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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식물공장은 기후여건에 계없이 365일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IT·NT·BT

등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 된 자동생산시스템이며,소비자 트 드와 기호변화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어 소비자 니즈를 반 한 농산물을 생산·공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설이다.

그러나 식물공장에 한 국민들의 공감 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식물공장에 

한 법·제도 등이 아직 없으며,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한 소비자 

선호도가 미흡하며, 기 시설비와 운 비가 높아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이다.

식물공장 운 에 따른 경제성 확보 차원에서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가 어느 가격에 얼마나 구입할 것인지에 한 분석과 소비확  방안을 

분석하 고,식물공장 경 사례를 몇 개의 유형별로 나 어 분석을 하 으며,

정부 지원정책과 연계를 해 시나리오를 구성·분석하여 경 성과 제고를 

한 “경 모델시스템”을 개발하 다.

다음으로 식물공장의 시장규모를 추정하 다.식물공장을 완 인공 과 병

용형(인공 +자연 )으로 구분하여 국내 시장규모와 주요국의 시장규모를 추

정하 으며,기술 인 면에서는 작물재배기술, 원  조명기술,양액제어기

술,환경제어기술 등의 국내 기술수 과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분석하 다.

이 연구결과가 식물공장 련 업체의 기술개발 방향,식물공장 운 농가 

는 법인의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식물공장의 발 략 그리고 정

책방안을 수립하는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끝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생산자동화기계과 연구진과 

문가 그리고 조사에 응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2013.12.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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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식물공장은 기후여건에 계없이 365일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IT·NT·

BT등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 된 자동생산시스템임.

-모든 시설을 인공 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 설비 투자비용이 높

아 시장 진입이 어렵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

이 있음.

◦ 이 연구의 목 은 국내외 식물공장의 운  실태와 문제 을 살펴보고 시설 

규모별,작물별,시설형태별 경제성 분석을 통해 품목별 경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것임.

◦ 식물공장에 한 은 농업과 기업 입장에서 차이가 있음. 농업  측면으

로 근할 경우 식물공장은 실내에서 태양 이 아닌 인공조명(혼합)을 이

용한 재배로 시설재배와 차이가 없음. 하지만 기업 에서는 통 인 

농업 재배와 련이 없이 기계  센서에 의한 생산임.

-식물공장에서 재배할 경우 무농약 재배,친환경 농산물이며,양액에 기

능성 첨가물을 추가함으로써 기능성 농산물이 생산 가능하며,웰빙에 

한 심도 증가로 기능성 식품에 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상

◦ 식물공장 련 업체  소비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식물공장 운  후 효과에 해 평가한 결과 기존 보다 경 비가 크게 증

가(66.7%)했고,품질향상(30%)과 생산량 증 (25%)효과가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았음.반면에 인지도 부족,노지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하여 매량은 기존보다 감소함.

-4개 품목(포기상추,딸기,곰취,인삼)에 해 배지유형, 유형(인공 ,

태양 ,인공 +태양 )을 달리하여 생산한 농산물에 해 소비자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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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 음.

-결과,포기상추의 경우 100g당 인공 에서는 1,000원,태양 에서는 

1,500원,인공 +태양 에서는 2,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

고,딸기 450g(1팩)은 각각 6,000원,7,000원,8,000원이고,인삼의 경우

는 100g당 각각 5,900원,6,900원,7,900원으로 3품목 모두에서 인공 +

태양 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남.

-식물공장 농산물에 해 품목과 상 없이 응답자들이 배지 유형은 수경

(양약,무균)재배 보다 토양(무균,유기농)재배를 더 선호하고, (光)

유형은 태양 ,인공 +태양 ,인공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식물공장에서 재배 확  가능한 품목에 한 조사결과,채소류가 80 으

로 가장 높았으며,화훼류,특작류,약용류가 모두 66.7 으로 나타났음.

한편 과채의 경우 40 으로 평가결과가 가장 낮았음.

◦ 품목별 재배  출하시기 조 에 의한 경 성과 분석 결과

-10개 품목(쑥갓,셀러리, 세리, 로콜리,양상추,청경채,치커리,

일,신선 ,상추)에 해 월별로 가장 수취가격이 높은 경우를 택하여 

경 성과를 분석함.

-상추의 경우 1년 동안 재배하여 매할 경우 1년 평균가격은 kg당 2,553

원임.그러나 시기별로 세리,신선 , 일 등 재배작목을 선택하여 계

획 으로 생산 출하할 경우 연간 평균 kg당 4,201원으로 kg당 1,648원

(1.6배)의 수익이 더 발생함.

◦ 식물공장의 보  확  방안을 한 AHP분석 결과

-향후 식물공장 산업화를 해 산학연 문가들을 상으로 식물공장 발

 방향의 우선순 를 제시하고 분야별 요도를 분석함.

-분석 결과,경제성 확보가 가장 시 하며,그 다음 기술 개발(R&D)이 필

요하다고 나타남.반면 제도  정책 개선에 한 의견은 상 으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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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남. 문가 집단을 기술 분야와 경제 분야로 나 어 비교해 보았

을 때 종합 인 략 기  설정에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음.

∙경제성 확보 분야:제일 먼  운 비 감  소득증 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다음 시공비 감과 생산성  품질향상이 이루

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기술 개발부문:작물재배 기술이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양액

제어 기술은 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기술 분야 문가 그룹은 

원  조명기술 개발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

이었으나 경제 분야 문가 그룹은 작물 재배 기술이 최우선 으로 개

발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정책  제도 개선방안: 기 투자비 지원이 압도 으로 요한 문제로 

지 되었으며,그 다음으로는 식물공장 련 법,제도 정비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식물공장 품목별 최  수익 모델 개발:사례업체 분석 결과 

-식물공장의 최  수익을 해서는 ① 품목별 출하시기를 조 하여 높

은 가격으로 매,② 로확  등으로 생산량 량 매,계약 재배 등

으로 안정 인 수취가격 유지,③ 비용 감을 한 기술개발이 요함.

-품목별 출하시기 조 에 의한 높은 매가격 유지

- 재 기술로는 불가능 하지만 향후 기술개발 등으로 재배 가능한 10개 

품목에 해 출하시기별 출하량과 가격을 비교해보면,쑥갓의 경우 도매

시장 출하량이 많은 시기가 3～6월,10월이며,이 시기에 가격이 수 에 

의해 낮게 형성됨.셀러리는 4월부터 12월까지 꾸 히 출하량이 많아지

고 있어 가격은 수 에 의해 3월에 최고 가격이며 이후 차 하락하고 

있음.

-사례 업체의 1일 생산량은 1,400포기(80g),1년 생산량은 504,000포기

(40.3톤)이며, 매가격은 지당 959원(80g)에 매하고 있음.

∙이 때 생산량의 80% 이상을 매하는 경우에만 수익 발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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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기당 950원에 매하고 있는데 매 액의 80%수 인 760원 

이상으로 매해야 수익이 발생함.

◦ 작물별 경 모델 개발:식물공장 경 분석 로그램(Excel2010Microsoft

VisualBasic)

-A유형(완 인공 형:LED),B유형(완 인공 형:형 등),C유형(혼합

형:자연 +LED),D유형(혼합형:자연  +형 등)으로 분류하고 기본 

작물로는 상추,선택작물로는 로메인을 용하여 각각 분석함.

-모든 유형이 작물변동, 원변동,생산주기  간격변동 시 생산량이 증

가하 고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 음.하지만 원변동으로 인한 소득

증가 폭은 LED가 형 등보다 더 높았음.

-혼합형의 경우  LED나 형 등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득 증가폭

이 소폭으로 증가함.

◦ 주요 선진국의 식물공장 동향

-네덜란드의 식물공장 재배면 은 1975년에 이미 4,700ha로 2008년 수

을 나타내고 있으며,생산량의 증가는 물론, 규모화,공장의 고도화 등

이 이미 달성되어 체계  시스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은 네덜란드에 비해 식물공장 운  수 이 이나,향후 식물공장 

시장규모는 확 될 것으로 상됨.

∙시장규모는 2009년도 138억 6,200만 엔에서 2015년 310억 엔으로 

2009년 비 2.2배,2020년에는 4.6배 증가한 640억 엔이 될 것으로 

망됨.

∙태양  이용형 식물공장 시장은 앞으로 기업의 규모 신규참여와 

기존 시설의 고도화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시장규모는 2009년 

100억 엔에서 2015년 190억 엔,2020년 340억 엔에 달할 것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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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식물공장 발 방향

-식물공장 육성은 해당 시장 발달과 함께 련 후방 산업 발달에도 

정 인 향을 미침.

∙고효율 에 지 소재산업:LED인공조명,태양 지,태양열,자연채 ,

지열,풍력,2차 지

∙환경/공정 제어 산업:지능형 로  응용 산업,실내환경감지, 력에

지 리 시스템,RFID/USN을 활용

∙식품 바이오 산업: 양성분,기능성 성분이 강화된 고기능 특용작물,

안 성  특수 목 의 항생제,바이오매스,바이오

에 지 산업

-식물공장은 향후 국내 기후 변화에 한 극  방안의 하나이며,나아

가 로벌 공장 설비수출이 가능한 신 성장 동력임.

∙우리나라는 식물공장을 통해 IT강국으로서 농업 기술 역량을 한 단계 

업그 이드할 수 있으며 시설농업 분야에서 선진국의 참여를 유도함.

-국내 련 연구기   민간의 역량을 집 하여 식물공장의 단 인 기 

설비투자비를 낮추기 해 노력해야 함.

∙식물공장 시설물의 규격화가 이루어져 련 기기들이 량 생산하여 

기비용을 일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육종  재배 기술은 농업연구기 ,환경제어기능은 기연구기 ,설

비·장치 기술은 기계연구기  등 각각의 연구기 들이 력 구도를 구

축해야 함.

∙사업 기부터 시장 수요 악  민간의 경  마  기술을 도입하여 

식물공장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함.

-식물공장 생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해 고부가가치 식물재배 주로 운

해야 함.

-이와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고부가가치 우량종묘를 단기간에 식물공장

에서 생산하여 기존 농업시설인 시설하우스나 노지에서 재배할 수 있도

록 공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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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Artificial Light type Plant Factory Management Model

◦ The plant factory is an automatic production system, in which up-to-date 
technologies including IT, NT and BT are converged to produce crops 365 

days regardless of weather circumstances.
  - Since all facilities shall be made with artificial components, there are 

number of demerits including high initial investment creating high entry 

barrier and low economic feasibility with high maintenance costs.

◦ This study is to review operation status of plant factories in both domestic 

and overseas countries, and to establish management profit model by item 
by analyzing economic feasibilities by facility scale, kind of crop, and 
range of automatic facilities.

◦ There is a different stand point of perspective on the plant factory between 
agriculture industry and individual company. From the perspective of 

agriculture industry, there is no difference in cultivation between under the 
sunlight and under the artificial light (or mixed) in indoors. However from 
the individual company's perspective, it ould be better off with producing 

crops by machines and sensors apart from traditional agricultural 
cultivation. 

  - Increase in demand by culture trend: It is expected that the demand for 

functional foods with increase in interests in well-being would increase 
since pesticide-free crops,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and functional 
agricultural products by adding functional additives to nutrient solution 

can be produced in the plant factories. 

◦ Analysis results on plant factory related companies and consumer surveys

  - As a result of effects after operation of plant factories, 66.7% of the 
surveies stated that the relative management costs dramatically increased, 
30% quality improvement, and 25% increase in production volume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sales volume decreased compa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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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st due to lack of recognition and competition in price with normal 
agricultural products.

  - The following survey was conducted on how much a consumer is willing 

to pay for each 4 different items (a head of lettuce, strawberry, a kind of 
groundsel, ginseng) cultivated under normal fields and different light 
types (artificial light, sunlight, mixed type with artificial light and 

sunlight). 
  - As a result, the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KRW 1,000 for 100g of a 

head of lettuce cultivated under artificial light, KRW 1,500 for sunlight, 

and KRW 2,000 for the mixed type whereas they pay for 450g (1 pack) 
of strawberry with KRW 6,000, KRW 7,000, and KRW 8,000 
respectively, and for 100g of ginseng with KRW 5,900, KRW 6,900, and 

KRW 7,900 respectively.
  - It is analyzed that consumers prefer soil cultivation (bacteria-free, organic) 

rather than hydroponics (nutrient solution, bacteria-free) regardless of 

items in types of cultivation venue of plant factory whereas they prefer 
the mixed type rather the artificial light type in the type of light, however 
they prefer the sunlight the most of all. 

  - As a result of survey on items to be cultivated in plant factories, 
vegetables scored the highest with 80 points whereas flowers, specialized 
crops, and medicine kinds scored 66.7 points. On the other hand, garden 

fruits scored the lowest with 40 points.

◦ Analysis results on management performance by cultivation by item and 

adjustment of shipping
  - The management performance is analyzed on the 10 items (crown daisy, 

celery, parsley, broccoli, lettuce, pak choi, chicory, kale, angelica keiskei, 

etc) by selecting the highest collected price per month.
  - For the case of lettuce, the average price per kg is KRW 2,553 if it is 

cultivated and sold for a year. On the other hand, it would be increased 

to KRW 4,201 per kg creating KRW 1,648 (1.6 times) per kg more 
profits in case of selectively producing and shipping in a calculated 
manner by time among parsley, angelica keiskei, kale, and etc. 

◦ AHP analysis results for expanding the spread of plant factories
  -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plant factory, the priority for development of 

plant factory is addressed and degree of importance for each area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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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for the subject of industry, academic and research.
  - It is researched that the utmost urgent issue is securing economic 

feasibility followed by R&D on technology. The opinion on improvement 

of system and policies is relatively low. There was no big opinion 
conflict on setting comprehensive strategic standards between technology 
and economy experts from the expert group.

  ∙Securing economic feasibility: They addressed that operating costs and 
revenue increase are the most urgent issues of all followed by decrease 
in construction costs and improvement on productivity and product 
quality.

  ∙Technology development: It is revealed that the cultivation technolog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reas nutrient solution technology is the 
lowest. The technology expert group insisted that the technology 
development in light source and lighting shall be firstly conducted 
whereas the economy expert group answered the development of crop 
cultivation technology shall come first.

  ∙Improvement on policy and system: It is surveyed that the support on 
initial investment is pointed out as the far most important issue followed 
by reorganization and relief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Development of maximum profitable model for each item of plant 
factories: Analysis on practices of example companies 

  - In order to maximize the profits for plant factory, it is important to ①
sell products with highest possible price by adjusting shipping time of 
each item, ② sell entire stocks by expanding sales channel, and secure 

stabilized selling prices by contract-based cultivation ③ develop relevant 
technology for cost reduction. 

  - Securing high selling price by adjusting shipping time of each item

  - Even though it is impossible with current technologies to cope with all 
the shipping time for every item, just it is assumed that the 10 
cultivatable items under plant factory can be produced, and compared the 

volumes and prices by their shipping time. For crown daisy, the period 
from March to June, and October record the highest shipping volume to 
wholesale markets while the relative prices mark low due to the abundant 

supply. For celery, the shipping volume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to 
December continue to increase, and the relative prices gradually decrease 
after marking the highest on March. 

  - The production volume for the example company is 1,400 heads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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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day, and 504,000 heads (40.3t) for a year while the selling price for 
each 80g pouch is KRW 959. 

  ∙In the foregoing case, the profits can only be created if 80% or more of 
production volume is sold. It is also revealed that it would be profitable 
only when the product is sold with KRW 760 or higher which is 80% of 
the conventional selling price KRW 950 per head.

◦ Development of management model for each crop: Management analysis 
program for plant factory (Excel 2010 Microsoft Visual Basic)

  - It is separately analyzed for the 4 different light types including A type 

(complete artificial light: LED), B type (complete artificial light: 
fluorescent light), C type (Mixed: natural light + LED), and D type 
(Mixed: natural light + fluorescent light) while lettuce is selected as the 

basic crop and romaine as a selective crop.
  - In all types, the production volume increased when changes in crops, light 

sources, production cycle, and spacing thus the profits were increased as 

well. However, the level of profits increase for LED is better than the 
fluorescent lights.

  - For mixed type, profits increased by a relatively small margin since the 

use of LED or fluorescent light is not significant. 

◦ Trend of plant factory in major advanced countries

  - In Netherlands, the total cultivation area of plant factory was already 
4,700ha in 1975, which is close to that of Korea in 2008. The country 
accomplished large scale, facility enhancement, and so forth as well 

increase in production volume resulting in ongoing systematic production.
  - Japan, whose level of operation for plant factories is lower than that of 

Netherlands, is expected to expand its market for plant factories. 

  ∙It is expected that the market size would increase from JPY 13.8 billion 
in 2009 to JPY 31 billion in 2015 which is 2.2 times higher than that of 
2009, and reach JPY 64 billion with 4.6 times increased in 2020.

  ∙The plant factories using sunlight are expected to increase due to major 
participation from large scale companies and enhancement of previous 
facilities. The relative market size would increase from JPY 10 billion in 
2009 to JPY 19 billion in 2015, and JPY 34 billion in 2020.

◦ Development trend of plant factory in Korea

  - Promoting plant factory can positively effect both related front and r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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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es along with development of its market.
  ∙High efficient energy material industry: LED artificial light, solar battery, 

solar energy, natural lighting, geothermal, wind power, secondary battery
  ∙Environment/process control industry: intelligent robot applied industry, 

indoor environment detection, electric power energy management system, 
utilization of RFID/USN

  ∙Food bio industry: specialized crops with nutrients and functional 
elements added, antibiotics for stability and special purpose, biomass, 
bio-energy industry

  - Plant factory is one of the proactive measures for preparing future climate 
changes, and furthermore a new growth factor, in which factory facilities 
can be globally exported.

  ∙Through plant factory, Korea as a IT advanced country could upgrade 
agricultural technology and induce participation from advanced countries 
to facility agricultural area.

  - The domestic relevant research institutes and private sectors need to strive 

for lowering the high initial investment, one of the biggest demerits of 
plant factory.

  ∙Standardization of plant factory facilities creating mass production of 
related equipments can lead to lower the initial investment.

  ∙It is in need to establish cooperation system among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s, which is responsible for breeding and cultivation technology, 
electric research institutes for environment control functions, and machine 
research institutes for facility and equipment technology.

  ∙In order to secure economic feasibility of plant factory, identification of 
market demands and private sectors' management marketing technique 
shall be adopted from the beginning of business. 

  - It is needed to operate plant factories focused on high value added crops 

in order to secure competitiveness of the products.
  - Along with the foregoing, it is needed to establish that plant factories 

produce highly value added and outstanding seeds that are suitable for 

domestic circumstances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supply them to 
conventional agricultural facilities such as facility houses or cultivating 
grounds for further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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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필요성과 목

1. 연구  요

◦  세계 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재배  계획생산이 갈

수록 어렵고 농산물 가격 등락 폭이 격해짐에 따라 수  불균형의 심화,

식품 련 산업의 리스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식물공장의 필요성이 더욱 증

됨.

-식물공장은 기후변화에 상 없이 365일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IT·

NT·BT등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 된 자동생산 시스템임.

-식물공장은 농산물을 이상 기후에 계없이 안정 으로 계획,생산하면

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1.

◦ 식물공장은 소비자의 니즈를 반 한 농산물을 생산·공 할 수 있으며,도심 

는 도시 근교에서 생산할 수 있어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지까지 운송하는 

1데이코산업연구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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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를 감할 수 있으며,수송에 지도 감할 수 있음.

◦ 국내외 으로 식물공장의 필요성과 보 ·확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이

를 뒷받침할 만한 경  성과  제고 방안에 한 연구가 없으며,경  성과 

제고를 한 “경 모델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

◦ 식물공장의 보  확 를 해서는 무엇보다 요한 것이 수익성이지만 수

익성 제고를 한 연구가 재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이는 국내에 보

된 식물공장은 시험용 는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  성과를 계측하

기 어려운 실정임.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운 되고 있는 몇 개의 

식물공장의 경  실태”를 분석하고,이를 기 로 “경 모델 시스템”을 개발

할 필요가 있음.

◦ 식물공장은 형태별,품목별로 경 비 등 경제성 분석 결과가 상이할 수밖에 

없음.따라서 표 품목  실 으로 산업화가 가능한 식물공장 형태를 

상으로 조사·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2. 연구  목

◦ 국내외 으로 식물공장의 필요성과 보 ·확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이

를 체계 으로 뒷받침할 경 성과 제고방안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식물공장의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 과 개선방안을 찾아

내고,주요 품목에 한 경 모델 시스템 개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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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선행연구 검토

◦ 데이코산업연구소(2011)는 우리나라,일본,유럽(네덜란드,벨기에,스웨덴,

국),미국의 식물공장의 정책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농 진흥청,

주생물소재연구소,미래농업연구센터,인성테크 등 업체별 개발계획을 정

리하고 향후 기 효과와 응과제를 제시함.

◦ 김창길 외(2011)는 식물공장 련 운 사례를 정리하고 라북도에서 식물

공장을 활용한 분자농업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토,발  략을 제시하 음.

북의 경우 농생명 련 LED특화지역으로서 식물공장  분자농업 분야

의 문성 보유와 입지  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분자농업의 산업화

가 정착되기 해서는 기 육성단계  도약단계에서 식물공장 량생산

을 한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본격화와 국제  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 김재훈(2010)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상의 식물공장 개발 방안  실용

화 가능성에 한 책과 발 방향에 해서 언 하 음.식물공장에서 조

명시설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LED조명 뿐만 아

니라 조명에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한 완  제

어형,부분 제어형 모두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에 지를 생산해서 이

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상우(2010)는 식물재배 인공 에 해 설명하고 농업에서 LED조명을 이

용한 기능성 채소 생산 효과를 통해 식물재배 LED개발 방향을 도출하 음.

◦ 강희찬(2009)은 우리나라,미국,일본의 식물공장 사례를 통해 시사 을 도

출함.식물공장의 도입은 직 인 편익만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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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산업의 성장  농업 고도화라는 장 을 발할 수 있음.따라서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식물공장 분야를 미래 신 시장 선 을 한 장기

인 공공 투자의 의미로 근하여 보조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여 시장 확

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함.

◦ 김정호(2009)는 식물공장의 사업화를 한 여건분석을 정책  타당성,기술

 타당성,경제  타당성  효과,사회 문화  수용성 등의 측면으로 

나 어 검토하 음.일본 미우라 농원의 사례와 국내 식물공장 가상 모델을 

통해 수익성을 분석하 음.

◦ 高辻正基(2007)는 식물공장의 개발 역사와 각종 원에 한 생산 비용과 

기 비용에 해 이론 으로 도식화하 으며 완  제어형 식물공장의 개

념을 정리하 음.

◦ 이시  외(2013)는 식물공장의 기술 로드맵에서 자동화 기술,센싱 기술,

원·조명기술,에 지 기술 등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국내 기술 수 을 언

하고,향후 식물공장의 기술 개발 방향을 단기· 기·장기로 구분하여 제시

하 음.

◦ 기존의 연구들은 식물공장의 필요성,국내외 황,보  확  방안을 제시

하고 있으나 식물공장의 반 인 내용을 다루는 포 인 연구가 부분

인 실정임.본 연구는 식물공장 설치·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나리오별 

경 성과 분석을 통해 “식물공장 경 모델”을 구축한다는 에서 선행연구

와 차별성을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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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연구범   방법

1. 연구범

◦ 연구 범 는 재 기술로 식물공장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로 한정 

-식물공장에서 단기 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은 엽채류임.엽채류 에

서도 재배 가능한 작물은 쑥갓,셀러리, 세리,양상추,청경채,치커리,

일,신선 ,상추임.

- 기 으로는 화훼류,의약품 소재 등이 있고,장기 으로 분자농업으로 

의약소재  산업효소 등 GM작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연구

에서는 제외함.

◦ 식물공장 유형은 완  인공 형(LED,형 등)과 병용형(자연  +인공 )

으로 한정함.

그림 1-1.식물공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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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인공 형 식물공장은 원으로 LED와 형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병용형은 일부는 LED 는 형 등을 이용하고 일부는 자연 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함

-시설재배에서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 등은 인공 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식물공장 범 에서 제외하기로 함.

2. 연구 법

2.1. 헌조사 등 존 연구결과 용

◦ 국내외 식물공장 황  기술수  분석

◦ 식물공장 설립,지원 등에 한 정책·제도 조사

2.2. 식 공장  경  분  법

◦ 식물공장 농산물에 한 소비자 조사 

-품목별 소비자 구입의향  지불가격(WTP),식물공장에 한 인식도 조

사 등

◦ 식물공장 문가 설문조사

-의사결정모형으로 사용되는 계층분석법(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용,식물공장 발 방안에 한 우선순  도출과 함께 세부 항

목별로 리커트 척도(Lickertisscale)2를 분석하여 분야별 요도를 평가

2총화평 법이라고도 하는데,여러 개의 문항으로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하고 해당 항목에 

한 측정치를 합산하여 평가 상자의 태도를 수화 시키는 방법임.본 연구에서는 

문가 28명의 의견을 취합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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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공장 운 형태별 경 성과 분석(B/C분석)

-국내 식물공장 문가,시공업체 등으로부터 기술수   설비 투자비,

운 비,식물공장 형태별 재배가능 품목,고수익성 작물 재배 가능성 

조사

-식물공장 경 성과 분석을 해 우리나라에서 표 으로 운 되고 있

는 4가지 식물공장 형태를 심으로 경 성과를 분석

2.3. 식 공장  업체  가 조사 상

◦ 식물공장 생산자 조사(업체,지자체,연구소):(주)인성테크,(주)카스트엔지

니어링,리 시 함양 등 생산업체  개발업체,연구소 등 총 12곳 상

◦ 식물공장 련 문가 조사

-농 진흥청,서울 학교,PARUS,카스트 친환경 농업기술,그린 이엔티,

경기도 농업기술원,인성테크,(주)나우원 자재,삼성경제연구소, 주

생물소재연구소,와이즈 산 ,한국농 경제연구원 등 학계,정부정책 담

당자 상

표 1-1.설문조사

조사 상 조사방법
조사
샘 수

조사내용

식물공장 련
업체,지자체,
연구소,학계

인터넷
화조사 28명

-기술개발 우선순 조사
-식물공장 운 애로요인
-재배가능 품목 향후 망 조사
-정책 건의사항 등

소비자 조사 인터넷조사 200(명)
-식물공장에 한 인식도 조사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한 구입 지불의향 조사 등

식물공장 생산
업체조사

방문
면담조사 12곳

-형태별 설립비,운 비 등 경
성과 조사

-식물공장 운 애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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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 이 연구는 3년차 과제로 1년차에는 국내외 식물공장의 운  실태와 문제

을 살펴보고,식물공장 보  확 를 한 선결과제로 법,제도,식물공장에 

한 사회 ·문화  수용성,소비자의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한 

지불의향 가격 분석,식물공장에서 재배 가능한 품목 등을 정리하고자 함.

◦ 2년차는 식물공장에서 생산 가능한 엽채류에 한 재배  출하시기 조

에 의한 경  성과 분석,식물공장에 한 시장분석과 망,시설형태별(완

인공 형,병용형)비용·수익 계수를 추정,식물공장의 보  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3년차는 1-2년차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시설형태별·규모별 경 성과 분석,

시나리오(정부정책,기술개발, 로 등)를 구성하여 수익성 분석  경 모

델 개발을 목 으로 함.

표 1-2.연차별 연구계획

연차 목표

1년차
(2011)

-국내·외 식물공장 운 실태와 문제

-식물공장의 설립 확 에 따른 법률 제도 정비

-농가와 기업형 식물공장과의 계정립 즉 사회 ,문화 수용성 정립

-식물공장 형태별 설립비 운 비 조사 분석

-소비자가 생산물에 한 지불의향 가격 분석(WTP)

-식물공장에서 재배 가능 품목 선정 육묘산업까지 확 가능성 분석

2년차
(2012)

-품목별 재배 출하시기 조정에 의한 경 성과 분석

-시장 비시장가치까지 고려한 가치 분석

-시설규모별,작물별,시설형태별 비용·수익 계수 추정

-식물공장의 보 확 방안

3년차
(2013)

-시설형태별,규모별 경 성과 분석

-최 수익 모델 시나리오:정부정책, 로,R&D등

-작물별 경 모델 개발:형태 규모, 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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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연구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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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식물공장 운 성과

제1  국내외 식물공장 운 실태

1. 식 공장 개요

1.1. 식 공장 개 과 과

1.1.1.식물공장의 정의  개념

◦ 일본에서 식물공장의 정의는 식물의 생육을 제어하면서 작물을 생산하는 

원 시설로 환경과 생육 등을 IT기술을 이용하여 고도의 환경제어와 생육

제어를 통해 식물을 주년생산 는 계획 생산이 가능한 재배시설로 정의하

고 있음(일본 농상공제휴연구회 보고서,2009).이는 식물공장을 넓은 의미

로 정의하는 것임.

◦ 일본 Kozai교수는 최근 국가별로 식물공장 정의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제

하에 인공  식물공장,자연  식물공장  포  식물공장으로 각각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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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음.

-인공  식물공장은 기상조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안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식물을 계획 으로 주년 생산하면서 인공 원만을 사용하는 폐

도가 높은 폐쇄형 환경제어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자연  식물공장은 기상조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안 하고 부가가치 

높은 식물을 계획 으로 주년 생산하면서 에 지를 약하고 환기 회수

가 가능한 부분 폐쇄형 환경제어시설을 갖춘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식물공장의 보편  정의는 최 한 기상 조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안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식물을 계획 으로 생산하기 하여,에 지를 

약하고 환경을 보 하면서 완 폐 는 부분 폐형 환경제어시설이면

서 에 하여 투명 는 불투명 피복재로 덮여있는 시설을 말하며,이 

시설에는 재배배드,양액공 장치,이산화탄소 공 장치,냉난방장치 등

과 이러한 장치를 제어하는 종합제어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함.

◦ 즉 Kozai교수는 식물공장(Plantfactory)은 통제된 일정한 시설 내에 ,온

도,습도,양액조성,이산화탄소 농도  배양액 등의 재배환경조건을 인공

으로 제어하여 계 이나 장소에 계없이 환경제어  자동화를 통해 공

장생산과 동일하게 농산물을 계획 으로 연속 생산 할 수 있는 시스템 인 

농업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음3.

◦ 국내에서 식물공장에 한 정의는  환경조 을 통해서 작물의 주년생산,계

획생산이 가능하며 작물의 수량과 품질을 조 할 수 있는 공장형 식물생산

시스템을 말하고 있음(손정익,2011).

-Afactory-styleplantproductionsystemthatcanmakeyear-roundpro-

duction,plannedproduction,yieldandqualitycontrolofcropsbyusing

environmentalcontrol(Son,2011).

3Kozai(2007),Despommier,Ellingse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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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공장에서 궁극 으로 고려할 기술 요소(손,2011)

-인공  식물공장은 조 (도  질),환경조 (기온,상 습도,이

산화탄소 농도,풍속 등),배양액(pH,EC,성분,재활용),공정자동화(육

묘-정식-수확),품질 리(생리장해,병해충),에 지 리,통합시스템을 

갖춘 것을 말함.

-자연  식물공장은 조 (차 ,보 ),환경조 (기온,상 습도,이산화

탄소 농도,풍속 등),배양액(pH,EC,재활용),공정자동화(공정육묘),품

질 리(병해충),에 지 리,통합시스템을 갖춘 것을 말함.

◦ 이 연구에서 식물공장은 식물공장에서 식물을 재배하여 수익성을 목 으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원으로 인공 (LED,형 등)을 사용하는 것

과 자연  +인공 을 병용하여 상용하는 것을 식물공장으로 정의하고자 

함.

-물론 조 (도  질),환경조 (기온,상 습도,이산화탄소 농도,

풍속 등),배양액(pH,EC,성분,재활용),공정자동화(육묘-정식-수확),품

질 리(생리장해,병해충),에 지 리,통합시스템을 갖춘 것을 말함.

◦ 농 진흥청의 식물공장 개념은 품질 리 기술,환경조 ,수경재배,자동화,

작물재배,에 지·공조, 리,센싱 기술 등 독립된 요소기술이 상호 융합된 

것을 말함.

-자동화  센싱:육묘–정식–수확 등 재배 리 작업의 자동화·로 화,

재배환경,양액농도,생육정보 등의 실시간 계측

- 원·조명:식물 합성을 한 LED,형 등,PLS등 인공

- 조 : 도, 질, 주기 등의 환경 조

-수경재배  환경조 :pH·EC조 ,양액성분 리,폐양액 재활용,온

습도,CO2농도,기류 등 환경요인 통합 리제어

-작물·품질 리: 합 작물 선발,품종 육성  육종,생리장해  병해 

리에 의한 생산물의 품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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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공조:신재생 에 지 이용  에 지 감형 냉·난방 기술,재배

환경  에 지 리·분배를 한 실내 공기유동 제어

그림 2-1.식물공장의 개념

자료:농 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식물공장 기술개발 로드맵”

1.1.2.식물공장의 발  단계 

◦ 식물공장의 발  단계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표 2-1참조)4.제1기

인 기 식물공장(1957~1970년)은 시설원 가 발달한 유럽지역5에서 주로 

태양 을 이용하면서  부족을 고압나트륨등으로 보  하는 형식으로 발 함.

-재배방식은 평면식이 부분이고 재배상을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형태

를 만들기도 하 음.이 방식은 태양 을 이용하는 부분 제어형 식물공

장의 기본 형태로 재까지 경제성  실용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

법임.

4김재훈(2010)

5식물공장의 기원은 북유럽국가(덴마크 크리스텐센 농장)에서 1957년 새싹채소(Cress)를 생

산하기 시작하면서임.북유럽에서는 일조 시간이 매우 짧은 계 이 있기 때문에 오래 부

터 보 을 하여 식물 재배를 해옴.이러한 시도는 고도의 시설원 로써 네덜란드를 시작으

로 유럽으로 발 함(高辻正基,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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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는 실용화 기(1971~1990년)로서 태양 보다 고압나트륨등과 메탈

할라이드등의 인공 을 주로 사용하 고 마이크로컴퓨터를 이용한 온습도 

조 과 다양한 자동화 장치가 개발됨.

-이 기간에는 V자형 재배상과 분무수경형 2단재배가 시도되었고 각종 

종장치가 개발되는 등 재배시설에 한 기술이 비약 으로 향상함.

◦ 제3기는 실용화 진입기(1991~2007년)는 이 에 개발된 기 인 식물공장

의 지식을 바탕으로 일부 식물을 재배· 매하는 상업화가 이루어짐.

- 기가 게 소모되고 열이 게 나는 LED등(발 다이오드)이 인공 으로 

도입되면서 식물공장이 다양한 형태로 발 함. 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조 형  웹기반의 원격 조  시스템에 의한 환경제어 기술이 정착됨.

◦ 실용화 실 기(2008년 이후)는 제3기의 연장선에 있지만 기후변화에 응

하고 야채류에 농약잔류와 기생충 등 안 성 문제 증 , 로벌 공장설비 

수출,물 약,에 지 고효율형 농업생산 등 다양한 효과가 부각되면서 식

물공장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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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식물공장의 발 단계 특징

항목
제1기

(도입기)

제2기

(실용화 기)

제3기

(실용화 진입기)

제4기

(실용화 실 기)

연도 1957～1970 1971～1990 1991～2007 2008～ 재

주요 원
태양 ,

고압나트륨등

태양 , 메탈할라

이드등,형 등

LED등,LD등

도입

다양한 인공 원

이용

건물 형태
비닐

유리온실

벽과 천장은

단열재,측면은

단열 투과성 재질

외부는 단열재,내부는 반사체

주요 형태
부분제어형

(태양 병용)
부분제어형 완 제어형 첨단 개방형

재배 넬

평면식,

고형배지경의

양액 재배

V자형 2단,

분무수경
다단식,담액수정

입체 다단식

수직공장

자동화 장치 컨베이어벨트
노즐식 회 드

럽식 종장치

우 탄용, 종장

치, 컨베이어벨

트,이동식,체인

컨베이어식 이동

장치

재배 식물의

특성에 따른

개방형 자동

조 방식

환경제어
이산화탄소

농도 연구

컴퓨터를 이용한

고농도이산화탄소

공 온습도

조 장치 도입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조 형

웹기반의 원격

조 시스템

경제성과

실용성을 갖춘

복합 융합기술

도입

자료:김재훈(2010).

1.2. 식 공장  종류6

◦ 식물공장은 원,재배 베드 배치방법,형태(이동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원에 의해 식물공장을 구분하면 크게 개방형(부분제어형,태양  병용형(태

양 +인공 ))과 폐형(완 제어형,완 인공 형)으로 분류 할 수 있음.

-개방형은 온실 등에서 태양 의 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인공 에 의한 보

충이나 여름의 고온을 억제하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재배함.특히 수평

6데이코산업연구소(2011),김창길 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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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수직형 재배 시스템에 합함.

- 폐형은 폐쇄된 공간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작물 재배 환경을 인공

으로 제어하며,다단식 재배에 합함.

표 2-2.개방형 식물공장과 폐형 식물공장의 비교

항 개방형(태양 병용형) 폐형(완 제어형)

형태 벤로형 온실이 주류 외 은 폐된 공장형태

원
360W 이상의 고온 나트륨등이 주

류,태양 병용

660W 이상의 고온나트륨등이 주

류,형 등 시설도 가능

공조 온수와 온풍난방
실내온도를 18～20℃ 유지하기

한 특수공조시설 활용

환경제어
외부 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제어

가 다소 어려움
비교 간단히 환경제어 가능

재배사 체로 평면재배 입체재배가 일반

생육 리
완 제어형에 비해 작물의 생육

리가 어려움
안정 생육 리 가능

생산성
연 생산이 가능하지만 계 인

향을 다소 받음

연 생산이 가능하지만 계

인 향을 다소 받음

운 비
여름철 냉방비용,겨울철 난방비용

소요

인공 원의 기료 소요

( 원2:공조1비율)

자료:김창길 외(2011).“ 북 LED융합기술지원센터”.

◦ 재배 베드 배치 방법에 따라 재배 베드를 단층으로 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수평형 식물공장과 재배베드를 여러 층으로 하여 재배하는 다단식 식물공

장, 종에서 수확까지 연속 으로 재배하는 수직형7식물공장으로 분류 할 

수 있음.

-수평형 식물공장은 원 등 재배 리는 편리하나 공간 효율이 낮은 단

이 있음.

7일반 건축물에서 다단식 재배장치를 설치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빌딩형, 는 수

직농장(verticalfarm)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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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식 식물공장은 리 작업과 균일조명 장치가 필요하며 공간이용 효

율을 최 화 할 수 있음.

-수직형 식물공장은 재배장치의 상하 이동과 균일조명 장치가 필요하고 

공간이용효율이 높음.

◦ 형태에 따라서는 소규모 식물공장으로 합한 이동식 컨테이 형 식물공장

과 포,사무실,가정 등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시용으로도 가능한 소형 

식물공장으로 분류할 수 있음.

1.3. 식 공장  특징

◦ 식물공장은 실내 농업이기 때문에 연  생산할 수 있으며,날씨와 상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등 계 ,기후,풍토 등 자연조건과 지리  조건에 

향을 받지 않음.

-환경제어를 통해 단 당 생산량이 높고 기후변화에 응하여 안정 인 

공  확보가 가능함.

-LED식물공장은 표 인 LED-농생명 융합제품으로,LED를 이용하여 

색소제어,항산화 물질 증강,병해충 방제가 가능함8.

- 부분 수경재배이기 때문에 연작을 통한 지력 약화의 문제 도 해결 할 

수 있음.

-노지 재배와 비교하면 상추의 경우 2~3배 빨리 생산이 가능함9.

- 주생물소재연구소에서 4년 근 인삼을 18개월 내에 재배가능 함10.

8지식경제부 

9데이코산업연구소(2010)

10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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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식물공장의 특징

특 징 내 용

계획생산,주년 생산 생산의 계획성,시기나 장소에 계없음

재배 환경의 최 제어
생육의 제어,단기간 량생산,수확물의 균일성과 재
성,수량 품질의 향상

작업의 자동화,생력화
환경 리의 자동화,재배 리 과정( 종,이식,수확

포장)의 자동화 생력화

수확물의 부가가치 제고
재배 불가능한 작물의 생산 공 ,무농약 청정 재배
양가 향상,기능성 향상,고기능성 바이오매스

자료:데이콤산업연구소(2010),｢이용범,최기 ,“선진국의 식물공장 황”｣.

◦ 식물공장을 통한 생산에 7가지 기 효과 ‘FACTORY’가 있음.

-Fresh:주문생산  계획생산을 통해 신선한 농산물을 얻을 수 있음.

-Agri-biz:IT,BT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신 시장 창출이 가능.

-Convenience:자동제어와 로 개발 등으로 농작업의 편리성을 증진

-Teach:도시 속의 식물공장은 도시민들에게 식물 생장의  과정을 체험

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

-Oasis: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어 삶의 질을 향상

-Recycle:식물공장 내에서 자원의 재활용이 이루어져 환경오염을 방지

-Year-round:기후에 향을 받지 않고 연  안정 인 생산이 가능

그림 2-2.식물공장 7 효과(F.A.C.T.O.R.Y)

자료:농 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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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농산물,기능성 식품 생산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음.

-농산물의 고 화·규격화,맞춤형 생산,기능성 식품 생산 증  가능

-차세  녹색산업으로 육성되어 새로운 농기술을 확립하고, 련 하이

테크 기업의 기술 발 을 유도할 수 있음.

-친환경 농자재 개발을 통해 수입을 체하고 LED를 활용한 분자 생물 

산업을 개발하며 빌딩농장의 기반구축을 통해서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표 2-4).

-국내 딸기·잎들깨·국화의 조용 백열 구를 LED조명으로 체시,LED

업체 매출액은 약 1,740억 원,식물공장·살균용 LED조명 매출은 약 

2,5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망됨(북 )11.

표 2-4.식물공장의 경제 기 효과

단 :백만 원

2007년 2012년 2020년 2030년

부가가치액 425,110 596,938 1,026,805 2,014,964

자료:데이코산업연구소(2010).

◦ 식물공장 기술을 이용해 빌딩을 원화·녹색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근

교 는 도심 속에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음.

-도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거리가 짧아 유통 기간과 비용을 약할 수도 

있음.

◦ 그 외 온실가스 감,탄소량 감축,수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식물공장의 필

요성이 증 됨(강희찬,2009).

-온실가스 감의 표 인 기술인 LED를 활용해 에 지 감이 가능하

며 외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재활용하여 식물공장에 공 할 경우 

도시의 이산화탄소를 감시킬 수 있는 효과 발생

11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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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매년 1.5%씩 감소시킬 수 있음(표 2-5).

-식물공장에 사용되는 물을 도시 수로 이용하고 식물공장에서 발생한 

수증기는 포집하여 깨끗한 식수로 사용 할 수 있음.12

표 2-5.이산화탄소 배출감소 효과

2012년 2020년 2030년

CO2 감(백만 CO2톤) 0.8 1.9 3.1

자료:데이코산업연구소(2010),녹색성장 원회 홈페이지.

◦ 모든 시설을 인공 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 설비 투자비용이 높아 

시장진입이 어렵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 이 있음.

-식물공장 1,000평 규모의 설치비용은 같은 규모의 비닐하우스(7,000만 

원)와 비교해 약 17배에 달한다고 함13.

-인공 형  LED를 조명 설비로 사용할 경우,기존 조명 설비에 비해 

기요 이 최  1/3정도 감소하지만 LED조명 설비가 투자비용의 반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일본 농림수산성 2009).

◦ 식물공장은 내부 환경 리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설비장치 오작동 등 

시설 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재배작물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음.

◦ 식물공장 재배작물의 범 14

-채소작물

∙엽채류:상추 등 잎을 식용으로 하며 부분 식물공장 용 가능

∙과채류:토마토 등 열매채소로 식물공장에 합한 재배방식 용

12미국 컬럼비아 학이 추진하는 50층짜리 수직농장은 작물에서 발산한 수증기를 모으면 

하루에 62만 리터로 서울시민 2,175명이 하루에 사용할 물 공 이 가능함.

13강희찬(2009)

14농 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식물공장 기술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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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작물

∙분화류:자동화 가능한 화분 규격에 합한 화훼작물 

∙ 화류:자연  식물공장 환경에서 재배 가능한 화훼작물  

-기능성작물

∙특용작물:가공용 식품 는 산업용 소재로 활용 가능한 작물 

∙약용작물:기능성 식품 는 식의약 소재로 활용 가능한 작물

-허 작물:화분 는 배지에서 생육 가능한 향료나 약재 작물 

-육묘:다양한 작물의 어린 묘를 공정 생산

1.4. 식 공장 동향

◦ 식물공장은 IT와 BT,건축기술  농업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기술

의 결정체로서,그 핵심기술을 다섯 가지 ‘PLANT’로 정리할 수 있다.

-Place(장소):사막이나 바다와 극지 등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건설이 가능하여 장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Light(빛):음극선  형 등,고압나트륨,LED등의 다양한 원을 이용

하여 작물의 합성과 생육을 조 할 수 있음.

-Auto(자동화):자동화 기술과 로 화  원격제어 등으로 종부터 수확

까지 자동화가 가능함.

-Nutrient(양분):식물 생장에 합한 양분을 공 하여 품질을 높이고 기

능 성분을 강화할 수 있음.

-Temperature(온도):온도를 조 하여 열 에서 온 까지 다양한 식물을 

재배하고 생육 속도와 수확기를 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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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식물공장 5 핵심기술(P.L.A.N.T)

자료:농 진흥청.

◦ 식물공장의 설립에는 건축자재,시설 설비 등 기존의 농업 설비 이외에 인

공조명,수경 재배 시스템 등 자동화 련 장비와 환경제어 설비 등 새로운 

기술이 요구됨.

표 2-6.식물공장 련 산업

사업 역 분야 사업 내용

제조,건설

주요 기자재
LED 조명,태양 모듈,수처리 설비,공조

시스템,냉난방 설비,습도 조 설비

설계,시공(EPC) 각종 설비 엔지니어링,시설물 구축 등

운 서비스 건물,시설 리(FM),운 행 등

농업,BIO

농업용 소재,제재 수경재배용 양액 등

식물공장 운 농산물 재배, 매

종자 산업 종자 개량,육묘 매 등

자료:데이코산업연구소(2010),“진석용,농업과 제조업의 만남 식물공장(2010)”.

표 2-7.식물공장 기술 범

시스템 기술 재배 기술

◦ 자동화 센싱 기술
◦ 원 조명 시스템
◦ 수경재배 시스템
◦ 환경제어 시스템

◦ 에 지 공조 시스템
◦ 식물공장 구조 설비

◦ 조 기술
◦ 수경재배 기술
◦ 환경조 기술
◦ 품질 리 기술

◦ 품종 선발 육종 기술

자료:농 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물공장 기술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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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식물공장 시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완  자동

화는 개발단계임.

-식물공장 산업체,시설원 농가,육묘장 면 의 증가로 환경제어,수경재

배 장치  시설 수요 증가 상

-식물공장은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추후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완  자동

화 기술이 확보되면 시장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망

-생산 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비용 식물공장 재배면 이 확 될 망

-자원의 효율 인 이용과 환경보 의 요성이 두되면서 배양액 재사

용과 지속 사용을 한 센싱,수처리,수경재배시스템 등 련 기술이 각

받고 있음15.

◦ 식물공장 기술 활용16

-기본 활용 상

∙보편 인 식물공장: 부분의 작물을 생산하여 가공 없이 직  활용하

는 목 으로 이용하는 식물공장 

∙기능성 소재 생산용 식물공장:가공식품,의약품,산업화 제품에 필요

한 소재 생산을 목 으로 하는 식물공장 

-기타 활용 상

∙도시농업:생활가  형태의 소형 식물공장 는 거주공간에  설치된 

식물공장으로 상업용과 비교해 경제성과 련 없이 다양한 목 으로 

사용

∙우주농업:우주농업에 합한 작물 선발  품종 육성,무 력 상태에

서 효율 인 생산시스템,생태계 유지 시스템 등 우주 환경에서 식물 

생산

15자세한 국내 식물공장업체 황은 부록2참고.

16농 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물공장 기술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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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농업:유 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기능성 식품 소재,의약 소

재,산업 효소 등 특정물질의 발  는 향상을 목 으로  만들어진 식

물공장에서 GM 작물을 생산

◦ 우리나라는 1990년 부터 식물공장에 한 연구가 시작 기 때문에 유럽

(1950년 ),일본(1970년 )에 비해 실험과 연구가 늦은 편임.

◦ 재 국내 식물공장 련 기술 수 은 유럽,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공장설비,환경  생체제어 시스템,인공조명,배지  수경재배 시스템,

종  육묘시스템,이송 장치  기계설비 등의 분야에서 반 수 밖에 되

지 않는 실정임17.

표 2-8.국내 식물공장 련 요소 기술 수

요소기술
기술수

상 하

고휘도 고효율 LED개발 ■

LED응용 식물공장 개발 ■

기능성 식물의 량생산 기술 ■

자극에 의한 물리 해충 방제 배양액의 살균 ■

센서를 이용한 식물의 생체 정보 계측 시스템 ■

에 지 이용 효율 극 화 에 지 감형 조명 시스템 ■

식물공장의 자동화,지능화,로 화 ■

식물공장의 상용화 기술 ■

자료:데이코산업연구소(2010),권태호,“ED식물공장의 사업화 략”.

-국내 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LED조명,기능성 식물의 생산,배양액 살

균,자동화 시스템 등의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17데이코산업연구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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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분야별 기술수 경쟁력 평가

분야 기술수 경쟁력

자동화
◦ 자동화 기술:유럽 100%,일본/미국 90%,한국 50-60%
-국내 자동화 기술은 산업에 이 맞춰져 있음
- 요 기술에 한 개발 부족

센싱
◦ 센서 기술:유럽 100%,일본/미국 90%,한국 60%
-국내 상용화된 센서들은 거의 해외 제품에 의존
- 반 인 센싱 기술의 연구 개발이 부족함

원
·
조명

◦ 인공 원 개발 수 :미국/유럽 100%,일본 80%,한국 60%
◦ LED 조사 장치:유럽 100%,일본/한국 90%, 국 85%

◦ 방열 기술:일본 100%,유럽 95%,한국 90%, 국 90%
-일본은 수냉식,한국/ 국,유럽은 주로 공랭식 방열기술 용

조

◦ 제어 기술:일본 100%,한국 95%,유럽 90%, 국 90%
-유럽은 인터라이 (inter-lighting),산란 이용 기술 개발

◦ 조명 기술:일본 100%,유럽 90%,한국 85%, 국 80%
-일본은 방열 시스템,RGBLED의 효율 배치,최 화 설계 등 우

수경
재배

◦ 수경재배 기술:일본/유럽 100%,미국 90%,한국 80%

-양액 재순환에 한 기술 개발이 부족함
-단순한 작물 생산에 이 맞춰져 있음

환경
조

◦ 환경조 기술:일본/유럽 100%,미국 80%,한국 70%
-상용화된 복합 환경제어 장치에 한 외 경쟁력이 낮음
- 체 환경 요소에 한 제어 련 연구가 부족함

작물

◦ 작물 선발 품종 육성 기술:일본/유럽 100%,한국 70%, 국 30%
-육종과 번식( 목,삽목,조직배양 등)기술은 선진국 수 임

◦ 최 환경 제어 기술:일본/유럽 100%,한국 50%, 국 10%

-환경 최 화 기술,작물 생장 제어와 모델링 기술은 보 단계임
◦ 생육,개화 품질 향상 기술:일본/유럽 100%,한국 50%, 국 30%

품질
리

◦ 국내에서도 약용식물의 기능성 물질,생리활성 물질축 증 기술 개발
◦ 일본,미국,유럽:비타민,안토시아닌,페놀물질 등의 추 과 함량 증
기술 개발 진행

◦ 주요 생리장해의 원인 구명 억제기술 개발

에 지
·
공조

◦ 히트펌 기술:일본 100%,유럽 95%,한국 80%

-일본은 재 히트펌 성능(COP)7수 의 제품 선보임,국내는 최
COP5수 (열원의 온도 종류 따라 직 비교는 불가)

◦ 식물 공장 내 공기조화 기술:일본 100%,한국 80%
-다단식 작물재배 공간의 공기유동 최 화

자료:농 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물공장 기술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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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식 공장 

2.1. 국내 식 공장 동향18

◦ 국내에서 식물공장 련 주체는 3개의 형태가 있음.첫째는 식물공장 련 

시스템 산업체,둘째는 식물공장 농업체,셋째는 식물공장 건설 산업체가 

있음.

◦ 우리나라는 식물공장 련 시스템 개발 업체가 련 산업을 주도하고 있음.

-인성테크,와이즈산 ,LGCNS,카스트엔지니어링,오디텍, 루스,세

기교역상사,유양디앤유,농심엔지니어림,다인바이오,한국시티팜,동부

라이택, 루,LG 자,애니 크,갤럭시아 포토닉스,㈜맥스포,솔 웨

어(주), 진조명(주),그린 러스 등

◦ 식물공장을 운 하고 있는 농가 는 업체는 리 시함양,참농원,태연친

환경농업기술,NBM,에코스 라우트,베지텍스,이음 등이 있으나,아직 재

배기술 부족과 로개척 등의 어려움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식물공장 건설 사업체는 포스코 건설,태종씨앤아이,두원산업개발 등이 있

으며,두원의 경우는 조립식 돔 하우스 개발,포스코 건설은 포스코 공장의 

CO2를 식물공장에 사용하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태종씨앤아이는 

농업용 식물공장을 개발하고 있으며 LED식물공장 추진하고 있음.

18데이코산업연구소(2011)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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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국내 식물공장 형태별 업체

업체 유형 련 업체

재배시스템

개발업체

인성테크,와이즈산 ,LGCNS,카스트엔지니어링,오디텍,

루스,세기교역상사,유양디앤유,농심엔지니어림,

다인바이오,한국시티팜,동부라이택, 루,LG 자,애니 크,

갤럭시아 포토닉스,㈜맥스포,솔 웨어(주), 진조명(주),

그린 러스 등

농업체
리 시함양,참농원,태연친환경농업기술,NBM,

에코스 라우트,베지텍스,이음 등

건설업체 포스코 건설,태종씨앤아이,두원산업개발 등

자료:농업기술실용화재단(2013).｢특허기술 가치평가서:특허명 식물재배시스템｣.

◦ 국내에서 운 되고 있는 식물공장은 부분의 폐쇄형 식물공장에서 형 등 

는 LED를 원으로 이용하고 있음.

-서울반도체는 범 한 분야에 용되고 있는 LED제품을 생산 매하고 

있는 종합 LED기업으로 2009년 반에 식물 성장용 LED 원을 일본

에 공

-식물공장 재배시스템 생산 업체인 농업법인 인성테크(시티팜)에서는 

PFFL 원과 반사갓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식물공장 시스템에 용하여 

작물재배  시 임.

-카스트친환경농업기술(주)에서는 LED모듈을 제조하여 매하고 있으

며,태연 친환경농업기술(주)에서는 일본의 AdvancedAgri(주)의 HEFL

원을 도입하여 식물공장을 운 하고 있음.

◦ 우리나라 식물공장은 부분 인공 형으로 기 설립비용의 부담을 이기 

하여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음.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채소,상추 등의 엽

채류이며,최근 LED기술발 으로 식물공장에 한 심도가 증가하고 있

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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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국내 주요 식물공장의 특성 비교

농 진흥청 인성테크(주) 경기도 농업기술원

재배방식 수경재배 수경재배 수경재배

베드 단층재배 다단식재배 다단식

베드이용 컨베이어시스템 고정 로 에 의한 이동

특징
▸컨베이어시스템에
의한 채 이 자동
이동

▸자동화 장치가 없으며
2미터 이상의 다층베드
의 리가 어려움.

▸단층재배보다는 공간
활용도 높음.

▸식물체가 어리면 층간
거리가 낮은 곳에서 성
체식물은 층간거리가 높
은 곳으로 이동시켜 재배

▸공간이용 효율을 극 화
시켜 높이와 계없이
자동화 리가 가능함.

단 ▸공간 활용도가 낮음
▸베드가 고정되어 리
가 어려움.

▸공간활 용이 한정됨.
▸ 기투자 비용이 큼.

자료:데이코산업연구소(2010),“경기도농업기술원”.

표 2-12.국내 주요 식물공장 특징

국내 식물공장 치 설립연도 특징

농 진흥청 경기도 수원 2011.3
▸식물공장 모델 운 매뉴얼

개발 등 연구에 활용 계획

경기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연구센터

경기도 화성 2010.10

▸로 을 이용한 국내 최 식물공

장 클린룸 조성

▸냉방으로만 시설온도 유지 가능

▸LED인공 형(BLUE,LED)

리 시 함양(주) 경남 함양 2010.6
▸토양,LED조명 이용

▸돔형 식물공장

인성테크 경기도 용인 2009.10
▸‘시티팜’ 랜드

▸LED인공 형

카스트친환경
농업기술(주)

경북 구미 2010.10
▸ 비용 식물공장

▸LED인공 형

참농원 강원도 고성 실험단계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식물공장

▸LED인공 형

루스(PARUS) 충남 천안 2009.11
▸컨테이 형 식물공장도 제조함.

▸LED인공 형

주생물소재연구소(재) 북 주 2010.3 ▸엽채류,인삼 등 LED인공 형

자료:데이코산업연구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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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농 진흥청

◦ 우리나라는 1990년   농림부의 “유리온실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식물

공장의 기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재 농 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 공

학부를 심으로 실용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2001~2004년 한국형 식물공장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 고 환경제어기

술과 자동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2005년 식물공장 기본시스템을 확립함.

-2008년 aT센터에서 개최된 “농림수산과학기술 ”에서 식물공장시스

템 모형을 시하여 LED를 이용한 작물 재배 기술을 리 알림.

-2009년 남극세종과학기지에 컨테이 박스형 식물공장(하 40℃이하에

서도 채소재배가 가능한 이동식 식물공장)을 설치하여 1.3평의 공간에서 

하루 1㎏의 채소를 생산할 수 있게 함19.

-2011년 3월 농 진흥청은 ‘식물공장 연구동’을 개 하여 수직형 식물공

장(높이 10m,연면  50㎡,수직재배시스템을 갖춘 양지붕형 유리온실)

을 건립하여 체계 인 실험과 연구를 추진 에 있음.

2.1.2.경기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연구센터20

◦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LGCNS와 함께 LED인공 원을 사용하고 국내 최

로 로 을 이용한 자동화시스템이 용된 식물농장을 추진하고 있음.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2010년 1월 LGCNS와 “식물공장시스템의 기술개

발  사업화를 한 약”을 체결해 9개월 동안 로 을 이용한 식물재

배 생산 시스템과 LED인공  연구 설비,식물 생장 제어 소 트웨어를 

개발해 왔음.

-국비와 도비 등 10억 원을 들여 태양 과 지열 등 신재생에 지로 식물

19김창길 외(2011)

20한국조경신문(2011.3.23.),Asiatoday(2010.10.26),매일경제(2010.10.26)



30

을 키우는 ‘태양  병용형 스마트 식물공장’을 2011년 말 구축함.

◦ 미래농업연구센터는 192㎡면 에 로 을 이용한 식물자동화시스템과 LED

이용연구를 한 다단재배시스템,육묘실,양액공 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모든 것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제어 되는 최첨단 연구시설로 빌딩형 

수직농장형태로 조성될 정임.

◦ 이를 통해 LED를 활용한 원 연구,재배주기  각종 생장조 연구,규모

화  생산성 향상을 한 로  제어 기술,각종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경제성 

분석연구 등 빌딩형 수직농장 조성에 필요한 연구와 실험이 가능하게 됨.

-로 을 이용한 자동화시스템은 하루 수십만 주 단 의 량생산을 가능

하게 하는 해법을 제시했다는 에서 기존 소규모 식물공장 연구시설과 

차별화됨21.

2.1.3. 주생물소재 연구소(재)22

◦ 주생물소재 연구소는 LED조명을 이용한 완  폐쇄형 식물공장을 운 하

고 있음. 력업체인 (주)NBN사와 공동으로 지식경제부 지원 사업으로 구

축한 90㎡ 규모의 식물공장(주시 장동)은 LED를 원으로 하면서 장

별로 량자 도까지 자유롭게 조 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구축하고 있음.

◦ 반응 연구용 LED식물공장(주시 송천동 소재)은 220㎡ 규모로 2010년 

3월말 개장하 음.이 공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완 폐쇄형 식물

공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추,양상추,시 치 등 엽채류를 비롯하여 인삼 

등을 상으로 반응 실증재배를 하는 시설로 이용하고 있음.

21로  시설은 식물이 재배되는 패 의 이동에 사용됨.10단에서 20단까지 패 이 쌓이게 

되면 인력을 이용한 이동이 힘들기 때문임.

22김창길 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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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완 제어형 식물공장은 다단계 재배로 재배 면 의 효율 극 화를 통

해 단  면 당 생산성이 일반 노지보다 2~3배 높으며,재배 환경의 제어를 

통해 재배 기간을 단축23시켜 연간 생산량을 늘리 수 있음.

◦ 한,식물의 특정 유용 물질의 함량을 높일 수 있으며 모든 작물의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여 청정 작물을 생산 할 수 있음.

-인삼의 경우 사포닌 함량을 5~10배 이상 높일 수 있음.

2.1.4.인성테크

◦ 인성테크는 2009년 12월 도심형 식물공장(복합형 식물공장)50평을 용인시

에 설립하 고 2010년 7월 롯데마트 서울역 에 식물공장을 설치,2010년 

10월 신  세 란스 병원 식품부에 식물공장을 설립함.

-주로 롤로,멀티그린,로메인,비타민,뉴비트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샐러

드 종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시티팜’이라는 랜드로 신세계,롯데,

 등 백화 에 납품하고 있음.

-수요처를 다양화하기 해 외식업체의 포 내에 샵인샵 형태의 입 을 

추진하는 등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인성테크는 인공 원으로 LED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 설치비용이 비싼 

것이 특징임.설치비용은 50평을 기 으로 12억 원 가량임.

-LED는 형 등에 비해 기 설치비용이 약 20배 비싸지만 사용시간이 

약 5만 시간 미만으로 2,500시간마다 교체하는 형 등과 비교 할 때 경

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3상추의 경우 2~3배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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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카스트친환경농업기술(주)

◦ 카스트친환경농업기술(주)은 자계측기 문회사로 작물별 LED 용 방

법과 력 감 기술 등을 용한 재배기술로 LED 련 특허를 획득한 높

은 수 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임.

◦ 이 식물공장은 농  지역에 농가 보 을 한 비용,보 형 공장으로서 

경상북도 구미시에 132㎡ 규모로 건립했음.

-LED조명 기술 련 특허를 이용하여 기료를 반으로 이고 실

인 수익성 운 을 목표로 설립함.

-특히,펄스(Pulse)조명 방식(LED를 고속으로 ON/OFF해주는 방식)을 

사용하여 식물의 생산량에는 거의 향이 없고 기료를 반으로 일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 이 공장의 특징  하나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채소를 생산하기 

해 건물 규모를 294㎡로 소규모로 설계함.

-농약이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식물공장에서는 일단 세균에 감염되

면 체로 번지기 에 가동을 지하고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식물공장의 식물 재배를 발아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됨.

-따라서 규모가 크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의 식물공장을 여러 동에 

설립하는 것이 유리함.

◦ 카스트친환경농업기술(주)은 LED조명과 수경재배 시설을 이용해 효율을 

높 고 다양한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설계하 음.

-주요 재배 채소는 상추류,청경채 등의 엽채류이며 연간 26톤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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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루스(PARUS)

◦ 루스(PARUS)는 2008년 식물재배용 LED조명 기기 개발로 특허 등록을 

하 고 컨테이 형 식물공장을 개발해 로 일,수경재배 원격컨트롤 등 

식물공장 시스템과 기술을 수하고자 로를 개척하고 있음.

◦ 루스는 식물공장의 기 투자비용을 낮추기 하여 LED조명 시스템,

로 일,양액 공  시스템,제어 시스템 등의 장치를 직  생산함.

-인공 을 사용하는 경우 식물의 성장에 가장 합한 장만을 선택하여 

식물의 최  성장,병해충 방제,항산화 물질 증가 등을 진하고자 함.

- 루스는 다른 LED조명에 비하여 기료는 반으로 약되고 성장 효

율은 30% 증가 시킬 수 있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2.1.7.와이즈 산  

◦ 모회사의 계측·제어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삼을 재배

하고 있음.컨테이 형 식물공장은 LED를 이용한 야채 생산도 하고 있음.

국립원 특작과학원에서 기술 공여를 받은 회사가 재배하고 있는 인삼은 

평소의 1/2정도의 기간만에 재배가 가능하고 식물공장에서 무농약으로 재

배되기 때문에 인삼보다 주요 성분이 8~9배 많이 포함된 잎부분도 식용으

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2.1.8.그린 러스 

◦ 한국 최고의 온실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표 

인 태양  이용형 식물공장의 시설 실 도 풍부함. 한,한국의 새로운 

규모 수출 생산 거 이 되는 경기도 화성(하옹)이나 라북도의 서해안에 

치한 갯벌 간척지에서 1시설당 10ha규모의 태양  이용형 식물공장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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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추진하고 있음.

◦ 한 이 회사는 알루미늄 사업과 온실사업으로 축 한 기술을 응용해 태양

·인공  병용형의 자동 재배 시스템을 개발, 매를 개시하고 있음.이 시

스템은 유리온실내에 설치하고 10단의 재배 배드가 자동으로 순환하는 시

스템으로,하단에는 보 을 해 인공 도 설치되어 있음. 재 한국에는 

태양 ·인공  병용형 공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이 시스템이 보

되면,태양 ·인공  병용형이 단번에 증가 할 것으로 망됨.

2.1.9.리 시 함양(주)

◦ 리 시 함양(주)은 2010년 6월 돔형 식물공장 5개 동을 공하고 8월 식

물공장 5개를 증축함.두원산업개발(주)이 리 시 함양을 설립하여 식물

공장 사업에 진출하 고 일본 아소팜랜드와 기술 약을 통해 버섯,채소 재

배 기술을 지원받음.

-경남 함양군에서 3751㎡의 부지에 연면  169㎡인 5개 동을 건립 후 연

면  169㎡ 5개를 증축함.

-주요 생산 채소는 상추,근 ,시 치 등이며 형 할인 ,백화  등에 

매하고 있음.

-식물공장의 실제 재배면 은 5단 다단식으로 설치되어 하우스 노지 재

배와 비교해 생산량은 46배,소득은 57배로 높게 나타남.

◦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배합토를 이용한 토양방식의 식물공장을 설립하여 

LED조명,환경제어 시스템 등 범 한 첨단 과학 기술을 복합 용함.

◦ 돔형 식물공장은 2~3년이면 재 설치해야 하는 비닐하우스에 비하여 반 구

이며 인건비도 게 드는 장 이 있음.수직농장과 비교했을 때 기 설

립비용이 게 드는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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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참농원

◦ 참농원(주)은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식물공장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업

체임.

-참농원은 고성군에서 추진 인 해양심층수 농공단지가 완공되면 1,652

㎡(500평)부지에 비용 LED식물공장을 건립할 정임.

-식물공장을 8단으로 설계하고 해양 심층수를 이용하여 상추,다홍채,비

트,청경채,미나리,부추 등 엽채류를 고기능성 무농약 제품으로 생산할 

계획임.

-해양 심층수를 통해 탈염수,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한 친환경 고기능성 

채소를 생산함으로써 차별화 시킬 정임.

◦ 참농원만의 식물공장 기술력을 활용해 동,북유럽 등 농업 환경이 열약해 

농산물 생산이 어려운 지역으로 식물공장 랜트 수출  무농약 채소를 

매하기 해 국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2.1.11.롯데(서울 역 )

◦ 형 소매 인 롯데는 서울역의 포에 식물공장 시스템을 도입,생산 야채

를 매하고 있음.이 시스템은 앞서 언 한 InsungTec시스템,LED를 활

용하면서 1일 70주 정도의 상추를 생산하고 매장에서 매하고 상추 1 지 

당 1,800원(126엔)에 매하고 있음.

2.2. 해외 식 공장 

◦ 식물공장은 처음 1957년 덴마크에서 시작되었으며,일본에서는 1970년 에 

연구가 시작됨.미국은 1970년  완 제어형 식물공장 생산 시스템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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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980년  실용화하기 시작함.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0년 부터 식물공장에 한 실험과 연구가 시

작됨.

표 2-13.국내외 식물공장 특징 비교

구분 국내
국외

유럽 일본

구조재료 보통 유리 표 화 자외선,열 차단 피복재

인공 원
고효율 형 등 LED

기 단계
고압나트륨 램 ,
메탈할라이드 램

고효율 형 등
LED 원 개발

조사방법 면 조사 근 ,간헐 조명 근 ,간헐 조명

냉난방 히트펌 실용화 온수난방,증발 냉각 히트 펌

양액 리 EC,Ph제어 미량성분 요소 제거 미량성분 요소 제어

환경 리 개별 제어 복합제어 원격 계층 제어

이식작업 인력 반자동 로

스페이싱 반자동화 자동화 자동화,로

수확작업 인력 인력 자동화

생장제어 생산모델 개발 기 생육 단계별 최 제어 생육 단계별 최 제어

자료:데이코산업연구소(2010),｢김유호,식물공장 자동화 시스템  기술동향｣.

2.2.1.유럽24

◦ 식물공장의 시 는 1950년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일조량 부족 문제 극복

을 해 시작한 채소류의 시설 재배로 알려짐.최 로 자동화 설비를 용

한 식물공장도 유럽에서 개발되었음.오스트리아 루스 (Ruthner)사가 태양

 이용형 식물공장 내에서 태양 을 효과 으로 이용하기 해 작물의 이

동을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던 것임.

24유럽,미국은 김재훈(2010),이용범,최기 (2010)내용 요약 재정리하 으며 일본은 이용

범,최기 (2010)내용을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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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네덜란드를 심으로 부분 형 유리온실에서 태양 에 인공 을 

보 하여 식물공장을 운 하고 있음.유럽의 표 인 식물공장은 스웨덴

AgitechInovationA사에서 개발한 “스웨드포닉(Swedeponic)”이라는 식물

공장 시스템과 벨기에의 Hortiplan사에서 개발된 “재배 베드자동이송시스템

(MGS,mobilegulleysystem)”으로 표 화되어 실용화 되고 있음.

-스웨드포닉은 1ha면 의 식물공장에 생산단 가 2 인으로 폭 25m,길

이 141m의 규모이며,상토의 일종인 피트모스에 종하여 육묘한 뒤 재

배상에 정식하여 생육단계에 따라 재배공간이 확장되도록 함.

∙잎상추의 경우,여름철에는 정식후 16일,겨울에는 23일 만에 수확이 

가능하고 하루에 5,000주,허 류는 8,000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음.

매 가격은 생산비의 2배정도 수 임.

∙이 시스템은 종,정식,수확,포장 과정이 기계화/자동화되어 있고 지

열히트 펌  방식으로 냉난방을 함.태양 을 이용하여 나트륨 등으로 

보 하고 양액재배는 박막 수경재배방식을 이용함.

-재배 베드 자동 이송 시스템 방식은 묘 자동이식로 ,자동 재식거리 조

정 방식,재배단계별 이동시스템이 잘 되어 최소의 인력으로 식물공장 

운 이 가능함.

∙식물이 성장함에 따라 크기에 맞는 최  재식간격을 자동으로 조 할 

수 있으며 공간활용을 극 화 할 수 있음.

-Hortiplan사는 육묘 용 재배상에 피트모스를 넣고 재식 도를 100주/㎡

로 하여 재배한 후 피트모스와 뿌리를 함께 수확하여 유통시하기 때문에 

장기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음.

∙식물공장 내 재배방식과 온도 리  조명시설은 스웨드포닉 식물농장

과 비슷함.



38

표 2-14.EU주요 식물 공장 운 황

장 소 설치형태 재배작물(생산량) 비고

Agritech
InnovationA

부분제어형,시스템을
유럽 역에 공

야채류,허 류
(1만 3천주/일)

개발회사
(스웨덴)

Lincolnshire 부분제어형, 규모 농장농업
허 류

(1,400만주/년)
상업용
( 국)

Hortiplan 부분제어형,자동이송시스템 상추,허 류
상업용
(벨기에)

자료:김재훈(2010).

◦ 재 네덜란드 등을 심으로 발달한 유럽의 식물공장은 부분 자동화된 

냉난방  공조 설비를 갖춘 유리온실의 형태로 되어 있고 주로 화훼류 등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는 식물의 육묘 등에 용되고 있음.특히 네덜란

드는 고도의 재배기술이 요구되는 분화(盆花)식물공장을 운 하고 있으며,

입체형 식물공장의 가동과 실용화 수 의 공정자동화 연구도 진행 인 것

으로 알려짐.

◦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럽의 유리온실 시스템을 식물공장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시하는데,그 이유로는 유리온실 시스템에 자동화 설비를 갖춘 형

태가 비록 식물공장과 유사하기는 하나 기본 으로 태양 에 의존하고 인

공조명 설비가 보조 인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연  안정  생산이란 식물

공장의 특징이 제 로 구 되기 힘들다는 을 들고 있음.

2.2.2.일본

◦ 일본은 1974년 히타치 앙연구소가 1964년 완  제어형 식물공장을 개발하

여 식물의 천  재배환경을 연구하여 생육 기술을 확립하는데 을 둠.

◦ 일본에서는 1974년 히다 제작소의 앙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식물공장

련 연구를 시작하 으며,1985년 쯔꾸바에서 개최된 과학박람회에 상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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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공장 생산 시스템을 시한 것을 계기로 기업체에서도 심을 갖고 참여

하여 식물공장 생산 시스템에 한 연구개발이 본격 으로 이루어짐25.

◦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는 자국 내 식물공장들의 사업화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 다.2008년 재 가동 인 50개의 식물공장을 상으로 사업 주체,

설치연도,설치 면 과 재배 면 ,조명 설비 등 다양한 기 으로 분석함.

-완 제어형 34개,태양 을 병용하는 부분제어형은 16개 임.

∙완 제어형은 소규모(1,000㎡ 이하가 85%)가 부분이며 주로 형 등

을 각 단마다 설치하여 다단식으로 해서 건물면 당 재배면  비율을 

높임.

∙부분제어형 식물공장은 규모를 크게(5,000㎡ 이상이 5%)하고 주로 고

압나트륨을 이용함.

-일본에서 태양 병용형은 경제성측면에서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완 제어형은 최 로 실용화된 삼포농원의 식물공장으로 버섯재

배용으로 환하 으며,큐비 등이 경비 감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고는 하나 품목은 엽상추를 심으로 엽채류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25같은 해에 지바 에 치한 다이에사의 슈퍼마켓 내에 있는 채소매장에 20평 규모의 식

물공장생산시스템인 “바이오 팜”을 설치하고 무농약으로 재배한 엽상추를 매일 100주 정

도씩 생산하여 지 매함(이용범,최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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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일본 주요 식물 공장 운 황

장 소 형태(설치년도) 재배작물(생산량) 비고

(주)미우라
완 제어형,7단
다단식(2006)

상추,쑥갓,로메인,
바질 등(300주/일)

상업용

소나그룹
완 제어형,고압나트륨
등,HEFL 등(2009)

화훼류,벼 등 시용

오즈산업 완 제어형,형 등(2008) 채소(1,700주/주) 상업용

큐피(주)
완 제어형,V자형 재배상,

나트륨등(2009)
채소 상업용

(주)후지쯔
완 제어형,

소형공장시스템(2009)
채소 개발기업

페어리엔젤 완 제어형,LED(2008)
채소류

(1만 3천 주/일)
상업용

바 학 완 제어형(2000)
무병주 묘생산,
GMO작물

연구용

SGGreen-house사 부분제어형(2007) 양상치(3,000주/주) 상업용

샐러드나
부분제어형,

첨단온실형(1992)
채소류,허 류
(1만3천주/일)

상업용

자료:김재훈(2010)

◦ 일본의 식물공장 사업 주체는 인공 형의 경우 주로 기업이 많았고 일반 농

민이 운 하는 식물공장은 병용형 식물공장 10개 시설로 설비투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임.

-자 조달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투자 규모가 큰 완 제어형 식물공장 설

비를 갖추어 운용하지만,상 으로 자 조달 능력이 뒤떨어지는 농민

들의 경우에는 렴한 병용형 조명 설비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인공 형의 38%는 최근 4년 내에 설치된 설비 지만 병용형의 72%는 

10년 이상인 노후 시설로 조사되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공 형 식물공

장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설치 면 으로 보면 인공 형 식물

공장의 85%가 1,000㎡ 미만의 소규모이지만 병용형 식물공장은 55%가 

5,000㎡ 이상의 규모 설비임.그러나 실제 생산량을 결정하는 재배면

을 기 으로 볼 때 인공 형  38%인 12개 시설이 설치 면  보다 

훨씬 넓은 1,00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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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농업인 단체가 공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민간기업이 공장의 임

 방식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반을 보조하는 한편 공장에서 사용되는 조

명기구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연구거 의 경비도 지원하고 있음.아직

까지 LED의 보 률이 미진한데,이와 같은 원인은 기 사용량이 고 수

명이 길다고 알려진 LED사용에 해서 연구가 부족하고 고가의 가격으로 

인해 기의 설치비용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 일본에서는 일본 후생성  미국 FDA의 기 에 맞는 량 생산 체제를 갖

춘 완  폐형 식물공장을 2008년에 건립하 으며 동 시설에서 생산된 식

물을 이용하여 AI(조류인 루엔자)에 한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2010년에 

세계최 의 식물경구백신을 매하고 있음.의료용으로 허가된 것은 secre-

toryantibodyvaccine외 4종이며 20여 개가 임상실험 으로 특히 이스라

엘 회사인 Protalix Biotherapeutics가 Gaucher병의 치료제인 gluconocere-

brosidase를 임상실험 (3상)으로 2~3년 내에 식물유래 의료용 치료제의 출

이 기 되고 있음.

◦ 일본 도쿄시에 있는 신마루노우치 빌딩의 소나오투(PasonaO2)그룹은 

약 1,000㎡의 식물공장을 운용하고 있는데,이 에는 지하 2층에 설치하여 

운 하 으나 2010년에 지상 1층과 2층으로 확 하여 발 다이오드(LED)

와 고압나트륨등 등 다양한 원을 이용하여 수경재배를 하고 있음.작물은 

벼를 비롯하여 엽채류인 상추,양상추,그리고 화훼류인 장미,과수 등에 이

르기까지 280여 종의 식물을 재배하고 있음.벼의 경우에는 연 3기작으로 

이 지고 있으며,고압나트륨 조명 아래 장이 1m정도 자라면 출수하여 

결실도 정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소나오투 측은 다양한 최첨단 농업

기술을 목하면서 도시민에게 농업을 알리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음.

◦ (주)미라이의 ‘GreenFlavor'식물공장은 나소닉의 형 을 채용하여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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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포를 개설하고, 포 내 식물공장 시설에 직  재배한 야채류를 

매 임.이 회사는 1층 매장 한쪽에 식물공장을 만들고,여기서 키운 채

소를 매장에서 매하고 있음.식물공장에서 수확한 채소를 바로 소비자에

게 제공할 수 있어 생산과 매가 일체화된 독자 인 농업생산 시스템을 실

하고 있음.규모는 60㎡(6×12m,다단식 7단)로서 이곳에서는 상추,쑥갓,

로메인  바질 등의 엽채류를 생산하는데 생산량은 상추를 기 으로 한 주

에 80~100g정도의 수확물을 하루에 약 300주 수확함.

◦ 마루베니 상사는 유기·무농약 야채를 실내에서 재배하는 식물공장을 개발

하여 동지역에 수출할 계획으로 종래의 수경 재배형태의 야채공장과 달

리 특수한 흙을 이용한 다단식의 입체 재배장을 단열성이 높은 발포 스티롤

을 조립한 돔형 하우스에 수납하는 구조의 식물공장을 개발하 음.이 식물

공장은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은 사막의 토지에도 합한 재배방법으

로써 야채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와 해당 지역으로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

음. 동지역에서는 야채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UAE나 쿠웨이트,카타

르 등이 수출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음.마루베니상사는 재배실험의 결과를 

검증해 동에 한 공장의 개발을 진행시키는 것 외에 더 나아가 미국이

나 국 등으로의 수출도 겨냥하고 있음.

◦ LED조명기기 업체인 CCS사는 페어리 엔젤사(FairyAngelInc.)를 설립하

여 교토시에 식물공장과 스토랑을 함께 운 하고 있음.교토공장은 본사 

공장에 비해 소규모로 1층에서 식당을 운 하고 있음.페어리 엔젤은 지난 

2008년에 15억 엔을 투자하여 3,300㎡ 규모의 후쿠이 공장을 추가 건립하

여 하루에 평균 잎채소 13,000포기를 생산하고 있음.이 회사는 후쿠이 과 

치바 의 공장에서 연간 약 450만 주의 엽채소를 생산하고 있으며,완  무

농약 제품을 매하고 있음.2008년 6월의 단기매출은 약 2억 엔 규모로 알

려지고 있음.페어리엔젤은 련 기계설비를 자체 으로 제작하는 한편 다

른 회사와 차별화된 재배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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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 공 사인 스 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리스크를 회

피하기 한 방편으로 2008년에 식물공장을 설립하 음.식물공장은 가메

오카시에 높이 15m,12층 규모의 선반식 재배장이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음.

이곳에서는 기에 릴양상추,로메인양상추  상추 등을 하루에 6,000

포기를 생산하 으나 2009년에는 12,000포기까지 늘어났고,생산품의 부

분은 형마트와 호텔에 매 임.이곳에서 생산하는 양상추는 생산비를 

100g당 120엔에서 90엔으로 감하 고,재배기간도 50일에서 40일로 짧아

져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 매가는 100g당 158엔으로 일반 양상추(128

엔)에 비하여 비싼 편임.

◦ 카메라 랜드로 알려진 올림푸스(Olypus)역시 오카다니 사업소 내 체육

에 식물공장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음.2008년부터 올림푸스의 자회사로 

편입된 라 랜타(Laplanta)가 이 식물공장을 운 하고 있는데,과거 이곳 체

육 은 각종 자재들이 지 분하게 쌓여 있는 벼려진 공지 지만 2005년부

터 바질과 양상추 등이 자라는 농장으로 탈바꿈 되었고, 재는 하루에 약 

3,000팩의 채소가 출하되는 식물공장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하 음.주 거래

처로는 도큐 백화 이나 오다큐 백화  등과 같은 유통업체와 지역 내 형 

병원 등이 있으며, 국 올림푸스 사내 식당과 제휴하여 하루에 5,000명 분

량의 상추를 제공하고 있는데,연간 매출규모는 1억 1천만 엔 정도임.

◦ 아이타마  지치부시에는 건설기자재 련 컨설 업체인 CEC건물 지상 1

층에 ‘야채공방’이라는 식물공장이 자리잡고 있음.규모는 430㎡ 수 이고 

직원은 표를 포함하여 7~8명이 부임.이곳은 반도체 공장과 같이 엄격

하게 통제되는데,세균 감염 등을 막기 한 조치임.재배실은 한낮에도 캄

캄한데 이는 냉방비 감을 해 인 으로 주야를 바꾸어 식물을 재배하

고 있기 때문임.양상추를 비롯하여 각종 채소는 형 등을 원으로 재배하

고 있는데 노지에서는 100일 정도 소요되지만 이 곳에서는 30일이면 수확

이 가능함.그 이유는 종자부터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난 유묘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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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하여 키우고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임.재배상은 선반을 3단으로 쌓아 

키우기 때문에 단 면 당 생산성을 노지재배와 비교하면 최  10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야채공방측은 밝히고 있음.매출은 한달 평균 300만 엔 가

량이지만 경제성 분석은 어렵고,빈 공간을 임 하여 사용하므로 체 시설

비의 30~40%인 건물비가 들지 않아 기 투자비가 어 경 수지는 개선

될 것으로 망하고 있음.

◦ OZU사의 주 생산 품목은 상추,허 ,엽채류 등으로 생육기간이 짧고 재배

한 것을 통째로 소비가 가능한 품목을 심으로 하고 있는데,150평 규모의 

식물공장을 운  임.이곳의 생산품은 동경의 백화 (이세탄,미츠코시,

타카시야마 등)에 매일 납품하고,70여 개의 외식업체에도 공 하고 있으

며,가격은 지 당 250~300엔으로 노지채소의 1.5~2배를 받고 있으며,채

산성은 있는 편이나 기료 등의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라고 함.그런 기

료 감을 한 LED조명 도입은 높은 구매 단가 때문에 시도하지 않고 있

는데,일본의 식물공장 부분이 그러하듯 한 개 층에 다단식으로 인공조명 

시설을 만들어 운 하고 있고, 원으로는 형 등을 사용하고 있음.

◦ 2009년 이후 일본에서는 식물공장이 새로운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음.식물

공장에서 출하되는 제품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이물질의 이입을 철

하게 막기 때문에 식품안 에 까다로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

고 있음.특히 제조업체 등 생산 이력이 확실하다는 것이 큰 장 으로 평가 

받고 있음. 기업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하여 경쟁 으로 식물

공장 사업에 진출하고 있음.철강업체인 JFE홀딩스는 이바라키 에 규

모 식물공장을 공하 고 다이세이 건설도 농업벤처를 통해 식물공장 사

업에 참여하고 있으며,미쯔비시 그룹은 하이테크 농업회사인 다이요흥업

을 매수하고 식물공장 연구회를 발족하는 등 기업들이 농업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인식하고 미래를 비하는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45

2.2.3.미국

◦ 미국에서 식물공장에 한 본격 인 실용화 연구는 1970년  에제네랄 일

트릭사,제네랄 즈사,제네랄후즈사에서 차례로 완 제어형 식물공장생

산시스템을 개발하 으나 모두 채산성의 결여로 단되었음26.

-미국은 토지가 넓기 때문에 작물생산 규모화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

므로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완 제어형 식물공장과 같은 집약  농업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와 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음.

◦ 1980년  들어 미국의 어그리시스템사,어그로노틱스사 등에서 형의 자

동화된 태양 병용형의 식물공장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용화함.

-어그리시스템사의 식물공장 생산 시스템은 캘리포니아의 건조지 에 

치해 있으며 공조방법은 비용의 증발냉방시스템을 사용하고 국소 냉

방 방법으로 공조비를 감할 수 있도록 하 고 종,이식,수확의 자동

화도 실 함.

-스피드링크사는 화훼,채소,수목 등 여러 종류의 식물 육모 생산시스템

을 실용화함.

◦ 1990년 부터는 NASA등에서 CELSS(폐쇄생태계 생명유지시스템)에서의

작물생산 시스템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0년  들어서 도시

의 고층빌딩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도시형 수직농업을 개발하는 등 첨단 식

물공장의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콜롬비아 학의 건축학과,일리노이  연구 ,미턴 건축사무소에서 신

재생에 지를 사용하는 고층건물방식의 수직형 식물공장 개발에 착수

26이후 화이트팜사는 제네랄 즈의 식물공장생산시스템을 인수한 뒤 심야 력을 이용하여 

상추,시 치 등과 허 류를 생산하여 채산성을 맞춤.화이트팜사의 생산시스템은 재배면

이 4,800㎡에 달하고 16개의 재배 인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은 슈퍼

마켓과 유나이티드항공사의 기내식으로도 일부 공 함(이용범,최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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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고층건물은 재배면 을 증가시켜 노지재배보다 10배 많은 양을 수확

할 수 있다고 함.

표 2-16.미국 주요 식물 공장 운 황

장 소 형태(설치년도) 재배작물(생산량) 비고

화이트팜 완 제어형(1980년 ) 채소류,허 류 상업용

어그리시스템
부분제어형,자동화
시스템(1980년 )

채소류 개발기업

스피드링크 부분제어형(1980년 ) 화훼,채소,수목 등 육묘 상업용

NASA 완 제어형(1990년 ) 채소류 연구용

자료:김재훈(2010).

제2  국내외 식물공장 련 주요 정책  제도

1. 국내 주요 책 

◦ 정부는 식물공장과 련하여 LED27-IT개발에 한 연구, 련 부품 국산화 

등에 을 두고 지원 하고 있음.

-2009년 1월 신성장동력 스마트 로젝트 17개 사업에 올해까지 총 8.8조

원의 산을 투입하고 “ 탄소 녹색성장기본법”,“산업융합 진법”등 

39개의 핵심법령을 선제 으로 정비하는 한편,인력양성과 융  세제

지원, 소기업 육성 등 다각 인 지원을 추진해옴(표 2-17).

-신성장동력의 성과 가시화를 앞당기기 해 10개 략 로젝트를 발

굴해서 집  지원하는 선택과 집 을 추진할 정임(2011년 9월까지 

확정).

27LED는 식물의 합성  생장에 필요한 장의 빛만 공 하는 것이 가능하여,식물의 생

장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양분을 더욱 높일 수 있어 미래 첨단농법으로 부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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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략 로젝트 개발에 따르는 국내 효과의 극 화를 해,7  

주력 장비(반도체,디스 이,LED,그린수송,바이오,의료,방송장비)

의 국산화 사업도 으로 진행할 계획임.

표 2-17.신성장동력 17개 로젝트 사업

녹색기술 (6개)
신재생에 지,탄소 감에 지,고도물처리,LED응용28,

그린수송시스템,첨단그린도시

첨단융합 (6개)
방송통신융합,IT융합시스템,로 응용,신소재·나노융합,바이

오제약·의료기기,고부가 식품

고부가서비스 (5개)
로벌 헬스 어, 로벌 교육서비스,녹색 융,콘텐츠·SW,

MICE·

자료:지식경제부(2011.4.보도자료)

◦ 식물공장의 상업화를 해 신성장동력 로젝트 사업  ‘IT-LED기반 식

물공장을 한 핵심부품 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IT-LED기반 식물공장을 한 핵심 부품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오디텍(주 ),럭스피아,갤럭시아포토닉스,엔비엠, 북 , 주생물

소재연구소(참여)

∙개발내용:딸기·인삼생장용(고부가가치)led칩 개발,식물생장 제어용 

조명기기 개발

∙개발되는 LED식물공장 시제품은 인삼,딸기 재배를 한 것으로 년 

말까지 상용화 테스트를 거쳐 내년부터 상업화를 본격 추진하고, 장기

으로는 무농약 한방 의료용 약용작물 생산으로 범 를 넓 갈 계획임.

∙의의:식물공장 선진국인 일본에 비하여 낙후되어있던 국내 식물공장 

경쟁력을 높이고,국내 최  규모(495㎡)의 LED 원 기반 완

제어형 식물공장 생산시스템을 구축함.

28LED응용부문  총 6개의 과제(LEDTV용 도  장비,MOCVD장비,식물공장용 LED

조명,차량용 LED 조등,교류구동 LED패키지,그린네트워크 가로조명 시스템  청색

칩)가 국내외 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해 상용화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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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신성장동력 스마트 로젝트 식물공장 련 LED응용분야 주요 성과

지원과제 주요성과

IT-LED 기반 식

물공장을 한 핵

심기술 부품

개발(오디텍)

▸(개발내용)인삼,딸기 등 고부가가치 작물의 생산성 향상

무농약 친환경 재배를 한 식물공장 핵심부품 개발 식물공

장 시스템 구축

▸2010년 10월말 농 진흥청, 북 에 건축 인 식물공장에

LED조명시스템을 납품하여 1.2억 원의 매출 달성

자료:지식경제부(2010.12.보도자료)

◦ 한편,지식경제부는 북 를 농생명 LED융합기술지원센터로 지정(’09.1

월)하여 응용기술개발, 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오고 있음.

-(’10)PilotLED식물공장 구축 → (’12)고부가 작물 LED식물공장 상

업화 → (’15)수출산업화

◦ 국내에서 라북도(익산, 주), 주시,남양주시,부천시 등 지방 공공기

에서 식물공장 사업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음29.

- 라북도는 LED기술을 농업·생물·식품·부품소재 분야와 융복합해 부

가가치 증 를 모색하고 있음.

- 주시는 략산업인 산업을 농업에 목한 그린산업을 미래 략산

업으로 집  육성하기로 하 으며 남양주와 부천(수도권)에서 수직농장

건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농업 신성장동력 식물공장 시범 추진(2013)하

고 있음.

-지원 상은 상추 등 물가변동 폭이 큰 엽채류를 포함,원 작물을 생산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며,장기 리 융자방식(리 1%,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함.

29강희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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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은 후 기술수 과 출

하계획 등에 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

2. 란드 식 공장 주요 책 

2.1. 국    연구  립

◦ 제2차 세계  후 채소 부족에 응해서 네덜란드 정부는 산업 육성을 

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시켰음.그 의 하나가 농업 련 국 학이나 연구

기 의 설립이었으며,이들이 오늘날 네덜란드 재배기술 축 의 원천이 되

고 있음.네덜란드의 경합국에 한 우 성은 재배기술,노하우이며 경합국

인 독일이나 국에 해 우 성을 발휘하고 있음.

◦ 그리고 그 재배기술,노하우의 보 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이 재배 컨설

턴트의 존재임.네덜란드 식물공장의 높은 생산성과 규모의 확 는 이 재배 

컨설턴트의 존재 없이는 말할 수 없음.그리고 2005년 경에 네덜란드 정부

는 기술보 의 속도 향상을 해 당시 연구기  내에 있었던 컨설턴트 부분

의 민 화를 진행시키고 있음.

2.2. 각종 산업 책 

2.2.1.산업클러스터 형성 

◦ 네덜란드 정부의 농업 산업육성(식물공장)의 키워드는 정부의 극 인 산업

육성,선택과 집 이며,정부에 의한 략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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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land나 Venlo주 에는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하우스 메이커,시스템 

메이커,서비스 기업,유통기업 등 련기업이 집 되고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효율 인 기업운 이 행해지고 있음.이들의 성과는 정부에 의한 

략 인 정책의 결과이며 그 정책은 복수의 기 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입

안시킨 것임. 를 들면,국토교통성은 인 라면에서 정책에 여하고 식물

공장의 물류효율을 높이기 해서 고속철도건설 시에는 식물공장 클러스터

와 주요한 항구 공항 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을 가장 우선할 필요가 있

었다고 함.그 결과 식물공장 클러스터의 교통 근성이 개선되었음.

2.2.2.산업 진흥책 

◦ 지 까지 왔듯이 최근 네덜란드의 식물공장은 수익이 폭 하되고 결

코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님.네덜란드에서는 1970년 나 1990년 에도  

경 기가 있었음.그 때 네덜란드 정부는 직 인 구제 조치를 하지 않

았고 업계가 자력으로 회복하 음.업계의 기 때 정부는 가격 컨트롤 등 

직 인 구제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음.

◦ 네덜란드 정부는 “불황에는 구제조치보다도 산업의 신규 기술개발  보

진에 주력”하 음.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연구개발에 한 극  투자·지원

-농업에 한 연구개발을 한 투자도 극 으로 한다.네덜란드의 농업

련 주요 연구개발 기 인 국립 학(겸 연구소)WageningenUR에는 

약 6,000명(학 3,000명,연구소 3,000명)의 스태 가 있음.

∙특히,에 지 련 문제에 공헌할 수 있는 기술에 한 연구에 해서 

학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기 이나 메이커,컨설  회사에 극 으

로 투자하고 있음.

∙게다가 보조 의 지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 지 기술의 개발에 연구하

는 기업에 해서 세 의 면제나 감세 책을 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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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내  해외와 기술 력을 진하기 해서 다른 기업끼리 공동

개발을 할 경우에는 보조 을 지 함.

-신기술의 보 책

∙신규 기술을 도입하는 생산자에게는 보조  지 ,세율의 컨트롤을 실

시,새롭게 개발한 기술보  진을 해서 정부는 보조 의 교부나 세

의 일부를 면제해 . 를 들면,신규 기술 제품을 시설에 도입하는 

생산자에게 보조 을 지 함.

- 규모화의 진

∙과거에는 규모화를 진하기 해서 규모 공장에 한 에 지 

련 세율을 인하하고 폐업한 공장을 재이용,매수에 의해서 규모화를 

진시키기 한 보조 을 지 했던 도 있음.

-환경 규제

∙환경 련 연구개발에 극 :환경목표의 제정

∙환경 련 규제를 제정:배수기 ,보 에 의한 외부로의 노출 등

※ 네덜란드에서는 시설에서 운하,용수로의 배수가 지되어 있음.이 

때문에 배액을 재이용해야 함.

-기타

∙기타 인재육성이나 식품안  등의 분야에 투자

∙생산자,종묘메이커, 련 설비 메이커, 융기 , 학,연구기  등에 

의한 력체제의 구축



52

표 2-19.네덜란드 정부의 시책

[특징]

․ 국가에서 극 으로 산업육성,선택 집

․ 불황 시 구제조치보다 산업에 신규기술 개발 보 진에 주력

․ 신기술보 에 해서는신규기술을도입하는생산자에게보조 을지 ,세율컨트롤을실시

․ 규모화를 진하기 해서 규모 공장에 한 에 지 련 세율 인하

․ 환경 련 연구개발에 극 :환경 목표의 제정

․ 환경 련 규제를 제정:배수,보 에 의한 외부로의 노출 등

․ 생산자,종자메이커, 련설비 메이커, 융기 , 학,연구기 등에 의한 력체제 시스템

․ 산업섹터의 형성

․ 연구개발에 있어 정부에 의한 극 인 지원 참가

[과제]

․ 한정된 국토 자원(장래 으로 한정된 천연가스 자원 → 신재생에 지 기술의 개발)

제3  식물공장에 한 사회 ,문화  수용성 정립

◦ 재 식물공장의 분류를 농업의 한 분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소기업에 포

함시켜 산업의 에서 볼 것인지 기 이 불분명한 실정임.

◦ 식물공장에 한 근 방법에 따라 농업부분에서 반발이 높을 수 있으며 소

비자 입장에서 식물공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토양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도 애매해질 수 있음.특히,정책지원 방향에 한 수

립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농업으로 보는 입장:식물공장은 실내에서 태양 이 아닌 인공조명(혼

합)을 이용한 재배로 온도,습도, 토,CO2등 환

경조 에 의한 생산으로 시설재배와 차이가 없음.

- 소기업으로 보는 입장:토양,기후,방재 등의 농업기술이 필요 없이 

인공 으로 리하므로 통 인 농업 재배와 

련이 없이 기계  센서에 의한 생산이므로 

농업과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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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 조사에 따르면,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격 이외에 문화

으로 수요가 증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음.가장 큰 이유는 식물공장에서 재

배할 경우 무농약 재배,친환경 농산물이며,양액에 기능성 첨가물을 추가함

으로써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차 소비자는 안 한 먹거리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웰빙

에 한 심 때문에 기능성 식품에 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상됨.

-LED조명, 장에 의한 비타민 등 기능성 물질 증  기술로 시장 확  

가능성이 높아짐.

◦ 한편, 재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경우 부분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재배기술과 소득 측면에서 문가들은 향후 고부가가치 작물로 생

산·확 가 상되는 품목으로 산채류와 약용(인삼)작물을 제시함.

-이는 건강지향 인 소비트 드 변화로 인삼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이며 식물공장에서 연 생산 체계를 확립하면 산채류  약용(인삼)작물

의 안정 인 공 이 가능해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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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식물공장 농산물의 소비의향  소비확  방안

제1  식물공장산 농산물의 공 특성

◦ 식물공장은 경제 ,환경 ,과학 기술  효과와 고용창출을 기  할 수 있

음.경제  측면에서는 LED를 이용한 비용 감,친환경 농산물 생산  빌

딩 농장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등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농업 과학 기술 

분야의 확 와 련 산업 확 로 인한 고용창출이 가능함. 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년 1.5%씩 감소 시킬 수 있음.

◦ 설립비  운 비를 고려할 때 LED조명은 기 설치비용이 비싸지만 다른 

조명에 비하여 기료를 1/3정도 감할 수 있으며,LED 장에 따라 병해

충 방과 황산화 물질을 증가시키는 기능성도 있음.

-특히,다양한 품종개발,인삼 등 특용작물 생산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로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음.

◦ 최근 들어 기 설립비용을 이고 국내 실정에 합한 소형,실용형 식물

공장들이 설립되고 있음.

-(주)카스트친환경기술에서는 132㎥(40평)의 비용 실용  크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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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성테크는 50평 정도의 소규모 식물공장을 제안함.

- 주생물소재 연구소는 재배 환경의 제어를 통하여 재배기간 단축(상추

의 경우 2~3배 빠름),생산량 효과가 높다고 발표함. 한 재배 환경 제

어를 통해 특정 물질의 향량을 높일 수 있음(인삼의 사포닌 함량 5-10배 

증가).

표 3-1.인성테크(주)의 도시형 식물공장 비용 산출

항목 내용 비고

설치 면 165㎥(50평)
재배베드 7단,8Line
육묘베드 7단 1Line

재배구(Pot) 16,500개

생산량(월) 12,000포기 포기당 약 100g

시설비
2.2억 원 PFFL조명 장치

3억 원 LED조명 장치

자료:데이코산업연구소.

◦ 한편,식물공장은 형태별로 설치비용과 생산량이 다름.일본사례30를 살펴

보면,완 제어형 식물공장에서는 1㎡당 비용이 15~30만 엔 정도이며 태양

병용은 반수 인 1~15만 엔으로 나타남31.

◦ 생산량을 비교해 보아도 완 제어형 식물공장에서 시설 감가상각 부담이 

일반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완 제어형 식물공장에서 감가상각비는 

생산비의 3~4%로 분석되고 수도, 열비를 포함한 체 생산비에서 감 

수 에 따라 경제성이 다름.

30식물공장  참조.

31식물공장 도입 시기,시스템 종류에 따라 편차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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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일본 식물공장의 설비비용과 생산량 비교

형태
시설
건물면

총공사비
건설비

1㎡당 비용 재배용 조명 생산량

완
제어형

274㎡ 약 0.8억 엔 29.2만 엔 형 등 18ton/년

500㎡ 약 0.7억 엔 14.0만 엔 고압나트륨램 24ton/년

500㎡ 약 1.5억 엔 30.0만 엔 고압나트륨램 28ton/년

546㎡ 약 1억 엔 18.3만 엔 형 등 40ton/년

2,069㎡ 약 5억 엔 24.2만 엔 고압나트륨램 120ton/년

태양
병용형

3,300㎡ 약 5억 엔 15.2만 엔 고압나트륨램 144ton/년

25,500㎡ 약 2억 엔 1.3만 엔 백여 구 120ton/년

자료:데이코산업연구소

◦ 한편,태양 병용형 식물공장은 행의 시설원 가 고도화되어 시장이 확

되어 갈 가능성이 높지만,수량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태양 병용형 식물공장의 표  존재인 카고메(주)(이와키,아즈미노채

원)의 경우 ㎡당 30kg,㈜세이와(칸징팜)는 40~50kg의 토마토를 생산하

고 있어 일본 평균 수량(20kg/㎡)보다는 많지만,네덜란드의 1/3정도에 

불과함.

◦ 한,고도화된 시설에서 계획생산을 하기 해서는 환경제어장치와 자동

화 설비 등의 도입이 필요하나,생산설비 당 규모가 작아 고도화가 곤란한 

상황임.

◦ 완 제어시스템은 형시설을 심으로 도입되어 있으나,이 장치는 네덜

란드제로 일본의 공장재배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으며,일본과 네덜란드는 기상조건,시장의 요구 품종,품질 등 외  환경이 

다르므로 일본 독자의 재배환경에 합한 시스템 개발  보 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재 생산하고 있는 식물공장 농산물은 엽채류(상추, 채류),

과채류(딸기,토마토),산채류,약용 채소류,인삼,사료작물,화훼류(미니장

미,아이스 랜트)에서 일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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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국내외 식물공장 재배 농산물 황

국내 해외

식량작물 벼,고구마

채소 엽채류(상추, 채류) 엽채류

과채 딸기,토마토 딸기,토마토

화훼 아이스 랜트,미니장미 아이스 랜트,호 란,국화,백합

특작 감

약용 인삼,약용채소류

기타 사료작물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문가 설문조사결과(2011.10.)

◦ 해외의 경우 식량작물,채소·과채류,화훼,특용작물 등 품목별로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음.

◦ 문가 조사에 따르면,식물공장 운  시 애로 요인으로 시설설치·운 비에 

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한,운 자가 식물공장 운  후 

경제성 등 효과를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와 

생산한 농산물에 한 안 성 검증 등 홍보·교육이 부족으로 로확 에 한

계가 있다는 을 지 하 음.

◦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주요 매처는 형할인매장,인터넷 홈쇼

핑,병원,학교 식,호텔과 일부 기업형 시설 농가라는 답변이 있었으나 

소비자들이 일반농산물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듦.

◦ 한편,식물공장 운  후 효과에 한 평가결과 기존 보다 경 비가 크게 증

가(66.7%)했고 품질향상(30%)과 생산량 증 (25%)효과가 높아졌다는 의

견이 많았음.반면에 인지도 부족,노지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하

여 매량은 기존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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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식물공장 운 후 부문별 효과 비교

　
변화비율(%)

기존 설치 이후

생산량 변화 100 125.0

경 비 변화 100 166.7

품질향상 효과 100 130.0

매량 변화 100 92.5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문가 설문조사결과(2011.10.)

◦ 경 비의 증가는 LED가격의 상승과 그 외 시설비 등 고정자본 비용이 증

가하 기 때문임.반면에 식물공장 운 을 통해 연  생산이 가능해지고 다

단식 재배  환경제어 시스템으로 인하여 생산량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

음. 한,식물공장에서 재배할 경우 병해충을 이고 기능성 채소  약용 

작물 재배를 확  할 수 있어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 생산이 가능해졌음.

◦ 한편,우리나라 식물공장 농산물의 생산 확 를 해서는 원천기술 R&D

확 와 운 에 한 경제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식물공장 운 시 빛에 한 LED 장에 따른 식물생장 효과가 큼.

-우리나라 식물공장에 종사하는 기업은 체로 소기업인데 경제성을 

갖지 못할 경우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

◦ 식물공장에서 재배 확  가능한 품목에 한 평가 결과,채소류가 80 으로 

가장 높았으며,화훼류,특작류,약용류가 모두 66.7 으로 나타났음.한편 

과채의 경우 40 으로 평가결과가 가장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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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품목별 식물공장의 재배확 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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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 채소 과채 화훼 특작 약용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문가 설문조사결과(2011.10.)

◦ 문가들은 향후 식물공장의 기술개발  보 ·확 를 해서 기 시설투

자비에 한 부담을 덜어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일시 인 특

별법 제정을 통하여 LED에 한 세제 개편  지원이 우선 으로 요구된다

고 제시함.

-LED를 농업용 소모품으로 분류하여 가격 지원이 필요함.

-농림축산식품부,지식경제부를 주축으로 식물공장 효율성 지원정책안 

제시 필요

제2  식물공장 농산물의 소비패턴분석

1. 소 자 조사 개요

◦ 본 장에서는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한 소비자의 인식도,지불의

향 가격을 심으로 소비트 드를 조사·분석함.세부 조사 내용은 주 소비 

품목,구입처,구매형태 분석,선호 요인,식물공장 인지도  특성 평가,지

불의향 가격 등 반 인 구매행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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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부로 한정함.

-설문조사는 문 조사업체에 탁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조사

했으며,조사기간은 2011년 10월 20일부터 27일로 일주일에 걸쳐 실시

하 음.

◦ 분석은 응답자의 응답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상자 선정 기 에 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총 200명을 상으로 하 음.

-실제 분석용으로 활용한 표본의 신뢰수 과 표본오차는 95%±6.92%임.

◦ 데이터 분석은 SPSS(Ver.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교차분석

(crosstabulation),척도분석을 통해 식물 공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구매자의 

소비 패턴을 살펴보았음.

-기본 인 통계분석을 토 로 변수들의 분포특성과 변수들 사이의 상

계를 개략 으로 분석하 음.

◦ 설문참여자들의 연령 는 40 (40.0%).30 (38.5%),50 (12%),20

(6.5%),60  이상(3%)순으로 나타났으며,응답자의 51%가 주부이며 그 

다음은 사무직 종사자로 37%임.

표 3-5.설문조사 참여자의 사회 특성

연령 응답자(명) % 직업 응답자(명) %

20 13 6.5 사무직 74 37

30 77 38.5 문직 7 3.5

40 80 40 개인사업 12 6

50 24 12 주부 102 51

60 이상 6 3 기타 5 2.5

합계 200 100 합계 2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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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평균 소득 수 은 300만원~399만원이 22%로 가장 많았으며,200

만원~299만원이 20%,400만원~499만원과 600만 원 이상이 각각 19%임.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33%로 나타남.설문 참여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4인이 43.5%로 가장 많았음.

표 3-6.설문조사 참여자의 소득 가구원수

소득수 응답자(명) % 가구원수 응답자(명) %

199만원 미만 12 6 2명 25 12.5

200만원∼299만원 40 20 3명 58 29

300만원∼399만원 44 22 4명 87 43.5

400만원∼499만원 38 19 5명 24 12

500만원∼599만원 28 14 6명 이상 6 3

600만 원 이상 38 19
합계 200 100

합계 200 100

◦ 한편,식물공장에 해서 인지여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6%가 알고 있다

고 답변했으며,식물공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은 체 47.2%

로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설문조사 참여자의 인지여부와 구입경험

식물공장에
한인지

응답자(명) %
식물공장
농산물
구입경험

응답자(명) %

비인지 128 64 경험 없음 38 52.8

인지 72 36 경험 있음 34 47.2

합계 200 100 합계 72 1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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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자  일  농산  구매 

◦ 소비자들의 일반농산물 구매 형태를 살펴보면,곡물류와 특용작물은 주로 

포장형태로 구입하 으며 채소류와 과실류는 산물(낱개)형태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8.일반 농산물 구매 형태
단 :%

　 포장 산물(낱개 형태) 기타 합계

곡물류 77 14 9 100

채소류 42 52 6 100

과실류 38 55 6 100

특용작물 52 38 10 1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 소비자들이 일반 농산물 구매 시 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원산지 표시

(6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품질 인증 등 각종 인증(18%),보 상태 

(13%)순으로 나타남.

그림 3-2.일반 농산물 구매에 향을 미치는 요인

원산지표시

60%

상품외관

8%

상표(브랜드)

1%

품질인증등

각종인증

18%

보관상태

13%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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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로 살펴보면,모든 연령에서 원산지 표시를 가장 시하며 특히 20

와 50  이상이 다른 연령보다 원산지의 표시를 더 시함.40 는 각종 인

증의 비 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3-9.일반 농산물 구매에 향을 미치는 요인(교차분석)

단 :%

원산지
표시

상품
외

상표
( 랜드)

품질인증 등
각종 인증

보 상
태

계

연 령

20 69.2 0.0 0.0 7.7 23.1 100

30 57.1 10.4 1.3 15.6 15.6 100

40 58.8 6.3 1.3 21.3 12.5 100

50 66.7 8.3 0.0 20.8 4.2 100

60 이상 66.7 16.7 0.0 16.7 0.0 100

소득수

199만원 미만 58.3 0.0 8.3 25.0 8.3 100

200만원～299만원 60.0 12.5 0.0 10.0 17.5 100

300만원～399만원 68.2 6.8 0.0 11.4 13.6 100

400만원～499만원 57.9 7.9 2.6 21.1 10.5 100

500만원～599만원 60.7 7.1 0.0 14.3 17.9 100

600만 원 이상 52.6 7.9 0.0 31.6 7.9 1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 소득수 별로는 300~399만 원  소비자들이 원산지표시  각종 인증제 표

시에 한 응답비 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식물공장에 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이 비인지 집단보다 원산

지 표시가 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반면에 식물공장 농산물의 구매 경

험자들은 비경험자들보다 원산지 표시에 한 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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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공장에  생산  농산  인지도  평가

◦ 응답자 그룹별로 살펴보면,20~30 의 은 계층이 오히려 식물공장에 

해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많았으며,사무직, 문직 등 직업 종사자들이 주

부 보다 식물공장 인지도가 높았음. 한 식물공장 농산물의 구입경험자들

의 식물공장에 한 인지도가 상 으로 높았음.

표 3-10.식물공장 인지도 조사(교차분석)

단 :% 비인지 인지 계

연 령

20 69.2 7.7 100.0

30 68.8 10.4 100.0

40 60.0 15.0 100.0

50 62.5 4.2 100.0

60 이상 50.0 33.3 100.0

직 업

사무직 58.1 13.5 100.0

문직 57.1 0.0 100.0

개인사업 58.3 8.3 100.0

주부 70.6 10.8 100.0

기타 40.0 40.0 100.0

소득수

199만원 미만 66.7 8.3 100.0

200만원～299만원 72.5 7.5 100.0

300만원～399만원 63.6 15.9 100.0

400만원～499만원 65.8 5.3 100.0

500만원～599만원 57.1 21.4 100.0

600만 원 이상 57.9 13.2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 식물공장에 해서 알고 있거나 들어본 이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인터넷,신문이나 잡지,제품에 표시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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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식물공장에 한 정보 경로
단 :%

TV나
라디오를
통해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인터넷
제품에
표시된
것을 보고

소비자단체
홍보나

강연을 통해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기타

31.1 18.9 18.9 11.3 9.4 9.4 0.9

주:복수응답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 식물공장 농산물에 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을 상으로 구입 횟수

를 조사한 결과,구입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7.3%로 구입경험이 없다

는 비 이 52.8%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식물공장 농산물의 구입횟수 조사

구입한적

없다

53%

구입해본

경험은있다

44%

자주구입한다

3%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들어본 이 없거나 구입경험이 없는 응답

자들의 미구입 이유는 매처가 드물다는 답변이 42.8%로 가장 높았고 

24.7%가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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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식물공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미구입 이유
단 :%

가격이
비싸다

품질을 믿을
수 없다

매처가
드물다

안 성이
의심스럽다

모름 계

12.7 6.6 42.8 13.3 24.7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 20 의 경우 구입경험이 있다는 비 이 가장 높았으며,30 는 구입경험이 

없다는 비 이 가장 높았음.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가 구입경험이 있다

는 비율이 높았으며,소득수 은 500만 원 이상 고소득 계층의 구입경험 비

율이 가장 높았음.

◦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주요 구입처는 형 할인매장이 59.5%로 가

장 많았으며,재래시장(21.0%),일반슈퍼(농 ,14.5%)순으로 나타남.

표 3-13.식물공장 농산물의 주요 구입처

단 :%

일반슈퍼
(농 )

재래시장 백화
형

할인매장
인터넷,
홈쇼핑

생 등
친환경 문매장

계

14.5 21.0 2.5 59.5 0.5 2.0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주요 구

입 상품이 채소류(상추,배추,시 치,무,고추,당근 등)가 62%로 가장 높

았으며,과채류(오이,호박,토마토,딸기,참외,수박 등)가 32%,산채류(곰

취,참취,머  등)가 6%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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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식물공장 농산물의 구입횟수 조사(교차분석)

구입한
없다

구입해 본
경험은 있다

자주
구입한다

계

연 령

20 50.0 50.0 0.0 100.0

30 58.3 37.5 4.2 100.0

40 56.3 43.8 0.0 100.0

50 44.4 44.4 11.1 100.0

60 이상 0.0 100.0 0.0 100.0

직 업

사무직 41.9 54.8 3.2 100.0

문직 100.0 0.0 0.0 100.0

개인사업 60.0 20.0 20.0 100.0

주부 53.3 46.7 0.0 100.0

기타 100.0 0.0 0.0 100.0

소득
수

199만원 미만 75.0 25.0 0.0 100.0

200만원～299만원 72.7 18.2 9.1 100.0

300만원～399만원 62.5 37.5 0.0 100.0

400만원～499만원 46.2 53.8 0.0 100.0

500만원～599만원 41.7 58.3 0.0 100.0

600만 원 이상 37.5 56.3 6.3 100.0

주:식물공장에 해 인지하고 있다는 상으로 조사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그림 3-4.식물공장 농산물의 주요 구입 품목 조사

채소류(상추,

배추,시금치,

무,고추,당근등)

62%

과채류(오이,

호박,토마토,

딸기,참외,

수박)

32%

산채류(곰취,

참취,머위등)

6%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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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공장 농산물의 품목별 평가결과,품질부문에서는 인삼,상추,곰치가 보

통 이상으로 우수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이상이었음.

표 3-15.식물공장 농산물의 가격 품질 평가

단 :%

　　
가격 품질

안 비 보통 비 불만 보통 우수

상추 8.8 47.1 44.1 - 44.1 55.9

딸기 8.8 32.4 58.8 5.9 44.1 50.0

곰취 11.8 32.4 55.9 - 44.1 55.9

인삼 5.9 29.4 64.7 2.9 38.2 58.8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 품목별 가격  품질을 100 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결과,인삼의 가격  

품질 만족도가 75.2,73 으로 가장 높았으며,가격평가에서 상추의 만족도

가 68.8 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평가가 가장 낮았음.품질부문에서의 만족

도는 딸기가 타 품목에 비해 상 으로 낮은 68.8 으로 나타남.

그림 3-5.품목별 가격 품질만족도 결과(100 환산)

68.8

73

70

75.2

71.8

68.8

71.8

73

64

66

68

70

72

74

76

상추 딸기 곰취 인삼

가격 품질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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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비자들은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유해

미생물의 리가 잘 이루어져있다(75.2 )에 가장 높은 수를 주었으며,그 

다음 농산물 안 성에 믿음이 간다가 71.8 ,농약사용량이 상 으로 작

고,연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 의견에 70.6 으로 평가하 음.

그림 3-6.일반농산물 비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특성 평가

70.6
75.2

70.6 71.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농약사용양이

작다

유해미생물

관리가잘

이루어져있다

연중생산되기

때문에가격이

싸다

농산물안전성에

믿음이간다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44.1%

는 품질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며,다른 농산물에 비해 안

하다고 생각된다는 의견도 38.2%로 나타났음.

표 3-16.식물공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구입 이유
단 :%

맛이

좋아서

품질을
반 으로

신뢰할 수 있어서

다른 농산물에
비해 안 하다고

생각되어

일반농산물과
별 차이가

없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

기타 계

5.9 44.1 38.2 2.9 5.9 2.9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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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농산물의 가격을 100으로 할 때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에 한 

가격은 15~16%낮은 83~85수 이 합하고 나타남.품목별로 지불의향가

격 수 은 비슷한 편으로 나타났으며,곡물류와 채소류의 지불의향 가격이 

가장 높고 버섯류와 산채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3-17.식물공장 농산물에 한 가격 수 조사

　 일반농산물 식물공장 농산물

곡물류 100 85

채소류 100 85

과채류 100 84.7

과실류 100 84.1

버섯류 100 83.3

약용식물 100 84.8

산채류 100 83.5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 소득수  199만원 미만의 소득 계층보다는 소득수 이 높은 집단의 지불

의향 가격이 높았으며,특히 식물농장 농산물의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들

의 지불의향 가격이 비 경험자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8.식물공장 농산물 가격(교차분석)평가 결과

곡물류 채소류 과채류 과실류 버섯류 약용작물 산채류

연 령

20 87.7 85.8 85 86.9 80.8 77.7 81.9

30 85.5 86.3 87.1 85.8 84.8 87.5 85.5

40 84.1 83 83.9 83.5 81.3 84.4 81.8

50 81 82.7 75.6 75.2 83.1 79.6 80.2

60 이상 100.8 102.7 100 98.3 97.5 92.5 95.8

소득수

199만원 미만 66.3 57.9 56.3 54.6 50.4 65.4 54.6

200만원～299만원 90.6 89.8 89.6 87.6 86.8 82.9 84.4

300만원～399만원 84.8 86.7 85.7 84.3 86.6 89.5 88.6

400만원～499만원 84.9 84.6 84.6 85.3 83.3 85.3 85

500만원～599만원 87 85.2 85.5 85.4 86.3 88.2 82

600만 원 이상 83.9 86.8 86.7 87.2 84.2 84.5 85.3

식물공장 농산물
구입여부

경험 없음 80.5 82.1 79.2 76.3 79.5 79.2 78.9

경험 있음 83.9 83 83.8 85.6 84.4 83.5 81.3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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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식물공장 농산물에 한 지불의향가격 분석

1. 택실험법  이용  식 공장 농산  속 과 

계지불 사액(MWTP) 추  법32

1.1. 택실험법과 직 계 

◦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상추,딸기,곰취,인삼)의 신상품 개발 방향을 

탐색하고,각 신상품의 잠재가격을 추정하기 해 다속성 효용계측 모형의 

하나인 컨조인트 기법을 이용함.

◦ 모형 추정을 한 설문자료는 선택실험법(choiceexperiments)을 이용하여 

추출함.

-LuceandTukey(1964)에 의해 수리심리학 분야에서 처음 응용된 컨조인

트 기법은 구매자의 다양한 선호속성을 고려해서 효용함수를 계측할 수 

있고,제품에 한 개념평가(conceptevaluation),신제품 디자인,제품의 

상분석(positioning)을 통한 경쟁구조분석,시장 세분화(marketsegmen-

tation),가격설정,마  략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어,마

 분야에서 그 이용범 가 넓어지고 있고, 한 교통개선의 가치,환

경보 의 가치 등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분야에도 응용되고 있음

(Hensher,1994;BennettandBlamey,2001).33

◦ 시선호(revealedpreference)가 아닌 진술 선호(statedpreference)자료를 

이용하는 선택실험법은 설문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먼  가상

32분석방법에 한 이론  설명부분은 김배성·최세 (2007),pp.50∼55.참조·인용함.

33Carroll,etal.(2004),pp.71～8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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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몇몇 안들  가장 선호하는 안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choice

based),각 안들에 해 순 를 매기는 방법(rankordered),그리고 안들

을 하나씩 제시하고 그 요도를 조사하는 과정을 반복 실시하여 결과를 상

호 비교하는 방법(ratingbased)임.

◦ 이 연구에서는 각 상품에 한 구매자의 지불의사를 추정하는데 효용극

화 가정과 소비자이론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알려진 첫 번째 방법을 이

용함(Hanleyetal.,2001;최 출,2004).

◦ 이 연구는 동일한 농산물 이지만 식물공장에서 사용하는 배지와 (光)의 

형태  가격 등 다양한 요인(factor)과 그 요인내 수 (level)에 따라 구매자

들에게 다른 상품으로 선호될 수 있음을 주시하고,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식물공장 농산물 구매요인과 수 을 설정함.

표 3-19.식물공장 농산물의 선호속성과 수 값

구분 포기상추 딸기 곰취 인삼

단 100g 450g(1팩) 100g 100g(1팩)

배지 유형

수경재배(무균)

토양재배(무균,
유기농)

수경재배(무균)

토양재배(무균,
유기농)

수경재배(무균)

토양재배(무균,
유기농)

수경재배(무균)

토양재배(무균,
유기농)

(光)유형

인공 (LED)
태양

인공 +태양
병형

인공 (LED)
태양

인공 +태양
병형

인공 (LED)
태양

인공 +태양
병형

인공 (LED)
태양

인공 +태양
병형

가격
1,000원
1,500원
2,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900원
6,900원
7,900원

◦ 식물공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와 같은 구매속성과 수 들과 결합하

면,총 2×3×3(=18)개의 상품 집합이 구성됨.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선택

안들에 해 모두 선호를 악하는 것은 분석을 해 필요치 않고,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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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하는 것 한 비 실 임.그래서 분석을 해 필요한 최소한의 선택

안들을 추출해 내야 함.

◦ 이 연구에서는 체 안  분석을 해 한 수의 상품을 추출하는데,

개별 속성들의 직교성(는 수학  독립성,orthogonality)을 보장하는 것으

로 알려진 주효과 직교 설계(orthogonalmaineffectdesign)방법을 이용함

(Hanleyetal.,1998).

◦ 이 연구는 SPSS(Ver.12.0)를 이용하여 직교 설계를 수행하여 먼  각 농산

물별로 9개의 선택 안을 추출함.그리고 설문은 두 개의 상품과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안  가장 선호하는 안을 선택하도록 하여 농산물

별로 총 5개의 문항을 구성함.<그림 3-7>은 실제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상

품 이미지를 나타낸 것임.각 문항내 안의 선택은 다른 문항내 안 선택

에 상호 향을 받지 않는다는 선택의 독립성이 가정됨(independencefrom

irrelevantalternatives:IIA).

그림 3-7.설문에 사용된 식물공장 농산물 이미지 사례

재배 (光) 인공 (LED)등

재배 배지
수경 재배

(무균)

가격
(포기,100g)

2,000원

재배 (光) 인공 (LED)등

재배 배지
수경(양액)재배

(무균)

가격
(생곰취,100g)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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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光) 태양

재배 배지
수경(양액)재배

(무균)

가격
(생삼,100g)

7,900원

재배 (光) 태양

재배 배지
수경(양액)재배

(무균)

가격
(2kg)

7,000원

1.2. 률효용모 과 MWTP(marginal willingness to pay) 계

◦ 식물공장 농산물에 한 각 구매속성별 지불의사액(willingnesstopay:

WTP)를 추정하기 해 확률효용모형을 이용함.각 농산물에 한 개별 구

매속성이 응답자들의 선택 확률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McFadden(1974)에 의해 처음 소개된 다항 Logit모형(multinomiallogit

model:Mlogit)이 응용됨.

◦ 응답자 i가 선택 집합 Ci내의 한 농산물 안 j로부터 다음과 같은 간 효용

을 갖는다고 하자.

(1) Uij=Vij(Zij,Si)+eij

◦ 여기서 Zij는 응답자 i가 직면한 농산물 구매속성,Si는 응답자 i의 연령,소

득,성별 등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Vij는 측가능한 확정 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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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sticterm),그리고 오차항 eij는 측가능하지 않은 확률 인 부분

(stochasticterm)을 의미함.응답자 i가 선택 집합 Ci내의 각 선택 안  

서로 독립 인 상품 안 j와 k에 해,Uij>Uik이다면,두 안  안 

j를 선택할 것임.우리는 선택 집합 Ci내에서 응답자 i가 선택 안 j를 선택

할 확률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 Pri(j|Ci)=Pr{Vij+eij≥ Vik+eik}

=Pr{Vij-Vik≥ eik-eij}

=Pr{Δν ≥ ε }=Fε(Δν)[0≤ Pr(․)≤ 1]

◦ 여기서 Δν는 Vij-Vik,ε는 eik-eij이고,Fε은 오차항의 확률 도함수에 

응하는 확률분포함수를 의미함.이 때,우리는 오차항과 확률

도함수 구조에 한 가정에 따라 다양한 확률 추정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연구는 앞의 직교설계 설명부분에서 언 한 바와 같이,오차항이 독립

이고 동일한 극한치 분포(independentandidenticaltypeⅠ extremevalue

distribution;McFadden,1974)를 갖는 것으로 가정함(Train,2003).

(3) Pri(j|Ci)=exp(Vij)/∑exp(Vik)

◦ 이 연구는 식물공장 농산물에 한 구매 결정요인 탐색과 개별 요인별 한계

지불의사액(marginalwillingnesstopay)추정을 해 식 (2)의 간 효용이 

아래와 같은 추정계수에 해 선형인 함수로 표될 수 것으로 정의함.

(4) Uij=Vij(Zij,Si)+eij

=aj+βij․Zij,+γi․Si+eij

◦ 여기서 aj는 안상수(alternative-specificconstant)라고 불리는 항으로 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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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안 선택에는 향을 미치나 특정된 변수인 Zij와 Si에 포함되지 않은 요

인들의 집합을 의미함.우리는 식 (4)에 해 개별 응답자 i의 다변량 응답을 

고려해서 조건부 Mlogit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함.Mlogit모형의 로그우도함

수(loglikelihoodfunction)는 식 (5)와 같고,이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estimation)을 이용하여 추정됨.

(5) lnL=
  




  



{Cij․ln[Pri(j|Ci)]}

◦ 한편 개별 구매요인의 가치변화에 한 구매자의 한계지불의사액(marginal

willingnesstopay:MWTP)34은 식 (4)의 간 효용함수에 한 미분을 통

해 아래와 같이 유도할 수 있음.

(6) MWTP(Zij)=



=


,Zik∈ Zij

◦ 여기서 Zik는 구매속성 집합 Zij  응답자 i가 직면한 농산물의 가격속성 변

수이고,βik는 가격변수 Zik의 추정계수를 의미함.우리는 Mlogit모형의 추

정결과를 이용해서 식 (6)의 마지막 항과 같이 MWTP를 구할 수 있음.식에

서 보는 바와 같이 MWTP는 가격과 특성 속성간 한계 체율(marginalrate

ofsubstitution)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음.

34소비자가 추가로 한단  물품을 구입하는데 기꺼이 지불하고자하는 최 치를 말함.즉 

지불할 용이가 있는 최고 액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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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항 짓모  추   MWTP 추  결과

◦ 앞에서 설명한 모형이론을 토 로 식물공장 농산물 선호 속성별 한계지불

의사 액을 추정한 결과,포기상추의 배지에 해서 소비자는 264원, (光)

에 해서는 752원으로 지불할 용이가 있는 것으로 계측됨.

표 3-20.농산물 선호 속성에 한 다항로짓(multinomialLogit)모형 추정결과

(포기상추)

변수명 추정치 표 오차 t값 P값

ASC -2.898*** 0.772 -3.756 0.000

배지 -0.481 0.336 -1.431 0.153

(光) 1.372*** 0.089 15.392 0.000

가격 -0.183*** 0.029 -6.199 0.000

측치수 731

로그우도 (P값) -445.755(0.000)

주1:ASC는 식 (7)에서 설명한 안상수(alternative-specificconstant)를 의미함.

주2:*,**,***은 각각 유의수  10%,5%,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포기상추의 배지 유형  유기농  무균인 토양재

배보다 수경재배(무균)를 보다 선호하고 이 포기상추의 배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100g기 으로 264원의 지불의사가 있음을 의미함. 한 유형에 

해서는 소비자들이 LED등의 인공 보다 인공 과 태양 의 병용이나 태

양 을 보다 선호하고 태양 을 통해 생산된 포기상추를 선택하는데 100g

기 으로 752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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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농산물 선호 속성에 한 다항로짓(multinomialLogit)모형 추정결과 (딸기)

변수명 추정치 표 오차 t값 P값

ASC -6.583*** 1.161 -5.671 0.000

배지 -2.692*** 0.371 -7.253 0.000

(光) 2.295*** 0.243 9.442 0.000

가격 -0.083*** 0.020 -4.096 0.000

측치수 411

로그우도 (P값) -325.161(0.000)

주1:ASC는 식 (7)에서 설명한 안상수(alternative-specificconstant)를 의미함.

주2:*,**,***은 각각 유의수  10%,5%,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 딸기의 선호 속성에 한 다항로짓 모형 추정결과(표 3-21)를 이용하여 속

성별 한계지불의사 액(marginalwillingnesstopay)에 한 추정결과,딸기

의 배지에 해서는 3,246원, (光)에 해서는 2,768원으로 각각 계측됨.

◦ 따라서 소비자가 딸기의 배지 형태  토양재배보다 무균인 수경재배를 보

다 선호하고 있으며,딸기의 배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450g(1팩)기 으로 

수경재배로 생산된 경우에 3,246원의 추가 지불의사가 있음을 의미함. 한 

유형에 해서는 소비자들이 인공 보다 태양 을 보다 선호하며 태양

을 통해 생산된 딸기를 선택하는데 450g기 으로 2,768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22.농산물 선호 속성에 한 다항로짓(multinomialLogit)모형 추정결과 (곰취)

변수명 추정치 표 오차 t값 P값

ASC 1.097 1.106 0.992 0.321

배지 0.909** 0.386 2.353 0.019

(光) 1.501*** 0.122 12.314 0.000

가격 -0.066*** 0.022 -3.035 0.002

측치수 630

로그우도 (P값) -357.355(0.000)

주1:ASC는 식 (7)에서 설명한 안상수(alternative-specificconstant)를 의미함.

주2:*,**,***은 각각 유의수  10%,5%,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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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별 한계지불의사 액(marginalwillingnesstopay)에 한 추정을 한 결

과,곰취의 배지에 해서는 1,378원, (光)에 해서는 2,274원으로 계측

됨.

◦ 소비자가 곰취의 배지 유형  수경재배보다 토양재배를  보다 선호하고 있

으며 이 곰취의 배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100g기 으로 1,378원의 추가 지

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형에 해서는 소비자들이 인공 보다는 태양 을 보다 선호하며 태양

을 통해 생산된 곰취를 선택하는데 100g기 으로 2,274원을 지불할 의

사가 있는 것으로 계측됨.

표3-23.농산물 선호속성에 한다항로짓(multinomialLogit)모형추정결과(삼계용인삼)

변수명 추정치 표 오차 t값 P값

ASC -0.676 0.494 -1.367 0.172

배지 0.127 0.133 0.960 0.337

(光) 0.976*** 0.069 14.091 0.000

가격 -0.019** 0.009 -2.136 0.033

측치수 918

로그우도 (P값) -711.499(0.000)

주1:ASC는 식 (7)에서 설명한 안상수(alternative-specificconstant)를 의미함.

주2:*,**,***은 각각 유의수  10%,5%,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 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속성별 한계지불의사 액(marginalwillingness

topay)에 한 추정을 한 결과,삼계용 인삼의 배지에 해서는 682원,

(光)에 해서는 5,223원으로 계측됨.

◦ 이는 소비자가 인삼의 배지 유형  수경재배보다는 토양재배를 보다 선호

하고 있으며 인삼의 배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100g(1팩)기 으로 토양재배

로 생산된 경우에 682원의 추가 지불의사가 있음을 의미함.그리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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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소비자들이 인공 보다 인공·태양  병용  태양 을 보다 선

호하며 병용이나 태양 을 통해 생산된 인삼을 선택하는데 100g기 으로 

5,223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함.

제4  식물공장 농산물의 소비확  방안

◦ 식물공장 농산물에 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 분석 결과,식물공장에 한 

인지도는 체 응답자의 36%이고,실제 구매 경험자는 47.2%로 과반수 이

하로 나타났음.이는 매처 부족과 홍보   활동이 미흡했기 때문으

로 단됨.

-식물공장에서 한 정보는 주로 TV나 라디오,인터넷,신문 잡지 등 주

로 매체를 통하여 얻는다는 응답이 높은 만큼 이를 통해 인지도 제

고  시장 확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소비자들은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유해미생물

의 리가 잘 이루어져 있고,농산물의 안 성,농약사용량이 상 으로 

은 친환경 농산물,연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고품질,안  농산물이라는 이미지가 구축된다면 품질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할 것으로 단됨.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은 연 생산을 통해 수요를 반 하여 공

이 원활해진 만큼 소비자들의 효용을 만족시킬 수 있음.

-특히,소비자들은 일반농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가장 요하게 고

려하기 때문에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한 표시를 부각시킴으

로써 제품 차별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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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조사결과,식물공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에 한 가격평가는 일반농

산물에 비해 15~16% 낮은 가격이 정가격이라고 조사됨.품목별로 가격 

수 은 비슷한 편이나 곡물류와 채소류의 지불의향 가격이 가장 높고 버섯

류와 산채류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재 식물공장 운 에 한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생산  가격 경쟁력

을 높이기 해서는 품목별로 기능성,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시장 

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보다 구체 으로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포기상추,딸기,곰취,인삼을 

상으로 선호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을 분석한 결과 식물공장 포기상추의 

경우 100g당 1,015원,딸기 6,014원(450g),곰취 3,652원(100g),그리고 인삼

은 5,905원(100g)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식물공장 농산물에 해 품목에 상 없이 배지 유형은 수경(양

약,무균)재배 보다 토양(무균,유기농)재배를 더 선호하고, (光)유형은 

인공 보다 인공 과 태양  병형을 더 선호하고,이보다 태양 을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4.식물공장 농산물 선호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MWTP)추정

구 분 포기상추 딸기 곰취 인삼

단 100g 450g 100g 100g

배지 유형 264원 3,246원 1,378원 682원

(光)유형 752원 2,768원 2,274원 5,223원

합계 1,015원 6,014원 3,652원 5,9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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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외 식물공장 경 성과 사례 분석  경 모델 
개발

제1  선진국의 식물공장 이용 사례분석

1. 일본  식 공장 

◦ 일본의 식물공장 형태는 크게 완 인공 형,태양 ·인공 병용형,태양

이용형의 3가지로 구별할 수 있음.

◦ 완 인공 형 식물공장은 폐쇄된 공간에서 환경을 제어하면서 태양  신 

인공 을 조사하여 작물을 생산하는 방식이며,재배방법은 양액재배 에

서도 수경재배가 주류임.

-통상 완 인공 형에은 에어컨은 이용하지만 난방은 하지않고,재배품

목은 부분 엽채류,특히 터스류 심임.

-완 인공 형은 완  폐쇄형으로 무농약 재배가 가능한 반면, 기 투자

비용이 높아 감각상각비 비 이 단히 높음.

◦ 태양 ·인공 병용형 식물공장은 철골 유리온실 등에서 태양 을 채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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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으면서 인공 으로 보 하여 작물을 생산하는 형태로 완 인공 형보다 

환경에 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복합 인 환경제어가 필요함.

-태양 ·인공 병용형은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이 필요하며,주요 재

배품목은 역시 터스류 심임.

-태양 ·인공 병용형은 완 인공 형에 비해 단 면 당의 기 비용이 

싸며, 규모 공장의 건설이 비교  용이한 반면,여름철 생산성 하 문

제를 해결하여 안정 인 주년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임.

◦ 태양 이용형 식물공장은 인공 에 의한 보 을 하지 않는 고도의 시설원

로써 인공 의 조사를 동반하는 력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확  가능성도 높고,재배품종의 다양화가 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 향을 많이 받으며,완 인공 형보다 토지

의 기후,풍토에 한 고도의 재배 노하우가 필요함.

표 4-1.일본의 식물공장 형태별 특징과 과제

완 인공 형 태양 ·인공 병용형 태양 이용형

[특징]

․계 ,기후에 좌우되지 않
고 안정 생산 가능
․입지를 선택하지 않음
․무농약 재배 가능

․다단 재배에 의해 재배면
의 유효 이용 가능

․식물 육성기간 단축
․인공 의 장을 유효이용
한 고부가가치 재배( :

양가 증가를 도모하는 등)

[특징]

․ 기비용이 비교 싸고,
규모화 용이

․제조원가에서 하는 력
비용 비율이 낮음

․무농약 재배 가능
․재배품목의 다양화 가능
(토마토, 리카,딸기 등)

[특징]
․ 기비용이 싸고, 규모
화 용이

․제조원가가 렴
․재배품목 다양화 가능(토

마토, 리카,딸기 등)

[과제]
․ 기비용이 높음

․제조원가에 비해 기료
비 이 높음

․재배품목의 다양화

[과제]
․하계의 더 책

․고도의 재배 노하우 필요

[과제]
․일조부족 응

․하계의 더 책
․고도 재배 노하우 필요

자료:株式 社 失野經濟硏究所,｢オランダ式植物工場からみた日本形次世代農業生産シス

テムの 場展望｣,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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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인공 형 식물공장은 경 모체 기 으로 28개사 정도이며,공장 기

으로 31개소로 추정되는데,이는 공장 생산 채소의 매를 목 으로 가동하

고 있는 공장으로 실험용,연구기 ,그 외 묘 공장,화훼,버섯,숙주류는 

제외함.

-완 인공 형 식물공장의 시장규모는 2008년 13억 4,000만 엔,2009년 

19억 3,000만 엔으로 년 비 44.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태양 ·인공 병용형 식물공장은 10개사의 13개소가 있는데,공장도 매

를 목 으로 가동하고 있는 공장으로 실험용,연구기 ,그 외 묘 공장,화

훼,버섯,숙주류는 제외한 수치임.

-시장규모는 2008년 14억 4,800만 엔에서 2009년 19억 3,200만 엔으로 

33.4% 신장되었음.

◦ 완 인공 형과 태양 ·인공 병용형을 합한 2009년도 일본의 식물공장 시

장규모는 38억 6,200만 엔으로 추정됨.

표 4-2.일본의 식물공장 시장규모
단 :백만 엔

2008 2009

완 인공 형 1,340 1,930

태양 ·인공 병용형 1,448 1,932

계 2,788 3,862

자료:株式 社 失野經濟硏究所,｢オランダ式植物工場からみた日本形次世代農業生産シス

テムの 場展望｣,2011.

◦ 한편, 표 인 태양 이용형 식물공장은 <표 4-3>과 같으며,이들 공장에

서는 층 높이가 높은 유리온실과 환경제어시스템 등 네덜란드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시설이 많음.

- 한,높은 측창 하우스에서 하이 와이어 유인을 하는 등 네덜란드의 재

배방법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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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일본의 표 인 태양 이용형 식물공장

련회사 공장명 소재지 개시연도(년)시설면 (ha)

카고메(カゴメ)

(주)

美野里菜園 토치기 (栃木縣) 1999 1.3

世羅菜園 히로시마 (廣島縣) 2001 8.5

西万十みはら菜園 고치이 (高知縣) 2003 2.7

いわき安曇野菜園 나가노 (長野縣) 2004 4.9

名浜菜園 후쿠시마 (福島縣) 2005 10.2

加太菜園 와카야마 (和歌山縣) 2005 5.2

響灘菜園 후쿠오카 (福岡縣) 2006 8.5

(주)誠和 カンジンファ―ム 토치기 (栃木縣) 2002 1.2

(유)グリ―ンステ―ジ大平 토치기 (栃木縣) 2000 1.0

GOKOカメラ(주) 나가노 (長野縣) 2002 2.3

주:토마토 재배의 경우임.
자료:株式 社 失野經濟硏究所,｢オランダ式植物工場からみた日本形次世代農業生産シス

テムの 場展望｣,2011.

2. 란드  식 공장 동향  특징

2.1. 식 공장 면   생산량

◦ 네덜란드의 식물공장 재배면 은 1975년에서 2000년에 걸쳐 약간 감소하

으나,2000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재배면 은 1975년 4,683ha에서 2008년 4,647ha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식물공장 운  기업 수는 매년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으며,2008년 2,022

개사로 1975년의 20% 수 으로까지 었음.

◦ 식물공장 재배면 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가운데 운  기업 수가 감소함에 

따라 1개소 당 재배면 은 1975년 0.48ha에서 2008년 2.30ha로 폭 증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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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네덜란드의 식물공장 재배면 공장운 기업 수
단 :ha,개사,ha/1개사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재배면 4,683 4,658 4,559 4,453 4,405 4,200 4,445 4,548 4,571 4,647

기업 수 9,769 7,852 6,974 5,652 4,686 3,433 2,547 2,400 2,209 2,022

1개사 당 면 0.48 0.59 0.65 0.79 0.94 1.22 1.75 1.90 2.07 2.30

자료:株式 社 失野經濟硏究所,｢オランダ式植物工場からみた日本形次世代農業生産シス

テムの 場展望｣,2011.

◦ 네덜란드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채소의 체 생산량은 2008년을 기 으로 

약 150만 톤,생산액은 13억 3,000만 유로이며,토마토, 리카,오이가 생

산액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채소 품목별 생산량은 부분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는 가운데,토마토는 1985년 53만 톤에서 2008년 73만 톤으로 1985년 비 

39.0%증가하 으며, 리카는 동년 비 6.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오이 생산량도 동년 35만 톤에서 43만 톤으로 21.4%증가하 으며,가

지와 딸기도 동년 비 각각 2.9배,2.5배 증가하 음.

표 4-5.네덜란드 식물공장의 주요 채소 품목별 생산량 추이
단 :천 톤

1985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토마토 525 601 520 660 680 685 730

리카 51 244 285 345 318 320 335

오이 350 494 410 440 440 430 425

가지 15 35 33 41 40 41 43

딸기 17 34 34 39 39 43 42

자료:株式 社 失野經濟硏究所,｢オランダ式植物工場からみた日本形次世代農業生産シス

テムの 場展望｣,2011.

◦ 단 면 당 수확량은 2002～2006년 평균 ㎡당 토마토 46.8kg, 리카 

26.3kg,오이 68.3kg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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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식물공장의 토마토 수량은 일반 으로 재 ㎡당 65kg정도로 

알려져 있으며,생산기술 향상과 재배설비 개선으로 10여 년간 수량은 

증가는 추세임.

2.2. 식 공장 매출액

◦ 2001년 이후 네덜란드 식물공장의 개소 당 매출액은 증가 추세이며,품목별

로는 토마토의 경우 2001년 14만 유로에서 2008년 22만 유로로 57.0%확

되었음.

- 리카는 동년 20만 유로에서 24만 유로,오이도 12만 유로에서 19만 

유로로 증가하 으며,특히 딸기는 동년 11만 유로에서 60만 유로로 6배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네덜란드 식물공장 개소 당 주요 채소 품목별 매출액

단 :유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토마토 141,600 182,400 221,800 151,500 152,200 231,000 244,200 222,300

리카 198,200 126,000 194,500 186,200 159,600 217,100 276,600 237,900

오이 121,700 133,400 199,400 174,100 202,200 252,200 203,500 194,000

딸기 10,600 26,000 13,700 21,000 23,600 26,600 41,200 60,400

터스 1,400 6,500 3,400 8,100 5,600 13,900 17,000 15,500

양배추 1,500 5,300 3,000 700 400 - 1,400 4,100

기타 58,900 29,200 40,200 58,000 61,400 59,800 70,400 75,200

계 533,900 508,700 676,000 599,600 605,100 800,700 854,200 809,300

기타 과일 - - - 200 200 1,300 2,000 4,800

자료:株式 社 失野經濟硏究所,｢オランダ式植物工場からみた日本形次世代農業生産シス

テムの 場展望｣,2011.

◦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채소는 60～70개의 랜드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

나,소비자가 인지하는 랜드는 많지 않으며,이 가운데 인지도가 높은 

랜드는 5개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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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 하나가 “TastyTom”이라는 토마토 랜드로 네덜란드 국내 5개 

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

2.3. 식 공장 운  특징

◦ 네덜란드 식물공장 운 의 특징은 ① 높은 생산성,② 규모화,③ 공동경

  M&A,④ 공장의 고도화,⑤ 산업집 화,⑥ 련 산업과의 연계,⑦

재배 컨설턴트,⑧ 품종의 다양화를 들 수 있음.

-네덜란드 식물공장 운 자는 오랜 기간 재배기술 향상 등의 축 으로 생

산성이 높아 과거 수년간 수량  생산성은 지속 으로 증가하 음.

-식물공장 면 은 1개소 당 10ha이상인 것이 일반 이며,최근에는 최  

규모 62~100ha규모의 공장도 출 하고 있음.

-복수의 생산자가 규모 공장을 공동 경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자간 M&A가 성행하고 있음.

-환경제어 컴퓨터 도입으로 재배환경,생산량,에 지,노동 등을 컴퓨터

로 리하는 것이 일반 이며,각종 자동화장치나 CHP(CombinedHeat

andPower)시스템도 보 되고 있음.

-식물공장 산업  련 산업은 Westland지역이나 Venlo지역을 심으

로 발 해 오고 있어 산업의 집 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생산자간,유통기업, 학이나 연구기 , 련 산업과의 연계도 활발히 

개되고 있음.

-재배 컨설턴트는 재배기술뿐만 아니라 기업경 에 한 조언도 해주고 

있음.

-네덜란드에서는 토마토 품종의 다양화가 진 되고 있는데 표  타입의 

토마토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수량은 으나 고가격인 체리 토마토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89

3. EU  미국  식 공장 35

3.1. EU

◦ 유럽은 네덜란드를 심으로 부분 형 유리온실에서 태양 에 인공 을 

보 하여 식물공장을 운 하고 있음.

◦ 유럽의 표 인 식물공장은 스웨덴AgitechInovationA사에서 개발한 “스

웨드포닉(Swedeponic)”이라는 식물공장 시스템과 벨기에의 Hortiplan사에

서 개발된 “재배 베드 자동이송 시스템(MGS,mobilegulleysystem)”으로 

표 화되어 실용화되고 있음.

◦ 스웨드포닉은 ha면 의 식물공장에 생산단 가 2 인으로 폭 25m,길이 

141m의 규모이며,상토의 일종인 피트모스에 종하여 육묘한 뒤 재배상에 

정식하여 생육단계에 따라 재배공간이 확장되도록 함.

-잎상추의 경우,여름철에는 정식후 16일,겨울에는 23일 만에 수확이 가

능하고 하루에 5,000주,허 류는 8,000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으며,

매 가격은 생산비의 2배정도 수 임.

-이 시스템은 종,정식,수확,포장 과정이 기계화·자동화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지열히트 펌  방식으로 냉난방을 하며,태양 을 이용하여 

나트륨 등으로 보 하고 있음.

-재배 베드 자동이송 시스템 방식은 묘 자동이식로 ,자동 재식거리 조

정 방식,재배단계별 이동시스템이 잘되어 최소의 인력으로 식물공장 운

이 가능함.

-식물이 성장함에 따라 크기에 맞는 최  재식간격을 자동으로 조 할 수 

35EU와 미국은 김재훈(2010),이용범,최기 (2010)내용을 요약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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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공간활용을 극 화할 수 있음.

◦ Hortiplan사는 육묘 용 재배상에 피트모스를 넣고 재식 도를 100주/㎡로 

하여 재배한 후 피트모스와 뿌리를 함께 수확하여 유통시켜 신선도를 장기

간 유지할 수 있음.

-식물공장 내 재배방식과 온도 리  조명시설은 스웨드포닉 식물농장

과 비슷함.

표 4-7.EU의 주요 식물공장 운 황

장 소 형태(설치년도) 재배작물(생산량) 비고

Agritech
InnovationA

부분제어형,시스템을
유럽 역에 공

야채류,허 류
(1만 3천주/일)

개발회사
(스웨덴)

Lincolnshire 부분제어형, 규모 농장농업
허 류

(1,400만주/년)
상업용
( 국)

Hortiplan 부분제어형,자동이송시스템 상추,허 류
상업용

(벨기에)

자료:김재훈(2010).

3.2. 미국

◦ 미국에서 식물공장에 한 본격 인 실용화 연구는 1970년 에 제네랄 일

트릭사,제네랄 즈사,제네랄후즈사에서 차례로 완 제어형 식물공장생

산시스템을 개발하 으나 모두 채산성의 결여로 단되었음36.

-미국은 토지가 넓기 때문에 작물생산 규모화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

므로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완 제어형 식물공장과 같은 집약  농업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와 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음.

36이후 화이트팜사는 제네랄 즈의 식물공장 생산 시스템을 인수한 뒤 심야 력을 이용하

여 상추,시 치 등과 허 류를 생산하여 채산성을 맞춤.화이트팜사의 생산시스템은 재

배면 이 4,800㎡에 달하고 16개의 재배 인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은 

슈퍼마켓과 유나이티드항공사의 기내식으로 일부 공 함(이용범,최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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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에 들어 미국에서는 어그리시스템사,어그로노틱스사 등에서 형

의 자동화된 태양  병용형의 식물공장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용화함.

-어그리시스템사의 식물공장 생산 시스템은 캘리포니아의 건조지 에 

치해있으며,공조방법은 비용의 증발냉방시스템을 사용하고 국소 냉방 

방법으로 공조비를 감할 수 있도록 하 고 종,이식,수확의 자동화

도 실 함.

-스피드링크사는 화훼,채소,수목 등 여러 종류의 식물 육묘공장 생산시

스템을 실용화함.

◦ 1990년 부터는 NASA등에서 CELSS(폐쇄생태계 생명유지시스템)에서의

작물생산 시스템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0년  들어서 도시

의 고층빌딩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도시형 수직농업을 개발하는 등 첨단 식

물공장의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콜롬비아 학의 건축학과,일리노이  연구 ,미턴 건축사무소에서 신

재생에 지를 사용하는 고층건물방식의 수직형 식물공장 개발에 착수함.

-고층건물은 재배면 을 증가시켜 노지재배보다 10배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함.

표 4-8.미국의 주요 식물공장 운 황

장 소 형태(설치년도) 재배작물(생산량) 비고

화이트팜 완 제어형(1980년 ) 채소류,허 류 상업용

어그리시스템
부분제어형,자동화
시스템(1980년 )

채소류 개발기업

스피드링크 부분제어형(1980년 ) 화훼,채소,수목 등 육묘 상업용

NASA 완 제어형(1990년 ) 채소류 연구용

자료:김재훈(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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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내 식물공장 경 성과 사례분석

◦ 식물공장 경제성 분석을 해서 식물공장의 운  목 에 따라 2가지로 구분 

-식물공장을 ,교육,홍보,자  등을 목 으로 하는 것은 소득과 무 .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매하여 소득을 목 으로 하는 것.

※ 본 연구는 소득을 목 으로 하는 2번째 식물공장으로 국한 함.

◦ 식물공장 유형은 일반온실 즉 기존 비닐온실과 인공 +자연  등을 이용

-재배품목이 엽채류인 경우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없음.

- 재 우리나라에서 연구목 으로 자연 +인공 (보 )이 있음.

-실제 농활동은 완 인공 인 경우가 있으며, 원은 LED와 형 등으

로 구분함.

표 4-9.식물공장 유형

일반온실 식물공장

비닐온실 유리온실

완 인공
자연 +인공

(C사례)
형 등
(A사례)

LED
(B사례)

1. 베지 스 식 공장 경 사  

◦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는 베지텍스는 총 설치비 8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식물공장 600㎡(약 200평/동)을 시설하 음.

-이 시설은 다단 입체형 방식의 식물공장으로 8단으로 되어있으며,1단은 

180cm×12m이며 총 10개의 라인으로 구성됨.

- 원으로 쓰이는 형 등은 1단에 27개,8단,10라인 총 2,160개설치 형

등 안 기 포함 개당 10,0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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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작물은 상추,청경채 등으로 종으로부터 30~35일 후 수확하여 

매하고 있으며, 매처는 주로 학교 식임.향후 병원,호텔  수출 등

으로 출하처의 다변화를 시도할 계획임.

표 4-10.식물공장 일반 황

구분 완 인공 식물공장

면 ∙200평(평당 400만 원,토지구입비 없음)

재배면 ∙다단 입체형(8단×10line:2만 7천개의 Spot),1단 180cm×12m

재배작물 ∙상추,청경채, 종부터 30∼35일

출하처 ∙학교 식,병원,호텔,수출 등

원 ∙형 등 1단에 27개,8단,10라인(단가:10,000원)

부 시설 ∙ 종장,육묘장,재배장,작업장,냉장고,양액 리실

기계장치 ∙CO2공 장치,양액공 장치(순환식),육묘기계,포장기, 기냉난방비

운 비(월) ∙ 기료 450만원,종자비 10만원,양액비 700만원,수도요 200만원

기타 비용 ∙운송용 트럭

직원 ∙상시고용 2명,일용직 6명(시 :6,000원)

◦ 설치비 9억 7천만원의 구성은 원설비가 21.6%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

하고 있으며,공조 설비 20.6%,골조 설치비 16.5% 순임.

표 4-11.식물공장 시설 설치 액

구 분 액(천원) 비 (%) 특 징

골조설치비 160,000 16.5 ∙ 넬 200평 설치비 평당 80만원

모듈 설비 75,000 7.7 ∙ALP구조

재배상 설비 105,000 10.8 ∙ABSCNC특허 용

원 설비 210,000 21.6 ∙FLLight 용

공조 설비 200,000 20.6 ∙Autocontrol

수/양액 설비 90,000 9.3 ∙정 제어 용

환경제어 70,000 7.2 ∙정 센서,모니터링

기 설비 40,000 4.1 ∙정 센서,모니터링

기타 설비 20,000 2.1 ∙정 센서,모니터링

합계 97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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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은 감가상각비 9천 7백만 원,자본이자 4천 850만원,운 비 2억 5천만 

원으로 총액 3억 9천만 원으로 추정됨.

-수익이 발생한 것은 생산한 상추를 량 매했을 경우이지만, 매망이 

불안하거나,생산량의 80%밖에 매하지 못한다면 수익이 “0”이 될 수

도 있는 상황임.

표 4-12.식물공장 운 비용

구 분
액

(천원/년)
비 (%) 특 징

기료 54,000 21.6 ∙농업용 기 용

수도료 2,400 1.0 ∙상수도요 용

양액 8,400 3.4 ∙다량원소,미량원소

종베지 7,200 2.9 ∙ 종용 스펀지

종자료 1,200 0.5 ∙엽채류 종자

인건비 156,000 62.4 ∙정규직 2명,계약직 6명

CO2공 비 9,000 3.6

잡비 12,000 4.8 ∙소모품, 생장갑,마스크 등

총 소요비용 250,200 100.0

주:운송,박스,포장 등 매 물류비는 제외함.

◦ 경 성과로 식물공장의 1년 수익은 8천 310만원으로 추정됨

- 재 년 생산량은 504,000주,포기당 단가 950원으로 연간 478,800천 원

의 조수익 발생

-비용  설치비는 200평에 9억 7천만 원.이에 한 감가상각비 97,000

천 원,자본이자 48,500천 원,운 비 250,200천 원,총 비용 395,700천 

원(1년)

-수익은 1년 기  200평에 83,100천 원으로 평당 약 416.5천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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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식물공장 경 성과 분석(년)

조수익 비용 수익

생산량 단가 조수익 설치비
감가
상각비

자본
이자

운 비 비용계 천원
(천원/평)

포기/년 원/포기 천원/년 천원 천원/10년천원/5% 천원 천원

504,000 950 478,800 970,000 97,000 48,500 250,200395,700
83,100
(416천원)

2. 이  경 사

◦ 경기도 부천에 소재하는 이음은 설치비 4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식물공

장 600㎡(약 200평/동)을 시설하 음

-이 시설은 다단 입체형 방식의 식물공장으로 4단으로 되어있으며,1단은 

180cm×12m이며 총 13개의 라인으로 구성 

- 원으로 쓰이는 LED등은 1단에 20개,4단,13라인으로 총 1,040개임

표 4-14.식물공장 일반 황

구분 완 인공 식물공장

면 ∙50평(평당 666만 원,토지구입비 없음)

재배면 ∙50평×4단 =200평

재배작물 ∙상추, 일,청로메인,생채, 겨자,비트 등 채소

출하처 ∙이마트,직 음식 ,직 장

원 ∙LED1단에 20개,4단,13라인

운 비(월)
∙ 기료 70-80만원,종자비 30만원,양액비 6-7만원,CO24만원,

잡비 20-30만원

인건비 ∙400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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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비는 년 72,180천 원임.인건비가 66.5%로 가장 많고, 기세 12.5%,

종배지 10.0%,종자비가 5.0% 순임.

표 4-15.식물공장 시설 설치 액

구 분
액

(천원/년)
비
(%)

특 징

기료 9,000 12.5

수도료 0 0.0 ∙지하수 사용

양액 780 1.1

종배지 7,200 10.0 ∙트 이,스펀지,재배컵 구입함.

종자료 3,600 5.0

인건비 48,000 66.5

CO2공 비 600 0.8

잡비 3,000 4.2

총 소요비용(천원/년) 72,180 100.0

◦ 연간 수익(200평 기 )으로 1억 7,081만 원(평당 85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음.1일 생산량은 718포기,1년 생산량은 262,080포기이

며,시장 가격은 1,100원/100g으로 매함.

◦ 연간 조수익은 2억 8,829만 원이며,연간 비용은 1억 1,748만 원(감가상각 

2,265만 원,자본이자 2,265만 원,운 비 7,218만 원)으로 수익은 1억 7,081

만 원이며,평당 85만 원의 수익이 발생함.단 생산된 물량 량을 포기당 

1,100원에 매 가정 

표 4-16.식물공장 경 성과 분석(년)

조수익 비용 계

생산량 단가 조수익 설치비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운 비 비용계 수익

(천원/평)포기/년 원/포기 천원/년 천원 천원/10년 천원/5% 천원 천원

262,080 1,100 288,288453,000 22,650 22,650 72,180 117,480
170,808
(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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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 러스 경 사

◦ 충남 산군에 소재하는 (주)그린 러스는 총 설치비 22억 8백만 원을 투자

하여 식물공장 약 500평을 시설하 음.이 시설은 체인재배시스템과 

up-down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생산 작물은 상추 등 엽채류와 과채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처는 부분 

세이  푸드가 담당하고 있고,롯데마트, 그린푸드  백화  등에 

일부 매하고 있음.

표 4-17.식물공장 일반 황

구분 자연 +인공 (LED)=병용형

면 ∙500평

재배면

∙체인 재배시스템(체인길이 222,000cm,배드간격 530cm,배드갯수 418

개,베드길이 4,960cm,식재간격 200cm,1열포기 24,포기수량 48,

당 생산포기량 13천주/월,설비 수 12 ,년 생산량 1,872,000주

재배작물 ∙상추 등 엽채류와 과채류

출하처 ∙세이 푸드,롯데마트, 그린푸드, 백화 등

원 ∙LED,나트륨등

부 시설 ∙ 종장,육묘장,재배장,작업장,냉장고,양액 리실

기계장치

∙조명,양액시스템,나노버블발생기,FAN(지 냉방유동FAN등),재배

실냉난방,사무실/육묘실에어컨,CO2발생기,제습기,라디에이터,가습

기(FOG시스템등),모터

운 비(월) ∙ 기료 5,405만원,종자비 453만원,양액비 893만원,수도요 500만원

기타 비용 ∙수선비,포장용품,공과잡비 등

직원
∙ 표이사 1명, 업/ 리직원 1명,재배/시설기술자 1명,숙련작업자

2명,작업자(정규직)2명, 트타임 4명

◦ 설치비는 22억 8백만 원이며 시스템공사가 69.7%인 15억 원,온실공사가 

28.9%인 6억 4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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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식물공장 시설 설치 액

공사 구분 액(원) 비 (%)

A.온실공사 638,658,868 28.9

　

1.기 42,820,156 1.9

2.철골 81,732,877 3.7

3.피복 169,860,284 7.7

4.천창 19,348,165 0.9

5.Screen 74,199,497 3.4

6.양액 76,283,059 3.5

7. 기/환경제어 77,263,505 3.5

8.난방 97,151,324 4.4

B.시스템공사 1,540,000,000 69.7

C.기타투자 30,000,000 1.4

합 계 2,208,658,868 100.0

◦ 운 비는 연간 6억 617만 원이다.인건비가 51.1%로 가장 많고, 기세 

8.9%,포트비용 8.5%,종자비 7.5% 순임.

표 4-19.식물공장 운 비용(년)

구분 액(천원) 비 (%) 특징

종자 45,333 7.5
종자코 비:1.8원,코 LOSS:6%,생육단계별

LOSS고려
펄라이트/질석 6,347 1.0 공당 33㎖ 소요
스펀지 10,578 1.7
포트 51,392 8.5 개당 40원

양액비료 8,934 1.5
양액2톤(A액 1.2톤,B액 1.2톤)을 100배액(원수

200톤), 당 원수 850톤/년
질산 1,350 0.2 원수 2톤당 200cc
CO2 5,520 0.9 1일 30분 ₩400*30=12,000원
기세 54,051 8.9
수선비 44,173 7.3
포장용품 2,423 0.4 3포기:1,100원

인건비 309,600 51.1

표이사 1명, 업/ 리직원 1명,재배/시설기

술자 1명,숙련작업자 2명,작업자(정규직)2명,

트타임 4명,복리후생 외

기타재료비 43,953 8.0
기타재료비(재배: 12,945),기타재료비(14,240),

기타 비(16,768),수도세 공과잡비 외(5,000)
운송비 17,520 2.9
총 소요비용 606,1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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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그린 러스의 1년간 수익은 12억 7천만 원으로 추정(평당 250만 원)됨.

당 1개월 생산량은 13,000주이고,12개월 생산하면 15만 6천 주,12 에

서 생산된 량은 1년에 1,872천 주이다.시장에서 포기당 1,180원에 거래되

고 있어 1년간 조수익은 22억 896만 원임.

◦ 연간 비용은 9억 3,747만 원임.구성은 감가상각비 2억 2,087만 원,자본이자 

1억 1,043만 원이다.소득은 조수익에서 비용을 제하면 12억 7,149만 원임.

표 4-20.그린 러스 식물공장 경 성과 분석(연간)

조수익 비용 계

생산량 단가 조수익 설치비 감가상각비자본이자 운 비 비용계 수익

(천원/평)포기/년 원/포기 천원/년 천원 천원/10년 천원/5% 천원 천원

1,872,000
(500평)

1,1802,208,9602,208,659 220,866 110,433606,174937,473
1,271,487
(2,542)

4. 럽 식 공장 경 과 사   

◦ 유럽의 식물공장을 1ha설치하는데 총 공사비는 59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됨.

순 공사원가는 총 공사비의 85.5%인 50억 9천만 원이며,기타 부 비가 

14.5%수 인 8억 6천만 원임.유럽에서 1ha시장규모는 59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됨.

표 4-21.유럽 식물공장 설치비용(1ha기 )

액(백만 원) 비 (%)

재료비 3,453 58.0

노무비 1,090 18.3

경비 543 9.2

기타 863 14.5

계 5,94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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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경우 1ha당 1년간 경 비는 42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됨.인건비가 

52.1%가장 많고, 기세가 15.2%로 많음.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세

를 농업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유럽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를 쓸 수 있다

는 장 이 있음.

표 4-22.유럽 식물공장 운 비 추정(ha/년)

액(천원/ha) 비 (%) 비고

종자 217,598 5.1 국내의 0.8배

펄라이트 38,082 0.9

스펀지 63,468 1.5

포트 308,352 7.2

양액비료 53,604 1.3

질산 8,100 0.2

CO2 33,120 0.8

기세 648,612 15.2 국내의 2배

수선비 265,038 6.2

포장용품 14,538 0.3

인건비 2,229,120 52.1 국내의 1.2배

기타재료비 263,718 6.2

운송비 105,120 2.5

기타 30,000 0.7

계 4,278,470 100.0

◦ 유럽의 스웨드포닉식의 경우 1ha당 연간 상추 생산량은 1,825,500주이며,

단 면 당 182.5주/㎡를 생산함.주당 가격은 국내보다 3배 높은 3,540원으

로 1년간 조수익은 64억 6천만 원으로 추정됨.비용 면에서는 감가상각비 

5억 9천만 원,자본이자 2억 9,700만원,운 비가 42억 8천만 원으로 총비용

이 51억 7천만 원으로 추정됨.조수익 64억 6천만 원에서 비용 51억 7천만 

원을 제하면 1년 수익은 12억 9천만 원(평당 43만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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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유럽 식물공장 경 성과 분석(ha/년)

조수익 비용 수익

생산량 단가 조수익 설치비 감가상각비자본이자 운 비 비용계 천원
(천원/평)포기/년 원/포기 천원/년 천원 천원/10년 천원/5% 천원 천원

1,825,5003,540 6,462,2705,949,100 594,910 297,4554,278,4705,170,835
1,291,435

(430)

제3  작물별 수익 확 를 한 시나리오 분석

◦ 식물공장의 최  수익을 해서는 ① 품목별 출하시기를 조 하여 높은 가

격으로 매,② 로확  등으로 생산량 량을 매하고,계약 재배 등으

로 안정 인 수취가격 ③ 비용 감을 한 기술개발이 요함.

1. 품목별 출 시  조 에  매가격 략

◦ 품목별로 출하시기에 따라 출하물량이 많을 경우 가격이 낮아 생산자가 소

득을 최 로 올리는데 한계가 있음.

-식물공장은 주년 생산이 가능하고 계획 으로 시기조   재배품목 조

이 가능함.

-따라서 시기별로 재배품목을 정하고,출하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할 경우 

경  성과가 우 에 있음.

◦ 재 기술로는 재배가 어렵지만 기술개발 등으로 재배 가능한 10개 품목에 

해 출하시기별 출하량과 가격을 비교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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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10개):쑥갓,셀러리, 세리, 로콜리,양상추,청경채,치커리,

일,신선 ,상추

그림 4-1.쑥갓의 월평균 반입물량 가격

쑥갓 월평균 반입물량(5개년 평균) 쑥갓 월평균 가격(5개년 평균)

그림 4-2.셀러리의 월평균 반입물량 가격

셀러리 월평균 반입물량(5개년 평균) 셀러리 월평균 가격(5개년 평균)

-쑥갓의 경우 도매시장 출하량이 많은 시기가 3～6월,10월이며,이 시기

에 가격이 수 에 의해 낮게 형성되고 있음.

-셀러리는 4월부터 12월까지 꾸 히 출하량이 많아지고 있어 가격은 수

에 의해 3월에 최고 가격이며 이후 차 하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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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물공장은 품목별 출하시기를 고려하여 계획 으로 품목선정 

 출하시기를 조 하여 수익을 최 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10개 품목에 해 월별로 도매시장 출하가격이 가장 높은 경우를 택하여 조

수익 변화를 분석하 음.

-상추를 1년 동안 계속 재배하는 경우와 월별로 출하품목을 조 할 경우 

kg당 조수익을 비교하 음.

-1월에는 세리,2월에는 신선 ,3월과 4월에는 일,5월과 6월에는 

세리,7월과 8월에는 신선 ,9월부터 12월까지는 세리를 출하하는 것

으로 하 음.

그림 4-3.품목별 월별 가격(가락도매시장가격: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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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품목별 월별 가격
단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쑥갓 2,292 1,668 1,055 1,000 874 858 1,839 2,286 2,042 757 1,054 1,331 1,421

셀러리 1,121 1,783 1,799 1,792 1,140 1,363 1,014 1,450 1,313 1,209 641 846 1,289

세리 5,848 3,242 1,578 1,973 4,177 5,678 3,936 4,522 6,726 3,591 3,402 5,737 4,201

로콜리 2,257 1,808 2,132 2,838 2,853 1,757 2,348 3,164 3,877 2,207 2,028 2,155 2,452

양상추 1,248 1,395 1,615 1,211 907 664 1,143 1,452 1,103 962 790 1,348 1,153

청경채 2,127 1,477 1,624 940 678 775 1,911 1,584 1,412 931 1,183 1,527 1,348

치커리 2,360 897 1,007 1,453 1,292 1,279 2,319 2,106 1,444 1,104 1,362 2,269 1,574

일 3,557 1,939 2,973 3,103 1,772 2,082 4,259 3,045 2,574 2,139 3,007 4,496 2,912

신선 4,930 3,557 2,961 2,688 1,795 1,884 4,569 9,219 5,809 1,906 1,439 3,223 3,665

상추 3,005 1,518 1,594 1,651 1,715 1,484 3,521 4,092 4,319 2,543 2,177 3,015 2,553

◦ 분석결과,상추를 1년 동안 재배하여 매할 경우 1년 평균가격은 kg당 

2,553원임.그러나 시기별로 세리,신선 , 일 등 재배작목을 선택하여 

계획 으로 생산 출하 할 경우 1년 평균 kg당 4,201원으로 kg당 1,648원(1.6

배)수익이 더 발생함.

표 4-25.품목의 선택 상추와의 비교
단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선택 세리 신선 일 일 세리 세리 신선 신선 세리 세리 세리 세리

가격(A) 5,848 3,557 2,973 3,103 4,177 5,678 4,569 9,219 6,726 3,591 3,402 5,737 4,201

상추(B) 3,005 1,518 1,594 1,651 1,715 1,484 3,521 4,092 4,319 2,543 2,177 3,015 2,553

A-B 2,843 2,038 1,380 1,452 2,462 4,195 1,048 5,127 2,407 1,048 1,225 2,722 1,648

2. 매량  취가격에  손익분  분  

◦ 사례 업체의 1일 생산량은 1,400포기(80g),1년 생산량은  504,000포기(40.3

톤)이며, 매가격은 80g 지당 950원에 매하고 있음.

◦ 사례 업체의 손익분기 을 추정하기 해 생산량  몇 %를 매했을 경우 



105

손익분기 이 어는 수 인지와 매가격 수 이 재 보다 몇 %수 에서 

손익분기 이 되는지를 분석하 음.

◦ 매량의 경우 생산량의 80%이상을 매해야 만이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

로 분석되어 식물공장의 경 수지를 맞추기 해서는 지속 인 로확보가 

요함.

표 4-26. 매량 변화에 따른 손익분기 분석

매량
수

생산량
(포기)

매량
(포기)

단가
(원/포기)

조수익
(천원)

비용
(천원)

수익
(천원)

100% 504,000 504,000 950 478,800 371,200 107,600

95% 504,000 478,800 950 454,860 371,200 83,660

90% 504,000 453,600 950 430,920 371,200 59,720

85% 504,000 428,400 950 406,980 371,200 35,780

80% 504,000 403,200 950 383,040 371,200 11,840

75% 504,000 378,000 950 359,100 371,200 -12,100

70% 504,000 352,800 950 335,160 371,200 -36,040

65% 504,000 327,600 950 311,220 371,200 -59,980

60% 504,000 302,400 950 287,280 371,200 -83,920

55% 504,000 277,200 950 263,340 371,200 -107,860

50% 504,000 252,000 950 239,400 371,200 -131,800

45% 504,000 226,800 950 215,460 371,200 -155,740

40% 504,000 201,600 950 191,520 371,200 -179,680

그림 4-4. 매량 변화에 따른 손익분기 분석

단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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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가격의 경우 재 포기당 950원에 매되고 있는데 매 액의 80%

수 인 760원 이상으로 매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식물공

장의 경 수지를 맞추기 해서는 계약 재배 등을 통해 주년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요함.

표 4-27. 매 단가 변화에 따른 손익분기 분석

매단가
수

생산량
(포기)

매량
(포기)

단가
(원/포기)

조수익
(천원)

비용
(천원)

수익
(천원)

100% 504,000 504,000 950 478,800 371,200 107,600

95% 504,000 504,000 903 454,860 371,200 83,660

90% 504,000 504,000 855 430,920 371,200 59,720

85% 504,000 504,000 808 406,980 371,200 35,780

80% 504,000 504,000 760 383,040 371,200 11,840

75% 504,000 504,000 713 359,100 371,200 -12,100

70% 504,000 504,000 665 335,160 371,200 -36,040

65% 504,000 504,000 618 311,220 371,200 -59,980

60% 504,000 504,000 570 287,280 371,200 -83,920

55% 504,000 504,000 523 263,340 371,200 -107,860

50% 504,000 504,000 475 239,400 371,200 -131,800

45% 504,000 504,000 428 215,460 371,200 -155,740

40% 504,000 504,000 380 191,520 371,200 -179,680

그림 4-5.단가 변화에 따른 수익변화
단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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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변   개  시나리 에  경 과 분

◦ 사례업체의 경 실태를 기 로 정부정책,R&D, 매처 조  등을 시나리오

로 구성하여 경 성과를 분석함

◦ 시나리오 가정 

-시나리오 Ⅰ: 재 주당 상추 매 단가 950원,건물 내용연수 10년,자

본이자 1%를 기본조건으로 가정(정부 시범사업 용)

-시나리오 Ⅱ:식물공장에서 가장 비용이 많은 부문은 원에 있음. 원

에 한 R&D확 로 재 보 가격보다 50% 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가정(기술개발)

-시나리오 Ⅲ: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재 일반 거래처보다 가격

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병원,호텔 등으로 1.3배 이상 가격으

로 매 가정(로확보  계약재배에 의한 가격 변화)

◦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의 기 (BaseLine)은 재 상황이며,시나리오Ⅰ은 정부지원 

만 있는 경우,시나리오Ⅱ는 정부지원과 R&D로 원 비용 50% 감,

시나리오Ⅲ은 시나리오 Ⅰ,Ⅱ에 가격을 1.3배로 받을 수 있는 매처가 

확보된 것을 가정 

표 4-28.식물공장의 경 성과 시나리오 구성

　 정부정책 R/D 출하처

BaseLine - - -

시나리오

Ⅰ ∨ - -

Ⅱ ∨ ∨ -

Ⅲ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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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분석 결과   

-시나리오Ⅰ:수익의 변화는 기존의 83,100천 원에서 121,900천 원 수익이 

발생.이는 정부가 시설 설치비에 해 연리 1%를 지원한 결과

-시나리오Ⅱ:수익은 정부 정책을 통한 비용 감과 조명기술 개발로 설치

비 단가가 하락하여 133,450천 원 수익 발생

-시나리오Ⅲ:시나리오Ⅱ에 매처를 병원,호텔 등으로 정하고 일반 가격보

다 1.3배 이상으로 매하여 수익이 277,090천 원 발생.

표 4-29.식물공장의 시나리오별 경 분석 결과

　

조수익 비용 수익

생산량 단가 조수익 설치비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운 비 비용계 천원
(천원/평)포기/월 원/포기 천원/년 천원 천원/10년 천원/5% 천원 천원

Base 504,000 950 478,800 970,000 97,000 48,500 250,200 395,700 83,100

시
나
리
오

Ⅰ 504,000 950 478,800 970,000 97,000 9,700 250,200 356,900 121,900

Ⅱ 504,000 950 478,800 865,000 86,500 8,650 250,200 345,350 133,450

Ⅲ 504,000 1,2353) 622,440 865,000 86,500 8,650 250,200 345,350 277,090

주 1:설치비 8억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연리 1%로 설치비 지원

2:설치비의 원 비용이 2억 1천만 원에서 R&D로 50% 감액하여 1억 500만 원 감

소 설치비 7억 500만 원

3:단가는 병원식,호텔 등에 매하여 재 단가 950원보다 1.3배 많은 1,235원을 가정

4. 식 공장 농산  경  사회  용 추

◦ 환경 인 측면을 보기 해 온실가스의 경우 2005년 교토의정서 발표 이후 

국제 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재 거래되

고 있는 배출권 가격37을 사회  비용으로 산정하 음.

37할당배출권 거래 평균 가격은 14.82유로/tco2,환율은 1유로 1,533.09원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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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상추는 2011년 표 소득에서 동력 열비에 기와 경유 사용량을 이용

하 고,식물공장의 경우 재 재배하고 있는 사례업체를 이용하 음.

◦ 시설상추는 300평 1기작 재배에 의해 4,539kg생산되었고,식물공장은 연면

 200평 기  1년 동안 40,320kg을 생산하고 있음.

◦ 시설상추 재배의 기사용량은 2,309kwh,경유 사용량은 146리터이며,식

물공장은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기를 1,479,452kwh사용하고 있음.

◦ 시설상추 kg당 열비는 54원,식물공장의 경우 1,339원임38.사례의 식물공

장은 원으로 형 등 36w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조를 해 냉온방기를 사

용하고 있음.

- 재 식물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 등 36w를 LED로 교체하면 재

보다 기 투자비는 증가하지만 열비를 일 수 있고,탄소배출량도 

을 것으로 보임(LED개발).

◦ 탄소배출량을 이용하여 사회  비용을 계산해 보면 상추 1kg을 생산하는데 

시설상추의 경우 CO2발생량은 0.299KCO2,식물공장은 15.6KCO2임.이를 

액으로 환산하면 시설상추 1kg에 탄소배출가격은 6.79원,식물공장의 경

우 353.5원으로 추정됨.

◦ 문제는 시설상추 자료는 표 소득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자료상 문제가 없

어 보이나,식물공장의 경우 사례 1개를 이용하여 식물공장 체를 말하기

는 아직 어려움.

38 기는 농업용 기 36.5원을 용하고,경유는 면세유 1,103원을 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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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상추 1kg생산하는데 에 지 투입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단
시설상추　 식물공장　

300평　　 kg당 200평　 kg당

생산량 kg 4,539 　- 40,320 -　

사용량　
기 kwh 2,309 0.509

1,479,452 36.7　
경유 리터 146.0 0.032

열비

기 원 84,268 18.6

54,000,000 1,339경유 원 161,040 35.5

계 원 245,308 54

CO2
발생량

기 TCO2.CO2/kg 0.979 0.216

627 15.6경유 TCO2.CO2/kg 0.379 0.083

계 TCO2.CO2/kg 1.358 0.299

사회 비용　 원 30.85 6.79 14,254 353.5

제4  한국형 식물공장 경 모델 개발

◦ 본 에서는 Excel2010MicrosoftVisualBasic을 이용한 식물공장 경 분

석 로그램을 통해 식물공장의 경 성과  식물공장의 기 설립시 운

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 음39.

◦ 식물공장의 유형을 크게 4개로 분류하여 각 조건하에서 경 성과 분석

-비용은 운 비와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운 비는 재 운

되고 있는 식물공장의 운 비를 통해 면 당 비용으로 계산하여 나타내

고 감가상각비는 기 설립비용의 10년의 내구년수를 용함.

-유형은 4개로 분류 

39식물공장 경 분석 로그램의 구성에 한 반 인 설명은 부록에서 다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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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유형:완 인공 형 (LED)

∙B유형:완 인공 형 (형 등)

∙C유형:혼합형(자연  +LED)

∙D유형:혼합형(자연  +형 등)

표 4-31.식물공장 유형 구분

A유형 B유형

기본

선택
사항

식물공장유형:완 인공 형
부지면 :990㎡,시설면 :660㎡,

1단재배면 :20㎡,단수:8,라인수:4
재배작물:상추,양액방식:수경,환경
제어방식:인터페이스+통신, 원:LED

식물공장유형:완 인공 형
부지면 :990㎡,시설면:660㎡,1단

재배면 :20㎡,단수:8,라인수:4
재배작물:상추,양액방식:수경
환경제어방식:인터페이스+통신
원:형 등

선택

변경

작물:로메인
로:직거래
원설치비:50% 감소
규모:20% 증가

주기변화일수:5일 감소
식재간격:가로 15Cm,
세로 15Cm

작물:로메인
로:직거래
원설치비:50% 감소

규모:20% 증가
주기변화일수:5일 감소
식재간격:가로 15Cm,세로 15Cm

C형 D형

기본

선택
사항

식물공장유형:혼합형
부지면 :990㎡,시설면 :660㎡,
1단재배면:20㎡,단수:8,라인수:4

재배작물:상추
양액방식:수경
환경제어방식:인터페이스+통신
원:LED

식물공장유형:혼합형
부지면 :990㎡,시설면 :660㎡,
1단재배면:20㎡,단수:8,라인수:4

재배작물:상추
양액방식:수경
환경제어방식:인터페이스+통신
원:형 등

선택

변경

작물:로메인
로:직거래
원설치비:50% 감소

규모:20% 증가
주기변화일수:5일 감소
식재간격:가로 15Cm,세로 15Cm

작물:로메인
로:직거래
원설치비:50% 감소

규모:20% 증가
주기변화일수:5일 감소
식재간격:가로 15Cm,세로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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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유형

◦ 기본 면  200평,생산량은 년 207,644주로 단가 950원,조수익 1억 9천 7백

만 원이 나오며,감가상각비 6천 8백만 원,운 비 6천 4백만 원,비용은 1억 

3천 2백만 원으로 나타나 소득은 6천4백만 원임.

표 4-32.A형 기본 선택 사항 결과:상추

단 :주,천 원

생산량 단가(원) 조수익 감가상각비 운 비 비용계 소득

207,644 950 197,262 68,306 64,000 132,306 64,956

◦ 작물변동으로 단가와 생산량이 변화면 소득은 64,956천 원에서 96,107천 원

으로 증가하며, 로변경과 단가의 증가로 인해 소득이 124,134천원으로 증

가함.

◦ 원변동으로 기설립비용의 감소로 인해 비용의 감축으로 인해 소득은 

78,588천 원으로 증가하 으며,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소득은 79,199천 원

으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 주기  재식간격의 변동으로 생산량을 높여주어 이에 따른 효과로 인

하여 소득이 각각 104,408천 원,196,464천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3.A형 변동 결과

단 :주,천 원

생산량 단가(원) 조수익 감가상각비 운 비 비용계 소득

작물변동 207,648 1,100 228,413 68,306 64,000 132,306 96,107

로변동 207,644 1,235 256,441 68,306 64,000 132,306 124,134

원변동 207,644 950 197,262 54,674 64,000 118,674 78,588

규모변동 249,173 950 236,715 80,715 76,800 157,515 79,199

주기변동 249,173 950 236,715 68,306 64,000 132,306 104,408

간격변동 346,074 950 328,770 68,306 64,000 132,306 19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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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유형

◦ 기본 선택사항결과 생산량은 년 207,644주,단가 950원,조수익 1억 9천 7백

만 원이며 감가상각비 4천 3백만 원,운 비 6천 9백만 원,비용은 1억 1천 

1백만 원으로 나타나 소득은 8천 5백만 원임.

표 4-34.B형 기본 선택 사항 결과:상추

단 :주,천 원

생산량 단가(원) 조수익 감가상각비 운 비 비용계 소득

207,644 950 197,262 42,642 69,120 111,762 85,500

◦ 작목선택으로 작물변동으로 인해 단가와 생산량의 변화로 소득은 85,500천 

원에서 116,651천 원으로 증가하고, 로 변경시 단가의 증가로 인해 소득

이 114,678천 원으로 증가함.

◦ 원변동으로 기설립비용이 감소하면 비용의 감축으로 인해 소득은 

86,300천 원으로 증가하나 LED의 경우보다는 히 그 폭이 어든 것으

로 나타남.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소득은 103,852천 원으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득도 증가함.

◦ 생산주기  재식간격 변동으로 생산량을 높여주는 결과,소득이 각각 

124,952천 원,217,008천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5.B형 변동 결과
단 :주,천 원

생산량 단가(원) 조수익 감가상각비 운 비 비용계 소득

작물변동 207,648 1,100 228,413 42,642 69,120 111,762 116,651

로변동 207,644 1,235 256,441 42,642 69,120 111,762 114,678

원변동 207,644 950 197,262 41,842 69,120 110,962 86,300

규모변동 249,173 950 236,715 49,918 82,944 132,862 103,852

주기변동 249,173 950 236,715 42,642 69,120 111,762 124,952

간격변동 346,074 950 328,770 42,642 69,120 111,762 21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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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유형

◦ 기본 선택사항결과 생산량은 년 207,644주,단가 950원,조수익 1억 9천 7백

만 원이 나오며 감가상각비 4천 8백만 원,운 비 9천 6백만 원,비용은 1억 

1천 4백만 원으로 나타나 소득은 5천3백만 원임.

표 4-36.C형 기본 선택 사항 결과:상추

단 :주,천 원

생산량 단가(원) 조수익 감가상각비 운 비 비용계 소득

207,644 950 197,262 48,013 96,000 114,012 53,249

◦ 선택작물 변경으로 단가와 생산량의 변하면 소득은 53,249천 원에서 84,401

천 원으로 증가하며, 로변경시 단가의 증가로 인해 소득이 112,428천 원

으로 증가함.

◦ 원변동으로 기설립비용이 감소하면 비용의 감축으로 인해 소득은 

55,975천 원으로 증가하나 혼합형의 경우 LED사용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

에 소폭으로 증가하 고,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소득은 65,151천 원으로 규

모가 커짐에 따라 소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주기  재식간격의 변동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소득은 각각 92,701

천 원,184,757천 원으로 증가함.

표 4-37.C형 변동 결과
단 :주,천 원

생산량 단가(원) 조수익 감가상각비 운 비 비용계 소득

작물변동 207,648 1,100 228,413 48,012 96,000 144,013 84,401

로변동 207,644 1,235 256,441 48,012 96,000 144,013 112,428

원변동 207,644 950 197,262 45,286 96,000 141,286 55,975

규모변동 249,173 950 236,715 56,363 115,200 171,563 65,151

주기변동 249,173 950 236,715 48,012 96,000 144,013 92,701

간격변동 346,074 950 328,770 48,012 96,000 144,013 1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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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유형

◦ 기본 선택사항 결과 생산량은 년 207,644주,단가 950원 조수익 1억 9천 7

백만 원으로 감가상각비 4천 3백만 원,운 비 1억 1천 2백만 원,비용은 

1억 5천 4백만 원으로 나타나 소득은 4천 2백만 원으로 나타남.

표 4-38.D형 기본 선택 사항 결과:상추

단 :주,천 원

생산량 단가(원) 조수익 감가상각비 운 비 비용계 소득

207,644 950 197,262 42,880 112,000 154,880 42,382

◦ 선택 작목 변동으로 단가와 생산량이 변하면 소득은 42,382천 원에서 

73,533천 원으로 증가하며, 로변경 시 단가의 증가로 인해 소득이 

101,560천 원으로 증가함.

◦ 원의 변동으로 기설립비용이 감소하면 비용이 감축되어 소득은 42,542

천 원으로 증가하나 혼합형의 경우 형 등 사용의 양이 많지 않고 가격 

한 낮기 때문에 매우 소폭으로 증가하고,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소득은 

52,110천 원으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주기  재식 간격의 변동으로 인해서는 소득이 각각 81,834천 원,

173,890천 원으로 증가함.

표 4-39.D형 변동 결과
단 :주,천 원

생산량 단가(원) 조수익 감가상각비 운 비 비용계 소득

작물변동 207,648 1,100 228,413 42,880 112,000 154,880 73,533

로변동 207,644 1,235 256,441 42,880 112,000 154,880 101,560

원변동 207,644 950 197,262 42,720 112,000 154,720 42,542

규모변동 249,173 950 236,715 50,204 134,400 184,604 52,110

주기변동 249,173 950 236,715 42,880 112,000 154,880 81,834

간격변동 346,074 950 328,770 42,880 112,000 154,880 17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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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식물공장의 산업화 가능성 분석

제1  식물공장 기술개발 우선순  

1. 분  법

◦ 향후 식물공장 산업화를 해 산학연 문가들을 상으로 식물공장 발  

방향의 우선순 를 제시하고 분야별 요도를 분석함.

-정책개발에서 가장 요하게 생각되는 경제성문제,기술 인 문제,법,

제도  정책 문제로 나 어 분석하 음.

◦ 분석모형으로는 의사결정모형으로 사용되는 계층분석법(AHP:Analytic

HierarchyProcess)을 용함.

-AHP:다계층구조에 있어서 이산  는 연속  비교를 통해 비율척

도를 이끌어 내는 데 이용되는 이론임.

-이 분석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 하여 다수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

고 상호 의존성과 피드백을 허용하고 수치  상쇄(Tradeoff)를 고려함으

로써 비선형 의사결정의 틀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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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P분석 차를 살펴보면,1단계에서 의사결정 문제를 결정하고 최상  

단계(목표), 간단계(기 ),최하  단계(안)로 설정하고 각 련된 평가 

상들을 분류하여 의사결정 계층 구조를 설정함.

◦ 그 다음 2단계에서 각 계층의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비교를 실시하여 

행렬을 작성함.n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계층에서 항목 i가 j에 하여 얼마

나 더 요한지 결과를 aij로 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 행렬을 구할 수 있음40.

수식 5-1. 비교 행렬

 











  
  
  

주:aij=1/aij,aii=1,∀I.

표 5-1. 비교 척도

요도 정의 설명

1 동등하게 요 최종 목표에 해서 두 개의 요소가 비슷하게 요함

3 약간 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선호됨

5 상당히 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보다 강하게 선호됨

7 매우 강하게 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 보다 매우 강하게 선호됨

9 으로 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으로 선호됨.

주:  값들의 간값 2,4,5,8도 동일하게 사용됨.

여기서 원소 aij는 항목 ij간의 가 치 비율을 의미함.

  



◦ 제 3단계에서 고유벡터법41을 이용하여 속성들 간의 상  가 치(w)를 추

40A=(aij),i,j=1,2,...n

41 비교행렬로부터 각 계층내의 상  요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산술평균법,기

하 평균법,최소자승법,고유벡터 방법 4가지가 있음.고유 벡터 방법은  비교행렬의 

일치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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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데,가 치 벡터를 구하기 해서 행렬 A의 고유벡터를 이용함.아래 

식에서 max는 행렬 A의 가장 큰 고유치이며 이때 고유벡터 w를 구할 수 

있음.






∙∙


 






∙   ∙

∗max∗

◦ 한  비교 시 발생할 수 있는 논리  모순을 검증하기 해서 일 성

지수(Consistencyindex:CI),일 성 비율(ConsistencyRatio:CR)을 이용해 

일치성여부를 검할 수 있음.

 

max 
   


 × 

주:RI(Random index):난수지수42.

◦ 마지막,제4,5단계:여러 가지 안들에 한 종합 순 를 얻기 하여 의

사결정 요소들의 상  가 치를 종합화하고 이를 토 로 우선순 를 부

여하여 평가함. 비교의 가 치가 일 성이 있는지는 Saaty의 일 성 비

율 (CR:ConsistencyRatio)과 일 성 지수(CI:ConsistencyIndex)를 이용하

여 검정하는데 CI와 CR값이 0.1이하이면 논리  신뢰성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문가 28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에서 통계  신뢰

성이 있는 12명을 상으로 분석함.

42행렬 차수 n의 크기에 따라 수치를 임의로 설정하여 역수행렬을 작성하고 이 행렬의 평

균 일 성 지수를 산출한 값으로 일 성의 허용한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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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본 연구에서는 발 방안에 한 우선순  도출과 함께 세부 항목별로 

리커트 척도(Lickertisscale)43를 분석하여 분야별 요도를 평가하 음.

표 5-2.식물공장 발 방향 도출을 한 의사결정 계층구조

략 기 세부 항목 세세부 항목

1.
기술
개발
(R&D)

a)작물 재배기술
① 종,육묘,재배,수확,수확후 리기술
② 기능성물질 증진 기능성 작물 재배기술
③ 병해충 발생 찰 생물학 방제 기술

b) 원 조명기술
① LED,형 등,고압나트륨등,메탈할라이드 등 조명기술
② 원배치, 조합(단색 ,혼합 ,3 장)기술
③ 방열,냉각 기술 량, 장 제어기술

c)양액 제어 기술
① pH,EC,이온성분 계측기술 센서 개발
② 재배베드,NFT,DFT등 양액재배 기술
③ 양액공 ,혼합,여과,살균 기술 시스템화 기술

d)환경제어 기술

① 량, 질 계측기술 센서 개발
② 온·습도,CO2등 환경,식물체 계측 기술 센서 개발
③ 공기순환,냉난방,가습,제습,공조 기술
④ 이상 진단 경보 기술,원격제어기술

2.
경제성

확보

a)시공비 감
① 원 련(LED,형 등)R&D로 가 시공
② 최 식물공장 설치(운 주체의 능력,자 력,재배작목
③ 기존 시설의 개보수로 시공비 감

b)생산성 품질

향상

① 생육기간 단축
② 시설재배 회 률향상(조수익↑,감각상각비↓등)
③ 품질 향상으로 높은 매 단가

c) 로확보

출하시기 조

① 계약재배에 의한 주년 생산(백화 ,호텔,학교 식)
② 매처 차별화 매단가 상승(병원식,기능성 원료 추출물)
③ 시장 측에 기 한 계획생산(출하 시기 조 로 고가 매)

d)운 비 감

소득 증

① 노력비 감( 종,육묘,정식,수확,수확후처리일 자동화)
② 열·동력비 감( 원 선택 등 조 자동화)
③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로 소득 증

3.
제도
정책 개선

a)식물공장 련 법,

제도 정비 완화

① 식물공장 육성법 제정
② 식물공장을 농업으로 인정하여 농지 사용 인허가 완화
③ 식물공장 설립시 건축기본법,소방법,공장 입지법 완화

b) 기 투자비 지원
(시설 화 사업)

① 정부 시설 화 사업으로 설비 기 투자 지원 정책
② 식물공장 시공업체 문업체 육성으로 시공비 감

c)식품의 안 성
효능 표시제도

① 소비자 인식 환 홍보
② 식품의 안 성 검증에 의한 GAP인증(제품의 랜드 화)
③ 기능성 효능 표시제도 도입

43총화평 법이라고도 하는데,여러 개의 문항으로 응답자 태도를 측정하고 해당 항목에 

한 측정치를 합산하여 평가 상자의 태도를 수화 시키는 방법임.본 연구에서는 

문가 28명 의견을 취합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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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HP 분  결과

◦ 분석결과에 따르면,종합 인 략 분석에서는 상 로 경제성 확보가 가

장 시 하며,그 다음 기술 개발(R&D)이 필요하다고 나타남.반면 제도  

정책 개선에 한 의견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남. 문가 집단을 기술 분

야와 경제 분야 분가로 나 어 비교해 보았을 때 종합 인 략기  설정

에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음.

표 5-3.식물공장 발 을 한 제1계층 AHP분석결과

략 기 체 문가
기술 분야

문가그룹

경제 분야

문가 그룹

기술개발 0.35 0.35 0.35

경제성 확보 0.52 0.50 0.55

제도 정책 개선 0.13 0.16 0.11

주:max=3.027,CI=0.014,CR=0.015.( 체 문가 결과)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식물공장 문가 설문조사(2012.10).

◦ 식물공장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제일 먼  운 비 감  소득증

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다음 시공비 감과 생산성  품

질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하지만, 문가 그룹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경제 분야 문가의 경우 

운 비 감  소득증  >>시공비 감 >> 로 확보  출하시기 조  

순으로 우선순 를 제시한 반면에,기술 분야 문가 집단은 생산성  품

질 향상이 가장 우선 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121

표 5-4.식물공장 발 을 한 제2계층 AHP분석결과:경제성 확보 방안

체 문가
기술 분야
문가그룹

경제 분야
문가 그룹

시공비 감 0.25 0.18 0.31

생산성 품질향상 0.22 0.37 0.12

로 확보 출하시기 조 0.19 0.16 0.19

운 비 감 소득증 0.34 0.28 0.38

주:max=4.033,CI=0.011,CR=0.012.( 체 문가 결과)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식물공장 문가 설문조사(2012.10).

◦ 기술 개발부문에서는 작물재배 기술이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양

액제어 기술은 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기술 분야 문가 그룹은 원 

 조명기술 개발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 이었으나 

경제 분야 문가 그룹은 작물 재배 기술이 최우선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고 답변함.

표 5-5.식물공장 발 을 한 제2계층 AHP분석결과:기술 개발(R&D)확보 방안

체 문가
기술 분야

문가그룹

경제 분야

문가 그룹

작물 재배 기술 0.31 0.25 0.37

원 조명기술 0.28 0.32 0.24

양액제어 기술 0.13 0.15 0.11

환경제어 기술 0.28 0.27 0.29

주:max=4.016,CI=0.005,CR=0.006.( 체 문가 결과)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식물공장 문가 설문조사(2012.10).

◦ 정책  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기 투자비 지원이 압도 으로 요한 문제

로 지 되었으며,그 다음 식물공장 련 법·제도 정비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상 으로 식품의 안 성  효능 표시 제도는 식물공장 

발 에 한 요도에서 가장 낮게 평가됨.제도  정책개선 방안에서는 

문가 그룹 간에 가 치의 차이는 있지만 요도의 순서는 동일한 결과가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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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식물공장 발 을 한 제2계층 AHP분석결과:제도 정책 개선 방안

체 문가
기술 분야
문가그룹

경제 분야
문가 그룹

식물공장 련 법,제도 정비 완화 0.27 0.31 0.24

기투자비 지원 0.58 0.50 0.65

식품의 안 성 효능 표시제도 0.15 0.19 0.12

주:max=3.000,CI=0.000,CR=0.000.( 체 문가 결과)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식물공장 문가 설문조사(2012.10).

◦ 식물공장 문가 AHP결과에서 나타났듯이,우리나라 식물공장이 확 되기 

해서는 기 설치비  운 비를 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 지,자동화 시

설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그 다음 

기술 개발을 통해 실용화 모델을 수립하고,식물공장 시설의 비용화  

표 화를 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제2  식물공장 발 을 한 세부 분야별 요도 평가44

1. 경  보  

◦ 경제성 확보를 한 분야별 요도 평가에 따르면,시공비 감을 해서는 

원 련(LED,형 등)기술개발을 통해 가 시공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생산성  품질향상을 해서는 조수익을 높이고,감가상각비를 감할 수 

있도록 시설재배의 회 률을 향상시켜야 함.한편,기술 분야 문가 그룹의 

경우,품질 향상을 통해 매단가가 높게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44식물공장 발 을 한 세부 분야별 요도 평가:리커트 척도(Lickertisscale)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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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경제성 확보를 한 분야별 요도 평가 결과

시공비 감 체
경제

문가

기술

문가

원 련(LED,형 등)R&D로 가 시공 4.50 4.67 4.38

최 식물공장 설치

(운 주체의 능력,자 력,재배작목 등을 고려)
4.11 4.33 3.94

기존 시설의 개보수로 시공비 감 3.39 3.33 3.44

생산성 품질 향상

생육기간 단축 4.14 4.08 4.19

시설재배 회 률 향상(조수익↑,감각상각비↓) 4.39 4.50 4.31

품질 향상으로 높은 매 단가 4.36 4.33 4.38

로확보 출하시기 조

계약재배에 의한 주년 생산(백화 ,호텔,학교 식) 4.54 4.67 4.44

매처 차별화 매단가 상승

(병원식,기능성 원료 추출물)
4.18 4.17 4.19

시장 측에 기 한 계획생산

(출하 시기 조 로 고가 매)
4.14 4.08 4.19

운 비 감 소득 증

노력비 감

( 종,육묘,정식,수확,수확후 처리 일 자동화)
3.89 3.75 4.00

열·동력비 감( 원 선택 등 조 자동화) 4.39 4.42 4.38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로 소득 증 4.43 4.58 4.31

경제성 확보 련 체 평균 4.21 4.24 4.18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식물공장 문가 설문조사(2012.10).

◦ 로 확보  출하시기 조 을 해서는 우선 계약 재배를 통해 주년 생산

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운 비 감  소득증  방안에서는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 창

출이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남. 문가 그룹별로 차이를 보 는데 기술 

분야 문가 그룹은 열  동력비 감을 한 원 선택 등 조  자동

화 구축이 가장 요하다고 평가한 반면,경제 문가 그룹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최우선으로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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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R&D 

◦ 한편 식물 재배 기술 분야에서는 종,육묘,재배,수확,수확 후 리기술

이 가장 우선 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8.기술개발 R&D 련 항목별 요도

체
경제

문가

기술

문가

작물 재배기술

종,육묘,재배,수확,수확 후 리기술 4.18 4.00 4.31

기능성물질 증진 기능성 작물 재배기술 4.04 4.00 4.06

병해충 발생 찰 생물학 방제 기술 3.32 3.83 2.94

원 조명기술

LED,형 등,고압나트륨등,메탈할라이드등 조명기술 4.50 4.58 4.44

원배치, 조합(단색 ,혼합 ,3 장)기술 3.93 3.92 3.94

방열,냉각 기술 량, 장 제어기술 3.96 3.75 4.13

양액제어 기술

pH,EC,이온성분 계측기술 센서 개발 3.86 3.75 3.94

재배베드,NFT,DFT등 양액재배 기술 3.79 3.83 3.75

양액공 ,혼합,여과,살균 기술 시스템화 기술 3.93 3.83 4.00

환경제어 기술

량, 질 계측기술 센서 개발 3.86 4.33 3.50

온·습도,CO2등 환경,식물체계측기술 센서 개발 4.18 4.50 3.94

공기순환,냉난방,가습,제습,공조 기술 4.14 3.83 4.38

이상 진단 경보 기술,원격제어기술 3.68 3.58 3.75

기술개발 체 평균 3.95 3.98 3.93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식물공장 문가 설문조사(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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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조명기술에서는 LED,형 등,고압나트륨등,메탈할라이드 등 조명

기술 개발의 요도가 가장 높았음.

◦ 양액제어 기술 분야에서는 문항별로  큰 편차는 없었지만 양액공 ,혼합,

여과,살균 기술  시스템화 기술개발이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남.

◦ 환경제어 기술 분야에서는 1순  온·습도,CO2등 환경,식물체 계측기술  

센서 개발,2순 는 공기순환,냉난방,가습,제습,공조 기술로 나타남.기술 

문가 그룹의 경우 ‘공기순환,냉난방,가습,제습,공조 기술’부문에 가장 

높은 요도를 부여함.

3. 책  도 개   각 항목별 요도

◦ 식물공장 련 법·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식물공장 설립시 건축기본법,소방

법,공장 입지법 완화가 가장 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기 투자비 지원과 

련해서는 정부 시설 화 사업으로 설비 기 투자 지원 정책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타남.

◦ 끝으로 식품의 안 성  효능 표시 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인식 환을 한 홍보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반면 경제 

문가 그룹은 기능성  효능 표시제도 도입에 가장 높은 수를 책정했으

며,기술 문가 그룹의 경우 식품의 안 성 검증과 련된 GAP인증이 가

장 요하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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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정책 제도 개선 련 항목별 요도 평가 결과

체
경제
문가

기술
문가

식물공장 련 법·제도 정비 완화

식물공장 육성법 제정 3.86 3.42 4.19

식물공장을 농업으로 인정하여 농지 사용 인허가 완화 3.79 3.58 3.94

식물공장 설립시 건축기본법,소방법,공장 입지법 완화 3.93 3.67 4.13

기 투자비 지원(시설 화 사업)

정부 시설 화 사업으로 설비 기 투자 지원 정책 4.07 4.00 4.13

식물공장 시공업체 문 업체 육성으로 시공비 감 3.86 3.83 3.88

식품의 안 성 효능 표시 제도

소비자 인식 환 홍보 4.11 3.67 4.44

식품의 안 성 검증에 의한 GAP인증

(제품의 랜드 화)
4.04 3.92 4.13

기능성 효능 표시제도 도입 4.04 4.00 4.06

정책 제도 종합 평균 결과 3.96 3.76 4.11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식물공장 문가 설문조사(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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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식물공장의 시장 망  발 방향 

제1  식물공장의 시장 망

1. 시장규모   망

1.1. 시장규모 추 법

◦ 식물공장의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해서 추정방법을 정의하여 보았음.시

설(비닐온실/유리온실/경질 온실)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목 에서 완

인공 형(LED,형 등)만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이 있고,인공

(LED,형 등)과 자연 을 이용하는 병용형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있음.

◦ 여기서 시장규모 추정은 자연 +인공 (LED)를 이용하는 것으로 완 인공

형 보다는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 많고,일반 시설에서 재배하는 품목보

다는 은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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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식물공장 추정 범

◦ 식물공장의 시장규모는 국내시장과 국외시장으로 나 어 추정하 음.

-먼  국내시장 분석방법은 6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 음.① 우리나라 

시설작물 체 재배면 과 생산량을 구하고,② 그 에서 유리온실  

경질  온실에서 재배 가능한 품목을 선택하고,다시 이것을 완 인공

형에서 재배가능한 품목,병용형에서 재배가능한 품목으로 구분하 음.

병용형은 완 인공 형에서 재배 가능한 작목을 포함하게 됨.③ 완 인

공  는 병용형에서 생산가능한 품목을 선택하고,소비자 조사를 통해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느 정도 소비할 것인지를 조사 분석하

음.④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량을 추정하고,식물공장의 

단 면 당 생산량을 분석하여 필요한 식물공장면 을 추정하 음.⑤

추정된 식물공장면 을 병용형 기술로 개발한 식물공장으로 체하려면 

어느 규모가 필요한지를 추정하 음.⑥ 마지막으로 필요한 시설 규모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 을 시장규모로 하 음.

◦ 다음은 해외시장규모임.해외시장 규모는 식물공장을 수출하는 것과 식물

공장 수출과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필요한 식물공장 

규모를 추정하 음.이를 추정하기는 어렵고 병용형 식물공장의 해외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식물공장 시설설치 련 업체의 랜트 수출목표를 구하

여 체하는 방안이 있음. 동지역,러시아 등이 해당하는 국가가 될 수 있

음.다음으로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특성상 이동기간이 길면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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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가까운 일본

에 수출하는 경우만 고려하 음.일본의 경우는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

물을 수출하는 것과 식물공장 랜트를 수출하는 것을 가정하여 해외 시장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

◦ 향후 10년 이후의 시장규모 추정은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한 소

비자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기술변화에 따른 생산비용의 

감으로 소비자의 구입가격이 낮아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 음.

식물공장에서 재 재배 가능한 것만을 분석한 것으로 향후 식물공장에서 

기능성 물질을 생산하거나 에 지 체 작물생산 생명산업(BT)과 연계되어 

새로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제외하 음.

그림 6-2.시장규모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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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 시장규모  망 

1.2.1.시설작물 황 

◦ 채소류를 생산하기 한 시설면 은 2001년 4만 6,546ha에서 2011년에는 4

만 9,537ha로 연평균 0.62%증가하 음.이 에서 비닐하우스 면 은 연평

균 0.61%증가하여 2011년에는 4만 9,175ha임.반면 유리온실  경질  온

실은 2001년 260ha에서 2011년에는 362ha로 연평균 3.37%로 속히 증가

하 음.

◦ 더욱이 최근에는 동부한농 등에서 규모 온실을 설치하 으며,정부사업

으로 규모 간척지에 유리온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어 유리온실면 은 

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망함.

표 6-1.시설형태별 면

구 분 시설면
(ha)

시설형태별 면 (ha)

비닐온실 유리온실
경질 온실

2001 46,546 46,286 260

2002 47,869 47,603 266

2003 47,811 47,542 269

2004 46,354 46,094 260

2005 46,788 46,527 261

2006 48,680 48,371 309

2007 49,828 49,499 329

2008 50,297 49,990 307

2009 50,024 49,605 419

2010 48,835 48,465 370

2011 49,537 49,175 362

연평균 증가율(%) 0.62 0.61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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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국내 시장규모 망 

◦ 시설재배 품목 에서 인공 ,병용형(인공 +자연 )에서 재배 가능한 품

목은 근채류는 없는 것으로 했음.엽채류 에서는 상추,시 치,쑥갓이고,

과채류 에서는 인공 으로 재 재배 가능한 품목은 없는 것으로 하 고,

병용형에서는 토마토와 딸기가 재배 가능한 것으로 하 음.양채류 에서

는 인공 으로 결구상추,셀러리, 채, 세리, 일,신선 가 재배 가능한 

것으로 하 으며,병용형의 경우 여기에 피망,꽃양배추,녹색꽃 양배추를 

추가하 음.

◦ 인공 과 병용형에서 생산 가능량은 소비자 수요조사 결과를 이용하 음.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요는 향후 5년간 46.5%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음.따라서 인공 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5년 후에 9,049톤,병용형에

서는 이보다 많은 3만 5,066톤을 소비하는 것으로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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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채소류 부류별 식물공장 재배가능성 생산가능량

구 분 품목명
면
(ha)

재 생산량
(톤)

식물공장 농산물
소비 상량 (톤)

인공 병용형

근채류
무 1,490 64,477 - -

당근(평년) 126 3,726 - -

엽채류

배추 4,783 218,593 - -

상추 3,887 99,737 4,638 4,638

시 치 2,954 58,807 2,735 2,735

양배추(평년) 167 8,751 - -

쑥갓 428 8,931 415 415

과채류

수박 12,995 529,035 - -

참외 5,719 177,220 - -

오이 3,478 262,500 - -

호박 2,990 145,032 - -

토마토 5,850 368,224 - 17,122

딸기 5,681 169,243 - 7,870

가지 283 15,914 - -

풋고추 4,814 185,147 - -

조미채소 2,870 67,034 - -

양채류

결구상추 511 19,823 922 922

셀러리 30 964 45 45

피망 482 21,001 - 977

채 92 2,729 127 127

세리 44 959 45 45

꽃양배추 19 592 - 28

녹색꽃양배추 23 443 - 21

일 33 760 35 35

신선 55 1,889 88 88

계 59,804 2,431,531 9,049 35,066

◦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해 ㈜그린 러스의 기 자료  계수를 이용하

음.상추의 경우 (주)그린 러스 시설규모 500평에서 6단규모의 시스템으로 

1년간 생산량이 1,027,840포기이며 포기당 무게는 100g이므로 연간 약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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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정도 생산한다.이는 단 면  300평당 62톤 정도 생산하 음.그러나 

비닐온실에서 상추 단 면 당 2.7톤 생산하는 것으로 23배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음.

◦ (주)그린 러스 시설의 시스템을 8단으로 할 경우 1작기당 8배 많이 생산되

고 여기에 생산주기가 40-50일 정도이므로 주년 생산하기 때문에 약 2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이를 기 로 품목별 완 인공  필요면 과 

(주)그린 러스와 같은 병용형 식물공장 면 을 추정하 음.추정에 이용된 

생산계수는 작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20으로 가정함.그 결과 완 인공

은 18.7ha가 필요하고 병용형은 46.7ha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표 6-3.채소류 부류별 필요생산량에 따른 식물공장 면 추정

구 분 품목명
비닐온실

단수(kg/300평)

필요 생산량(톤)
재배면 추정

(ha)

인공 병용형 인공 병용형

엽채류

상추 2,566 4,638 4,638 9.0 9.0

시 치 1,991 2,735 2,735 6.9 6.9

쑥갓 2,087 415 415 1.0 1.0

과채류
토마토 6,294 - 17,122 13.6

딸기 2,979 - 7,870 13.2

양채류

결구상추 3,879 922 922 1.2 1.2

셀러리 3,213 45 45 0.1 0.1

피망 4,357 - 977 1.1

채 2,966 127 127 0.2 0.2

세리 2,180 45 45 0.1 0.1

꽃양배추 3,116 - 28 0.0

녹색꽃양배추 1,926 - 21 0.1

일 2,303 35 35 0.1 0.1

신선 3,435 88 88 0.1 0.1

계 9,049 35,066 18.7 46.7

주:재배면  추정:(필요생산량/단수)/생산계수 용하 음,상추계산식=(((4,638*1000)/2,56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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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면 을 완 인공 형과 병용형으로 구분하여 추정하 으며,완 인공

형은 LED와 형 등이 포함되었음.소비자 의향을 물은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5년 정도인 2019년에 식물공장 면 이 49ha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

는데,이때 병용형(그린 러스)의 면 은 45ha,인공 면 은 4ha로 추정

하 음.10년 후인 2023년에는 식물공장 면 을 85.1ha로 망하 고 그 이

후는 증 되는 것으로 가정하 음.

표 6-4.식물공장 형태별 재배면 망( )
단 :ha

구분 2013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

병용형 8.0 10.0 13.0 17.0 22.0 30.0 45.0 56.0 63.0 67.0 70.1 73.2

인공 0.8 1.0 1.3 1.7 2.2 2.7 4.0 6.0 9.0 12.0 15.0 18.0

계 8.8 11.0 14.3 18.7 24.2 32.7 49.0 62.0 72.0 79.0 85.1 91.2

◦ 이와 같이 식물공장 재배면 을 추정하고 이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장규

모를 추정하 음.식물공장 시설이 창기이기 때문에 규모별,시공형태별 

비용을 구하기 어려움.따라서 재 우리나라에서 운 되고 있는 3개 업체

의 결과를 이용하 음.

◦ 완 인공 이면서 LED를 이용하는 업체는 200평 규모에서 시설비가 4억 

5,300만 원이고,형 등을 이용하고 있는 200평 규모의 업체는 시설비를 8

억 1,000만 원으로 가정하 음.시공에서 조명을 어떤 것을 사용하 는가에 

따라 시공비의 차이가 많음.특히 LED와 형 등에 따라 차이가 심함.하지

만 실제 시공한 것을 기 로 하 음.(주)그린 러스의 경우 500평 규모에 

일부 LED를 사용하는 것으로 500평 규모에 22억 원이 소요되었음.이를 기

로 시장규모를 보면 완 인공 형 LED시장규모는 2019년 272억 원에서 

2023년에는 1,019억 원으로 형 등은 같은 기간에 486억 원에서 1,823억으

로 망하 음.(주)그린 러스 기술로 시공된 시장규모는 2019년 5,940억 

원에서 2023년에는 9,260억 원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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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추정치는 매년  개념으로 LED  형 등  식물공장은 계속 증가

하여 기년도에 14억 원에서 2023년 순 시장규모는 204억 수 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는 완 인공 의 경우 기술개발로 새로운 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하 음.새로운 산물은 기능성 농산물 는 BT와 연계된 새로운 시장

이 연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반면 병용형의 경우 기에는 264억 

원 정도에서 1,980억 원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23년에는 416억 원 수

으로 낮아질 것으로 망되며 2024년 이후는 순 증가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망됨.처음에는 시장의 기단계로서 시범사업 등에 의해 시장규모가 증가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새로운 수요가 정체 는 체감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6-5.식물공장 형태별 시장규모 망( )
단 :억 원

　구 분 2013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완
인공

LED 54 88 149 183 272 408 612 815 1,019 1,223

형 등 97 158 267 328 486 729 1,094 1,458 1,823 2,188

병용형 1,056 1,716 2,904 3,960 5,940 7,392 8,316 8,844 9,260 9,676

순증가

LED 　14 20 34 34 88 136 204 204 204 204

형 등 　24 36 61 61 158 243 365 365 365 365

병용형 264 396 660 1,056 1,980 1,452 924 528 416 416

주:2013년 시장규모는 2014년과 동일하게 추정하 음.

◦ 식물공장 형태별 재배면   시장규모를 보면 처음 시장규모는 은 도입

단계임.병용형의 경우 정부정책 는 시범사업 등으로 재배면 이 완만하

게 증가하는 구간임.그리고 2단계는 식물공장의 성장기로서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한 수요가 증가하여 증하는 단계이고 3단계는 기존 

식물공장 생산물의 소비가 체화된 단계로 볼 수 있음.

◦ 반면 완 인공 의 경우 병용형과 마찬가지로 1단계는 기 단계이고 이후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완 인공 은 새로운 수요,즉 기능성  BT와 

연계된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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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식물공장 형태별 재배면 시장규모 망

<식물공장 형태별 재배면  망( )> <식물공장 형태별 시장규모 망( )>

1.3. 해외 시장규모  망 

1.3.1.일본의 식물공장 규모  망

◦ 세계 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으며,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 등,식품 련 산업의 리스

크 증가 등으로 식물공장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음.

◦ 일본은 네덜란드에 비해 식물공장 운  수 이 이나,시장규모가 향후 

2-5배 증가할 것으로 상되는 등 지속 으로 식물공장이 확 될 망임.

◦ 일본의 태양 ·인공 병용형  완 인공 형 식물공장 시장은 앞으로도 

터스류를 심으로 한 엽채류가 안정 인 추이를 보일 것으로 상됨.이

외에 토마토나 딸기 등의 과채류를 시작으로 재배품종의 확 가 추진될 것

으로 망됨.2015년도 이후에는 희소가치 식물이나 기능성 채소,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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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이나 의료용 채소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의 실용화가 더욱 진행되

어 시장 확  속도는 가속화될 망임.

◦ 일본의 식물공장 시장규모는 2013년 2,700억 원에서 매년 15%정도 증가하

여 2023년에는 1조 1,481억 원이 될 것으로 망됨.이  병용형(태양 +

인공 )은 연평균 20%증가할 것으로 보이며,태양  식물공장은 병용형보

다 증가율이 은 연평균 12%증가하는 것으로 망됨.본 기술과 련된 

식물공장 형태는 병용형으로서 일본의 병용형 시장규모는 2013년에 942억 

원에서 2023년에는 5,957억 원으로 추정된다.순수 당해년도 시장규모는 

2014년는 196억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237억 원,2020년에는 

576억 원 그리고 2023년  2024년에는 동일한 수 인 997억 원으로 추정됨.

표 6-6.일본의 식물공장 시장규모 망
단 :억 원

구 분 2013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병용형

(태양+인공 )
942 1,375 1,984 2,383 2,862 3,438 4,129 4,960 5,957 5,957

태양 1,758 2,177 2,748 3,087 3,468 3,896 4,377 4,917 5,524 5,524

계 2,700 3,552 4,732 5,470 6,330 7,334 8,506 9,87711,48111,481

순
증가

병용형 89 237 332 399 479 576 691 830 997 997

태양 - 221 302 339 381 428 481 540 607 607

주:서울외국환 개 평가직 일로부터 1년평균환율 1엔=11.96원 용

자료:일본 시장규모 추정치(2009-2020년)에 연구자가 시장 증가율을 반 하여 2023년까지 

재추정

1.3.2.기타(러시아  유럽 등)의 시장규모  망 

◦ 식물공장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유럽은 주로 태양  병용형 식물공장을 설

치하여 엽채류,과채류,화훼류 등을 재배하고 있음.기존의 유리온실에 병

용형 식물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고려했음.미국

의 경우는 병용형 식물공장보다는 빌딩형 식물공장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본 

시장추정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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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네덜란드,벨기에,오스트리아에서 자동 식물공장을 개발 보 하고 

있음.이 시설들은 태양 과 고압나트륨램 를 병행하고 있으며,주간 이동

을 해서 타워식 입체상하 이동형으로 설계된 이 특징임.주로 형 유

리온실에 태양 과 인공 을 병행하는 식물공장에 을 맞추고 있음.

◦ 유럽에서 식물공장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2010년 기  원 작

물 온실면 이 9,760ha임.여기에는 화훼류 51%,채소류 44%,육묘  과수 

5%를 차지하고 있고 노지원 는 13만 9,057ha를 차지하고 있음.2003년 

10,090ha에서 2010년에는 9,760ha로 정체 는 감소하 음.

◦ 유럽 주요국의 유리온실 면 은 2003년 120,920ha에서 2010년에는 

131,430ha로 연평균 1.2%증가하고 있어 증가율이 정체 는 완만하게 증

가하고 있음.

표 6-7.유럽의 유리온실면 추정

단 :ha

Nation/Year 2003 2005 2007 2010 연평균증가율

Belgium 2,080 2,100 2,070 2,000 -0.6

Germany 3,450 3,370 3,440 3,040 -1.8

Greece 4,500 4,610 5,320 4,240 -0.8

Spain 47,260 48,510 47,780 43,600 -1.1

France 9,260 9,620 9,790 9,860 0.9

Italy 23,510 27,440 26,240 38,380 7.3

Hungary 1,690 1,910 1,760 1,960 2.1

Netherlands 10,090 10,070 9,900 9,760 -0.5

Poland 7,740 6,850 7,570 6,620 -2.2

Portugal 2,060 2,310 2,220 2,360 2.0

Romania 2,690 2,790 3,250 3,010 1.6

UnitedKingdom 1,790 1,660 1,830 1,570 -1.9

Others 4,800 5,730 4,640 5,030 -

Total 120,920 126,970 125,830 131,430 1.2%

자료:Eurostat



139

◦ 유럽의 병용형 식물공장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해서 네덜란드의 병용형 

시장규모는 2008년 약 4,700ha로 유리온실 비 약 47%정도로 2012년에

도 비슷한 수 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망하 음.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의 유리온실 비 병용형 비율은 5~10%로 추정되어 유럽 체의 병용형 비

율을 약 7%로 결정하 음.

◦ 유럽은 아시아지역과 달리 이미 1975년부터 네덜란드를 심으로 태양  

병용형 온실이 보 ,활성화되었고 앞으로 유리온실과 같이 증가 추세가 정

체 는 완만히 증가하고,신규면 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병용형 식물공장

의 증가율을 연평균 3%로 2004년 이후는 순증가율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 음.

표 6-8.유럽의 유리온실면 병용형 식물공장면 추정
단 :ha

구 분 2013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면

유리온실 143,617152,363161,642166,492171,486176,631181,930187,388193,009198,635

병용형
(태양+인공 )

10,053 10,665 11,315 11,654 12,004 12,364 12,735 13,117 13,511 13,905

병용형 순 가 292.8 310.6 329.6 339.4 349.6 360.1 370.9 382.1 393.5 393.5

◦ 유럽에서 병용형 식물공장의 온실 설치 비용은 1ha당 59억 5천만 원(평당 

198만 원)으로 추정하 음.2013년에 유럽 시장규모는 1조 7천만 원에서 

2020년에는 2조 원,2023년  2024년에는 동일한 수 인 2조 3천억 원으

로 망됨.

표 6-9.유럽의 병용형 식물공장 시장규모 추정
단 :억 원

년도 2013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병용형 식물공장

(순증가)
17,422 18,481 19,611 20,194 20,801 21,426 22,069 22,735 23,413 23,413

주:서울외국환 개 평가직 일로부터 1년평균환율 1달러=1,102.39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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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체 시장규모 망

◦ 식물공장 시장규모를 종합해보면,2013년에 1조 8천억 원에서 2015년에 1조 

9천억 원,2020년에는 2조 3천억 원,2023년에는 2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됨.

◦ 시장규모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상승폭이 크지만 2019년부터는 완만

하게 성장할 것으로 망됨.

◦ 한 2024이후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엽채류  과채류 수요는 어느 정도 

체화되고 소비가 정체하는 것으로 보이며,향후 지속 으로 식물공장이 성

장하기 해서는 새로운 기능성 작물 등 미래 소비 가능 품목을 개발해야 

시장규모가 확 될 것으로 망 

표 6-10.국내외 식물공장 시장규모 망(종합)
단 :억 원

구분 2013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내 264 396 660 1,056 1,980 1,452 924 528 416 416

해외

일본 89 237 332 399 479 576 691 830 997 997

유럽 17,422 18,481 19,611 20,194 20,801 21,426 22,069 22,735 23,413 23,413

계 17,511 18,718 19,943 20,593 21,280 22,002 22,760 23,565 24,410 24,410

체 17,775 19,114 20,603 21,649 23,260 23,454 23,684 24,093 24,826 24,826

제2  식물공장 재배작목 확  가능성

◦ 일본의 경우 완 인공 형 식물공장은 기존 엽채류 생산의 비용화 목표

가 최  요 과제이며,안정 가격,안심·안  품질,안정 공 을 발  목표

로 설정하여 시장을 확 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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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폐된 클린룸에서 완  제어”라고 하는 최  특징을 살리고,향

후 일본에서 기후 으로 재배하기 어려운 희소작물의 생산이나 기능성 

채소의 생산,건강식품이나 특정 보건용 식품의 원료,바이오 의약품용 

원료가 되는 약용식물의 생산 등의 방향으로 생산 확 를 계획

◦ 태양 ·인공 병용형  태양 이용형 식물공장의 방향은 기존 시설원 의 

고도화 추진으로 재배작물의 계획생산이 가능해지고,유기 인공토양이나 

고분자젤 등 새로운 배지를 이용한 신작물 생산의 확 에 이 맞추어져 

있음.

표 6-11.일본사례:완 인공 형 식물공장

∙제 1단계 → 기존의 엽채류를 심으로 한 제품군의 시장 확

∙제 2단계 → 희소가치작물,과채류의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 부상

∙제 3단계 → 바이오 의약품약용식물,기능성 채소,특보·건강식품용 채소 등

부가가치 제품 시장이 형성

∙공장 규모 → 지산지소형 소규모형의 식물공장과 일일 수만주 규모( 터스 기 )

의 규모형 식물공장의 양극화 진

∙제품 가격 → 고가 제품과 비용을 철 히 추구한 통상제품의 양극화 진

표 6-12.일본 사례:태양 ·인공 병용형 태양 이용형 식물공장

∙기존의 엽채류를 심으로 시장은 앞으로도 비교 순조롭게 확

∙토마토나 딸기에 해 식물공장 생산품의 시장은 확

∙향후 리카,아스 라가스 등 식물공장 채소의 품종 확 가 속히 진

∙공장의 규모는 수 ha규모 이상,10ha이상의 규모 공장도 건설

◦ 소비자 조사 결과,소비자들이 원하는 식물공장 농산물로는 채소류(32.5%)

가 가장 높았으며,곡물류와 약용식물이 순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에 한 

향후 시장 확 가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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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소비자들이 희망하는 식물공장 농산물 부류
단 :%

곡물류 채소류 과채류 과실류, 버섯류
약용
식물

산채류 기타 계

13.0 32.5 6.0 10.0 10.0 13.0 10.0 5.5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2011)

제3  식물공장의 발 방향

1. 일본사  시사

◦ 표 선진국인 일본의 식물공장 확  방향은 크게 비용화와 고부가가치

화로 구체  방안은 <표 6-14>와 같음.

◦ 일본 식물공장의 큰 문제는 완 인공 형과 태양 ·인공 병용형에서는 

터스류,태양 이용형은 주로 토마토가 재배되는 등 실용화된 품종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임.

-따라서 향후 식물공장의 시장 확 를 해서는 과채류나 희소작물,의약

품 원료 등의 재배가 확 되어야 함.

◦ 향후 식물공장 건설 시 확고한 비즈니스 랜에 기 한 최 의 공장규모나 

형태를 선택하고,동시에 최 의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요함.

- 를 들어 완 인공 형 식물공장에서 지산지소형의 경우 일일 1,000주 

이하(터스류)규모의 공장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으며,의약품 원료

가 될 수 있는 유 자 조작용 채소를 생산하는 식물공장(고부가가치 제

품)은 의약품 시설연  기술,유 자 확산 방지 기술,재배환경 구축기

술,건축 환경 구축기술,통합제어 리기술 등 많은 노하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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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인공 병용형  태양 이용형 식물공장은 지역 선택의 필요가 있

는데,일조시간이 많은 일본은 태양 이용형의 경우 여름철의 더  책이 

큰 문제임.

-해결책으로써 북해도 등의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한 인구가 고 물류면에서 효율이 나쁘므로 특정 지역에서 산업 클러

스터를 형성하고 배송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완 인공 형은 일본의 독자 인 것으로 기후에 좌우되지 않으므로 일본에

서 재배하기 힘든 희소작물의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유 자조작 기술,바이

오 기술의 활용,의약품의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 등을 취 하는 등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식물공장은 형태를 불문하고 체 으로 소규모이므로 규모화를 통해 고

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요함.

◦ 재 일본 식물공장의 신규 참여는 부분 농업 경험이 없는 비 문가가 많

기 때문에 재배기술이나 노하우 등 정보의 공유화는 신규 참여자뿐만 아니

라 기존 공장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식물공장의 확 는 제조비용 감을 통해 실 될 수 있는데,이는 수량성 

 수익성 향상과 인건비 삭감으로 달성할 수 있음.

-수량성  수익성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재배설비의 자동화 등을 통해 향

상될 수 있으며,인건비 삭감은 식물공장의 규모화를 기 로 한 컴퓨터

에 의한 노무 리 시스템 도입,패키징의 개선,여름철의 작업 능률 향상

을 통해 실 할 수 있음.

◦ 식물공장의 생에 지화  자동화 추진이 필요하며,네덜란드 식물공장의 

토마토 랜드인 TastyTorn과 Greenco등과 같이 랜드 략이 필요함.



144

◦ 식물공장은 연간 얼마나 안정된 가격으로 안정된 양을 출하하는가가 경

의 근간이므로 가격과 수주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며,농업+공학+기업 경

 지식을 지닌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표 6-14.일본의 식물공장 확 방안

식물공장 시장 확 의 주요 포인트

∙품종 다양화:과채류나 희소작물,의약품 원료 등의 재배

∙비즈니스 랜에 기 한 공장건설과 품종의 선택,마 략
∙공장 건설 입지 조건의 검토
∙완 인공 형의 향후의 방향성 설정
∙ 규모화의 검토

∙재배기술,노하우,정보 공유화 추진
∙정확한 시장 측에 기 한 계획 생산
∙제조비용의 감:수익향상의 포인트는 수량의 증가와 인건비 비용의 소멸
∙신재생에 지화의 추진
∙자동화의 추진

∙제품의 랜드화 추진
∙가격과 수주의 안 화
∙인재의 확보

◦ 식물공장은 유통기업과의 시장 상황에 한 정보공유,재배 컨설 ,환경제

어 컴퓨터 활용에 의해 시장 측  생산정비를 철 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시장 측에 기 한 계획 생산이 필요함.

2. 국내 식 공장 향

◦ 식물공장 육성은 해당 시장 발달과 함께 련 후방 산업 발달에도 정

인 효과를 발생하는데,식물공장 분야 시장이 확 되면 신규 공장설비 건설

시장이 확 됨은 물론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시장(공장 운  사업 시장)

이 확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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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식물공장의 후방 산업

고효율에 지 소재산업
LED인공조명,태양 지,태양열,자연채 ,지열,풍력,

2차 지

환경/공정 제어 산업
지능형 로 응용 산업,실내환경감지, 력에 지 리 시스템,
RFID/USN을 활용

식품 바이어 산업
양성분,기능성 성분이 강화된 고기능 특용작물,안 성
특수 목 의 항생제,바이오매스,바이오에 지 산업

◦ 식물공장은 향후 국내 기후 변화에 한 극  방안의 하나이며,나아가 

로벌 공장 설비수출이 가능한 신 성장 동력임.우리나라 식물공장을 통해 

IT강국으로서 농업 기술 역량을 한 단계 업그 이드할 수 있으며 시설농업 

분야에서 선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음.

-해외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을 재배할 농지 확보가 어려운 국가가 많

아 이러한 국가에 식물공장 설비 자체를 수출할 수도 있음.

◦ 식물공장 보  정책

-식물공장의 단계  보  계획 수립으로 연  신선 농산물의 안정  공

체계 구축

-(1단계)기획단계 → (2단계)실증단계 → (3단계)보 단계

그림 6-4.식물공장 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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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계:식물공장 문가 의체 구성

∙ 학,연구소,산업체 등 식물공장 련 문가로 구성된 ｢식물공장 

문가 그룹｣ 의체 구성 필요

∙식물공장 사업화 방안 사  검토,거 형 식물공장 구축 신청 내역 검

토,평가  상 선정,국내외 식물공장 정책 분석  사업 보완,식물

공장 지원사업 성과 평가,식물공장 추진 포럼 등 정기  활동

-실증단계:지역 거 형 식물공장 구축

∙거 형 식물공장 구축 방안:농·공·상·학·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연구

개발 거  식물공장,실용화 실증 거  식물공장 등으로 구분하여 구축

∙거 형 식물공장 구축,운  등 련 추진 계획서를 수하고 ｢식물공

장 문가 그룹｣ 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평가 후 추진  지원 타당성 

검토

∙환경제어  설비 시스템,작물별 재배기술 등 식물공장 표 화 모델 

정립

∙식물공장 련 설비·시스템 등 하드웨어 기술은 발달하 으나 고부가

가치 경제  작물 도입,육종 등 지속  연구 필요

∙차세  인공 원,양액재배 신기술,복합환경제어 시스템,고부가가치 

작목 등 개발 연구를 한 실증, 시,교육 기능을 갖춘 지역 거 형 

식물공장 구축

-보 단계:수익 창출형 식물공장 보

∙식물공장 비교 우  생산품목 재배,생산물 매시장 확보를 한 로 

개척 등으로 최 한 수익 창출 가능한 식물공장 필요

∙거 형 식물공장을 통해 부가가치 향상  매시장 확보,경제성 분석 

 연구결과 용성 등 평가 후 량 생산용 식물공장 보

◦ 식물공장 련 국내 상황을 반 한 보  사업 추진

-기존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 고도 환경제어  자동화 시스템을 

용한 ｢자연  식물공장｣과 ｢인공  식물공장｣형태를 동시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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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공장 기 설치가 증가하 으나 운 하고 있는 농가나 법인이 어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보  확  

-식물공장 설치 가능 업체는 다수 있으나 시공기회 부족으로 기술  경

험이 미흡하고 설치비용이 과다하므로 식물공장 문 시공 업체 육성

◦ 첨단기술 융합분야인 식물공장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재는 경제성

이 없어보일지 모르나 도입에 따른 후방산업 성장,농업고도화 등 비시장

인 편익까지 고려하여 정부의 장기  지원이 요구됨.많은 선진국들은 식

물공장 분야를 미래의 신 시장 선 을 한 장기 인 공공투자의 의미로 지

원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식물공장 사업을 극 추진하여 지자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발 시킬 필요가 있음.지방자치단체는 도심지역을 심

으로 안정 이며,친환경 인 식자재 공 을 목 으로 식물공장 사업을 추

진하며,  시장에서의 트 드를 주시하여 유기생산물에 한 소비자 가치

평가가 증가할 경우 일반식자재 분야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음.

- 한 특용작물,약재 등의 고부가가치화 분야에 진출하여 식물공장의 채

산성을 높이며 지역 내에 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여 식물

공장 수출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음.

◦ 국내 련 연구기   민간의 역량을 집 하여 식물공장의 단 인 기 설

비투자비를 낮추기 해 노력해야 함.육종  재배 기술은 농업연구기 ,

환경제어기능은 기연구기 ,설비·장치 기술은 기계연구기  등이 력

구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연구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한 시장 수요 악  민간의 경  마  기술을 사업 기부터 도입

하여 식물공장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해 노력해야 함.

◦ 재의 식물공장 시설비와 운 비를 감안하면 식물공장 생산물은 노지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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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가격경쟁이 없음.식물공장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단가가 획기 으로 낮아져서 노지재배 농산물과 경쟁이 되기 까지는 고

부가가치 식물재배 주로 운 해보는 것이 좋은 안이 될 수 있음.

-우리 실정에 맞는 고부가가치 우량종묘를 단기간에 식물공장에서 생산

하여 기존 농업시설인 시설하우스나 노지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공 하

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식물공장을 기존 농업과 연계하면 서로 시 지 효과를 얻어 농산물공

이나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식물공장의 건축비나 기시설비의 과다지출은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채산

성을 맞추는데 어렵게 하는 요인임.식물공장 내 시설물도 활용도와 감가

상각비 등을 염두에 두고 설치해야 한다.식물공장 시설물의 규격화가 이

루어져 련 기기들이 량 생산된다면 기비용을 일 수 있을 것으로 

망됨.

3. 식 공장  장  향

3.1. 개 에   향

◦ 식물공장 발 을 해서 기술개발은 단기, 기,장기로 구분할 수 있음.단

기  기술개발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인공  식물공장을 상으로 하고,

기 으로는 수직농장,장기 으로는 우주농업에 한 기술개발이 필요함.

◦ 단기 으로는 식물공장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재배작목의 확 가 필요함.채

소류의 경우 엽채류인 상추 등은 부분 식물공장에서의 용이 가능하지

만 아직 과채류인 토마토 등 열매채소는 아직 어려운 실정임.화훼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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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분화류는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화분의 규격화에 의해 가능하고, 화

류는 자연  +인공  병용형 식물공장에서 재배가 가능함.허 작물의 경

우 분 는 배지에서 생육 가능한 것으로 허 작물을 향료나 약재 작물로 

확  가능하고,육묘의 경우 다양한 작물의 어린 묘를 공정 생산하여 보

확 할 필요가 있음.

◦ 기 으로는 의약품 소재 생산과 다양한 육종 종자개발용으로 보  확

되어야 하며,IT-BT를 결합한 융복합화 기술을 이용한 작물생산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함.GM작물 재배의 환경최 화로 량생산과 식물공장 내에서 

미세조류를 배양 재배하여 바이오디젤 연료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이 개

발되어야 함.

- 한 식물공장 개발방향은 도심빌딩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수직농장임.

수직농장은 친환경 녹색도시 개념과 함께 물류비용의 최소화,이산화탄

소 배출 제로 달성,에 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작물 생산 시스템으로 발

되어야 함.

◦ 장기 으로는 우주농업에 합한 작물 선발  품종 육성,무 력 상태에서 

효율 인 생산방식,생산시스템,생태계 유지 시스템 등 우주 환경에서 식

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함.우주농업 용 수경재배,우주농업을 한 압,

미소 력 하에서 환경을 조 하여 작물을 생산해야 함.

-더 나아가서는 유 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의약 소재  산업 효소 

등 특정물질의 발  는 향상,GM작물을 폐형 식물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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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식물공장의 재와 미래

◦ 기술개발 방향은 우주농업이라고 할 수 있음.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주선을 발사하 고,우주개발  우주 기지 로젝트를 구상하

고 있음.우주에서 인간이 장기간 활동하기 해서는 지속 인 식품공 이 

필요함.이를 해 NASA등 우주개발 기 에서는 우주 농업에 한 연구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이와 별개로 우주환경에서 식물생산과 생명공학 연구

도 진행 임.국내에서 우주 농업에 한 장기 인 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3.2. 사업   타여건에   향 

◦ 식물공장의 사업화에서 련 기술개발을 제로 한 식물공장의 사업화 성

공 여부는 역시 경제성 확보에 달려 있음.경제성 확보는 각종 시설투자  

운용비용과 수익원 개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근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 설비투자를 감하고 운 비용도 여야 함.그러나 실 으로 볼 

때 고도의 기술이 용 될수록 설비 투자비는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

음.따라서 비용 감의 핵심은 운 비용 감,즉 식물공장 설비 가동에 

필요한 기 사용량과 물 등 각종 자원 사용량을 일 수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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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야채류 는 의약용 식물과 같은 특수 작물 등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발굴과 식물공장에 합한 종자 개발 등을 통해 수익성 높은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사업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임.

◦ 식물공장이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각 받기 해서는 련 기술에 한 많

은 연구가 추가되어야 함.다양한 수종과 다양한 원을 이용한 각종 작물

의 재배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함.환경 제어 기술 개발에 필수 인 각종 

작물의 생육 자료 축 에만 몇 년이 소요됨.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단기

간에 식물공장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망됨.  기술 개발과는 

별개로 기업들이 농업에 진출하는 것에 해 부정 인 시각도 있을 수 있

음.기존의 농민들과의 립이 있을 수 있어 사회 으로 이슈화 될 소지가 

있음.

◦ 식물공장은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과학 으로 리하여 비료나 농약을 

투입하는 정 농업(precisionagriculture)의 성격을 가지므로,일반 농산물에 

비해 안 성을 확보할 수 있음. 한 노지에서 재배가 어려운 기능성 농작

물을 재배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 할 수 있고,식량작물의 연  재

배를 통해 생산성을 비약 으로 높임으로써 식량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에서 식물공장 방식은 미래 농업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 히 사업화 가능성,즉 경제성에 

한 논란이 여 한 것이 사실임.그 이유는 아마도 기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시장여건이 충분하게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단됨. 한 기

술의 수 도 아진 충분하지 않다고 단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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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식물공장 표  경  모델 시안(2012.개발계획)

◦ 식물공장 경 체의 효율 이고,효과 인 경 을 해 표 화된 경 모델

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식물공장 경 분석 로그램:Excel2010MicrosoftVisualBasic

◦ 표 경 모델은 식물공장의 시설, 리,생산, 매 리 등을 일 으로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농산물 조수입  식물공장 운 에 따른 간 효과 등 

경제성을 동시에 계측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식물공장 경 분석 로그램의 구성:크게 경 분석과 설립으로 되어 있으

며 경 분석의 경우 재 식물공장의 경  실태를 악하기 한 입력  

산출 결과를 나타내주는 폼들로 구성 됨.

- 기 설치비용  생산비,수익을 이용하여 향후 식물공장의 경 을 

한 정부의 정책(보조 )  R&D등의 비용 감의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

로 구성.

-설립은 향후 식물공장의 설립하기 한 기  자료로 이용 될 수 있도록 

식물공장의 유형  원의 조건 등을 이용하여 식물공장을 설립했을 경

우 나타날 수 있는 비용  수익 등을 계산하여 보여주는 폼들로 구성

-경  분석 결과 부문은 경 체가 일목 요연하게 시각 으로 경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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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1.식물공장 경 분석 로그램 기화면

-경 분석:일반사항에 재 사용되고 있는 식물공장의 업체(농가),유

형,시설규모,재배작물,양액방법,환경제어방법, 리,난방방식 등

을 기재 하는 폼으로 구성

-식물공장의 유형:완 인공 형과 병용형으로 나 고,재배작물은 상

추,로메인,양상추,치커리,딸기,특용작물,인삼,버섯,잎당귀,양액

방식은 분무경,분무수경,수경,환경제어방식은 센서,제어기,인터페

이스+통신, 리는 LED와 형 등,난방방식의 경우 완 인공 형

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혼합형의 경우 난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방식에는 경우, 기,지열,태양열 등의 변수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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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2.식물공장 경 분석 로그램 일반사항

- 기설립 비용:식물공장 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입력하는 란으로 되어 

있으며,토지구입비,설계비,감리비  고정시설 설치비, 원비용,양액

시설비용,난방시설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입력 단 는 천 원으로 

구성되도록 사용자가 입력해야 함)

부도 1-3.식물공장 경 분석 로그램 기설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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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생산비는 생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농축산물 표 소득자료를 참

고하여 종묘비 양액비  각 비용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 으며,타 

시설과 다른 항목을 추가함(각 원에 이용되는 기 이용액  교체 비

용 등을 입력)

부도 1-4.식물공장 경 분석 로그램 생산비

-수익:수익은 기설립비용과 생산비를 이용해 비용을 계산하고 1일 수

확량과 단가,출하처를 이용하여 조수익을 계산하여 타 식물공장과 타 

시설과의 비교를 하기 한 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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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5.식물공장 경 분석 로그램 수익

-시나리오 분석:시나리오 분석은 정책변화  의사결정으로 식물공장의 

경  성과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주는 분석으로 재의 조

건을 기 로 하여 정부보조,융자,자부담,거래처,R&D,재배작물 등의 

변화로 나타남.

부도 1-6.식물공장 경 분석 로그램 시나리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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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황

와이즈
산

◦산업체 특징:산업용 정 계측기,센서 산업용 자동제어설비업체
◦기술개발 황:도시 지하공간에 식물공장용 시스템 개발을 경기도농
업기술원과 진행 (2010년부터),환경센서/무선통신모듈/양액 공 장
치/자동화시스템 개발,재배조건 수집 분석

◦사업 황:정 계측기사업에 주력,식물공장사업 일부 축소
◦식물공장 설치 황:25㎡ 지하 식물공장,15㎡ 컨테이 형

루스

◦산업체 특징:LED생산업체로 식물공장사업은 한국에서 운 하고
국에서 식물공장 설비를 제작하고 한국에서 조립

◦기술개발 황:식물공장 LED 원,시스템 모듈 개발,냉장고형 식
물공장,가정용 소규모 식물공장 등 개발

◦사업 황:모듈형 식물공장 개발로 아 트형 식물공장 모듈 보
◦식물공장 설치 황:컨테이 형 2개동 운

LGCNS

◦산업체 특징:LG그룹 산하의 IT솔루션업체
◦기술개발 황: 주생물소재연구소, 북LED 융합기술센터와 공동으
로 식물공장 운 기술을 용한 IT솔루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자동화시스템,센서,로 ,소 트웨어 등 개발

◦사업 황:식물공장 설계 구축 서비스 사업 추진
◦식물공장 설치 황:소규모 시험공장에서 자동화,IT기술 개발

인성테크

◦산업체 특징:셀 세차기,진공청소기,매트세척기,고압세척기 제조
◦기술개발 황:LED를 PFFL로 변경,설치비 감 식물공장 개발
◦사업 황:2004년 시작해 2009년 국내 최 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식물
공장시스템 사업과 농법인을 통해 작물재배 연계사업 추진

◦식물공장 설치 황:용인 죽 본사 165㎡,남사공장 165㎡
◦재배작물:상추,치커리, 일 등 엽채류 생산(식당운 ,백화 납품)

카스트
엔지니어링

◦산업체 특징:LED생산업체로 제어장치 개발에서 식물공장으로 확장
◦기술개발 황:가정용 소형 식물공장,딸기 토마토 재배기술 개발
◦사업 황:식물공장규모별 모듈화를 통하여 가정용 소형 식물공장,업
소용,농업용, 형 식물공장까지 설계 설치 추진,구미공장에서
상추와 어린잎 채소를 생산 인터넷, 형마트에서 매

◦식물공장 설치 황:경북 구미 132㎡

부록 245

▣ 국내 주요 식물공장 시스템 산업체 황

45농 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물공장 기술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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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황

오디텍

◦산업체 특징:LED 원 업체
◦기술개발 황:식물용 LED 원 개발, 환경 통합 환경 제어시

스템 개발,식물공장 단 부품 시스템 개발, 주생물소재연구소,
NBM과 공동 작물재배기술 개발

◦식물공장 설치 황: 주 165.3㎡

농심
엔지
니어링

◦산업체 특징:식품 문 랜트 엔지니어링 업체

◦기술개발 황:모델형 식물공장 개발
◦사업 황:2009년 안양 공장에 모델형 식물공장 설계 시공 완료
◦식물공장 설치 황:안양 공장의 기술개발실 내에 3단 2열의 다단식
식물공장 설치,LED 원 조 장치는 카스트엔지니어링 설치

다인
바이오

◦산업체 특징:명지 벤처기업으로 시작,생명공학 연구용 시약류 생산
◦기술개발 황:식물공장용 LED기술개발,경제성 확보 연구에 집
◦사업 황:식물생장 조 용 고휘도 LED시스템 사업

한국
시티팜

◦산업체 특징:식물공장,LED사업을 주요 아이템으로 추진
◦기술개발 황:가정용 수경 재배기,냉장고형,컨테이 형, 농용 식
물공장 설계,가정용 수경재배기와 냉장고형 식물공장 제품화

◦사업 황:가정용, 랜차이즈용,일반용 등으로 식물공장 구분,주로

LED를 이용한 가정용 보 형 수경재배기 보

동부

라이텍

◦산업체 특징:LED 원업체
◦기술개발 황:모듈화된 식물공장 시스템 교체가 용이한 식물용
LED조명 개발,식물 성장에 따른 원 거리 조 시스템 개발

◦사업 황:식물공장 시스템 개발 식물용 LED 원사업
◦식물공장 설치 황:본사 지하에 소규모 Pilotplant운

루

◦산업체 특징:환경조 장치 개발로 시작해서 식물공장으로 확

◦기술개발 황:서울 공동 컨테이 형 식물공장(5.9×2.4m,3단베드,
18,000럭스)개발,남극세종기지에 설치

◦사업 황:온도조 장치,무인방제시스템,식물공장 제어시스템

LG 자 ◦사업 황:지열히트펌 생산과 함께 식물공장 랜트 사업 진출 추진

애니테크

◦산업체 특징:LED 원 개발업체
◦기술개발 황:공장 내 198㎡ LED 식물공장 설치,상추,청경채 등
시험재배를 통해 LED 원 개발

◦사업 황:식물용 LED사업 추진

세기
교역상사

◦산업체 특징:농업 자동화설 비 액비혼입기, 수제어장치 등 사업
◦기술개발 황:다양한 종류의 자동화 기기들의 개발에 주력
◦사업 황:식물공장 자동화 설비 국산화를 심으로 사업 추진,유리

온실 종,정식,수확 등 자동화 설비,환경제어설비 등 생산

유양
디엔유

◦산업체 특징:LED,LCD등의 모듈 생산업체

◦기술개발 황:한양 공학기술연구소 공동 LED식물공장시스템 개발
추진 ,조명,습도,온도 등을 원격제어하는 유비쿼터스 LED 식물
공장 시스템 연구,태양 과 풍력을 결합한 하이 리드 컨트롤러 개발

◦사업 황:호주의 FodderSolution사에 식물재배용 LED 조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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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황

련제품 공 ,호주에서 개발한 신선조사료 수경재배 자동생산시스템용
LED 조명,온도,습도,CO2등 제어 시스템과 기 공 용 IT 융복

합 재생에 지 시설 개발 략 제휴 정 체결

갤럭시아
포토닉스

◦산업업체 특징:효성그룹 계열사로 LED칩,Epi-Wafer제조업체
◦기술개발 황:오디텍,럭스피아,엔비엠 등과 공동 연구개발

㈜맥스포

◦산업체 특징: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반 솔루션 제공
농업 생산자동화 사업 주

◦기술개발 황:공기,수질,산업안 등 환경 리,스마트 그리드,
식물재배 모니터링 솔루션 등 식물 생육진단 제어 센서 개발

◦사업 황:국내 환경사업 기반 기 력 사업,유럽,남미 진출 모색

솔트웨어㈜

◦산업체 특징:IT 솔루션 문기업,국산 핵심 미들웨어 솔루션 공
사업 시스템 통합 서비스 제공,국산 포탈 솔루션 공 1 업체

◦기술개발 황:식물공장 운 재배 시스템 등 식물공장 통합 솔

루션 개발,도시에 합한 식물재배시스템 개발 연구
◦사업 황:IT 인 라 솔루션 시스템 사업,정부 기업용 포탈
솔루션 사업,식물공장 통합 솔루션 사업

진조명㈜

◦산업체 특징:LED칩 제조기술 재배용 트 이 제조기술 보유
◦기술개발 황:식물공장 연구시설 구축 후 식물재배용 LED 상품화

식물공장 설계 제작 기술 개발
◦사업 황:농업용 LED 조명 제작,식물공장 생산설비 사업,식물
공장 환경제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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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황

리 시

함양

◦산업체 특징:두원산업개발이 설립한 농법인

◦기술개발 황:수경재배가 아닌 화분 토경재배로 생산하는 시스템

개발,작물개발은 엽채류,허 ,버섯 등,화분으로 근채류 재배

◦사업 황:돔형 식물공장 운 ,엽채류,허 ,버섯 사업화

◦식물공장 설치 황:함양군 3,751㎡ 부지에 연면 169㎡ 10동 설치

참농원

◦산업체 특징:식물공장 설계 시공 문업체

◦기술개발 황:해양심층수 이용 작물재배연구,설치비를 40%까지

낮춘 비용 보 형 식물공장 개발 ,조류 생산 바이오매스 기술

개발

◦사업 황:동해안 해 200m 해양심층수 사용

◦식물공장 설치 황:강원도 고성군 경동 학 창업보육센터에 5단 3

조(4.8m×1.2m)식물공장 2개 시스템 설치

태연
친환경
농업기술

◦산업체 특징:시설자재업체에서 농,식물공장시스템 사업으로 확

◦기술개발 황:자체 식물공장 시스템 개발,일본 어드밴스어그리사

에서 아이스 랜트 재배기술 도입

◦사업 황:온실용 시설자재 식물공장사업으로 가정용에서 업소용까

지 사업 추진 ,아이스 랜트를 재배호텔 등에 납품

◦식물공장 운 :가산디지털단지 내에 30㎡,50개 트 이 규모

NBM

◦업체특징:2007년 설립된 바이오벤처

◦기술개발 황:식물 내 면역단백질생산기술,GM 작물 개발 등 분

자농업 기술개발에 집 ,다양한 엽채류 재배기술 개발

◦사업 황:기술개발 주로 엽채류 재배보다 면역단백질 발 식물

개발 등 분자농업 심,조류생산용 LED 배양기 개발,기능성 물

질생산을 한 식물공장 사업 추진

◦식물공장 운 : 주시 2,973㎡ 규모 설치 추진

에코스
라우트

◦산업체 특징:기타 과실,채소 가공 장처리업

◦사업 황:수경재배 +LED보 을 통해 새싹채소 재배사업

베지텍스

◦산업체 특징:표 화된 설비자재로 형 등 이용 식물공장 구축

◦기술개발 황:일본 페어리 랜트테크놀러지사 형태의 실용 인

시스템 구축,공조설비로 에 지 감 실내 균일한 재배환경 유지

◦사업 황:590㎡(180평)규모 식물공장에서 상추류 생산 매

◦식물공장 설치 황:1,900주/일 생산 가능(60∼80g/주 기 )

재배기간 38일 소요( 종 10일 후 이식,14일 후 정식,14일 후 수확)

▣ 국내 주요 식물공장 농 산업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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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식물공장 건설 산업체 황

산업체 황

두원

산업개발

◦산업체 특징:건설업체로 식물공장 건설사업 추진

◦기술개발 황:조립식 돔 하우스 개발

◦사업 황:돔 형태의 식물공장을 일본 아소팜랜드에서 기술 도입

포스코
건설

◦산업체 특징:종합 건설업체

◦기술개발 황:포스코 공장의 CO2를 식물공장에서 사용하도록 연구

◦사업 황:식물공장을 인천 소재 아 트 2곳에 설치

태종

씨앤아이

◦산업체 특징:종합 건설업체가 모체,시스템 설계,시공업체로서

LED 조 장치 사업화

◦기술 개발 황:소형식물공장 모듈화,업소용,농업용 식물공장 개발

◦사업 황: 연구소 설립 식물공장 사업 시작,LED식물공장 추진

◦식물공장 설치 황: 주에 오토팜 식물공장(4층 건물,재배단지,연

구소,카페,사무실로 구성)면 은 165㎡ 규모,6단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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