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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업 발전에 좋은 농자재의 공급이 필수 요소이다. 좋은 농자재는 농자재

기업들이 생산한다. 농업의 전방에서 관련된 원자재와 기술을 구입, 개발해

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자재를 생산, 공급한다. 농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이

러한 농자재와 산업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동안 농업 성장과 함께 나름

대로 성장을 해왔지만 전반적인 농업 성장 정체와 농가소득 감소, 농업취업

자수의 감소와 함께 외국 농자재의 대규모 유입은 국내 농자재산업의 발전

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국내 

농자재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동시에 좋은 농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 1차년도에서는 농자재산업과 농업과의 연관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

하였고, 관련 연관 효과를 살펴보았다. 무기질 비료(화학비료)와 작물보호제

(농약)를 둘러싼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금번 2차년도에서는 농기계와 종자, 산림용 육묘산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

점을 분석, 정리하고 있다. 농기계산업에 대한 분석은 마이클 포터의 이론을 

중심으로 5개 경쟁요소를 분석하여 발전방안 강구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신규 진입과 대체재, 부품산업, 수요자와 해당 농기계 기업에 대한 현

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종자산업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여 국내 

종자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제시하

였다.

산림산업 연구에서는 산림사업용 종자, 양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하고, 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자, 양묘산업의 발전전략을 도출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농자재산업의 발전이 모아져서 결국은 보다 튼튼한 농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 협조해 주신 관련 기업과 기관, 농민들에 

감사드리며, 이 연구결과가 관련 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

2013.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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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농기계, 농약, 비료, 종자(묘) 등 농림업자재산업은 농림업을 지원하는 후

방산업이며, 필수 기간산업으로서 농림업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을 제공하는 

기초적이면서 실천적인 요소생산 분야이다. 농림업은 농자재산업의 지원을 

받아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하고 저렴한 농자재의 공급을 당연시하

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여 정책적인 관심을 받아오지 못하였다. 이 연구

는 3년차 과제로 추진 중인 일반연구과제로서 매년 중요한 농자재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 이용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진행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농기계산업, 종자산업, 양묘산업의 현황과 문제

점을 파악하고 분야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제1세부 농기계산업의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기본분석 틀로 마이클 포터 

경쟁론을 적용하였다. 마이클 포터의 모형에서 5가지 경쟁구조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농기계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농기계 수요자인 

농민, 농기계부품회사, 농기계 생산업체로 나누어 각각 실태조사를 실시하

였다.

제2세부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에서는 문헌조사, 국내 현장조

사와 해외 출장조사, 종자회사 대상 설문조사, 농업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

어졌다.

제3세부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묘산업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양묘협

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국유림관리사무

소 등 관련 기관, 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외부 전문가 원

고 위탁을 통해 외국의 산림사업 사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시사점

<제1 세부과제>

농기계산업에 마이클포터의 이론을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환경 요소에 산업 우호적인 요인으로 ① 세계 농기계 시장의 지속

적인 성장, ② 국내 농기계수출 확대 추세, ③ 국내 농기계기업의 상대적인 

소규모성, ④ 정부의 지속적 정책자금 지원, ⑤ 단순하고 투명한 농기계유통

체계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농기계산업의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반

면 비우호적 요소로는 ① 세계 대기업의 진입장벽 강화, ② 국내 내수시장 

성장의 한계, ③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수준, ④ 경영 지표의 불안정, ⑤ 농

업성장 정체와 소득의 감소, ⑥ 농협의 수요자 독점 현상, ⑦ 들녘별 경영체

의 강력한 육성을 꼽을 수 있다.

다음, 기업 간 경쟁 관련 요소에서 경쟁강화 요인으로는 ① 농기계 중심의 

기업 생산구조, ② 내수 중심의 매출, ③ 기종 간의 비차별적 상황 등이 도출

되었다. 반대로 경쟁완화 요소로는 ① 해외수출 확대, ② 최고경영자 의지로 

나타났다.

셋째, 수요자의 위협 요소 중 위협강화 요소로 제기된 것은 ① 농민의 농

기계 정보 수집 활동 강화, ② 소수 대규격으로의 농기계 수요 변화, ③ 장기 

농기계 사용, ④ 낮은 농기계 만족도, ⑤ 외국산 선호도 증가 추세, ⑥ 가격

과 품질중시 구매행태 변화이다. 위협완화 요소에는 ① 수요자인 농민들이 

농기계를 강한 필수재로의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② 외국산 구입 시 거래비

용 증가, ③ 농기계 중고의 신품교체 구매 증가 추세를 들 수 있다.

넷째, 부품업체 위협과 관련해서 위협강화 요소로 ① 농기계 부품 비중이 

상대적 적은 현상, ② 업체조사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과 장비로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 ③ 신규 진입의 비용이성, ④

비농기계 부품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있다. 반면, 위협완화 요소로는 ① 모

기업의 낮은 부품 외주 의존도, ② 다수의 잠재기업 존재, ③ 부품 간 차별화 

미흡, ④ 농기계업체와 부품업체 간의 갑을관계 문제, ⑤ 부품업체 경영의 

불안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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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신규 진입자를 위협하는 요소로 위협강화 요인으로 ① 잠재 외국 

기업의 위협 증가, ② 생산 농기계의 무차별성, ③ 외국산 선호도 증가 현상

을 들 수 있다. 한편, 위협완화 요소에는 ① 장기, 거대 자금의 투자 필요, ②

정부의 농기계 관련 정책이 있다.

전체적인 농기계산업의 발전방안은 공통적이지만 농기계 개별기업 간에는 

경쟁관계가 있어서 동일한 전략일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산업에 공통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 즉 농기계 기업들에 모두 해당하는 일반적인 발전방안만

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외시장의 확대와 국내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력 농

기계와 방제기, 건조기 등의 그 외 농기계 생산업체들은 국내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경영의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방어해야 한다. 국내시장을 잃고는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둘째, 수요자인 농민의 니즈를 충족하고 차별성 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업체들은 농기계 품질과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가격인상은 신중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개발의 집중화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연구개발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끝으로 전방 농기계부품기업과의 공생 정

책을 통해 동반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기초기술개발은 

부품업체에서 이루어질 여지가 많아졌으며, 동시에 우량 부품업체들의 이탈

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2 세부과제>

국내 종자산업 전체의 시장 규모를 추정해 보면, 2010년도 식량종자의 시

장 규모는 754억 원, 채소종자 2,368억 원, 과수종자 1,166억 원, 화훼종자 

2,592억 원으로 총 시장 규모는 6,8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버섯종자

의 시장 규모 400억 원, 특용작물 종자 1,398억 원, 사료 및 녹비작물 종자 

435억 원을 추가하면, 2010년도 국내 식물종자산업 전체 시장 규모는 9,113

억 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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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종자 보급의 방향에 대해서는 보급은 농업인들의 약 70%는 국가가 담

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내고, 종자회사는 식량종자 보급을 전체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에 가장 많은 다수가 선호했다. 종자회사들 간에 연합체를 구

성하여 생산품목의 전문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종자회사의 약 80%, 농

업인의 약 50%가 찬성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품종육성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은 소비자 보호 및 식품안전 차원에서 일반 교

배종 개발을 육성하는 것에 가장 많은 지지(48.2%)를 보낸 반면에 종자회사

는 품종육성정책의 방향을 정하지 말고 육종 관련 R&D 지원만 확대하는 방

안(61.9%)을 가장 선호했다.

종자산업의 발전정책으로는 정책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GM 종자보다는 교

배종의 품종개발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 등 배타적 지식재산권이 설정될 수 없는 유전자원에 

대해 권리화를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종자산업정책은 종자산업의 구조에 상응하는 형태로 차별적으로 추진되도

록 한다. 즉, 아직 국가주도형 생산 보급체계를 갖고 있는 식량종자산업에는 

민영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민간주도형 생산 보급체계가 확립된 채소종자

산업에는 소수의 대기업과 절대다수의 영세소기업으로 구성된 이중구조 문

제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둔다. 그리고 민관 혼합체계로 되어 있지만 국내산 

품종의 보급률이 극히 낮은 과수 화훼종자산업에는 국내산 품종의 보급률을 

제고하는 방안과 함께 우수한 외국 품종을 신기술로 받아들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한다.

<제3 세부과제>

산림용 종묘수급 실태 파악을 통해 도출된 당면 문제를 종자와 양묘로 구

분하여 알아보았다.

종자관리에 있어서는 채종림과 채종임분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미

흡하여 수형목이나 종자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그리고 우량 종자를 확보

하더라도 종자 채취를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고 기후 악화나 해거

리에 따른 종자수급의 불일치로 인해 일부 종자를 비지정 종자공급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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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하는 관행 등으로 인한 종자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양묘와 관련해서는 국유양묘장과 민유양묘장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가

장 큰 문제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양묘시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농촌노동력 고령화 등

으로 인력, 그중에서도 경험 있는 인력의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양묘장뿐만 아니라 묘목을 조림하는 국유림과 민유림에서도 노동력과 관련

된 사항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답하였다.

종자와 묘목 두 분야의 수급실태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과제의 목표는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노동력 부족현상의 해소’이며, 이

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용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장기 산림종자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종자 공급원을 재정비해나가야 한다. 주요 조림수

종 종자는 채종원에서 공급하고 시범사업, 특색사업 등을 위한 종자는 채종

림에서 채취하는 구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량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유통, 관리기능

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산림용 종자의 ‘산지증명제도’를 조기 정착하여 최

소한 국가지정 산림용 묘목생산 사업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종자의 사용은 

제한하도록 한다.

셋째,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기계화와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와 노

동력 소요가 적은 시설양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시설양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설양묘 기반의 확대와 함께 국가조림 수종의 시설양묘대상이 확

대되고, 관련 기술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양묘시업 과정의 기계화와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자동 제어 시설을 구비한 시설양묘는 노동력 문제 해

결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넷째, 양묘산업 관련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 양묘전

문가는 단기간의 교육과 경험으로는 양성되지 않기 때문에 양묘전문가 양성 

및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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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양묘와 관련한 연구 분야의 확대 및 연구 확대가 필요하다. 임목

은 세대가 길고, 생장과 분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클론, 조직배

양을 포함한 BT 기술의 응용은 중요하며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주요, 전략

수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묘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조림 현장에서 생산된 묘목의 생장 특성, 생리적 특성 등이 연구로 

피드백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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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Directions for Backward Linkage
Industries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Background of Research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Agricultural Machinery Industry

The agricultural materials industry, which includes agricultural ma-
chinery, agricultural chemicals, fertilizers, seeds and saplings, is an essen-
tial downstream indu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t is a basic and prac-
tical industry field that provides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mong them, the agricultural ma-
chinery industry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farm household economy by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labor shortage and the transition to a high-tech 
agriculture through mechanization of agriculture. Nonetheless, the industry 
is in a more difficult situation than ever before due to negative earnings 
and the increasing imports of agricultural machinery. So far the agricultural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focused mostly on the farmers 
who purchase and use agricultural machin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agricultural materials industry, a variety of efforts are made 
by the agricultural machinery industry, and in line with this, this study in-
vestigates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agricultural machinery industry. 
The features of the domestic agricultural machinery industry and the pres-
ent issues are identified and various strategies for its industrial development 
are explored.

Development Strategy for Upgrading of the Seed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ways of developing the do-

mestic seed industry by exploring recent trends of the seed industry and 
finding out its problems. When the market value of the seed industry in 
2010 was estimated, the value of food seeds was 75.4 billion won, veg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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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 seeds 236.8 billion won, fruit seeds 116.6 won and flower seeds 259.2 
billion won. The total market value of the seed industry was estimated, 
therefore, at 688 billion won. The seed industry is divided into four parts 
and each part has a different structur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re 
operated in the food seed industry by the state and in the vegetable seed 
industry by private companies. In the fruit and flower industry, the pro-
duction and distribution are indeed partly operated by the state and partly 
by private companies, but in this case most seeds are imported.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Seed and Seedling Industry to 
Revitalize Forestry Business

Seed and seedling industry is important as the basis of forestry 
business. The demand of forestry is growing not only for the quality of life 
but also for providing natural resources. As income grows, the public is 
looking for better environmental service as well as wooden materials for 
the living. Because the demand for new renewable energy is increased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the CER(Carbon Emission Reduction),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forest resources.

Method of Research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Agricultural Machinery Industry

This study used Michael Porter's competitive forces model as a ba-
sic analytical framework. In his model, he derived five competitive forces 
that determine the natur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which include the bar-
gaining power of customers, the bargaining power of suppliers, the threat 
of new entrants to the market, the threat of substitute products or services, 
and the rivalry among related and competing firms. In order to apply the 
five variables determining the competitive structure to the agricultural ma-
chinery industry, a study has been carried out on the farmers who are the 
customers of the agricultural machinery, the machinery parts makers, the 
machinery manufacturers, and the overseas market. However, due to time 
constraints, a survey on retail stores and repair shops, Nonghyup and mu-
nicipalities,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was excluded. The agricul-
tural machinery studied mainly include tractors, rice-planting machines, 
combines, and speed sprayers which are the leading agricultural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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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research content which is related with the agricultural materials in-
dustry was contracted out to the external specialists, and the results have 
been published to be made available.

Development Strategy for Upgrading of the Seed Industry
In the seed industry, a study has been carried out on the farmers 

who are the customers of the seed, and manufacturers. Also, the research 
content which is related with the seed industry was contracted out to the 
external specialists, and the results have been published to be made 
available.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Seed and Seedling Industry to 
Revitalize Forestry Business

Seed and seedling industry lacks in size and capacity to allow forest 
business to catch up with increasing demand. Hence,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 of production and usage of seed and seedling, we derive 
a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seed and seedling industry to revitalize for-
estry business. The scope of the study covers seed production, seedling 
production, and afforestation.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Agricultural Machinery Industry

The results of the study that applied Michael Porter's theory to the 
agricultural machinery industry are as follows. 

First, the industry-friendly factors to the external environmental fac-
tors include ①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world agricultural machinery 
market, ② the growing trend of the domestic agricultural machinery ex-
port, ③ the domestic agricultural machinery firms run on a relatively small 
scale, ④ the continuous funding by the government, and ⑤ the simple and 
transparent distribution system of agricultural machinery. And these are re-
ferred to as positive factors to the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un-
friendly factors include ① enhanced entry barriers of the world's large cor-
porations, ② the limits to growth of domestic markets, ③ the relatively 
low level of technology, ④ the unstable management indexes, ⑤ the 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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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t agriculture growth and the decline in income, ⑥ Nonghyup's mo-
nopoly on the customers, and ⑦ the aggressive fostering of collective pad-
dy management entities in rural areas.

Next, the causes enhancing competition in the factors related with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are ① the agricultural machinery-oriented 
production structure, ② domestic market-oriented sales, and ③ the 
non-discriminatory situation between the different models. On the other 
hand, the competition-mitigating factors are ① overseas export expansion 
and ② the CEO's determination. 

Third, among the customer threat factors, the elements enhancing 
the threat are ① enhancement of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of the 
farmers, ② the demand shift toward some large-scale agricultural machi-
nery, ③ the long-term use of agricultural machinery, ④ low level of sat-
isfaction with agricultural machinery, ⑤ growing preference for foreign 
products, and ⑥ the change of purchasing behavior to one that puts em-
phasis on price and quality. The factors mitigating the threats include ①
the fact that farmers as customers recognize the agricultural machinery as 
essential goods, ② the increase of transaction costs when purchasing for-
eign goods, and ③ the increase of the purchase of new equipment replac-
ing secondhand agricultural machinery. 

Fourth, the elements strengthening the threats related to parts sup-
pliers are ① a relatively small proportion of farm machinery parts, ② the 
fact that many companies can manufacture different products with existing 
facilities, ③ the difficulty of new entry into the market, and ④ the active 
technology development of non-agricultural machinery parts. On the other 
hand, the factors mitigating the threats include ① the parent company's low 
dependence on outsourcing partners, ② existence of many potential corpo-
rations, ③ lack of differentiation between machinery parts, ④ unequal re-
lationships between agricultural equipment manufacturers and parts suppli-
ers, and ⑤ instability of the parts suppliers' management.

Last, as the factors threatening new entrants, the elements strength-
ening the threats include ① the increasing threat of foreign companies, ②
the indiscriminat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and ③ the growing prefer-
ence for foreign products. On the other hand, the factors mitigating the 
threats include ① the necessity of huge investment of money and ② a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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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machinery-related policies of the government. 
Before considering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agricultural ma-

chinery, we need to precisely recognize the reality of the agricultural ma-
chinery industry and the companies' situation. After analyzing the manage-
ment status of the domestic agricultural machinery manufacturers, some 
characteristics could be derived. First, the competition between the agricul-
tural machinery manufacturers is intense because there are no distinctive el-
ements of each company. 

In the case of the surveyed companies, the production of the main 
agricultural machinery accounts for about 80% of total sales. They are very 
sensitive to changes in external conditions of agricultural machinery mar-
kets because they produce only agricultural machinery.

The capacity utilization of the agricultural machinery companies is 
very high compared to the agricultural machinery industry; the tractor is 
85%, rice-planting machines are about 70%, and combines are about 
70-85%. 

According to the survey, agricultural machinery companies consider 
the customers' purchase loyalty to their own products high.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survey result that there's no differentiation between compa-
nies selling the same models, we can say that their judgment is nothing 
but self-confidence. Quality and service satisfaction of farmers is relatively 
low and the score about differentiation between companies is only 2.8(out 
of 5). 

On the other hand, the bargaining power of the parts companies is 
relatively low due to the numerous subcontractors of agricultural machinery 
parts scattered around the country and many potential manufacturers which 
can be created easily. The power of the parent company is still strong 
when it comes to making decisions concerning the contract with the agri-
cultural machinery companies and the method of payment. 

The survey shows that agricultural machinery companies are dissat-
isfied with their market performance. They have much dissatisfaction with 
the market growth, business performance, or price. And the high rate of 
increasing debt and the unstable profit-making structure show that they are 
not in a good management condition. 

The overall development plan for the agricultural machiner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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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ry is common throughout the industry, but the same strategies cannot 
be applied to individual companies because they are in competition. In this 
study, only common development strategies that can be applied to all the 
companies have been suggested. 

First, the expansion of foreign markets and the stabilization of the 
domestic market are needed. The manufacturers producing the main agri-
cultural machinery, controlled sprayers, driers and so on need to shift their 
business focus from the domestic market to the overseas market. It means 
that all the capabilities including organizations within and outside the com-
pany and their research need to be export-oriented. At the same time, the 
domestic market must be ensured and defended. Without the domestic mar-
ket, it is hard to enter the global market. 

Second, the needs of farmers should be met, and the differentiated 
policies should be enhanced. Agricultural machinery companies need to im-
prove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their products and, at the same time, 
be cautious in increasing the price. Also, the actual differentiation needs to 
be highlighted. 

Third, the centraliz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s needed. 
Above all, a thorough review of the content and the metho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s required. Lastly, mutual growth should be sought with 
agricultural machinery parts companies through a coexistence policy. It is 
because the basic technology development is more likely to be made from 
the parts companies in the future and we need to prevent excellent parts 
makers from going out of business.  

Development Strategy for Upgrading of the Seed Industry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on the vegetable seed companies, the 

proportion of the companies, which achieved in 2012 revenue over 10 bil-
lion won, was 36.8 % and the companies of revenue under 5 billion won 
accounted for 57.9%, but the companies of revenue between 5 and 10 bil-
lion won accounted for only 5.3%. Consequently the corporate structure of 
vegetable seed companies can be seen as a polarization by the large and 
the small companies. The opinion survey about the agricultural policy for 
the seed industry shows that 70% of the farmers prefer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s of food seeds by the state. On the other hand, the maj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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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eed companies prefer the privatization of the food seed industry. As for 
the breeding promotion policy, most farmers prefer the promotion of the 
hybrids breeding to the gene manipulation (GM) breeding for the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seed industry, the following 
measures can be suggested: 

1) The basic direction of the seed industry policy should promote 
the breeding of the hybrid seeds rather than of the GM seeds. The reasons 
for this are that the safety of GM seeds are still uncertain and the GM 
breeding ability of domestic industry has no competition ability.

2) In order to protect the indigenous genetic resources from the pat-
ent rights of the climate gene by the global enterprises, the Access and 
Benefit Sharing agreement (ABS) should be executed.

3) The privatization of food seed industry should be introduced 
gradually. Selecting the seed should be also placed in order. In the tran-
sition phase towards privatizatio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NACF) plays 
an important role.

4) To resolve the problem of dual structure in the vegetable seed 
industry, it is necessary to bring the specialization of certain seeds by the 
coalition of many small companies.

5) In the fruit and flower industry, the strategy should be devel-
oped, in which one accepts the foreign highly qualified varieties as a better 
technology and looks for ways of cooperation with those foreign 
companies.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Seed and Seedling Industry to 
Revitalize Forestry Business

We found the following as the current problem in seedling industry. 
Both public and private tree nurseries have the same single big problem. 
That is the shortage of labor and it has been getting worse. Tree nurseries 
irregularly require much labor during the short period of time and it is get-
ting more difficult in rural areas to recruit labor especially good experi-
enced labor. The shortage of labor is the biggest problem in planting for 
both public and private forests.

We propose the following as the solutions for the problems of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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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edling industry.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id to long term 
seed supply plan. Based on this, we need to readjust seed production 
system. It is better to provide only the major seeds from central seed or-
chard and seeds for special purpose or selected area from the seed stands. 
Second, the formulation of the national seed management system can't be 
done without proper marketing and distribution of seeds. In that sense, ear-
ly settlement of the producer verification can restrict the usage of unproven 
seeds to grow saplings for the forestry. 

Third, the shortage of labor can be solved by mechanization and fa-
cility cultivating, which is less demanding in labor compared with outdoor 
cultivating. The expansion of facility cultivating in seedling is possible on-
ly when the number of species from facility cultivating of national affor-
estation is increased, not to mention facility itself and related nursery 
technique. When the facility cultivating is equipped with modern tools and 
automatic control system, it is much easier to resolve the labor problem in 
the seedling industry. 

Forth, we need to reinforce the infrastructure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In the sense, a professional education organization with speci-
alized program would be desirable to make new seed and seedling special-
ists and keep them by providing supplementary education. 

Fifth, Expanding both the research areas and the research volume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required long period of time for growing and 
the difficulty for species differentiation, the application of BT technology 
including cloning and tissue culture is important but it is better to focus 
only on core, major species considering the necessary size of budget for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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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기계, 농약, 비료, 종자(묘) 등 농림업자재산업은 농림업을 지원하는 후방

산업이다. 필수 기간산업으로서 농림업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을 제공하는 기

초적이면서 실천적인 요소생산 분야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본법에서도 농자

재산업의 육성을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자재산업의 산출 규모는 총 생산액의 규모면에서 약 15조 원 정도(농림

업총생산의 30% 내외 수준)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림업

의 발전이라는 측면, 경영기술 이외 기계적 기술과 생화학적 기술을 농자재

로 구체화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업 성장은 우수한 농자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농림업은 농자재산업의 지원을 받아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

수하고 저렴한 농자재의 공급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여 정책

적인 관심을 받아오지 못하였다.

종자(묘)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씨앗’ 정도로만 인식되어 국내 종

자 산업은 농림업 발전의 기반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오히려 

1990년대 후반 글로벌 종자 기업에 인수 합병됨으로써 종자주권 문제를 야

기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종자 시장을 주도하는 채소 종자 시장은 

큰 변화 없이 10여 년간 1,600억～1,800억 원으로 정체 상태가 상당기간 지

속되고 있으며, 전체 종자 시장 규모도 세계 종자 시장의 1%에 불과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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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농기계산업도 농업기계화를 통해 농촌노동력 감소에 대응하여 벼농사 10a

당 노동투하시간이 1980년 130.5시간에서 2009년 16.3시간으로 29년 동안 

87.5%나 감소하는 등 농가 경영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10명 이하의 영세 농기계업체가 전체의 50% 수준에서 영세화되고 있

으며, 농기계 생산업체의 평균 가동률도 60.0%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80년대 치산녹화기의 종료 후 조림 물량이 줄고 이에 따라 종묘산업

도 함께 축소되어 왔는데 조림 후 산림사업의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육림,

숲가꾸기 사업은 지금까지 확대되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종묘산업 및 관

련 사업자는 규모면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에 대응할 여

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미래 농림업은 종자(묘)와 농기계를 근간으로 이뤄진다는 전망처

럼 세계는 지금 종자전쟁에 돌입한 지 오래이며 각종 첨단 기자재개발에 혈

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종자산업

의 육성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농기계는 농림업의 경쟁력 강

화와 함께 첨단 미래농림업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임대사업, IT, BT융합기술개발과 수확 후 처리기술개발 

등과 함께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산림종묘 부문 역시 현재의 종묘 수급 

체계가 가진 제도적 장점이 있지만 종자, 양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안

적 방안과 이의 실현을 위한 요건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과 상황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자(묘)와 농기계, 산림용 

육묘를 대상으로 국제적인 시장 전망과 기업 동향, 기술 분석, 이를 기초한 

변화 방향을 전망한 후, 국내 해당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을 생산

에서 이용과 사후봉사, 기술개발, 수출 등 전 영역에 걸쳐 모색하는 것을 목

적으로 추진하였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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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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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농기계산업의 발전방안

2.1.1. 연구범위와 방법 

농기계산업과 기업에 관련된 요소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시간적으로 장기

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연구자원의 제약 아래 연구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제외하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하였다. 해외시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분

석 대상과 기종선정이 너무나 방대하다.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주력 농기

계인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일부에서는 SS 방제

기 시장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의 농기계기업과 부품기업은 국내 기업에 

한정하였다. 수입회사와 외국인 기업은 제외하였다.

수요자는 개별 농민으로 한정하였으며 공동이용조직, 지자체 임대사업소

와 농협 농기계은행 주체는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구도파악에 문

제가 없기 때문이다. 농기계유통과 사후봉사도 중요한 경쟁 관련 요소이지

만 한정된 시간하에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분석 틀로 마이클 포터 경쟁론을 적용하였다. 관련된 

변수들은 대부분 실태조사를 통해 얻었다(표 1-1). 이외에는 2차 자료를 이용

하였다.

대상 조사물량 조사방법 기타

농기계기업
주력 5(일본1사 포함),
방제기 4, 곡물건조기 1개

우편조사
조합협조, 실무 당담자

조사표 작성

구매자 135명 현지면담 조사 전북, 경북, 충북 농민

부품공급자 20기업 우편조사 모기업에 의뢰 조사

표 1-1. 연구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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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농자재산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외부 전문가에 위탁하여 

그 결과를 자료집으로 발간 활용하도록 하였다.

표 1-2. 외부 위탁 연구결과 및 연구 부속물 발간 결과

위탁 연구 제목명 위탁 연구 내용 위탁 연구 결과

불변가격 다년도
산업연관 분석

계측 계수의 시계열 예측을 통해
동태적인 변화 분석 모델 구축

자료집 발간

국내 농업기계화, 농약
정책

주요 농자재 정책 정리 자료집 발간

미국과 동남아 농기계
시장

농기계수출확대 정책수립과
기업에 제공, 수출촉진

연구 속보와
자료집 발간

농기계수요 추정
다양한 방법에 의한 국내
농기계수요 추정

자료집 발간

2.1.2. 연구한계

농기계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산업과 기업은 다른 의미를 가

진다. 농기계산업이 발전한다고 해당 기업들이 반드시 발전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어려운 농기계산업 속에서도 성공하는 농기계 기업들도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전방안은 농기계산업의 공통부분에 해당되는 것

들이다. 제시된 개별 방안의 경우, 농기계 기업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도 있

다. 농기계산업 내에서 농기계 기업들은 협조적일 수도, 또는 적대적 경쟁관

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의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안된 개선방안이 일률적, 공통적 타

당성을 지닐 수는 없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해외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이 미흡하다.

사실 해외시장이라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비구체적이다. 목표 시장을 명확

히 해야 그에 대한 분석과 발전전략 구성이 가능하다. 현재 각 농기계 기업

과 산업에서 해외시장을 포함한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을 필요로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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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이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제외된 농기계산업의 경우 제시한 상황과 발전방안

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연히 해당 기종, 기업들의 상황과 행태가 다를 것

이기 때문이다.

2.2.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2.2.1.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종자는 곡물종자와 원예작물 종자를 주된 대상

으로 하였으며, 종자기업, 농가, 육묘업체 현장조사와 품종개발연구기관 방

문 및 담당자 면담, 정책담당자 면담조사를 통해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

다. 또한 선진적 외국 종자회사의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에

게 원고를 의뢰하여 선진 종자기업 경영전략, 품목별 품종개발 현황, 수준,

경쟁력 등을 살펴보았다.

2.3. 산림육묘

2.3.1.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산림사업을 위한 종자와 묘목생산, 그리고 조림을 연구범위로 

한다. 다만 비산림용 묘목생산은 산림용 묘목생산과 비교를 위한 목적으로 

일부 다루도록 한다. 종자와 관련하여 공급자인 채종원과 수요자인 양묘장

의 수급관계 등을 연구하였다. 묘목과 관련하여 공급자인 양묘장과 수요자

(산림조합, 국유림관리소)의 수급관계 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자생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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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품종관리센터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조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유림관리소 6개소와 산림조합 5개

소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및 추가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과 결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묘목생산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 임업경영실태조사 의 

DB를 이용한 경영 의사, 묘목생산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노지묘와 

용기묘의 비교를 위하여 생산성 및 비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림용 종묘의 

연구를 담당하는 산림생산기술연구소와 산림용 묘목생산을 담당하는 한국양

묘협회의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연구자문을 받았다.





농기계산업의 발전방안 제2장

1. 분석의 틀

마이클 포터에 의하면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5가지이다. 이들 5가지의 세력에 대한 성격과 변화 방향 등을 이해하

고 예측할 수 있다면 산업과 기업은 성장할 수 있다. 최소한 실패해도 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기업들은 수익을 위해 움직이므로 이들 요

소분석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기업들은 산업 내 경쟁 기업들로

부터의 위협을 물리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상황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산업의 구조적인 성격을 좌우하는 5가지의 경쟁 세력은,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신규 진입자의 위협, 대체재 또는 대체서비스의 위협, 마지

막으로 관련 기업들, 경쟁 기업들 간의 경쟁이다.

한편 경쟁구성 5가지 요건은 수시로 변한다. 구조적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불변 상태로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된 변수는 장기, 동

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변수들이 주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것들의 

상태와 상황을 기업이 바꿀 수도 있다. 불리한 구조를 유리하게, 산업도의 

매력도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기업과 산업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산업의 구조적인 성격을 좌우하는 5가지의 경쟁 세력과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다 자세하게 정리한 것이 아래 (그림 2-1)이다. 5가지의 경쟁 요

소는 각각 성격과 정도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로 세분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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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요소들의 정도와 변화 방향 등이 모여서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결정하

게 된다.

자료: 마이클 포터 지음(조동성 옮김). 2008. 마이클 포터의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21세기복스사. p 32.

그림 2-1. 산업구조의 구성 요인

2.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세력 구성 요소: 농기계산업 

2.1. 외부 환경 요소

2.1.1. 산업 우호적 요소

가. 세계 농기계 시장의 지속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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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호적인 요인은 세계 농기계 시장이 연평균 5% 이상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농기계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권을 중심으로 기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별히 중국과 

인도가 그 중심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기종별로 보면 역시 범용적

인 트랙터의 시장이 전체의 약 30% 가깝게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 농기계 시

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세계 단일 시장으로는 미국 시장이 가장 크며 우

리의 관심 국가이다.

나. 국내 농기계수출 확대

국내 기업들의 가파른 수출확대는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이다. 그만큼 경

쟁력이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까지 우리의 농기계수출입 결과

는 무역적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흑자 추세로 농기계 수출 가운데 트랙터는 

전체 수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다. 트랙터를 이용한 미국 시

장으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강화되고 있다.

다. 국내 농기계기업 상대적 소규모

국내 농기계 기업 규모는 세계적인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생

산 기업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다. 300인 이상 대기업이라 해도 연

간 총 매출액이 3,000억 원 정도여서 자동차 부품기업(3,600억 원)보다 적다.

농기계산업의 규모가 작은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우호적으로 혹은 비우호

적으로 볼 수 있다. 농기계 기업의 규모는 작지만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 성

장의 가능성이 높다는 면, 국내시장 규모에 걸맞은 정도의 규모라는 추정(가

동률 비교) 등은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규모면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하기가 어렵다는 점, 국내외 기업 진입이 용이하고 대응력이 약

하다는 점 등에서는 비우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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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부의 지속적 정책자금 지원

농업의 정체, 농가소득의 감소 등과 달리 정부의 농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

은 꾸준함을 보이고 있다. 농기계 수요를 창출, 유지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산업에 긍정적

인 요소이다.

마. 단순하고 투명한 농기계 유통체계

추가한다면 농기계 유통체계가 자주 바뀐 것은 사실이나 매우 단순하다.

정부의 지원이 있다 보니 농기계 판매와 자금회수가 수월하다. 농기계 기업

의 입장에서 경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판매와 판매관리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이야기이다.

2.1.2. 산업 비우호적 요소

가. 세계 대기업의 진입장벽 강화

세계 농기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11대 기업의 시장 점유가 절반 이상이

다. 이들은 다국적 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문화와 다각화를 동시에 추

구한다. 상호 간 합종연횡,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입장벽을 공고히 하고 있

다. 우리의 관심이 많은 미국 시장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자체 금융까지 동원

하여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체 입장에서 큰 부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국내 농기계 시장 성장의 한계

세계시장의 성장과 달리 국내 농기계 시장은 정체 내지는 축소가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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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정부지원 농기계 기준 1조~1조 5천억 원 수준에서 성장이 멈추거나 

축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특히 농기계의 성능개

선과 함께 대규격화되면서 수요대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히 

설비 가동률이 평균 70% 수준으로 낮다.

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수준

우리 농기계기업들의 기술 수준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농기계 기초기

술과 생산기술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성능평가와 자동제어, 설계 등의 기술 

수준으로 세계 대기업들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농기계 자체에 관련된 

인간공학적 부분이나 고장률 등의 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 그런

데 이 부분들은 수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주요 수출 

타깃인 미국 농민들의 경우 내구성과 편리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라. 경영 지표의 불안정

농기계산업의 성장성 관련 경영 지표들이 매우 유동적이다. 총 자산이나 

고정자산 등의 증가율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부채비율로 100을 넘고 있다.

수익성도 변동적으로 5% 이내로 크지 않다. 전체적인 경영상황을 낙관적으

로 볼 수 없다. 최근 농기계 수출확대에 힘입어 약간은 경영이 개선되었지만 

아직은 관련 지표들이 안정적이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과징금 부

과도 해당 농기계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마. 농업성장 정체와 소득의 감소

농업생산의 성장 정체와 함께 지속화되고 있는 농업소득의 감소는 농기계

수요 위축으로 작용하게 된다. 농가소득 역시 도시근로자 소득의 60% 이하

로 떨어지고 있다. 농업취업자 수도 줄고 있다. 농민들의 농기계 구매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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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떨어지고 있다. 농가소득만을 가지고 주력 농기계를 구매할 경우 3년 

정도, 농업소득만으로 구입하는 경우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갈수록 이 기간

이 길어지고 있다.

바. 농협의 수요자 독점 위상

농기계유통에서 농협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5년 전부터 농기계은행사

업을 추가하면서 농협은 점차 수요자 독점적인 위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여

기에 영농자재의 구입과 관련 자금의 융자업무를 농협이 독점하고 있어서 

농기계기업의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 농기계은행용 농기계의 경우 해당 농

기계를 경쟁 입찰한다. 따라서 농기계 시장에서는 동일 기종, 규격의 제품에 

이중가격이 형성된다. 이는 농기계회사와 대리점 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

용한다. 특히 농협은 농민들에게 준거적 집단으로서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

문에 수요자 독점은 농기계 기업에 대단한 위협이다.

사. 들녘별 경영체의 확대

들녘별 경영체와 같은 공동영농조직의 확대는 농기계 수요를 줄이는 데 

일조한다. 정부지원에 의한 위 조직 확대는 시장 확대에 장애이다. 작년부터 

이어져온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과징금 부과 역시 농기계산업에는 비우호

적인 요소이다.

2.2. 기업 간 경쟁 관련 요소

2.2.1. 경쟁강화 요소

가. 농기계 중심의 기업 생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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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농기계생산기업 4개사의 평균 매출액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 1,933

억 원에서 3,38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총 매출 가운데 약 93%, 3,163억 원은 

농기계이다. 나머지 약 6.6%(연간 222억 원)가 비농기계이다. 우리나라 농기

계회사들은 농기계만을 생산 판매하는 순수 농기계기업들이다. 유사한 기종

을 생산하는 국내 농기계 기업 간 판매경쟁은 그래서 더욱 치열하다. 어느 

다른 분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없다. 보완적인 사업이 없다. 오로지 농기계

만을 위해 그들은 경쟁할 수밖에 없다.

나. 내수 중심의 매출

농기계 수출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수 위주이다. 전

체 매출에서 주력 농기계(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의 매출액이 전체의 약 

80%, 이 가운데 트랙터는 전체 매출액의 66.2%(2012년 기준)이다. 이 트랙터

는 이미 수출이 내수를 앞질렀지만  이앙기와 콤바인의 내수 의존율은 각각 

81.3%, 95.3%로 절대적이다. 여기에 이러한 국내시장의 성장 정체는 농기계

만을 생산, 판매하는 농기계 기업 간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한다.

다. 비차별적 상황

동종 기종이라 해도 회사별로 차별화가 많으면 독점력이 형성되어 경쟁은 

그만큼 적어진다. 하지만 지금 국내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은 비슷한 농기계

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미미하다. 치열한 판촉으로 승부

를 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기종 간에 차별화가 없을 경우 거래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용이한 교체구매 가능성은 판매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2.2.2. 경쟁완화 요소

가. 해외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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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히 해외 농기계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트랙터는 내수시장보다 

많이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확대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불러일

으키고,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경쟁을 완화시킨다. 기업 상호 간에 당면할 

수 있는 시장 분배 몫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최고경영자 의지

최고경영자가 농기계사업 이외의 사업 전환, 추가 등을 검토할 경우 시장

에서의 싸움과 그 정도는 낮아질 수 있다. 농기계사업에 사활을 걸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화되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3. 수요자의 위협

2.3.1. 위협강화 요소

가. 농민의 정보활동 강화

과거에 비해 농기계 구입 전 관련 정보수집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평균 6

개월 정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정보수집과 비교가 있다. 가격정보수집 횟

수도 평균 4.5회이다. 아무래도 고가 농기계에 비해 소득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주된 정보 수집처가 과거 회

사에서 개인으로 변하고 있다. 본인의 경험과 소속된 법인이나 작목반의 이

야기를 중시하겠다(13.0%⇒ 25.3%⇒ 30.9%)고 한다. 신문이나 TV 등 광고매

체의 정보 활용도도 늘어나고 있다. 적당한 판촉으로 수요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농기계 기업들의 판촉 방법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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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간농 중심 소수 대규격 수요

농기계는 기간농을 중심으로 임작업을 포함, 경영 규모 확대를 위해 수요

되고 있다. 왜냐하면 고령층과 여성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과 사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간농들은 경제성 실현을 위해 많은 작업을 하게 

될 것이며 자연히 대규격의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며, 이는 결국 총 농기계 

수요를 과거보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다. 장기 농기계 사용

현장 조사에 따르면 농기계의 평균 이용년수는 과거에 비해 길고, 감각상각

기간을 넘고(트랙터 평균 15년) 있다. 고가 농기계이다 보니 유지, 관리에 많

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이다. 물론 농기계가격이 소득에 비교해서 만만

치 않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이러한 농민들의 행태는 결국 총 농기계수요

를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라. 낮은 농기계 만족도

농기계 구입과 사용에서 만족도는 9개 지표 전체의 평균이 100 만점에 70

점 이하로 낮다. 기종별로 66.0~68.8점대를 기록하고 있다. “가격 및 할인 만

족도”, “수리비용, 수리 용이성”, “판매, 사후봉사만족도” 면에서의 불만족 정

도가 평균보다 높다. 상대적으로 브랜드 만족도는 높은데 동화효과

(assimilation effect)로 추정된다. 하지만 회사별 차별화를 못 느끼고 있다. 신

품 농기계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척도가 중고농기계 인수가격이 되고 있다.

농기계 구입 시 중요시한다는 품질과 가격과는 거리가 멀다.

마. 외국산 선호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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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외국산 농기계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산의 

47%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1%로 상당히 높다. 일본산 농기계에 대한 농민

들의 선호도가 높고, 품질 면(내구성, 연비, 옵션)에서 유리하다는 평가이다.

이 비율이 72~77%에 이른다. 주력 기종인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의 경우 

가격과 성능의 차별화가 있다는 응답이다. 시장에서 국산과 외국산 간의 경

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바. 가격과 품질중시 구매행태

농민들은 가격과 품질 변화에 민감하다. 달리 말하면 일부 기업들의 지속

적인 가격인상은 품질제고가 미미할 경우 수요자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와 외국산 비교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3.2. 위협완화 요소

가. 강한 필수재로 인식

농민들은 농기계를 강력한 필수재로 인식하고 있다. 농기계 구입 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더라도 농기계를 구입할 것이다. 수요자의 필요성이 더욱 강

하기 때문이다.

나. 외국산 구입 시 거래비용

농민들의 외국산 농기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구입에 

따른 거래비용이 적지 않다는 응답이다. 아울러 사후봉사의 문제 등에서도 

아직은 외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미흡하다.

다. 중고의 신품교체 구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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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에서 신품으로의 전환(70~80%)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고 농기계

의 신품구입 의향 비율이 트랙터 65.7%, 이앙기 56.5%, 콤바인 45.7%이다.

향후 신품 수요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절대량이라기보다 중고구입 비

율이 적어진다는 의미이다.

2.4. 부품업체 위협

2.4.1. 위협강화 요소

가. 농기계부품 비중 상대적 작음

부품회사 전체 매출에서에서 농기계부품 비중은 43%, 비농기계 부분 57%

이다. 농기계부품기업은 상시적으로 다른 부분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달리 

말하면 농기계부품회사의 생산 유연성이 크다. 부품을 조달받아 농기계를 

생산하는 농기계 모기업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다.

나. 높은 타 부품생산 가능성

응답자 과반수의 업체들은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로 다른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다고 한다. 소규모 투자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 1억~5억 원 투자로 

부품류를, 보다 많은 10억~20억 원 수준에서는 설비와 장비, 50억 원 추가 투

입하면 건설장비 생산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술적인 어려움도 적다. 20명의 

응답자 가운데 19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농기계부품회

사 위상을 상대적으로 높여 준다.

다. 신규 진입의 비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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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업의 농기계부품산업으로의 진입이 용이하지는 않다. 시설과 장비,

부지의 확보와 거래선 확보가 쉽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부품생산의 규모는 

작지만 기본 토지가 1,400여 평(16억 정도), 생산설비와 운영자금의 규모가 

4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일부 농기계 부품의 경우 전문적 인력문제가 신규 

진입의 걸림돌이 된다. 20개의 응답 업체 가운데 75%가 신규 기업의 농기계

부품산업 진입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라. 비농기계 부품 기술개발

비농기계부품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현 부품회사에서 이뤄지고 

있다. 항상 문제 발생 시 다른 분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의 결과인 셈이다.

이는 기존 농기계회사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2.4.2. 위협완화 요소

가. 모기업의 낮은 부품 외주 의존도

농기계 생산에서 외주 부품에 대한 의존도는 50% 이내로 보고 있다. 농기

계 모기업에서 부품업체에 많은 부분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엔진과 미

션과 같은 중요한 부품의 경우 공급업체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나. 잠재기업 다수

농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동일 제품의 경우 약 8개사이며, 잠재적 

기업은 평균 80여 개이다. 모기업은 문제 발생 시 쉽게 부품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 모기업과의 불평등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모기업 입장에서

는 위협완화 요소이다. 신규 부품기업이 농기계 모기업을 확보하는 데 커다

란 어려움이 없다(2.8/5.0)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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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은 부품 간 차별화

동일 농기계부품, 생산회사별 차별화가 매우 미미(2.8/5.0)하다. 웬만한 기업

에서 동일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기계 모기업의 입장에서 보

면 필요한 부품 생산을 위해 부품업체 전환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부품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다. 특수한 부품의 경우 이외에는 부

품기업의 대 농기계 모기업에 대한 교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면

에서 일부 콤바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품업체의 교섭력이 높다고 보인다.

라. 농기계업체와 부품업체 간의 갑을관계 문제

농기계 기업과 농기계 부품 기업 간에 일상적으로 말하는 갑을관계가 있

다는 생각이다. 수발주계약과 대금결제 등에서 농기계 모기업이 우위적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 농기계 모기업이 자신들보다 강한 교섭력을 갖고 있다

는 응답이 17개 회사(총 20개)이다. 결제도 어음 결제가 많다(11/20).

마. 부품업체 경영의 불안정

농기계부품기업의 경영성과가 불안정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농기계 모기

업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발주 중단은 바로 경영 손실로 이어지며,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현재 농기계부품 매출이 전체의 매출에

서 작게 차지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는 농기계 

모기업의 행태가 경영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5. 신규 진입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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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위협강화 요소

가. 잠재 외국 기업의 위협 증가

대체로 농기계는 유사한 다른 기계를 생산하는 종합조립금속 기업들이 생

산할 수도 있다. 잠재적인 경쟁 기업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많을수록 기존의 

농기계 기업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기업으로는 1~2개 업체

가, 여건이 구비되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국내 잠재 기업이 아니라 외국 농기계 기업들이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기계들 간의 차별화도 미미한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의 진

입은 용이하게 된다. 이미 외국 기업들은 일정한 시장을 확보한 상황이다 보

니 국내 진입에 비용적인 측면의 부담이 크지는 않다. 경계 대상 외국 회사

의 수는 트랙터의 경우 7개사, 나머지 제품들은 각각 3개사씩 정도로 추정하

고 있다.

나. 생산 농기계의 무차별성

현재 국내 생산 농기계의 경우 동일 기종의 경우 회사별 차별화가 거의 없

다는 반응이다. 표준화된 셈이다. 회사 이름에 대한 인식의 차별화로는 새로

운 진입을 막기가 어렵다. 여기에 제품의 원료나 생산의 원자구조가 기업마

다 모두 비슷하다 보니 신규 진입은 그만큼 용이해지고 있다. 차별화가 적다

는 것은 충성 구매가 적다는 것이며, 충성 구매가 적다는 것은 고객 확보를 

위해 그만큼 경쟁을 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하여 국내 농기계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기존 기업에는 어려움이지만 신규 기업에는 유리함이다. 할리 데이비슨이 

지배하는 오토바이 시장을 생각하면 이러한 점은 자명하다.

다. 외국산 선호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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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와 신품 간 대체관계가 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국산과 국내산

간 강한 선호와 대체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한국산과 일본산 농기계 

간의 대체관계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국내 기업에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

이다. 하지만 반대로 외국 기업들에게는 한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이다.

2.5.2. 위협완화 요소

가. 장기, 거대 자금의 투자 필요

농기계산업은 종합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거대한 장비와 시설, 장소가 필요

하다. 이러한 기초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수백 

명(농기계기업 평균 570명)의 인력 이외에 트랙터 생산 시 최소 250억 원, 콤

바인 180억 원, 고성능 방제기는 90억 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판매를 위한 판매망과 사후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망 구축에 오랜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 주력 기계의 경우 최소 2년, 50억~100억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 더불어 부품을 공급해줄 부품회사도 확보해야 한

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롭게 농기계산업으로 진입은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신기술과 정부의 정책

근년에 이르러 강조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Tier 4~5엔진 장착 의무는 신규

기업에 강력한 장애이다. 정부에서 강화하고 있는 사후봉사 규제법, 품질인

증관련 법고 함께 정부 농기계 임대사업,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융자지원 

제도 등은 신규 진입의 억지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제적인 제도와 

기술은 결국 새롭게 농기계를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대단히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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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기계 업체의 주요 경영 특징

3.1. 표준화된 제품의 생산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기업 스스로 동종 농기계의 회사별 차별화는 거의 

없다는 의견이다. 비슷한 규격과 성능의 농기계를 여럿이 생산해서 팔고 있

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달리 말하면 고유의 차별적 요소가 없어서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된다.

3.2. 순수 농기계 중심 생산

주력 농기계생산기업 4개사의 평균 매출액에서 농기계의 비중은 절대적이

다. 총 매출액 3,385억 원의 약 93%에 이르는 3,163억 원이 농기계이다. 농

기계 이외의 품목은 전체의 약 6.6%, 연간 222억 원에 불과하다.

주력 농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매출에서 약 80%를 차지한다. 특히 트

랙터는 전체 매출액의 66.2%로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이렇듯 순수 농기계만

을 생산하는 농기계기업들이다 보니 농기계 시장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농기계에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모습이 나오는 배경이 된다.

3.3. 상대적 고위 가동률

농기계산업 전체에 비해 설비 가동률은 높다. 트랙터  85%, 이앙기 약 

70%, 콤바인 70~85%의 수준이다. 방제기는 전체적으로는 60% 수준대로 보

인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고 있는 수출증대에 기반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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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모델 변경 완화

모델 변경과 추가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모델변경을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

하던 시대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겠

지만, 무엇보다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 투입이 많기 때문이다. 잦은 모델 변

경은 사후봉사(부품공급 포함)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농기

계 기업들은 잦은 모델 변경을 억제하고 있다. 자연히 농기계 모델당 평균수

명은 과거 4~5년에 비해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3.5. 규모는 작지만 연구개발 지속

인력 측면에서 보면 농기계 기업들은 점차 연구개발을 강화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 10여 년에 

걸쳐 3배 정도로 늘어났다. 주력 농기계 신기종 개발 건수도 크게(10년 전 

연간 4.3개, 2012년 7.3개) 늘어났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개발의 강화가 시장

내 자사 제품의 차별화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농민들의 반응도 원하

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3.6. 모델 변경과 가격 인상

연간 1~2회 모델 변경과 함께 농기계 가격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

련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 가격 인상에 매

우 민감하다. 따라서 품질이나 성능개선도 별로 없으면서 가격을 올릴 경우,

그렇게 농민들이 인식하게 될 경우 해당 회사는 많은 소비자를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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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농협과 갈등 심화

농협의 농기계 취급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농기계은행용 농기계

를 일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과 농협 간 긴장은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다. 트랙터(25%)와 콤바인(18.3%)의 농협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아

울러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로 일거에 시장의 20% 이상을 확보할 경우 농

협의 수요자 독점력은 농기계 기업들에게 치명적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

다. 물론 신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점이 오히려 좋은 면일 수도 있다. 일거

에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농협 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면 아예 진입 자체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양면성이 있다.

3.8. 높은 충성 구매율, 브랜드 파워: 오해

기업인들은 자신들 제품에 대한 충성 구매율이 높다는 판단이다. 방제기

를 제외하면 충성 구매 비율이 50% 이상이다. 품질과 서비스에서 차별화가 

이러한 충성 구매가 나온다는 것인데, 실제 동일 기종으로 회사 간 차별화가 

거의 없다는 응답과 농민들의 그러한 평가결과를 고려할 경우 높은 충성 구

매율 응답은 자신감의 표현 정도에 불과하다. 농민들의 품질 부분과 서비스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회사별 차별화는 2.8점(5점 만점)에 불과하다.

자신들의 브랜드 파워도 강하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트랙터 생산 기업들

은 자신의 트랙터가 강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앞의 정리 내용에 비춰보면 그

렇지도 않다. 자신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9. 부품업체보다 상위 위상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농기계부품 외주업체, 그리고 잠재적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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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간단한 다수의 회사들로 인해 부품회사의 교섭력은 약한 실정이다. 조

사결과, 한 업체에서 다른 부품과 제품을 포함하여 10여 종의 부품을 생산하

고 있다. 농기계기업과의 계약이나 결제 방법의 결정에서 여전히 모기업의 

입김이 강하다.

3.10. 비차별적 홍보

농기계 기업 간 홍보의 차별화도 거의 없다. 관행적으로 해오는 방식을 반

복하고 있는 정도로 보인다. 주력 농기계의 경우 연간 평균 15억 원(매출액

의 0.4~5% 정도), 방제기와 곡물건조기의 경우 1억~2억 원에 불과하다. 기업

인들의 관심이 많지 않다. 적극적인 라디오와 TV광고를 하는 경우도 없다.

현재 시장 장악을 위해 차별적 인식을 만들어 내는 광고, 홍보가 중요한데 

여기에 무관심하다. 효율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3.11. 불만족 시장과 경영성과 

농기계 업체들 스스로 시장성과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 시장 확대, 경영

성과나 가격 등에 불만이다. 농기계 기업들의 경영 상태도 좋지 않다. 부채

증가율이 높고, 수익구조도 불안정적이다. 자기자본의 비율이 50% 이하이다.

수익률은 5% 이하로 낮거나 적자이다. 원가구조는 나쁘지 않으나 과도한 판

매(경쟁)와 일반관리비 지출(14~20% 내외)과 금융비용(2~4% 정도)으로 수익

성이 떨어지고 있다. 최고경영자의 업종 전환(농기계 중단, 다른 사업 도입 

등) 가능성 시사는 종합적으로 이러한 불만족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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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방안

4.1. 경쟁세력 특징

앞에서 분석, 정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마이

클 포터가 말하는 경쟁구성 요소들의 특징을 종합한 것이다.

그림 2-2. 농기계산업 경쟁세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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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본조건의 인식

구체적인 산업과 기업의 발전방안은 다르다. 산업의 상황은 기업의 입장

에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

업이나 기업의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발전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발전방안에 앞서 농기계 산업은 적어도 아래의 조건을 기본으로 인식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건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받아들일 

것인가는 전적으로 개별 기업의 몫이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기본적 상황, 필요인식의 내용

은 아래와 같이 7가지이다.

그림 2-3. 기본조건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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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발전방향

그림 2-4. 농기계 산업의 발전 방향

4.4. 발전방향에 따른 방안

전체적인 농기계산업의 발전방안은 공유될 수 있지만 농기계 개별기업 간

에는 경쟁관계가 있어서 동일한 전략일 수는 없다. 즉 농기계산업과 농기계 

기업은 별도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농기계 기업의 경우 앞에서 분석한 일상

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기업의 전략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즉 농기계 기업들에 

모두 해당하는 일반적인 발전방안만을 제시한다. 이를 변형하거나 확대, 혹은 

축소하고 특별한 수단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은 농기계 기업들의 몫이다.

4.4.1. 해외시장의 확대와 국내시장의 안정화

적어도 주력 농기계와 방제기, 건조기 등의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경영의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기업 내 외부 조직과 연구 등 모든 

역량을 수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정부의 지원정책 역시 이곳으로 집중해야 한다. 갈수록 세계시장을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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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메이저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강화되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메이저에 비해 약한 국내 기업 간 공유 가능 부

분을 하루 빨리 찾아내서 활용해야 한다. 미국 시장에서 신용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장애라면 이 문제해결에 합심해야 한다.

국내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 방어해야 한다. 상황은 나빠지고 있는데 이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산업적 측면과 동시에 정책적 

측면에서의 방안강구가 중요하다. 국내시장을 잃고는 세계시장에 힘차게 진

출하기 어렵다.

4.4.2. 수요자 니즈 충족, 차별화 정책 강화

농기계생산업체는 국내 농기계 수요자가 원하는 내용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품질과 성능개선을 함과 동시에 가격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업체들의 실질적인 차별화 전략은 없다.

즉 기술개발과 판매, 홍보와 사후관리에서 우월적인 수단과 방법을 발견하

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 및 농기계기업 차원에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

4.4.3. 연구개발과 홍보의 선별적, 차별화 강화 활용

연구개발의 집중화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연구개발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투자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며 외국산에 

비해 기술 수준이 높아진 것도 아니다. 제품과 회사, 브랜드가 표준화상황이

라면 홍보를 통해 차별화를 추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기계 기업들은 이 

부분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4.4.4. 전방 농기계부품기업과의 공생 정책 전개

장기적으로 합동 연구개발을 통한 동반성장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기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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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이 부품업체에서 이루어질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량 

부품업체들의 이탈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히 연구 인력과 자원

의 교환, 공유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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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종자산업의 현황 분석

1.1. 식량작물 종자

1.1.1. 식량작물 종자의 보급체계

식량작물은 직접 식용으로 사용되거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작물

로서 크게 벼, 맥류, 두류, 서류 및 잡곡으로 구분된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① 벼(논벼, 밭벼) ② 맥류(겉보리, 쌀보리, 청보리, 밀) ③ 두류(콩, 팥, 땅콩,

녹두) ④ 서류(감자, 고구마) ⑤ 잡곡(옥수수, 조, 수수)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식량작물의 종자는 주된 부분이 국가 주도로 생산 보급되고 있다. 이

를 살펴보면 식량작물의 기본식물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 생산하고, 원원종

은 각 도의 농업기술원(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에서 생산한다. 그리고 식량작

물의 원종은 각 도의 농산물원종장(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에서 생산하고, 보

급종은 6개 작물(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에 대해서만 국립종자원과 지

자체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다. 식량종자 보급의 마지막 단계인 보급종의 생

산 보급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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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식량작물 보급종의 생산절차

1.1.2. 식량작물 종자 수급

식량작물 종자에 대한 수요 추정은 일차적으로 재배작물의 종자 전체를 

매년 100% 갱신한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종자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이는 작물별 재배면적에다 단위면적당 종자소요량을 곱하여 도출

하는데, 단위면적당 종자소요량은 통계청의 농산물생산비조사 와 농촌진흥

청의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에 나타난 작목별 단위면적(10a)당 종자수량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2011년도 식량종자 소요량을 구하면 그 크기는 약 13만

3,600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0년에 비해 약 3,500톤 증가한 것이다<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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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011년도 식량종자의 소요량
단위: 톤

구분 벼 맥류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기타
잡곡

기타
두류

합계

2010 64,224 11,220 4,118 240 33,672 13,965 1,980 696 130,115

2011 62,342 9,450 4,290 224 37,250 17,154 2,343 550 133,603

국가 주도로 생산 공급하는 식량종자 보급종의 공급실적을 보면, 2011년

도의 공급량이 35,859톤으로서 2000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나 2010년도

의 공급(38,719톤)보다 약간 줄어들었다<표 3-2>.

표 3-2. 식량종자 보급종 공급실적
단위: 톤

구분 벼 맥류(보리+밀) 콩 옥수수 감자 계

2000 12,982 2,177 500 215 8,176 24,050

2010 26,252 3,084 1,019 83 8,281 38,719

2011 25,068 1,718 1,194 85 7,794 35,859

자료: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2.

앞서 추정한 식량종자의 소요량과 식량종자 보급종의 공급실적을 이용하

여 종자종자의 갱신율을 살펴보면, 2010년에 정부가 공급하는 6개 식량종자

의 갱신율이 34.1%이고 2011년에는 갱신율이 31.6% 수준이다. 벼 종자의 갱

신율이 2010년 40.9%, 2011년 40.2%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옥수수로 2010년 

34.7%, 2011년 37.9%의 갱신율을 보여준다. 그 밖에 맥류와 콩 그리고 감자

의 갱신율은 각각 20%대에 머물고 있다.

1.1.3. 식량작물 종자의 가격 및 거래 규모

정부 보급종의 공급가격은 일반적으로 수매가격에서 10〜30% 정도의 가

산금이 부가된 수준으로 결정되는 편이지만, 콩의 경우에는 수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공급가격이 결정된다<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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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정부 보급종의 공급가격과 수매가격 비교(2010년)

단위: 원/20kg, %

구 분 벼 겉보리 콩 옥수수(간식용) 봄감자

공급가격(A) 31,080 20,860 92,000 266,000 23,110

수매가격(B) 28,070 16,360 137,080 231,000 18,600

A/B×100 110.7 127.5 67.1 115.2 124.2

자료: 국립종자원; 신현호 등(2011, 17).

정부 보급종의 거래규모는 작물별 공급량에 공급가격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는데, 전체 거래규모는 2010년도에 약 5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이를 2000년도의 거래액과 비교해 보면, 2010년도의 정부 보급종 

거래액은 1.8배 증가한 것이다. 식량종자 중에서는 벼 종자의 거래액이 가장 

많은데, 이 크기는 2010년도에 약 408억 원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표 3-4. 정부 보급종의 거래 규모

단위: 백만 원, %

구 분 벼 맥류 콩 옥수수 감자 계

2000 (A) 21,836 2,235 950 1,167 6,864 33,052

2005 27,877 1,776 2,770 616 8,322 41,361

2010 (B) 40,796 3,217 4,687 1,104 9,569 59,372

B/A×100 187 144 493 95 139 180

자료: 신현호 등(2011, 18).

공식적으로 나타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식량종자의 2010년도 총 거래 규

모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는데, 추정방식은 앞서 도출한 정부 보급종의 거래

액을 기초로 하여 정부가 보급하지 않는 다른 식량종자의 거래액을 추정하

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보급하는 식량종자의 재배면적과 이 외 종자의 

재배면적의 비율 관계를 이용하여 정부가 보급하지 않는 식량종자의 거래액

을 추정한 후, 이를 정부 보급종의 거래액과 합산하는 것이다.

- 정부가 보급하지 않는 식량작물 종자의 거래액: 정부 보급종 거래액 ×

(비보급 작물 재배면적 / 보급종 재배면적)

- 594억 원 × (40/1,053) = 22.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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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현재 정부가 보급하지 않는 식량종자의 거래액까지 합산한다면 

2010년 식량종자의 거래규모는 약 617억 원 수준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종자 갱신율 크기는 정상적인 갱신율 크기보다 낮게 나타나

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보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업체나 

개인들 간의 거래를 통해 종자공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하다 볼 수 있

다. 실제의 종자 갱신율 크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정

부 보급종 벼 종자의 갱신율 크기 정도의 종자 갱신은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식량종자의 갱신율은 적어도 

40%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거래액 추정에 적용할 경우 거래액은 724억 

원 수준이 된다.

여기에다 전체 거래 규모는 국내에 생산 공급된 거래액에다 수출입 거래

액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 거래액을 합한 2010년도 식량작물 종자의 

거래 규모는 754억 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1.1.4. 주요 식량종자의 기술력 수준

주요 식량종자인 벼, 옥수수, 감자의 기술력 수준을 살펴보면, 벼 종자는 전

체 기술 수준이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71.9%이고, 기술격차는 7년이고, 옥수수

는 전체 기술력이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력 56.3%, 기술격차 7년이며, 감자

는 전체 기술력이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73.3%, 기술격차는 4년이다<표 3-5>.

표 3-5. 주요 식량종자 기술력 수준
단위: %, 연수

종자 구분 기술 구분 기술명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수

벼
전체 기술 71.9 7

최고 세부기술 전통육종 기술 86.9 4

옥수수
전체 기술 56.3 7

최고 세부기술 전통육종 기술 77.1 3

감자
전체 기술 73.3 4

최고 세부기술 종자생산 기술 86.4 8

자료: ㈜날리지웍스(2012)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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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소종자

1.2.1. 채소종자 생산

채소종자의 생산은 생산입지와 관련하여 국내 생산과 해외 채종으로 구성

된다. 국내 생산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

면에, 해외 채종은 199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 정체 상태에 있

다가 2010년대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표 3-6>.

해외 채종이 증가하는 이유는 국내의 지가 및 임금 상승에 의한 생산비 증

가로 인해 채종여건이 악화되었고, 품목특성에 따른 기후조건 등으로 인해  

국내 채종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작목별로는 당근, 상추, 시금치, 고추

의 해외 채종 비율이 97～99%로 대부분 해외 채종에 의존하는 반면, 생산량

이 많은 배추는 외국에 비해 채종조건이 불리하지 않아 타 작목보다 해외 채

종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6. 채소종자의 연도별 생산 현황

단위: kg, 천 달러

구 분 국내생산량(A) 해외채종량 계(B) A/B
해외채종
(수입)액

1990 753,909 - 753,909 1.00 -

1991 745,645 135,669 881,314 0.85 401

1993 955,731 1,068,122 2,023,853 0.47 5,117

1995 506,366 1,319,636 1,826,002 0.28 9,854

2000 606,095 1,446,278 2,052,373 0.30 13,742

2005 447,638 1,229,709 1,677,347 0.27 24,561

2010 215,714 1,022,459 1,238,173 0.17 29,045

2011 224,982 1,376,414 1,601,396 0.14 37,425

2012 336,045 1,674,849 2,010,894 0.17 46,830

자료: 한국종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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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채소종자의 수출입

채소종자 수출액은 2000년 1,800만 달러에서 2012년 4,008만 달러로 2.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순 수입액은 2000년 1,150만 

달러를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0년부터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표 3-7>.

표 3-7. 연도별 채소종자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수출액(A) 6,095 7,388 18,002 15,277 23,042 32,507 40,080

순수입액(B) 2,397 7,835 11,521 5,710 9,729 13,501 14,307

무역수지(A-B) 3,697 △447 6,481 9,567 13,313 19,006 25,773

주: 순 수입액은 총수입액에서 해외채종 금액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종자협회.

채소종자 수출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생산량이 많은 무와 배추 중

심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고추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추 비중이 가장 

높은 구조로 변화했다. 또한 양배추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출량도 늘어 

1990년 수출 비중은 0.5%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14.3%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고추, 무, 양배추, 배추 등으로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다.

채소종자의 순 수입액을 보면, 1990년대까지는 시금치와 양배추가 큰 비

중을 차지했으나, 2000년대 이후 이들 종자의 수입이 크게 줄어 2012년에 시

금치 수입액 비중이 전체 수입의 6.4%, 양배추 비중이 0.4%에 불과하다. 단

고추 종자 수입은 2005년까지 많지 않았으나, 파프리카 재배면적의 증가에 

따라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2년 현재 양파, 토마토와 함께 수입액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 중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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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채소종자의 거래 규모

2010년 채소종자의 판매액은 2,395억 원으로 조사되었다<표 3-8>.1 채소종

자 판매액은 2007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 판매액은 2000년에 

비해 52% 증가한 상태이다.

표 3-8. 채소종자 연도별 판매액
단위: 억 원

연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판매액 1,578 1,631 1,592 1,616 1,796 1,797 2,019 2,337 2,395

자료: 한국종자협회.

2012년도 채소종자 판매액의 품목별 내역을 보면, 고추가 414억 원으로 가

장 많고, 그 다음이 무, 양파, 배추 순으로 나타난다<표 3-9>.

표 3-9. 채소종자 품목별 판매액(2012년)
단위: 억 원

품목 고추 무 양파 배추 토마토 수박 호박 전체

판매액 414 384 240 189 186 111 81 2,395

자료: 한국종자협회.

2010년에 국내에서 거래된 채소종자의 총 거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먼

저 2010년 채소종자 판매액에서 그해의 수출액을 감산한다.

◦총 판매액(2,019억 원)－수출액(253억 원: 2,304만 $×1,100원)=1,766억 원

다음으로 한국종자협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사의 거래액을 추가한다. 여

기서 한국종자협회에 속한 회원사와 협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사의 거래액 

비율을 신현호 등(2011)의 추정에 따라 85:15로 가정한다. 이 결과로 도출된 

1 채소종자의 판매액은 한국종자협회가 매년 회원사의 종자 판매액을 조사하여 

산출하는데, 여기에는 국내 판매액뿐 아니라 해외 수출액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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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액 규모는 2,077억 원이 된다.

여기서 다시 영양번식 채소류(마늘, 생강, 딸기)의 상업적 유통액을 추정하

여 합산한다. 추정방식는 3작물의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종자비를 이용해 

총 종자비 소요액을 구하고, 여기에다 추정한 30%의 상업적 유통비율(마늘

은 0%로 추정) 곱하여 영양번식 채소류의 거래액을 도출한다.2 이렇게 도출

된 영양번식 채소류의 거래액은 291억 원이 된다.

이로써 2010년 채소종자 총 거래액은 2,368억 원으로 산정된다.

1.2.4. 주요 채소종자의 기술력 수준

배추 종자의 전체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78%이고, 기술격차 

3년이고, 무 종자는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80%, 기술격차 4년으로 채소종자 

중에서 가장 높았다. 고추 종자의 전체 기술력은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68.9%, 기술격차는 5년이며, 토마토는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63.3%, 기술격

차 5년으로 나타났다<표 3-10>.

표 3-10. 주요 채소종자 기술력 수준
단위: %, 년수

종자 구분 기술 구분 기술명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수

배추
전체 기술 78.0 3

최고 세부기술 전통육종 기술 91.3 1

무
전체 기술 80.0 4

최고 세부기술 전통육종 기술 95.0 1

고추
전체 기술 68.9 5

최고 세부기술 전통육종 기술 79.6 2

토마토
전체 기술 63.3 5

최고 세부기술 전통육종 기술 69.3 6

양파
전체 기술 72.5 8

최고 세부기술 전통육종 기술 71.7 6

자료: ㈜날리지웍스(2012)에서 재구성.

2 신현호 등(2011)의 추정방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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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수 및 화훼 종자

1.3.1. 과수종묘

가. 과수종묘산업의 특성

과수종묘는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다(국산품종 보급

률 약 23%). 하지만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품

종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사과, 배, 복숭아 등을 중심으로 국산품종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과수는 대부분 접목, 삽목 등 영양번식을 통해 생산되어 묘목 형태로 농가

에 보급되고, 이들 묘목 생산과 판매는 주로 과수종자업체에 의해 이루어지

지만, 많은 과수농가가 자가 번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과수종묘의 유통실태를 보면, 전체 과수종묘 수요량의 약 40% 정도만 등

록업체 내지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공급되고, 나머지는 무등록업체에 

의해 생산 유통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등록한 과수종묘업체 수

는 339개소로 전체 종자업체 중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고 비율상으로 31.6%

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과수종묘의 수급 및 시장 규모

과수종묘의 생산량 자료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 과수 과종별로 조사하

여 생산현황을 발표했으나 그 이후 조사가 중단되었으며, 2008년 국립종자

원이 그간의 재배면적 증감과 10a당 재식 주수를 감안하여 2007년도까지 자

료를 추정 산출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최신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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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배

면적

갱신

주기(년)

갱신

면적

종자

식재량

종자

수요

종자

단가(원)

종자

시장 규모

사과 30,992 15 2,066 1.9 3,925 11,000 43,175

배 16,239 30 541 1.2 649 6,000 3,894

복숭아 13,908 15 927 0.55 510 12,000 6,120

포도 17,572 15 1,772 1.1 1,949 7,000 13,643

감귤 21,143 30 705 2.5 1,763 20,000 35,260

감 31,808 15 2,120 0.55 1,166 7,000 8,162

자두 5,870 15 391 0,55 215 7,000 1,505

기타 24,940 20 1,247 0.55 686 7,000 4,802

합계 162,247 9,769 10,863 116,561

표 3-11. 과수종묘 수요량 및 시장 규모

단위: ha, 천 주

자료: 신현호 등(2011, 53-54).

이런 상황하에서 신현호 등(2011)은 2010년도 과종별 재배면적을 적용하

여 <표 3-11>과 같은 방식으로 과수종묘의 수요량과 종자시장 규모를 도출

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0년도 과수종묘의 시장 규모는 1,166억 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1.3.2. 화훼종자

가. 화훼종자산업의 특성

화훼종자도 과수종묘처럼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다

(국산품종 보급률 약 10%). 외국에서 도입되는 품종 중 양란과 동양란 등 난

류와 튤립과 백합 등 구근류, 그리고 초화류는 직접 수입되는 형태가 일반적

이고, 이외 다른 화훼류는 주로 국내에서 영양번식 형태로 증식되지만, 구입

품종에 대해 품종사용료(로열티)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화훼종자에 대한 국산품종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

단체 산하 연구기관에서 품종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결과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접목선인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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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0% 국산품종으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미품종도 국산품종 보급

률이 2009년의 12%에서 2011년 18%로 증가했다.3

화훼의 생산과 유통은 주로 종자업체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일부 화훼농

가의 경우 자가 번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화훼종자업체 수는 1998년의 23

개소에서 2012년 172개소로 크게 늘어났는데, 2012년 말 현재 전체 종자업체 

수에서 1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영세한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다.

나. 화훼종자의 판매액 및 시장 규모

화훼류 작물 생산은 2005년까지 빠른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그 이후 감소

하는 추세에 있다<표 3-12>. 화훼 종류별로 보면, 절화류, 분화류, 관상수와 

종자류는 전체 추세와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만, 초화류와 화목류는 2005년 

이후에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초화류는 2000년도의 판매액 68억 원에서 

2011년도의 1,53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표 3-13>.

표 3-12. 화훼류 재배면적 및 판매액 추이

단위: ha, 억 원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재배면적 3,674 5,343 6,047 7,950 6,829 6,833

판매액 2,628 5,090 6,650 10,105 8,510 8,21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 화훼재배현황 및 각 연도 화훼재배현황.

3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2012),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자료 참조.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45

표 3-13. 화훼류 종류별 판매액
단위: 억 원

구 분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관상수 화목류 종자류 구근류 계

1990 592 1,150 80 558 195 7 46 2,628

1995 2,257 1,861 22 673 196 4 77 5,090

2000 3,012 2,617 68 585 293 16 59 6,650

2005 4,517 3,490 865 609 443 156 25 10,105

2010 2,976 2,942 1,376 425 623 129 39 8,510

2011 2,863 2,766 1,530 349 548 119 40 8,21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 화훼재배현황 및 각 연도 화훼재배현황.

화훼종자는 화훼류 품목 중에서 재배용으로 활용되는 초화류, 종자류 및 

구근류를 초본류 종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초본류 화훼종자의 시장 

규모를 도출하면, 2010년도의 시장 규모가 1,544억 원, 2011년도의 시장 규모

가 1,689억 원이 된다.

여기에다 목본류 화훼종자의 시장 규모는 묘목 상태로 판매되는 관상수와 

화목류의 판매액으로 추정할 수 있어 이를 도출하면 2010년도 시장 규모가 

1,048억 원이고, 2011년도의 시장 규모가 897억 원이 된다.

초본류와 목본류를 합쳐서 전체 화훼종자 시장의 규모를 구하면, 이는 

2010년도 2,592억 원, 2011년도 2,586억 원이 된다.

1.4. 국내 종자산업의 시장 규모 추정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국내 종자산업 전체의 시장 규모를 추정

해 보면, 2010년도 식량종자의 시장 규모는 754억 원, 채소종자의 시장 규모

는 2,368억 원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2010년도 과수종자의 시장 규모는 

1,166억 원, 같은 연도 화훼종자의 시장 규모는 2,592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합하면, 2010년도의 시장 규모가 6,880억 원이 된다.

그런데 식물종자에는 이 밖에도 버섯과 특용작물, 사료 및 녹비작물 등의 

종자가 포함되는데, 식물종자 전체의 시장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이들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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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량 과수 채소 화훼 버섯 뽕 기타 계

1998 11(3.3) 162(48.8) 50(15.1) 23 (6.9) 70(21.1) 11(3.3) 5 (1.5) 332

2002 8(1.6) 188(38.8) 93(19.2) 58(12.0) 100(20.6) 18(3.7) 20 (4.1) 485

2004 16(2.8) 210(36.8) 117(20.5) 78(13.7) 104(18.2) 20(3.5) 26 (4.6) 571

2006 18(2.4) 235(31.9) 163(22.1) 110(14.9) 115(15.6) 26(3.5) 69 (9.4) 736

2009 37(4.5) 250(30.5) 173(21.1) 121(14.8) 110(13.4) 30(3.7) 98(12.0) 819

2012 46(4.3) 339(31.6) 209(19.5) 172(16.0) 119(11.1) 37(3.4) 151(14.1) 1,073

자료: 국립종자원(2013. 1).

표 3-14. 종자업 등록업체 수

단위: 개소, %

장 규모까지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수 있다. 이들 종자에 대한 시장 규

모는 신현호 등(2011)에서 추정해 놓았다. 이를 보면 2010년도 버섯 종자의 

시장 규모가 400억 원, 특용작물 종자 1,398억 원, 사료 및 녹비작물 종자 

435억 원으로 도출되었다(신현호 등 2011, 77).

이에 따라 2010년도 국내 종자산업 전체의 시장 규모는 9,113억 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종자기업의 운영 실태

2.1. 종자기업의 일반적 현황

종자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종자 및 묘목 생산업(01123)’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등록한 업체 수는 경제 위기 상황이던 1998년 332업체에서 2012년 

1,073업체로 3.2배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재배 

품목이 다양화되고 품목별 품종도 다양화되면서 민간 종자업계의 참여가 크

게 늘었기 때문이다. 작물별로는 과수가 전체의 31.6%로 가장 많고, 다음으

로 채소(19.5%), 화훼(16.0%), 버섯(11.1%)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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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업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자기업의 일반적 특징은 영세한 생

산 판매업체가 대부분이며, 유전자원의 관리, 신품종 육성, 종자의 품질관리 

및 가공처리 등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제한된 내수

시장에 다수의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일부 선도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 업체들이 경쟁 심화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다. 현재 종자기업 중 

코스닥 상장사는 1개이고, 외투법인이 4개이며, 나머지 800여 개의 업체는 

모두 규모가 작은 중소 및 개인기업 형태로 존재한다.

2.2. 채소종자기업 운영실태 조사

국내 종자기업 중 채소종자기업이 가장 크게 민간기업적 활동을 하는데,

이 채소종자기업이 (사)한국종자협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채소

종자기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협회를 통해 회원사들의 경영실적 

및 경영 관련 의향을 조사하였다. 2013년 현재 협회 소속 회원사는 51개소인

데, 이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회원사는 21개소였다.

설문에 응답한 종자회사를 업체 개황(종업원 수, 연구시설 규모 등)과 생

산량, 매출액, 영업이익, 자체유형평가,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

규모, 중소규모, 개인육종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결과 대규

모 회사가 7개, 중소규모 회사가 11개, 개인육종가가 3개로 분류되었다.

2.2.1. 종자생산 실태

설문에 응답한 종자회사의 주력생산 종자품목은 고추가 1순위로 가장 높

았고, 무가 2순위, 배추와 토마토가 같은 3순위로 나타났다. 식량종자에 참여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 회사의 29%가 식량종자를 보급하고 있다

고 응답했다. 하지만 식량종자 보급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4%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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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채종과 해외채종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 회사의 43%가 현 비율 수준을 유지하고, 29%가 국내 채종 비율을 확대

하고, 19%가 해외채종을 확대할 계획이라 응답했다.

종자생산 작물 수에 대한 계획에서는 현재보다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62%,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38%를 차지하고, 확대 대상 품목으로는 고

추, 상추, 토마토, 식량작물 등을 제시했다.

업체별 종자생산 작물의 전문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81%로 높았

으나, 세부적으로는 찬성의 강도가 개인육종가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중소

규모 회사, 다음이 대규모 회사 순이었다. 전문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대

규모 회사들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2.2. 종자유통 판매 실태

종자의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에 대한 설문에서 가장 주된 요인은 원

가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회사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대체

적으로 전년가격과 타기업 가격 등이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채소종자회사가 종자의 판매처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종묘상(30.4%)

이고, 그다음이 대리점(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통망을 어떻게 변

경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 회사의 48%는 현재의 판매방법을 유지

할 것, 33%는 대리점을 강화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직거래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이 10%를 차지했다.

향후 내수판매와 수출 비중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문

에서 응답 회사의 29%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57%가 수출 비중을 확대하

며, 14%가 내수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출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회사의 수출 비중 목표치는 평균 47.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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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종자 수출입 실태

현재 종자회사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채소종자는 ① 고추, ② 무, ③

배추 순이고,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① 중국, ② 미국, ③ 인도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종자수출이 가능한 이유로는 국내 종자의 품질이 우수

하기 때문이 80%라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이 가격경쟁력 확보로 

13%의 비중을 차지했다.

종자회사가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채소종자는 ① 양파, ② 토마토, ③

시금치 순이고,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① 일본, ② 중국, ③ 네덜란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작물의 종자를 수입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① 국내 

육종능력 부족으로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44%)과 ② 가격 및 품질경쟁력

이 부족하기 때문(3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수입하고 있는 채소종자 중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으로는 양파(33%)

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오고, 그다음으로 토마토(14%)가 차순위로 제시

되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

한 회사의 95%가 현재보다 발전할 것이라 보고, 5%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았다.

2.2.4. 경영 및 운영실적

설문에 응답한 종자회사의 2012 회계연도 매출액 구성을 살펴보면, 100억 

원 이상 매출실적을 올린 회사가 전체 응답 회사의 36.8%, 50억 원 미만인 

회사가 57.9%를 차지하며 중간구간인 50억～100억 원 미만 매출액을 갖는 

회사는 1개소로 5.3%에 불과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종자회사,

특히 채소종자회사의 기업구조가 대규모 회사와 소규모 회사로 양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한 회사들의 2012 회계연도 평균 매출액 및 평균 영업이익 크기는 

각각 116억 3천만 원과 13억 9천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회사들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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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에 연구개발에 투자한 연구비 구성을 보면,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회사가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개별 회사들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

중은 평균 18%였고, 연구개발비 총액 크기가 영업이익 총액의 80% 수준이 

되었다.

종자회사가 지난 5년간 종자 관련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

문에서는 응답한 회사의 48%가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지원받은 정책자

금 중 상대적으로 다수의 회사가 활용한 사업은 채종전환지원금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3. 농업인의 종자이용 실태 및 의향 조사

먼저 수요자인 농업인들의 종자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종자산업정책에 대

한 농업인 의향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중 무작위로 

추출된 농업인 1,000명에 대해 2013년 9월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회수

된 설문지는 528부로 응답률이 52.8%였다. 재배작물 중심으로 응답자의 유

형을 구분하면, 식량작물 재배농가 49.1%, 채소 재배농가 17.8%, 과수 화훼 

재배농가 18.6%, 특작 및 기타 농가 6.8%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서 설문응

답자 특성에 나타난 재배작물별 농가유형 구분은 설문 구성에 활용토록 하

여 농가유형별로 각기 다른 설문을 갖도록 설문체계를 구성하였다.

설문 중 종자산업정책 관련 사항은 수요자인 농업인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공급자인 종자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사를 하였고, 이 결과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종자기업에 대한 조사는 앞서 조사한 

채소종자회사에 대해 동일한 설문항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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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식량종자 관련 내용

식량작물 재배농가와 특작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종자를 갱신할 때 어디

를 통해 보급받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1.1%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

부터 보급받는다고 응답했다. 재배하는 식량종자를 몇 년마다 갱신하는가에 

대해서는 해마다 갱신이 44.5%, 2년마다 갱신이 26%를 차지했고, 종자를 갱

신하지 않는 기간 중에 종자조달방식은 자가채종으로 직접 조달이 63.8%, 자

가채종한 이웃으로부터 조달이 17%를 차지했다.

식량종자 보급의 방향에 대해서는 보급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로 압도적 비율을 점했는데, 이는 종자공급자 입장에 있는 채소종자회

사의 의견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종자회사는 식량종

자 보급을 전체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38.1%), 그다음으로 

국가와 민간이 나누어서 보급하는 방안(28.6%)을 선호했다<표 3-15>.

표 3-15. 식량종자 보급방향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 비교

단위: %

구분 전체 민영화국가 담당농협 담당국가와 민간 분담 기타 모름 무응답

농업인 3.1 69.4 15.2 9.0 0.7 0.2 2.4

종자회사 38.1 19.0 9.5 28.6 0 4.8 0

식량종자 보급의 민영화 속도에 대해서 농업인은 민간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42.9%)과 식량종자 보급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41.6%)

을 거의 대등하게 선택했다. 종자회사는 식량종자 보급에 민간 참여를 점진

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66.7%의 찬성률을 나타내었다<표 3-16>.

표 3-16. 식량종자 보급 민영화 속도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 비교

단위: %

구분 곧바로 추진 점진적 확대 민영화 안함 기타 모름 무응답

농업인 4.6 42.9 41.6 2.2 2.9 5.8

종자회사 14.3 66.7 4.7 14.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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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종자 보급의 민영화 방식에 대해 농업인은 ‘식량종자 보급을 중앙사

무에서 지방사무로 이관 후 점진적으로 농협 중심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에 42%가 찬성하고, 그 다음으로 국가소유 원종장 등을 민간회사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19.3%가 찬성했다. 반면에 

종자회사는 국가 소유 원종장 등 채종시설을 민간회사가 활용할 수 있게 하

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52.4%가 찬성했다<표 3-17>.

표 3-17. 식량종자 보급 민영화 추진방식에 대한 입장 비교

단위: %

구분
지방화 후
민영화

농협중심
민영화

원종장
활용

민간시장
경쟁

기타 모름 무응답

농업인 42.0 16.9 19.3 1.0 3.9 6.0 10.9

종자회사 19.0 0 52.4 19.0 4.8 4.8 0

3.2. 채소 과수 화훼종자 관련 내용

채소 과수 화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종자비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32.5%가 5% 미만이라 답

하고, 31.1%가 5～10% 미만이라 응답했다. 생산비에서 종자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주관적 척도는 높다고 느끼는 응답자(매우 높음 + 높은 편임)가 

전체의 50.4%, 적당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18.5%, 낮다고 느끼는 응답자(매

우 낮음 + 낮은 편임)가 19.9%임을 보여주고 있다.

종자의 신품종에 대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신품종이 개발되면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구입해서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68.5%, ‘몇 

년 뒤 신품종의 품질이 영농 현장에서 검증되고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사용

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22%로 나타났다.

외국계 회사 종자와 한국계 회사 종자의 품질 간의 차이에 대한 설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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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품질 수준 차이를 말할 수 없다’

(64.7%)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종자를 구입할 때 종자 회사의 국적을 고려

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국적을 고려하지 않고 종자의 품질을 최우선적으

로 고려한다’라는 응답이 34.3%, ‘품질이 비슷한 경우 국내 회사를 선호한다’

는 응답이 28.3%, ‘외국계 회사보다 한국계 회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25.5%로 나타났다.

종자회사들 간에 연합체를 구성하여 생산품목의 전문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한 농업인들의 50.3%가 찬성했다. 이에 비해 종자 회사들은 

80.9%가 생산 품목의 전문화를 지지했다<표 3-18>.

표 3-18. 종자 회사들의 생산 품목 전문화에 대한 농업인과 업체의 입장 비교

단위: %

구분 전문화 필요 시장에 맡김 현실적 어려움 기타 모름 무응답

농업인 50.3 25.7 12.5 0.3 3.5 7.6

종자 회사 80.9 4.8 (불필요) 9.5 4.8 0

3.3. 종자산업정책 일반

조사에 참여한 모든 유형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종자산업정책 일반에 대해 

설문하고, 이를 종자회사의 의견과 비교했다.

먼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품종육성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설

문에서 농업인들은 소비자 보호 및 식품안전 차원에서 일반 교배종 개발을 

육성하는 것에 가장 많은 지지(48.2%)를 보내고 있다. 반면에 종자회사는 품

종육성정책의 방향을 정하지 말고 육종 관련 R&D 지원만 확대하는 방안을 

가장 크게(61.9%) 선호했다<표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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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품종육성정책 방향에 대한 농업인과 업체의 입장 비교

단위: %

구분
GM종자
개발육성

일반교배종
개발육성

지원만
확대

기타 모름 무응답

농업인 32.5 48.2 12.1 0.8 3.8 2.6

종자회사 9.5 23.8 61.9 4.8 0 0

다음으로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정책으로 가장 적

절한 것에 대한 설문에서 농업인과 종자회사 모두 국가의 장기적이고 지속

적인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각각 43.1%와 40.6%). 그다음 순위

는 전략작목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인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농업인보다는 종자회사가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그림 3-2>.

그림 3-2. 품종개발 육성을 위한 투자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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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자산업 발전정책

4.1. 종자산업구조 분석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산업 전체가 동질성을 갖지 못하고 세부산업별로 각

기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식량종자산업와 채소종자산업 그리고 과수 

및 화훼산업이 서로 다른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식량종자산업은 아직까지 

국가주도형 생산 보급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종자의 생산 및 보급에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의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채소종자산업은 완전히 민영화되어 있는 상태로 시장의 원리

에 따라 종자의 생산 및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수의 글로벌 기업과 

대다수의 영세업체로 이루어진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과수 및 화훼종

자산업은 국가 주도와 민간 주도가 혼합된 관민혼합의 중간형태를 띠고 있

지만, 국내산 품종의 보급률은 극히 낮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종자산업 발전정책은 ① 종자산업 전체와 관련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② 세부산업별 현안과 관련된 세부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4.2. 종자산업 공통의 발전방안

4.2.1. 종자산업 육성의 정책적 방향 제시

종자산업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서 국가는 자국의 종자산업을 어떠한 방

향으로 유도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

요가 있다. 다시 말해 종자산업정책의 방향을 소비자 보호 및 식품안전 차원

에서 GM 종자보다는 일반 교배종의 생산 및 보급을 우대 육성하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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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지, 아니면 종자산업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GM 종자와 일반 교배종 

중 어느 쪽을 특화하는 것이 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더 유리한지 검토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하는 방식을 택할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기본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정립된 기본방향에 입각

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 분석한 국내 종자품종의 기술력 수준과 제5장의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점점 높아져가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현 단계의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GM 종자보다 일반 교배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지향하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GM 종자는 그 위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위해성에 

대한 의구심이 내재된 상태로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이에 대해 함량표시 의

무화, 수입 제한 등 엄격한 규제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GM 작물의 식용

을 반대하는 환경 및 시민단체들은 GM 작물이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독

성물질 생성과 알레르기 유발 등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GMO 재배로 

해충과 잡초의 내성이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

로 GM 종자는 생산성과 기능성 면에서는 우월하지만, 안전성 및 건강성 면

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국내 종자산업의 기술력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GM 종자를 

우대해야 할 위치나 처지에 놓여 있지 않다. 국내 종자의 기술적 경쟁력은 

품목상으로 배추와 무, 고추 등에 우위를 점하고 있고, 기술력에서는 GM 방

식보다는 교배종(교잡종) 육성에 주된 기반을 두고 있다.

셋째, 제5장의 설문조사 분석에서 농업인과 종자회사 모두 GM 종자의 개

발육성보다는 일반 교배종의 개발육성을 더 선호한다.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정책적 기본

방향은 식품의 안전성과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을 정책적 우선과제로 설정해 

GM 종자보다는 교배종의 품종개발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설정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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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R&D 투자전략과 기술력 활용전략

가. 연구개발 투자의 필요성

앞서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품종별 기술력 수준이 선진국들 내

지 글로벌 종자기업의 기술력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는 데 비해, 품종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4 대부분의 국내 종자기업

은 규모 면에서 글로벌 종자기업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R&D 투자 확대가 

쉽지 않다. 따라서 품종개발 육성을 위해 국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가 요구된다. 이는 전술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농업인

과 종자 회사 모두 우수한 품종 개발을 위해 국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

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기술력 분석 진단과 ‘선택과 집중’ 전략

종자품종 육성을 위한 R&D 투자에서는 전 품종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재

정상으로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자효율도 낮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의

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선택과 집중의 대상을 상대

적으로 기술력 수준이 높은 품종, 예컨대 최고기술 대비 70% 이상에 속하는 

종자로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R&D 투자의 우선순위 대상의 하나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품종개발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품종개발은 기본적으로 맛이 좋고, 건강

에 유익하며, 병해충에 강하고, 수량이 많은 품종이어야 함과 동시에 품종개

발의 특수목적, 예를 들어 항암효과가 있거나 요리에 편리한 기능성 등이 동

4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R&D 투자액은 

4,100만 달러인 데 비해, 세계 최대 종자기업인 몬산토는 10억 9,800만 달러로 

26.8배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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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다. 세부기술력의 전략적 활용

종자의 세부기술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통육종 부분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 특히 무와 배추의 전통육종은 90% 이상의 기술력으로 세계 최

고기술에 근접해 있다. 이는 우리 기술이 일반 교배종 육성에 강한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세부기술력을 종자수출에 활용하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종자 품종의 수출경쟁력은 해당 품종의 평균적 기술력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기술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에 의해 생길 수 있기 때문

에 각 품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뛰어난 세부기술력을 집중적으로 발

전시켜 탁월한 신품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품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2.3. 유전자원 자체에 대한 권리화 및 이익공유 방안 마련

제4장의 글로벌 종자기업 분석에서 몬산토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내재

해성’ 종자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내재해성 종자는 기술개발의 산물이 

아니라 내재해성 유전자를 탐색하여 발굴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특허나 품종보호권으로 권리화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내재해

성 종자(climate gene)로 특허등록된 종자 중 상당 부분의 유전자원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류 공동의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특

허등록으로 독점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전자원

에 대한 특허출원 및 등록이 계속되고 있어 국제적 연대 및 국제협약 등을 

통해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시 말해 특허권이

나 품종보호권 등 배타적 지식재산권 권리가 설정될 수 없는 유전자원 자체

에 대해 글로벌 종자기업이 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통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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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전)자원보유국들 중심으로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세

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차원에서 유전자원 자체를 권리화하고 ‘유전자원

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 방안을 논의하

고 구체화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논의 및 방안 마련에서 핵심은 종자의 품종개발에 대해 특허나 품

종보호권 등의 통상적인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과 유전자원 그 

자체로 통상적인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

래서 유전자원 그 자체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이를 

무효화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유전자원 

그 자체에 대해서는 ABS 체제가 정착될 수 있게 제도화하고 ABS를 위한 국

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4.3. 세부산업별 발전방안

4.3.1. 식량종자 보급의 민영화 방향 정립

가. 식량종자의 보급정책

2009년 10월에 작성된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 에 따르면, 정부의 식량종

자 보급 기능에 대해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2010년부터 종자업체

에게 기본식물을 분양하고, 정선시설을 임대하며 생산 공급 기능을 위탁해

서 민간기업이 종자의 생산 및 공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계획

되었다. 여기에다 작물별 보급기능 이양시기를 감자와 옥수수는 2011년, 보

리와 콩은 2012년, 벼는 2014년으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행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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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량종자의 보급방향에 대한 농업인 및 종자회사 의향

식량종자의 보급 방향에 대한 설문에서 농업인들은 국가가 계속해서 담당

해 주길 바라는 의견이 가장 많고(69.4%), 종자회사는 식량종자도 전체적으로

는 민영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상대적으로 많은 의견이 모아졌다(38.1%). 민영

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종자회사 모두 민간 참여가 점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고 했다. 민영화 추진방식에서는 농업인들은 식량종자 보급사무

의 지방화를 먼저 이행하고 그다음 민영화를 실시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선

호하고, 종자회사는 국가 및 지자체 보유의 원종장 등 생산 채종시설을 민간

회사가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영화가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종자의 수요자인 농업인과 공급자인 종자회사의 입

장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다. 식량종자 보급의 방향 정립 및 실천계획 수립

식량종자 생산 보급의 민영화는 정부정책의 기본방침으로 설정되었지만,

이에 대한 시행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식량종자 보급의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

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식량종자의 생산 보급 기능을 민영화하는 데에 따

르는 현실적 어려움은 종자의 공급자와 수요자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먼

저 (장래)공급자인 종자회사 입장에서는 현재 공급되는 정부보급종 중에는 

생산비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보급되는 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민영화 참여

를 꺼리게 되고, 반대로 수요자인 농업인 입장에서는 종자비가 일시에 현실

화하게 되면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농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식량종자 

보급의 민영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량종자의 생산 보급체제

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단기간에 가능

한가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농업의 산업적 발전이란 큰 흐름에서 보면, 종자의 생산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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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과정도 민영화되어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생산 유통체제로 개편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것은 보다 중장기적 계획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생각된다. 다시 말해 실천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민영화 추진방식에 단계론을 도입하고, 식량종자의 품목에 있어서도 민

간이양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민영화해나가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된다.

식량종자 보급의 민영화 추진방식상 단계적 접근은 농협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협은 민간조직이지만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민

간기업과는 달리 조합원인 농업인에 대해 사업적 또는 비사업적으로 지원하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수익성 문제로 민영화가 어려운 식량

종자의 보급을 농협이 조합원(농업인) 서비스 차원에서 생산비를 보전하고 

최소한의 이윤만 부과하는 선에서 민영화 과업을 넘겨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농협 자체에서 이러한 과업을 담당할 의지가 있는지, 담당

할 경우 수익구조의 단기 및 중장기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

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

러한 대안 검토와 관련해서 정부는 농협에 어떠한 지원 내지 인센티브를 제

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4.3.2. 소규모 채소종자회사들 간 생산 품목의 전문화 추진

채소종자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소수의 대규모 회사들과 다수

의 영세소규모 회사들로 이루어진 이중구조 문제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내부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만, 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소규모 종자회사들 간에 연

합체를 구성하여 생산품목의 전문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일본에서도 종자업체 규모별 차별화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

는데, 이를 보면 ① 대규모 회사는 다품목 위주의 생산체계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② 소규모 회사는 품목별로 전문화 및 특성화하여 국내시장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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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5

또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서도 종자회사의 80.9%, 농업인의 

50.3%가 찬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은 한국종자협회를 비롯

한 채소종자단체들이 협의하여 수립하고, 수립된 안이 실행가능하도록 국가

가 지원하는 형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4.3.3. 외국의 우수한 과수 화훼품종을 선진기술로 활용

과수 및 화훼 종자산업은 다른 종자산업 부문에 비하여 기술력이 크게 떨

어져 국내산 품종의 보급률은 매우 낮고 외국산 품종의 수입에 많이 의존하

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수입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출 비중도 

높은 편이다.

산업 자체의 객관적 여건이 이와 같을 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은 발상의 전환이다. 다시 말해 외국의 우수한 신품종을 궁극적으로 배

척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선진기술로 받아들여 이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는 일반 산업 부문(예컨대 자동차

산업)에서 외국의 선진기술을 인정하고 이 기술에 대해 기술료를 지급하면

서 기술제휴 상품을 생산하다가 종국에는 자체 신기술을 개발해 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외국산 과수 화훼종자품종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품종의 로열티를 추가적

인 비용으로만 파악하는 소극적인 시각을 버리고, 로열티를 생산적 투자비

용으로 파악하는 적극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비로소 외국의 육종회사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육종회사와의 상호협력관계는 국내의 육종회사와 합작사업을 추진하

는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소비자들

이 선호하는 품종 개발에 있어 국내 종자회사의 개발 콘셉트와 외국 회사들

의 선진 기술이 결합하여 현지 시장 지향적 신품종을 개발할 수 있다.

5 농림수산식품부(2009),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 , p. 6 참조.



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묘산업 발전방안 제4장

1. 산림용 종묘산업의 정의 및 체계

1.1. 산림용 종묘산업의 정의

산림용 종묘생산 체계는 종자와 묘목생산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산림

용 종자공급원에는 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이 있다. 채종원은 우수한 산림

용 종자를 쉽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종자생산 

공급원으로서 현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면서 국 민유 양묘장

에 종자를 공급하고 있다. 채종림은 채종원산 종자로 조림에 필요한 소요량

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한 종자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우량 

임분이며, 채종임분은 채종원과 채종림에서 조림용 종자공급량이 부족하다

고 판단되거나 채종원 및 채종림의 미지정 수종의 종자를 잠정적으로 채취

할 목적의 임분으로서 채종림 지정요건에는 미달하지만 일반적으로 형질이 

우량한 임분을 말한다. 채종림과 채종임분의 관리 및 운영은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양묘는 종자 파종부터 재배 후 묘목을 수확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유림용 

묘목은 국유양묘장에서, 민유림용 묘목은 정부가 지정한 민간 양묘장에서 

주로 수행한다. 국유양묘는 북부지방산림청(용문), 동부청(정선, 평창), 남부

청(춘양), 서부청(보성)의 5개 양묘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민간양묘 생산자는 

개인 양묘업자, 산림조합, 도산림환경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행생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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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기준 및 절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시행

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조림은 묘목을 활용하여 식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국유림 조림은 국유림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영림단에서, 민유림 조림은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영

림단과 산림사업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1.2. 산림용 종묘의 생산 체계

종자생산은 7월에 채취가능량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8월에는 종자

채취 지시가 나오고, 이후 11월까지 종자채취가 이어진다. 채취된 종자는 품

질표시(채취자, 산지, 일자, 품질)와 검사 후 보관되어 오다가 다음 해 1월에

서 2월 사이에 국유양묘장과 대행생산자에게 공급된다. 이후 양묘 시업은 3

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다.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묘목소요량이 수종별로 파악되면 이에 

따라 묘목 생산이 이루어지고, 묘목검사 및 수급은 11월에서 다음 해 4월 사

이에 봄 산림 식재를 위해 진행된다. 가을 식재는 9월에서 10월 말 또는 11

월 초까지 이루어진다.

산림용 묘목 대행생산을 위한 자격요건은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구분이 묘목인 자, 1ha 이상의 포지(임차포지 포

함)를 보유한 자, 725m2 이상의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자에 한

함)이다.

묘목가격의 결정 및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산림청장은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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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종묘 생산 공급 체계도

양묘시업 현황파악
종자결실예찰조사

(종묘사업실시요령 제7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채종원)

∙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국유림관리소장
(채종림, 채종임분)

묘목 수급가능량 파악 채취가능량 파악(7월) ∙산림청장

↓

조림가능량 파악
∙산림기본계획(10년)에 따라 향후 5년간 공급 가능량 
파악(매년)-시 도, 지방산림청

↓ (조림정책방향 고려)

묘목소요량 파악 ∙년도별(향후 5년), 수종별 파악

↓

종자채취 지시(8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청장, 시 도지사

↓

종자채취(11월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채종원)

∙산림환경연구소, 국유림 관리소 채종림, 채종임분)

∙양묘업자(시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지정 채취 시)

↓

종자검사 보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센터 지방청 채취종자)

∙도 산림환경연구소장(도 민간채취종자)

∙품질표시(채취자, 산지, 일자, 품질 등)

↓

양묘계획수립 및

종자수급(익년1～2월)

∙민유양묘(대행생산자 지정: 자원법 제17조)

∙국유양묘(위탁): 대행생산계약체결(자원법 제17조)

∙채종원 종자: 국유 및 대행생산자에게 우선공급

↓

양묘시업(3～10월)
국유양묘장(국유림 조림용 묘목생산)

민유양묘장(민유림 조림용 묘목생산)

↓

묘목검사 및 수급

(11월～익년 4월)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산림청장

↓

조림(3～5월)

자료: 산림청. 2013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묘산업 발전방안66

2. 산림용 종자 생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1. 산림용 종자 생산의 문제점

조림수종이 자주 바뀌고 채종원 조성의 역사가 길지 않는 등의 이유로 종

자수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산림정책이 바뀔 때마

다 주요 조림수종이 바뀌거나 수종이 변경되었고, 5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에 

해당하는 현재에는 지역별 집중 조림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10개에서 시

작한 주요 조림수종은 치산녹화 기간 동안 78개까지 증가한 이후 현재는 7

개로 축소되었다. 당초 채종원 조성 목적이 용재수 중심의 침엽수 채종원에

서 활엽수 및 다목적 채종원으로 급격하게 바뀜에 따라 종자 개량, 육종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종자생산이 보조를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채종

원의 질적인 개량 및 관리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조림면적과 향후 조림 수요를 고려하면 채종원 면적과 종자 생산량이 부족

한 현실이다.

구분 기간 수종 수 조림 수종

제1차

치산녹화
1973∼1978 10

유실수(5종), 속성 특용수(5종), 장기수

(4종)을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

제2차

치산녹화
1979∼1987 21

유실수(2종), 속성 특용수(5종), 장기수

(14종)

제3차

치산녹화
1988∼1997 78

용재수(27종), 유실수(4종), 조경수(20종),

특용수(12종), 내공해수(8종)

제4차

산림기본계획
1998∼2007 20 주수종(8종), 부수종(12종)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08∼2017 7

강원 경북(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경

기 충청(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경

남 전라(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남해

안 제주(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자료: 한국양묘협회(2012).

표 4-1. 산림정책 주요 조림수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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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림과 채종임분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수형목이나 종

자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채종림과 채종임분도 단순한 종자생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숲가꾸기 등을 통해 종자품질 제고를 위한 임분개량(본수, 광조

건 개선)과 임도 개선 등 종자 결실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량 종자 채취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이고, 기후 악화나 해거리

에 따른 종자수급의 불일치로 인해 일부 종자를 비지정 종자공급원에서 조

달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0년부터 기

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산림용 종자의 ‘산지증명제도’를 운영 중에 있지만 활

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미국, 스웨덴 등 주요 임업국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소수의 전략수종 위주

로 채종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테다소나무, 더글러스퍼 등, 스웨

덴은 구주소나무, 독일가문비 등, 일본은 편백, 삼나무 등에 채종원이 전략적

으로 집중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채종원은 31종의 수종을 보유하고 있

지만 국가정책상 조림 수종이 자주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숫자도 증가하여 채

종원을 비롯한 종자 공급기반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주요 

임업국은 기후변화 적응 및 산림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종자배포구를 지정하

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다수의 소규모 채종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는 충주 등 6 지역에 채종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2.2. 산림용 종자 생산의 개선과제   

산림용 종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장기 산림종자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종자 공급원을 재정비해나가야 한다. 조림수요, 종

자생산량, 종자공급원 면적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조림

수종 종자는 채종원에서 공급하고 시범사업, 특색사업 등을 위한 종자는 채

종림에서 채취하는 구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종에 따라 기술적으

로나 경제적으로 채종원 조성에 의한 개량종자 생산 보급이 비효율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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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채종림을 선정하여 종자공급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 국제적으

로 통용되고 있는 OECD/CFRM에 준한 종자공급원 등 제반문제를 실현 가능

한 수준으로 재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수종의 특성, 조림적 가치 현지 사

례 등을 고려하여 채종원(림)으로 현실성이 없는 수종에 대해서 종자생산지

가 확인된 자원 개념의 종자 채취 지역을 설정하여 종자 공급기지로 활용해

야 할 것이다.

종자수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산림종자 공급원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화에 따른 현존본수 미달 등으로 채종원 기능을 상실한 

채종원을 갱신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 채종원을 조성해야 한다. 채

종림(임분)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통해 기준미달 채종림(임분)은 해제하고 

지역별 조림 수종 위주로 추가 지정을 해야 한다. 또한 숲가꾸기, 작업임도,

병충해 방제 등을 통해 채종림(임분)의 종자 결실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종자공급을 위한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채종원은 소나무, 잣나무 등 주요조림 수종 위주로 개량, 관리기술 등의 연

구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다양한 수종에 대한 채종

원 조성계획은 주 기능을 종자생산보다 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존 기능 위주

로 전환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량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유통, 관리기능을 강

화해 나가야 한다. 산림용 종자의 산지증명제도를 조기 정착하여 최소한 국

가지정 산림용 묘목생산 사업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종자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되는 기동단속반 운

영을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화해 나간다. 종자 수확 풍흉

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종자수급을 위해 저장기술 개발과 함께 국립

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종자저장고의 이용을 확대해나간다.

종자공급원의 효율적 관리 및 종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을 강화해 나간다. 클론재배 등으로 요구하는 기술능력 등이 더해가는 반면 

채종원에 출역하는 인력의 노령화는 현재 60대 이상이 56%로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 채종원별로 수목학, 접목기술, 수형조절 등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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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으로 구성된 전문작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

침하는 인력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별로 채종원, 채종림의 종자 생산

성 향상을 위한 전문 종자채취단을 운영하고 종자채취 표준 작업공정의 이

행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표 4-2. 산림용 종자산업 발전 위한 전략방향

전략분석(Cross-SWOT) 4대 전략방향

기회활용전략

(SO전략)

- 산림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자
공급원의 통합적 관리 강화

- 산림 관련 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미래 창조형

종자공급원

관리 체계 구축

위협극복전략

(ST전략)

- 종자공급원의 지속적 개량을 위한 공동
연구 활성화

- 종자공급원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관리 추진

- 신규 채종원 등 종자공급원 조성확대를
위한 사업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종자

공급원 관리 기술

개발

약점보완전략

(WO전략)

- 정책수요를 반영한 종자공급원 조성 계
획 수립

- 종자공급원 및 수종별 종자 보속 생산
체계 구축

- 산림종자국가관리 체계 확립 및 종자의
유통 관리 강화

고객만족형 산림

종자 국가 관리체계

구축

역량강화전략

(WT 전략)

- 조직 인사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강소
조직 구현

-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채종원의 효율적
관리

-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추격형 사
업 지향

종자공급원 조성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자료: 국림산림품종관리센터(2013)에서 수정,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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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용 묘목 생산 이용자 현황과 당면문제

3.1. 산림용 묘목 생산자 현황 분석

3.1.1. 경영 현황 및 경영 의사

산림용 묘목 생산자6의 경영현황을 임업경영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산림용 묘목 생산자의 경영 현황 및 향후 경영 의사를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와 비교분석하여 상대적인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평균적으로 산림용 묘목 생산자가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보다 양묘를 위해 

넓은 면적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두 그룹 모두 50대의 운영 면적

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많았다.

표 4-3. 양묘장 운영 면적

단위: ha

산림용 묘목 생산자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

구분 총면적 소유면적 임차면적 총면적 소유면적 임차면적

전체 6.78 4.40 2.38 1.56 1.18 0.37

50대 13.62 10.51 3.11 1.69 1.26 0.43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가장 중요한 양묘작업에 대해 ‘우량 종자 확보

(36.3%)’, ‘수종선정(23.0%)’, ‘파종/방제/시비 등 양묘기술(22.6%)’ 순서로 인

식하고 있다. 반면에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수종선정(49.9%)’, ‘우량 종자 

확보(22.8%)’, ‘파종/방제/시비 등 양묘기술(16.8%)’ 순서로 대답하여 수종 결

6 산림용 묘목의 15%가량은 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유양묘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여기서는 산림용 묘목의 대부분을 대행하여 생산하는 민간생산자를 중심

으로 현황분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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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정부에 의해 수종이 결

정되는 산림용 묘목 생산자에 비해 수요예측과 수종선정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양묘작업 중요도
단위: %

구분 우량종자확보 수종선정
파종/방제/시비 등

양묘기술
기타

산림용 묘목 36.3 23.0 22.6 18.1

비산림용 묘목 22.8 49.9 16.8 10.5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시설양묘를 이용하는 비율이 산림용 묘목 대행생

산자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시설양묘의 필요성을 덜 느끼거나 정부의 시

설양묘 보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시설양묘로의 전환의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양묘를 하고 있는 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시설양묘로의 전환 계획이 있는 경우가 78.8%인 반면에 노지양묘를 하는 비

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그 비율이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묘목 재배 방식
단위: %

산림용 묘목 생산자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

노지양묘만 함 6.7 88.6

노지와 시설을 병행 82.2 10.8

시설양묘만 함 11.1 0.6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표 4-6. 시설양묘 전환 의사
단위: %

산림용 묘목 생산자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

시설양묘 전환 예정 78.8 10.5

노지양묘 계속 16.3 66.8

아직 생각해 본적 없음 5.0 22.7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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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양묘업의 애로사항으로 대부분이 ‘노동력 부족

(80.0%)’을 지적하였으며, 그 비율은 2001년 39%, 2006년 73.5%에 비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가 지남에 따라 노동력 부족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

고 있다. 반면에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노동력 부족보다 더 큰 애로사항으

로 안정적인 판로 미확보를 지적하여 민간묘목 시장의 변동에 따른 묘목 판

매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용 묘목 생산자는 정부의 산림정책 대상으로서 수종선정이나 판로확

보 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이 점점 더 심

각해지고 있으며 우량 종자 확보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2. 산림용 묘목 생산자 경제성 분석

산림용 묘목 생산자가 2011년에 양묘업에 투입한 총 비용은 평균 2억 

6,104만 원이며, 세부 항목별로는 인건비 지출이 1억 4,028만 원으로 가장 많

았다. 비산림용 묘목 생산자에서도 인건비 비중이 생산비의 50%로 가장 높

았다. 또한 인건비가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그룹 모두에서 재배면적

이 커감에 따라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묘목 생산자 생산비 현황(2011년)

단위: 천 원

총비용 인건비
장비

운영비

시설

유지비
재료비 임차료 기타

그룹 1 261,035 140,278 22,752 36,067 47,839 10,988 3,111

그룹 2 12,189 6,211 1,609 850 2,485 960 74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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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재배면적에 따른 비용 비교

단위: 천원, %

　 면적별 총비용 인건비
장비
운영비

시설
유지비

재료비 임차료 기타

그
룹
1

1～3ha
(비율)

107,880

(100)

49,600

(46)

11,400

(11)

24,000

(22)

14,120

(13)

8,760

(8)
0

3ha 이상
(비율)

280,179

(100)

151,613

(54)

24,171

(9)

37,575

(13)

52,054

(19)

11,266

(4)

3,500

(1)

그
룹
2　

1～3ha
(비율)

16,959

(100)

7,288

(43)

2,534

(15)

1,294

(8)

3,649

(22)

2,179

(13)

14

(0)

3ha이상
(비율)

44,838

(100)

24,798

(55)

7,281

(16)

3,065

(7)

6,122

(14)

3,138

(7)

435

(1)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산림용 묘목 생산자의 묘목 생산 규모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여부

를 순 수입 측면과 단위면적당 투입비용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양묘순수입

을 양묘수입으로 나눈 수익률로 보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단위면적당 투입비용이 재배면적이 

커감에 따라 줄어들어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는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9. 산림용 묘목 생산자 재배규모별 수입, 비용

단위: 만 원, ha

재배면적 1∼2 2∼4 4∼6 6∼8

양묘수입 18,367 23,786 37,199 39,167

투입비용 13,907 21,243 29,516 35,467

양묘순수입 4,460 2,543 7,683 3,700

수익률 0.24 0.11 0.21 0.09

단위면적당
투입비용

9,271 7,081 5,903 5,067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산림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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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산림용 묘목 생산방식별 비교

산림용 묘목 생산은 노지양묘 또는 시설양묘 방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아직은 노지양묘가 대부분이고 시설양묘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는 11.1%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그 비율의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서는 시설양묘와 노지

양묘 방식의 비교를 묘목생산 시기와 생산 이후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알아본다.

용기묘와 노지묘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비교한 결과 소나무 용기묘 1-0

과 2-0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각각 506본/㎡, 205본/㎡으로 노지묘 1-1의 단

위면적당 생산량 72본/㎡과 비교하면, 용기묘 1-0은 11.5배, 용기묘 2-0은 4.4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리나무 용기묘 1-0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6본/㎡으로 노지묘 1-1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40본/㎡과 비교하면 4.9배 높

았으며, 낙엽송 용기묘 2-0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6본/㎡으로 노지묘 1-1

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50본/㎡과 비교하면 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시설양묘와 노지양묘의 단위면적당 생산본수 비교

단위: 본/㎡

양묘형태 수종 묘령 생산본수 비고

시설양묘

소나무
1-0 506 104구 용기(67㎖/구)

2-0 205 40구 용기(250㎖/구)

상수리나무 1-0 196 24구 용기(350㎖/구)

낙 엽 송 2-0 196 24구 용기(320㎖/구)

편백 2-0 310 28구 용기(300㎖/구)

노지양묘

소나무 1-1 72

상수리나무 1-0 40

낙 엽 송 1-1 50

편백 1-1-1 45

자료: 종묘사업실시요령(산림청). 생산자 조사결과.



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묘산업 발전방안  75

용기묘목과 노지묘목의 생산 후 비용을 조림 및 식재 후 비용을 가지고 비

교 분석한 결과 소나무 용기묘 2-0과 노지묘 1-1의 조림 및 식재 후 관리비

용을 분석한 결과 조림비와 풀베기 비용만을 고려할 때 용기묘가 노지묘보

다 비용이 781,875원/ha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묘목단가까

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용기묘 조림 및 식재 후 관리비용이 노지묘보다 

301,125원/ha 많다. 묘목단가, 조림비 및 식재 후 관리비용에 활착률에 따른 

손실 조림 및 묘목비용까지 모두 고려하는 경우에는 용기묘가 노지묘에 비

해 경제적이다.

용기묘와 노지묘의 비용 차이는 사실상 식재 현지에서의 적응력, 즉 활

착과 생장 면에서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노지묘는 굴취작업 시 뿌리

가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현지 식재 시 활착률과 초기생장이 저조한 경향

이 있는 반면 용기묘는 뿌리가 생육상토와 견고하게 밀착되어 현지에서 식

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지묘보다 더 높은 활착률과 초기 수고생장을 

나타낸다.

표 4-11. 소나무 용기묘 2-0, 노지묘 1-1 조림 및 관리비용 비교

비교기준 비교결과

조림비+풀베기비용 용기묘가 노지묘보다 781,875원 적음

조림비+풀베기비용+묘목단가 용기묘가 노지묘보다 301,125원 많음

조림비+풀베기비용+묘목단가+손실비용 용기묘가 노지묘보다 359,163원 적음

주: 노지묘 활착률은 가장 높은 80%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비용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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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소나무 노지묘 1-1, 용기묘 2-0의 조림 및 관리비용 비목별 비교

단위: 원

구 분
소나무 노지묘

1-1
소나무

용기묘 2-0
비고

◦ 묘목단가(원/본) 288 649 용기묘 ▲ 361

◦ 활착률(%) 60～90% 95%

◦ 조림비 4,329,427 5,620,934 용기묘 ▲ 1,291,507

◦ 풀베기 용기묘 6회
노지묘 8회

8,293,528 6,220,146
용기묘 ▼ 2,073,382

◦ 손실된 조림비용

(활착률 100% 기준)

▼ 216,471 ▼ 281,047 활착율 95%

▼ 865,885 노지묘 80%

▼ 1,731,771 노지묘 60%

◦ 손실된 묘목비용

(활착률 100% 기준)

▼ 43,200 ▼ 97,350 활착율 95%

▼ 172,800 노지묘 80%

▼ 345,600 노지묘 60%

주: 조림비, 풀베기는 3,000본/ha 기준임. 풀베기 1회 비용은 1,036,691 기준임.

자료: 산림자원사업계획(산림청 2013).

3.2.  산림용 묘목 이용자의 조림사업과 당면 과제

산림용 묘목을 이용한 조림사업 시행의 주체로 국유림을 관리하는 국유림

관리소와 민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조합을 들 수 있다. 묘목의 소비주체로서 

묘목수급 및 조림사업에 대해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국유림관리소

와 산림조합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3.2.1. 국유림 조림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조림용 묘목을 국유양묘장, 양묘협회 또는 개인 묘목

상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양묘장에서 수급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묘목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부족할 경우에 양묘협회와 개

인 묘목상을 통해 묘목을 구매하기도 한다. 같은 국유림관리소 간에도 묘목

수급 차이가 있으며 국유양묘장과 근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수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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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지만,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경우 우수한 묘목을 국유양묘장에서 수

급하기에 부족한 경우도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동부 산간지방의 국유림

관리소가 내륙지방의 국유림관리소보다 묘목수급이 원활하였다.

운반 및 식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운반비 책정 미흡과 운반 인력의 부족, 겨

울철 야생동물 피해, 우수 식재묘목의 부족이 문제가 된다고 응답하였고, 식

재지와 임도 간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경운기 등을 이용한 소운반비가 추가

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용기묘와 노지묘의 선호도를 비교하였을 때, 용기묘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식재지까지 운반은 어렵지만 식재방식이 노지묘에 비해 간단하다는 것과 노

동력 투하가 노지묘에 비해 적다는 것이 가장 컸다. 또한 노지묘에 비해 안

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 것도 용기묘 선호 이유로 나타났다. 일부 강원도 

지역에서는 가을 식재를 한 침엽수 용기묘는 주로 춘기에 식재하는 노지묘

보다 연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야생 동물의 피해가 속출하

는 경우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림관리

에 필요한 인력과 방지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표 4-13. 국유림 조림사업자 조사결과

중서부 내륙지역 동부 산간지역

무주 정읍 양산 삼척 강릉 양구

묘목수급

묘목수급 정도 부족 부족 부족 원활 원활 원활

수급

경로

국유양묘장 O O O O O O

양묘협회 O O O O O

개인묘목 O O

운반 및

식재문제

운반비 책정미흡 O O

운반인력 부족 O O O

야생동물 피해 O O O

우량 식재묘 부족 O O

용기묘와

노지묘

선호도 용기 용기 용기 노지 노지 노지

선호

이유

운반 수월 O

식재 용이 O O O

적응력 뛰어남 O O

안정적 수급 O O O

적은 노동력투입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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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민유림 조림을 담당하는 산림조합

민유림 조림을 담당하는 산림조합에서는 민유림 조성사업 진행 시, 묘목

을 주로 관급자재로 수급받는 형태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특용수 등 

관급이 불가능한 수종은 사급자재로 구매하고 있다. 국유림관리소와 마찬가

지로 농 산촌 인구감소 및 인력의 고령화가 운반인력의 부족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 예산문제와 관련하여 묘목 식재 시 발생하는 소운반비는 산림자원

분야 사업계획의 조림단비 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설계 단계에서의 운반비 예산 책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실제로 한 산림조합의 조림사업 실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소나무 9ha에 대

한 식재 조림을 추진하는 데 책정된 예상 운반비는 13만 5,000원이었다. 하

지만 실제 조림 시에 사용되는 5톤 차량 한 대의 대여가격은 33만 원이었고 

총 3대가 사용되어 실제로는 99만 원의 대운반비가 발생하였다. 또한 추가로 

발생되는 소운반비 및 유류비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아, 실제로 소요되는 비

용과 계획예산 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용기묘와 노지묘 선호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선호 이유는 국유

림관리소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용기묘는 식재가 용이하고 노지묘에 비해 

적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용기묘를 선호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노

지묘를 선호하는 이유에는 식재지까지의 운반이 용기묘에 비해 수월하다는 

것과 높은 산간지역에서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7

7 노지묘는 주로 춘기 식재하고 용기묘는 추기 식재하므로 식재 시점이 서로 다

르다. 현장적응력 비교는 노지묘 수확 시 세근이 절단된다는 것을 고려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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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민유림 조림사업자 조사결과

충주 삼척 순천 양산 상주

묘목수급

묘목수급 정도 원활 원활 원활 원활 원활

수급
경로

관급자재 O O O O O

양묘협회 O O

개인묘목

운반 및
식재문제

운반비 예산
책정 미흡

O O O O O

운반인력 부족 O O O O O

야생동물 피해

우량 식재묘 부족

용기묘와
노지묘

선호도 용기묘 노지묘 노지묘 노지묘 용기묘

선호
이유

운반 수월 O O O

식재 용이 O O O

적응력 뛰어남 O O O

안정적 수급

적은 노동력 투입 O O

4. 산림용 양묘산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1. 산림용 양묘 산업의 문제점

산림용 묘목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유양묘장과 민유양묘장 모두가 공통

적으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노동력 확보가 어

렵다는 것이다. 양묘시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농촌

노동력 고령화 등으로 인력, 그 중에서도 경험 있는 인력의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양묘장뿐만 아니라 묘목을 조림하는 국유림관리소와 산림

조합에서도 노동력과 관련된 사항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민

유양묘장의 경우 고용 인력뿐만 아니라 양묘장 운영 주체의 연령대도 높아

지면서 힘든 노동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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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는 기계화와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와 노동력 소요

가 적은 시설양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양묘전문가도 

부족하고, 시설양묘 생산기반 조성이 미흡하다. 전체 조림량에서 용기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내외로 임업 선진국의 평균이 80% 이상인 것과 비교

하면 많이 낮은 상태이다.

4.2. 산림용 양묘산업의 개선과제

4.2.1. 묘목 생산 개선과제

양묘 노동인력의 부족 및 고령화는 국유양묘장의 생산목표량을 달성하는

데 큰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묘시업 과정의 기계화와 장비의 현대

화, 그리고 자동 제어 시설을 구비한 시설양묘는 노동력 문제 해결의 근본적

인 처방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양묘의 기계화 비율을 높이고 이를 위한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 제초, 퇴비살포, 경운 쇄토 및 조상, 묘목굴취, 병해충 

방제, 묘목이식, 포장 및 저장 등 일련의 양묘작업에 기계 및 자재를 확대 보

급하여 국유양묘장의 작업을 기계화해 나가야 한다.

국유양묘장의 양묘 전문기술자를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근무방식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국유양묘

장에서 평균 업무담당기간이 소장은 1년 5개월, 담당자는 3년 5개월가량에 

불과하다. 기계화, 현대화, 자동 제어시스템을 이해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양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양묘 전문기술자 양성 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산림용 묘목 민간생산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 및 관련 기술개

발과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양묘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이의 

선결조건은 조림사업에서 용기묘목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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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양묘장 운영에서 노동력 부족, 경영자의 고령화 다음으로 어려운 부

분은 포지 선정 및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다. 적정하지 않은 토지가 포지로 

선택될 경우 양묘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불필요한 묘목 손실과 품질이 떨어

진 묘목 생산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고품질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3년부터 보조 사업으로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사업규모 및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4.2.2. 시설양묘 생산기반 강화

시설양묘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상 

수종의 확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림 대상 용기묘는 소나무, 상수리나

무, 낙엽송, 편백 4수종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남해안 일대 난대수종의 용기

묘 조림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식재본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침엽

수와 활엽수별로 수종별 조림실적 분석을 통해 시설양묘 대상 수종을 현재

의 4개 수종에서 최소한 8~10개 수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해당하는 모

든 수종이 시설양묘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요 조림수종에서 

노지양묘에 비해 시설양묘의 장점에 잘 부응될 수 있는 수종만을 선택하여

야 한다. 시설양묘의 확대를 위해서는 조림예산의 확대와 용기묘 조림 비율

을 높여나가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설양묘의 생산효율성 제고와 조림비용 

절감을 위한 묘목 생산자, 연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양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2009년부터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오고 있는 민간양묘 시설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초기 투

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양묘의 특성상 여러 임업 선진국에서도 시행된 

바가 있다.

시설묘의 경화처리 후 우리나라 식재지 특성에 적합한 운송 체계, 식재지 

도착 후 저장 등 현지 관리에 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조림을 담당하는 국

유림관리소와 산림조합에서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듯 생산 후 기술에 해

당하는 유통, 저장, 조림과정에 대한 연구 확대가 특히 용기묘목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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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중장기 발전과제

우선적으로 중장기 발전 로드맵 설정과 이에 따른 체계적 시행이 필요하다.

우수한 산림용 묘목 생산을 위한 종묘의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

은 시간이 소요된다. 핀란드, 캐나다 등 임업 선진국에서도 국가 중심으로 

채종원의 종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

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양묘산업 관련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 양묘전문가는 

단기간의 교육과 경험으로는 양성되지 않으며 장기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육

성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양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없는 현실이다. 양묘전문가 양성 및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묘목 생산구조는 조림용 양묘업자는 조림용 묘목 위주로 조

경수 양묘업자는 조경용 양묘 위주로 생산, 공급하는 구조이다. 시장의 이원

화 형태는 장기적으로 묘목 시장이 외형적으로 확대되고 묘목과 관련한 제도

적 장치가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인 부분에서

는 묘목의 규격화, 표준화 시스템과 양묘인증제도 확립 등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공공양묘시스템에서 민간양묘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노동인력의 고령화와 부족, 이상기후 등으로 노지양묘의 한계점이 드러난 

상황이므로 시설양묘로의 전환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추진되어나가야 한다.

산림용 묘목생산에서 시설양묘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여기에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현재보다 소수의 양묘업자(체)에 묘목생산이 집

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캐나다나 이탈리아 경우에서처럼 대규

모 양묘기업이 탄생하기에는 250억 원 정도인 국내 산림사업 묘목 시장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생산의 집중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양묘와 관련한 연구 분야의 확대 및 연구 확대가 필요하다. 임목은 세대가 

길고, 생장과 분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클론, 조직배양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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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BT 기술의 응용은 중요하며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주요·전략수종에 초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활착 및 생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최근 시업기술 발달에 따라 

노지양묘와 시설양묘 각각의 장점을 결합한 양묘방법인 시설·노지 연계양묘

가 일부 선진국들에서 실시되고 있다. 시설·노지 이식묘 생산기술은 기각묘

가 거의 없는 균일한 규격묘 생산, 시설양묘의 높은 묘목생산성 활용, 종자

의 효율성 향상, 묘목의 생산기간 단축, 뿌리발달이 좋은 우량한 건전묘 생

산, 묘목의 이식작업 기계화, 묘목의 이식 및 출하시기의 확대 등과 같은 장

점이 있다. 이의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를 묘목의 가을 식재에서 발생하

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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