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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자재는 농업생산의 중간투입재로서 농업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기술체

화에 의한 농업발전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농업발전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미래농업 성장에 보다 첨단화된 고기술이 체화된 농자재가 필

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공급해야 하는 농자재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확

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과는 달리 현재까지는 농업정책 내에서 

농자재와 농자재산업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였다. 농자재의 중요성, 농업과

의 상호연계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닌, 농업을 지지하는 외생적 변수정도로 

각인되어왔다.

  한편, 농자재산업은 2000년대 이후 국내시장 성장 정체와 내부적인 경쟁

악화, 외국 기업들의 진입 등 각 산업별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경영과 기

술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국내산업의 붕괴가 우려된

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자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3년에 

걸쳐 농림업 후방연관산업의 전략적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농자재산업과 농업부문의 연계 구조, 농자재산업의 상황, 유통과 

소비의 문제 등을 파악하고 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1

년차에는 농자재 산업연관분석, 작물보호제, 무기질비료 관련 연구를 진행

하였고, 2년차에는 농기계, 종자, 종묘 관련 연구를, 금년 3년차에는 상토, 

부산물비료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잘 활용되길 바라며 부족한 연구자원

으로도 그동안 이 연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주신 농자

재회사, 협회, 단체, 농민 등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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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최근 농산물 생산 단계의 세분화로 인해 육묘 단계의 중요성이 점차 증

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량 육묘 생산을 위한 고품질의 상토가 생산, 이용

되고 있다. 현재 상토를 이용하고 있는 농민, 육묘장, 들녘별경영체 등에서 

품질의 불안정 문제, 비다양성 등을 지적하고 있고 상토 생산 기업에서는 

농협의 공세적 시장개입, 판매자금순환 지체, 수입원료의 가격 불안정 및 

적기 수입물량확보 애로 등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상토시장 규모도 일정 

규모의 선에서 제각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지원도 타 농자재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한편, 친환경농업의 성장과 함께 부산물비료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면

서 부산물비료의 소비가 강화, 증가하여 왔다. 1990년대까지 이루어져 온 

무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도 부산물비료로 전환되었다. 현재 정

부의 농자재 지원사업 가운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가장 큰 사업이 되었

으며 1,600억 원의 지원자금이 부산물비료 구입 시 가격 보조로 지출되고 

있다. 부산물비료 생산시설 현대화 자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된 축산 

분뇨와 악취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부산물비료

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부산물비료의 지속적인 소비량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내부에서 호소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상토와 부산물비료는 작물의 생육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필수 농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산업 내부에 발생하는 다양

한 문제들에 대해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사실상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상토와 부산물비료의 생산과 유통, 사용

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

안을 강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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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제1세부 상토산업의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마이클 포터의 5세력 경쟁우

위 이론을 적용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상토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상토 수요자(농민, 들녘별경영체, 육묘장), 상토 생산업체, 상토 유통업체로 

분류하여 각 주체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제2세부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방안 연구에서도 마이클 포

터의 5세력 경쟁우위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부산

물비료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부산물비료 수요자(농민), 부산물비료 생산업

체, 부산물비료 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제1세부과제>

  상토산업에 마이클 포터의 이론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 요소에 산업 우호적 요인으로 ①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

로 지정, ② 지방정부의 꾸준한 상토 구입 보조지원, ③ 국내 상토시장의 

지속적 확대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상토산업의 긍정적 요소이다. 

반면 기본적 요소에 산업 비우호적인 요인으로는 ① 중앙정부에 의한 체계

적 지원정책 미비, ② 국가경제와 농가경제의 성장정체, ③ 농산물 재배면

적 감소, ④ 농협의 독점적 위상과 활동 등이다.

  둘째, 신규기업 진입 억제에 있어 우호적 요인으로는 ① 품질에 대한 차

별적 인식, ② 계절적 생산과 소규모 전국 판매, 유통조직 관리이며, 비우

호적 요인으로는 ① 단순공정과 소규모 창업 가능, ② 경쟁적 원료확보시

장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 경쟁요소에 경쟁강화 요인으로는 ① 상토의존적 기업경영, 

② 기업별 생산 제품 간 차별화 미미, ③ 유통망 확대 중시, ④ 시장성과 

불만과 부정적 시장 전망 등이다. 경쟁완화 요인으로는 안정적인 경영성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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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수요자 위협 요소 중 위협강화 요인으로는 ① 수요자 자발적 정보

수집과 구매활동, ② 품질 우선시와 주변인들 입김 증대, ③ 상토제품 간 

차별화에 대한 미미한 인지, ④ 대규모 육묘상 수입산 선호 등으로 나타났

고, 위협완화 요인으로는 ① 상토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필요성 인식, ② 

수요자들의 긍정적 미래시장 예측, ③ 수요자들의 정보 욕구 증대와 대응, 

④ 높은 충성구매를 들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도출한 전체적인 상토산업의 발전방안은 경영자별로 혹

은 연구자별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방향과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에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발전방안만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 상토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국내시장의 성장정체와 과

열경쟁, 수입산 제품의 점진적 국내 진입은 산업뿐 아니라 기업들에도 대

단한 도전이다. 이를 이겨내기 위한 구조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상토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도 고려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다. 생산과 경영의 

전반적인 상황 검토와 미래 지향적인 조직과 역할에 대한 정립을 고민할 

시기이다.

  둘째, 경영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전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상토의 비

중을 줄이는 것인데 그렇다고 상토의 절대적인 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상토와 유사한 농업용 자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

산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셋째, 공동 원료구입을 고려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쟁에서 원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원료의 확보에서부터 

차별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이 좋은 원료의 확

보는 완제품시장에서의 경쟁우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동구매와 사용

이 어려운 이유이다. 하지만 일부 원료, 특히 품질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원료의 경우는 공동구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부산물비료에 필요

한 톱밥의 공동구매가 한 예가 된다.

  넷째,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상토기업들의 

경영상태는 양호하다. 한마디로 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일

수록 미래 품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미래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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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기업이라면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외 시장개척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현재 국내외 상토시

장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전무하다. 국내에 들여오고 있는 외국제품의 

종류와 양, 형태 등에 대해서도 모른다. 소비자들이 왜 수입산을 사용하는 

이유조차 아직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자신들의 시장잠식에 대한 준

비도, 사전 정보수집도 없다.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서 일부 기업들이 준비

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소홀한 잠재적인 경쟁자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을 경우 머

지않은 장래에 국내 상토기업들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여섯째, 공동 배송 등 유통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보조

와 그렇지 않은 상토, 농협을 통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매우 복

잡한 유통채널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채널에 대한 전면적인 산업 차원

의 검토와 대응책이 필요하다. 부피가 큰 상토의 지역별 공동 배송시스템 

구축도 협회의 차원에서 추진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면 공급시기와 방법이 

유사한 부산물비료산업과도 연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곱째,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보다 

우수한 제품 앞에서 상토 소비자들은 응당 좋은 상토를 선택하게 된다. 아

울러 보다 잘 아는 상토를 구매한다. 국내제품에 대한 미지의 증가는 외국

제품으로의 의존적 전환구입을 촉진한다. 적어도 국내 소비자를 안정적으

로 확보하고, 충성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토회사와 국내 소비자가 가

까워야 한다. 상호 간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과 홍보이다.

  여덟째, 제도적 혹은 자율적 품질관리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소비자에

게 신뢰를 주고 자신들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

정적인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불안정한 품질관리를 항상 염려

하고 있다. 특히 상토는 육묘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도 이 

부분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한국상토협회 

차원에서라도 자율 규정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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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부과제>

  부산물비료산업에 마이클 포터의 이론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환경요소에 산업 우호적 요인으로는 ① 부산물비료 시장의 꾸

준한 성장, ② 처리대상 유기성 자원의 증가, ③ 우호적인 다양한 관련 정

책을 들 수 있으며, 산업 비우호적인 요인으로는 ① 국가경제와 농가경제

의 침체, ② 경지이용면적과 친환경농업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기업 간 경쟁요소 중 경쟁강화 요소로는 ① 생산설비의 범용성 저

위, ② 부산물비료 의존적 경영, ③ 해외수출 한계, ④ 원료구입･소비의 계

절성, ⑤ 생물자원의 적절한 보관의 어려움, ⑥ 유통조직의 높은 교섭력, 

⑦ 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비시장적 요인 중시, ⑧ 지역농협의 가격할인 

요구 등으로 나타났으며, 경쟁완화 요소로는 ① 긍정적인 미래시장 평가, 

② 비고도 생산기술, ③ 개발경쟁 저위, ④ 높은 충성구매율, ⑤ 낮은 원료

경쟁 등이 나타났다.

  셋째, 신규진입요소 중 위협강화요소는 ① 긍정적 미래시장, ② 제품의 

비차별화, ③ 제도적으로 약한 제약 요인, ④ 양호한 경영실적 등이며, 위

협완화요소는 ① 상대적으로 과도한 설립자본, ② 낮은 생산설비 대체사용 

가능성, ③ 강력한 각종 민원 등이다.

  넷째, 소비자위협 요소에 위협강화 요소로는 ① 소비자의 적극적 정보활

용 및 포장내용 중시, ② 제품 선택 시 가격과 품질 외 요소의 영향력 중

시, ③ 음식물쓰레기가 원료인 퇴비에 대한 부정적 시각, ④ 현장배송 등 

서비스 중시 등이며, 위협완화 요소로는 ① 부산물비료에 대한 강한 필요

성 인식, ② 구매방법에 대한 평균적 인지, ③ 보조에 대한 만족감, ④ 밝

은 미래시장 예상 등이다.

  이를 종합하여 도출한 전체적인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방안은 경영자별

로 혹은 연구자별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방향과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

문에 산업에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발전방안만을 제시하

였다.

  첫째, 국내시장의 안정화와 수입 대응이 필요하다. 시장이 성장할 때 적

절한 안정화 대비책은 필수이다. 자칫 과대한 시설과 장비의 투입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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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부산물

비료시장에서 정책의 작은 변화도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된

다. 지금 국가적으로 긴축재정의 상태라는 점, 부산물비료에 투입하고 있

는 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경영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부산물비료기업들의 전체 매출에서의 

부산물비료 비중이 매우 높다. 부산물비료시장이 흔들리면 기업 전체의 경

영이 흔들리는 구조이다. 기업의 지속성과 경영의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판

단이다. 이제부터라도 경영의 다각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고품질 안정적 원･부재료를 확보해야 한다. 우선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하는 유기질비료의 경우 해당 기업과 원료의 공동구입을 검토하는 것

도 중요하다.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들의 품질 좋은 가축분뇨의 확보는 중요

한 경영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료선인 축산농가(중간수집

거래상인)와의 연대가 중요하다. 만약 축산농가들의 휴･폐업으로 인한 규

모의 축소가 발생하고, 부산물비료에 대한 각종 유해물질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적절한 가축분뇨의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

서 축산농가와 연계를 생각해야 한다.

  넷째,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아직 부산물비료시장

에서 품질 차별화의 정도가 낮다. 경쟁에 관련되는 모든 요소의 차별적 경

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음성적인 부분과 인간관계 등에 의한 제품 선발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외국으로부터의 제품유입과 지나치게 많은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수, 수요자들의 품질개선 욕구 증대 등으로 인해 향후 품질 경쟁

도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분야

의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조기주문, 공동배송, 협력배송등을 기획해야 한다. 부산물비료의 

공급은 매년 이루어진다. 비록 예산확보 부분에 문제는 있지만 별다른 변

화가 없다면 어느 정도 전년도 조기주문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부산물비료기업들의 소비자 관리와 경영이 매우 용이해질 것이다. 한편, 

부산물비료는 가격은 낮으나 부피가 크다 보니 수송비의 부담이 크다. 이

것도 일시에 집중하다 보니 부산물비료 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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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수송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단위의 조

직과 중앙단위 조직, 나아가 지역 내 상토회사(품목은 다르나 판매의 시기

는 중첩)들과의 연대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으로는 지역단위에서 상토와 

부산물비료 회사들의 연대가 현실적이다.

  여섯째, 복잡한 유통관계 정비 및 무허가 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해야 한

다. 가장 중요한 유통주체는 농협이다. 농협과의 대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중앙조직인 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 나서야 한다. 관련된 수수료와 판매

대금의 정산 기한, 계약 시 조건의 합리화 등 모든 면에서의 협의를 이제

라도 시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도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 

  음성적인 유통주체와 유통에서의 관행 등에 대한 것도 근대화, 합리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안별로 검토해서 보다 유용

한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별히 부산물비료 회사들의 반성도 필요

하다. 자신을 위해 벌여 놓은 비정상적인 경쟁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버려

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앙단위 조직에서 관여해야 한다.

  한마디로 유통분야에서의 비정상화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노력이 요구된

다. 세간에 떠도는 무허가업체들에 의한 부산물비료 생산과 공급, 이들을 

중간 생산업체로 활용하는 기존의 기업들의 행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 

  일곱째,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작목에 대한 부산

물비료의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취득은 한계를 보인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 의한 구매의존이 강

하다. 제품과 가격경쟁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덟째, 유통주체별 미시적 기업 대응책이 필요하다. 유통과정에서 유통

업체들의 파워가 커지는 것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들에 

의한 비가격과 품질 경쟁의 부추김은 결국 유통질서의 혼란과 경영 압박으

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부산물비료 유통에서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나

아가 공동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이들에 대한 비용지

출은 증가할 것이다. 딜러의 양성화도 필요하다. 지역조합과의 개별적 불

평등 거래와 같은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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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째, 신청제도 점검, 상충논리와 정책사업 정리, 등급제도와 동일 보

조방안 검토, 가축 유행성 병 발생 대응책 강구 등 정책 지원제도에 적절

한 대응이 필요하다. 

  열째, 관련 법령의 정비와 국가 차원 유기성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구축

해야 한다. 부산물비료는 살아있는 생물제품이다. 그래서 무기질비료와 다

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유효하다. 지금의 무기질비료와 같은 공정규

격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 강화를 위한 시스

템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부산물비료산업의 협조도 중요하다. 정

부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과 유통, 사용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림축산 부분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일상적인 

음식물폐기물과 각종 유기성 오니 등의 발생과 재활용 처리는 국가 차원의 

중요한 사안이며 책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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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Directions for Backward Linkage 
Industries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Year 3 of 3)

Background of Research

  Due to the recent subdivis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stages, the im-

portance of the stage of growing seedlings has gradually increased, which 

has led to the production and use of high-quality artificial substrates for 

producing good seedlings. Farmers, nurseries, and collective paddy man-

agement entities that utilize bed soil point out inconsistent quality and 

non-diversity, and artificial substrate firms complain about Nonghyup’s ag-

gressive intervention in the market, delays in sales fund circulation, im-

ported raw materials’ unstable prices, and difficulties in securing timely 

imports. Also, the size of the domestic bed soil market is each differently 

estimated, and policy support for it is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farm 

materials. 

  On the other hand, with growing eco-friendly agriculture, the importance 

of byproduct fertilizer has risen, which has expanded its consumption. The 

government’s support project for inorganic fertilizers until the 1990s 

changed to support byproduct fertilizers. Currently, the organic fertilizer 

support project is the biggest of the government’s farm materials support 

projects, and 160 billion won is spent on subsidizing the price of byproduct 

fertilizers when purchasing them. Support is also provided for the fund for 

modernizing byproduct fertilizer production facilities and for related facili-

ties reducing livestock excrement’s foul smell. However, despite various 

support policies and continually increasing consumption, there are diverse 

problems in the byproduct fertilizer industry. 

  Although artificial substrates and byproduct fertilizers are essential 

agro-materials directly related to the growth of crops and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studies with a comprehens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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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variety of issues in these industries do not virtually exist.

  With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diverse problems in the whole 

process of production, marketing, and use of artificial substrates and by-

product fertilizers and seeks for measures to improve them.

Method of Research

  In the first detailed study,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Artificial 

Substrate Industry, Michael Porter’s five forces of competitive advantage 

theory was applied. To apply the variables to the bed soil industry, we con-

ducted surveys on the current state by agent: consumers (farmers, collective 

paddy management entities, nurseries), producers, and distributors.  

  Also, in the second detailed study,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Byproduct Fertilizer Industry, Porter’s five forces of competitive advantage 

theory was applied. To apply the variables to the byproduct fertilizer in-

dustry, we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s of consumers (farmers), pro-

ducers, and distributors.

Research Results

The First Detailed Project

  The results of applying Porter’s theory to the artificial substrate industry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basic elements, industry-friendly factors are 1) the 

Fertilizer Control Act’s designation of artificial substrates as ordinary fertil-

izers; 2) local governments’ steady subsidies for purchasing bed soil; and 

3) the domestic artificial substrates market’s continuous expansion. These 

are the bed soil industry’s positive elements. On the other hand, in-

dustry-unfriendly factors among basic elements are 1) the lack of the cen-

tral government’s systematic support policies; 2) the national and farm 

household economy’s growth stagnation; 3) a decrease in the area under 

cultiv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4) Nonghyup’s monopolistic posi-

tion and activities.

  Second, factors favorable to deter new entrants are 1) awareness of 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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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ent quality and 2) seasonal production, small-scale national sales, and 

management of distribution organizations. The unfavorable factors are 1) 

the possibility of small-scale business start-up and simple processes and 2) 

competitive raw material market. 

  Third, factors strengthening competition among companies’ competition 

factors are 1) artificial substrates-dependent business administration; 2) en-

terprises’ undifferentiated products; 3) emphasis on expanding the dis-

tribution network; and 4) dissatisfaction with market performance and the 

negative outlook for the market. The factor mitigating competition is stable 

business performance.  

  Fourth, factors strengthening threat among consumers’ threat factors are 

1) consumers’ voluntary information collection and purchase; 2) their valu-

ing quality and an increase in the influence of people around them; 3) in-

sufficient awareness of artificial substrate products’ differentiation; and 4) 

large-scale nurseries’ preference for imports. Factors mitigating threat are 

1) consumers’ high awareness of the necessity for artificial substrates; 2) 

consumers’ positive outlook for the future market; 3) an increase in their 

demand for information and their responses; and 4) their purchase with 

high loyalty.

  Putting these together, we presented only strategies for developing the 

artificial substrate industry that can be applied generally, because opinions 

on them can be different by manager or researcher according to their 

situation.

  First, the domestic bed soil industry should be restructured. The domestic 

market's stagnation in growth and overheated competition, and imports' 

gradual entry to Korea are big challenges to the industry and companies. 

Restructuring needs to be considered to overcome these. In addition, re-

structuring in artificial substrate firms should be considered. It is time to 

review the overall situation of production and management and the estab-

lishment of future-oriented organizations and roles.

  Second, diversifying management is necessary. The portion of artificial 

substrates in total sales should be reduced. However, it does not mean a 

decrease in their absolute output. Rather, production of new products fo-

cused on agro-materials similar to bed soil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Third, joint purchase of raw materials should be considered. It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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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to buy raw materials jointly in capitalistic market competition due to 

differentiation from the stage of securing them. Because cheaper, 

high-quality raw materials are important in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complete products market, joint purchase is difficult. Nevertheless, some 

raw materials can be bought and used jointly in case that they are not very 

different in quality. The recent joint purchase of sawdust needed in by-

product fertilizers is one example.

  Fourth, investments in technology development should be expanded. 

Overall, artificial substrate companies' management conditions are good; 

they are gaining proper profits. Investment in R&D is necessary to improve 

quality, especially in this situation. Firms thinking of their future should in-

vest for it.

  Fifth, domestic and overseas market expansion teams should be or-

ganized and operated. Currently, there is no basic information on bed soil 

markets at home and abroad. The types and amount of imports and the rea-

sons why consumers use imports have not been identified. Companies are 

not ready for imports' encroaching on the domestic market and they are not 

collecting information in advance either. Some firms are preparing overseas 

market entry, but its level is very low. Now is the time to increase the re-

sponding capability. If domestic bed soil firms do not prepare for potential 

competitors and the future, they will face difficulties before long. 

  Sixth, the distribution system including joint delivery should be 

reviewed. The present marketing channels are very complicated including 

artificial substrates that receive local governments' subsidies and those that 

do not, and those distributed through Nonghyup and those that are not. 

These channels need to be examined at the industry level, and improve-

ment plans are necessary. Bulky artificial substrates' joint delivery system 

by region can be established at the association's level. Additionally, cooper-

ation may be possible with the byproduct fertilizer industry whose time and 

method of supply are similar. 

  Seventh,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to protect domestic consumers. 

Consumers choose higher-quality artificial substrates that they know better. 

The less consumers know about domestic products, the more they purchase 

imports. To secure domestic consumers stably and enhance their purchase 

loyalty, close re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bed soi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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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sumers at home. Education and PR can promote their close 

relationship.

  Eighth, an institutional or voluntary quality control system is needed. 

Stable quality management is first required to gain consumers' trust and to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onsumers are always concerned 

about unstable quality control. Artificial substrates especially affect suc-

cessful raising of seedlings, so consumers think them important. If an in-

stitutional system cannot be established, the Korea Association of Seedbed 

Media should set and apply voluntary rules.

The Second Detailed Project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applying Michael Porter's theory to the 

byproduct fertilizer industry.

  First, as for external environment elements, industry-friendly factors are 

1) a steady growth in the byproduct fertilizer market; 2) an increase in or-

ganic waste resources; and 3) various favorable policies. Unfavorable fac-

tors are 1) the national and farm household economy's downturn and 2) 

shrinking farmland areas and eco-friendly agriculture.

  Second, factors intensifying competition among rivalry factors among 

competitors are 1) limited use of production facilities; 2) byproduct fertil-

izer-dependent management; 3) limited exports; 4) seasonal purchase and 

consumption of raw materials; 5) difficulties in storing biological resources; 

6) distributors' high bargaining power; 7) consumers' valuing non-market 

factors in purchasing products; and 8) local Nonghyup's demand for a 

discount. Factors mitigating competition are 1) positive evaluation of the 

future market; 2) low-level production technology; 3) a low degree of de-

velopment competition; 4) high purchase loyalty; and 5) low competition 

in raw materials. 

  Third, factors intensifying threat among new entry factors are 1) the pos-

itive outlook for the future market; 2) no differentiation of products; 3) in-

sufficient institutional restraints; and 4) good management performance. 

Factors reducing threat are 1) relatively excessive starting capital; 2) low 

possibility of substituted use of production facilities; and 3) strong civil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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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th, factors strengthening threat among consumers' threat factors are 

1) consumers' active use of information and their putting stress on labels; 

2) their valuing elements other than prices and quality in selecting a prod-

uct; 3) a negative view on compost made from food waste; and 4) laying 

emphasis on services including delivery. Factors mitigating threat are 1) 

high awareness of the necessity for byproduct fertilizer; 2) moderate aware-

ness of purchasing methods; 3) satisfaction with subsidies; and 4) the pos-

itive outlook for the future market.

  Synthesizing these, we proposed only measures to develop the byproduct 

fertilizer industry that can be applied in general, because views on them 

can be different by manager or researcher according to their situation.

  First, the domestic market should be stabilized and responses to imports 

are needed. When the market grows, plans for stabilization are essential. 

Excessive input of facilities and equipment can lead to poor management. 

In the byproduct fertilizer market absolutely dependent on government sup-

port, even small changes in policies can affect the whole market. We 

should consider present national fiscal austerity and the current large size 

of subsidies for byproduct fertilizer.

  Second, management needs to be diversified. Byproduct fertilizer’s por-

tion of byproduct fertilizer companies’ total sales is very large. The struc-

ture is such that if the byproduct fertilizer market is unstable, a firm's 

whole management becomes unstable. Companies' sustainability and man-

agement stability are vulnerable, so diversifying management is required. 

  Third, it is necessary to secure stable supply of high-quality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In case of organic fertilizer whose raw materials are 

mostly importe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joint purchase of raw materials. 

Securing high-quality livestock excreta is one of byproduct fertilizer produ-

cers' important management elements. For this, it is needed to cooperate 

with livestock farms (middlemen) that provide raw materials. If the size is 

reduced due to the farms' shutdown and closure and regulations on harmful 

substances of byproduct fertilizer are tightened, securing proper livestock 

excrement may be difficult. The connection with livestock farms should be 

considered for preparation.

  Fourth, strategic investment in R&D should expand. The level of quality 

differentiation is still low in the byproduct fertilizer market. Differenc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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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elements regarding competition are hard to find. Covert parts and prod-

uct selection by personal connections are general. Nonetheless, because of 

imports, too many producers, and consumers' increased demand for quality 

improvement, quality competition will occur. Strengthening R&D is neces-

sary to have the advantage for this.

  Fifth, it is needed to plan early order, joint delivery, and collaborative 

shipment. Byproduct fertilizers are supplied each year. Although the budget 

should be secured, early order of the previous year may be possible to 

some extent if there is not a big change. In this case, byproduct fertilizer 

companies' consumer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will become very 

easy. On the other hand, byproduct fertilizers are not expensive but bulky, 

so their transport costs are high. Particularly, the concentrated period of 

transport is a considerable burden to producers. Therefore, transfer costs 

should be reduced. It is possible to cooperate with regional and central or-

ganizations and artificial substrate companies in an area (whose items are 

different but whose period of sales overlaps). For now, artificial substrate 

companies' cooperation with byproduct fertilizer firms in a region is realistic.

  Sixth, it is needed to tighten enforcement on unauthorized, low-quality 

products and improve complex marketing relations. The most important 

distribution agent is Nonghyup. The Korea Organic Fertilizer Cooperative, 

a central organization, should try to establish an equal relationship with 

Nonghyup. Discussions are necessary in all aspects such as a deadline for 

calculating sales and related commissi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contract 

terms. In this process,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 is also needed.

  Secret marketing agents and distribution practices should be reviewed for 

modernization and rationalization, and alternatives need to be prepared. A 

more useful marketing system should be created through a review by issue. 

Particularly, byproduct fertilizer companies should give up abnormal com-

petition for themselves, and central organizations' intervention may be 

needed.

  That is, the marketing sector's normalization is necessary. Investigation 

and regulations are required for unauthorized firms' production and supply 

of byproduct fertilizer, and companies that use the firms as intermediary 

producers.

  Seventh, consumer education and PR should be strengthened. By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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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tilizers should be properly utilized on various crops. However, consum-

ers have limited information on this, so their purchases mainly depend on 

people around them. Their choice is not based on products and price 

competition.

  Eighth, micro strategies for each distributor are needed. Distributors' in-

creasing power in the marketing process is not helpful to management. 

Moreover, their promoting quality competition and nonprice can disrupt 

distribution order and can be a burden to management. Therefore, the prob-

lems of byproduct fertilizer marketing should be addressed individually and 

jointly. Otherwise, costs for these will increase continually. It is also neces-

sary to legalize dealers and to coordinate individual unequal transactions 

with local cooperatives. 

  Ninth, policy support programs should be examined. For example,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application system and the same support scheme as 

the grade system, to organize the conflicting logic and policy projects, and 

to establish a strategy for coping with epidemic livestock diseases. 

  Tenth, it is necessary to streamlin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o 

create a national system for managing organic waste. Because byproduct 

fertilizers are living products, their management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inorganic fertilizers. It is hard to apply inorganic fertilizers' official 

standard to byproduct fertilizers, so solutions are needed. On the other 

hand,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strengthening the recycling of 

Korea's organic waste. The byproduct fertilizer industry's cooperation is im-

portant in this.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 system for managing the 

whole process of generation, distribution, and use of organic waste, be-

cause the generation and recycling of livestock excreta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s, food waste, and organic sludge is an important issue and 

responsibility at the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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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1.1.1. 상토산업의 발전방안

  인공 흙으로 알려져 있는 상토는 오랫동안 수도작 못자리용으로 사용되

어 왔다. 1980~1990년대를 거쳐 과채류와 시설농업용 각종 묘의 공장제적

인 생산이 발전하였는데, 이를 위한 원예용 상토가 대량으로 생산되어 공

급되어 온 것은 농업발전의 한 결과로 보여진다.

  인공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갖춰서 만드는 상토는 시설농업과 고품질 농

산물 생산을 위한 육묘 시에 사용된다. 일반 흙의 다양한 문제를 개선, 보

강하며 여러 가지 원료를 혼합하기 때문에 가격도 일반 흙에 비해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묘와 농산물 생산이 분업화되면서 상토의 수요는 급

증하여 왔고, 첨단시설농업이 발전하면서 그 수요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상토는 일부 화훼를 제외하면 대부분 육묘단계에서 묘를 키우는 데 사용

된다. 우량의 묘를 생산하는 것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첫걸음이

라는 측면에서 상토는 매우 중요하다. 자칫 불량 상토를 사용할 경우 육묘

가 실패하고 종국에는 농사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거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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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과채류와 수도작 육묘에서 상토를 사용하고 있다.

  상대적인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간의 정책적인 무관심은 이제 시정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자체에 따라 지원규모

와 방식 등이 약간씩 다르지만—수도작용 상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상토의 중요성이 인정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단순한 제도를 

넘어선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육묘를 위한 상토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는 정책적 

대응과 개선방안 강구라는 필요성을 역설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상

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대신한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상

토를 생산･사용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제기와 해결책 강구 요구이다. 이것

은 관련된 연구와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1.1.2.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방안

  순환사회라는 가치관 아래에서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지원은 중요한 농

정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이에 따라 무기질비료(화학비료)와 작물

보호제(화학농약)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농산물 생산성 증대에 농정의 최고 목표가 주어졌을 때 일명 화학

비료와 농약의 대량 투입은 생산성 증대라는 등식으로 고착화되기도 하였

다. 하지만 장기에 걸친 이들 화학 농자재의 투입으로 인해 비환경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 반성과 함께 보다 자연 

친화적인 농자재의 개발과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부산물비료1는 무기질비료와는 다르게 자연 친화적인 비료로 알려져 있다. 

1 ｢비료관리법｣은 부산물비료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

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

물, 토양미생물 제제(제제,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

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라 정의함. 부산물비

료는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로 양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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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기질비료가 자연해악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응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뿐 어느 하나만이 친환경이라 강변할 수는 없다.

  1960~1990년대에 농산물 생산 증대와 이를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이 정

부의 중요한 비료정책이었다면 이후에는 그동안 화학비료에 제공한 다양

한 지원을 부산물비료로 전환한 정책이 중심이다. 이는 그동안의 관행농업

으로부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이다. 친

환경농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부산물비료가 선택된 것이다. 이제 부산

물비료는 중요한 농자재이면서 정책대상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과는 달리 부산물비료의 생산과 소비까지의 현장에 많

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물비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문제에 대응하는 정도의 정책들

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된 조직과 사람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이다. 중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과정에 대한 적절한 시스템 정립과 정

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 

  따라서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기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 및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를 종합,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

다. 미래 부산물비료정책을 구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연구의 목적

1.2.1. 상토산업의 발전방안

  이 연구에서는 상토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현실에서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조사하여 다양한 정보를 정리할 것이다. 우선 상토를 생산하

는 회사의 일반 경영실태와 성과 등에 대해서, 사용자인 농민들과 육묘장

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과정과 후에 대한 평가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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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것이다. 유통 부문에서 활동하는 일반 상인들의 관련 행태도 조사

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와 결과의 정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

선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를 통해 상토산업의 발전과 우량 상토의 적정 사

용을 유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1.2.2.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방안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와 이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상황

과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 부산물비료

를 둘러싼 외부 변수, 소득과 정책 등에 대해 검토하여 부산물비료산업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물비료시장의 분석, 산업과 기업의 실상파악, 생산

과 판매의 어려움, 미래 연구투자와 준비 상황, 기업 간 경쟁의 양태 파악 

등을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의 경영적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또한 소비자인 

농민들의 부산물비료 구입과 사용, 부산물비료에 대한 차별화 평가와 만족

도, 구입과 사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관련된 ｢비료관리법｣

의 검토를 통해 문제시되는 부분을 지적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비료관

리법｣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여 향후 제도 검토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분

석되고 결론지어진 내용들은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이라는 최종 지향 목표

에 합당하도록 재정리하고, 다양한 정책방안으로 제시된다.

  한편, 3년간 진행된 본 연구의 각 연도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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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차별 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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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2.1.1. 상토산업의 발전방안

  연구대상은 상토이다. 상토는 수도용과 원예용으로 크게 양분되는데, 두 

가지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상토의 생산~사용의 과정에는 다양한 사람과 조직들이 있다. 우선 상토

의 원료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유기, 무기물질 등이 있다. 이것들의 대부분

은 상토원료 수입업자에 의해 수입되고 있는데, 원료의 수입 선과 업체가 

다양하다. 상토회사에서 일부 수입하기도 하지만 외생적인 변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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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토원료 업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상토제조회사와 유통업자2, 농민과 대량 소비처인 들녘별경영체와 육묘

회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화훼와 대규모 시설 과채류 생산업자(육묘

가 아닌 생산자)의 경우 상토를 구입하거나 원재료를 구입, 혼합하여 사용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상토 구입과 사용에서 전체적인 비중이 크지 

않고, 주시해야 할 정도로 독특한 사용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

에서 제외하였다. 

  상토의 유통에서 농협이나 일반상인 이외 개인딜러 등도 있다. 이들 역

시 유통에서의 문제가 일반상인과 대동소이하다는 판단이다. 물론 독특한 

성격과 필요성이 있기에 존재할 것이지만 그 비중은 작다. 연구자원의 한

계상 별도의 추가 조사도 어려워 이들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1.2.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방안

  이 연구의 연구대상 농자재는 부산물비료이다. 부산물비료는 유기질비

료와 부숙유기질비료로 양분되는데 모두를 포함한다. 엄밀하게 보면 이 두 

비료 역시 각각의 시장을 갖고 있으며 성격도 다르다. 하지만 유사한 용도

로 사용되고 있고, 이 둘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3 따라서 

여기에서는 엄밀하게 분리하지 않았다.

  부산물비료산업은 유기질비료업체와 무기질비료업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다. 기업에 대한 분석은 이들 두 부류의 비료업체를 포함하였다. 유통

2 이 부분은 부산물비료산업 발전방안 보고서 내 유통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분

석 결과를 보고 싶은 독자는 그 보고서를 이용하기 바람.
3 실질적으로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인식과 구입에 있어 상대적으로 고가인 

유기질비료가 조금 더 좋을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 외에는 다른 차별화가 없다

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분리해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아울러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실익이 없음. 동일한 질소원인데 약간의 규격과 품질이 차이난다

고 분리해서 볼 수는 없는 상황임. 하지만 각각의 시장이 명확하게, 그리고 시

장규모가 매우 크게 성장한다면 그때는 분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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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를 담당하는 일반상인(대리점)과 부산물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마이클 포터의 5세력 경쟁

우위 이론4을 중심으로 상토산업과 부산물비료 산업에 접근하였다. 분석이 

필요한 분야와 관련 부분이 많지만 현재 처해진 여건을 고려해서 최소한 

필요한 부분과 내용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림 1-2.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구성요인

자료: Michael E. Porter. 1998. Competitive advantage :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조동성 (옮김). 2008. ｢마이클 포터의 경쟁우위｣. p.32. 21세기 

북스.

4 농기계산업에 대한 적용 시 이론 부분 설명은 강창용･한혜성. 2013. 12. “농기계

산업의 발전방안.” R69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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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상토산업의 발전방안

  이 연구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상토에 관련된 1차, 2차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관련된 조직이나 정부 어디에서도 상토의 생산~사용에 

관련된 공식적 자료를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상토에 관련된 외생적인 거시변수—경지면적및농산물 재배면적—

등의 자료는 정부에서 제공한 수치를 이용하였다.

  제공되는 미시적인 자료의 미흡함을 다양한 현장 조사로 보완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상토회사, 일반농민, 들녘별경영체, 육묘장에 대

한 조사는 아래의 <표 1-1>과 같이 진행하였다.

표 1-1.  상토산업의 발 방안 조사 개요표

상 물량 조사기간 조사방법  피의뢰

상토회사 14 04.01.～05.30. 지 설문조사 한국상토 회 

일반농민 62 04.23.～08.06. 지 설문조사 지역발 연구원

들녘별경 체 20 07.07.～08.20. 지 설문조사 조가옥 교수( 북 )

육묘장 17 04.16.～05.30. 설문, 화조사 한국육묘산업연합회

2.2.2.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방안

  부산물비료산업과 해당 시장에 관련된 정보는 정부와 한국유기질비료산

업협동조합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외 2차 자료들은 관련된 기

존 문헌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부산물비료산업이 안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

물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부산물비료 생

산업체의 조직체인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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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부산물비료산업의 발 방안 조사 개요표

상 물량 조사기간 조사방법 피의뢰

회사 106 4월～7월 지 설문조사 한국유기질비료산업 동조합

농민 99 4월～9월 지 설문조사 지역발 연구원

유통업자 32 4월～8월 지 설문조사 지역발 연구원

  부산물비료를 사용하는 농민 99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산물비료 구입

과정과 사용 후 평가, 문제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부산물비료를 취급하는 중간유통조직이 다양한데 여기에서는 일반상인

(대리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농협과 딜러(거간꾼)가 있지만 이들은 

조사하지 않았다. 전체 연구의 내용구성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중요한 ｢비료관리법｣과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는 전문가인 변호사에 검

토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와 일본 법 등은 모아서 자료집으로 발간한다.

  산업 내 기업들의 경영실적 분석에서는 재무재표와 관계비율 분석 등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상토산업 발전방안  제2장

1. 제도 및 외생변수

1.1. 상토는 2013년부터 ｢비료관리법｣에 의해 관리

  상토는 ｢비료관리법｣에 의해 비료로서 공정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다. 상토

는 비료의 공정규격에 의해 1호와 2호로 구분되었다. 중량기준도 제시되었

표 2-1.  상토공정규격 

비료의 
종류

도의 기 (Mg/m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 량(%)
그 밖의 규격

상토
1호

1. 량 : 
1.5 이하～0.8 이상
2. 량 : 

0.8 미만～0.5 이상
3. 경량 : 
0.5 미만
4. 매트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    100mg/kg
아연   300mg/kg

1. pH: 4.5～5.8
2. EC: 2.0 dS/m 이하
3. 암모니아태질소: 
500mg/kg 이하
단, 매트의 경우:
1,000mg/kg 이하

상토
2호

1. 경경량:
 0.5 미만～0.3 이상
2. 경량: 0.3 미만

와 동일
1. pH:  4.0～7.0
(자율보증)

2. EC: 1.2dS/m 이하

자료: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전부개정 2009. 10.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29호, 

일부개정 2013. 10.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36호,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

규격설정, 10.의 내용을 중요한 내용만으로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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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상토 1호는 4구분, 상토 2호는 2구분되었다. 상토에도 일반 비료와 

같은 유해성분 최대허용량 기준이 설정되었다.

1.2. 원료의 대부분은 수입

  상토를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역시 ｢비료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제오라이트(Zeolite), 규조토, 황토, 마사토, 피트모스(peat moss), 질

석(Vermiculite), 펄라이트(Perlite), 코코피트(Cocopeat) 등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다는 사실이다.

표 2-2.  상토 사용가능한 원료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  고

상토1호

상토2호

제오라이트(Zeolite), 토탄, 흑운모, 규조토, 

마사토, 석회석, 황토(red-yellow soil), 피트

모스(peat moss), 질석(Vermiculite), 펄라이트

(Perlite), 구아노, 랑베나이트, 장석(Faldspar), 

도로마이트(Dolomite), 부엽토, 부식산, 황철석, 

코코피트(Cocopeat), 팽연왕겨, 왕겨숯, 석탄

회(Bottom Ash), 겨, 펄 (고지), 퇴비, 맥

반석(화강섬록반암), 조약돌(cobble), 농작물

잔사, 지 이분<신설 2012. 1. 2.>, 목 액, 

키토산, 유카추출액, 고삼추출액, 나무숯  

나뭇재, 목문석(운기석), 골분, 유황분말, 일라

이트, 견운모(sericite), 화산석, 당 , 습윤제, 

pH조 제, ｢농약 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시험작물의 잘록병에 등록된 농약, ｢비료

리법｣ 제11조 는 제12조에 따라 등록(신

고)된 비료<신설 2013. 2. 14.>

1. 지 이분은 2호의 퇴

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국내에 부존하는 지

이(Eisenia fetida) 

분 는 붉은 지 이

(Eisenia andrei) 분

  <신설 2012. 1. 2., 

2013. 2. 14.>

2. 농약, 비료, 습윤제, pH

조 제는 1종 이상 의 

합계량이 0.5% 이하로 

사용하여야 하고, 각각

의 물질명을 등록증에 

표시하여야 한다.<신

설 2013. 2. 14.>

자료: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전부개정 2009. 10.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29호, 

일부개정 2013. 10.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36호,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

물비료 원료 <개정 2012. 7. 3. 2013. 2. 14.>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개정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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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교적 단순한 생산공정과 계절성

  상토산업의 경우 세세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복잡성이 있지만 대

체로 고기술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생산공정상 원료의 가공

과 혼합이 기본적인 공정이다 보니 고기술 개발이나 공정의 도입과 같은 

부분의 상대적 중요성이 낮다. 아울러 수도용의 경우 퇴비 등 일반 농자재

와 같이 상토의 생산과 수요가 계절적이다. 

그림 2-1.  상토의 생산 공정

호퍼스케일원료 배합

체질
(입도 균일화: 4m 이하)

제품 출고 포장 / 팔레팅

자료: 강창용･이웅연. 2008. “친환경 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R5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74 전재.

1.4. 상대적으로 복잡한 유통구조

  상토유통의 단계가 다단계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간유통에 참여한 주

체들이 다양하고 일부는 농촌 지역의 조직 지도자들, 개인들도 있다. 수도

작용과 원예용의 유통구조, 이에 따른 판매대금의 순환구조도 다르다. 물

론 보조금집행과정에서 농협과의 관계도 단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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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자체  농 을 통한 상토의 공  경로

면사무소 / 지역농협농업인 지자체 / 농협

생산업체

① 신청

③ 주문

④ 각 수요처에 배송

② 종합

⑤ 배송 확인

⑥ 배송

확인후

입금

자료: 강창용･이웅연. 2008. “친환경 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R5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74 전재.

1.5. 상토시장에 부정적 경제변수 변화

  국내외 경제가 성장기조로 전환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동시에 농업과 

농가소득의 저하는 상토시장에 긍정적이지 않다. 특히 상토 소비와 직접적

인 관계를 갖고 있는 수도작과 과채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어 미래 상

토시장은 밝지만은 않다.

그림 2-3.    과채류의 재배면  변화
단위 : ha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과채류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호박 토마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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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정부의 차별적 상토 구입 보조

  현재 상토에 대한 보조는 지방정부에 의한 것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은 없다. 대부분 수도작용 상토의 구입에 지원되는데 지자체에 따라 지원

방법과 예산 등이 다양하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상토 구입 보조는 상토산

업과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상토산업

2.1. 국내 상토시장 규모는 약 2,200억 원 수준

  공정거래위원회와 본 연구에서 획득한 기업들의 상토 매출액 자료를 가

지고 추정한 국내 상토시장의 규모는 약 1,5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수도

용 상토는 1,100억 원, 원예용 상토는 약 44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농협 계통상토만 고려한 것이다. 실제는 수도용 1,500억 원, 원

예용 700억 원, 총 2,2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2-3.  국내 계통상토 시장의 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원 용 29,151 34,873 37,839 41,057 42,761 43,871 44,386

수도용 54,746 81,673 90,072 99,335 103,458 106,142 107,389

계 83,897 116,546 127,911 140,392 146,219 150,013 151,775

주: 2009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 2011-072호(2011.6.15.), 

이후 자료는 설문조사 시 기업들의 평균 판매증가율 적용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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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금까지 상토 매출규모 신장세 유지

  조사대상 상토기업의 최근 4개년 매출액은 2010년 약 130억 원에서 

2013년에는 약 150억 원 수준으로 20억 원 가까이 증가하였다. 기업 전체

에서 상토의 비중은 8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총

매출 증가 기여의 50%는 상토이다.

표 2-4.  상토회사의 매출

단위: 억 원

구 분 상토(A) 총매출(B) A/B(%)

2010 103.6 129.8 79.8 

2011 107.9 134.9 80.0 

2012 110.7 141.1 78.5 

2013 112.0 148.6 75.4 

주: 총매출액은 부산물비료와 미생물비료등을 포함함.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2.3. 생산설비 가동의 계절성

  생산설비의 가동에 계절성이 뚜렷한데 상토의 수요와 생산의 계절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토수요의 성수기는 3~5월이며 비수기는 6~9월이다. 비수

기 때에 상토생산을 위한 정비와 준비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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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생산설비 월별 가동일수

단위: 일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2.4. 미미한 연구개발 투자와 판촉활동

  기술개발에 대한 생각과 의지는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금은 미미하다. 연간 

1.5개 제품의 개발비 정도, 연간 7,000만 원(매출액 대비 0.6%) 정도를 투

자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 개발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과도 연계된다.

표 2-5.  연구개발 투자

　구 분 R&D 투자(만 원) R&D 투자/매출(%)

2010 6,225 0.60 

2011 4,420 0.41 

2012 5,641 0.51 

2013 6,831 0.61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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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 욕구 대응과 차별화이다. 

간접적인 가격인상의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차별화에 대한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고려할 때 품질 경쟁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응

답이 아닌가 여겨진다. 품질 외 경쟁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그림 2-5.  신제품 개발 이유

단위: %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특별한 판촉방법이 구현되지는 않고 있으며 일반유인물과 판촉물을 활

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2.5. 매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유통업체

  상토회사 거래 유통업체(인)의 수가 지난 3년 사이 300개에서 360개 수

준으로 급증하였다. 대리점의 수는 거의 50여 개가 늘어나서 2013년 약 

300개이다. 전체 증가의 대부분을 대리점의 증가가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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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간 매 업체 수

단위: 개

구 분 리 농 기타 합계

2010 150.7 153.4 0.2 304.3 

2011 158.4 147.9 0.2 306.5 

2012 174.9 157.6 0.3 332.8 

2013 199.2 158.0 0.2 357.4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상토의 중간판매를 담당하는 유통업체들의 판매 수수료율은 관내와 관

외 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내를 기준할 경우 대리점은 

약 10% 농협은 약 3%의 기본 수수료를 수령한다. 장려금은 각기 회사마

다 기준이 다르며 장려금 기준선정의 지표도 상토회사별로 차별화되어 있

다. 기본과 판매 장려금을 합산하면 약 15%의 중간 판매 수수료가 발생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7.  간 매 수수료율

단위: %

구 분　　
내　 외　

기본 장려 기본 장려

리 10.1 4.8 9.4 4.8 

농 2.8 5.1 3.0 4.9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2.6. 높은 충성 구매율

  상토제품에 대한 충성 구매비율을 75% 정도로 보고 있다. 자신의 브랜

드 파워도 75점 정도라는 것이다. 충성구매의 가장 큰 이유는 품질(42%)이

라고는 하지만 품질과 가격의 차별화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실질

적으로는 인맥과 서비스에 의한 충성구매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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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충성 구매의 이유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2.7. 신규기업 진입 가능성 용이

  상토 생산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장비와 설비를 유사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대답이 많았다(10/14, 71%). 이를 달리 표현하

면 현재의 시설과 장비를 조금만 개조한다면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비 사용의 범용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거꾸로 유사한 제품 생

산업체들의 약간의 설비 수정으로 상토를 생산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2-7.  설비 환사용과 신규진입 가능 정도

상토시설 타 제품 생산 가능 신규진입 토지, 장비확보 가능성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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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토지와 장비, 시설 등의 확보도 그리 어렵지 않다. 진입의 강력한 

장벽인 각종 차별화 지표의 평가도 매우 낮다. 물론 제도적 장애도 없다. 

신규로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은 조건이다.

그림 2-8.  생산회사별 차별화 정도

단위: 5점 만점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2.8. 가격할인 중심의 서비스 경쟁과 시장성과 불만족

  14개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6개 업체가 연중 가격을 인하하는 등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가격인하를 통한 매출확대 내지는 안정화를 꾀

하고 있다는 것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상토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가격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긍정적

인 경영 신호는 결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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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2013년 연간 가격변경

단위: 개사, %

구분
인상 인하

응답수 비 율 응답수 비 율

없음 10 71.4 8 57.1 

1회 4 28.6 1 7.1 

2회 - - 1 7.1 

빈번 - - 4 28.6 

합계 14 100.0 14 100.0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나아가 서비스 경쟁의 주된 내용이 가격할인(33.3%)이고 중간 유통조직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29.2%)는 것은 결코 시장상황이 상토기업들의 성장

과 수익성 창출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표징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림 2-9.  주요 서비스 경쟁 내용

단위: %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8개 시장성과 지표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70점 이하이다. 60점 이하의 

항목이 8개 중 절반이다. 미래 판매규모 확장과 현재의 수익성 평가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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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시장성과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2.9.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성 구조

  부채와 매출채권의 증가 등이 성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매출증가가 이어져 왔고 수지구조도 좋다. 유동성도 표

준화 대비 양호하다. 당기 순이익률이 2010년 4.2%에서 2.4%로 하락했지

만 활동성 지표는 매우 좋다. 전체적으로 경영은 양호한 상태이다. 다만 이

러한 양호한 수익구조라 해도 경영주 입장에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

는 것은 아닌지 여겨진다. 고정자산이나 자기자본에 대한 증투에 그들이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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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토 사용 농민과 육묘장

3.1. 일반농민

3.1.1. 강한 필요성 인식과 높은 주변인 의존 

  보조금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80% 가까운 농민들은 계속 상토를 구매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사용량(약 30%)을 줄이겠지만(19%) 

구입을 중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상토 관련 정보수집과 정보 신뢰에 있어서 주변인들—이장과 작목반장, 

관련된 농업단체 등—의존도가 높고 거기에 자신의 경험을 더하고 있다. 

생산업체, 대리점 등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도는 낮다.

그림 2-11.  상토 련 주요 정보 수집처와 신뢰도
단위: %

주요 정보 수집처 정보처별 신뢰도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3.1.2. 자발적 정보수집활동

  80% 정도 조사농민들은 자발적으로 정보수집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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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적극적인 농민들도 있었다(29.0%). 자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

하는 농민들은 역시 자기가 원하는 상토를 직접 구매(약 60%)하게 된다. 소

극적인 경우는 대개 마을단위 상토 구입 혹은 마을이장 의존의 경우이다.

  조사대상 농민들의 대부분(90% 이상)은 포장지의 내용을 읽어 본다. 규

격과 원료에 대해서는 97%의 농민들이 보고 있다. 

3.1.3. 직접 구매 참가와 구매 시 최우선 지표는 품질 

  상토 구매 시 90% 농민들은 직접 자신이 한다고 한다. 회사와 규격을 

지정하는 경우가 70% 내외이며, 나머지 30%는 마을 회의에서 내지는 이

장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이다. 상토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지표로 품질

(48%)을 들고 있다. 다음은 가격으로 35%이다.

그림 2-12.  직  구매 시 시 지표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특히 상토 신청과정에서 회사가 변경된 경우도 있는데(29/62, 46.8%) 품

질과 가격 등에 불만이 있기 때문(62%, 경험 포함)이다. 물론 일부 지인의 

추천으로 바뀌는 경우(27.6%)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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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보조에 대한 높은 인지

  조사대상 농민들 대부분(91.2%)이 보조지원을 알고 있다. 허나 보조의 

주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표 2-9.  보조지 과 기  인지

보조지 명 % 보조  지 기 (%) 보조방법(%)

인지 57 91.9

모름 5 8.1

합계 62 100.0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3.1.5. 제품 간 낮은 차별화, 반면 만족도 상대적 고위

  국내 판매 상토의 회사별 차별화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6개 차별화 

지표에서 50점 이하를 주고 있다. 

그림 2-13.  상토회사별 차별화 정도

단위: 100점 만점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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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화가 거의 없어도 품질과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었다. 

총 5가지 지표에서 70점 이상의 만족도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 2-14.   사용 상토에 한 만족도

단위: 100점 만점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3.1.6. 제품별 규격과 가격 차이, 보조 차이 인정

  상토회사별 가격 차이와 중량구분 모두 적합하다고 보고 있으며(58%), 

상토 1호(수도용)와 2호(원예용) 간의 가격 차이에 대한 불만도 없어(80%) 

보인다. 보조의 차이도 인정하고 있었다.

표 2-10.  가격, 량, 보조 차이에 한 의견

단위: %

구 분 
회사별

가격차 효과
량 3구분

상토 1, 2호 
가격차이

상토 1, 2호 
보조차이

그 다 58.1 58.1 80.6 80.6 

아니다 11.3 9.7 19.4 19.4 

립 30.6 32.3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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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사용 시 최우선 애로는 품질

  상토 사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은 품질의 불안정과 품질의 기대 이하

(30.7%)이다. 다음으로 가격보다는 사용에 관련된 정보의 불충분이다. 표

기되어 있는 내용의 80%는 이해하지만 20%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

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림 2-15.  상토 사용 시 애로사항

단위: %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3.1.8. 약간은 긍정적인 미래시장 예상

  농민 자신의 상토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농민도 있지만 줄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잠재적인 보조를 전제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지방

정부의 보조확대는 어렵다. 따라서 상토의 사용량이 과거와 같이 빠르게 

증가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성장을 한다면 그 비율은 미미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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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상토사용량과 국내시장 망

단위: %

　구 분 상토사용량 상토시장

증가 21.0 27.4

감소 6.5 11.3

지  수 72.6 61.3

계 100.0 100.0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3.2. 들녘별경영체

3.2.1. 상토에 대한 정보, 주변 사람과 조직에 강하게 의존

  주변인과 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50%에 이르며 향후 65% 수준까지 늘어

날 것이라 한다. 반면 농협이나 생산업체(대리점)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표 2-12.  상토 련 정보수집처

단위: %

재 미래

정보수집처 비율 비율 정보수집처

생산업체 리 , 매인 21.6 29.7 본인경험

농업조직  단체 21.6 24.3 농업조직  단체

본인의 경험 18.9 10.8 농업기술센터(지자체)

농 16.2 10.8 농

주변의 지인 8.1 10.8 주변의 지인

농업기술센터(지자체) 8.1 8.1 생산업체 리 , 매인

매체 2.7 2.7 매체

기타 2.7 2.7 기타

합계 100.0 100.0 합계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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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가장 중요한 상토 선택지표는 품질, 가격은 매우 낮음.

  가장 중시하는 선택지표는 품질(45.9%)이며 가격은 2.7%로 매우 낮다. 

육묘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회사를 바꾼 경영체가 무려 9개소인데 품질문

제 때문이라고 한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지금 거래회사와 품질

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바꾼다는 생각이다.

그림 2-16.  상토 구입 시 우선지표

단위: %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3.2.3. 상토에 대한 높은 만족도, 낮은 차별화

  만족도 관련 5개 지표에서 평균 80점이 나왔다. 공급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상토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 소비처인 들녘별경

영체는 특별 관리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토회사에서는 최대한 원하는 물

량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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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상토에 한 만족도

단위: 100점 만점 기준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상토회사별 6개 지표의 차별화 질문결과는 거의 무차별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품질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50점 이하이다. 단, 품질만이 

52.7점이다. 품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림 2-18.  상토회사별 차별화 정도

단위:100점 만점 기준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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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제품별 규격과 가격차이, 보조차이 인정

  상토회사별 제품 간 가격차이를 인정(14개사/20개사)하고 있으며, 중량

구분 모두 적합(19개사 인정)하다고 보고 있다. 

표 2-13.  상토회사별 가격 차이와 량기  의미

단위: 개소

구분 동일규격 회사별 가격 차이 경량과 경량 구분 의미

인정 14 19

인정 곤란 6 1

합계 20 20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3.2.5. 보조금 지급 인지, 낮은 수령

  20개 경영체 중 18개소에서 보조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수령 경

영체는 13개소이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7개소인데 지방자치단체

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표 2-14.  보조  수령 여부와 보조  형태 인지 여부

 단위: 개소, %

보조  수령 보조  형태

구분 응답수 비율 구분 응답수 비율

13 65.0 정액 7 53.8 

아니오 7 35.0 정률 5 38.5 

합계 20 100.0 잘 모르겠다 1 7.7 

　 　 　 합계 13 100.0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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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대량 톤백 구입 일상화, 미미한 미래시장 증가 

  들녘별경영체는 상토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벌크(톤백) 형태로 구

입, 사용한다. 소포장에 대한 불만은 없다. 

표 2-15.  상토의 구입사용 형태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비율

체 그 다 7 35.0

부분 벌크로 사용한다 6 30.0

일부 벌크로 사용한다 3 15.0

그때그때 다르다 4 20.0

합계 20 100.0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대부분의 경영체는 상토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도

작 공동육묘가 증가해 상토사용량이 증가하면 일반농가의 사용량이 줄어

든다. 대체관계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용량 증가 예측은 그래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2.7. 추가적인 애로, 개선 요구사항

  ① 운반장비의 지원

  ② 보조금지급의 체계화

  ③ 품질과 가격의 적절한 정부 관리

  ④ 중앙정부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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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육묘장

3.3.1. 자신의 경험과 품질 최우선

  대체로 육묘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다년간 농사의 경험이 있고 이 분야

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다. 당연히 자신의 경험을 최우선적으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

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미래에도 지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2-16.  정보수집 우선 요처
단위: 명, %

구 분
재　 미래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본인의 경험 9 52.9 10 58.8

주변 지인 3 17.6 4 23.5

생산업체 리 , 매인 5 29.4 3 17.6

합계 17 100.0 17 100.0

자료: KREI 육묘장 설문조사 결과(2014. 5.).

  상토 구입 시 최우선 지표는 품질(47.1%)이다. 여기에 자신의 경험을 우

선시(23.5%)한다. 가격이나 사후봉사는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림 2-19.  상토 구입 시 우선  고려요인
단위: %

자료: KREI 육묘장 설문조사 결과(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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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하고 있는 상토회사를 바꾼 육묘장이 14개사인데 변경 사유는 절대

적으로 품질(13/14)이었다. 상토는 육묘의 성패, 나아가 육묘회사의 사활과 

관련이 있으므로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림 2-20.  상토회사 변경과 사유
단위: 명

변경 사유

자료: KREI 육묘장 설문조사 결과(2014. 5.).

3.3.2. 외국제품 혼용, 다양한 사용방법

  17개 육묘회사 중 10개사가 외국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7개사만 국산 상

토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입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국산 상토의 경우 품질

이 불균질(5개사)하다는 점이었다. 향후 수입산의 사용량을 늘릴 것이라는 

회사가 2개사이다. 특별한 점이 없는 한 수입산 상토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육묘장에서 상토는 벌크로 구입해서 사용하며 구입한 상태로 사용하기

도 하지만 혼합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사용방법을 달리 하기도 한다.

3.3.3. 높은 상토 사용 만족도와 낮은 차별화

  상토 사용의 만족도 평가 점수는 평균 80점을 웃돌고 있다. 물론 사후봉사

의 경우 국산과 수입산 모두 70점대이다. 국산의 만족도 평가 점수가 수입

산에 비해 낮은데 특히 가격과 품질 면에서 수입산에 비해 불만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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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상토 사용 만족도

단위: 100점 만점 기준

자료: KREI 육묘장 설문조사 결과(2014. 5.).

  수입산 상토는 브랜드와 가격 면에서의 차별화가 국산에 비해 심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차별화가 적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것은 국내생산과 

외국수입이라는 성격으로부터 유발되는 차이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국산과 수입산 간의 차별화가 크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림 2-22.  상토의 차별화 인식

단위: 100점 만점 기준

자료: KREI 육묘장 설문조사 결과(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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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제품별 규격과 가격 차이, 보조 차이 인정

  상토 제품 간 가격 차이를 인정(14개사/20개사)하고 있고 중량구분 역시 

타당성을 인정하고(19개사 인정) 있다. 

표 2-17.  상토의 가격차별과 규격설정

단위: 개사, %

　구 분
동일규격 가격 차이　 량의 구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그 다 11 64.7 14 82.4

아니다 5 29.4 2 11.8

생각해보지 않았다 1 5.9 1 5.9

계 17 100.0 17 100.0 

자료: KREI 육묘장 설문조사 결과(2014. 5.).

3.3.5. 사용 시 불안요인은 품질

  육묘장 경영인들은 상토를 사용할 때 품질의 불안정과 저위(50%)를 가

장 많이 염려하고 있었다. 아울러 사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 지식을 원하고 

있었다(21.4%). 나아가 가능한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포장에 표시

된 내용을 잘 읽어 보고 있었다.

표 2-18.  상토 사용방법과 사용 시 애로

단위: 개사, %

사용방법 응답수 비율 사용 시 애로

벌크 1 50.0 품질 불안정과 

일부 벌크 8 21.4 구매와 사용 련 정보 부재, 획득 애로

상황에 따라 4 17.9 가격 고가

일반제품 4 10.7 공 시기와 방법 불안정

계 17 100.0 합  계

주: 사용 시 애로는 복수응답결과비율.

자료: KREI 육묘장 설문조사 결과(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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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다소 긍정적인 미래시장

  향후 상토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육묘장이 7개소, 지금 수준이 10

개소여서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 원예용 

비중이 30% 정도이고 일부 육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큰 시장확

대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표 2-19.  상토사용량과 시장 망

단위: 개사

구 분 사용량 국내시장

증가 7  11 

감소 0 1 

지  수 10 5 

합계 17 17 

자료: KREI 육묘장 설문조사 결과(2014. 5.).

4. 경쟁세력 요소의 종합

4.1. 기본적 요소

4.1.1 산업 우호적 요소

  상토산업 우호적인 외부 환경요소는 많지 않다. 일단 2013년 이래 제도

권 밖에 있던 상토가 ｢비료관리법｣이라는 테두리 내에 들어왔다는 것은 긍

정적 요인이 된다. 향후 정책적 대상이 되면 지원도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방정부가 꾸준히 상토 구입 보

조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산업 전체적으로 매출규모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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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관련된 농산물 재배면적이 증가하지 않아서 장

래에도 시장이 계속 확대될지는 의문이지만 당분간 현재의 상토시장 규모

는 유지될 것이다. 약간의 부정적 미래시장 평가가 있지만 분명 긍정적 요

소이다.

4.1.2. 산업 비우호적 요소

  산업 비우호적 요소로는 중앙정부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지방정부라도 보조지원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가능한 중

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상토를 사용하는 농산물 재배면적의 감소추세는 국내 상토시장의 장기

적 축소 내지는 정체를 예견하게 하고 있다.

  유통과정에서 농협의 독점적 지위와 그를 활용한 거래는 상토산업에 유

리할 수 없다. 일반화된 지역농협에 의한 가격협상과 추가할인의 요구가 

상토산업에 비우호적인 요소이다.

  최근 대규모 사용처들의 외국제품 선호, 달리 말하면 상토의 수입증가는 

국내 상토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품질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기

반으로 수입이 증가할 경우 국내기업들의 경영은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비교적 단순공정이고 거대한 자금이 불필요하다는 점은 관련된 기업들

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들지만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도 없도록 만든다. 절

대 강자가 군림할 수 없는 산업의 구조이다. 

  또한 계절적인 생산과 소규모 전국 판매로 인한 적정재고와 판매관리, 

유통조직 관리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이 있다. 산업 구조상 쉽게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이다.

  원료의 대부분을 경쟁적으로 수입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가격과 물량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지배력 상실과 함께 국내기업들끼리의 쟁탈전을 부추

긴다. 산업적 차원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동시에 독점적 원료구입

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기업의 경우 용이한 원료확보, 나아가 진입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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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업 경쟁요소

4.2.1. 경쟁강화 요소

  상토기업들 중 상당수는 상토를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다. 상토가 회사의 

사활에 매우 중요하게 될 경우 해당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문제

는 국내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상토 간 차별화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이다. 

이는 품질경쟁보다는 비품질 경쟁을 부추겨 경영비용의 출혈을 야기한다. 

이미 가격할인과 음성적 서비스가 횡행하고 있다. 아울러 가격과 품질, 원

가구조 등의 비차별성은 외부로부터 신규기업의 진입 가능성을 높혀준다.

  시장확대의 한 전략인 유통업체 수의 확대는 가격할인, 인센티브 강화 

등의 경쟁전략을 선호하게 만든다. 고정비용 회수를 위해 상토기업들은 상

당히 많은 유통 마진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적, 제도적 측면과 초기 자본규모 등 모든 부분에서 신규기업의 진

입은 매우 용이하다. 높은 신규기업의 진입가능성은 기존 기업에 상시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 독점적 이윤획득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무차별적 

제품과 시장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시장성과에 대한 스스로의 불만족은 전 상토기업들의 경쟁을 더 부추기

게 된다. 시장성과 지표에 대한 평가 점수가 모두 70점 이하이다. 개선을 

위한 경쟁강화는 필수가 되고 있다.

4.2.2. 경쟁완화 요소

  현재 상토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을 완화할 요소는 없다. 해외시장의 확

대 혹은 기업 간 협의가 경쟁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요소의 긍정적 

발생을 기대하기는 현재로는 어렵다.

  한 가지, 현재의 경영실적이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

고 있다. 이 점은 상토기업들을 사활을 건 경쟁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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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요자 요인

4.3.1. 위협요소

  수요자들이 자발적인 정보수집과 주변인과 자신에 대한 신뢰강화로 인

해 상토기업의 자사 상토구입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작고 고객확보가 대단

히 어렵다. 상토회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중요한 위협요소이다. 

  품질을 최우선시함과 동시에 주변인들의 입김 역시 중시하고 있어서 상

토회사에서는 이중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상토제품 간 미미한 차

별화 인지는 상토기업에게 무한 경쟁을 강요하게  만든다. 제품 이외의 부

분에 대한 서비스와 고객관리가 요구된다. 

  수입산 제품의 수입증가도 분명 국내 상토기업에게는 위협이다. 특히 전

문적인 대규모 육묘생산회사들의 수입산으로의 전환의지는 장기적으로 국

내기업에 매우 큰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4.3.2. 위협완화

  수요자들은 매우 강하게 상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보조금의 지원이 

감소해도 상토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다. 이는 상토시장의 급속한 

감축을 방지한다. 비록 그 크기에 있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수요

자들은 미래 자신들의 상토사용량과 국내 상토 시장의 증대(확대)를 예견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심리적 반응은 해당 기업들의 경

쟁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적지 않은 수요자들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정 부분 해소할 해결책이 생긴다면 상토회사 입장에서 고객확보라

는, 상대적 위협완화 요소가 될 것이다.

  상토기업의 입장에서 75% 정도가 충성구매자라면 당연히 시장에서 고

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줄어들 것이다. 충성도가 높으면 극단적으로 

독과점의 모습이 되어 경쟁은 그만큼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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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의 발전방안

5.1. 기본방향

(여건의 인식)

구분 정  요소 부정  요소

기본
조건

○ 과거 꾸 한 시장 확

○ 체계 인 법  리

○ 지방정부의 꾸 한 보조지원

○ 국가경제와 농가경제 성장정체

○ 농산물 재배면  감소

○ 농 의 독  상과 활동

진입
억제

○ 품질에 한 차별  인식

○ 계  생산과 소규모 국 매,

유통조직 리

○ 단순공정과 소규모 창업 가능

○ 원료확보시장 경쟁

기업
경쟁

○ 안정 인 경 성과

○ 상토 심 생산

○ 제품 차별화 미미

○ 유통망 확  시

○ 시장성과 불만과 부정  시장 

망

수요자

○ 수요자들의 자발  활동

○ 품질 우선시와 주변인들 입김 

증

○ 상토제품 간 미미한 차별화 인지

○ 규모 육묘상 수입산 선호

○ 높은 수요자들의 필요성 인식

○ 수요자들의 정  미래시장 측

○ 수요자들의 정보 욕구 증 와 

응

○ 높은 충성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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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가.  국내 시장성장 정체를 제한 산업 발

  미래 국내 상토시장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생각은 약간씩 다르다. 지금

까지 수도작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보조 지원에 힘입어 성장가도를 달려

왔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도작 시장이 포화되고 있고, 원예용의 경우 전체

적인 생산 감소로 인해 원예용 상토시장의 팽창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

한 판단을 관련 회사들이 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수입되는 제품들의 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토사용자들이 원하는 품질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국내기업의 시장확대는 용이하지 않다.

나.  상토 의존  경 에서 다각화 도모

  물론 일부 상토기업의 경우 전체 경영에서 상토의 비중이 미미하다. 하

지만 대부분의 상토회사들은 전문적인 상토생산기업들이다. 그리고 그 규

모도 크지 않다. 일반적 경영에서 어느 한 분야에 경영을 집중할 경우 독

과점 확보와 유지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해당 제품이 곧

바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 국내 재벌들의 상호출자는 한 

분야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경영안정화를 위한 전략이다. 지

금 상토회사들의 경우도 이러한 경영전략이 중요하다. 상토에만 의존하는 

경영은 그만큼 시장변화 대응에 허약하다.

다.  원료의 안정  확보방안 마련

  현재 상토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한다. 원료의 수입선과 물량 확보과정에

서 우리끼리의 과당경쟁이 항상 우려된다. 결과는 국내 상토회사들의 고가

지급이라는 결론으로 나타난다. 상토회사들의 조직체인 한국상토협회에서 

기본적인 원료의 공동구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원료확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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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나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공동구매 작업이 어렵다는 이야

기를 한다. 허나 외국 원료와 제품의 수입이 일상화될 경우 국내기업들의 

타격은 커질 수 있다.

라.  기업 간 경쟁완화 노력 경주

  경쟁을 통한 기술발전과 성장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내부적인 

성장의 초기에 이러한 행태와 결과는 장기적으로 대외 경쟁력확보라는 측

면에서 유효하다. 하지만 국내 상토시장의 정체라는 시장상황 앞에서, 나

아가 외국제품의 수입이 점증하고 있는 이즈음에서 국내기업들의 과당경

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유사한 품질을 

가진 제품 간 비품질적인 경쟁은 비용과다 출혈과 그로 인한 경영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  해외수출시장 진출 비

  어렵겠지만 기업들은 당면시장 확대를 생각해야 한다. 현재 일부 업체에

서 소량 수출은 하고 있지만 대량 수출 모색이 필요하고, 유사한 농업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상토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점진적 수출을 고민해

야 한다. 주어진 국내시장만을 지킨다는 경영은 자칫 외국제품의 잠식과 

국내기업들 간의 저가경쟁을 유발 등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가

능성이 많다. 

바.  소비자 상 과 교육 로그램 마련

  소비자들의 욕구에 대응한 교육과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

하는 사실이다. 작목별로 상토의 규격과 품질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한

다. 하지만 어느 부분이 달라야 하는지, 거꾸로 어떠한 성격의 상토를 특정 

작물에 사용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없다. 판촉의 수단으로서든 아니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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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교육을 통해서든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제공은 중요하다.

사.  소비자 편의 상토개발과 규격 리

  상토의 사용은 개별포장 단위 혹은 벌크로 한다. 소비자 편의에 따라 선

택된다. 이 가운데 벌크포장 사용시 명확한 품질규격이나 사용량 등, 상토

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어렵다.

5.2. 발전방안

5.2.1. 국내 상토산업의 구조조정

  국내시장의 성장정체와 과열경쟁, 수입산 제품의 점진적 국내 진입은 산

업뿐 아니라 기업들에도 대단한 도전이다. 이를 이겨내기 위한 구조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자연적인 퇴출과 합병이 있을 수 있다. 상토산업 내 구조조

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다양할 것이다. 상토기업 내부의 구조조정도 고려

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다. 생산과 경영의 전반적인 상황 검토 및 미래 

지향적인 조직과 역할에 대한 정립을 고민할 시기이다.

5.2.2. 경영의 다각화

  경영의 다각화를 내부 구조조정의 일부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보

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업의 다각화를 권하고 싶다. 전체의 매출에서 차

지하는 상토의 비중을 줄이는 것인데 그렇다고 상토의 절대적인 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토와 유사한 농업용 자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가장 용이한 다각화는 부산물비료의 생산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

업을 인수, 합병하는 방법도 현실적이다. 사실 부산물비료시장 내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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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기

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의 미래지향적인 합병은 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2.3. 공동 원료구입 

  자본주의 시장경쟁에서 원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원료의 확보에서부터 차별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이 좋은 원료의 확보는 완제품시장에서의 경쟁우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동구매와 사용이 어려운 이유이다. 하지만 일부 원

료, 특히 품질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원료의 경우는 공동구매와 사용

이 가능하다. 최근 부산물비료에 필요한 톱밥의 공동구매가 한 예가 된다.

5.2.4. 기술개발 투자 확대

  전반적으로 보면, 상토기업들의 경영상태는 양호하다. 한마디로 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미래 품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무관심

하다. 경영의 긴축에서 연구개발은 예외 사항이다. 한 예로 일부 농자재의 

경우 수익이 많을 때 연구개발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5.2.5. 국내외 시장개척단 구성, 운영

  현재 국내외 상토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전무하다. 국내에 들여오

고 있는 외국제품의 종류와 양, 형태 등에 대해서도 모른다. 소비자들이 왜 

수입산을 사용하는지 이유조차 아직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자신들의 

시장잠식에 대한 준비도, 사전 정보수집도 없다.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서 

일부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제는 이러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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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소홀한 잠재적인 경쟁자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을 경우 머지않은 장래에 국내상토기업들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

이다. 국내외 시장개척단이 필요한 이유이다.

5.2.6. 공동 배송 등 유통체계의 재검토

  지방정부의 보조와 그렇지 않은 상토, 농협을 통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

은 경우 등 매우 복잡한 유통채널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채널에 대한 

전면적인 산업차원의 검토와 대응책이 필요하다. 부피가 큰 상토의 지역별 

공동 배송시스템 구축도 협회의 차원에서 추진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면 

공급시기와 방법이 유사한 부산물비료산업과도 연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5.2.7. 국내 소비자 보호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다 우수한 제품 앞에서 상토 소비자들은 응당 좋은 상토를 선택하게 

된다. 아울러 보다 잘 아는 상토를 구매한다. 국내제품에 대한 미지의 증가

는 외국제품으로의 의존적 전환구입을 촉진한다. 적어도 국내 소비자를 안

정적으로 확보, 충성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토회사와 국내 소비자가 

가까워야 한다. 상호 간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과 홍보이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상토회사들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 개선되

어야 할 부분이다.

5.2.8. 제도적 혹은 자율적 품질관리 체계 정립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자신들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

장 먼저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불안정한 품질관리를 

항상 염려하고 있다. 특히 상토는 육묘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어떤 소비

자도 이 부분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한국

상토협회 차원에서라도 자율 규정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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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물비료의 의의와 거시변수

1.1. 법적 의미

  ｢비료관리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르면,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

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

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

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동법 동조 1항에는 ‘보통비료’를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

른 공정규격5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3항을 보면, ‘부산물

비료’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

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

물 제제(제제,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

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5 ‘공정규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비료에 대하여 주 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

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

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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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비료의 분류(비료 리법)

구분 재료와 종류

보통
비료

화학비료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복합비료, 석회질비

료, 규산질비료, 고토비료, 미량요소비료, 그 밖의 비료

상  토 상토1호, 상토2호

부산물
비료

부숙유기질
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

기물, 가축분뇨발효액, 부숙왕겨, 부숙톱밥 

유기질비료

어박, 골분, 잠용유박, 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기타 식물성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 혼합유기질, 증제피 분, 맥주오니, 

유기복합, 분 <신설 2013.2.14.>

미생물비료 토양미생물제제(47개 유용미생물)

주: 유기질비료는 비료공정규격 개정 시(12. 7. 3.) 부산물비료에 포함됨.

자료: 비료공정규격.

  ｢비료관리법｣에 의해 규정된 공정규격을 보면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

비료 간에 차이가 있다. 유기질비료는 사용 원료에 따라 어박, 골분, 잠용

유박, 대두박 등 20여 종으로 세분된다. 아울러 최소 주성분과 유해성분 최

대량이 규정되어 있다.

표 3-2.  유기질비료의 공정규격 요약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 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 량(%)
그 밖의 규격

어박, 골분, 
잠용유박, 
두박 등

질소, 인산, 칼리, 
유기물 등이 규정됨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 규정됨

 염분(NaCl), 
수분 등이 
규정됨

자료: 비료공정규격.

  부숙유기질비료 역시 원료에 따라 비종이 분류되어 있다.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등 9종이 정리되어 있다. 부숙유기질비료는 유기물질의 함유

량과 유해물질 함유량이 공정규격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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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부숙유기질비료의 공정규격 요약

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 량

그 밖의 규격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부엽토등

 유기물
30이상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과
검출 병원성미생물 규정

유기물  질소의 비,염분
(NaCl), 수분, 부숙도 등 

규정

자료: 비료공정규격.

1.2. 경지이용과 친환경농업 규모변화

  과거 10년 동안 우리 농업에서의 경지 이용면적은 193만 ㏊수준에서 

175만 ㏊수준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논의 감소 추세가 밭보다 강하다. 

논은 145만 ㏊에서 100만 ㏊수준으로 최근에는 100만 ㏊ 이하로 감소하

였다. 밭은 10년 전보다는 줄었으나 최근 비슷한 75만 ㏊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1.  경지 이용면 의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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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만 ㏊이던 

면적은 최근 들어 14만 ㏊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대부분은 

저농약 면적의 감소 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변화를 보면 부산물

비료의 수요가 과거와 같이 빠르게 증가하리라고 보기가 어렵다. 장기적으

로 친환경농업이 위축되면 당연히 부산물비료의 소비도 감소할 것이다.

그림 3-2.  친환경농산물 재배면 의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추이.

1.3. 유기성 자원처리

  가축분뇨의 발생량은 연간 4,600만 톤에 이른다. 2004~2012년에 무려 

500만 톤이 증가하였다. 동시에 자원화 물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약 88.7%

이다. 나머지 21% 정도는 비자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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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가축분뇨 발생량  자원화 황 

단위: 천 톤, %

연도 발생량

자원화물량 정화방류
해양
배출

기타
소계 퇴비 액비

개별
처리

공공
처리장

2004 41,171 33,159 32,661 498 1,398 2,331 2,346 1,937

2005 41,846 34,345 33,196 1,149 1,407 2,784 2,745 565

2006 43,915 36,204 34,904 1,300 1,473 3,039 2,607 592

2007 45,145 37,574 35,780 1,794 1,508 2,871 2,019 1,173

2008 41,743 35,207 32,912 2,295 1,184 2,907 1,460 985

2009 43,703 37,396 34,742 2,654 1,199 2,973 1,171 964

2010 46,534 40,286 37,220 3,066 1,427 2,727 1,070 1,024

2011 42,685 37,396 34,393 3,003 1,527 2,057 767 938

2012 46,489 41,236 37,656 3,580 1,999 2,211 0 1,043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2012. ｢유기질비료산업현황｣.

  음식물류 폐기물(FW)은 연간 약 5백만 톤이 발생하고 있다. 일일발생량

은 약 1만 4,000톤이다. 이는 국가 전체 생활쓰레기의 27.8%(2010년 기준)

이다. 

그림 3-3.  음식물쓰 기 발생량

단위: 톤

일일 발생량 연간 발생량

자료: 환경부. 2013. 환경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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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을 기준한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총발생의 95% 정도가 재활용

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료화가 40.7%, 퇴비화가 49.7%라고 한다. 그런

데 이 역시 퇴비로 사용된 양에 대한 의혹이 있다. 2009년도 총 발생량 

515만 톤 가운데 퇴비로 활용되는 양이 243만 톤인데, 당해 연도 퇴비 판

매량은 가축분 퇴비를 포함해 총 277.8만 톤에 불과하다. 상당 부분의 부

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다.

구분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사료 퇴비 기타

1일 14,118
281 459 13,378 5,447 6,648 1,283

(2.0%) (3.2%) (94.8%) (40.7%) (49.7%) (9.6%)

연간 5,153,070 102,565 167,535  4,882,970  1,988,155  2,426,520  468,295  

표 3-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 처리(2009)

단위: 톤/일, 톤/년 

자료: 환경부. 2013. 환경백서.

1.4. 관련 정책과 내용

1.4.1.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지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4년 현재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6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학비료 사용량의 감소와 과거 지원을 철회함과 동시에 부산물비료에 

대한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부산물비료 구입에 대한 보조를 시행해 

오고 있다. 

6 법적으로는 부산물비료라는 용어가 맞지만 정책사업명은 유기질비료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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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부산물비료의 지원 단가를 보면, 유기질비료의 경우 등급구분

이 없으며 모두 포당 1,400원이다.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별로 지원금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 1등급과 2등급 간 200원/20kg, 2등급과 3등급 간에는  

300원/20kg이다.

표 3-6.  부산물비료 지원 단가(2014)

단위: 원/20kg(포)

구분 1등 2등 3등

유기질비료(원/20kg) 1,400

부산물비료 1,200 1,000 7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정부에서는 부산물비료에 대한 가격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 320만 톤 공급에 1,600억 원의 가격지원 재정

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해가 갈수록 친환경농업 확산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7.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재정 투입

단위: 천 톤, 백만 원

구분 1999∼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량 14,950 2,858 3,081 3,200 3,200

국고(보조) 712,550 143,441 161,327 160,000 160,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1.4.2.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가축분뇨는 하나의 자원으로서 퇴비와 액비, 에너지원(메탄가스)으로 활

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순환농업을 구현하려는 것이 정부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수치화된 정부의 사업목표는 

2017년까지 가축분뇨의 자원화율을 현재의 89% 수준에서 91%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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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발전기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이 사업의 지원비율은 개별시설의 

경우 외에 모든 사업에서 정부(중앙+지방)의 보조율이 60%를 넘고 있다. 

액비살포비, 액비성분분석기, 액비부숙도판정기는 정부에서 100% 보조해 

주고 있다. 액비저장조와 액비유통센터는 각각 70%, 80%에 이른다. 퇴･액

비화도 70%이다.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전체적인 사

업비도 증액되고 있다. 2010년 정부지원규모가 960억 원 수준에서 2014년

에는 1,01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총사업비 역시 같은 기간 1,300억 원에

서 1,5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8.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130,410 127,890 114,660 140,814 153,368

국  고 53,142 50,524 42,244 46,629 45,417

융  자 25,950 27,600 27,075 38,645 51,521

지방비 42,812 41,646 38,841 44,770 45,660

자부담 8,505 8,120 6,500 10,770 10,7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1.4.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

적(무농약 이상) 비율을 2015년까지 12.0%까지(전체 농산물 재배면적 기

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재정투입의 규모를 보면 

정책의지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예산액 270억 원은 2012년도에 

비해 167억 원, 38%나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 동안 계속 감소

하고 있다는 점은 부산물비료의 수요 확대와는 반대의 경향으로 부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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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친환경농업직불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  고 221,033 43,595 37,574 26,909 계속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1.4.4.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현대화자금

  정부에서는 노후화된 퇴비의 생산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우량비료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퇴비 품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은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등급의 생산업체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생산지원 수단으로서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매년 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는데 부산물비료 생

산업체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3%의 금리에 3년 거치 

3년 상환의 조건은 호혜적인 것이다.

표 3-10.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 화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3 2014 2015 이후

합  계 9,000 9,000 9,000

국  고 1,800 1,800 1,800

융  자 2,700 2,700 2,700

지방비 1,800 1,800 1,800

자부담 2,700 2,700 2,7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1.4.5.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정부의 보조사업은 아니지만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환경산업에 대한 장

기저리 융자 지원7이 있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인데 환경산업의 성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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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 환경보전과 국민환경

보건에 기여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

  부산물비료, 특히 축산분뇨를 사용한 퇴비생산의 경우 이차보전융자-환

경개선자금-시설자금분야-오염방지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 3-11.  환경정책자  지원분야와 조건

구
분

단
사업

지원분야
지원
한도액

출기간 출 리
상환
방법

이
차
보

융
자

환경
산업 
육성
자

시설
자  
분야

시설자 30억 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인출
시 별 
고정
리

거치
기간
경과 후
매분기
균등
분할
상환

개발기술사업화자 10억 원

운
자  
분야

성장기반자
5억 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해외진출자

유통 매자 2억 원

환경
개선
자

시설
자  
분야

오염방지시설자 30억 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유해화학물질취
시설개선

10억 원

재
정
융
자

재활용 
산업
육성
자

시설
자  
분야

시설자 25억 원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분기별 

변동
리

개발기술사업화자 10억 원

기술개발자 4억 원

운
자  
분야 

경 안정자  5억 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유통 매자 2억 원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02-380-0259~2), 자세한 사항은 융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 참조.

7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02-380-0259~2), 자세한 사항은 융자관

리시스템(http://loan.keiti.re.kr) 이용. 지원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3 제4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3호,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자금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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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물비료 산업

2.1. 부산물 비료산업 일반현황

2.1.1. 생산업체수

  2000년대 이후 국내 비료생산업체의 수는 증가해 왔는데, 2013년 현재 

총 3,560여 개이다. 이 가운데  33%, 1,530여 개는 부산물비료회사이다. 부

산물비료회사 중 유기질비료회사는 370여 개이며 부숙유기질비료회사는 

1,160여 개(전체의 33%)이다.

그림 3-4.  비료생산업체수 추이

단위: 개사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2.1.2. 꾸준한 판매량과 시장 성장

 부산물비료의 총판매량은 2001~2013년 133만 톤에서 380만 톤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유기질비료는 같은 기간 10만 톤에서 59만 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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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배, 부숙유기질비료도 122만 톤에서 320만 톤으로 2.6배 성장하였다.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1개 회사당 판매량은 2000년대 초반 1,700톤 정

도에서 지금은 2,300여 톤으로 35%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3-5.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당 매규모
단위: 천 톤

자료 :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부산물비료의 국내 시장규모는 2004~2013년 5,000억 원대에서  8,000억 

원대로 성장하였다. 같은 기간 60%, 3,000억 원이 늘어났다. 부산물비료시

장의 30%는 유기질비료가 나머지 70%는 부숙유기질비료가 차지하고 있다.

그림 3-6.  부산물비료시장 규모 추정

 단위: 백만 원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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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숙유기질비료 시장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퇴비의 비중이 높았으

나 최근에는 가축분뇨 퇴비의 시장규모가 더 커졌다. 2013년 각각의 시장 

몫은 가축분뇨퇴비 65%, 퇴비 29%, 기타 6%이다.

  부산물비료 1개 업체당 연간 매출규모는 과거 3.5억 원 수준에서 5.2억 

원 수준으로 커졌다. 

  한편 현재 정부에서는 부산물비료에 대해 일정한 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이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을 보면  2013년에는 전체의 76%가 정부 보

조에 의존한 공급이다.

2.2. 부산물비료회사의 경영행태

2.2.1. 일반현황과 생산, 판매

가.  소규모 인력과 개소당 작은 매출

  1개 부산물비료회사에는 약 15명의 종업원들이 종사하고 있다. 정규직

은 약 7~8명, 비정규직은 약 8~9명이다. 정규직 가운데 대부분은 생산현장

에서 일하며, 관리직은 상대적으로 적은 3명 정도이다. 종업원들의 인건비

는 월평균 230만~270만 원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기업들의 매출액은 증가세이다.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를 동시에 취급하는 회사의 매출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유기질

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회사의 매출액이 뒤를 잇는다. 한 가지 특징은 유기

질비료 생산회사의 매출 신장이 다른 회사에 비해 뒤처진다는 점이다.



62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방안

표 3-12.  조사 상기업의 부산물비료 매출액

단위: 억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부숙유기질 12.3 12.8 14.8 16.6 

유기질 21.5 18.2 21.4 22.0 

혼합 48.6 54.2 47.7 58.2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나.  생산설비 가동의 계 성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장기간의 생산기간이 요구된다. 원료의 구입도 

장기에 걸쳐 이루어진다. 연중 원료를 구입해서 교반한 다음 혼합한 1차 

제품을 장기간에 걸쳐 후숙을 해야 현행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비료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연중 설비가 가동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부산물비료의 경우와는 약간 다르지만 유기질비료 역시 원료의 구입과 

생산이 연중 이뤄진다. 생산의 연중성에는 부산물비료의 수요가 연중 발생

하고 있다는 수요요인도 작용한다. 그럼에도 6~8월경에는 상대적으로 생

산설비의 가동기간이 짧다. 원료구입과 차기 생산을 위한 정비가 대부분 

이 때 이뤄진다.

그림 3-7.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설비의 가동일수

단위: 일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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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산분뇨와 수입 박류인 원료

  주된 부산물비료의 원료는 가축분뇨와 각종 박류이다. 부산물비료의 원

료 구입과정에서 많은 경우 서면계약을 하고 있다. 원료대금의 결제는 대

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어음이나 외상거래도 있지만 그 기간이 완제품 

회수기간과 같은 장기가 아니다. 

그림 3-8.  부산물비료의 원료업체와의 계약 형태  결제 방법

단위: %

원료구입처 계약 결제방법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라.  운 자  부족과 악취 민원 빈발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운영자금의 부족이다.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판매기간 동안의 운영자금이 장기간 거액 필요한데 자금의 회수는 매우 늦

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 판매와 유통에서 여전히 활동

하는 중간 딜러의 문제이다. 이들에 의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 여론 형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제품관리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생물이라는 제품 특성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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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부산물비료회사 경 의 애로요인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마.  소규모 생산제품과 개발

(소규모 제품생산과 개발, 소비자 욕구 중시와 제도 변화대응)

  부산물비료회사의 경우 1~2개, 유기질비료회사의 경우 3~4개 제품을 생

산, 판매하고 있다. 부산물비료에 경영 의존적인 모습이다. 

  부산물비료의 제품 수명은 3년 내외, 신제품 개발 소요기간은 2년 이내

이다. 제품개발 비용은 부숙유기질의 경우 6,300만 원, 유기질비료는 3,600

만 원대이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이유는 소비자 욕구가 변하고, 정책과 제

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자주 있어

왔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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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신제품개발의 주된 이유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소규모 연구투자, 연구 자금확보 애로)

  부산물비료회사의 85% 이상이 자체 연구소가 없다. 해당 회사 기준 연

구개발 자금의 규모는 5,000만 ~ 6,000만 원 정도이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

으로 확장할 경우 1개당 50만 원 내외이다.

  연구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난인데 자금순환과 맞물려 있

다. 정보와 지식, 고급기술 인력보다는 장비, 설비 부족 등 비기술적인 면

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1.  부산물비료 연구개발 시 애로요인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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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자 회수 계 성과 단순한 공 채

(계약, 생산, 판매, 자금회수의 계절성)

  부산물비료의 생산과 판매, 자금 회수 등에서 어느 정도 계절성이 있다.  

이러한 계절성으로 인해 첫째, 일시적인 수요와 공급을 위한 보다 큰 적치

장과 후숙장 확보 애로, 둘째, 동절기 발효와 후숙 진행 시 애로, 셋째 수요 

피크기를 기준으로 한 과도한 장비와 인력확보 등의 문제가 있다.

그림 3-12.  부산물비료 생산～ 결제의 계 성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단순 공급채널)

  부산물비료는 대리점과 농협, 그리고 상인을 통해 판매되거나 농민에게 

직접 판매되고 있어 유통채널이 복잡하지는 않다.

  부숙유기질비료기업 1개소 유통조직은 22개소 정도이다. 농협의 비중이 

60% 정도로 가장 크다. 다음으로 회사의 대리점(37%)이다. 유기질비료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과거 4년 중간 거래업체수에서 농협의 비중이 크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다. 농협 이외의 비중이 늘고 있다. 전체적인 감소가 농협

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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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부산물비료 간 거래업체수

단위: 인, 개소

구 분　
부숙유기질 유기질

리 농 상인 딜러 리 농 딜러

2010 6.7 16.7 0.3 0.4 20.1 21.2 0.1 

2011 8.1 15.8 0.3 0.4 23.5 23.7 0.1 

2012 8.4 16.3 0.3 0.3 21.5 24.5 0.2 

2013 8.3 13.3 0.3 0.4 19.6 14.5 0.2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사.  농  비  감소와 다양한 유통주체별 마진

(판매비중)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농협의 절대적인 비중이 유지되고 있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다.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도 농협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줄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지원 부산물비료의 신청을 행정기관에 하고 있어서 판

매과정에서 농협의 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 3-14.  부산물비료 간 거래업체별 매 비

단위: %

구분　
부숙유기질 유기질

리 농 상인 딜러 농민 리 농 딜러 농민

2010 39.1 58.0 0.1 2.8 6.2 67.2 27.1 1.4 4.2 

2011 39.8 57.5 0.2 2.5 5.8 67.3 27.2 1.7 3.9 

2012 44.0 53.3 0.2 2.6 6.4 66.2 25.8 1.3 6.7 

2013 41.1 54.7 0.2 4.0 5.7 67.0 25.3 1.4 6.4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유통마진)

  부산물비료 유통마진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관내를 기준하여 볼 때 

부숙유기질비료의 총마진은 약 25%이며 유기질비료는 27%로 부숙유기질

비료보다 약간 높다. 기본과 장려금 마진의 비율구성은 전자는 약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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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반면 후자는 51%:49%이다. 부산물비료는 기본 마진을 중시하고 있

지만 유기질비료는 장려금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잡고 있다. 후자는 그

만큼 판매시장에서의 경쟁과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인이나 딜러의 보장 마진이 매우 크다는 사

실이다. 특히 딜러의 마진은 대리점이나 농협의 그것을 훨씬 상회한다. 이

들의 숫자는 적지만 지역 내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 해당지역의 

유명인사나 마을과 지역단위 지도급의 인사들이 딜러로 많이 활동하고 있

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아.  농 계약 갈등

  농협과의 계약 과정에서 계약단가, 판매가격 결정에 회사와 갈등이 많

다. 다음으로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는 판매대금결제가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체된다는 점이다. 미리 앞당겨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받아

서 수령하게 된다. 

  추가약정 시 가격인하(할인)를 요구한다는 점과 수요 농협의 보관창고 

부족으로 그때그때 소량이라도 배송을 원하는 것도 부산물비료회사의 입

장에서는 부담 요인이다.

자.  비품질에 의한 충성도와 평범한 

(인맥에 의한 충성도 유지)

  부산물비료의 충성구매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충성구매의 

이유로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품질과 가격, 유기질비료는 이장과 작목반

장의 권유 비율이 가장 높았다. 

  회사의 생각과 차별화 저위를 종합할 경우 품질보다는 가격과 서비스의 

이면성(가격할인과 지원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관련인들

에 의한 구입결정이 연관되었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 스스로 자신들의 브

랜드파워가 약하다는 것도 이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방안  69

표 3-15.  부산물비료 충성구매와 이유

단위: %

충성도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78.94 76.92

충성이
유

품질 45.4 15.2 

가격 14.5 13.3 

서비스 11.2 19.0 

랜드 9.9 6.7 

이장, 작목반장 권유 6.6 21.0 

농 의 권유 4.6 6.7 

주변 인맥 7.2 1.0 

기타 0.7 16.2 

타 제품 환비용 과다 - 1.0 

합계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일상적인 판촉활동)

  부산물비료의 판매에서 지역성이 작용하고 있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

다. 판촉활동의 경우 일상적인 판촉물 이용이 대부분이다. 중간업체에 따

른 다양한 판촉활동은 있다. 최종소비자인 농민에 대해서는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중심에 있다. 

표 3-16.  부산물비료의 지역제품 선호 정도와 활동의 유형

단위: %

지역제품선호 종류

구 분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물 56.4 

46.2 34.8 일반유인물 32.7 

아니오 53.8 65.2 신문과 잡지 고 10.9 

합계 100.0 100.0 합계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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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타 유통문제

  유통에 관련된 주체별 수수료(마진) 요구수준과 방법이 다양하다. 유통

과정에서 품질의 변화와 이로 인한 문제가 있다. 원거리 소량 배송, 직거래

시 할인 요구, 농협 퇴비공장과의 경쟁도 부산물비료회사가 당면한 문제

이다.

3. 부산물비료 유통업체 실태

3.1. 상대적으로 강한 유통업체

  유통업체당 부산물비료와 상토회사 거래 수는 총 8개 정도이다. 이들과 

서면에 의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는 50% 이하이다. 나머지는 일부 

혹은 맺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품을 팔수 있다. 특히 계약 시 

담보설정이나 목표매출 요구 등의 경우는 절반 이하이다. 거래대금의 사전 

지불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농자재시장에서 회사보다 유통업체의 힘

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강한 유통업체

의 위상이다.

3.2. 적절한 재고관리, 채권회수기간 문제

  유통업체들의 농자재 재고율이 적정이라고 여기는 재고율보다 2~5% 정

도 많지만 경영에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상토, 부산물비

료) 농자재 총재고를 약 1,000만 원으로 볼 경우 20만~100만 원 정도에 불

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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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유통업체의 재고율

단위: %

구 분  재고율 정 재고율

상토 16.5 11.5 

부숙유기질 17.3 15.0 

유기질 17.0 14.1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상토 유통업체 설문결과(2014. 8.).

  많은 유통업체가 필요한 만큼 주문해서 판매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 생

산회사가 판매를 강요하지 못하는 또 다른 증좌이다. 이러한 자유스러운 

계약관계와 거래로 인해 회사로부터의 많은 장려금을 수령하고 있지는 않

다. 대부분 기본 수수료를 받고 있다. 29개 유통업체 가운데 16개 유통업

체가 장려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농자재 외상거래가 적지 않은데 평균 약 30%에 이른다. 문제는 매출채

권의 회수가 최소 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3.3. 일상적 판촉

  유통업체의 경우 특별한 판촉활동은 없다. 농자재회사에서 제작한 판촉

물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부(14/32)는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는 홍

보물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한다.

3.4. 농민의 의존적 구매

  구입 시 농민들이 회사에 제품규격을 제시하는 비율이 40% 이하이다. 

유통업자가 회사와 제품을 선정, 판매하는 비율이 60% 이상이다. 농자재

회사가 유통업자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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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구매 농민의 회사와 규격 제시비율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상토 유통업체 설문결과(2014. 8.).

  여기에 농민들의 충성구매율이 40% 이하로 낮다. 비록 충성구매에서 품

질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주변 인맥 역시 중요하다. 가격은 뒷전이다. 제

품구매의 지역성도 높지 않다. 

표 3-18.  충성구매의 요 요인별 비

단위: %

구 분 상토 부숙유기질 유기질

품질 32.6 30.7 31.4 

주변 인맥 22.1 23.9 23.3 

가격 20.0 20.5 18.6 

서비스 14.7 15.9 15.1 

기타 10.5 9.1 11.6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상토 유통업체 설문결과(2014. 8.).

  차별화 지표 6가지에서도 그리 큰 차별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차별화

가 안될 경우 유통업체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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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교적 밝은 미래시장

  대체로 미래시장은 밝다. 하지만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정체단계로 파

악하고 있다. 정체 예상 부숙유기질비료 생산회사 간 판매경쟁이 더 치열

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4.  미래시장 망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상토 유통업체 설문결과(2014. 8.).

4. 부산물비료 농민 사용실태와 문제

4.1. 강한 필요성과 적극 정보활용

  대다수 농민들은 부산물비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주된 이유

는 지력회복과 친환경농업을 위해서였다. 화학비료의 폐해도 중요한 요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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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필요성을 느낀 주된 이유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많은 농민들은 관련 정보수집에 활동적이다. 부산물비료 구입 시 주요 정보

처는 이장과 지인, 작목반장 등 가까운 이웃들이다. 여기에 본인의 경험이 추

가된다. 이러한 정보처 선호이유는 이용의 용이성과 신뢰성(85%) 때문이다.

표 3-19.  부산물비료 구입 시 련 정보의 주된 습득경로

단위: %

구 분 재 미래

본인경험 24.7 23.7 

농 21.7 21.2 

이장, 지인, 농업단체와 작목반장 36.9 36.4 

생산업체 리 , 매인 9.1 8.6 

농업기술센터(지자체) 6.6 7.6 

기타 1.0 2.5 

계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부산물비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지표는 품질이며 다음

으로는 가격이다. 각각의 비중이 평균 43.7%, 30.3%인데, 부숙유기질이든 

유기질이든 이 순위의 변화는 없다. 세 번째는 비종에 따라 약간 다른데 

부숙유기질의 경우 브랜드를, 유기질의 경우 원활한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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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부산물비료 구입 시 우선고려지표

단위: %

구 분 부숙유기질 유기질 평균

품질 43.9 43.4 43.7 

가격 31.3 29.3 30.3  

업체 랜드 11.6 8.6 8.3  

원활한 공 5.6 11.1 10.1  

주변 추천 1.5 1.0 1.3  

기타 3.5 2.0 2.8  

무응답 2.5 4.5 3.5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4.2. 평균적인 구매방법과 보조 인지

  농민들은 비료의 구매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지만 금년에 바뀐 

방법은 상당수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타인에 구매를 의뢰하는 경우들

이다. 하지만 올해의 구입신청과 대금정산 기관의 이원화에 대해서도 별다

른 불만이 없다. 오히려 원하는 비료를 신청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그림 3-16.  구매방법 인지 정도와 이원화(구입신청과 정산) 불만

단위 : %

구매방법 인지
구매신청방법변경 
인지여부

이원화(신청과 지 ) 
불만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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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물비료를 구매할 때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신청 비율보다 이장이나 작목반장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표 3-21.  부산물비료 구매 시 신청 상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비율

행정기 (읍･면, 시･군) 31 31.3

농 31 31.3

이장 27 27.3

작목반장 7 7.1

매상인 2 2.0

기타 1 1.0

합계 99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많은 농민들은 부산물비료의 배정량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가능한 회

사도 지정하고 있으며, 등급규격에 대해 알고 있다. 3등급 신청이 저조한 

이유다.

표 3-22.  부산물비료 구입과정 주요 사항

단위: %

구 분 배정량기  인지 구입회사 지정 신청물량 구입 등 규격 인지

76.8 76.8 62.9 82.8

아니오 23.2 23.2 37.1 17.2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부산물비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응답 

농민의 87.9%가 알고는 있었다. 과거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당 지원금액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59.6%로 상당히 떨어

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입 시 보조금이 얼마인가를 질문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을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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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부산물비료 구입보조와 포당 지원규모 인지도

구입보조 인지 여부 1포당 보조  인지 여부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부산물비료에 대한 구입보조가 없어지더라도 많은 농민들이 구입을 지

속한다고 하지만 구매량이 줄거나 구입을 중단한다는 경우도 있다. 구입물

량 평균 감소비율은 30~40%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다.

표 3-23.  부산물비료에 한 보조가 없어도 계속 구매할지의 여부

단위: %

구분 응답수 비율

그 다 77 77.8

구매량이  것이다 18 18.2

아니다 4 4.0

합계 99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4.3. 구매내용 확인과 인맥중시 회사변경, 음식물쓰레기 이용 

제조 퇴비에 대한 부정적 시각

  농민들은 본인의 신청량 대비 수령량이 적어 불만을 제기한다. 부족률이 

20%에 가깝다. 신청한 부산물비료에 대한 제조회사정보, 제품정보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농민들은 잘 모른다. 신청에서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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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 사람들은 약 20~25%에 이른다.

  주 거래회사가 바뀐 경우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데 품질과 브랜드 때문

이다. 주위의 권유가 그 다음이다. 주위의 사람들이 품질이나 브랜드를 이

유로 들어 회사변경을 권하고 농민들은 이를 수용하며 회사를 바꾸고 있

다. 가격은 그리 큰 변수가 아니다.

표 3-24.  주 거래회사의 변경사유

단위: 명, %

구 분 부숙유기질 비율 유기질 비율

품질과 랜드 38 41.3 36 39.1 

주변 권유 33 35.9 34 37.0 

가격 18 19.6 14 15.2 

기타 3 3.3 8 8.7 

계 92 100.0 92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회사변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에 대한 만족도는 높

지 않다. 이러한 불만족은 회사와 제품 간 무차별화와도 관련이 있다.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 간의 가격 차이, 등급별 가격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등급별 보조금의 차등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

하는 분위기이다.

표 3-25.  가격과 보조차이 타당성 단

단위: %

구분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의 

가격차이 효과인정

부산물비료

등 별 가격차이 보조 차이

그 다 52.5 61.6 60.6 

생각해보지 않았다 27.3 27.3 28.3 

아니다 18.2 11.1 11.1 

무응답 2.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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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다. 

불법적 반제품 형태 부숙유기질비료를 구입한 경험이 있지만 토양오염 측

면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추후 사용을 자제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문

제는 이러한 불법적 반제품 형태 부숙유기질비료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으로 인해 농민들의 암묵적 사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표 3-26.  음식물쓰 기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단위: %

구분 빈도 비율

품질이 보증되면 괜찮음 52 52.5

구입하지 않겠다 44 44.4

기타 2 2.0

가격에 따라 다름 1 1.0

합계 99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4.4. 현장 배송, 포장 내용 중시

  부산물비료의 대부분은 포장까지 배달해주고 있다. 부산물비료의 살포

는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림 3-18.  구입 부산물비료 배달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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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물비료 사용에서 가장 먼저 품질이 불안정하다는 불만(23.6%)이 많

다. 다음으로 고령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살포의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

(23.4%)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가의 소득에 비해 가격이 높고(21.6%), 관

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림 3-19.  부산물비료 사용에서의 애로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포장지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을 상당히 자세히 읽는 경향이 있

다. 보지 않는다는 4.0%를 제외하면 자세히는 보지 않더라도 포장지의 내

용을 보고 있다. 특별히 규격별로 구입을 신청하다 보니 규격부분, 나아가 

원료부분도 잘 읽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표 3-27.  포장지 내용 읽는 정도

단위: %

구 분　 포장지 내용 규격과 원료 

자세히 읽어본다 54.5 54.5

충 본다 41.4 41.4

보지 않는다 4.0 4.0

합계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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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보니 원료를 자세히 표기할 것을 요구(100%)하고 있었으며, 일부

에서 주장하는 주 원료표시의 삭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 반대하고 

있었다.

표 3-28.  포장지에 축분, 돈분 등의 원료표시 삭제에 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비율

반 한다 72 72.7

잘 모르겠다 24 24.2

찬성한다 3 3.0

합계 99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4.5. 비교적 밝은 미래시장

  미래 부산물비료시장은 밝게 보고 있으며,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

료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3-20.  미래 부산물비료시장 망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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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신규진입과 시장성과

가.  매출 비 규모 신규진입 자  규모

  새롭게 부산물비료시장에 진입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 최소 필요자금, 판

매까지의 판매와 서비스망 구축기간과 비용 등은 부산물비료기업의 1개사

당 매출규모에 비해 대규모이다. 신규기업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나.  체생산 가능성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비료제품으로부터 다른 분야로의 생산 전환

이 용이하지는 않다. 신규진입 시 토지와 장비들을 확보하는 데도 적지 않

은 어려움이 있다. 이외에도 중요한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민원이 없

는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지난한 과제이다. 신

규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다.  차별화 와 약한 진입 련 제도  

  부산물비료의 회사별 제품 간에는 차별화가 거의 없다. 기술적인 격차도 

없어서 시장진입은 그만큼 용이하다. 신규진입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이 

장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제도가 신규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등 리 불만과 강한 표시제도

  현행 등급제에 대해 불만이 많다.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높은데 아무래도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도 부담이다. 아울러 표시제의 강화 역시 신규

기업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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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격보다 품질,  서비스경쟁

  부산물비료시장에서 가격을 중심으로 경쟁하지는 않고 있다. 나름대로 

품질경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원료 확보를 중시하고 있다. 서비스 경쟁에

서도 품질을 중시하고 있다. 배송시간 단축, 대리 살포, 가격할인이 성행한

다. 서비스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여전히 품질이라고 하지만 그 외

의 요인들이 중요하다.

바.  불만족스러운 시장성과

  8가지 시장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성과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

이 구상, 동원되고 있다. 판매량의 확대와 중간 수수료 조정, 생산비용을 

절감, 적정가격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  비교  정 인 미래시장

  미래 부숙유기질비료의 전망 결과는 정체가 많지만 이와 달리 성장이 하

강보다는 많아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시장확장 예상은 그만큼 경쟁의 

강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  수익성 실  경 성과

  성장성에 관련된 총자산과 고정자산의 증가율이 정(+)을 나타내고 있지

만 불안정하다. 하지만 매출액과 자기자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성장

세 유지가 점쳐진다. 유동성은 취약하다. 하지만 수익성은 좋기 때문에 장

기적으로 유동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 활동성은 양호하다. 각종 회전

율이 굉장히 빠른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매출액 총이익율이 상당히 높다. 

단지 매출 이후 발생비용이 과도하여 당기순이익률이 5% 이하로 떨어진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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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물비료산업 발전방안

5.1. 산업 경쟁세력 요소

5.1.1. 외부환경요소

가.  우호 인 요소

  가장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는, 지금까지 부산물비료시장과 기업

들의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는 사실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기성 자원의 발생이 증가하고 이것의 적정처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찌 되었든 자원화, 특히 퇴비화가 필요하다. 음식물류 폐기물도 마찬가지

이다. 적절한 처리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퇴비화와 사료화이다. 

  부산물비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은 매우 우호적인 외부 환경요소이

다. 먼저 부산물비료 구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지원은 시장성장과 안정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대한 보조 역시 우호

적인 요소이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해당 산업 내 기업들 간

의 경쟁가열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업 전체적으로는 우호적 요소이다. 부산

물비료 생산회사에 대한 시설현대화자금과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도 기업들

의 생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나.  비우호  요소

  국내외 경제성장의 정체현상과 함께 농가경제가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실질적인 농업, 농가소득의 저위와 성장 정체는 전체적인 

농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게 되고 자연히 부산물비료 수요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방안  85

  부산물비료의 수요는 경영농지의 규모와 비례하는데 최근 국가 전체의 

경지 이용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성장여부와

도 상당히 밀접한데, 국가의 목표만큼 친환경농업의 규모가 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비우호적인 변화이다.

5.1.2. 기업 간 경쟁관련 요소

가.  경쟁 강화요소

  설비의 범용성이 떨어지고 부산물비료회사의 주력 상품이 부산물비료에 

한정되다 보니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

이 낮은 것 역시 부산물비료산업 내 기업들의 어려움이다. 

  원료의 구입과 생산, 판매 등이 계절성을 모두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

시적인 생산과 판매로 인한 원료구입과 판매시장에서의 격한 경쟁이 유발

된다. 그 시기에 팔지 못하면 엄청난 손실이 유발된다. 유기성자원을 1년 

이상 품질을 유지하면서 보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인들의 위상이 강하다 보니 이들에 대한 다양한 판

촉이 진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숫자 확대가 경쟁의 가열을 표현

한다. 가격할인과 각종 지원활동 등 시장 외적인 요소에 대한 관리가 중요

하다.

  소비자 욕구가 자주 변하는 것은 품질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서 

관련인들에 의한 비시장적 요소에 의한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품질과 가

격보다는 이것과 무관한 경쟁을 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충성구매에 이장

과 작목반장 등의 역할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로비까지 해야 

한다. 지역농협의 가격할인과 같은 요구는 기업들로 하여금 더욱더 심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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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쟁 완화요소

  미래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기업들 간 치열한 경쟁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현재 상당히 많은 부산물비료회사의 경영인들은 미래시장을 긍

정적으로 보고 있다.

  고도 기술을 요하는 비료가 아니다 보니 기업 간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

하지는 않다. 농협에 의한 계약과 공급이라는 체제하에서 표면적 가격경쟁

은 어렵다. 

  기업의 입장에서 농민들의 충성 구매율이 높다는 평가는 그만큼 경쟁의 

필요성을 적게 한다. 특히 기업들은 자사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부산물비료의 원료로 인한 경쟁 강화현상은 미약하다는 판단이다. 아직 

미활용 가축분뇨가 많고 정부에서 축산 농가를 규제할수록 부산물비료회

사의 원료구입은 용이하다. 다만 유기질비료의 원료인 각종 수입원료의 경

우 수입기업 간 경쟁은 있을 것이다.

5.1.3. 신규기업 진입

가.  요소

  미래시장의 긍정적 판단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유인하게 된다. 즉 신

규기업 진입의 위협이 강화되는 요소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의 차별화가 거의 

없다면 신규 기업으로서는 진입이 유리하다. 

  새롭게 부산물비료 생산에 참여하려고 할 때 강력한 제도가 적용되는 것

은 아니므로 용이한 진입조건이다.

  현재 부산물비료산업의 경영실적은 양호하다. 외부에서 볼 때 진입을 결

정하는 데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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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완화요소

  부산물비료의 경우 매출액에 비해 넓은 토지면적과 많은 시설자금이 필

요하다. 특히 1년 이상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보니 쉽게 진출하기가 어렵

다. 어느 정도 고착화된 시장과 기업들의 판매지역 역시 신규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생산설비의 대체 사용 가능성이 낮다. 장비와 설비는 한 번 설치했을 경

우 판매부진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제품생산으로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신

규기업에 부담이다.

  악취에 대한 민원이 어려운 문제이다. 이를 사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신규진입을 생각하는 기업에는 대단한 부담요인이다. 기존 기업들에

게는 신규진입 위협 완화요소이다.

  일시적일지는 모르지만 최근 등급화의 강화는 신규기업에는 역시 어려

움으로 작용한다.

5.1.4. 수요자, 유통 상인 위협

가.  요소

  부산물비료의 판매과정에서 유통상인의 파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특

히 판매 시 회사와 제품을 유통상인이 선택해서 농민들에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물비료회사로서는 어려운 조건이다.

  판매상인과의 엄밀하지 않은, 서류화되지 않은 계약관계로 인하여 제품

과 판매대금관리가 어렵다. 

  대다수 농민들이 구입 전･후 부산물비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이해,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자사 제품을 쉽게 판매할 수 없다. 

  주 사용제품에 대한 회사변경에 있어 주변인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는 수요자 농민과 함께 관련인까지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한다. 특히 

회사변경 후에도 품질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 안정된 고객확보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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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완화요소

  상인들의 경우 회사와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 거꾸로 

부산물비료회사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유통상인의 자사 판

매 조직화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부산물비료에 대한 비차별적이라는 평가가 어느 특정 회사

에 위협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일면과 달리 차별화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대체로 미래시장에 대해 확장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므로 수요자로부터

의 위협은 완화될 것이다.

5.2. 산업 발전방안

5.2.1. 경쟁세력의 특징

  부산물비료시장을 둘러싼 기본적인 거시변수인 경지면적과 친환경농업

의 감소는 분명 시장 축소를 야기할 것이다. 농가경제의 침체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부산물비료와 관련된 각종 처리대상 유기물의 발생량이 많고 또

한 증가하고 있다. 토지로의 환원 이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정부에서 적

극적으로 유기자원의 재활용을 지지하는 것은 부산물비료시장 확대에 기

여하게 된다. 동시에 농민들의 부산물비료 사용 이유가 토양의 질적 개선

이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본다면, 아울러 아직도 충분한 부산물비료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미래 부산물비료시장의 성장은 쉽게 예견된다. 물

론 지금의 정부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지속된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판단은 

합당하다.

  거시변수들을 종합해 볼 때 부산물비료시장과 산업에는 긍정적인 요소

가 더 많다. 산업 우호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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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거시변수 종합

산업우호 산업 비우호

○ 시장의 꾸 한 성장

○ 처리 상 유기성 자원의 증가

○ 우호 인 다양한 련 정책 

○ 국가와 농가경제 침체

○ 경지이용면 과 친환경농업 축 등

  기업 간 경쟁요소들의 성격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더욱 경쟁이 강화될 

것이다. 경쟁의 완화 요소보다는 강화의 요소가 많고 그 강도 또한 강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선 미래에 대한 긍정적 판단과 별다른 기술적 경쟁이 불필요한 점, 높

게 평가하는 충성구매와 낮은 원료 확보경쟁이 경쟁완화요소이다. 하지만 

경쟁을 강화할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서 감지된다.

  국내시장만을 겨냥한 판매와 경쟁이라는 점은 국내시장의 작은 변화에

도 기업들을 치열한 자사 시장 몫 고수에 나서게 한다. 기업 내 부산물비

료 생산설비를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기업 경영에서 부산물비료의 

비중이 절대적인 면은 경쟁 가능성을 높인다. 

  모든 기업들의 생산과 판매 등이 폭발적으로 시기가 겹치고, 품질 이외 

비시장적인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는 것도 상호 물밑 경쟁을 부추기기

에 충분하다. 생산기업보다는 중간 유통조직들의 파워가 상대적으로 커지

는 것도 기업 간 경쟁을 강화하도록 한다. 달리 말하면 이들에 휘둘리는 

경향이 많아질 수 있다.

표 3-30.  기업경쟁요소 종합

경쟁강화요소 경쟁완화요소

○ 설비의 범용성 

○ 부산물비료 의존  경

○ 해외수출 한계

○ 원료구입～소비 계 성

○ 한 생물자원보  애로

○ 유통조직의 높은 교섭력

○ 소비자 비시장요인 시

○ 지역농  가격할인 

○ 정 인 미래시장 평가

○ 비고도 생산기술, 개발경쟁 

○ 높은 충성 구매율

○ 낮은 원료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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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부산물비료시장에 뛰어들고 싶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판단하

기 어려운 조건이다. 신규진입 시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을 요구하고, 구비

된 각종 시설과 장비의 타 전용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이 

많다는 점은 부정적 요소이다. 

  하지만 미래시장이 밝고, 지금 적지 않은 정도의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

다는 점은 강한 매력이다. 그렇다고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신

규 참여 기업의 경영 방향에 따라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규진입 조건이다.

표 3-31.  신규진입요소 종합

요소 완화요소

○ 정  미래시장

○ 제품의 비차별화

○ 약한 제도제약 요인

○ 양호한 경 실  

○ 상  과도한 설립자본

○ 낮은 생산설비 체사용 가능성

○ 강력한 각종 민원

  소비자들의 부산물비료 구입 경향에서 나오는 위협요소는 그리 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비 행태를 보

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입과정에서 비시장적인 요소들, 요컨대 인맥 

중시와 부가적인 서비스 요구 등이 문제이나 경영에 심각할 정도는 아니

다. 대체로 평균적인 인지와 강한 필요성 인식, 긍정적 미래시장 시각은 아

무래도 부산물비료산업에 우호적인 요소와 성격이 아닌가 여겨진다.

표 3-32.  소비자요소 종합

요소 완화요소

○ 극  정보 활용, 포장내용 시

○ 가격과 품질 외 요소 향 큼

○ 인맥 시 경향

○ 음식물쓰 기 퇴비에 한 부정  시각

○ 장 배송 등 서비스 시

○ 강한 필요성 인식

○ 평균  구매방법인지

○ 보통수  보조 인지, 보조 만족

○ 무차별 인식과  제품 만족

○ 밝은 미래시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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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기본조건의 인식

  ① 국내시장은 당분간 성장할 것이다.

  ②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은 미미하지만 준비해야 한다.

  ③ 현재 각종정책이 우호적이어서 유지, 발전이 필요하다.

  ④ 기업 간 갈수록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⑤ 기업 간 경쟁의 수단이 가격과 품질 이외의 것이 될 것이다.

  ⑥ 유통업체의 파워가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⑦ 농민들의 자발적 수요변화보다 주변인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⑧ 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5.2.3. 발전방안

가.  국내시장의 안정화,  수입 응

  시장이 성장할 때 적절한 안정화 대비책은 필수이다. 자칫 과대한 시설과 

장비의 투입은 경영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부산물비료시장에서 정책의 작은 변화도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지금 국가적으로 긴축재정의 상태라는 점, 부산물비료에 

투입하고 있는 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나.  경 의 다각화

  부산물비료기업들의 전체 매출에서의 부산물비료 비중이 매우 높다. 부

산물비료시장이 흔들리면 기업 전체의 경영이 흔들리는 구조이다. 기업의 

지속성과 경영의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판단이다. 이제부터라도 경영의 다

각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에서 목격되는 축산과 병행하는 것과 유기, 무기질비료를 동시에 취

급하는 경우가 가장 용이한 다각화일 것이다. 유사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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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과 인수, 합병하는 방법도 현실적이다. 이 역시 경영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다.  고품질 안정  원･부재료 확보( 공동구입 포함)

  우선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하는 유기질비료의 경우 해당 기업과 원료의 

공동구입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원료부터의 차별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원료라면 가능할 것이다. 톱밥구입의 

공동화 사업은 한 사례가 된다.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들의 품질 좋은 가축분뇨의 확보는 중요한 경영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료선인 축산농가(중간수집거래상인)와의 

연대가 중요하다. 아직까지는 원료확보에 어려움이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만약 축산농가들의 휴･폐업으로 인한 규모의 축소가 발생하고, 부산물비료

에 대한 각종 유해물질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적절한 가축분뇨의 확보도 어려

울 수 있다.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축산농가와 연계를 생각해야 한다.

라.  R&D에 한 략  투자 확

  아직 부산물비료시장에서 품질 차별화의 정도가 낮다. 경쟁에 관련되는  

모든 요소의 차별적 경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음성적인 부분과 인간관계 

등에 의한 제품 선발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외국으로부터의 제품유입과 지

나치게 많은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수, 수요자들의 품질개선 욕구 증대 등으

로 인해 향후 품질 경쟁도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분야의 강화가 필요하다.

마.  조기주문,  공동배송,  력배송 기획

  부산물비료의 공급은 매년 이루어진다. 비록 예산확보 부분에 문제는 있

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어느 정도 전년도 조기주문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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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되면 부산물비료기업들의 소비자 관리와 경영이 매우 용이해질 

것이다.

  부산물비료의 가격은 낮으나 부피가 크다 보니 수송비의 부담이 크다. 

이것도 일시에 집중하다 보니 부산물비료 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영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수송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단위의 

조직과 중앙단위 조직, 나아가 지역 내 상토회사(품목은 다르나 판매의 시

기는 중첩)들과의 연대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으로는 지역단위에서 상토와 

부산물비료 회사들의 연대가 현실적이다.

바.  복잡한 유통 계 정비  무허가 불량제품 단속

  가장 중요한 유통주체는 농협이다. 농협과의 대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중앙조직인 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 나서야 한다. 관련된 수수료와 판매

대금의 정산 기한, 계약 시 조건의 합리화 등 모든 면에서의 협의를 이제

라도 시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도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 

  음성적인 유통주체와 유통에서의 관행 등에 대한 것도 근대화, 합리화 

차원에서 검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안별로 검토해서 보다 유용한 유

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별히 부산물비료 회사들의 반성도 필요하다. 

자신을 위해 벌여 놓은 비정상적인 경쟁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버려야 한

다. 필요하다면 중앙단위 조직에서 관여해야 한다.

  한마디로 유통분야에서의 비정상화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노력이 요구된

다. 세간에 떠도는 무허가업체들에 의한 부산물비료 생산과 공급, 이들을 

중간 생산업체로 활용하는 기존의 기업들의 행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 

사.  소비자 교육과 홍보 강화

  다양한 작목에 대한 부산물비료의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

한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취득은 한계를 보인다. 그러다 보니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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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 의한 구매의존이 강하다. 제품과 가격경쟁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일본과 

같은 나라의 해당 기업에 손쉬운 한국 진출의 기회를 주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요자 만족의 교육과 홍보를 앞세운다면 국내시장을 쉽게 

잠식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부산물비료기업들의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관

심은 매우 낮다. 산업적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아.  유통주체별 미시  기업 응책 필요

  유통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의 파워가 커지는 것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 아울러 이들에 의한 비가격과 품질 경쟁의 부추김은 결국 유통질서

의 혼란과 경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부산물비료 유통에서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나아가 공동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

속 이들에 대한 비용지출은 증가할 것이다. 딜러의 양성화도 필요하다. 지

역조합과의 개별적 불평등 거래와 같은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

자.  정책 지원제도  응

(신청제도 점검)  

  가장 먼저 변경된 부산물비료 신청제도의 유효성을 파악해야 한다. 일부

에서는 농민들의 신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권역 내 제품의 우선적 공급을 주장하기도 한다. 원칙을 세워 재정

비하도록 해당 유기질비료협동조합에서는 노력해야 한다.

(상충논리, 정책사업 정리)

  부산물비료를 둘러싼 정부정책은 강화될 것이다. 유기성 폐기물을 사용

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든 음식물폐기물이든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연히 환경규제의 대상이 되며 그 강도가 점차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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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축산과 환경 쪽에서는 가축분뇨의 단순한 처리를 위해 완화된 관리규정

을 들고 나오기도 한다. 상충된 논리와 주장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땅 중심의 부산물비료 공급이 중요하다. 누가 농사를 짓든 땅의 지력증

진이 부산물비료 사용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임차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공

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원되는 각종 정부의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정책 상호 간 충돌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크게 

농협사업과 민간사업자 간의 갈등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기타 부처

와의 갈등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서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잦은 제도의 

변경은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에 치명적 오점을 남길 수 있다.

(등급제도와 동일 보조)

  잦은 제도의 변경은 어느 경우에든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에 벌어진 부

숙유기질비료의 3등급화 변경 역시 취지는 이해되나 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3등급화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품질부분의 단순화 관리가 바람직하다. 

정부에서는 부산물비료가 가지는 일정 최소요건만을 정하고, 그 이상의 고

품질제품의 개발과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들에 맡겨두는 것이다. 진정한 

시장경쟁이 될 것이다.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특등급 비료의 가격을 1등급보다 낮게 설

정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가격은 낮고 보조금의 규모

가 크다고 가정할 경우, 또는 기술적인 수준이 충족된다면, 특등급 비대화 

현상이 곧바로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까지 고려한다

면 최소요건의 규정(합격과 불합격)과 합격제품에 대한 동일 보조금의 지

급이 미래 지향적일 수 있다.

(가축 유행성 병 발생 대응책 강구)

  잦은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은 부산물비료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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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가축분뇨를 주 원료로 하는 부숙유기질비료기업의 경우 차량의 지역 

간 이동이 통제되면서 원료 확보 불능과 생산, 판매 차질 등으로 경영적 

타격을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없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해결에 사적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당연히 산

업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하고, 가능하다면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한다. 중대

한 산업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 차원의 대응책 마련

이 필요하다.

차.  련 법령의 정비와 국가차원 유기성 폐기물 리시스템 구축

  부산물비료는 살아있는 생물제품이다. 그래서 무기질비료와 다른 관리

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유효하다. 지금의 무기질비료와 같은 공정규격 적용

은 무리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생물이기 때문에 품질 검사에서도 시간과 장소, 주체 등에 따라 동일 제

품이라도 다양한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다. 

   동시에 부산물비료에 관련된 법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있

다. 추후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비료관리법｣을 

중심으로 부산물비료 관련 법에 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

기에 관련된 부분은 부속 연구자료로 발간될 책자를 참고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부산물비료산업의 협조도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과 유통, 사용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림축산부분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일상적인 음식물폐

기물과 각종 유기성 오니 등의 발생과 재활용 처리는 국가차원의 중요한 

사안이며 책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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