의 농업 참여를 반 하는 생산자는 기업이 농업분야에 참여할 경우 

세규모 생산자의 소득 확보는 외면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결

국에는 농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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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 기업이 농산물 생산,유통,단순가공 등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여

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개별 생산자는 식부면 이 아무리 넓어도 일반기업이 규모 자본을 바

탕으로 생산  유통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비하면 세규모라고 여기고 

있다.

-기존 생산자가 참여하는 시장에 기업이 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뛰어난 

재배기술, 화된 시설 등을 바탕으로 진입할 경우 생산자의 소득 확

보가 어려울 것으로 여기고 있다.

- 한 생산자는 지 까지 기업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참여한 사례와 경험

을 바탕으로 기업이 농업분야에서 이윤을 창출할 경우 생산자  지역사

회에 환원체계 없이 기업이 독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3 업  농업참여에 한 생산자 향  특 분

2.3.1분석 개요  모형

○ 기업의 농업참여에 한 생산자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계량경제학 분석

을 실시하 다.

-조사자 500명을 상으로 기업 농업참여 ‘조건부 찬성’,‘모르겠음’을 제

외하고,‘찬성’,‘반 ’라고 응답한 363명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 분석모형은 계량경제학 모형  이산선택 모형인 로빗(Probit)모형을 이

용하 다.

- 로빗 모형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종속변수가 이산형 분포일 경우 활

용되며,‘찬성’과 ‘반 ’혹은 ‘증가’와 ‘감소’와 같이 두 가지 선택으로 

변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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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로빗 모형 추정 후 각 변수별 한계효과(dy/dx)를 계측하여 해당 변수

에 한 찬성할 확률을 알아보도록 한다.

-기업의 농업 참여에 한 생산자 특성을 분석하기 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성별,=나이,=학력,=경작유형,=경작면 ,=임차여부,

= 농조합 법인 등의 소유 여부,=기업과 력사업 경험 여부,

=인근지역 기업 력 사례 인식여부)

2.3.2기 통계

○ 모형추정에 활용한 변수는 조사자의 성별,학력,경작유형,경작면 ,임차

여부,법인소유 여부,기업 력 여부,인근 기업참여 사례 여부,찬반여부 이

다.

-설문조사 시 문항의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수를 구성하 다.

-학력 변수는 높은 학력일수록 큰 숫자를 부여하 고,경작면 은 면 을 

연속변수로 활용하 다.

-연령은 응답한 연령을 연속변수로 활용했다.

-나머지 변수는 1과 0으로 이루어진 이산형 변수로 구성했다.

-성별 변수의 경우 남성은 1,여성은 2이고,경작유형의 경우 노지 1,시설 

0으로 구성하 으며,임차 여부는 임차가 있을 시 1로 구성하 다.

- 농조합법인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1,기업 력 경험이 있으면 1,인근

지역에 기업의 농업참여 사례를 인지하고 있으면 1로 변수를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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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측치 평균 표 편차 변수 형태

성별 363 0.9118 0.2839
1 남성

0 여성

학력 363 2.7245 0.8217

0 무학

1 졸

2 졸

3 고졸

4 졸

5 학원졸

나이 363 64.59 10.069 연속변수

경작유형 363 0.9090 0.2878
1 노지

0 시설

경작면 363 9077.07 11601.96 연속변수

임차 여부 363 0.7823 0.4132
1 임차

0 자가

법인소속 여부 363 0.8925 0.3100
1 소속

0 무소속

기업 력 경험 363 0.9090 0.2878
1 있음

0 없음

인근지역 기업 력 여부 363 0.0385 0.1928
1 있음

0 없음

찬반 여부 363 0.2011 0.4013
1 찬성

0 반

분석을 수행했다.

○ 분석 상 응답자는 363명이며 기업의 농업참여를 찬성하는 농가는 73명이

었고,반 하는 농가는 290명이다.

-학력은 고졸이 다수를 차자하고 있었으며,경작유형은 노지재배가 부

분으로 조사되었다.

표 4-18.변수의 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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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분석 결과

○ 분석결과 학력과 경작면 ,기업 력 경험 변수의 계수 값이 음의 값이 도

출되었고,나머지 계수는 양의 값이 도출되었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력이 높고 경작면 이 넓으며 그동안 기업과 력 사

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기업의 농업참여에 반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기업의 농업참여는 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부

분에 진입할 경우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반 의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 학력이 높을수록 기업의 다양한 사업분야에 한 정보수집 능력과 

해석  단능력이 뛰어나므로 기업의 농업참여가 생산자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과의 력 경험이 있는 농가는 개인 인 경험에 근거하여 기업의 농

업 진입이 생산,유통  매활동 등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 한다고 단할 수 있다.

○ 응답자  인근 지역에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와 노

지재배를 실시하는 농가는 기업의 농업참여를 찬성하고 있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응답자  기업의 농업참여를 직  경험한 응답자는 기업의 농업참

여를 반 하는 확률이 높지만 기업이 인근 지역에 진입한 사례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기업의 농업참여를 찬성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생산자는 기업의 농업참여에 어느 정도 기 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여 생산자와 공동사업을 경험한 생산자

는 기업의 농업참여가 기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4

변수 계수값 표 오차 z통계량 P-value

성별 0.4979 0.3932 1.27 0.205

나이 0.0252 0.0102 2.47 0.013

학력 -0.18710 0.1026 -1.82 0.068

경작유형 0.6639 0.3732 1.78 0.075

경작면 -0.00009 0.00009 -1.06 0.288

임차여부 0.1065 0.2156 0.49 0.621

법인소유여부 0.0613 0.3001 0.20 0.838

기업 력경험 -0.25081 0.3094 -0.81 0.418

인근지역 기업 참여 0.6440 0.3896 1.65 0.098

상수항 -2.9647 0.8662 -3.42 0.001

○ 경작유형은 시설재배의 경우 기업의 농업참여를 반 하고,노지경작을 하는 

농가일수록 기업의 농업참여를 찬성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근 동부팜의 토마토 유리온실 사업 참여에 한 

경계심과 시설재배 농가가 노지재배 농가에 비해 기 투자비용,운 비

용 등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의 농업참여로 인한 피해가 클 것

으로 상하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 다음으로 각 변수별 기업의 농업참여 찬성과 반 에 미치는 향을 확률로 

나타내기 하여 한계효과를 계측하 다.

-학력변수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반 할 확률이 4%로 나타났고,95%

신뢰수 을 만족하고 있다.

-경작면  변수의 경우 반 경향이 나타나나 확률이 하게 낮고,통계

 유의성이 떨어져 신뢰성 획득이 어려운 것으로 단된다.

표 4-19.Probit(로빗)모형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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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값 표 오차 z통계량 P-value

성별 0.1028 0.0621 1.65 0.098

나이 0.0064 0.0025 2.49 0.013

학력 -0.0477 0.0260 -1.83 0.067

경작유형 0.1274 0.0493 2.58 0.010

경작면 -0.00002 0.0000 -1.07 0.286

임차여부 0.0264 0.0418 0.51 0.611

법인소유여부 0.0153 0.0731 0.21 0.834

기업 력경험 -0.0701 0.0935 -0.75 0.453

인근지역 기업 참여 0.2062 0.1452 1.42 0.156

표 4-20.Probit(로빗)모형 추정결과의 한계효과 계측

○ 기업의 농업참여 특성 악을 한 변수  성별,나이,학력,경작유형 변수

가 95% 신뢰수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변수는 남자일수록 찬성할 확률이 10.28%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나이 변수는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할 확률이 0.64%인 것으로 도출되어 

큰 비 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작유형 변수의 경우 노지에서 경작하는 농가일수록 찬성할 확률은 

12.74%로 나타났다.

○ 그 외에 경작면 ,임차 여부,법인소속 여부,기업 력 경험,인근지역 기업 

참여 여부 인지와 련된 변수는 계수 값의 크기도 작고 95%신뢰수 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아직까지 기업의 농업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가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기업의 농업참여 찬반 

성향에 뚜렷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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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사

○ 기업의 농업 참여에 한 생산자 조사  특성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가는 

기업의 농업참여를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 까지 농 과 농업법인 등이 생산자의 산지 매활동을 행하여 왔지

만 이들의 매활동이 농가소득 향상과 효과 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농업참여를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다.

○ 즉 생산자들은 우리 농업이 가진 경쟁력 취약분야인 유통  매,6차산업

화와의 연계발  등에 해서는 일정부분 기업의 경쟁우  요소를 인지하

고 기업의 농업참여를 희망하는 부분도 있다.

3.1. 경쟁우  분야에  역할분담 체계 구축

□ 재의 농업여건을 개선하고 장기 인 농식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

는 각 농업주체들이 각자의 경 성과와 경쟁우  요소를 객 으로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 농산물 유통환경은 과거와 같이 특정 산지유통주체가 생산에서 유통, 매,

마 까지 완벽하게 일 으로 수행하거나 공 사슬(SupplyChain) 반

에 걸쳐 지속가능한 경쟁우 를 보유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일부 생산자는 기업의 자본력,

로개척 능력 등에서 정  역할을 할 것을 기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자  산지유통조직은 매출액 향상 주의 단기  성과가 

아니라 지속 인 성장체계를 확보하기 하여 개인  해당 조직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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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을 분석하여 상 으로 부족한 역량에 해서는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략  근이 필요하다.

□ 농업분야 험 리(riskmanagement)방안으로 기업의 역할 기

○ 농업부문이 직면하는 험은 기업과 거래 계에서 발생하는 기 수익 손실

이 아니라 기상 등의 변화로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험,자 련 재무  

험,인  험 등 기존 공공부문에 해결해주지 못한 시장 리스크가 많다.

-농업분야 험 리를 해서는 개별 생산자 단체의 독자  노력보다는 

자 지원,보험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시스템을 정 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 그 동안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을 비롯하여 농업을 장에서 지원해주는  공

익  성격을 지닌 경제주체는 경 마인드가 부족한 조직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경쟁력 제고를 해서는 해당 조직이 스스로 산업 경계를 뛰어넘는 학

습과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 이라고 여겨진다.

○ 다만 농업분야에는 민간경 기법만으로 해결불가능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농업이 가진 산업 ,지역  특성은 유지하되 산지조직의 경 성과 창출을 

한 략  도구로 민간 경 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 를 들어 유통  매 역량이 부족한 생산자  생산자 단체는 오히려 생

산 역에 집 하여 핵심역량을 더 끌어올리고,생산역량이 열 인 생산자

는 농지도  기술도입 등을 통해 약 (Weakness)을 보완하는 등 략  

선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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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농업과 기업 간 생산·유통 역할 도식도

3.2. 생산자· 업간 상생   이 공  구조 립

□ 농업에서 창출한 수익을 기업이 독식하지 않으면서 생산자와 상생 력  

이윤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 지 까지 농산물 거래구조에서 기업의 힘의 논리에 의한 피해를 경험한 생

산자  산지유통조직은 기업의 농업참여에 부정 인 입장을 취했다.

-산지유통조직은 출하처 확보  안정  로를 개척하기 하여 기업과 

지속 으로 거래를 희망하지만 수익구조에서 기업에 속되는 것을 우

려하고 있다.

○ 기업의 농업참여는 농가소득 증   상생 력 사업 등이 확산되어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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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업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 할 수 있는 로그램이 개발  확

산되어야 한다. 를 들어 ‘SK-오창농 ’과 같은 상생 력 모델과 이익공유 

모델이 확산될 필요 있다.

□ 농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상생 력과 이익공유 등을 제로 ‘사회  

기업’모델 도입 시 인센티 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과 이를 반하 을 

때 강력한 페 티를  수 있어야 한다.

○ 기업이 농업분야 사회  기업을 통하여 상생 력 체계 구축  이익공유 시

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이는 극 으로 장려

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기업의 농업참여가 사회  기업 형태로 진입하여 생산자,산지유통

조직,지역사회 등의 상생 력을 반하여 피해를 입힐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패 티 제도가 필요하다.

3.3. 상생   ‘ 업참여가이드라인’ 시

□ 정부를 포함한 농업계에서는 식품산업의 선진화, 로벌화에 기업이 선도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의 농식품산업 내 지배력

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정책  딜 마 상황이 존

재한다.

○ 동반성장 원회에서도 일부 1차 농산물 가공사업과 음식업 등에서의 기업 

확장 규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농업참여에 한 법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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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업의 농업참여를 제한할 경우 장기  농업경쟁력 하를 야기할 

수 있고 반 로 기업의 무분별한 농업분야 참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실

패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농업참여에 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간 모니터링 상시화,사후 피드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기업의 농업참여가 농업의 경쟁력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해당 지역

사회의 발 을 진하기 해서는 기업의 농업분야 참여 가이드라인이 필

요하다.

○ 재 농업분야에 참여하는 기업 한 규제  장려 정책은 일정한 기 이 

없고 기존 농업생산자 단체에 한 규정을 용하여 유권해석에 머무르고 

있는 수 이다.

○ 기업의 농업참여가 법 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여론

에 의한 장벽으로 사업참여  확장이 어려운 사례가 존재하므로 농업에 신

규 참여하는 기업에 해서는 상생 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신설이 필요하다.

3.4. 지역경  에 공헌

□ 농업분야 기업참여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설문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농업참여를 찬성하는 생산자는 기업이 농업분야

에 진입하면 로확보에 기여하고,농공상 연  등의 방식으로 6차산업화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해서는 농업분야도 일정 수  이상의 자본구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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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 필요하므로 기업의 건 한 자본참여를 비롯하여,제조기술 이 , 매

망 공유 등도 요구된다.

○ 농업분야의 경쟁력 향상은 지역경제와 한 련이 있기 때문에 재까

지 상생 력이 산지와 소비지 경제주체 간 2차원  형태라고 한다면,향후 

기업과 결합된 농업은 다차원 인 새로운 상생 력 모델로 진화하면서 확

장할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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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본의 기업의 농업참여 실태와 특징

1.기업의 농업경  배경

1.1. 업  농업진입 경

○ 가족경 만으로는 농지이용이나 지역농업 유지가 곤란한 지역에서 지자체

는 기업과 지역농가와의 연 에 의한 지역 활성화를 목 으로 일반기업이

나 비 리법인의 농업진입을 장려하고 있다.

○ 기업 스스로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근거하여 농업에 진입하는 사례도 늘

어나고 있다.지방 토건업자와 식품제조업체 등이 농업진입에 극 이다.

-토건업자는 공공사업 축소에 응하여 형기계와 고용노동력을 활용하

는 것이 목 이다.

-식품제조업자는 채소나 과일 등 원료농산물을 안정 으로 확보하는 것

에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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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 업  농업경  태

○ 기업의 농업경 은 몇 가지 형태가 있다.우선 농기계를 가지고 ‘농작업수

탁사업’에 참여하거나,시설원 나 양계·양돈 등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시

설형 농업’을 행하는 경우는 진입제약이 없다.

○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하면 농지소유 는 임차경 이 허용된다.즉 회사법

에 의한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과 같은 회사법인이나 농 법에 의

한 농사조합법인은 농업생산법인으로서 농지법 특례를 용하여 농지소유

가 허용된다.

○ 농업생산법인 이외의 일반법인이 농업경 을 하는 경우 최근 농지임차 경

을 완 허용하고 기업의 농업경 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 경우는 

정책사업의 상에서 제외된다.

2.기업의 농업진입 제도

2.1. 구조개 특구 도(2003 )

○ 최 의 진입허용은 ‘구조개 특구제도’에 의해 극히 한정된 지역에서 ‘농지

임차방식’으로 기업이 농업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 다.

○ 농업생산법인은 ‘농업내부’로 간주되어 각종 정책자 이나 보조사업의 

상이 되지만 일반기업은 정책사업의 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감수하고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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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 법인임 도(2005 )

○ 구조개 특구에서 기업에 의한 지역농업 진흥효과가 인정되고 기업의 진입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농업경 기반강화 진법’을 개정하여 임차방식에 

의한 농업진입을 국 으로 확 하는 ‘특정법인임 제도’가 도입되었다.

○ 시정 이 지정한 ‘유휴농지 는 유휴화가 상되는 지역’에서 시정 의 

개로 농지를 알선 받아 경 하는 취지의 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진입

을 허용하 다.기존 농가와의 경합을 피하기 하여 한정된 지역에서만 경

이 허용되었다.

2.3. 임차경  허용(2009 )

○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 확 를 도모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의 임차경 을 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향후 쟁 은 기업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느냐 임차경 을 고수하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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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일본의 기업의 농업진입제도

연도 진입제도 비고

2003

2005

2009

구조개 특구제도

특정법인임 제도

임차경 의 완 허용

○ 임차경 의 부분 허용

-특구지역 내 임차경 허용

○ 임차경 의 국 확

-유휴농지 등에 한정한 부분 허용

○ 임차경 의 완 허용

-농지 소유와 이용의 분리

-해제조건부 일반기업 등의 진입허용

2.4. 업진입 허용  특징

2.4.1.농지법 개정의 쟁  

○ 기업의 임차경  완 허용에도 몇 가지 요건이 붙어있다.농지소유의 허용

이 아니라 ‘임차경 ’에 한정하되,‘해제조건부 계약’,‘임원 1인 이상 경작

에 종사’,‘지역사회와 조화‧유지’,‘농지이용에 한 농업 원회의 감시 강

화’등을 요건으로 하여 허용하 다.

○ 일본은 이상에서와 같이 기업의 농업참여 성과와 문제를 장에서 검증해

가면서 단계 인 농업진입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측은 지속 으로 용규제 강화를 제로 한 농지소유 허용을 요구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측은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 기업이 농업에서 철수하는 경우

의 처리문제,농지의 원상회복문제 등의 곤란성을 들어 임차경 을 고집

하고 있다.4

4 행은 임차경 이기 때문에 소유경 과는 달리 농지를 부 하게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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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임차경  허용의 의의

○ 기업의 진입허용과 함께 지역농 도 농업경 의 길이 열렸다.농 은 그동

안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하여 조합원의 농기계구입부담을 경감하거나 자

회사를 설립하여 농업경 (JA출자농업생산법인제도)을 해왔다.

-제도 개정에 의해 지역농 도 총회 결의 등의 과정을 거쳐 농지임차에 

의한 농업경 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법 개정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2013년 6월 재 1,261개 기업이 임차방식으

로 참여하고 있다.식품제조업·외식업 등 다양한 주체가 진입하여 활발한 

농업경 을 하고 있다.

-진입하는 목 은 신선 농산물 생산에서 식품가공업체의 가공용 원료 확

보,외식업체의 원료조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3.기업의 농업참여 사례5

3.1. 지마농업생산법인 

○ 이 법인은 가고시마 (鹿児島県)카야시(鹿屋 )소재하고 있다.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세한 소주 제조업체가 원료의 안정 인 조달을 목 으로 농

업법인을 설립하여 인근의 고구마 생산농가와 계약거래를 하고 있다.

○ 지역의 세 소주 제조업체와 다수의 고구마 생산농가 간의 랜차이즈 방

계약을 해지하거나 농지를 상으로 한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5지역사례는 김태곤(2010.1.)을 재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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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상생형’이다.

○ 농업법인은 유휴농지 등을 활용하여 고구마생산(29ha)을 하면서,인근 고구

마작목반(4개 작목반 56호,200ha)과 계약거래를 통하여 자재공 ,기술지

도를 거쳐,주정원료를 확보한다.

○ 농업법인은 고구마 육묘사업, 농자재 공 ,태풍 등 재해 시 손실보  등

을 통하여 농가의 생산안정과 경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농업 유지에 기여

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림 5-1.코지카농업생산법인의 경 개념도

(주)코지카주조
(2007)

유한회사

코지카농업생산조합

주주총회

임원회

육성과

(직 농장)

육묘과

(육묘센터)

(유)가미가와양조

(합) 가이상점

(유) 나가무라운송

고구마작목반

대표자회의

(1995)

고
구
마
생
산
그
룹

고
구
마
생
산
그
룹

고
구
마
생
산
그
룹

고
구
마
생
산
그
룹

총무과(사무소)

계약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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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토미사토

○ 세 팜 토미사토는 치바 (千葉県)토미사토시(富里 )에 소재한다. 형 

유통업체의 농업참여 사례이며,생산물은 자사 매망에서 완  처리하고 

있다.

○ 세 &아이 그룹(편의  세 일 ,종합슈퍼 이 요카도,외식업 패 리

스토랑 등 보유)이 출자하여 ‘농업법인 세 팜 토미사토’를 설립,본사 계

열 매장에서 매하는 방식이다.

○ 세 팜 토미사토는 직 농장에서 채소를 생산하면서(2ha)인근 농가(8호)와 

계약거래를 통하여 원료 농산물을 확보한다.

○ 자사 슈퍼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 기를 재활용하는 퇴비공장을 설립,

생산한 퇴비는 농가 등에게 공 하는 순환형 모델이다.

그림 5-2.농업법인 세 팜 토미사토의 경 개념도

식품재활용공장

(야치마타시)

퇴비
퇴비 음식물

쓰레기

무,당근,
블록콜리

등 판매

채소납품

채소출하

직 농장 2ha
채소재배

농업법인
세븐팜토미사토
(토미사토시)

계약농가
(8호)

출자

이토 요카도

(마츠도시 3점)세븐&아이

(편의점)

(종합슈퍼)
(외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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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타미 

○ 와타미 팜은 토교  치바  산부정(山武町)에 소재한다.선술집 국체인 

‘와타미푸드서비스’의 농업참여 사례이며,직 농장을 운 하면서 인근농

가와의 계약거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토지이용형 농업의 직 농장 규모는 국 최 이다.(주)와타미팜(와타미 

100% 출자)과 농업생산법인 (유)와타미팜(와타미 10% 출자,나머지는 농

가)등 2개 법인 체제로 운 하고 있다.

○ 채소를 심으로 유기재배하고,생산물은 량 매입하여 와타미 체인  

80%,외부 매 20%로 처리한다.

○ 소비자의 심이 높은 안 ·안심을 시하고,생산면에서 리스크 발생해도 

가공·유통으로 흡수하는 등 리스크 리면을 시하고 있다.

그림 5-3.와타미팜의 경 개념도

매입

공급

계약농가
(120호)

출자

와타미 체인 외판

(직 농장)
90ha,중 유기 33ha

채소 생산
우유,계란 생산

아이스크림,치즈 가공

(주)와타미 팜
(도쿄)

농업법인(유)와타미 팜

（치바현 산부정）

기술지도

무,순무,양상추,당근,

계란,치즈,아이스크림 등

80% 20%

와타미푸드서비스
（도쿄）

선술집‘와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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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슈퍼마  니시야마

○ 슈머마킷 니시야마는 교토부(京都府)후쿠치야마시(福知山 )에 소재한다.

슈퍼마켓이 주도하면서 련 문가 집단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순환형 

경 모델이다.

○ 력 계를 보면,농업생산(농업생산법인 다 야마),자재조달(아다치),퇴

비공 (니시야마 리사이클센터), 매(슈퍼마켓 니시야마)등이 공 체인을 

구축하여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지향하면

서,특히 음식쓰 기를 퇴비화하는 등 자원의 재활용에 심이 높다.

그림 5-4.슈퍼마켓 니시야마의 경 개념도

슈퍼마켓 니시야마
(대표 니시야마)

교토부 후쿠치야마시
점포 5개

무농약,토양개량
자연농법

유기 채소·쌀

퇴비

음식물

쓰레기

(물류·판매는 니시야마가 담당)

(출자)

혐기성 발효

퇴비·부엽토 브랜드화

니시야마 리사이클 센터
(니시야마)

자재조달
(아다치)

(매출고려 품종·식부면적 결정)

유기농업법인
(다케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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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카고

○ 카고메는 후쿠시마 (福島県)이와키시,와카야마 (和歌山県)와카야마시 

등에 소재한다. 규모 채소 가공업체의 농업생산 참여모델이며,직 방식,

자회사방식,계약거래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 하고 있다.

○ 카고메는 토마토 가공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세계 수 의 토마토 육종기

술과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직  생산(가공용,신선용)을 하고, 국 규모 생산자와 계약거래를 하면

서,생산물은 량 자사에서 가공 매하거나 자사 랜드로 신선 매하고 

있다.

○ 계약 생산자  하나인 (주)세라채원(히로시마  세라정 소재)은 유리온실 

18ha에서 토마토를 생산, 량 카고메로 출하하고 있다.

그림 5-5.카고메의 경 개념도

하우스설계 컨설팅
종묘 제공
재배방법 순회지도

연중 고정가격
전량 매입

토마토공급

계약
농업생산법인

(40호)

직

전국

(3,500점포)

통신

판매

10%
출자

하우스 10ha,3000톤

하우스 20ha,6000톤

(주)카다채원(加太菜園)
（와카야마시,2010） 출자

(70%)

신선토마토사업부
（福島県 이와키시,1998)

카고메
（愛知県 나고야시）
(토마토 가공업)

채소쥬스
조미료

(토마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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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업체

절임업자

소매업자

외식체인

출하

협력

출하

상표·기술 제공

토양분석
비료조달
퇴비 품질관리
시험재배 협력 등

[가맹농가]

150호

240ha

[본 부]
(유)이바라기 배추생산조합

(이바라기현 고가시)

‘서리내린배추’ 상표등록

3.6. 이 라  추생산조합

○ 이바라기 배추생산조합은 이바라기 (茨城県)고가시( 河 )에 소재한다.

농가가 설립한 배추생산조합 주도의 랜차이즈방식이다.

○ (유)이바라기 배추생산조합(본부)이 상표 제공,기술 지도,자재 공  등을 

행하고,가맹농가(150호 240ha)는 이에 한 가를 지불하고 계약생산을 

하고, 매는 량 본부가 처리한다.

○ 본부의 임원 3명,종업원 6명이 순회하면서 생산지도,품질 리,출하분담 

등 담당한다.

○ 과잉 시에는 생산조정(산지폐기,폐기보상)을 실시하고,부족 시에는 시장에

서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물량의 안정 인 확보와 경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5-6.이바라기 배추생산조합의 경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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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업의 농업참여 특징

○ 일본은 2003년이후 2009년까지 기업의 농업진입을 단계 으로 허용하고 있

다. 기에는 구조개 특구라는 극히 한정된 지역에서 임 차경 에 한정

하여 허용한 후,성과를 평가하면서 유휴농지에 한정하여 국으로 확 하

고,2009년 농지법을 개정하여 임차경 의 국  확 를 도모하 다.

○ 기업의 농업참여는 건설업,외식업,슈퍼마켓 등 다양한 기업이 진입하는 양

상이다.유통업체,외식업체,슈퍼마켓 등 식품 련 기업과 같이 유리한 

매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진입하는 패턴이 있다.

○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맥주회사,철강회사,토건업 등의 분야에서 본업에

서 축 한 기술과 노하우를 농업에 활용하기 해 진입하는 패턴이 있다.

의류소매업 ‘패스트 리테일링’(철수),건설업 ‘쿠비키’등이 표 인 사례

이다.

○ 최근 규제완화로 경 력,기술력 등을 갖춘 다양한 기업이 지역 생산자·농

 등과 연 하여 농업경 에 참가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가 확

되고 있다.도쿄 생 ,스미토모(住友)화학,JR동일본 등의 경 사례가 있

으며, 랜차이즈(FC)방식도 확산되고 있다.

○ 체로 지역에 뿌리를 내린 소기업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기업경 의 

성과는 기 투자 과다로 부분의 기업이 자경 이다.안정 인 원료확

보나 지역공헌 등의 에서 상생을 시하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 시설의 경우 기투자 과다로 투자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토지이용형 농업에서 기업은 제품생산이나 매면은 유리하

나 단지화된 농지확보가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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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품목은 시설채소 심에서 과수· ·노지채소 등으로 확 되는 경향

이 있다.

○ 유형은 국을 상으로 하는 ‘국형’과 특정 지역을 상으로 연 하는 

‘지역형’으로 구분되며,양자 모두 지역농가들과 연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상생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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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업과 농가의 상생방안

1.기업의 농업참여 제조건

○ 기업의 농업참여는 기업과 농업부문에 요한 의의가 있다.우선 기업은 농

업부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최근 식품산업이 빠르

게 성장함에 따라 지역의 소 식품제조업,외식업,소매업 등의 비즈니스 

역이 확 되고 있다.

○ 한 농업무분도 이러한 여건변화에 응하여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지역 랜드화,그리고 지역에서 소비확  등을 해

서는 지역의 소기업 등과의 연 가 필요하다.이를 통해 지역농업이 진흥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 단지 기업의 농업참여가 기업의 이익을 가져오더라도 지역의 세농가와 

경합을 한다든가 기존 농가와 갈등 계를 유발하는 것은 회피해야 한다.즉 

지역농업과 기업의 상생한다는 구도에서 지역농가와 기업간의 토지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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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제공,지역의 수리시설이나 공  시설의 활용,마  노하우나 자본의 

공유 등의 방법으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구체 으로는 기업입장에서 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윤을 창출하면

서 지역사회에 한 공헌을 포함하여 다원  기능을 발휘하는가,고령화하

는 농 지역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농업의 지속 인 발 에 기여하

는가 등의 에서 상생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유휴농지가 발생하고 소득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서 기업 단독으로 농업경 에 참여하여 지역의 농지자원을 활용하거나 기

업과 지역의 농가가 연 하는 방식의 경 방식을 통하여 지역농업 활성화

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단지 기업의 농업참여에는 몇 가지 제조건이 필요하다.기업의 농업경

은 기존의 세한 농가와 경합하지 않는 부문이나 지역에서 농지투기 방지 

등을 제로 단계 인 규제완화를 통하여 농업진입을 확 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

○ 기업이 지역농업과 상생하는 경 방식은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① 기업과 특정지역의 농가와 연 하는 방식이 있다.바람직한 형태는 경

은 기업이 담당하고,토지와 노동력 제공은 지역의 농가가 담당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연 방식)

② 기업과 지역농가와의 계약거래방식이 있다.일정한 지역을 단 로 하여 

기업과 다수의 농가가 계약거래를 하되,농가는 생산에 특화하고 기업

은 제품가공이나 매를 담당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랜차이즈방식)

③ 기업이 기존의 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에 출자하여 경 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다.(경 참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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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업이 독자 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방식이 있다.

행 제도로는 기업이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용이하다.때문에 

이를 활용하거나 일반기업의 자격으로 농업에 진입하여 직  경 하는 

방식 등이 있다.(직 방식)

○ 단지 참여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내린 소 식품제조업이나 식품유통업,외

식업,소매업 등이 바람직하다.이들이 가진 제조기술이나 마 능력을 농

업 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지역농업

을 진흥하는 동시에 다원  기능을 확산할 수 있다.

그림 6-1.기업의 농업참여 제조건

자료：김태곤(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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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생방안

2.1. 다양한 즈니스모델 개    

⑴ 비즈니스 역의 확

○ 종래의 농업은 농업생산에 집 하는 경향이 있었다.규모화나 단작화를 통

하여 생산비 감이나 품질 향상에 심이 높았다.그러나 최근 식품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가공식품의 개발과 매,기능성을 살린 약재나 천연섬유 등 

특산품 개발,신재생에 지 생산 등으로 비즈니스 역이 확 되고 있다.

○ 원자재 생산에서 농식품의 가공·유통·매 등으로 새로운 경 역을 확 하

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이다.즉 1차산업에 머물기 보다는 ‘6

차산업화’를 통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 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 을 로 들면 행 인 ‘주식용 생산’에서,① 친환경 생산이나 다수확 품

종 도입에 의한 사료용  생산 등 ‘생산의 질  환’,②  ‘생산’이라는 

의의 농업에서  가루·  국수·  과자·  떡 등 ‘  가공’(2차산업)으로

의 확 ,그리고 ③ 생산물·가공품을 산지 직 장,택배, 자상거래 등으로 

직  매하는 ‘  매’(3차산업)등으로 비즈니스 역을 확 하면 지역

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6

⑵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비즈니스 역을 확 하거나 6차산업화 등은 세한 농가들이 조직화한 농

6박성재 등(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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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그룹 단독으로 할 수 있고,지역의 소기업과 다수의 농가가 연 하는

‘농공상연 ’‘기업과 농가의 계약거래’등 새로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제3장과 제5장의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몇 가지 모델을 찾을 수 있다.한

국의 사례에서는 아직까지 소기업의 참여는 흔하지 않으나 지자체나 지

역농 의 알선으로 기업이 참여하는 사례는 다수 있다.

① 농가·지역농 ·기업의 연 모델 

-기업의 농업경 이라기 보다는 지역을 단 로 한 농가와 기업 간의 직거

래 방식

-지역농 의 개입으로 생산을 지도,기업의 산과 물류를 활용하여 력

계 구축

-지역농업의 진흥

② 기업과 생산자의 연 모델

-기업과 생산자가 공동으로 농업회사업인 설립

-기업의 생산 리로 품질향상, 매망 확립으로 로 확

-지역의 부가가치 향상  

③ 지자체와 기업의 력모델

-지역단 에서 지자체의 기업 유치사례

-기업의 유통기능을 활용,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유통 등으로 지

역 식(학교,단체 등)제공

-지역순환체제 구축

○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역의 소기업이 참여하여 지역을 단 로 생산자와 

연 하는 사례가 심이며 기업의 경우 국을 상으로 하는 사례도 있

다. 체로 생산,가공, 매부문을 통합하여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효과를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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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조기업과 지역의 연 모델

-지역단 에서 일반기업이 가공용 원료를 확보하기 하여 농업생산에 

참여

-원료의 부족분은 지역 생산자와 연 하여 확보

-원료의 안정 인 확보와 지역농업의 진흥 등의 효과

⑤ 외식업과 생산자의 연 모델

-외식업이 원료 확보를 하여 직 농장에서 생산·가공· 매

-인근 농가와 계약거래(생산기술 지도,생산물 량매입)로 원료 확보

-원료의 안정 인 확보와 농가의 소득 향상

⑥ 소매업과 지역의 연 모델

-지역의 슈퍼마킷이 주도하여,지역의 자재업자·생산자·재활용센터 등의 

연 체제 구축

-자재업자의 자재공 ,생산자의 친환경 생산,슈퍼마켓의 물류  매,

재활용센터의 음식물쓰 기 퇴비화 등으로 분업

-지역순환경제 체제 구축

⑦ 농업생산법인과 농가와의 계약거래모델

-농업생산법인이 본부,인근 농가가 가맹 이 되어 계약생산체제 구축

-본부는 가맹농가에 생산기술 지도,토양분석,자재공 ,생산물은 자사

랜드로 매입,소매업자에 매

-지역농업 진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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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사회 공헌  명시

⑴ 기업의 공헌

○ 기업은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지만 환경보 이나 지역공헌 등 사회  책

임(CSR)도 강조되고 있다.우선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회 하는 것이 기본

인 역할이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해 극 으로 고려해야 한다.

○ 참여기업은 지역농가와의 갈등을 회피하고 농도·수리시설 이용  리 등 

지역농업과의 력 계를 유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취지의 약을 

지자체 등과 체결하여 ‘지역사회공헌’의 의사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

다.이를 제로 기업의 농업활동에 한 규제완화나 지역의 다양한 력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⑵ 공헌방법

○ 지역자원(농도,수리시설 등)의 유지 리

○ 지역의 유휴자원(토지,노동력,시설 등)활용

○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나 농후계자 육성

○ 농업의 다원  기능 발휘 등

2.3. 농지임 차 규  

⑴ 규제 완화 

○ 기업의 농업참여와 련하여 농지에 한 투기방지나 기업의 기투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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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경감을 해서는 농지를 소유하여 경 하기 보다는 임 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토지이용형 농업에서는 임 차 규제를 완화하여 규

모화를 지원하는 것이 기업경 에 필요하다.

○ 행 농지법의 임 차 지 조항에 해서는 농어 공사의 ‘농지은행사업’

에 의한 부분 인 허용 외에,‘해제조건부’ 는 ‘지역한정’의 임 차를 허

용하여 기업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농지유동화를 진하는 방향으로 농지제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⑵ 리스크 리

○ 이 경우 농지임 차 규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농지를 임차

한 기업이 도에서 철수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련 리스크를 회피하기 

한 장치를 강구해 두어야 한다.

○ 리스크 리 조치

-계약만료 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농지의 원상회복

- 도 계약해지 시의 약  지불과 농지원의 회복

-임   임 료 체불 등에 해 해결책 등

2.4. 지원 책 강구

⑴ 지원 주체

○ 기업의 농업참여를 둘러싸고는 최근 지자체가 보다 극 인 입장이다.지

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에서 기업이 농업부문에 참여하여 농업진흥과 지

역사회 활성화 등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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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참여를 진하기 해서는 국가는 지원과 지역공헌과 연계한 진입규

제 정비,다양한 경 모델 제시 등이 필요하다.지자체는 지역농업과 연계

하여 지역실정에 합한 경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의 소기업이나 외부의 

기업과 연 · 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⑵ 지자체의 지원방법

○ 토지 확보,진입도로 등 인 라 정비

○ 농지임 차 알선

○ 노동인력 제공

○ 유휴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 

○ 지역 효과가 큰 다양한 모델 개발

○ 지자체와 참여기업과 ‘약체결’로 장기 인 신뢰확보

2.5. 업참여 가이드라인 시

⑴ 상생·연 의 추진

○ 지역에서 기업과 농가가 상생하는 방안은 기업진입에 한 규제완화(농지

제도 개선),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명시,지역자원의 활용과 리의 조,

농지 알선,계약해지에 따른 수사항 이행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설

정할 필요가 있다.

○ 참여 사례별로 역 는 기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참여기업

과 생산자,지역농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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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가이드라인 규정사항

○ 기업의 명확한 지역공헌 의사 

○ 기업의 지역자원 활용과 리

○ 비즈니스 모델과 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 지자체,지역농  는 농어 공사 등의 농지 알선

○ 지자체의 지원조치

○ 계약 해지 시의 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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