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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중국농업과학원 농업

경제발전연구소(IAED/CAAS),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PRIMAFF)

와 함께 한·중·일 3개국 농업·농촌정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류와 학술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포럼입니다.

  FANEA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국제심포지

엄을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03년 10월 제1회 국제심포지엄(한국 서울 개

최)을 시작으로 올해 6월, 제10회 국제심포지엄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습니

다. 제10회 국제심포지엄은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신가치 창출'을 주제로 한·

중·일 3개국 전문가들이 각국의 현황과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4년도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사업의 활동보고서로 

제10회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전체를 수록함으로써 정부, 학계, 농업 관련기

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한·중·일의 농업·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은 앞으로도 3개국의 농업정책 연구 협력과 학술 교류 촉

진, 농업정책 분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동북

아지역의 농정연구 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FANEA 

사업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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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0회 FANEA 국제심포지엄은 2014년 6월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서 

개최하였으며, ‘농업의 6차산업화와 신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한·중·일 3개

국 관련 전문가가 총 6개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최세균 원장을 비롯한 6명이 국제심포지엄에 좌장, 발표

자 및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는 친 푸 소

장을 포함한 6명, 일본은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요시무라 카오루 소장을 비롯해 

7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3개 기관은 작년에 ‘한·중·일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2013년 12월부터 시작해 제10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 시점인 2014년 6

월까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3국의 연구

결과를 한 권의 보고서로 출판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은 정도와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농촌인구의 감소, 고

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 농촌사회의 부정적 변화가 농촌지역의 활성화

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퇴행적 현상을 둔화시키거나 반전시키

기 위해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6차산업화의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문

제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FANEA 국제심포지엄은 한·중·일 삼국이 공동연구를 

통해 사례를 분석하고, 각국이 안고 있는 정책적 환경을 감안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각국의 시각을 적용하여 새

로운 각도에서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

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한·중·일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관련 지원정책 분

석, 3국의 6차산업화 사례분석,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과 정책과제 등을 

통해 국내 6차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러한 공동연구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3개 기관의 기관장들은 이번 

심포지엄의 개최 전에, 내년도 심포지엄을 목표로 한 한·중·일 공동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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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연구협력 방안 모색, 인적교류 확대 등에 관해 사전 토의 시간을 가졌

으며, 제11회 FANEA 국제심포지엄 테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원격지 개발과 농업정책 평가(Remote Areas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Policy Assessment)”를 제11회 FANEA 심포지엄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기로 잠

정 합의하였다. 내년도 FANEA 심포지엄 개최국은 중국으로 여름철 북경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해남성 및 운남성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

소는 추후에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제10회 FANEA 국제심포지엄을 계기로 향후 3개 기관이 공통의 관심

사를 주제로 한 공동연구와 비교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각 기관의 

상호 이해 증진과 인적교류 확대,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연계협력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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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4 FANEA Annual Report

   The 10th FANEA international symposium was held on June 12, 2014 at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ix papers were presented and 
discussions ensued among experts from Korea, China and Japan on the theme 
of “The Six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and the Creation of New Value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From the Korean side, President Choi Sei-kyun of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and five researchers from the institute participated in the 
event as a moderator, a speaker and discussants. China and Japan also took 
part with six and seven members. Among them were Qin Fu, Director 
General of the Institute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Development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and Yoshimura Kaoru, Director General of 
Japan's Policy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three institutions decided to perform the joint study on the six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in Korea, China and Japan from December 
2013 to June 2014, and published a report of the three countries’ research 
results through this symposium.
   In all the three nations, rural areas’ negative changes, including the aging 
and decreasing population and the widening urban-rural income gap, have 
become an obstacle to vitalizing the areas, although the degree and the period 
are different. To slow or reverse this phenomenon, it was agreed that the 
revitaliz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local industrie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sixth industrialization 
centered on agriculture. Based on this awareness, the three countries analyzed 
cases through joint research, drew vitalization plans given each nation’s policy 
environment, and shared the results in this FANEA symposium. It is 
especially evaluated to be very meaningful that the sixth industrialization 
plans were drawn from each nation’s new viewpoint. Korea also seems to be 
able to seek for ways to invigorate the domestic sixth industry through 
implications and policy tasks drawn from an analysis of the three countries’ 
support policies and cases of the six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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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Prior to the seminar, the heads of the three institutes who highly 
appreciated the outcomes of the joint study had discussions on how to 
conduct joint research and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and human exchanges 
among them for next year’s symposium. They also had a discussion on the 
theme of the 11th FANEA symposium and tentatively set the main theme as 
“Remote Areas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Policy Assessment.” Next 
year’s symposium will be hosted in China, and Hainan and Yunnan provinces 
were selected as candidates given Beijing’s weather conditions in summer. 
The concrete schedule and venue will be discussed later.
   The 10th FANEA international symposium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moting the three institutes’ increased mutual understanding and personal 
exchanges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ization capabilities and cooperation 
by actively conducting joint and comparative studies on the common interests.

Researchers: Moon Han-pil
Research period: 2014. 1. - 2014. 12.
E-mail address: hanpil@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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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FANEA 운  황

1.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운  개요

○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Forum for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 

North East Asia)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

구소(PRIMAFF) 및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IAED/CAAS)와 

더불어 동북아 역내 농업·농촌 정책연구 개발과 정보 및 자료 교류, 학술활

동 촉진 등을 위해 2003년 10월 발족한 학술포럼임.

○ FANEA는 한·중·일간 농업·농촌경제 분야의 공조와 공생을 위한 협력 가능

분야 및 전략을 상호 모색하기 위해 3개국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심

포지엄을 한국, 중국, 일본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음.

－특히, 국제심포지엄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면서 3개국 농업분야 전문

가들의 지식과 정보 교류에 기여함은 물론, 3개국 농업·농촌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FANEA 국제심포지엄은 당해 연도의 세계적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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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표와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현실적 정책연구 추진이 가능하도

록 노력하고 있음.

－그동안 논의된 국제심포지엄 주제는 제1회 “동북아시아지역의 농업협력 

필요성과 가능성”, 제2회 “세계화 시대의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제3회 

“세계화와 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제4회 “전환기 경제의 

동북아 농업”, 제5회 “동북아지역의 농촌금융‧농촌개발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제6회 “농업‧농촌개발 및 국제농산물수급 상황”, 제7회 “농식품 

수급구조와 전망 및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제8회 “농촌발전과 농산

물 부가가치 제고 전략”, 제9회 “동북아 농업‧농촌의 지속발전”, 제10회 

“농업의 6차산업화와 신가치 창출”이었음.

○ FANEA는 매년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엄 이외에도 3개국 공동연구 수행, 초

청세미나 개최, FANEA 홈페이지 관리, 각종 국제세미나 참석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2.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연

○ 2003. 10 『동북아농정연구포럼』홈페이지 구축

○ 2003. 10 『동북아농정연구포럼』창림기념행사(MOU 체결) 및 

            제1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한국 서울)

○ 2004.  5 『동북아농정연구포럼』TF 설치·운영

○ 2004. 10  제2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중국 웨이하이시)

○ 2005. 10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일본 동경)

○ 2005. 11  동북아농정연구포럼 TF의 동북아농업팀 이관

○ 2006.  9  제4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한국 서울)

○ 2007. 10  제5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중국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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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4  FANEA 운영조직 기획조정실로 이관

○ 2009. 3  제6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일본 동경), 당초 2008년 6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중국 스촨성 지진 참사로 연기

○ 2010. 6  제7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한국 제주)

○ 2012. 1  FANEA 운영사업 글로벌협력연구부로 이관

○ 2012. 6  제8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중국 지닝시), 당초 2011년 6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일본 원전사고로 연기

○ 2013. 1  FANEA 운영사업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평가팀으로 이관

○ 2013. 7  제9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일본 센다이)

○ 2014. 6  제10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한국 서울)

3.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운 조직

○ 2014년 FANEA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운영담당은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평

가팀임.

－ FANEA 홈페이지(www.fanea.org)를 통해 심포지엄 발표 자료, 각종 알

림내용 등을 게재하고 있음.

○ 한‧중‧일 3국의 FANEA 담당은 다음과 같음.

표 1-1.  한‧ ‧일 3국의 FANEA 담당

국가 직 성명 담당 분야

한 국 연구 원 문한필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운  총

 국
과연 리처
부처장

王艳(Wang Yan)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운  총

일 본 수석주임연구
上林 幸
(Atsuyuki Uebayashi)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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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2014년도 주요 사업별 추진실

1. 제10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요

1.1. 개최 개요

○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 일시 및 주제는 다음과 같음.

－기간: 2014.6.11~14(3박 4일)

－국제심포지엄 개최일: 2014.6.12(목) 09:30～18:00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Agenda

․Agenda 1: 농업의 6차 산업화 활성화 방안

․Agenda 2: 농업 신가치 창출 전략

－좌장‧발표자 및 토론자 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원장, 김광선 연구위원, 김용렬 연구위원, 

김태곤 연구위원,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김연중 연구위원(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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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친 푸(Qin Fu) 소장, 리우 징(Liu  Jing) 

교수, 왕 시우동(Wang Xiudong) 주임연구위원, 자오 즈쥔(Zhao Zhijun) 

교수, 쑨 웨이린(Sun Weilin) 부연구위원, 마오 시핑(MAO Shiping) 

교수(6명)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요시무라 카오루(YOSHIMURA 

Kaoru) 소장, 고바야지 시게노리(KOBAYASH Shigenori) 선임연구관, 

이노우에 소타로(INOUE Sotaro) 선임연구원, 쿠니이 다이스케(KUNII 

Daisuke) 연구원, 사와우치 다이스케(SAWAUCHI Daisuke) 연구원, 우

에바야시 아츠유키(UEBAYASHI Atsuyuki) 연구원, 토모 히쿠치

(Tomoo Higuchi) 연구원(7명)

1.2. 국제심포지엄 순서

○ 일시: 2014년 6월 12일(목)

－ 9:30-10:00  등록 

－ 10:00-10:30  개회식 및 인사말씀

․최세균 원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친 푸 소장(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요시무라 카오루 소장(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 10:30-12:00  Agenda 1: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좌장: 요시무라 카오루 소장)

․한국측: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Government Policy in Korea

(김용렬 연구위원)

․일본측: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Government Policy in Japan

(고바야시 시게노리 선임연구관)

․중국측: The 6th Industrialization in China: Problems and Trend

(리우 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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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제10회 FANEA 국제심포지엄

－ 12:00-13:30  점심식사

－ 13:30~15:00  Agenda 1 토론

․한국측: 김태곤 연구위원

․일본측: 이노우에 소타로 선임연구원

․중국측: 왕 시우동 주임연구위원

－ 15:00-15:30  휴식

－ 15:30-16:30  Agenda 2: The Creation of New Value in the Agriculture

(좌장: 친 푸 소장)

․한국측: Technology Convergence for New Value Creation in the 

Agricultural Industry(김홍상 선임연구위원)

․일본측: Assessment of Firewood Use as Endogenous Resource Utilization

(쿠니이 다이스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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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Chinese Agricultural Development of New Formats: Conception, 

Types, Formation Mechanism and Promotion Policy(자오 즈쥔 교수)

－ 16:30~17:30  Agenda 2 토론

․한국측: 김연중 연구위원 

․일본측: 사와우치 다이스케 연구원

․중국측: 쑨 웨이린 부연구위원

－ 17:30~17:50  기관장 종합토론 및 폐회식

1.3. 3개국 기관장 회의

○ 일  시: 2014년 6월 11일 20:30〜21:00

○ 장  소: 서울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 참석자

－한국 측(KREI): 최세균 원장, 최지현 부원장, 송미령 기획조정실장, 김용

렬 연구위원,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김태곤 연구위원, 김연중 연구위원, 

정정길 연구위원, 지성태 부연구위원, 연구기획평가팀장

－일본 측(PRIMAFF): 요시무라 카오루 소장, 우에바야시 아츠유키 과장, 

고바야시 시게노리 선임연구관, 이노우에 소타로 선임연구원, 쿠니이 다

이스케 연구원, 사와우치 다이스케 연구원, 우에바야시 아츠유키 연구원

－중국 측(IAED/CAAS): 친 푸 소장, 리우 징 교수, 왕 시우동 주임연구위

원, 자오 즈쥔 교수, 쑨 웨이린 부연구위원, 마오 시핑 교수 

○ 회의 개요

－ 11회 FANEA 일정 및 장소

․11회 FANEA 개최 시기는 2015년 7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

였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중국 측에 일임함.

․여름철 북경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해남성, 운남성을 개최장소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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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FANEA 3개국 기 장회의

로 선정함.

－주제

․심포지엄 대주제는 ‘원격지 개발과 농업정책 평가 (Remote Areas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Policy Assessment)'로 선정

․KREI 제안 주제 안

  1) Agricultural Development through Agricultural Cooperation and 

Trade in the Region of North East Asia

  2) The Cooperation for Forestry Resource Restoration and Utilization 

in the North East Asia

․KREI 제안한 임업 관련 주제는 중국 IAED 내 해당 연구분야가 없어 

배제

․PRIMAAFF 소장이 KREI가 제안한 임업 및 개발을 연계하여 산촌 마을 

등 원격지 농촌 개발 연구를 제안하고 KREI가 제안한 농업정책 평가에 

대해 세 기관 기관장이 합의함에 따라 전체 주제를 위와 같이 선정함.

－공동연구 방안

․3개국 기관장 만장일치로 공동연구 수행 의결

․세부 주제는 1) 원격지 농촌지역 개발(Rural Development in Remote Areas), 

2) 농업정책 평가(Assessment of Agricultural Policy) 중에서 선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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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장 견학

가.  일 시  참석자

○ 일  시: 2014년 6월 13일(금)

○ 참석자: 최세균 원장, 김용렬 연구위원, 김홍상 연구위원, 김태곤 연구위원, 

연구기획평가팀장, 일본 참가자, 중국 참가자 등

나.  방문지역 

□ 영동군농업기술센터

○ 영동군은 WTO,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포도 가격 하락을 우려하

여 2차 가공산업인 와인산업을 2006년부터 시작, 생과(캠벨어리) 위주로 재

배를 하고 있음.

○ 포도 재배 면적은 2,200ha로 전국 점유율 12.7%로 생산량은 33.193톤에 달

함. 2008년부터 육성하기 시작한 와이너리는 현재 47개소에 달함.

○ 포도를 생과로 생산시 19,000천원에 이르던 소득이 가공 겸업으로 31,500천

원, 66% 증가함. 

○ 포도 및 와인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와인아카데미 운영: 2008년부터 영동대학교에서 사업을 시작, 와인 기초 

및 전문지식 습득과 제조실습 등을 교육하며 수료자는 현재, 327명에 이름

－와이너리 농가 육성: 2008년부터 시작하여 주류면허 취득 농가수는 46호

로 와인1㎘ 이상 생산시설, 발효 및 숙성통·여과장치·열수축기 등의 시설

을 지원

－대한민국 와인축제 개최, 와인 컨설팅 지원, 와인센터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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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코리아

○ 1996년에 포도가공공장 설립으로 시작하여 2004년 와인코리아(주) 농업회

사법인으로 명칭 변경, 현재 와인 생산과 영동군 테마관광 및 와인체험사업

을 실시 중임.

○ 연간 750톤의 와인을 생산하며 드라이, 스위트 등 40여 종을 갖추고 있음.

○ 2006년부터 시작한 체험관광사업은 현재 와인트레인을 주2회, 연 150회 운

행하고 있으며 2013년 이용객은 25,000명, 매출 10억여원을 예상하고 있음.

□ 컨츄리와인

○ 영동읍 주곡리에 자리한 컨츄리와인은 3대가 포도 및 와인 제조에 참여하여 

양조 전용 포도품종으로 샤드로네 외 3종을 재배하고 있음.

○ 2012년 5월, ASI(국제소믈리에협회 총회 및 아시아-오세아니아 소믈리에 경

기대회)에서 공식만찬주로 선정되었고 2013년 제1회 대전와인트로피 2,635

종 중 실버메달을 획득하는 등 6차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와이너리임.

그림 2-3.  장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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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심포지엄 이후 실무진 협의

○ 3개국 기관장 회의 직후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기관장들의 오찬

(2014.6.12.)에서 이동필 장관이 내년도 심포지엄의 주제로 ‘Common Control 

of Animal Disease among Three Countries in North East Asia, especially fo-

cusing on the AI and Foot-and-Mouth Disease’를 제안함.

－그러나 세 기관의 실무진 간 의견교환 과정에서 일본 측(PRIMAFF)이 가

축질병 관련 공동방역과 농업정책 평가를 담당하는 연구인력의 부재를 

이유로 상기 주제를 채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함.

－내년도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기관인 중국 측(IAED/CAAS)에서는 일본

의 입장을 반영하여 기관장 회의 시 결정했던 두 가지 주제 중에서 공동 

세션의 주제를 선정할 것으로 보임.

－우리 연구원(KREI)도 원격지 농촌지역 개발(Rural Development in Remote 

Areas)을 공동 세션의 주제로, 농업정책 평가(Assessment of Agricultural 

Policy)를 개별 세션 주제로 각각 제안한 상태임.

○ 아울러 내년도 심포지엄 개최 시기는 당초 7월로 잡았지만, KREI의 지방이

전이 7월말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니, 개최 시기를 6월로 재조정하는 방안

을 중국 측에 요청해 놓은 상태임. (기존에 중국 측도 7월 개최에는 난색을 

표했었고, 일본 측은 4월 개최는 반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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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회 FANEA 국제심포지엄 한‧ ‧일 발표논문 요지

2.1. Agenda 1: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2.1.1. 한국의 6차산업화와 정책과제

김용렬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표논문 요약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

장개방은 한국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경지가 분산된 농업구조의 국가는 해외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영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영세하고 분산된 농업구조의 동북아의 한국, 일본, 중국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농가소득는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한 정책으로서 영세 분산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구조정책이 필요하

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농업의 비즈니스화를 통하여 경영 리스크를 적절

히 관리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경영정책이 요구된다. 즉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여, 가공부문이나 판매부문을 도입하는 다각경영인 6차산업

화를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과 위험관리가 가능해진다.

－농업성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고령화이다. 고령화에 대

응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대응책이 필요하다. 하나는 후계자나 농업 인력 

확보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6차산업화는 새로운 인력을 농업농촌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매

력적인 산업이고, 고령자와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생산과 복시서비스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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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다.

－고령화 추세, 1인 가구 증가,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욕구 증가, 외식 수요 

증가 등 생활 스타일의 변화함에 따라 식품소비 패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장 창출이 전망된다.  농

촌지역 내에서 농산물 생산, 가공, 외식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6차산업화

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결합한 6차산업화의 형태인 일체형 

지역순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한 도

시·농촌 교류와 직거래 확산 등의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

업의 6차산업화 등을 통하여 귀농자에 대해 농업부문 취업기회를 제공하

여, 도농 교류나 직거래를 확산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농업 진흥과 농촌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란 생산에서 가공·판매 등의 영역을 통합하고, 관광이

나 교류 등도 포함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하여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즉 마을이나, 작목반, 농업생산법인 등 

생산자 주도로 지역의 농림수산물이나 부산물, 자연자원, 경관·문화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1차(생산)·2차(가공)·3차(판매)의 통합이나 지역단

위의 농업·제조업·소매업 등의 연대 등을 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농업이나 농촌에서 파생하는 식품제조업이나 식품유통업, 외식업, 관광 

등은 성장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은 그 동안 도시지역의 제조업이나 서비

스업의 영역이 담당하고 있어 농업에서 파생하는 부가가치가 농업외부로 

유출되어 왔다. 농업의 6차산업화는 그동안 농업 외부로 유출되어 온 식

품산업, 관광, 서비스업과 관련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농업농촌에 내부

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 진흥 또는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

략이다.

－글로벌화와 고령화, 식품소비패턴 변화, 귀농자 증가, 환경·생태·치유 등

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 등 농업을 둘러싼 급속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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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농업은 생산부문을 넘어서서 농업경영은 다양한 농산물과 식품, 서비

스 등을 공급하는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에서 

특산품 개발과 이러한 상품의 직접 판매,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드는 동시에, 

약화되어 온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이 기

대된다.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현재의 일자리 축소, 소득 감소, 복

지서비스 부족 등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

결하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6차산업화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

하여 다양한 원료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역농업을 진흥하고, 이를 기반으

로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2.1.2. 일본의 6차산업화의 황과 정책

 고바야시 시게노리 선임연구관(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 발표논문 요약

〈제Ⅰ부〉

－일본 농림수산업‧농산어촌은 농림수산물 가격의 하락에 의한 소득 감소, 

고령화와 과소화의 진전, 경작 포기지의 증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

하여 있으며 재생‧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일본 농림수산정책은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농림수산업‧농산어촌의 고용과 소득의 증가 등)를 

도모하기 위해 「공격적 농림수산업」를 전개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

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6차산업화는 시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수요와 공급을 잇는 가치사슬의 구축」에서, 농림수산물‧식료의 부가

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대책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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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체적인 시책으로, 「6차산업화‧지산지소법」의 시행과 종합화 사업

계획의 인정에 의한 대책추진 외에, 플랫폼의 역할도 기대되는 산업연계 

네트워크, 농림어업자가 주체가 된 6차산업화의 대책을 자본과 경영 양

면에서 지원하는 구조인 농림어업 성장산업화펀드 등이 특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6차산업화의 의미 내용을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인식

하고 있다. 그것은 「농림어업자가 스스로 또는 2차 산업자, 3차 산업자

와 연계하여, 농림수산물‧경관‧문화 등의 지역자원에 부가가치를 더하여 

소비자‧실수요자에게 연결하여 보다 많은 수익을 농산어촌 지역에 가져

오며 소득과 고용을 확보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의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하에 6차산업화에 관한 이론적 정리로서 사업활동 

(단계)의「연결방법」, 이노베이션을 유발하기 쉬운 방법으로 6차산업

화, 6차산업화의 특성을 감안한 유통시스템의 관점에서 약간의 검토를 

실시한다. 6차산업화 대책은「정보‧지식의 교류‧공유‧축척」을 축으로 

한 이노베이션을 유발하기 쉬운 방법으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6차산업화의 가치사슬 구축에서 농업‧농촌의 소

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우위성을 높임으로써 부가가치 

배분에서 농업‧농촌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6차산

업화의 가치사슬 구축의 방향이 기본적으로는 농업이 주도적 내지 그 관

여정도를 높이면서 부가가치를 형성하여 소비자로 이어지는 “생산자 주

도형 가치사슬”임을 검토한다. 특히 일본의 가공식품 유통의 특징 등과 

관련하여, 도매와 연계한「중간유통 기능 활용형」의 6차산업화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한다.

－또, 6차산업화 대책에 대해 사업 내용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유형 분류

의 관점을 제시하고, 그 대표적인 선진 사례의 특성과 함의를 검토한다. 

이 보고서에서 기술한 유형 분류의 관점은, 「고객과의 접점」 (유통채

널 활용 유형, 교류 유형), 「고객과의 접점에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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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다각화 유형, 연계 유형)등이다. 또, 기존 통계에 의해「다각화 

유형」을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대책에서 본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6차산업화의 새로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

가결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지적한다. 「점에서 면」으로의 대책에 대한 

지역적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성, 플랫폼

의 구축과 이를 담당하는 인재육성 등이 중요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

노베이션의 촉진과 가치사슬의 구축을 위해 「연결의 경제성」에 입각

하여 다양한 연계 관계, 상호보완적 경영자원의 공유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 중요하다.

 

〈제Ⅱ부〉

－ 2012~2013년 우리는 6차산업화 정책의 향후 전개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해외의 농촌 이노베이션 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그 함의

를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주로 EU의 LEADER사업(주로 독일 바이에른

주의 사례)과 프랑스의 식량‧농업에 관련되는 산업클러스터 정책분석에

서 얻은 교훈을 소개한다.

－현재의 6차산업화는 개별경영의 다각화 유형이 많지만 향후에는 타업종 

기업과의 대규모 연계나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광역 연계, 즉 연계 유형

을 육성함으로써 농촌 이노베이션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기대된

다. EU의 지역 진흥 정책인LEADER사업은 이러한 연계 유형의 육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상향식 정책인 이 사업의 독일 바이에른

주 사례에서 사업 단위인 로컬 액션 그룹(LAG)이 발전하기 위해서 각 

LAG의 리더 역할이 중요했다. 이 리더적 인재상으로 EU에서는 농촌 애

니메이터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으며, EU차원에서 육성 프로그램(석

사 수준)이 준비되어 있다. 또, 프랑스의 경쟁력 클러스터 정책은 클러스

터 사무국을 조직하고 있으며, 이 사무국은 제도적인 플랫폼으로 경쟁력 

클러스터 정책 이외 관련 정책의 다양한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다. 연계 

유형의 6차산업화와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추진하는 데 이러한 플랫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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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지원‧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농촌 이노베이션 촉진의 관점에서는, 이외에도 정책 과제가 지적된다. 우

선 고도의 경쟁력 육성을 위해서 6차산업화 사업자와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조직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처럼 식료 부문

에 특화한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육성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의 

정비이다. 혹은 연계유형이 아니라 농림어업자가 개별경영으로 크게 성

장하는「대형기업화 유형」의 육성도 중요하다. 농림어업 성장산업화펀

드가 이러한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규제 완화

를 통해 이러한 대형기업화 유형의 활동 자율성을 높이는 것, 다른 업종

의 기업 참가를 촉진하는 것도 농촌 이노베이션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고 생각된다.

2.1.3. 국의 6차산업: 발 과 진화

리우 징 교수(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 발표논문 요약

－본 연구는 “산업”이라는 중간적 차원에서 6차산업의 의미를 규정한다. 6

차산업은 농업을 포함한 사회경제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경우에 발생하

는 농업경영방식으로서 시장을 지향하고 경제수익을 중심으로 하고 주도

산업을 중점으로 하며, 가공기업을 용두(龙头)로 하고 광범한 농민을 기

초로 과학기술서비스를 수단으로 각종 생산요소를 조합하는 것을 통해 

지역화 배치, 전문화 생산, 규모화 건설, 계열화 가공, 사회화 서비스, 기

업화 관리를 실행하여 재배‧양식‧가공, 생산‧공급‧판매, 무역‧공업‧무역, 

경제‧과학‧교육이 통합한 경영체계의 현대화 생산경영방식을 가리킨다. 

－위에서 서술한 6차산업의 의미로부터 알 수 있는바 6차산업 연구는 농업

과 타 관련 산업 간 관계, 6차산업 조직내부의 이익 주체간 관계를 제시

한다. 이하 산업관련이론, 산업조직이론, 산업분공이론의 시각으로 농업

산업화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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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성장의 경험으로 보면 생산력발전과 더불어 한 국가의 산업구조

와 취업구조가 규칙적인 변화를 발생한다. 농업생산성이 제고하면 농업

잉여노동력은 산업승급과 공간이전을 행하게 되는데 전자는 주로 공업

화, 후자는 주로 도시화로 나타난다. 

－당17기 5중 전회는 공업화, 도시화 발전과 동시에 농업현대화를 추진하

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보고는 도농발전 통합

화는 “3농”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경로임을 지적하였고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를 동시에 발전시킬 것을 제기하였다. 이는 농업농촌

발전의 실제수요에 입각한 장원한 방향으로서 농촌발전체제에 대한 전략

적 배치이고 농업산업화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농업산업화는 발전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신시기 새로운 단계에 “4

화” 동시 추진과 발전을 강조하였고 공업화이념, 선진기술, 물질장비, 현

대경영조직형식을 이용하여 농업을 발전시키고 도농자원요소의 균형배

치를 추진하도록 한다. 농업산업화경영은 상기 요구에 적합한 것으로 생

산‧가공‧판매, 무역‧공업‧농업이 통합한 경영은 공업화, 도시화 발전성

과를 농업에 응용하여 1, 2, 3차 산업의 유기적인 연결을 실현할 수 있다. 

－농업산업화경영발전은 중국 개혁과 같이 농업구조전략조정의 중요한 견

인역량이고 농업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유력한 조치이며 가정도급경영

기초위에 농업현대화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경로이다. 따라서 농업산업화

의 발전은 단계적 장기적 특징을 갖는다. 중국의 농업산업화경영은 20여

년의 발전을 경과하였는데 시작모색, 가속발전, 혁신제고 등 3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산업화경영발전은 농촌경영체제를 혁신하고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을 추진하며 전반 경제사회의 진보를 촉진하는데 상당한 영

향을 주었다. 

－ 20여년의 발전을 통해 중국 농업생산방식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고 중

국특색을 갖춘 농업산업화 국면을 형성하였다. 농가가 농업생산에 종사

하는 형식은 자발분산에서 계약재배로 전환하였고 용두기업의 생산경영

은 가공유통을 중시하던 데서 전반 산업체에 참여하는 데로 전환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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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부의 농업발전지도는 농업생산을 직접 장악하던 데로부터 정부가 

시장을 조절하고 시장이 생산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농업산

업화경영은 농업과학기술수준을 제고하고 파급인도능력, 농산물공급보

장능력과 품질안전수준을 제고하고 현대농업체계를 정비하고 현역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고 농촌경영체제를 

창조하고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을 촉진하며 전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

는데서 중대한 영향을 발휘하였다. 

2.2. Agenda 2: 농업의 신가치 창출 전략

2.2.1. 농산업 새로운 가치창출을 한 기술융합의 과제

김홍상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표논문 요약

－현단계 한국의 농업은 농업생산의 정체 및 저성장1, 농업 노동력의 감소

와 노령화, 도·농간의 소득 격차, 기상 이변에 의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 

고비용 유통구조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토지·노동 의존적인 전통 

농업의 한계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이를 극복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 과

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현대농업은 ICT(정보통신), BT(생명공

학), ET(환경), NT(나노), ST(우주), CT(문화콘텐츠) 등 융합기술과의 접

목을 통해 고부가가치 융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농산업과 과학기술

의 융합은 작물 생산비용 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최적의 생산환경 제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이용한 농산물 유

통효율화 등을 통한 생산 증대 및 소비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

 1 2000년대 중반 이후 농업생산액(명목)은 35∼44조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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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산업을 단순한 농식품 생산 산업을 넘어서서 의약품소재, 산업소재, 

에너지 등 미래첨단소재산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융합 관련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른바 

“창조경제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전통농업에 창의성과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과학기술을 융합하여 새로

운 상품,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

제전략으로서 이른바 ‘창조농업’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농산업의 새로

운 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융합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2.

－농업부문 창조경제 실현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ICT·BT융복합으

로 첨단산업화”를 주요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현장문제 해결형 

R&D 집중 투자”, “ICT 융복합 성과모델 확산”, “민간투자 확대 및 R&D 

실용화 기반 구축”, “종자·종축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4b).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도 업무 보

고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서도 “네덜란드는 땅이 상당히 척박하

지만, 기술 덕분에 농산물 수출 강국에 거의 1등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을 농축산업과 융합

해 ‘창조경제’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

라”고 주문하는 등 농업부문 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미래 농업(창조농

업) 발전 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농업부문 기술융합은 R&D와 연계되면서, 그 대상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

여 기술융합 촉진을 넘어 농정 전반을 포함하는 새로운 농업정책 틀을 

재편하는 차원에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농업부분 기술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및 신성장동력 창출, 첨단산업으로서 미래 농업의 육

 2 정부는 농업부문 기술융합 촉진을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2012년 농식품분야 정부 R&D 예산은 7,983억 원으로 2008년 5,709억 원에 비해 연

평균 8.7%증가하였다. 농식품분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4.0%

에서 2012년 4.9%로 증가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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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 창조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기술융합

의 성과 제고, 확산,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제도개선 방안 등 구체적

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융합의 전략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며, 농산업 기술융합의 구체적 기반이 되는 기술개

발(R&D) 추진체계, ICT융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2.2. 주민에 의한 지역자원으로서의 땔나무 이용의 평가

쿠니이 다이스케 연구원(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 발표논문 요약

－일본의 농업·농촌 문제 가운데 「중산간 지역의 쇠퇴」는 매우 중요하

다. 중산간 지역이란,3 평야 외연부부터 산간에 걸쳐 있는 지역을 가리키

는데, 일본 국토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중산간 지역은 일본 경지면적

의 40%, 농가수의 44%, 농업생산액의 35%, 농업촌락수의 52%를 차지하

고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게다가 중산간 지역은 

수원함양, 홍수방지, 토지공간의 보전, 인간성 회복 등 농업·농촌이 가지

는 다면적 기능의 공급처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시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중산간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여 과소화(過疎

化)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종사자들이 고령화하면서 그 지역의 농림업

이 쇠퇴하고 있다.

－최근 농림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식물공장이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이용한 농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많

 3 일본에서는 경지와 임야의 비율, 농지의 경사도 등에 근거하여 기초 지자체를 농업

지역 유형으로 분류하는데(농림수산성, 2013), 도시지역, 평지 농업지역, 중간 농업

지역, 산간 농업지역 4구분이다. 일반적으로 중간 농업지역과 산간 농업지역을 합쳐 

중산간 지역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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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이 이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했다.4 식물의 공업적 생산이나 ICT

를 이용하여 농업에 기업적 경영을 도입하는 것은 종래 농업의 「무리, 

불균질, 낭비」5를해소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자의 소득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된다(山崎 등, 2011). 외부 자본에 의한, 소위 「외발

적」 활동으로 지역에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다면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

에서도 농업을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외발적」인 지역·산업의 활성화

가 진행되는 한편으로,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 자원의 이용과 같은「내발

적」인 활성화도 주목받고 있다.  西野(2013)에 서술된 것처럼 일본 버블

경제기의 개발이 실패한 것은 지역 내발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며, 농촌

의 지속적인 활성화에는 지역 주민들의 내발적 활동이 중요하다. 또 西野

(2013)는 내발적 활동에 다음과 같은 3개 유형이 있다고 하였는데, (1)지

역자원의 이용, (2)지역산업의 재평가, (3)도시주민의 애향심이다.  

－중산간 지역에는 인구 문제 외에 또 다른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인공

림의 관리 부족에 의한 삼림황폐화이다. 일본에서는 전후(戰後) 집중조

림에 의해 많은 침엽수를 심었는데, 삼림의 41%가 인공림이며 그 중 

78%가 삼나무, 편백, 낙엽송 등 침엽수림이다(임야청, 2013). 하지만, 목

재가격의 저하, 임업종사자의 고령화 등에 의해 간벌 등 삼림관리가 부족

해지고 이에 따라 삼림황폐가 우려되는 인공림이 증가하고 있다. 숲가꾸

기를 하지 않을 경우 숲속으로 빛이 들어가지 않아 하층식생이 자라기 

어려워 임상 표토가 유실되거나 수원함양 기능이 저하되어 홍수가 발생

하기 쉽다. 게다가, 나무도 건전하게 자라지 않고, 줄기가 가늘어 눈보라

에 쓰러지는 등 피해를 당하기 쉬워진다. 간벌로 생산한 목재(간벌재)는 

용도나 판로가 마땅하지 않아서 간벌을 하고도 그대로 숲속에 방치하여 

 4 최근에는 NEC의 농업 ICT솔루션즈나 FUJITSU의 식‧농 클라우드 Akisai, 토요타 

자동차의 “풍작계획”, 協和EXEO의 농업 ICT솔루션 등 다양한 기업이 ICT농업 분

야로 진출하고 있다.

 5 토요타생산시스템에서 나오는 말로 생산과정을 합리화하여 이 3가지를 철저히 제거

한다는 것임(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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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잔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숲가꾸기를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간벌재 용도를 확대하고 이용량을 증가시키면 인공림 관리를 촉

진하여 삼림황폐를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침엽수

를 활용하고자 하는 내발적 활동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6 이러한 활동은 

지자체 중심에서 NPO 중심까지 각양각색의 운영형태가 있지만, 공통점

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내발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삼림황폐화를 방지하고 중산간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중산간 지역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내발적 활동 사례로, 이와테현(岩手

県) 니시와가마치(西和賀町)에서 미이용 간벌재를 가정용 땔나무로 이용

하는 활동이 있다. 니시와가마치는 『땔나무 이용 최적화 시스템 구축 계

획서』를 작성하고, 간벌에서 발생하는 저품질 목재를 땔나무로 이용하

는 것에 주목하였다. 지자체는 「땔나무 스토브 이용 세계 제일」을 표

어로 내걸고, 현재 지역의 30% 가구에서 이용하는 땔나무 스토브를 50%

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西和賀町, 2006).  이곳의 지자체

는 삼나무 간벌재의 미이용 부분을 땔나무로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마

을의 땔나무 이용, 삼림정보, 통계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분석에 필요한 정보·통계 자료 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이 곳을 대

상지로 선정하였다.

－지역에서 내발적 자원이용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활

동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활동

 6 삼림 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최근 전국적으로 유명한 활동

이 “나무 역(驛) 프로젝트”이다. 이 활동은 NPO토사(土佐)삼림구조대와 신에너지·산

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제안하는 임지잔재 수집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중

부지방과 긴키와 추고쿠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2014년 3월 현재 27개의 

사업활동이 있다(http://kinoeki.org/ 2014년 4월 30일). 이외에도, 기초 지자체가 중심

이 되어 땔나무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과 지역 주민에 의한 땔나무 수집 조직 등 여

러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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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원이 당초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가, 그 활동이 환경·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 다각적 시점에서 하나의 활동을 평가한 사례는 없다. 

또, 내발적 활동의 효과를 다각적·정량적으로 평가한다면 내발적 활동의 

효과를 “시각화”하고,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힐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발적」인 지역자원 이용 활동에 주목하고, 

자원·환경·경제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 

과제를 설정하여 평가한다. 

2.2.3. 국농업의 새로운 발  방식: 개념, 유형, 형성매커니즘과 

진정책

자오 즈쥔 교수(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 발표논문 요약

－ 2000년대 진입 이후 중국은 인구증가에 따라 수요가 고품질과 다양화로 

발전하고 자원 환경의 압력이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중국농업의 기존의 

발전방식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외부확장의 발전방식을 추

구하던 데로부터 내적 의미를 추구하는 발전방식으로, 자원의존형에서 

혁신구동형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발전방식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농업

발전 모델과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창의농업, 여가농업, 관광농업, 

커뮤니티 호조 농업 등 새롭고 다양한 업태(業態)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국면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대량의 특색 있는 농업의 새로운 업태의 출현은 한편으로는 중국

농업의 구조 조정과 승급을 조장하였고 동시에 농업 기능의 확장과 농민 

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농업의 새로운 업태 출현은 날로 

증가하는 대중화와 다양화 소비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인 동시에 농

기업과 농민의 발전 사고방식의 전환 및 시장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

한 자신의 공급능력, 혁신능력, 시장경쟁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는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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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 업태에 대한 혁신을 통해 중국농업이 

예전의 단순히 생산능력만 추구하던 데에서 전면적으로 농업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로의 전환을 촉진하였고 중국농업의 미래의 빠르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발전의 길을 모색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 업태와 이것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전통적인 농산

업과 농업계의 개념으로 이러한 발전 상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산업 업태의 본질적인 특성 및 발전 동력, 메커니즘, 촉진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국가와 지역 농업의 성장방식의 빠른 전환, 농업과 농촌 경

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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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FANEA 국제심포지엄(2003～2012) 

분야별 발표논문 제목

1. 농산물 유통  가공: 산지유통, 소비지 유통(도매‧소매)

○ ｢한중일 농촌경제 협력의 선택: 1차 상품 유통조직 혁신｣, 우시우웬(길림성 

정부 농촌경제정보센터, 제1회)

○ ｢일본의 채소수입 동향과 수입채소 유통의 특징｣, 고바야시 시게노리

(PRIMAFF, 제1회)

○ ｢6차산업화의 전개방향과 임무｣, 고바야시 시게노리(PRIMAFF, 제8회)

○ ｢농산업체인증 농민이익메커니즘 연구-산동성 금향현 마늘산업 사례｣, 양시

우핑(IAED/CAAS, 제8회)

○ ｢한국의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농가 식품가공｣, 국승용(KREI, 제8회)

○ ｢한국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김용렬(KREI, 제10회)

○ ｢일본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고바야시 시게노리(PRIMAFF, 제10회)

○ ｢중국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리우 징(IAED/CAAS, 제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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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량안보‧식품수

○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과 유통체제 개혁｣, 슈사오칭(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제2회)

○ ｢일본의 식량안보 문제와 정책방향｣, 마사토 이토(PRIMAFF, 제2회)

○ ｢한국의 식량안보 문제와 정책반응｣, 임송수(KREI, 제2회)

○ ｢중국의 곡물 수급 균형 분석｣, 주시강(IAED/CAAS, 제2회)

○ ｢2018년 세계 식료수급 전망｣, 후루하시 겐(PRIMAFF, 제6회)

○ ｢세계 곡물가격 상승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김태훈(KREI, 제6회)

○ ｢육제품 가격상승이 중국 식료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왕밍리(IAED/ 

CAAS, 제6회)

○ ｢도시화와 중국의 식품안보｣, 리우 헤이광(IAED/CAAS, 제9회)

○ ｢식료품소매점 접근성 분석과 과제｣, 테츠로 야쿠시지(PRIMAFF, 제9회)

○ ｢기후변화에 대한 곡물생산의 적응｣, 리우 징(IAED/CAAS, 제9회)

3. 농가경제와 소득 문제

○ ｢농가계층 변동의 특징과 요인｣, 하시즈메 노보루(PRIMAFF, 제1회)

○ ｢중국의 농촌빈곤과 빈곤 경감 정책｣, 왕상구이(IAED/CAAS, 제3회)

○ ｢농촌 불균형｣, 싱리(IAED/CAAS, 제3회)

○ ｢한국 농업의 구조변화와 양극화 실태｣, 김정호(KREI, 제3회)

○ ｢한‧중‧일 농민 소득문제와 정부정책｣, 리센더(IAED/CAAS, 제3회)

○ ｢신 핵심농가경영 안정화제도에 대한 예비연구｣, 요시이 쿠니히사(PRIMAFF, 

제4회)

○ ｢한국 농정의 최근 변화｣, 박성재(KREI,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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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안 : 유 자 변형, 검역

○ ｢중국의 농업표준화 개발 현황과 쟁점｣, 슈샤오준(중국 농업부, 제2회)

○ ｢유전자변형 곡물: 국제 식품체계에의 영향｣, 타치카와 마사시(PRIMAFF, 제2회)

○ ｢한국의 식품안전 체계｣, 최지현(KREI, 제2회)

○ ｢한국의 농식품 안전 정책: 현황과 과제｣, 김성우(KREI, 제9회)

5. 환경농업: 다원  기능, 유기농, 지속가능성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와 정책과제｣, 고다모토 유키(PRIMAFF, 제3회)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경제적 조망｣, 김창길(KREI, 제3회)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역개발｣, 후즈췐(IAED/CAAS, 제3회)

○ ｢농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다카하시 요시푸미(PRIMAFF, 제3회)

○ ｢순환경제 메커니즘을 통한 농업의 삼차원적 오염 관리｣, 주리즈(IAED/ 

CAAS, 제3회)

6. 농업기술: 연구개발, 생산성

○ ｢한‧중‧일 간 농업경제 연구방향 설정｣, 쑤에구이씨아(IAED/CAAS, 제1회)

○ ｢동북아지역 농정연구 협력의 필요성과 과제｣, 이동필(KREI, 제1회)

○ ｢PRIMAFF 내의 연구협력 활동 개괄｣, 치바 오사무(PRIMAFF, 제1회)

○ ｢농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기술융합 과제｣, 김홍상(KREI, 제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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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생산요소: 농지, 용수, 노동력, 농기계, 농자재

○ ｢일본 농지이용의 구조적 변화: 차지/대규모화 진행과 농지이용의 후퇴｣, 오

노 도모야키(PRIMAFF, 제1회)

○ ｢일본 농촌사회의 인구문제｣, 하시주미 노보루(PRIMAFF, 제3회)

○ ｢일본의 산지마을과 고령자 생활｣, 아이카와 요시히코(PRIMAFF, 제3회)

○ ｢중국의 현행 농지제도: 정립과 평가｣, 시아잉(IAED/CAAS, 제4회)

○ ｢급등하는 국제 원유가격이 일본의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 평가｣, 요시

다 타이지(PRIMAFF, 제4회)

○ ｢유가급등이 시설원예 경영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 이용선(KREI, 제4회)

○ ｢일본 농촌의 연령구조 실태와 요인｣, 마쯔히사 쭈토무(PRIMAFF, 제5회)

○ ｢한국 농촌 노인의 생산 활동과 관련 변수｣, 마상진(KREI, 제5회)

○ ｢중국 농촌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쟝쯔웨이(IAED/CAAS, 제5회)

8. 농산물 무역: 수출입, 세, 원산지 규정, 지 재산권

○ ｢한‧중‧일 농업 및 무역정책 분석을 위한 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리

우샤오허(IAED/CAAS, 제3회)

○ ｢동북아 국가의 농업무역 흐름과 쟁점들｣, 권오복(KREI, 제2회)

○ ｢동북아 농산물 교역문제 연구와 토론｣, 리우샤오허(IAED/CAAS, 제2회)

○ ｢세계 쇠고기 무역의 구조변화와 영향: Aglink 모형에 의한 시나리오 분석｣, 

우에바야시 아쓰유키(PRIMAFF, 제2회)

○ ｢DDA 이후 한국 농업 전망: 쌀 산업을 중심으로｣, 서진교(KREI, 제1회)

○ ｢도하 개발 의제 이후 중국의 농업통상｣, 리우샤오허(IAED/CAAS, 제1회)

○ ｢한‧중‧일 3개국 역내 농업교역에 관한 연구｣, 리우샤오허(IAED/ C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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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 ｢협조적 게임이론에 따른 FTA 분석｣, 후쿠다 류이치(PRIMAFF, 제4회)

○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윤식(KREI, 제4회)

9. 국제 력: 역내 력(동북아, APEC), 국제기구(OECD, FAO)

○ ｢한‧중‧일 농업구조 분석: 역내 농업협력 가능성｣, 어명근(KREI, 제1회)

10. 농 개발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촌개발｣, 유경희(PRIMAFF, 제3회)

○ ｢한국에서의 도농간 발전격차 실태｣, 박시현(KREI, 제3회)

○ ｢도농간 교류 프로그램의 새로운 단계｣, 에가와 아키라(PRIMAFF, 제3회)

○ ｢중국의 신농촌 건설과 한‧일 양국의 농촌발전 경험이 주는 시사점｣, 리센

더(IAED/CAAS, 제5회)

○ ｢중국의 농업‧농촌 진흥: 상황, 과제, 정책｣, 리센더(IAED/CAAS, 제6회)

○ ｢일본 소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여행: 농촌사회 부흥 정책｣, 스즈무

라 겐타로(PRIMAFF, 제6회)

○ ｢한국의 농촌지역과 농촌정책｣, 김용렬‧성주인(KREI, 제6회)

○ ｢한국의 농업부문 투융자 현황과 시사점｣, 박준기(KREI, 제8회)

○ ｢다양한 주체와 연계한 농촌활성화 실태와 과제｣, 카츠키 토시타카

(PRIMAFF, 제8회)

○ ｢중국의 농업지원정책의 변화와 농촌발전｣, 리우허광(IAED/CAAS, 제8회)

○ ｢재해지역의 농수산업과 농촌 재건｣, 유키사토 요시다(PRIMAFF, 제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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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김용렬(KREI, 제10회)

○ ｢일본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고바야시 시게노리(PRIMAFF, 제10회)

○ ｢중국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리우 징(IAED/CAAS, 제10회)

○ ｢지역자원으로서의 땔나무 이용에 대한 평가｣, 쿠니이 다이스케(PRIMAFF, 

제10회)

○ ｢중국농업의 새로운 발전 방식: 개념, 유형, 형성매커니즘과 촉진정책｣, 자

오 즈쥔(IAED/CAAS, 제10회)

11. 농 융과 보험

○ ｢한국 농업금융의 현재와 미래｣, 정호근(KREI, 제5회)

○ ｢중국의 곡물생산 및 위험지역 등급화와 농업보험 정책｣, 리싱(IAED/ 

CAAS, 제5회)

○ ｢일본의 농업‧농촌 금융 현황｣, 하세가와 고세이(PRIMAFF, 제5회)

○ ｢작물수입보험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정원호(KREI, 제9회)

12. 바이오에 지

○ ｢바이오에너지 개발과 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류샤오헤(IAED/ CAAS, 

제5회)

○ ｢브라질 바이오에탄올의 대일 수출: 세계 설탕 시장의 계량경제적 시뮬레이

션｣, 고이즈미 다쯔지(PRIMAFF, 제5회)

○ ｢한국의 바이오 연료 생산 동향과 전망｣, 이상민(KREI, 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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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제10회 FANEA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1. Agenda 1: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1.1.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Government Policy in Korea

Kim Yong-Lyoul, of KREI

1.2.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Government Policy in Japan

 Kobayashi Shigenori of PRIMAFF

1.3. The 6th Industrialization in China: Problems and Trend 

       Liu Jing of IAED

* Agenda 1 발표원고는 ‘농업의 6차 산업화 활성화 방안: 제10회 동북아농정연

구포럼 국제 심포지엄’ 보고서로 출판되어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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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genda 2: 농업의 신가치 창출 략

2.1. 농산업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기술융합의 과제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이명기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1. 문제제기

  현단계 한국의 농업은 농업생산의 정체 및 저성장1, 농업 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 도·농간의 소득 격차, 기상 이변에 의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 고비용 

유통구조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토지·노동 의존적인 전통 농업의 한계

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

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

과 더불어 현대농업은 ICT(정보통신), BT(생명공학), ET(환경), NT(나노), ST

(우주), CT(문화콘텐츠) 등 융합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 융합산업으

로 발전하고 있다. 농산업과 과학기술의 융합은 작물 생산비용 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최적의 생산환경 제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이용한 농산물 유통효율화 등을 통한 생산 증대 및 소비 활성화를 가

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산업을 단순한 농식품 생산 산업을 넘어서서 의약품

소재, 산업소재, 에너지 등 미래첨단소재산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융합 관련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른바 “창

조경제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전통농업에 창의성과 정보통

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과학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상품, 서

비스, 시장을 만들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전략으로서 이

른바 ‘창조농업’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농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1 2000년대 중2반 이후 농업생산액(명목)은 35∼44조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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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융합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2.

  농업부문 창조경제 실현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ICT·BT융복합으로 첨

단산업화”를 주요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현장문제 해결형 R&D 집중 투

자”, “ICT 융복합 성과모델 확산”, “민간투자 확대 및 R&D 실용화 기반 구축”, 

“종자·종축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

부 2014b).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도 업무 보고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 지

시에서도 “네덜란드는 땅이 상당히 척박하지만, 기술 덕분에 농산물 수출 강국

에 거의 1등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 생명

공학기술(BT)을 농축산업과 융합해 ‘창조경제’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농업부문 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

운 미래 농업(창조농업) 발전 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농업부문 기술융합은 R&D와 연계되면서, 그 대상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여 

기술융합 촉진을 넘어 농정 전반을 포함하는 새로운 농업정책 틀을 재편하는 

차원에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농업부분 기술융합을 통한 새로운 일

자리 및 신성장동력 창출, 첨단산업으로서 미래 농업의 육성 등 창조 농업 발

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기술융합의 성과 제고, 확산, 새로

운 산업 생태계 조성, 제도개선 방안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융합의 전략과 과제

를 살펴보고자 하며, 농산업 기술융합의 구체적 기반이 되는 기술개발(R&D) 

추진체계, ICT융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정부는 농업부문 기술융합 촉진을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2012년 농식품분야 정부 R&D 예산은 7,983억 원으로 2008년 5,709억 원에 비해 연

평균 8.7%증가하였다. 농식품분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4.0%

에서 2012년 4.9%로 증가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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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농산업 기술융합의 의의와 유형

가.  농산업 기술융합의  의 의

  앞서 지적했듯이 ICT(정보통신), BT(생명공학) 등 과학기술과 농산업간의 융합

을 통해 농산업이 고부가가치 융합산업, 미래성장 산업의 하나인 첨단생명산업으

로 성장할 수 있다. 네덜란드 등 농업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센서 및 기후 정보

를 이용한 생장환경 분석 및 시설내 환경 최적화 시스템을 상용화하고 있으며3 국

내의 경우 연구소, 기업, 지자체, 선진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를 이용하여 스마트 생장관리시스템 구축, 농산물 이력추적, u-농

촌관광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중이다. 

  기술융합은 기술개발과 사업화(산업화) 등의 과정을 포함하는데, 기술융합의 

실현 결과인 기술진보의 경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서 농산업 기술 

융합의 새로운 가치 창출의 개념적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진

보의 효과는 농산업 기술융합 관련 투자의 중요성을 대변한다. 농산업 R&D, 

기술개발 및 사업화 관련 투자를 통한 기술진보는 농업인, 농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의 기술 향상을 통해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또는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소득 및 이윤을 증가시킨다. 소비자들은 같은 농식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

에 구매하거나 새로운 농식품을 소비함으로써 효용이 증대한다. 보다 나은 기

술을 개발 및 적용한 농업인, 농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개편됨으로써 농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높아진다. 국민경제 측면에서 보면 고용증대, 국제수지의 

개선, 경제성장 촉진,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김정홍 2011). 

  농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산업화)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농가 

또는 농식품기업의 한계비용은 하락하며(MC0→MC1), 완전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농가는 주어진 가격(P0) 하에서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수준까지 생

산량을 증가한다(Q0→Q1). 그 결과 기술진보를 수용한 농가 및 농식품기업의 

이윤은 증가하게 된다(□OC0aQ0 →□OC1bQ1)(부그림 2-1).

 3 네덜란드 농업은 ICT융합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파프리

카 생산성은 300톤/ha로 우리나라 선도 농가 기준 190톤/ha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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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2-2.  독  구조 하에서 기술진보의 효과

  자료: 김정홍(2011) 참조 일부 수정.

부그림 2-1.  완 경쟁 하에서의 기술진보의 효과

자료: 김정홍(2011) 참조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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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R&D 투자로 인해 새로운 생산기술을 도입한 생산농가 또는 농식품기

업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면, 한계비용곡선(MR)과 한계수입곡선(MR)이 만나

는 지점이 우하향 이동(b→d)함으로써 가격은 인하(P0→P1)하고 공급은 증가

(Q0→Q1)하게 된다. 결국 독점력을 가진 농식품기업의 기술진보는 가격인하와 

생산증대를 가능케 하여 농가 또는 기업의 이윤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의 효용도 증가(△P0ea→△P1ec)한다(부그림 2-2).

  농식품 분야의 기술 개발 및 기술 융합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고품질의 농식

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여기서 ‘다양한’

의 의미는 농식품 종류의 증가만이 아니라 시간적·공간적 제약의 극복으로 원

하는 시기와 장소에 원하는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970년대까

지만 하더라도 ‘결구배추’는 가을에만 생산될 수 있었지만, 유전자원 활용을 

통해 연중 생산이 가능해져 지금은 일년 내내 배추를 소비할 수 있다. 또한 시

설원예 농업 확산을 통해 하절기 농산물인 참외, 수박 등이 동절기에 생산·공

급되어 겨울에도 소비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보의 부족, 거리상의 제

약, 물류 시스템 또는 거래 수단의 미비로 특정 농식품은 특정 지역에서만이 

소비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ICT의 발달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통

해 다양한 농식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거리상으로 매우 떨어진 농

식품 생산 지역 또는 판매 공간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잘 발달된 물류 시스템을 통해 구매한 상품은 집으로 배달된다. 이와 

같은 ICT의 발달은 농식품 소비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농식품 종류를 확대시

키고, 구매시간을 절약시키고, 구매의 편리성을 높여 소비자 효용을 증대한다.

  이와 같이 농산업 기술 개발과 기술 융합은 생산성 증가, 생산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및 기업 이윤 증가, 소비자 효용 증대 등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효과를 가져온다.4

 4 권오상(2013)은 실증분석을 통해 농업 R&D의 투자로 인한 생산성 증대 및 생산비 

하락의 후생 증대 효과 중 68%는 생산자에게 귀속되고 32%는 소비자에 귀속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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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산업 기술융합의  유형

  농산업에서의 기술 융합의 유형은 ICT·BT·NT 등 기술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동일한 기술 특성이라 해도 경종·시설원예·과수·축산 등 농업형태, 

생산·가공·유통 등 농업단계, 농업·농촌 등 분야별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기술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산업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농산업과 BT융합이다. 

생명공학기술(BT)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의 불안정 증폭, 환경생태의 

변화, 에너지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대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농산업

과 BT융합의 대표적인 경우는 종자산업 부문이다. 국내 고수익작물로 이해되

는 파프리카의 경우 국내 토종종자가 없어 거의 전량 네덜란드에서 수입한다. 

수입파프리카 씨앗은 무게 기준으로 금 값의 거의 2배에 해당될 정도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해된다. 종자산업은 BT를 활용한 단순한 농산물 생산의 투입

재 산업을 넘어서서 의약품, 산업소재, 에너지 등 첨단산업소재산업으로서 가

치가 부여되고 있다.

  농산업과 ICT융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1차 산업 중심 농업기술에서 자동제

어, 센서, 광원,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등 

기반 기술과 생육 제어 지식, 유통, 이력, 인증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 신재생에

너지, 스마트그리드, 탄소 교환 등 에너지자원기술 등 기존 농업에 다양한 ICT 

기술을 융합하여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서 생산과 효율성 향상, 품질 

향상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최선화 2014). 즉 기술융합의 

대표적인 경우로 이해되는 ICT융합의 경우 “생산·유통·소비 등 농식품의 가치

사슬(value-chain)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것”을 농식품산업분야 ICT융복합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

부 정보화담당관실, 2013). 

  농산업과 나노기술(NT) 융합과 관련해서는 작물의 게놈 해석과 유전자 발현 

해석 등을 가능하게 하고, 10억분의 1의 미세한 원자와 바이러스를 조작하여 

유용물질 추출과 유효성분 보존에 활용하거나 의료부품 소재를 개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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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농업부문 ICT 융합의 주요 유형

분 야 주요 유형 사례  용 기술

생 산

ㆍ센싱기반 시설물 제어  생장환경 리

  * 환경센서 : 온·습도, CO2, pH, LED, IR

  * 시설센서 : 정 센서, 창문, 차양, 송풍기 

시설원  환경제어

ㆍ센싱기반 축사환경 제어  사양‧질병 리

  * 환경  시설센서 : 온·습도, 암모니아, CCTV 등

  * Web 기반 cloud 서비스

지능형 축사 리

유 통

ㆍ유통센터 경   생산‧가공‧유통 리

ㆍPOS-Mall  가상스토어를 통한 농산물 자거래

  * ERP(입고-선별-가공-포장- 장-출하), SCM

(공 망 리, 수주·발주), POS( 매시 리, 단

말기) 등산지유통센터 ERP

소 비

ㆍ학교 식 등 식재료 안 ‧안심 정보모니터링

ㆍ생산/가공/유통 이력·인증정보 제공

  * RFID기반 이력추 리(Farm2Table)

식재료 안심유통

농 

ㆍ농 (체험정보, 주말농장, 문화, 축제 등)

  * GIS/GPS기반 치정보 서비스

  * 문화재, 지 등 화재센서 서비스

u-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2013)

농업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인체에는 무해하면서 다양한 병원체를 죽이

는 상충제, 살균제를 개발하는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

  한편 동일한 기술이라도 농업형태, 농업단계, 분야별 다양한 기술융합 유형

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농산업 ICT 융합 사례로 살펴보면, 우선 농업·ICT융합

은 농업 유형에 따라 노지형, 시설형(온실형), 식물공장형, 축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전통 농업 중심으로 유형 분석 대상을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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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단계별로 기술융합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농업과 대응하여 농촌개

발 분야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술융합 내용을 농업·농촌관광과 결합된 

문화컨텐츠기술(CT)를 결합하여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성과 중심 분류로 제품

혁신(품질제고, 안전성 제고, 출현률 제고), 공정혁신(정밀농법, 인공광원 활용, 

공급망관리 등), 사람혁신(합리적 영농의사결정, 선진경영관리 등) 등을 고려할 

수 있다(정윤용 2013, 임팩트 2013)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2013)에서는 농식품산업과 ICT 기술융합을 

생산(시설원예 환경제어, 지능형 축산관리), 유통(산지유통센터 ERP), 소비(식

재료 안심유통), 농촌(u-농촌관광)으로 분류하여 주요 유형을 제시하는데, 농식

품ICT 융복합 확산 계획의 핵심 대상으로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을 통해 성

과가 검증되고, 파급효가가 큰 ”시설원예, 과수재배, 축사시설(양돈) 분야를 제

시하고 있다(부표 2-1)(농림축산식품부 2014b).  

2.1.3. 농산업 기술융합 련 정책

가.  농산업 기술개발(R&D)의  추진체계와 정책 황

(1)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 체계

  농산업 기술개발(R&D)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정부 주도

로 이루어지고 있다5.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 농식품 정책과 R&D 정책을 동시

에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기술개발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농

산촌 진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 관련 정

책 및 예산투자 방향을 심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R&D 사업

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최상위 총괄 기획 및 조정 기구로서 「농림수산식품과

학기술 육성법」에 근거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있다(부그림 2-3). 

 5 국가전체 R&D 투자 대비 민간 R&D 투자비중은 74%인 반면 농림식품 민간 R&D 

투자비중은 26%에서 정체되어 있다. 2010년 기준 만간 R&D 투자 구성을 보면 식

음료업 2,661억원, 농림어업 180억원으로 대부분은 식음료업에서 민간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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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2-3.  농식품 R&D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술개발(R&D) 사업의 기획 및 평가관리는 「농림수산

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 하에 대학, 출연

연, 기업, 민간연구소 등이 연구를 수행한다. 농촌진흥청은 청 내 R&D 정책 

및 사업의 기획과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

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진흥법」에 근

거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산림분야의 경우 산림청 산

하 국립산림과학원 등이 연구 개발을 수행한다. 

  지방연구기관으로는 도농업기술원, 도농업기술원 소속 특화작목시험장, 광

역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며 주로 현장응용 및 개발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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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업 기술개발 및 기술융합 정책 개요

  미국의 2002년 NBIC(NT, BT, IT, CS)계획 수립을 통한 15개의 융합 신산업

육성 계획, EU의 2004년 융합기술발전전략(CTEKS)을 통한 9개 융합 신산업 

육성 계획, 일본의 2004년 Focus 21을 통한 14개 융복합 신산업 육성계획, 7대 

신성장 산업 집중 지원 계획 등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2008년 “국가 융합기술발

전 기본계획(2009∼2013)” 수립, 2011년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2013년 미래

창조과학부 신설 및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국정과제화 등 국내외적으로 산업

의 융합화가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다(최선화 2014).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

분야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추진전략으로 ①편리하고 정밀한 농업(ICT 융합), 

②돈이 되는 농생명산업 육성(BT 융합), ③농업의 6차산업화(1,2,3차 산업간 

융합)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등을 계획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4d).

  한편 농산업 기술융합과 직접적 관련은 적지만, 기술융합의 기초가 되는 농

산업 기술개발(R&D)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산업화)를 강화하기 위한 농림축

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R&D-현장 연계 강화를 통한 고질적인 농정현안 해

결 및 R&D의 현장 성과 확대를 도모하고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

획」을 기반으로 창조농업 촉진전략 ‘7대 우선 추진과제(①가축분뇨 자원화, 

②ICT활용 채소류 수급·유통, ③농업에너지 절감, ④주요곡물·조사료 자급률, 

⑤대중국 농식품 수출 적용기술 모델 정립, ⑥농업의 6차 산업화, ⑦산림자원 

고부가가치화’를 선정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4a).

  7대 우선 추진과제는 일하는 방식의 기본 플랫폼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수

행될 계획이다. 즉, 정책 수립 시 정책목표-R&D-제도·보조금 사업을 통합하여 

정책목표를 재점검하고, R&D 결과의 현장 적용을 위한 농가단위 기준·모델을 

검증하고, 개발된 현장적용 모델을 기반으로 확산을 촉진하고 집행상황을 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용화 및 기술사업화 확대를 위한 4개 

추진전략으로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기술거래 기반 구축, R&D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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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은 기술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위한 R&D 기획과정의 체계화를 

추진 중이다(농촌진흥청 2013). 상시 기술수요조사 시 현장의 기술수요 모니터

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정책 및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R&D수요를 발굴하고 사

업·과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적극 

활용과 평가 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업과 과제의 기획·평가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며, 생산에서 상품화까지 종합기술을 투입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R&D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  농산업과  BT 융합 련 정책

  농림축산식품부(2014d)에 의하면, 농산업과 BT융합의 핵심 정책은 종자산업 

육성 정책,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육성 정책으로 구분되며, 종자‧기능성 소재 

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을 발굴하고, 수출 기반 조성, 상품화 등을 통해 국내‧

외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1) 종자산업 육성 정책

  종자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예·식량·축산·수산·임산물 

등 5개 분야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장개척형 종자를 집중 개발하는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2012～'21, 4,911억원)으로 ‘골든시드 프로젝트사업단’ 

구성 및 방사선육종연구센터 건립(’13.11) 등 육종기반 조성을 통해 종자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단계 한국의 종자산업의 경우 고추, 배추 

등 일부 채소 종자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다른 대부

분의 종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종자기업에 비해 전반적인 경쟁력은 미흡한 상

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 육성 관련 중점 추진계획을 보면, 앞서 지적한 

① 수출‧수입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2014년 384억원 예산 투입을 통해 수출 품종 31개, 수입대체 품종 

6개를 개발하는 성과를 구체화하고, ② 첨단 육종연구 지원을 위해 ‘민간육종

연구단지’ 착공(9월), 민간 종자업체(20개) 대상 육종연구, 인력양성 및 수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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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을 추진하며, ③ 종자 수출 활성화(수출액 2012년 : 0.4억달러 → 2017년 

: 1.2억달러)를 위해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10월), 종자 수출업체를 대상으

로 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구체적으로 국내 품종의 현지

적응성 파악 등을 위해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종자 전시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육성 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식물, 미생물, 곤충 등 농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인간

에게 유익한 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고부가가치 농생명

산업으로 이해하고, 유용생명자원의 수집·관리 강화, 상품화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생명자원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생명식의약소재, 바이오장기 등 7

개 분야에 총 1조원 투자 계획(2011∼'20) 등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 등 연

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육성과 관련해

서는 관련 인프라와 산업적 활용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한계가 있다.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육성 관련 중점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생명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이다. 이를 위해 ① 

차세대바이오그린21(2013년 699억원 → 2014년 700억원), 다부처 유전체 사업

(112억원)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곤충(3개소), 천연색소(2개소), 미생물(1개

소) 센터 및 양잠산물 종합단지(3개소) 등 생명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하

며(2014 : 6개소), ② 특허정보 등 생명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합 DB 구축

(2014.12)을 추진한다. 둘째, 식품원료 포함 대상 곤충으로 갈색거저리

(Tenebrio Molitor, Mealworm)를 포함하는 등 식품원료 포함 대상에 곤충 종류

를 확대하고, 컨설팅 등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 및 기능성 인정내용 표시‧광고 

범위 확대 등 건강기능성 식품 허가제도를 식약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개

선하고자 한다. 셋째, 고부가 식품 소재 개발 및 상품화 가공적성 연구를 강화

하는데, 이를 위해 ① 기능성 강화, 전통웰빙, 안전‧품질관리 등 6대 분야 중점 

투자, ② 국내산 농축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해 소재화‧상품화 가공적성 연구 

확대(현재 20개 진행 중, 2017년 40개, 2022년 100개 추진)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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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산업과  I C T  융합 련 정책

  농산업과 ICT융합 관련 정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업IT융합지원센터를 지정·운용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0년

부터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IT원예시

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22개 과제의 모델 발굴 사업을 추진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시설원예, 과수, 축

산을 중심으로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고, 농산물 직거래 및 농축산물 이력정보 

제공 등 유통과 소비 분야에까지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시설원예의 경우 2014년 

1,000농가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5,000농가에 ICT융복합 시스템을 활용한 시

설환경의 자동관리시스템을 보급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014년 IT융합 

과수재배 관리시스템 보급 200농가, 양돈 사양 관리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

급 80농가 등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시설원예의 경우 농가에 첨단센싱, 모니터링, 제어 등의 ICT융합 장비를 지

원하여 시설 원예 작물의 생육 환경을 모바일·PC를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를 

도모하고, 과수재배에서는 환경관리, 병충해 예찰 및 시기별 적정 관수 제어를, 

축사시설부문에서는 축사 환경 모니터링, 사육단계별 최적 급이(給餌, feed-

ing)·음수 관리 등 사양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업 분야 ICT융복합 및 확산을 위한 높은 투자비

용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농업경영체의 현장 활용도 제고

를 위한 시설 컨설팅 및 실습형 ICT 교육 농장 지정·운영, 고비용이 소요되는 

스마트 온실 등 시설현대화 추진시 농업인의 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농신

보 보증한도 확대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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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농산업 기술융합의 한계와 문제

가.  기술개발과  농업정책간의  연계 부족  실용화(사업화) 미흡

  우선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농산업 기술개발(R&D) 부문이 농업정책 목표와 

연계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7대 산업별(생산시스템, 자원·

환경·생태기반, 생산·가공, 유통·식품, 바이오, IBT융합, 문화) 투자 영역 및 농

촌진흥청의 19개 연구개발 아젠다 설정으로 인해 연구성과 제고에 한계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기술융합의 핵심 부문으로 이해되는 농산업과 

ICT융합과 관련해서도 농업부문의 ICT융합 대책이 전체 농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전체 농정의 프레임을 전환하자는 논의로 확산되지 못한 한

계를 보이고 있다. 즉 농산업과 ICT융합을 통해 단순히 생산비 절감, 생산성 

제고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부가가치 및 시장 창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

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미흡한 상태이다.

나.  정부 주도 기술개발의  한 계와 민간부문의  역할 미흡

  앞서 지적했듯이 국가 전체 기술개발 R&D 투자 대비 민간 R&D 투자 비중

은 74%인데, 농식품의 민간 R&D 투자 비중은 26%에 불과할 정도로 민간 부

문의 역할이 미흡하고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농식

품 R&D투자액 증가에 비해 기업의 매칭 투자액은 2011년 75억원에 비해 2012

년 66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산업 R&D는 농업경영체의 영세성, 투자성과의 외부효과와 불확실성, 회

임기간의 장기성, 투자성과의 지역성 또는 국지성 등으로 인하여 민간 R&D투

자가 확대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정부 R&D투자가 중요한 실정이다(권오상 

2013). 게다가 정부 주도 R&D 경향 등으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자연

스런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 농식품 관련 기술 개발, R&D 

개발 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수준이 낮아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가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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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융합 련 시장의  세성과  미흡한  농민의  수용 능력

  한국 농가 경영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농가가 주도적으로 기술 개발에 참여

할 수도 없으며, 첨단적인 융합기술을 수용하기 힘든 상태이다. 농업인의 인식 

부족과 현장 지원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농가가 첨단 융합

기술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술과 시설

을 도입하게 되면, 결국 기술 및 시설의 활용성이 떨어져 불필요하게 비용만 

낭비하게 된다. 융합기술 및 관련 기자재 생산·공급업체들 역시 단기적 이윤 

창출에 초점을 맞춰 시설 설치 후 사후 서비스를 소홀히 하거나 불필요한 경쟁

으로 품질이 낮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며 추

가적인 시장 창출이 어렵게 된다.

라.  투입재 산업의  시장 창출  기술개발 지원의  미흡

  앞서 지적했듯이 농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투입재 산업의 취약성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투입재 산업은 독자적인 제조업의 영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에서도 적절한 기술개발과 지원을 하지 못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도 관심 

밖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 문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로 농가에 대한 지원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농기계 생산업체 등 주요 농업부문 투입재 제조

업에 대한 지원이 힘든 상태이며,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시장 규모가 적은 농업 부문 투입재에 대한 관심이 적은 상태이다. 전반적으로 

농업부문 투입재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담당 

부서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업무계획”에서도 나타나듯이 농업이 ICT·BT

와 융합되어 첨단산업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ICT·BT기술의 현장 확산 미흡

(ICT기술 현장 확산율: 자동화온실 16%, 자동화 축사 29%) 문제, 구체적으로 

“ICT 시설 설치시 높은 초기 투자비용”,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애로” 등의 문

제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농업부문 ICT기술융합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며, 전반적인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농산업 ICT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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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요자(농업인)의 마인드가 부족하고, 시장 형성이 되지 않아 확산이 어

려운 한계가 있고, ICT 선도 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와 비교

해볼 때 농산업 ICT 관련 R&D 투자액 및 예산이 미흡한 상태이다. 게다가 농

업과 IT융복합을 위한 부처간의 협력적 연구 여건도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마.  기술개발 성공 험이 높은 농업부문의  특성 련 한 계

  일반 제조업에 비해 농업부문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경우 식물, 동물 등 생

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자연 조건 등 외부 요인 영향으로 기

술개발 및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특성을 지닌다. 게다가 토양, 강수

량, 기온 등 자연환경이 지역별로 달라 기술의 범용성에 제한이 존재하여 농업

의 영세성과 더불어 기술 개발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일반 제조업에 비해 농

산업 기술개발은 회임기간이 길어 기술개발의 사업화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김재연 외 2014).

2.1.5. 농산업 기술 융합의 과제

가.  개발 기술의  산업화 확  노력

  농산업 기술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개발 기술의 사

업화, 산업화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6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 농업관련기

업, 농업인 단체 등은 함께 품목별 시장 및 산업과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을 통

해 미래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 이러한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

는데 있어서 투입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가치사슬 단계의 변화요인과 애

로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정책 및 R&D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R&D 정책의 주요 개선 방향인 ‘정책-R&D-현장 연계 강화’, 

‘실용화·사업화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 수요에 기

 6 2012년 기준 농림식품 분야 기술이전율은 28%정도이며, 사업화 성공률은 27%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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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R&D 사업 및 과제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개발된 기술을 사장시

키지 않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실용화·사업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

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R&D 및 정책 사업

의 기획단계부터 현장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다.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 농업관련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R&D 및 정책 사업으로 연결시킬 때 보다 효과적인 현장 적용이 이

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기획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7

나.  농산업 기술융합 시장의  세성 극복을 한  조 직화 

  시장의 영세성 극복을 위한 조직화는 농업부문 생산자 측면과 농업부문 투

입재 산업체 측면을 모두 아우러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선 농가 경영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개별 농가가 첨단농업기술이나 농기계

를 구입하여 사용하기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개별 농가 단위의 

첨단 기술 및 농기계 활용 기반이 취약한 부분은 지역단위 농가간의 조직화를 

통해 첨단 기술과 농기계의 공동 이용 기반을 구축하여 이용 효율을 높여 첨단

기술과 농기계의 이용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소화하여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되

면서 영농의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기술의 실용화,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조업체

(산업체)가 기술개발에 참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첨단기술 개발 및 농기계 

생산업체 등이 영세하여 자체 기술 개발의 여력을 지니지 못한 상태이다.8 결

국 농업부문 농기계 등 주요 투입재 관련 연구개발이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용화율이 낮은 상태이다. 산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술 개발 

 7 장흥순(2014)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기획관리

예산을 현재 3.9% 수준에서 10%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는 연구기획에 비해

서 평가관리 기능이 4배 규모라고 언급하였다(장흥순 2014). 

 8 2011년 기준 종업원 규모별 농기계 업체의 비중을 보면, 10명 이하가 48.9%, 11∼30

명이 36.5%이며, 100명 이상은 7.2%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 영세화가 지속되고 있

다(강창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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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농기계 생산업체들간의 협력, 조직화, 규모화,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 비

록 영세한 업체들이지만, 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시장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참여할 여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게다가 국내

의 좁은 시장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이를 위

해서는 영세한 개별 업체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조직화된 규모화된 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  력  거버 스 구축

  농업 R&D의 현장 사업화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 산업, 대내외 환경변화 분

석에 기반한 농산업의 미래와 목표 설정, 현장 수요에 기반한 R&D 사업 및 

과제 발굴과 함께 농업 R&D와 관련된 주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혁신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즉, 정책-R&D-농업관련기업-농업경영체의 4개 부분이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긴밀히 연계되는 협력거버넌스가 정착될 때, R&D의 현장 

사업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농업과 관련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협력거버넌스의 궁극적 목적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접적 보조뿐만 아니라 

정책 및 현장과 연계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기술보유 사업체, 산업을 육성함

으로써 농업과 관련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사업화·실용화, 투

자액의 회수 유인이 강한 민간 R&D 투자 ⇒ 기술개발 ⇒ 사업화·실용화 ⇒ 

농업에 적용(설비 판매, 기술접목 등) ⇒ 농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신제품 개발 ⇒ 농업부가가치 증대, 농가소득 증대 ⇒ 농업의 질적·양적 

성장 ⇒ 기술 및 시설 수요 증가 ⇒ 농업관련산업 및 업체 성장(농산업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구조가 협력거버넌스가 지향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을 (부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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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력  거버 스 련 주체별 역할

주체 역할

정책

• 장 수요에 기반한 민  력 거버 스 구축

 - 산업  시장 분석을 통한 미래비 과 R&D 목표 설정  

 - 농산업 장 애로사항 해결  성장동력 극 화하기 한 구체 인 정

책목표 설정 

 - 개발 기술의 장 확산을 한 지원정책(정책-R&D- 장 연계) 

연구개발

• R&D 투자의 사회경제  효과 극 화

 - 품목별·가치사슬별로 농업경 체  농업 련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연

구개발 수행

 - 민간 R&D 투자  사업화 진   

농업

경 체

• 생산성 향상, 노동  에 지 등 생산비 감, 품질 향상증  ⇒ 소득 증

 - 기술 용  시장 확 를 한 역량 강화

 - 학습과 력을 통한 장 수요 극 발굴  제안

농업 련

기업

• 경쟁력 강화와 산업의 성장

 - 농업경 체의 수요에 부응하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투입재 

 시설 개발, 컨설   사후 리 강화 

 - 수확 후 리, 선별, 포장, 가공, 장, 마  등 상품 부가가치 보존  

향상  

  기술융합 확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농업부문내  방안 

정부, 관련 연구소, 관련 기관, 기업(ICT산업, 기기산업), 농업경영체 등의 협력

적 거버넌스 구축만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

부간의 협력적 정책 공조와 합리적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라.  농업경 체와 기술융합업체간의  기술 격차 해소를 한  지원

  정부 차원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업인의 역량 제고와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체

계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시설 설치업체도 시설 설치만 하고 철수하는 

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영성과 모델 정착 등을 위한 지원과 사후 관리를 지속

적으로 해주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설원예 부문 ICT시설 관련 

업체들이 시설 설치 농가의 사후 관리 공동 대응, 거점별 상시 교육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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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수출산업화 등을 추구하면서 “한국시설원예 ICT융복합협동조합”을 설

립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기술융합과 

R&D 연계 합리적 지원체계 구축, 농업인(수요자)에 대한 ICT 융합 교육 강화

(고가의 기술·장비·기기 활용도 저하 문제 해소), 농업 ICT 융합 주도할 창의 

인재 양성, 농업 ICT 융합 기업 인증, 세제 혜택 등 지원 체계 구축, 기초통계 

조사·활용 기반 조성 등이 필요하다.

마.  투입재 산업의  기술 개발과  지원 확

  기술융합 관련 투입재 산업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투입재 산업의 성장 토양을 

마련한다는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기술융합 확대 정책 관련 농업경영체 정

책 자금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원대상 농가 관련 

목표 개념에서도 관련 분야 농가들에 ICT융복합 시스템을 활용한 시설환경의 

자동관리시스템을 보급의 차원만이 아니라 ICT업체의 성장 토양을 마련한다는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에 머물러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계를 극복하고,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에 대

한 시장 창출 노력과 R&D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9

  현재 시설원예의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은 일부 유리온실에서 외국의 고가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의 관련 기술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새로

운 ICT 융복합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농업 부문 ICT 업체들은 정부에 의해 새로운 시장

이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ICT업체의 안정적 발전

이 체계적인 ICT기자재 공급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과 ICT융합 발전이 정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9 2012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9,085억원 중 기계·설비·자재 

산업, 종자산업, 비료·농약산업 등 생산시스템에 투자한 금액은 698억원으로 약 

7.7%이다(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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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민에 의한 지역자원으로서의 땔나무 이용의 평가

 쿠니이 다이스케, 다이스케 사와구치, 다카시 하야시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2.2.1. 서론

  일본의 농업·농촌 문제 가운데 「중산간 지역의 쇠퇴」는 매우 중요하다.  

중산간 지역이란10, 평야 외연부부터 산간에 걸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데, 일

본 국토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중산간 지역은 일본 경지면적의 40%, 농가수

의 44%, 농업생산액의 35%, 농업촌락수의 5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게다가 중산간 지역은 수원함양, 홍수방지, 토지

공간의 보전, 인간성 회복 등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공급처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시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중산간 지

역의 인구는 감소하여 과소화(過疎化)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종사자들이 고

령화하면서 그 지역의 농림업이 쇠퇴하고 있다(부표 2-3).

  최근 농림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식물공장이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이용한 농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기업

이 이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했다.11 식물의 공업적 생산이나 ICT를 이용하여 

농업에 기업적 경영을 도입하는 것은 종래 농업의 「무리, 불균질, 낭비」12를

10 일본에서는 경지와 임야의 비율, 농지의 경사도 등에 근거하여 기초 지자체를 농업

지역 유형으로 분류하는데(농림수산성, 2013), 도시지역, 평지 농업지역, 중간 농업지

역, 산간 농업지역 4구분이다. 일반적으로 중간 농업지역과 산간 농업지역을 합쳐 중

산간 지역으로 하고 있다.
11 최근에는 NEC의 농업 ICT솔루션즈나 FUJITSU의 식‧농 클라우드 Akisai, 토요타 자

동차의 “풍작계획”, 協和EXEO의 농업 ICT솔루션 등 다양한 기업이 ICT농업 분야

로 진출하고 있다.
12 토요타생산시스템에서 나오는 말로 생산과정을 합리화하여 이 3가지를 철저히 제거

한다는 것임(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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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자의 소득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된다(山

崎 등, 2011). 외부 자본에 의한, 소위 「외발적」 활동으로 지역에 새로운 고

용이 창출된다면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에서도 농업을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외발적」인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진행되는 한편으로, 지역 주민에 의한 지

역 자원의 이용과 같은「내발적」인 활성화도 주목받고 있다.  西野(2013)에 

서술된 것처럼 일본 버블경제기의 개발이 실패한 것은 지역 내발성이 결여되

었기 때문이며, 농촌의 지속적인 활성화에는 지역 주민들의 내발적 활동이 중

요하다. 또 西野(2013)는 내발적 활동에 다음과 같은 3개 유형이 있다고 하였

는데, (1)지역자원의 이용, (2)지역산업의 재평가, (3)도시주민의 애향심이다. 

부표 2-3.  농업지역 유형별 인구의 변화

2000 2010

 농업지역 

유형별 

인구

(만명)

농업지역 

유형별 인구 

 농업취업 

인구(만명)

농업 

취업자 

인구율 

(%)

농업 

취업자의 

고령화 율

(%)

농업지역 

유형별 인

구 (만명)

농업지역 유

형별 인구 

 농업취업 

인구(만명)

농업 

취업자 

인구율 

(%)

농업 취

업자의 

고령화 

율 (%)

도시 지역 9,759 89 0.9 52 10,077 57 0.6 62

평지농업지역 1,306 146 11.2 50 1,260 99 7.9 57

간농업지역 1,177 114 9.7 55 1,086 76 7.0 65

산간농업지역 451 40 8.9 60 384 27 7.1 69

합계 12,693 389 3.1 53 12,806 261 2.0 62

주: 농업취업자 인구와 고령화율은 농림수산성(2010), 농업지역 유형별인구는 농림수산성

(2012)을 참고로 저자 작성

 

  중산간 지역에는 인구 문제 외에 또 다른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인공림

의 관리 부족에 의한 삼림황폐화이다. 일본에서는 전후(戰後) 집중조림에 의해 

많은 침엽수를 심었는데, 삼림의 41%가 인공림이며 그 중 78%가 삼나무, 편

백, 낙엽송 등 침엽수림이다(임야청, 2013). 하지만, 목재가격의 저하, 임업종사

자의 고령화 등에 의해 간벌 등 삼림관리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삼림황폐가 

우려되는 인공림이 증가하고 있다. 숲가꾸기를 하지 않을 경우 숲속으로 빛이 

들어가지 않아 하층식생이 자라기 어려워 임상 표토가 유실되거나 수원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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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저하되어 홍수가 발생하기 쉽다. 게다가, 나무도 건전하게 자라지 않고, 

줄기가 가늘어 눈보라에 쓰러지는 등 피해를 당하기 쉬워진다. 간벌로 생산한 

목재(간벌재)는 용도나 판로가 마땅하지 않아서 간벌을 하고도 그대로 숲속에 

방치하여 임지잔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숲가꾸기를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

다. 따라서 간벌재 용도를 확대하고 이용량을 증가시키면 인공림 관리를 촉진

하여 삼림황폐를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침엽수를 활용

하고자 하는 내발적 활동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13 이러한 활동은 지자체 중심

에서 NPO 중심까지 각양각색의 운영형태가 있지만, 공통점은 지역 주민이 주

도하는 「내발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삼림황폐화를 

방지하고 중산간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중산간 지역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내발적 활동 사례로, 이와테현(岩手県) 

니시와가마치(西和賀町)에서 미이용 간벌재를 가정용 땔나무로 이용하는 활동

이 있다. 니시와가마치는 『땔나무 이용 최적화 시스템 구축 계획서』를 작성

하고, 간벌에서 발생하는 저품질 목재를 땔나무로 이용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지자체는 「땔나무 스토브 이용 세계 제일」을 표어로 내걸고, 현재 지역의 

30% 가구에서 이용하는 땔나무 스토브를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西和賀町, 2006).  이곳의 지자체는 삼나무 간벌재의 미이용 부분을 땔나

무로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마을의 땔나무 이용, 삼림정보, 통계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분석에 필요한 정보·통계 자료 확보의 용

이성 때문에 이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지역에서 내발적 자원이용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활동의 자원이 

13 삼림 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최근 전국적으로 유명한 활동

이 “나무 역(驛) 프로젝트”이다. 이 활동은 NPO토사(土佐)삼림구조대와 신에너지·산

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제안하는 임지잔재 수집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중

부지방과 긴키와 추고쿠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2014년 3월 현재 27개의 

사업활동이 있다(http://kinoeki.org/ 2014년 4월 30일). 이외에도, 기초 지자체가 중심

이 되어 땔나무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과 지역 주민에 의한 땔나무 수집 조직 등 여

러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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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와가마치

모리오카시

부그림 2-4.  니시와가마치의 치

당초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가, 그 활동이 환경·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 다각적 시점에서 하나의 활동을 평가한 사례는 없다. 또, 내발적 활동의 효

과를 다각적·정량적으로 평가한다면 내발적 활동의 효과를 ‘시각화’하고, 농촌

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것의 중요

성을 밝힐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발적」인 지역자원 이용 활

동에 주목하고, 자원·환경·경제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 과제를 설정하여 평가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간벌재로 지역의 자원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원)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저감할 수 있을 것인가 (환경)

․가정의 난방비용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지역의 자금순환과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인가 (경제) 

2.2.2. 상지역 

　이 연구에서는, 이와테현(岩手縣) 니시와가마치의 미이용 간벌재를 가정용 

땔나무로 이용하는 사례를 연구한다. 니시와가마치는 이와테현(岩手縣) 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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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위치해 있으며(부그림 2-4), 2010년 현재 2, 493가구, 인구는 7, 093명이

다. 면적은 약 590km2인데, 이 가운데 약 90%가 삼림이며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이용이 요구된다.

2.2.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부그림 2-5)에서 제시한 5단계 순서로 진행한다. ①∼③은 자원, 

④는 환경, ⑤는 경제의 평가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삼림의 재적량을 「부

존량」, 경사도나 간벌율, 미이용율 등 몇 가지 조건을 설정하였을 때 실제로 

공급가능한 재적량을 「이용 가능량」, 임소반에서 반출되는 재적량을 「땔나

무 반출량」으로 정의하였다. 제1단계에서, 지자체의 삼림부와 지리정보 데이

터를 바탕으로 각 임소반의 땔나무 이용 가능량과 땔나무 1m3당 공급 비용을 

추계한다. 땔나무의 공급 비용은 임소반의 경사도, 임내 수송 거리, 도로 수송 

거리를 이용해서 추계한다. 제2단계에서, 지자체의 땔나무 이용실태 자료를 이

용하여 구역별 땔나무 수요량을 추계한다. 제3단계에서, 추계한 땔나무의 이용 

가능량, 공급 비용, 수요량의 데이터를 기초로 선형계획법을 이용한 수급 매칭

을 실시하고, 각 임소반에서 각 구역으로 반출되는 땔나무의 양을 결정한다. 그

리고, 땔나무의 이용 가능량과 반출량을 비교하고, 지역내 전체 및 각 구역의 

자원 수급상황을 평가한다. 제4단계에서, 난방용 연료를 등유에서 땔나무로 바

꾸었을 때 저감되는 온실가스량을 추계한다. 제5단계에서, 땔나무의 신규수요 

발생과 땔나무로 대체되는 등유 구입비용의 감소로 인해 지역에 머무는 자금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계하고,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파급 효

과를 평가한다.

  이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한다. 먼저,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 

가능량 분석에서, 「지역의 50% 가구에 땔나무 스토브를 도입한다」는 지자체

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각 구역의 가구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던 2006년 가

구수(2,474가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2010년의 설문 조사 결과(西和賀町, 2011)를 2006년도 각 구역의 가구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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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키면, 2006년 스토브 이용 비율은 24.8%가 되므로 이 수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 지역에서 땔나무 스토브를 사용하는 가구가 2006년의 24.8% (613가구)에

서, 50% (1, 237가구)로 증가하고, 모든 땔나무 스토브 이용 가구가 삼나무 간

벌재의 미이용 부분을 땔나무로 이용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지금까지 

땔나무를 사용하는 613가구에서 61.1%의 가구는 땔나무를 구입하지 않고 가

까운 숲에서 스스로 조달하거나 지인들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므로(西和賀町, 

2011), 지자체 정책에 따라 새롭게 땔나무 스토브를 사용하게 되는 624가구에

서도 자가조달하는 가구가 최대 60%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그림 2-5.  분석 방법 개요

온실가스 감량 평가

  또, 환경과 경제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땔나무 스토브 이용 

때문에 유구입이 감소하는 마이너스 영향을 분석할 때, 땔나무 스토브 이용 가

구가 지역의 24.8%에서 50%로 증가하는 것을 보아 그 증가분인 624가구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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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량

환경 및 등유구입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땔나무 구입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장작을 구입하는 242가구

     증가한 624가구

     땔나무 스토브를 이용하는 1,237가구

2006년 현재 장작 이용 가구 증가한 장작 이용 가구 증가 가구중 장작 구입 가구

부그림 2-6.  설정하는 평가 상의 조건

상으로 한다. 단, 땔나무 구입에 의한 플러스 영향을 분석할 때, 증가 가구의 

61.1%는 땔나무를 자가조달하고, 나머지 38.9%만이 삼나무의 미이용 간벌재 

땔나무를 삼림조합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한다. 자가조달하는 가구는 땔나무에 

대한 지출이 없으므로 경제에 대한 플러스 영향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현실적으로는 땔나무 이용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가조달하는 가구 비

율도 저하될 것이지만, 새롭게 땔나무를 이용하는 가구의 자가조달 비율은 많

아도 61.1%을 넘을 일은 없다고 상정할 수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

가할 수 있다. 

  이상, 자원량 평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서 

각각의 설정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그림 2-6).

  자원량 평가: 지역에서 땔나무 스토브를 사용하는 가정이 613가구에서 1, 

237가구로 증가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증가한 624가구 모두에서 삼나무 간벌

재를 땔나무로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환경과 경제의 영향 평가: 지역에서 땔나무 스토브를 사용하는 가정이 613가

구에서 1, 237가구로 증가 하였을 경우를 상정한다. 단, 땔나무 구입의 경제효

과를 분석할 때 땔나무를 구입하여 조달하는 가구(242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가정은 자원수요량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된다. 이는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

으로 실시하려면 자원의 이용 가능량은 예상되는 최대한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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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 출처

삼림 장부 

데이터

삼림 자원 데이터 이와테 

삼림장부·삼림 황표·삼림자원 구성표

도로 도로변 (2만 5천분의 1) 국토지리원 기반지도정보 다운로

드 서비스건물 건물 외부선 (2만 5천분의 1)

표고 10m 메시 표고

행정계 

데이터

니시와가마치의 행정계 2005년 농임업 센서스 농업 취락

지도 데이터  니시와가 에 문의

부표 2-4.  분석에 이용한 GIS 데이터

것으로 상정해야 하며,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효과

라도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2.2.4. 결과와 고찰

가.  4. 1 자원의  평 가

(1) 4.1.1땔나무의 이용 가능량, 공급 비용, 수용량 

  (부그림 2-5)에 나타난 GIS분석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용한 GIS데이터는 

(부표 2-4)와 같다. 먼저, 삼림부(森林簿), 삼림현황표, 삼림자원구성표 등의 

데이터를 ArcGIS에서 결합하고, 복수의 속성정보(수종, 면적, ha당의 재적량 

등)를 가진 임소반 데이터를 구축한다. 그 데이터에 표고(標高) 데이터에서 

산출한 임소반의 평균 경사도 정보를 결합하여, 평균 경사도 35도 미만의 임

소반을 이용하였다. 그 다음에 식(1)에서 임소반 i의 땔나무 이용 가능량 S(i)

를 산출한다.

  S(i)  =V(i)*Rthinning*Runused ······································································（1）

  V(i) 는 삼림부 기재의 임소반i의 재적량(m3)，Rthinning는 삼나무의 간벌률

(%)， Runused는 간벌재의 미이용률을 나타낸다. 또, 니시와가마치의 면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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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2-7.  장작 공  코스트 분석 개념도

          25000분의1 지형도 기재도로  삼나무 인공림의 임소반 

           ∙ 삼나무 인공림의 임소반의 중심점 × 임소반의 중심점에서 최근접도로상의 점

           건물 ＋ 수요의 중심지점(취락내의 건물의 중심점)

주: 운송거리는, 임소반의 중심에서 최근접 도로상의 절까지 직선거리(점선 화살표1)와, 도로

상의점에서 수요의중심지까지의 직선거리(점선 화살표2)우회율을 적용해 구한다.

사 결과와 沢内村(2004)에 따르면, Rthinning와Runused를 각각50％와 73％로 

나타나 이 분석에서도 그 수치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임소반i에서 지역내 구역 j로 땔나무를 공급하는 비용P(i,j)를 吉

岡‧ 林(2006) 의 방법으로 산출했다. 산출의 구체적 이미지는 (부그림 2-7)와 

같다. 또, 수송 거리는 식(2)로 산출했다.

  수송거리(LSY(i),LT(i))=직선거리 × (1 + 우회율) ··································· (2)

  (부그림 2-7)와 같이，LSY(i)는 임소반(i)의 중심점에서 최근접한 도로상의 

점까지의 직선거리((부그림 2-7)의 화살표①)에 (1+우회율)을 곱한 것, LT(i)는 

그 도로상의 점에서 수요지로 가정한 구역의 중심점까지의 직선거리((부그림 

2-7)의 화살표②)에 (1+우회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식 (2)>. 땔나무는 각 구역

의 건물위치의 중심점에서 소비되는 것이라 가정하고, 그 중심점을 수요지로 

한다. 우회율은 杉原 등(1960)과 같이，LSY에서는0.53, LT에서는0.50로 했다. 

j구역의 땔나무 수요량 D(j)(m3)와 각 구역의 땔나무 수요량은 식(3)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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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 이 연구에서는 니시와가마치의 31 행정구를 각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

별 수요량을 산출한다.

  D(j)  =　H(j) * Vyear*Csugi ····································································· (3)

  H(j)는j구역의 땔나무 스토브 이용가구수인데, 각 구역의 땔나무 스토브 이

용 가구수에 2006년도 땔나무 스토브 이용 가구수 613가구와 목표인 1, 237가

구의 차이인 624가구를 각 구역 가구수를 가중치로 각 구역에 배분한 것을 서

로 합산하여 구하였다. Vyear는 지역의 가구당 연간 평균 땔나무 이용량인데, 

西和賀町(2011)에 의하면3.5m3/년 이다. Csugi는 삼나무 열량을 보정하는 계수

이며, 이것은 지역의 조사가 활엽수 땔나무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삼나무 간벌

재의 이용을 상정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수요량에 1.25를 곱했다.

(2) 선형계획법에 의한 수급 매칭

  식(4)를 비용최소화 문제로 정식화하고, 선형계획법에 의해 지역 전체에서 

땔나무 공급 비용의 합계를 최소화하는, 임소반i에서 j구역으로 땔나무 반출량

F(i,j)를 결정했다. 비용 최소화 문제는, GAMS23.9의 BDMLP 솔버로 풀었다.

  Min  C = 
 




 



p(i,j) * F(i,j) ··································································· (4)

  s.t. 


F(i,j)≤S(i), 


F(i,j)≥D(j), F(i,j)≥0　

(3) 자원의 평가 결과

  GIS해석의 결과, 이 지역 전체에 삼나무 임소반은 10,081임반이 존재하고, 

삼나무 부존량은 172만 m3이었다. 한편, 평균 경사도 35도 미만의 이용가능한 

임소반은 9, 889임반, 이용 가능량은 62만m3으로, 부존량의 36%인 것으로 밝

혀졌다. 이와 같이 부존량과 이용 가능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吉岡 등

(2012)의 주장처럼, 단지 부존량을 추계해서 그것을 이용 가능량으로 간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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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부존량과 이용 가능량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존량에서 실제로 이

용가능한 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석결과 지역의

50％ 가구(1,237가구)가 땔나무 스토브를 도입하여 삼나무 간벌재 땔나무를 이

용하는 경우의 이용가능량은 연간 수요량 5,407m3의 100배 이상이 된다. 즉, 

지역 내의 땔나무 수요량의 100년분을 충당할 정도의 미이용 간벌재가 발생한

다는 계산이 도출되고, 이 지역의 땔나무 스토브 이용에서, 해당 지역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분히 만족시키는 양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구역별 땔나무의 수급 상황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한 해의 수급 상

황뿐만 아니라, 땔나무 이용이 10년 계속되었을 경우의 수급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고, 구역별 이용가능량을 평가한다. 현 시점에서 10년후의 각 구역 땔나무 자

급률 (구역내의 땔나무 수요에서 같은 구역에서 생산된 땔나무가 차지하는 비

율)을 보면, 땔나무 이용이 10년간 계속되었을 경우에 자급률이 25% 이하가 되

는 구역(부그림 2-8)의 구역(a, b, c, d)도 있으며, 지역 전체로 보면 땔나무 수요

량을 충족시키는 이용가능한 삼나무 간벌재가 존재하지만, 10년후까지는 각 구

역에서 땔나무를 자급하는 것이 곤란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부그림 2-8). 

  10년후에 자급률이 25% 이하가 되는 구역의 땔나무 이용가능량과 수요량의 

관계를 보면, 2개 패턴이 존재한다(부표 2-5). 하나는 원래의 수요량에 비하여 

이용가능량이 적은 구역(a, b)인데, 구역의 이용가능량으로는 땔나무 수요를 4

∼6년간 밖에 공급할 수 없다. 이는 구역(a, b)가 해당지역의 중심지이고 삼림

면적이 작지만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땔나무 스토브 가구도 많아지면 수요량

에 비하여 이용 가능량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는, 수요량

에 비해 이용 가능량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자급률이 낮은 구역(c, d)이다. 이 

구역은 땔나무 수요를 50년 이상 조달할 만큼 이용 가능량이 있지만, 자급률은 

지극히 낮다. 이는 구역에 이용 가능량이 많아도 다른 구역에서 가져오는 편이 

운반 비용이 낮기 때문에 해당구역 자급률이 낮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에서 부존량이 아닌 이용가능량을 전제로 하는 평가가 

필요하며, 게다가 공간 분포와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가능량과 수요량을 매칭하

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67

부그림 2-8.  각 구역의 10년후 땔나무 자 률

0 - 25%

25 - 50%

50 - 75%

75 - 100%

100% -

주: 지도내의 검은 실선은 주요도로, 점선은 JR선, 이중원은 유타마치 청사의 위치를 나타내

고, 알파벳은 자급률 25%이하의 구역을 나타냄

부표 2-5.  자 률 25% 이하 구역의 10년후의 구역내 땔나무 자 률

구역명 구역내 부존량 
(m
3
)

이용 가능량
(m
3
)

수요량
(m
3
/년)

이용 가능 
년수 (년)

10년후 지역내 
자 률 (%)

a 5,554 2,006 338 5.9  1.2

b 2,547 867 222 3.9  0.4

c 24,777 8,949 144  62  7.7

d 39,019 14,192  55 258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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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 2환경 과  경 제의  평 가

(1)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량의 추계와 그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온실가스(CO2)저감량을 

추계한다. 땔나무 이용에 따른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은 땔나무 스토

브14의 발열량과 동등한 발열량에 상당하는 등유의 양, 등유의 사용 감소량에

서 추계하는데 식(5)와 같다.

  Δ C O 2  =  Δ C O 2 fuel+ Δ C O 2 w ood tra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ΔCO2은 땔나무 이용에 의한 CO2의 변화량, ΔCO2fuel는 등유사용 감소에 의

한 CO2저감량, ΔCO2woodtraf는 땔나무 수송에서 발생하는 CO2증가량으로 한

다. 단, ΔCO2fuel에 비하여 ΔCO2woodtraf는 1% 미만으로 지극히 작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ΔCO2 = ΔCO2fuel로 분석하였다. ΔCO2fuel는 등유의 사용

감소량에 環境省(2013)의 CO2배출계수2.49kg-CO2/L을 곱하였다. 등유의 사용 

감소량은 식(6)으로 추계했다.

  ΔFuel = －ΔWood * CALwood*HEwood/CALfuel/HEfuel ······························· (6)

  ΔFuel은 등유의 사용 감소량, ΔWood는  땔나무 이용 증가량, CALwood는 

땔나무의 단위 발열량(3,530 kcal/kg( 谷, 1953))，HEwood는 땔나무 스토브

의 열효율, CALfuel은 단위당 등유의 발열량(43.4 MJ/kg (熊崎, 2000))，

HEfuel은 등유 스토브의 열효율을 나타내며, HEwood와 HEfuel은 각각0.63과 

0.86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땔나무 스토브 이용 가구가 현재의 24.8%에서 

50%로 증가했을 경우, 땔나무 이용으로 대체되는 등유의 양은 연간 475KL(1

가구당762L)로 추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온실가스 저감량을 추계하

면, 연간1,183 t-CO2가 되며, 1가구당 연간1.9 t-CO2이 되었다. 1가구당 저감량

은 일반주택을 모두 전기화하고 태양광 발전(3kW)을 동시에 도입하였을 경우

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인 연간1.4 t-CO2(環境情報科学センター, 2010) 보다 

14 여기서 땔나무 스토브는 열효율이 좋은 주형제품을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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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즉, 등유 대신 땔나무를 이용하였을 때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효과는 일

반가구를 전기화하거나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는 것 보다 크다고 추측된다.

(2)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땔나무 이용으로 감소하는 등유 사용량(1가구당762L)을 2013년 이와테현(岩

手県)의 평균 등유가격100.3엔/L로 계산하면, 1가구당 연간7.6만 엔의 난방비

가 절약되며, 본인 소유의 산에서 땔나무를 조달하는 가구는 이 금액만큼의 난

방비 절약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땔나무를 삼림조합에서 구입하는 경우, 삼

림조합에서 판매되는 활엽수 땔나무 단가18,000엔/m3로 계산하면, 1가구당 년

간 6.3만 엔의 지출이 늘어나고, 난방비용의 절약 효과는 줄어든다. 그리고, 등

유가격이82.7엔/L이라면 등유와 땔나무 난방비가 6.3만 엔으로 같아지는데15, 

등유가격이 82.7엔/L을 넘으면 가정에서 땔나무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어서,　개별가계가 아닌 지역에 머무는 자금이라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땔나무 이용과 등유 이용을 비교해 보자. 가령 난방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등유

와 땔나무가 같을 경우, 각각 지역에 머무는 자금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지, 또 등유에서 땔나무로 대체하여 지역에 머무는 자금이 증가한다면 어느 정

도의 경제파급 효과를 가지는지 밝힌다. 등유가격이82.7엔/L일때, 가구당 난방

비는 땔나무나 등유 모두 6.3만 엔이었다. 이것을 지역 전체로 보면 3,932만 엔

이 된다.　이 금액을 바탕으로 『2005년 산업연관표(전국)』와 『2005년 이와

테현 남부지역 광역진흥권 산업연관표』로부터 자급률, 상업 마진율, 운수 마

진율을 계산하고, 지역에 남게 되는 자금을 추계한다. 그리고, 지역에 남은 자

금을 바탕으로 산업연관 분석을 하고, 등유구입 감소와 땔나무구입 증가가 동

시에 발생했을 경우의 경제 파급효과를 산출한다. 산업연관 분석은 2005년 이

와테현 남부지역 광역진흥권 산업연관표 35부문표를 2009년에 연장하여 사용

한다. 따라서, 경제 파급효과는 니시와가마치 뿐만 아니라 이와테현 남부지역 

전체에 미치는 효과이다.

15 일본 에너지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이와테현의 2011년 4월~2014년 3월의 등유 매장가

격은 83.1~100.1엔/L이고, 배달가격은 88.1~105.4엔이고, 항상 82.7엔/L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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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6.  땔나무와 등유에 의해 지역에 머무는 자 과 지역 외로 유출되는 자 의 차이

(만 엔)

 구입비용 지역에 머무는 자 지역외로 유출되는 자

등유 구입 3,932  649 (16.5%) 3,283 (83.5%)

땔나무 구입 1,530 1,255 (82.0%)  274 (18.0%)

주: 땔나무 구입비용에서 자가조달을 포함하지 않음

부그림 2-9.  땔나무 이용에 의한 이와태  남부지역의 경제  효과

지역내 자금 순수 증가 605만 엔

지역내 자금 증가 1,255만 엔

(+) 유발 생산 증가액 775만 엔

     2005년 이와태현 남부 광역진흥권 

산업연관표를 2009년까지 연장해서 이용

지역내 자금 감소 649만 엔

(@82.7 엔/L)

등유 판매 감소

3.952만 엔 (@ 82.7엔/L)

장작 판매 증가

1.53만 엔
   (-) (+) 장작 구입 가구는 38.9%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

  지역에서 등유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남는 자금은 등유 판매점의 

마진이 되는 소매 마진뿐이며, 등유매출 3, 932만 엔에서 소매 마진 649만 엔으

로 추계되었다(부표 2-6). 땔나무의 경우, 624가구가 모두 땔나무를 구입한다면 

3, 932만 엔이 지출되지만, 자가조달 가구의 비율이 61.1%이므로, 3, 932만 엔

의 38.9%인 1, 530만 엔이 땔나무 구입에 지출되는 금액이 된다. 지역 밖에서 

구입하는 가구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지역삼림조합에서 구입하는 양만 지

역 내 구입으로 가정하는데, 지자체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땔나무의 자급률을 

70.3%로 하고, 땔나무의 생산액을 추계했다. 땔나무 생산액에 더하여 땔나무의 

도·소매 마진과 운수 마진의 전액이 지역에 남게 되면 합계1, 255만 엔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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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경우보다 약 2배의 자금이 지역에 남는다고 추계되었다(부표 2-6). 이와 

같이, 가구의 입장에서 보면 난방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땔나무와 등유에서 같

지만, 지역 경제로 보면 지역에 머무는 자금의 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

타났다.

  또, 등유에서 땔나무로 연료를 전환하면 지역 내 수요가 등유구입 감소에 의

해 649만 엔이 줄어드는 반면, 땔나무 구입 증가로 1,255만 엔이 증가하여 이 

차액인 605만 엔이 증가한다고 설정하였다. 산업연관분석으로 이와테현 남부 

지역의 유발 생산 증가액을 계산한 결과, 유발 생산 증가액은 775만 엔, 유발 

계수는 1.28이었다(부그림 2-9). 따라서 등유에서 땔나무로 연료를 전환하는 것

은 땔나무를 자가조달하는 양을 제외하여도 지역에 머무는 자금을 증가시켜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왔다. 

2.2.5.　결론

  이 연구는 이와테현 니시와가마치의 땔나무 이용을 사례로 하여 지역의 내

발적인 자원이용에 관한 자원·환경·경제적 측면을 평가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자원 측면에서, 지자체 목표에 따라 지역의 50% 가구에서 땔나무 스토브를 

도입했을 경우라도 삼나무의 간벌재 미이용 부분을 땔나무로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존재하고, 지속적인 자원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

경 측면에서, 등유 대신 땔나무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이 저감되어, 그 

효과는 일반 가구가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는 것보다 크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경제 측면에서, 등유에서 땔나무로 전환하는 것은 가정의 난방비 절약과 지역 

내 자금순환의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이 밝혀졌다. 게다가, 땔나무 이용이 10년 지속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시뮬레이

션하여 이용 가능량과 수요량을 매칭한 결과, 어느 구역에 이용 가능량이 많아

도 다른 구역에서 가져오는 편이 비용효과적일 경우에는 구역내 자급률이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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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간벌재의 땔나무 이용 사례는 西野(2013)가 주

장하는 3개 유형 가운데 (1)지역자원의 이용에 해당한다. 지역의 내발적 활동

이 농가의 소득 향상에 직접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역 

자원을 지역에서 활용하여 지금까지 외부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지역에 남게 

되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 간벌이나 목재를 운반할 때 지역

에 새로운 고용을 발생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삼림의 관리부족에 따른 삼림황폐를 억제하는 환경 효과도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 사례에 대해 다각적·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한 개의 지역자원을 이용한 내발적 활동의 지속성과 이 활동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는 농산어촌의 내발적

인 활동 자체가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식물공장이나 ICT농업 등의 외발적 활동은 대규모·효율화하기 쉽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외발적 활동은 외부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생산물의 판로도 지역 바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세

나 주가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한편, 내발적 활동은 큰 경제효과

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지만, 자본이나 판로는 지역에 있고,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부기 

  이 보고는 2013년도 일본지역학회에 발표한 내용을 가필‧수정한 것이며, 분

석 결과 등에 관해서는, 현재 학술지에 투고 중에 있다.

 



73

참고 문헌

環境省『温室効果ガス排出量算定･報告マニュアル(ver3.4)』2013年 5月.

環境情報科学センター “環境負荷削減技術によるCO2 削減効果とヒートアイランド緩和効

果,”『平成21年度ヒートアイランド現象による環境影響などに関する調査業務報告

書』2010年，p. 31-76.

熊崎実『木質バイオマス発電への期待』全国林業改良普及協会, 2000年1月.

西野寿章 “農村空間の商品化における内発性,”『商品化する日本の農村空間』，田林明編著, 

2013年, 農林統計出版, p. 349-358.

西和賀町『広報にしわが』2006年 第6号

西和賀町『「薪」利用 適化システム構築計画書：森林エネルギー利用で切り開く西和賀

町の未来推進事業』，2011年．

西和賀町『西和賀町の統計』，2010年.

農林水産省『平成23年度食料･農業･農村白書』2012年 4月.

農林水産省『平成24年度食料･農業･農村白書』2013年 6月.

谷幸雄 “木材の含有水分と発熱量の関係” 『木材の研究と普及』1953年 No.53, p12-13.

林野庁『平成24年度森林‧林業白書』2013年 6月.

沢内村『沢内村森林バイオマス利用促進行動計画―煙突の見える村　あったか沢内―』2004年．

杉原彦一･岩川治 “陸上路線の迂回路について,”『日本林学会誌』第42巻第7号，1960年, 

pp. 269-275.

山崎富弘･砂子幸二･村西明･ 葉松知行･三重野覚太郎 “IT化で変わる農業生産と経営,”『図

解よくわかる農業技術イノベーション；農業はここまで工業化･IT化できる』, 

(財)社会開発研究センター編, 2011年, 日刊工業新聞社, p. 77-109.

吉岡拓如･ 林洋司 “中山間地域におけるエネルギー利用が可能な森林バイオマス資源量と

収穫･輸 コスト,”『第57回日本森林学会関東支部大会発表論文集』2006年，pp. 

335-338.

吉岡拓如‧鈴木保志 “森林バイオマスの未利用資源量,”『森利学誌』第27巻第2号，

2012年，pp.111-117.



74

2.3. 중국농업의 새로운 발전 방식: 개념, 유형, 형성매커니즘과 

촉진정책

            자오 즈쥔(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2000년대 진입 이후 중국은 인구증가에 따라 수요가 고품질과 다양화로 발

전하고 자원 환경의 압력이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중국농업의 기존의 발전방식

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외부확장의 발전방식을 추구하던 데로부터 

내적 의미를 추구하는 발전방식으로, 자원의존형에서 혁신구동형으로의 전환

을 모색하는 발전방식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농업발전 모델과 형태가 나타나

기 시작하였고 창의농업, 여가농업, 관광농업, 커뮤니티 호조 농업 등 새롭고 

다양한 업태(業態)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국면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대량의 특색 있는 농업의 새로운 업태의 출현은 한편으로는 중국농

업의 구조 조정과 승급을 조장하였고 동시에 농업 기능의 확장과 농민 소득 증

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농업의 새로운 업태 출현은 날로 증가하는 대

중화와 다양화 소비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인 동시에 농기업과 농민의 발

전 사고방식의 전환 및 시장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자신의 공급능력, 혁

신능력, 시장경쟁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는 뚜렷한 표현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 업태에 대한 혁신을 통해 중국농업이 예전의 단순히 생산능력만 추구하

던 데에서 전면적으로 농업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로의 전환을 촉진하였고 

중국농업의 미래의 빠르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발전의 길을 모색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 업태와 이것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전통적인 농산업과 농업계의 개념으로 이러한 발전 상태를 설명

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산업 업태의 본질적인 특성 및 발전 동력, 메커니즘, 촉

진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국가와 지역 농업의 성장방식의 빠른 전환, 농업

과 농촌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75

2.3.1. 산업 업태의 개념  본질

  업태(業態)라는 단어는 최초로 1960년대에 일본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소매업과 요식업 기업의 경영형태를 개괄하는데 사용된 일본어 한자이다(赵

烈, 于淑华, 1996). 업태는 광의와 협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兼村容哲, 1993). 

협의의 업태는 주로 소비자에게 각종 소매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 혹은 판매 

측면의 마케팅 요소들로 구성된 것이고, 광의의 업태는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협의의 업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협의의 업태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운영조직, 소유제방식, 경영형태, 기업형태 등을 포함한다. 

  1980년대에 “소매업태”라는 단어가 중국에 전해졌고 점차 소매업에 대한 학

술적인 분석에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말에 이 개념이 정부부문의 인

정을 받아 소매기업이 서로 다른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상응한 요소를 

조합하여 구성된 서로 다른 경영형태로 정의하였다. 

  소매업태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표현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본질적인 내용

에 대한 서술은 일치하다. 다시 말해서 소매업태는 소매상업기업이 서로 다른 

계층의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형성한 서로 다른 영업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고 소매업 점포의 경영형태와 판매방식에 대한 총칭인 것이다. 

  중국경제구조의 전환·승급과 끊임없는 산업혁신과 함께 정계와 학계에서도 

점차 “업태”라는 단어를 소매업에서 기타 서비스업에까지 사용하기 시작하였

고 나아가 제조업, 농업 등 영역으로 확대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산업 활동의 

존재방식 혹은 실현방식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하였고 동시에 전통 “소매업태”

와 구별하기 위해 “산업업태”로 불리었다. 

  현재 공개된 문헌 중에서 중국학자 왕궈핑(王國平)이 2009년에 최초로 “(산

업)업태”라는 개념을 제기하고 논술하였다. 그러나 (산업)업태의 개념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논술한 것은 2012년으로 산업업태의 완전한 표현은 “소위 ‘업태'는 

‘업(業)'과 ‘태(態)'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산업이고 후자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업태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은 산업 활동의 존재방식 또는 

유형 및 상태로 볼 수 있고 혹은 산업 활동의 실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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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업태의 개념이나 설명에 있어서 따이텐팡(戴天放,2013)은 국내외 문헌 

정리와 농업발전의 새로운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업업태는 농업산업조직 

혹은 산업활동기관이 시장에 대한 농산물과 서비스의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현대농업의 생산경영에 관련된 다원화 요소를 결합하여 형성한 농산물

(서비스), 농업경영방식, 농업경영조직형식으로 나타내는 형태라고 해야 한다

고 하였다. 자오즈쥔 등(趙芝俊 등, 2013)의 연구에서는 농업의 새로운 업태의 

주요 특징은 소비자의 다원화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요소의 

조합과정에서 표현되고, 통상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이념의 도입 및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을 포함하며 이러한 것을 통해 전통농업의 조직방식, 경영내

용, 제품과 서비스 형식을 변화하여 최종적으로 더욱 넓은 발전공간과 가치증

가 잠재력을 획득하는 일종의 발전방식이고 서비스 내용의 혁신이다. 깐징텐

(干經天,2013)은 농업의 새로운 업태의 함의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본질과 표현

형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그는 농업 업태는 계획에서 시

작하여 제품설계, 브랜드설계, 산업설계, 자원조합을 진행하는, 계획이 실시되

는 과정으로서 최종적으로 원스톱방식, 조합식의 원스톱서비스로 나타나야 한

다고 제기하였다. 

  이상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산업업태는 형식과 내용의 통일체로서 산업의 조직경영형식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식이 의존하는 산업조직이 구체적으로 경영하는 대상과 

내용도 포함한다. 둘째, 산업업태도 형태와 효능의 통일체로서 일정한 경영형

태는 필연적으로 상응한 경영효능을 발생시키고 특정 효능의 실현은 통상 특

정 형태에 의존하여 실현된다. 셋째, 산업업태는 형식과 형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형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내용과 메커니즘도 포함한다. 

  산업업태는 산업의 존재형식 혹은 실현형식으로서 산업경제연구에 참신한 

영역을 열어주었다. 만약 “산업유형”이 “무엇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산업업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산업업태의 선택은 지역 

산업의 선택과 배치 전략의 관건으로서 이는 산업의 “포인트” 선택과 가치증가

의 공간적 안배와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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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농업의 새로운 업태의 유형  기본 특징

  산업의 존재형식 혹은 실현형식으로서 산업업태는 형식에서 내용, 형태에서 

효능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징을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산업업태와 구별하는 측

면에서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 내용, 조직과 이윤의 모델, 발전 동력의 혁신, 시

장과 가치증가 공간 등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공통된 특징이 산업업태의 일반

적인 판단기준의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산업업태를 분류하거나 서로 다른 

산업의 전형적인 업태 유형을 구분한다. 

  최근 농업의 새로운 업태가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는데 위에서 서술한 업태의 

구성요소와 함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농업

  관광레저농업은 관광농업이라고도 하는데 농업(자연 혹은 인위적인)의 경관

자원과 농업생산여건을 기반으로 하고 하이테크, 문화적인 창의, 관련 보조시

설 등 혁신적인 계획과 설계를 이용하여 형성된 기술집약적 시범, 관광, 과학기

술보급, 레저 기능을 통합한 종합적인 농업업태이다. 관광레저농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의 경계를 타파하고 발전적 사고방식으로 여행업과 서비스업을 농업

과 결합시킨 이상적인 모델로서 농업, 관광업, 서비스업의 특징을 겸비한 새로

운 형태의 농업 산업업태이다. 이 새로운 업태는 중국농업이 생산 역사가 유구

하고 민족이 다양하며 각 지역의 문화특색, 생산방식 및 관습이 상이하고 문화

자원이 풍부하며, 기후유형, 지형유형이 복잡하여 다양한 특징을 충분히 이용

할 수 있고 풍부한 농업자원의 천부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관광레저농업의 발

전을 통하여 농업농촌에 거대한 발전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도시주민

에 여가관광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거대한 사회적 편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관광레저농업은 농업의 생산방식, 경영방식, 소비방식의 혁신이고 

또한 미래 농업발전의 새로운 경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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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2-10.  농업 

  현재, 관광레저농업은 다양한 분류방식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업과학기

술원(科技園), 농업생태관광원, 수확체험농원(採摘園) 등 형식이 있다. 2010년

까지 전국에 농가락(農家樂)이 150만 개, 일정 규모이상의 레저농업단지 1.8만 

개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방문자수가 4억 명이 넘었다. 전국의 레저농업과 농

촌관광을 통한 연간 영업수입이 1,200억 위안을 초과하였고 1,500만 농민이 혜

택을 받았다(高鴻賓, 2011). 

나.  축제(節慶)농업

  농업축제는 “지방 특색농산물 혹은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농업장소, 농업생

산 혹은 농산물자원 등을 이용하여 감상, 채취, 시식, 체험, 오락, 건강 등 활동

을 통해 정해진 기간에 진행하는 문화, 사회, 경제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한 형식

의 다양한 대형 사회활동으로서 홍보, 인기집중, 농산물 판촉의 중요한 수단이

기도 하다. 농업축제활동은 사회적 영향력, 경제적 수익성, 소비자 만족도의 극

대화를 추구하는데 농산물 마케팅과 축제활동을 결합하고 농사체험과 여가를 

결합하여 단순한 농업생산을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확대하게 된다. 시민은 수

확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농민은 소비시장과 직접 대면하게 되어 농촌에 활력

을 주입하게 되고 농업생산 동력을 증가시킨다. 특색이 뚜렷하고 형식이 다양

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조직력이 강한 농업축제활동은 공익적 효과를 실현하였

다. 농업축제는 참여형식의 다양성, 참여주제의 광범위성, 편익의 종합성,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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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문화교류의 촉진으로 각 지방정부와 농민의 환영을 받았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이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비교적 유명한 것으로는 북경 

대흥(大 )구의 수박축제, 운남성 몽자(蒙自)의 석류축제, 섬서성 낙천(洛川)의 

사과축제, 광주시 증성(增城)의 여지(荔枝)축제 등이 있다. 

부그림 2-11.  운남성 라평(羅平)유채화축제, 북경 평곡(平谷) 도화축제, 증성(增城) 여지축제

다.  창의 농업 

  창의농업은 농업생산경영의 과정, 형식, 도구, 방법, 제품에 창의성과 설계를 

가미하여 부를 창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의 총칭이다. 이는 시장을 지

향하고 농업생산에 근거하며 창의성을 핵심으로 하여 농업생산과 예술적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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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2-12.  각종 창의제품 

의성을 결합하고 창의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며 창의적인 농업활동을 설계함으

로써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형

태의 농업발전모델이다. 창의농업은 농업에 의존하고 제품 혹은 형식에 창의성

을 가미하였으며 부가가치가 높고 산업융합도가 높은 점 등의 특징을 갖는다. 

  북경 근교의 농산물 창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폐기물 이용형이다. 이는 농업 폐기물을 교묘한 구상을 통해 사용

가능한 실용품 혹은 공예품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 문두구(門頭溝)의 밀짚그

림, 나비날개그림, 대흥(大 )의 알껍데기 그림, 평곡(平谷)의 복숭아나무 공예

품, 통주(通州)의 모기풀 등이 있다. 둘째는 용도 전환형이다. 이는 농산물의 보

편적인 용도를 전환하는 창의성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연경(延慶)의 콩그림, 

분재채소, 분재과일 등이다. 셋째는 형태와 색상(形色) 창의형이다. 이는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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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외형과 색깔 등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눈길을 끄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흥(大 )의 “금돈수박”, “수정수박” 등이다. 

  창의제품 외에 농지경관, 농업축제, 주제공원, 과학기술창의 등 형식이 있다. 

부그림 2-13.  창의경 , 농업축제, 창의공원, 과학기술창의 

라.  커뮤니 티 상 호 조 농업(C ommunity S upported Agriculture,  C S A)

  이는 일본의 시민농원과 유사한데 여가농원 혹은 접촉농원이라고도 한다. 도

시민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임대한 토지에 채소, 꽃, 과수 등

을 재배하면서 농사일의 즐거움을 체험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얻는 

일종의 상호협조식 농업생산과 경영활동이다. 농민은 신선하고 안전한 제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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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을 제공하고 농약, 제초제, 생장촉진제 등 화학약물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

속하고 생산체계의 생태안전성을 보장한다. 소비자는 농장의 전체 재배계절에 

도움을 주어 재배시기 초에 생산비용을 지불하고 “주주”가 됨으로써 농민과 함

께 생산과정의 위험을 분담하고 수익을 공동으로 얻는다. 농민의 경제적 수요

를 소비자가 공급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 수요를 농민이 제공하는 것이다. 

부그림 2-14.  주말농부 비용 상황 (채소농지임 재배) 

쇼우모우뤼(小毛류)시민농원

자체노동(30㎡): 1800위안

위탁관리(30㎡): 3500위안

가족건강채소원(60㎡): 12000위안

쇼우모우뤼( 毛류)유림커뮤니티 옹원

자체노동(30㎡): 1500위안

위탁관리(30㎡): 3000위안
4계절 자체노동(45㎡비닐온실): 4800위안(일년)

겨울철 자체노동(45㎡비닐온실): 2800위안(10월~3월, 기간초과시 월 단위로 비용수납, 48

위안/월) (주: 비닐온실 채소농지의 위탁관리비는 200위안/월)

비닐온실 1개동 전체 임대(450㎡): 3.8만 위안/년

비닐온실 1개동 전체 임대(위탁관리)(450㎡): 5.8만 위안/년

(주: 비닐온실 위탁관리, 배송 등 서비스는 요구에 따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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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CSA는 북경의 샤오마오뤼( 毛驴)시민농원으

로 북경시 해전구 서북부에 위치해 있고 중국인민대학교 향촌건설센터와 북경

시 해전구 농림위원회가 공동으로 건립한 산학연 현대농업과제이다.  샤오마오

뤼시민농원은 2009년 4월부터 CSA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체험경제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농업체험경영방식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고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농원 개설이 이어졌다. 예를 들

면 귀양시 화시(花溪)의 “당신 가정의 채소밭(你家菜地)”, 귀양시 우당구의 “주

문식 농가락(订购式农家乐)”(도시민의 요구에 맞춰 대리 경작, 닭·소·양 대리 

사육, 대리 설맞이 돼지잡기, 설맞이 떡 만들기 등), 미담 영흥진 모패촌(湄潭永

兴镇茅坝村)의 “주문 논” 등이 있다. 이러한 업태 모델은 레저, 참여와 체험, 

유기제품 등에 근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와 상호연동 등 특징과 장점

을 중시함으로써 시민의 높은 평가를 얻었고 양호한 발전 전망을 보여주었다. 

  중국농업의 새로운 업태 출현과 다양한 업태 발전을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

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특징은 전통농업이 고유의 특징이 아니고 농업의 새로

운 업태와의 비교에서 드러난다. 농업의 새로운 업태와의 비교에서 전통농업 

업태는 생산 방식, 산업 조직, 투입 요소, 생산 제품(서비스), 경영 이념, 발전 

구동력 등에서 농업의 새로운 업태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동시에 농업의 새

로운 업태는 제품(서비스)의 다양성, 경제의 고효율, 잠재력의 무한성, 산업의 

융합, 소비의 참여 등 특징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발전의 출발점에서 소비의 다양성과 수요의 광범위성에 초점을 맞추었

다. 일반적인 물질적 수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 고품질의 물질적 수요도 포

함시켰고 더 많은 부분은 정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레저, 감상, 참여 및 

체험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생산을 진행하고 부가적인 수익을 획득하였다. 

  둘째, 경영이념과 생산방식에서 전통적인 가족형 소규모 경영을 타파하였다. 

현대적인 이념, 요소, 과학기술, 조직, 관리 등의 도입과 효과적인 융합을 통해 

주변과 통합하였다. 

  셋째, 전통적인 유형 요소(자원)의 투입 외에 새로운 생산요소 예를 들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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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한 자연자원, 문화창의, 현대관리, 현대 과학기술을 융합시켰다. 특히 무형의 

지식, 사회 및 문화 등 자본에 근거하여 산업의 시장적 가치를 확대‧제고하였다. 

  넷째, 발전의 동력에 있어서 기술과 비 기술 영역의 동시적인 혁신을 보여주

었다. 관건은 과학기술 생산력이라는 엔진 외에 문화생산력이라는 새로운 엔진

을 갖추었다. 이는 무형의 지식으로 유형의 가치를 창조하는 생산모델로서 산

출은 끊임없는 혁신, 창의, 집중에서 나오는 것이고 발전의 혁신활동은 단순한 

공간적인 집중이 아니라 관련 산업의 상호 침투를 통해 산업체인의 각 단계를 

재조합 또는 개조하여 산출을 증가하였다. 

  다섯째, 경쟁력은 원가절감의 우위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가치체인을 

통합한 조직적인 우위에서 얻었다. 이는 산업의 융합으로 기존의 규모경제를 

목표로 추구하던 산업기술 모델을 범 영역 경제를 목표로 추구하는 새로운 산

업기술 모델로 전환하였다. 

2.3.3. 농업의 새로운 업태 출 과 다양한 업태의 발  요인 분석 

  하나의 새로운 업태의 형성과 발전은 다양한 요인이 공동으로 작용한 결과

이다. 농업은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으로서 농업의 새로운 업태 출현과 발전은 

제도, 정책, 경제수준, 기술조건, 자원 환경, 소비수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현재 조건 하에서 농업 취업과 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자원 다양

성 우세를 발굴하고 발휘하며, 사람들의 생산과 생활의 다양화 수요를 만족시

키고 농업의 종합적 수익을 제고시키며,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행한 혁신이다. 농업의 새로운 업태 출현과 발전 요

인을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업태를 육성하고 농업의 새로운 업태의 발전을 가

속화하는데 중요한 이론적‧현실적 의의를 가진다. 

  농업의 새로운 업태 출현과 발전의 요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으로 귀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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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수요의  견 인  

  공업화와 도시화의 쾌속 발전에 따라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재물이 풍부해졌

고 다른 한편으로는 업무와 생활의 리듬이 빨라지고 인구밀도가 높아져 “도시

병”의 출현으로 사람들의 정신생활에 큰 압력을 가져다주었다. 사람들은 이제 

먹고 입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정신생활의 질적 제고를 더욱 중요시하게 되

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레저, 여행, 참여체험 등 정신생활의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것들은 농업의 새로운 업태의 흥기와 발전에 큰 견인차 역

할을 하였다. 

나.  시장경 쟁 의  진 

  농산물시장 경쟁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농산물의 동질성 문제가 현저한 

것이고 여기에 중국의 광범위한 소농경제와 정부의 시장화 서비스가 낙후되어 

시장에서의 동질제품의 경쟁을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시장에서의 빈번한 수급 

파동과 큰 폭의 가격 등락을 초래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산업 발전에 막

대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농업 생산자와 경영자는 제품과 경영방식을 끊임

없이 혁신하고 특색이 뚜렷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

발해야만 다양하고 다변화하는 시장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고 지속적인 생명력

을 얻을 수 있다. 상술한 요인들은 농산물(서비스)과 경영방식의 끊임없는 개

선을 촉진시켰으며 많은 새로운 농업 업태의 출현을 유도하였다. 

다.  과 학 기술의  구동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농업의 하이테크가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현대농

업과 농업의 새로운 업태, 다양한 업태의 발전에 견실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하

이테크 특히 정보기술의 침투성과 응용성 등 특징으로 하이테크가 어려움 없

이 전통적 농산업에 침투할 수 있었고 동시에 전통산업의 효율을 크게 제고시

켰다. 하이테크 혹은 서비스업 기술이 농업자원 개발이용 및 산업 각 단계에 

도입되어 융합됨으로써 농업 산출방식 및 산출결과의 혁신을 직접적으로 유발

하였고 농업의 새로운 업태 출현을 뒷받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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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수익의  유혹 

  전통농산업은 기술이 간단하고 제품이 단일하며 부가가치가 낮아 하이테크, 

문화 창의, 현대적인 관리의 새로운 업태에 융합되어 1차‧2차‧3차 산업, 제품

의 제공과 관광레저서비스를 통합함으로서 농업의 가치창출 공간을 확대하였

고 거래비용을 절감하였으며 규모와 종합 수익을 제고시켰고 동시에 더욱 강

한 시장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전통농업이 현대농업으로 전환하고 전통

농업 업태가 현대의 새롭고 다양한 업태로 전환하는데 거대한 시범효과를 나

타내었고 또한 강력한 유혹을 안겨주었다. 

마.  농업정책의  유인  

  2004년부터 “중앙1호 문건”이 “삼농”을 다시 중시하면서 농업에 대한 정부

의 자금투입, 정책지원 및 구조혁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심도 있게 진행되

어 농업 산업화의 번영발전, 토지 유통의 적절한 추진, 신형 경영주체의 대량 

출현 등을 촉진하였고 현대농산업의 경영규모, 영역, 경영방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농업 업태의 혁신에 거대한 유인작용을 하였다. 

2.3.4. 국 농업의 새롭고 다양한 업태 발  진 책과 건의 

  2007년의 중국 중앙1호 문건 《현대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

의 신농촌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서 현대농업의 

중대한 임무를 명확하게 제기하였다. 문건은 현대농업의 건설방식에 대해, 현

대 물질조건으로 농업을 무장하고 현대 과학기술로 농업을 개조하며, 현대 발

전이념으로 농업을 인도하고, 신형의 농민을 육성하여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또한 농업의 수리화‧기계화‧정보화 수준, 토지생산성, 자원이

용도 및 농업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업의 소질‧수익‧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대농업의 건설 과정은 바로 전통농업을 개조하고 농촌의 

생산역량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과정이고 농업의 성장방식을 전환하여 농업



87

의 쾌속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이다. 농업의 새로운 업태 육성과 발전을 가속화

하는 것은 중국 현대농업 건설의 수요에 알맞은 것이고 현대농업 건설에 있어 

실행 가능한 방식이기도 하다. 

  첫째, 여가농업, 창의농업 등 농업의 새로운 업태를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 과학

기술, 창의 및 혁신에 근거하여 제한된 농업자원을 확장하고 농업의 발전공간을 

확대함으로써 현대농업 발전에 지속적인 자원공간과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업태의 발전을 통해 농업의 가치 증가 잠재력을 크게 제고하였

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농업 업태가 창의, 과학기술 및 서비스 등의 이념을 농

업에 융합시켜 농업의 일반적 의의인 물질적인 제품의 공급능력을 향상시켰고 

더욱 중요하는 것은 문화창의제품, 체험서비스 등 정신적인 향수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기타 부가가치를 크게 증대시켰다. 이외에 농업의 새로운 업태의 발

전은 1차, 2차, 3차 산업의 통합을 통해 농산업체인을 연장함으로써 농업의 가

치증가 잠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셋째, 농업의 새로운 업태의 발전을 통해 농산업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현재 창의경제는 선진국에서 이미 경제의 지속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엔진으

로 되어 있는데 이는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의 전환과 승격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략이다. 농업의 새로운 업태의 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 창의, 관리, 

경영 등을 혁신하고 집대성하고 통합하여 산업 및 제품의 과학기술 함량을 제

고하고 자원의 합리한 배치를 가속화하며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강화하려면 전통농업이 현대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업의 새로운 업태의 발전을 통해 “삼농”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창의농업 특히 농업의 경관 창의와 계획 설계 

창의를 통해 마을의 녹화와 미화 수준의 제고를 촉진할 수 있고 농촌의 거주환

경을 개선할 수 있다. 창의농업의 발전을 통해 과학적인 계획 배치, 농촌의 청

결하고 아름다운 환경 등 신농촌건설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중국 농업의 새로운 업태의 출현과 다양한 업태의 발전

은 새로운 시기에 중국농업의 발전과 현대농업 건설을 가속화하는데 필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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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고 중국농업의 지속‧건전‧안정적 발전과 연관된다. 현재 중국 농업의 새

로운 업태 발전상에 존재하는 문제(시작이 늦고 발전기간이 짧으며, 경영규모

가 영세하고 자체 능력이 부족하며,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발전이 미흡하고 과

학기술발전과 정책 지원 미흡 등)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외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기초 하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건의한다. 

  첫째, 이론적인 연구를 강화하여 농업의 새로운 업태와 다양한 업태의 발전

에 견실한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 농업의 새로운 업태의 출현과 다양

한 업태의 발전은 하나의 참신한 실천으로서 많은 이론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

를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실천의 길을 환하게 비출 수 있다. 이러한 문

제는 구체적으로, 농업의 새로운 업태의 본질과 함의, 새로운 업태에 대한 관찰 

각도와 평가지표, 새로운 업태와 산업의 승격, 전환의 관계, 정부지원과 새로운 

업태 발전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둘째, 새로운 업태의 발전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과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

다. 농업의 새로운 업태의 발전은 지역 특색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관련되며 

관련 산업과 주체의 정비 및 협조와도 관련되므로 농업의 새로운 업태의 발전

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고 농업 업태의 혁신 및 현대농업의 건설을 

농촌종합개혁, 공업화·도시화·도농 통합화의 추진, 농업농촌 현대화와 잘 결합

하여 공업으로 농업을 보충하고 도시로 농촌을 견인하는 것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업태 발전에 정책적인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현대농업의 신형 주체를 적극 육성하고 농업의 기업화, 조직화, 산업화

를 추진해야 한다. 농업 업태 혁신의 핵심은 공업화의 사고방식으로 농업경영체

제 메커니즘을 혁신하여 현대농업의 신형 주체를 육성하고 재조합함으로써 농

업의 생산‧유통‧관리가 기업화‧조직화‧산업화로 진입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1) 농업 용두기업을 방대하게 육성하여 농업 업태 혁신의 주력이 되게 해야 한

다. (2) 농민전업합작조직을 크게 발전시켜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농업 업태 혁

신의 생명력이 되게 해야 한다. (3) 각 종 전업 대농의 생산경영관리수준을 향상

시켜 활력이 충만한 시장 주체의 창업과 혁신을 지지함으로써 생산경영관리수

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종합적인 실력과 시장경쟁력을 증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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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농업의 새로운 업태 발전의 기술적 버팀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대 

과학기술은 농업의 새로운 업태 발전의 제일 구동력이다. 핵심 산업, 지원 산

업, 계열 산업, 파생산업이든 과정, 제품, 수단이든 모두 과학기술을 벗어날 수 

없고 과학기술도 농업의 새로운 업태 발전에 무한한 발전 공간과 가치증가 잠

재력을 제공한다. 현재 농업과학기술이 연구체계, 연구임무, 연구중점, 연구인

원, 연구방식, 연구축적, 심지어 과학기술 정책과 지원 중점에서 현저히 뒤처져 

있어 농업의 새로운 업태 발전에 적합한 과학기술 버팀목 체계의 구축이 시급

한 상황이다. 

  다섯째, 정부기능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농업발전의 신형 업태의 성장을 촉진

해야 한다. 정부의 지도‧지원‧서비스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산업의 발전을 계

획의 범주에 포함시켜 산업의 정책, 동향 및 시장수급정보를 제때에 발표하고 

과학기술과 산업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주체에 양호한 법적 환경, 

정책 환경 및 시장 환경을 마련하고 업무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서비스 능력을 

혁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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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FANEA 회원기  개요

1.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PRIMAFF; Policy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는 농림수산성 소속으로 정책에 관한 종

합적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2001년 4월에 농업종합연

구소를 개편하여 설립하였음.

－농림수산정책연구소는 농업경제학, 관련 경제학, 법률학, 사회학 등을 이

용하여 국내외 식료‧농림수산업‧농산어촌의 동향 및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성의 정책 기획‧입안 등에 필요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연혁

－ 1946.11.30 농업종합연구소 설립

－ 1959.11.10 본소 신청사‧도서관 준공

－ 1968. 2  연수청사 준공

－ 1983.10. 1 조직 개편으로 3개지소를 본소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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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4. 1  농림수산정책연구소로 개편

－ 2004. 4. 1  농림수산정세분석센터 설치

－ 2008.11. 1  정부종합청사 4호관으로 이전

○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조직도

소  장

차  장

기획홍보실

총 무 부

정책연구조정관

정책연구조사관

총괄상석연구관

상석주임연구관

주 임 연 구 관

연  구  원

기  획  과

교류정보과

홍보자료과

서  무  과

회  계  과

국제영역, 식료영역, 농업농촌 영역

○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홈페이지 및 소재지

－홈페이지: <http://www.maff.go.jp/primaff/index.html>

－주소: 3-1-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0013, Japan

○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는 2003년 본원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동북아

농정연구포럼의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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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 연구소

○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IAED/CAAS; Institute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Development,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는 

1958년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전문 농업경제 및 과학기술 정책 연구의 국가

급 과학연구기관임.

○ 중국 농업경제발전연구소의 주요 연구 분야

－농업경제 및 과학기술 정책, 지역 발전전략‧농기업 투자 및 경영관리 등 

분야의 조사 연구, 각급 정부와 농업기업에게 정책 및 정보 지원, 농업정

책연구, 행정관리 및 기업경영, 고급인재 육성, 국제협력 및 학술교류, 전

문 출판물 간행 등

○ 중국 농업경제발전연구소의 홈페이지 및 소재지

－홈페이지: <http://www.iae.org.cn/>

－주소: 중국 북경시 해정구 중관촌 남대가 12호(中國 北京  海淀區 中關

村 南大街 12号)

○ 중국 농업경제발전연구소는 2003년 본원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동북아

농정연구포럼의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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