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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상토’는 농사의 출발인 어린 묘를 키우는 

인공 흙으로 그 중요성은 다른 농자재에 비길만하다. 과거 농가 단위에서 

어린 묘를 키우던 시절에 상토는 꼭 필요한 자재는 아니었다. 벼의 경우에

도 농민들은 황토를 곱게 만들어 못자리용 흙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부였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가 정립되면서 농민들은 튼튼하고 좋은 어린 묘

를 키워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하지만 농민 스스로 적절한 육묘용 

흙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대규모 농작물 재배시 우량 육묘 재

배를 위한 농민 스스로의 인공 흙 생산은 일시에 불가능하다.

  이제 상토는 개별 농민이 아닌 전문화된 회사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다. 

수도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에 의해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원

예용은 전문 육묘상들이 중심이 되어 사용하고 있다. 일부는 수입되고 있다.

  문제는 품질 좋은 묘 생산을 위해 우량의 상토가 생산, 공급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거의 없었다는 점

이다. 생산과 소비실태조차 파악이 되어있지 않다.

  그동안 일부 품질과 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지적과 주장은 있었지만 산업

과 농민들에 대한 조사결과로 전체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강구

한 것은 이 연구가 처음이다. 당연히 연구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

수적이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이 연구결과를 더욱 발전시켜 상토산업의 발전과 함께 보다 우수

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토회사와 대규모 육

묘상, 농민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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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목

  상토는 어린 묘에 알맞은 성분과 특징을 지닌 인공 흙으로 우량 육묘에 

사용되고 있는 농자재이다. 농산물 생산 단계가 세분화되면서, 그리고 육

묘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고품질의 상토가 생산, 판매되고 있다.

  상토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육묘가 잘 되지 않으며 이는 자칫 농산물 생

산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이 상토에 대한 관심을 쏟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토에 대한 항간의 불만들이 적지 않다. 농민들과 대량 소

비처인 육묘장, 들녘별경영체에서 품질의 불안정 문제와 함께 비다양성 등

을 지적한다. 상토회사에서는 농협의 공세적 시장개입, 판매자금순환의 지

체 등을 호소한다. 상토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대부분은 수입하는데 가

격이 불안정하고 적기 수입물량 확보도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육묘에 중요한 상토를 적지 않게 사용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토에 대한 정책적 종합연구는 없다. 상토생산량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시장규모도 1,500~2,500억 원에서 제각각 추정한다. 수도작용과 

원예용의 비중도 각각 70%, 30%로 보고 있을 뿐이다.

  다양한 부분에서의 문제 분출과 해결책 요구가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된 

동기이다. 상대적인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미약한 정책적 관심은 시정되어

야 한다는 생각이다. 비록 지방정부에 의한 지원이지만 그것 역시 정부의 

지원이며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지금까지 이 연구와 같은 종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우선 상토에 관련된 일반적인, 그러면서도 현실

에서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조사하여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다.   

상토회사의 일반 경영실태와 성과 등에 대해서, 사용자인 농민들과 육묘장

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과정과 사용 후에 대한 평가를 조사, 정리하였다. 그

리고 조사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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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상토산업의 발전과 우량 상토의 적정 사용 유인을 위한 방안을 제

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① 제도 및 외생변수

  오랫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토는 2013년부터 ｢비료관리법｣에 의

해 관리되고 있다. 비료관리법 공정규격으로 관리되는데 1호와 2호로 구분

되어 있다. 중량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사용원료도 규정되어 있다.

  상토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대부분의 원료는 수입한다. 제오라이트

(Zeolite), 규조토, 황토, 마사토, 피트모스(peat moss), 질석(Vermiculite), 

펄라이트(Perlite), 코코피트(Cocopeat) 등 원료는 매우 다양하다. 

  상토 생산측면에서 세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약간의 복잡성이 있지만 대

체로 고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생산공정을 보면 원료의 가공과 혼합이 

기본적인 공정이다. 상토도 일반 농자재와 같이 생산과 수요가 계절적이다. 

  상토의 유통구조가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유통주체 간 행위와 거래 관행

들은 다양하다. 수도작용과 원예용 상토의 유통구조가 다르며, 당연히 판

매 이후 자금 순환구조도 다르다. 특히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농협과의 관

계가 상토회사 측에서 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상토시장에 관련된 거시적 경제변수의 변화를 보면 긍정적이지 않다. 특

히 수도작과 과채류 재배면적의 감소는 미래 상토시장의 성장과는 반대의 

변화이다.

  대부분의 경우 농자재 구입보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데 특이하게도 

상토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 지방자체단체별 지원의 규모와 방법이 다

르다. 현재는 수도작에 집중되어 원예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상토산업

  국내 상토시장의 규모는 약 1,6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상

토 매출규모는 성장을 지속해 왔다. 상토회사들의 매출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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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토 역시 생산설비 가동의 계절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상토수요의 성수

기가 3~5월이기 때문이다. 

  상토회사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는 없지는 않지만 매출액의 0.6% 정

도를 투자하고 있을 뿐이다. 새로운 제품 개발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으

로, 달리 말하면 연구개발의 절박성이 작기 때문이며 차별화가 안된다는 

생각이 이러한 판단에 일조한다. 특별한 판촉방법이 구가되지는 않는다.

  상토회사 거래 유통업체(인)의 수가 과거 3년간 300개에서 360개로 크

게 늘었다. 대부분 대리점이 증가하였다. 판매조직의 치열한 확대 경쟁이

다. 유통업자에게 지불되는 판매수수료는 제각각인데, 대체로 약 15%로 

추정하고 있다.

  많은 상토회사들은 충성 구매율을 높게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 품질

(42%)을 들고 있다. 하지만 품질과 가격의 차별화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인맥과 서비스에 의해 충성구매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로부터 신규진입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상토 생산설비의 범용성

이 크고, 새로운 토지와 장비, 시설 등의 확보도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

다. 진입장벽인 각종 차별화지표의 평가도 낮다. 제도적 장애도 없다. 

  유통현장에서 상토가격 할인 경쟁이 적지 않다. 가격인하 서비스를 한다

고 한다. 기업들의 시장성과 평가는 조금 낮다. 하지만 그들은 비교적 안정

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주들은 고정자산이나 

자기자본에 대한 증투에 주저하고 있다. 

③ 상토 사용 농민과 들녘별 경영체

  상토에 대한 농민들의 필요성 인식은 강하다. 보조금이 없어져도 계속 구

매해야 한다는 생각이 짙다. 상토를 구입함에 있어서 주변인들에 대한 의존

도가 매우 높다. 생산업체, 대리점 등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도는 낮다.

  중요성 인식과 함께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적극성도 엿보인다. 대부분의 농

민들은 포장지의 내용을 읽어 보며, 규격과 원료에 대해서 보고 있다. 

  농민들이 상토 구입 시 최우선하는 것은 품질이고 다음은 가격이다. 상토

회사를 바꾼 경우가 적지 않은데 품질과 가격 등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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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부 지인의 추천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농민들이 보는 제품 간 차별화는 낮다. 그렇다고 만족도가 낮은 것은 아

니다. 아울러 제품별 규격과 가격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미래 상토시장에 대한 농민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보조확대는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상토사용량이 과거와 같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수도용 상토의 대량 소비처인 들녘별경영체(공동육묘장도 운영)에서는 

관련된 정보를 주변 사람과 조직으로부터 얻으며 이러한 경로를 가장 신

뢰한다. 농민들과 유사하게 농협이나 생산업체(대리점)에 대한 의존도는 

낮다. 

  이들 역시 가장 중요한 선택지표는 품질이다. 그런데 그들은 가격의 고

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거래회사와 품질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바꾼다고 한다. 대규모 육묘이기 때문에 그만큼 품질이 중요하다.

  들녘별경영체의 상토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다. 농민들의 반응과 비

슷하다. 그렇다고 상토회사별 제품 간 차별화가 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품별 규격과 가격, 보조차이를 인정하고 있었다. 보조금에 대한 인지

도는 낮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30% 정도 있다. 대량 톤백으로 구입하는 이들의 미래시장 전망은 약간 증

가하는 정도이다. 사실상 이들의 사용량 증가는 농민의 사용량을 감소시켜 

상호 상쇄관계가 된다. 

④ 육묘장

  자신들 스스로 전문가라고 여기기 때문인지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 상

토 구입 시 최우선 지표는 당연히 품질(47.1%)이며, 여기에 자신의 경험을 중시

(23.5%)한다. 들녘별경영체와 마찬가지로 가격이나 사후봉사는 중요시하지 않는

다. 거래하는 상토회사의 잦은 변경도 품질 때문이다.

  국내제품의 품질 불안정을 지적하는 이들은 외국제품을 사용하는 비중에서 

높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입산 상토의 품질이 안정적이어서 향후에도 구입량

을 늘릴 것이라고 한다. 국산 상토의 벌크 구입에 수입산 혼합의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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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들녘별경영체와 마찬가지로 상토제품 간 차별화는 낮지만 그렇다

고 사용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수입산에 비해 국산제품

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제품별 규격과 가격차이, 보조차이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들 역시 사용

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지식을 원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포장에 표시된 내

용을 잘 읽어본다는 응답에서 확인이 된다.

  육묘시장이 커지면서 미래 상토시장에 대한 이들의 전망도 비교적 밝다.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의 수도용 상토가 포화상태이고, 30% 

정도인 원예용에 해당하는 육묘장의 의견만으로 시장확대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산업의 발 방안

  앞에서 분석된 자료를 중심으로 상토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다

양한 여건과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중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크게 7

가지를 제시하였다. 

� 국내 시장정체를 전제한 산업 발전

� 상토 의존적 경영에서 다각화 도모

� 원료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 기업 간 경쟁완화 노력 경주

� 해외수출시장 진출 준비

� 소비자 대상 판촉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소비자 편의 상토개발과 규격 관리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아래에서 제시된 상토산업의 발전방안은 아래와 

같다. 

① 국내 상토산업의 구조조정

② 경영의 다각화

③ 공동 원료구입 

④ 기술개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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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내외 시장개척단 구성, 운영

⑥ 공동 배송 등 유통체계의 재검토

⑦ 국내 소비자 보호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⑧ 제도적 혹은 자율적 품질관리 체계 정립

  하지만 여기에서 제안하는 발전방안은 모든 상토회사에 적용이 되는 방

안은 아니다. 처해 있는 회사의 상황과 경영주의 미래에 대한 시각에 따라 

방안이 수정될 수 있다. 미래의 상황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와 

대응전략이 미래에도 적합하다고 강변할 수 없다. 제시된 방안은 그런 면

에서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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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Artificial Substrate Industry

Objective of Research

Artificial Substrate is artificial soil with components and properties ideal 

for seedlings, and a kind of agricultural material used for growing young 

plants. While the steps of producing agricultural products are subdivided, 

and the importance of growing young plants is emphasized, high-quality 

Artificial Substrate is produced and sold.

Bad Artificial Substrate results in damaging young plants and can be a 

trouble in growing agricultural products. This is why people are interested 

in Artificial Substrate. By the way, there are a lot of complaints around 

the Artificial Substrate. Farmers and large-scale nurseries who use a lot of 

Artificial Substrate, and the collective paddy management members com-

plain about inconsistent quality and non-diversity of Artificial Substrate. 

Artificial Substrate providers complain about Nonghyup’s aggressive inter-

vention in the market, and delays in fund circulation obtained by selling 

products. Most raw materials for producing Artificial Substrate are im-

ported, of which the price is not stable, and it is hard to secure the re-

quired volume of imported Artificial Substrate at proper time.

Although a significant volume of Artificial Substrate important for 

growing young plants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there is no compre-

hensive Artificial Substrate study conducted. The volume of produced 

Artificial Substrate is unknown. The market volume is estimated to be 

150~250 billion won. The portions of Artificial Substrate for rice grown 

in paddies and horticulture are presumed to be 70% and 30%, respectively.

Various issues discovered in various fields and the request of solutions 

led to this study. In the light of relative importance, the low level of politi-

cal interest should be corrected. Although local governments provide sub-

sidies which are also from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this im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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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ies are important as such. Little study has been comprehensively 

done on the aforementioned issues so far.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general various issues of Artificial 

Substrate, and describe resulting information.

This study describes the analyzed assessment about the process of using 

Artificial Substrate and after using it by farmers and nurseries to inves-

tigate Artificial Substrate producer’s management and outcomes. This study 

suggests a strategy for addressing the issues found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Another strategy is suggested to develop the Artificial 

Substrate industry and guide an ideal use of good Artificial Substrate.

Result of Study

① Programs and extraneous variables

Artificial Substrate, which has been in a blind spot of regulations, has 

been managed by the process specification provided in the Fertilizer 

Control Act since 2013, and classified as No.1 and No.2. The Act provides 

weight criteria and rules on used raw materials.

Most raw materials used in producing Artificial Substrate are imported. 

Exemplary raw materials include zeolite, diatomite, yellow soil, granite 

soil, peat moss, vermiculite, perlite, cocopeat, etc.

Although the technology for producing Artificial Substrate is not so 

simple in subdivided steps, it does not need a cutting-edge technology. The 

basic process of producing Artificial Substrate is just processing and mix-

ing the raw materials. Production and demands of Artificial Substrate is 

seasonal like ordinary agricultural materials. Although the structure of dis-

tributing Artificial Substrate is not complicated, actions and transaction 

practices among distributors are very different. The Artificial Substrate for 

rice grown in paddy fields and horticulture has different distribution struc-

ture, and has different fund circulation structure after being sold. In partic-

ular, Artificial Substrate producers are partially dissatisfied with Nonghyup 

in the subsidy payment process.

The macro economic variable changes related to the Artificial Substrate 

market do not look positive. In particular, the reduced area for rice grown 

in paddy fields, fruits and vegetables is a change negative to th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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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uture Artificial Substrate market.

In most cases, while the subsidy for buying agricultural materials is giv-

en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subsidy for Artificial Substrate is given 

by local governments. Each local government employs different scale and 

method of providing the subsidy for Artificial Substrate. The subsidy cur-

rently focuses on rice grown in paddy fields, and does not cover 

horticulture.

② Artificial Substrate industry

The volume of Korea’s Artificial Substrate market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60 billion won. The volume of Artificial Substrate sales 

has continued to grow so far. The amount of sold Artificial Substrate is 

increasing every year.

Operation of Artificial Substrate production facilities is highly seasonal. 

It is because the peak of Artificial Substrate demands is from March to May.

Although they are interested in technology development, Artificial 

Substrate producers invest just 0.6% of sales therein. It is because develop-

ing a new product is not so hard, that is, there is no urgent need of R&D, 

and no differentiation in developed products contributes to their judgement. 

A special method of sales promotion is not studied.

The number of Artificial Substrate distributors who have a relation with 

producers has increased from 300 to 360 for the last 3 years. Most of them 

are agents. This implies intense expansion of a sales network. Sales com-

mission paid to distributors is not fixed, and estimated to be roughly 15%.

Many Artificial Substrate producers value repeat-purchase loyalty. The 

biggest reason for this is quality (42%). However, if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quality and price, it seems there would be a lot of re-

peat-purchase loyalty attributable to personal connections and service.

The potential of new entry from the outside is very high. It is because 

the facilities for producing Artificial Substrate are very universal to be used 

for other purpose, and it is not hard to secure new land, equipment and 

facilities. Differentiation indicators for entry barriers are evaluated low. 

There is no institutional barrier.

Artificial Substrate price discount competition is intense in the dis-

tribution market. Price discount is provided. Marketability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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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rtificial Substrate producers are slightly low. However, they have a rel-

atively stable profit structure. Nonetheless, Artificial Substrate producers 

hesitate to increase and invest funds in the fixed asset or equity capital. 

③ Farmers and nurseries who use Artificial Substrate

Farmers are aware of the necessity of Artificial Substrate. They think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buy it although they cannot have access to the 

subsidies. They highly depend on acquaintance’s opinion to buy Artificial 

Substrate. They little depend on and trust producers, or agents to buy it.

They want to access necessary information because they know Artificial 

Substrate is important. Most farmers read the information written on the 

Artificial Substrate bag, and know Artificial Substrate specification and raw 

materials. Farmers’ first priority in buying Artificial Substrate is quality 

followed by price.

They often change Artificial Substrate producers because they are not 

satisfied with quality and price thereof. Of course, they buy different pro-

ducer’s Artificial Substrate through acquaintance’s recommendation.

Farmers think Artificial Substrate of each producer is not so much 

different. However, it does not mean their low satisfaction. In addition, 

they recognize the difference in specification and price of each producer’s 

Artificial Substrate.

Farmers have positive opinion for the future Artificial Substrate market.

However, because it is not easy for local governments to expand sub-

sidies in reality, they don't think fast increase of Artificial Substrate use 

would happen as it did in the past.

The collective paddy management (operates a joint nursery) who uses 

a lot of Artificial Substrate for rice grown in paddy fields obtains required 

information from colleagues, and trusts the obtained information the most. 

Its members do not depend on Nonghyup or producers (agents) much sim-

ilarly to farmers.

They value quality the most as an important selection indicator. They 

do not care about prices much. They buy different producer’s Artificial 

Substrate if the current Artificial Substrate is not good in quality. It is be-

cause large-scale plant growers require high-quality Artificial Substrate.

The collective paddy management members are highly satisfi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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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Substrate they use. It is similar to the response of farmers. This 

does not mean that Artificial Substrate quality of each producer is highly 

differentiated.

They admit the difference in specifications, prices and subsidies for 

each product. Because they are not fully aware of subsidies, 30% of mem-

bers have not received the subsidies in some municipalities. The prospect 

of the future market for bulk Artificial Substrate buyers, for example, at 

least a ton, is slightly increasing. The increase is a trade-off with a de-

crease in farmer’s use, that is, an offset occurs.

④ Nurseries

Because they think themselves experts, nursery people are very con-

fident of their job. Their first indicator for buying Artificial Substrate is 

quality (47.1%), and they value their experience (23.5%). like the collective 

paddy management member do, they do not care about prices or 

post-service. They have often changed Artificial Substrate brands because 

of a quality issue.

Nurseries who complain inconsistent quality of Artificial Substrate pro-

duced in Korea are highly likely to use Artificial Substrate of foreign 

brand. They say they will buy more imported Artificial Substrate because 

its quality is consistent. In many cases, they buy Artificial Substrate pro-

duced in Korea in bulk along with imported Artificial Substrate.

They do not differentiate each Artificial Substrate like farmers and the 

collective paddy management members, but their satisfaction is not low. Of 

course, their satisfaction in Artificial Substrate produced in Korea is rela-

tively low in comparison with imported Artificial Substrate. 

They recognize the difference in specification, prices and subsidies for 

each product. They also want precise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how 

to use Artificial Substrate, and say they read the contents written on the bags.

The growing seedling market contributes to brightening the future of the 

Artificial Substrate market. However, because the Artificial Substrate for 

rice grown in paddy fields that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in the total 

market is almost saturated, it is the opinion of horticultural nurseries which 

account for about 30% and it is not predicted that the future market will 

significantly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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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for Developing the Industry

The strategy for developing the Artificial Substrate industry is de-

scribed, focusing on the above analyzed data. This study suggests 7 funda-

mental actions to be conducted about various conditions and situations.

� Develop the industry given the stagnant domestic market.

� Diversify the Artificial Substrate-dependent management.

� Establish a method of securing raw materials.

� Endeavor to mitigate competition among Artificial Substrate producers.

� Be ready for expansion into the overseas market for Artificial Substrate export.

� Establish programs for sales promotion and training programs.

� Develop Artificial Substrate consumers want, and manage its specification.

The strategy for developing the Artificial Substrate industry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above fundamental actions is described below.

① Restructure the domestic Artificial Substrate industry.

② Diversify management.

③ Implement joint purchase of raw materials.

④ Expand investment in technology and development.

⑤ Install and operate domestic and overseas market expansion teams.

⑥ Review the distribution system including joint delivery.

⑦ Execute Korea’s consumer protection and training programs.

⑧ Establish an institutional or autonomous quality management system.

However, the strategy for development suggested in this study is not for 

all Artificial Substrate producers. The strategy may be revised depending 

on producer’s situations and owner’s view toward the future. In fact, be-

cause it is hard to know the future situations, the current issues and strat-

egies may not be ideal in the future. Therefore, more studies should be 

done for the future situations in this re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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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인공 흙으로 알려져 있는 상토는 오랫동안 수도작 못자리용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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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생산이 발전하였다. 이를 위한 원예용 상토가 대량으로 생산되어 공급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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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화 되면서 상토의 수요는 급

증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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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과채류와 수도작 육묘에서 상토를 사용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의 시작인 상토 선택과 사용에 있어 항간의 다양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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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사용자인 농민들과 대량 소비처인 육묘장, 들녘별경영체에서는 품

질의 불안정 문제를 이야기한다. 생산하는 농산물이 다양화되는 데 따른 

다양한 상토의 공급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상토산업의 입장에서는 계

절적 수급과 농협의 공세적 시장 개입, 판매자금 순환의 지체 등을 토로한

다. 유통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이 많고 비정상적 거래가 적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 유통마진도 제각각이다. 원료의 대부분은 수입하는데 가격이 불

안정하고 적기 수입물량확보도 어렵다고 한다.

  상토를 둘러싼 여론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상토에 대한 정책적 종합연

구는 없다. 상토를 생산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이고 생산량이 얼마인지도 

잘 모른다.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정리한 연구도 거의 없다. 

국내에 한국상토협회 회원사 19개사(1개사 비회원) 외 10여 개, 총 35개 

내외의 상토제조회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시장규모도 

1,500~2,500억 원으로 제각각 추정한다. 수도작용과 원예용의 비중도 각각 

70%, 30%로 보고 있다.

  상토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농민과 대량 소비자인 들녘별경영체(육묘

장), 과채류 육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전국의 육묘장들의 상토 사용 상황

과 토로하는 문제 등에 대한 정리된 보고서도 없다.

  상대적인 중요성에 비춰볼때 상토에 대한 그간의 정책적인 무관심은 이

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자체에 따

라 지원규모와 방식 등이 약간씩 다르지만—수도작용 상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상토의 중요성이 인정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단

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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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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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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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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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행연구 검토

  상토에 관련된 연구는 정책적인 것보다는 상토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정

리한 것이 대부분이다. 

  먼저 김이열(2007)은 상토 생산의 간단한 약사와 생산회사 소개, 유통되

는 상토의 제품명 정도를 소개하고 있다.

  김이열･안 인(2002)은 상토의 특성과 제조회사, 공정과 종류 등을 설명

하고 품질향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병간･김이열(2003)은 상토의 품질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제시하였다.

  김이열(2008)은 상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특성 등을 정리하였다.

  농진청, 충남농업기술원(2008)은 ｢비료관리법｣에 상토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상토를 ｢비료관리법｣에서 취급하

는 것이 옳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임을 확인하고 있다. 물론 상토의  기술적

인 특성(유해성, 평가, 첨가부분 등 포함)에 더해 가격이 너무 높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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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주문도 있다. 당시 농촌진흥청의 품질관리지침이 활용되었으나 임

의적인 것이라는 지적 이후 폐기된 상황이었다.

  위 모든 상토에 관련된 자료와 책은 벼의 못자리 육묘 시 사용되는 상토

에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 상토의 생산과 유통에 대

해 일부를 할애하고 있지만 당시 생산에서 농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상토의 가격이나 유통마진, 생산･소비과정에서

의 문제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없다.

  그나마 정책적 시각에서 일부 정리한 내용은 강창용･이웅연(2008)의 연

구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친환경농자재 가운데 상토의 경우 

생산업체 5개사의 방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수

준이었다. 생산과 판매의 특징을 요약하고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향후 검

토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였다. ①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② 상토 관련 

법적 규정 미비, ③ 신규진입 용이, 과당경쟁 우려, ④ 유기상토 제조 기술

적 애로 상존, ⑤ 자금회전의 장기성, ⑥ 상토효과 발현의 불안정성 등이 

지적된 문제인데 본 연구에도 참고해야 하는 부분이다.

3. 주요 연구내용

  상토에 대한 비교적 종합적 조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생산과 사용에 관련

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 상토의 법률적인 의미와 상토시장에 관련된 거시변수, 상황

･ 국내 상토산업의 현황과 당면하고 있는 문제

  - 국내 시장과 상토의 유통, 기업경영성과

･ 상토를 사용하는 수요자들의 상토사용 행태와 애로

  - 일반 농민, 대규모 소비자인 들녘별 경영체 및 육묘장의 상토 사용과 문제

･ 상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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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과 범위

4.1.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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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면적 및 농산물 재배면적

—등의 자료는 정부에서 제공한 수치를 이용하였다.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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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가옥교수( 북 )

육묘장 17 04.16 ~  05.30 설문, 화조사 한국육묘산업연합회
  

  제공되는 미시적인 자료의 미흡함을 다양한 현장 조사로 해결하려고 하

였다. 상토회사와 사용자에 대한 정보, 관련 수치는 위의 조사를 통해 확보

하였다. 상토회사에 대한 조사는 한국상토협회에 의뢰해서 진행하였다. 

  상토의 사용자는 일반농민과 대규모 소비자로 대별된다. 대규모 소비자

의 경우 수도용 공동육묘를 하는 조직과 원예용 대량 육묘회사가 있다. 전

자의 경우 들녘별경영체가 중심(일반 공동육묘장도 운영)이 되는데 대부분 

수도작용 상토를 사용한다. 후자는 원예용 육묘를 대량 사용한다.

  연구의 기본적 접근 방법은 산업적 차원의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마이클 포터의 이론을 원용하여 아래의 구성요인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수

입원료의 경우 개별 수입원료가 다양하여 수입업자 확인이 어렵고, 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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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확인했어도 그들은 다양한 다른 제품도 취급하고 있어서 조사에 응하

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수입원료에 대해 심층조사의 

필요성도 많지 않았다. 물론 연구자원의 한계도 걸림돌이었다. 상토원료 

공급자들인 수입업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한 이유이다.

그림 1-1.  산업구조의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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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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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제표분석과 추이분석 등

을 활용하였다. 기업성과 분석에서는 산업평균비율(Industrial Average 

Ratio)을 이용하였다.

4.2. 연구범위

  연구대상은 상토이다. 상토는 수도용과 원예용으로 크게 양분되는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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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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토원료 업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상토제조회사와 유통업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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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부분은 부산물비료산업 발전방안 보고서 내 유통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보고 싶은 독자는 그 보고서를 이용하기 바람.





상토의 의의와 거시변수  제2장

1. 상토의 의의

1.1. 정의

  전통적인 농업에서 농작물들은 땅에서 길러진다. 육묘라는 단계의 기술

적 변화가 도입된 이후에도 흙을 이용한 육묘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땅, 혹

은 흙만을 이용한 농업을 넘어서 이제는 물과 인공토양 등을 이용한 농업

이 과학기술의 지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다. 그동안 자연에만 의존하는 

농업에서 인공적인, 자연의 제약으로부터 탈피하는 농업으로 발전하고 있

다. 이것을 농업발전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농업발전과 함께 다양한 농자재가 개발, 공급, 이/사용되고 있다. 농기계

와 각종 비료, 농약과 비닐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흙을 대신해서 사용하

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상토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상토는 ‘양질묘 생산에 적합한 물리, 화학, 생물성을 갖춘 자재

로 식물체를 기계적으로 지지해주고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각종 양분과 수분

을 공급해 주는 활성화된 물질’로 정의된다.2 흙이 가지는 성격을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에서도 기대되도록 만든 인공 흙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상토는 배지(培地, media) 혹은 배양토(培養土, cultural media)3라고도 

2 김이열 외. 2008. “못자리와 상토와 육묘”. 도서출판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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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유럽에서는 인공적으로 만든 흙이라는 의미로 인공용토(artificial 

substrate 혹은 substrate)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토에 대한 간단한 개

념 정리와 달리 성분이나 규격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 제조와 사용 

등이 쉽지만은 않다. 공업제품과 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질선택

과 성분함유, 제조공정의 관리와 사용 등에서 적지 않은 주의가 필요하다.

1.2. 공정규격

  일반적인 상토에 대한 규정만으로 생산과 소비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어

렵다. 농산물 생산에서 중요한 상토에 대한 적절한 규정과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손해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토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하였다.

  그동안 법외로 방치해 뒀던 상토에 대한 법적규제가 2013년부터 이뤄졌

다. 상토가 ｢비료관리법｣에 보통비료로 지정된 것이다. ｢비료관리법｣에 따

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4 제2조 (비료의 구분) ①항 11.에 의하면 

“상토”라 함은 묘를 키우는 배지로서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혼합하여 제조

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2. 1. 2.)라고 되어 있다. 매우 광범위한 범위와 내

용의 지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성에 대한 구체성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규정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10.과 그 밖의 비료의 규격규

정에 의해 마련되어 있다. 

  비료의 공정규격에 따르면 상토는 1호와 2호로 구분된다. 일명 수도용과 

원예용으로의 구분이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밀도에 의한 규격을 구분지어 

놓았다. 상토 1호는 4개 기준이 제시되었는데, 중량과 준중량, 경량과 매트

이다. 상토 2호는 경경량과 초경량으로 구분하였다.

3 배합토(配合土)나 양토(養土) 역시 상토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4 전부개정 2009. 10.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29호, 일부개정 2013. 10. 1.  농촌진

흥청 고시 제201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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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토에도 일반비료와 같은 유해성분 최대허용량 기준이 있는데 상토의 종

류와 무관하게 같다. 이외 pH, EC 규격은 상토 1호, 2호에 따라 약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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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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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규격설정, 10. 의 내용을 중요한 내용만으로 재정리함.

  위의 법적인 구분과 달리 상토는 용도에 따라 크게 수도용과 원예용, 그

리고 기타 용도의 3가지로 구분한다. 수도용은 다시 중량, 경량, 초경량, 매

트(mat)로 세분할 수 있으며, 원예용은 경경량, 초경량으로 구분하는데, 대

부분 채소용과 화훼용으로 구분, 사용된다. 이러한 구분은 작형을 기준으

로 한 것이다.

표 2-2.  상토의 분류

용  도 종      류

수도용(1호) 량, 경량, 경량, 매트(벼육묘용)

원 용(2호) 경경량, 경량(채소용, 화훼용)

기  타 조경용, 인삼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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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5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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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료

  상토를 구성하는 주재료는 다양한 자연광물질과 유기물이다. 자연광물

질로는 제오라이트(Zeolite), 규조토, 황토, 마사토 등이 있다. 일반적인 자

연자원으로는 피트모스(peat moss), 질석(Vermiculite), 펄라이트(Perlite) 등

이 사용된다. 유기부산물로 코코피트(Cocopeat)가 가장 많이 쓰인다.

  일부 원료는, 예를 들면 피트모스 등은 고압에서 가공하는데 이는 공극

형성, 경량화, 소독 등을 위해서이다. 비료관리법과 공정규격에 제시된 상

토제조에 사용가능한 원료가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상당히 많은 원료

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표 2-3.  상토 사용가능한 원료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  고

상토1호

상토2호

제오라이트(Zeolite), 토탄, 흑운모, 규조토, 마
사토, 석회석, 황토(red-yellow soil), 피트모
스(peat moss), 질석(Vermiculite), 펄라이트
(Perlite), 구아노, 랑베나이트, 장석(Faldspar), 
도로마이트(Dolomite), 부엽토, 부식산, 황철
석, 코코피트(Cocopeat), 팽연왕겨, 왕겨숯, 석
탄회(Bottom Ash), 겨, 펄 (고지), 퇴비, 
맥반석(화강섬록반암), 조약돌(cobble), 농작물
잔사, 지 이분<신설 2012. 1. 2.>, 목 액, 키
토산, 유카추출액, 고삼추출액, 나무숯  나뭇
재, 목문석(운기석), 골분, 유황분말, 일라이트, 
견운모(sericite), 화산석, 당 , 습윤제, pH조
제, 「농약 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시험작물의 잘록병에 등록된 농약, 「비료 리
법」 제11조 는 제12조에 따라 등록(신고)된 
비료<신설 2013. 2. 14.>

1.지 이분은 2호의 퇴
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국
내에 부존하는 지 이
(Eisenia fetida) 분 는 
붉은 지 이(Eisenia 
andrei) 분
  <신설 2012. 1. 2., 
2013. 2. 14.>
2.농약, 비료, 습윤제, 
pH조 제는 1종 이상 
의 합계량이 0.5 %이하
로 사용하여야 하고, 각
각의 물질명을 등록증에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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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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상토5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품질이 우수한 묘를 키워내는 것이

다. 보다 양질의 묘를 생산하기 위한 상토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화학･생

물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품질로서의 상토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특성은 ① 영양분 함유, ② 보수

성, ③ 공극성, ④ 묘 지지성 등이 있다.

2. 상토산업 관련 거시변수

2.1. 경제성장

  국내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는 고급 농산물 수요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나아가 이와 관련이 깊은 상토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데 국내경제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국내 주요 3개 기관의 2014년도 경제성장 전망

치는 4% 이하이다. 비록 세계의 평균보다는 높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경

기침체로부터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렵다. 국내경제 성장에 관련된 변수를 

우리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 성장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용이하지 않다.

5 김이열 외. 2008. 못자리 상토와 육묘. 도서출판 학예사. 에는 상토에 대한 기술

적인 특징과 원료등 다양한 내용이 정리되어있음. 강창용, 이웅연. 2008. “친환

경 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R584. pp68~69.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내용도 참고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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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2014년 한국경제 망
단위: %

구 분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경제성장 3.8 3.7 3.9 

민간소비 3.4 3.6  3.3  

고용(실업률) 3.0 3.1  3.0  

소비자 물가 2.3 2.0  2.3  

경상수지(억 달러) 550.0 510.0  49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업전망2014(Ⅰ)｣. p12의 표 재인용.

2.2. 농가경제

  농업경제의 활성화는 농업생산의 활성화를 의미하며 전반적인 농자재의 

수요 증가를 유발한다. 하지만 호당 농가소득은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

고 있다. 2008년 호당 농업소득은 8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것은 농업 외 소득(겸업소득+사업 외 소득)6이다. 규모는 작지만 

이전과 비경상소득도 농가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농업전망2014(Ⅰ)」. p22. 재인용. 2012년 사업 외

소득 비중은 70.8%, 겸업소득은 29.2%임. 사업 외 수입은 근로수입, 농업노임, 

급료, 자본수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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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농업총소득과 농가소득 추이(실질)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업전망2014(Ⅰ)｣. p21의 그림 재인용.

2.3. 수도작과 원예 면적변화

  상토사용량은 주된 사용 분야인 수도작과 원예 재배면적과 밀접하다.  

상토시장은 이들 작물의 재배면적과 비례적으로 변동한다.

그림 2-2.   재배 면 의 변화
단위 : 천 ㏊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각 연도. 벼, 고추 재배면적 조사결과.

우리나라 쌀 재배면적의 변화를 보면 2005~2013년 14만7,092㏊가 감소하여 

현재는 83만2,625㏊이다. 15%나 감소하였다. 수도용 상토사용량의 감소가 

예견되는 변화이다. 자가 상토가 제조상토로 전환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수도작 재배면적의 감소는 상토 수요 감퇴를 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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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과채류 재배 면 의 변화

단위 : 천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작물 생산량 조사 : 채소생산량(과채류). 

  과채류의 경우도 쌀 재배면적의 감소와 유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과채류 전체의 재배면적이 2005~2013 년 5만9,154㏊에서 4만6,432㏊로 1

만2,722㏊, 21.5%나 감소하였다. 이럴 경우 과채류 육묘 생산에 사용되는 

상토의 양은 감소할 것이다. 물론 상토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가 부분이 시

장 구입으로 되고 다른 농산물 생산면적이 늘면 감소의 폭은 줄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로 보면 원예용 육묘의 사용량 증가가 그

리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작과 과채류 재배면적을 기준할 경우 향후 상토 수요의 확대는 어렵

다는 판단이다. 물론 지금까지 이뤄진 자가 상토 조제의 사용이 생산된 제

품의 구입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기에 재배면적의 감소 속도와 시장 축소

가 같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작물의 도입과 사용영역의 확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된 사용처인 위 두 분야의 재배면적 감소는 상토시장과 

산업에 긍적적인 신호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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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관련 정책

  오랫동안 우리 농촌 현장에서는 상토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

의 법적인 관리와 지원정책은 없었다. 농촌 지도와 기술개발을 중심업무로 

하는 농촌진흥청에서 법과 무관하게 자신들만의 관리요령을 만들어 운용

했을 뿐이다.

  1990년대 초반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토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하나의 

조치가 농림부의 “수도용 상토 품질관리 요령 시달(농림수산부 행정지시)”

로 이어졌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를 기초로 해서 자체의 품질관리지침을 

만들고(1992년 7월 27일), 1993년부터 현실에 적용,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관리 지침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지침은 1996년 10월 28일 폐지되었다. 

  농촌진흥청은 또 다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에 “상토표

준분석법”을, 2005년에는 “상토품질관리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상토회사들의 자율적 조직인 

한국상토협회에서 상토포대에 협회 마크를 부착(2007. 9. 12. 2008년도에 

생산되는 상토부터 적용)하기도 하였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2년에 드디어 상토가 ｢비료관리법｣ 내 보통비

료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종류와 원료지정, 유해물질 규정 등이 만들어졌다.

  상토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은 없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품질관

리규정과 적용만 있을 뿐이다. 다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 예

산으로 수도작용 상토 구입에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

급의 방법과 규모는 알 수 없다. 지방정부의 상토 구입 지원 규모가 증가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상토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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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상토산업과 시장

  현재 국내에서 상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의 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관련된 조사도 없다. 생산업체 수뿐만 아니라 상토의 판매액도 모른

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2013년 농협계통

을 통해 상토를 공급하는 회사의 수는 22개이다. 

표 3-1.  농  계통 상토 매회사(2013)

생산업체 업체 수

㈜농경, ㈜부농, ㈜서울바이오, 풍농비료, ㈜동부한농, ㈜성화, 신기산
업(주), ㈜참그로, ㈜토비테크, ㈜ 셈, ㈜삼화그린텍, ㈜일성, KG 미
칼(주), ㈜상림, ㈜신성미네랄, 경주 미컬, 동산업(주), ㈜농우 바이
오, ㈜흙농, ㈜건곤지오텍, 코코바이오(주), ㈜조비

22

자료: 한국상토협회 내부자료.

  국내 상토시장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현장에서는 완제품이 아

닌 반제품의 형태로 수입 혹은 공급되기도 하여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물론 상토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도 없어서 국내시장의 규모를 정

확하게 파악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조직에서 조

금은 자의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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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상토제조협회에서는 국내 상토시장의 규모를 총 1,600억~1,700

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농업과학기술원(못자리 육묘 진단 평가토론

회)에 의하면 2002년 760억 원에서 2007년 1,613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7 이 가운데 수도용이 1,200억 원(1,243억 원 = 2,760만포

×4,500원/포), 원예용이 400억원 정도를 차지한다.8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토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가 정리한 자료와 본 연구에서 조사한 상토회사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였

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예용과 수도작용 상토시장의 자료(~2009년)

를 기본으로 이후의 성장률은 본 연구를 위해 조사한 상토회사들의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하여 2013년까지의 시장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국내 2013년도 상토시장의 규모는 약 1,520억 원 수

준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수도용 상토는 1,000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규

모이다. 원예용 상토는 약 45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론 여

기에는 수입에 의한 단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부분까지를 포함한 

경우 우리나라 상토시장의 규모는 1,6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3-2.  국내 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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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국농자재신문, 2008. 7. 16. (농업과학기술원의 ‘못자리 육묘 진단 평가 토론

회’ 관련).
8 한국 상토시장 추정 (단위: 억 원)

구 분 수도용 원 , 기타 합계

(사)한국상토제조 회 600～700 800～900 1,600～1,700

농 진흥청* 1,243 400 1,643

주: *는 한국농자재신문(2008. 7. 16.) 기사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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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위의 추정 결과치는 농협중앙회와의 계약에 의해서 공급되는 계

통시장규모이기 때문에 작게 추정될 수 있다. 상토산업계에 따르면 수도용

이 약 1,500억 원, 원예용이 약 700억 원으로 총 국내 상토시장의 규모는 

2,2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내 상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리라는 기대는 어렵다. 수도

용의 경우와 원예용 모두 어느 정도 포화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

론 일부 미진한 육묘부분의 상토 사용이 이뤄질 경우 어느 정도 수요가 늘

겠지만 그리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표 3-3.  22개 회회원사 매출규모
단위: 톤, 백만 원

2012년 2013년

회사명 물량 공 가 회사명 물량 공 가

(주)부농 97,890 15,072 (주)농경 99,607 15,155

(주)농경 93,949 14,203 (주)부농 99,229 15,102

(주)서울바이오 39,054 11,663 (주)서울바이오 38,114 11,872

풍농비료 53,650 11,393 풍농비료 47,679 10,198

(주)동부한농 62,713 11,280 (주)동부한농 56,302 10,077

신기산업주 32,580 4,733 (주)성화 31,474 5,034

(주)성화 28,004 4,554 신기산업주 30,723 4,474

(주)참그로 17,575 2,666 (주)참그로 23,560 3,610

KG 미칼(주) 17,493 2,616 (주)토비테크 3,357 2,273

주)토비테크 3,349 2,391 (주) 셈 11,214 1,906

(주) 셈 9,614 1,633 (주)삼화그린텍 11,396 1,730

(주)일성 10,712 1,535 (주)일성 11,828 1,693

(주)삼화그린텍 9,322 1,419 KG 미칼(주) 11,196 1,656

주)신성미네랄 9,464 1,266 (주)  상림 2,104 1,627

(주) 상림 1,850 1,200 (주)신성미네랄 10,460 1,391

(주)건곤지오텍 7,016 954 경주 미칼 7,331 1,197

동산업(주) 5,306 934 동산업(주) 5,911 1,033

(주)조비 5,703 874 (주)농우바이오 6,980 986

경주 미칼 4,762 767 (주)흙농 5,768 938

(주)농우바이오 4,772 671 (주)건곤지오텍 6,106 843

　- -　 -　 코코바이오(주) 　- 293

　- -　 -　 (주)조비 27 3

합계 514,778 91,836 합계 520,366 93,089

자료: 한국상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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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사단법인 한국상토협회 22개 회원사의 정부 보조사업 매출규

모를 보면 연간 약 52만 톤에 930억 원이다. 상위 5개사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들은 연간 50억 원 이하의 매출

액을 기록하고 있다. 매출이 10억 원도 안되는 회사도 5개에 이른다. 상토

가 경영의 중심이 되는 상토회사들의 경우 상토만으로 적절한 경영이 어렵

다보니 다른 분야의 사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상토 이외의 

비중이 대단히 큰 풍농이나 동부한농, KG케미칼 등에서의 상토 취급은 경

영의 다각화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2. 상토 생산과 유통9

2.1. 생산공정

  상토의 일반적인 생산공정은 단순하다. 물론 세세한 기술적인 부분을 포

함하면 복잡한 단계와 기술적 구분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보면 비교적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상토 생산의 첫 번째 단계는 원료를 구입, 가져와서 원료별로 보관한 다

음 필요한 양을 사용하기 위해서 호퍼스케일을 통해 계근한다. 계근한 원

료들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배합기계로 운반한다. 배합기계에서는 일정

한 방식에 의해 원료들을 혼합한다. 그런 다음 알갱이의 크기가 일정하도

록, 대체로 지름 4mm의 체를 통과시킨다. 선별된 상토를 일정한 포장 규

격별로 포장한 다음 운반에 필요한 상태로 묶음질하여 출하한다.

9 강창용‧이웅연. 2008. “친환경 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R5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74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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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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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생산이 계절성이 있다 보니 거의 모든 농업용 자재의 수요는 계

절성이 있다. 상토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수도와 원예 불문하고 상토

는 10~4월에 생산이 집중되며 판매는 주로 3~5월에 이루어진다. 연중 6~9

월의 기간은 생산과 판매 비수기이다.

  국내 현 시장에서 상토의 포장단위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용도

와 중량에 따라 원예용은 50리터(0.3Kg/L), 수도용은 20리터와 40리터 

(0.4~0.5Kg/L)로 구분된다. 벌크형태도 있다.

2.2. 유통구조

  생산된 상토가 판매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우선 수도용과 원예용이 다르

다. 중간 대리점과 농협, 일반상인, 딜러와 농민 등 중간 유통에 참여하는 

사람(조직)도 많다. 

  그 가운데 여기에서는 중요시되는 3가지만 정리하였다. 농협중앙회와 공

급계약을 맺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행정기관을 통해  공

급되는 경우, 대리점(자재상)을 통한 경우이다. 하지만 농협을 통하는 경우

와 지자체 보조를 받는 경우는 동일한 유통구조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보조금의 집행관계로 상토 공급을 농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이다. 



24  상토산업 실태와 문제 

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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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거의 모든 수도용 상토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와 지역조합의 보

조10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가장 먼저 농업인의 신청이 마무리되면 행정기관은 검토와 함께 신청내

용을 취합한다. 지자체와 농협은 취합된 회사별 신청량을 해당 제품의 생

산회사에 배송 요청한다. 상토 생산업체는 요구한 상토물량을 원하는 시기

와 장소에 배송하게 되며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 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림 3-3.  일반상인(원 용) 유통구조

자료: 원예용 상토 제조 전문가 면담결과(2014. 5.).

  원예용 상토는 대부분 보조금 지원이 없다. 따라서 각 상토회사의 대리

점이나 상인들을 통해 공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판매 과정에서 

10 전체 보조의 구성은 지자체 50~100% + 지역농협영농보조금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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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판매장을 중간 상인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한편 상토의 경우 지자체에서 농협 관리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

우가 있지만 대부분 지역농협은 3%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보조 추가와 같은 경우(농협이름으로) 10% 이상의 수수료와 함께 

20% 할인부분까지 회사에 요구하고 있어서 갈등이 발생한다. 추가약정이 

가져오는 폐단이다. 

  한편 상토의 경우 일반 판매와 농협 계통 공급을 통한 판매는 가격 수준

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생산업체가 농협에서 요구하는 가격 수준에 맞게 

납품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 때문에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에 공시된 

제품은 주로 일반 판매를 통해 공급된다.

2.3. 계통판매

  수도용 상토의 공급과 보조금 집행은 대부분 농협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

지고 있다. 특별히 농협과의 거래가격 설정은 상토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중요한 공급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의 정리

가 필요하다.

  계통판매11의 경우 상토업체는 가장 먼저 판매 전년도 말에 농협중앙회

와 ‘상토구매 납품계약’을12 체결한다. 이 경우 상토회사들은 4그룹으로 분

류되어 가격을 상호 결정하게 된다. 그런 다음 지역농협과 행정기관에서는 

상토 구입희망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배정한 다음 상토회사에 발주를 하

게 된다. 지역농협의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추가 장려금 수준 등을 

지역농협과 협의하게 된다.

11 이하의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2011. 6. 15. “제1소회의 의결” 제 2011-072호.

의 자료를 약간 수정하거나 전재한 것임.
12 농협중앙회가 상토업체와 ‘상토구매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통단가, 기본 

장려금, 상토의 품질 기준’ 등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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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계통 매 과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1. 6. 15. “제1소회의 의결” 제2011-072호.

  희망수량을 공급한 상토회사는 농협중앙회로부터 계통단가 기준으로 납

품대금을 산정, 수령하게 된다. 이때 농협중앙회는 상토업체로부터 해당 

수수료를 수령하게 된다. 추가약정을 한 지역농협은 기본 수수료에 추가 

장려금도 수령한다. 

3. 상토회사의 경영실태

3.1. 조사개요

  상토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알 수 없다. 적극

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한국상토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

들이다. 적어도 이들을 대상으로 현실을 파악할 경우 한국상토기업들의 대

표성은 있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생산기업이고 지방자체

단체의 지원을 받는 상토의 대부분을 생산,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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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조사 상업체 명단

회사명 소재지

㈜ 부농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모아동산길 183

㈜서울바이오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가곡로 390번길 24

㈜풍농 서울 마포구 마포 로 6

㈜삼화그린텍 충남 청양군 비 면 록평용당로 347

㈜ 농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로 894-32

경주 미칼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1130-87

동부팜한농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 융센터 20층

㈜상림 북 김제시 용지면 장신 2길 33

㈜ 셈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로 26

㈜농우바이오 경기도 수원시 통구 부 로 368번길 8-12

㈜코코바이오 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26-6

㈜신기산업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 로 783-24

㈜참그로 충남 홍성군 천읍 천로 430번길 41-86

㈜내쇼 아그로 서울시 구 남 문로 7길 33

  상토회사에 대한 방문조사는 2014년 1~5월에 걸쳐 준비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이뤄졌다. 본 연구진들에 의한 상토회사의 회사방문과 조사가 매

우 어렵기 때문에 한국상토협회에 조사를 위탁하였고 그 결과를 받아서 분

석하였다. 조사에 응해준 14개 상토회사의 명단은 <표 3-4>와 같다. 대부

분 상토 외에 다른 제품들도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3.2. 경영실태

3.2.1. 일반현황

  14개 조사대상 상토기업의 최근 4개년 매출액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약 130억 원에서 2013년에는 약 150억 원 수준으로 20억 원 가까

이 증가하였다. 총매출액 가운데 상토 매출액은 104억 원, 약 80%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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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3년에는 112억 원 75% 수준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전체 매출 증가

분의 50% 정도가 상토에 의해 이뤄졌다. 회사 경영 전체에서 상토의 비중

이 여전히 높지만 과거 4년 전에 비해 그 비중이 조금 줄었다.

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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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비료 등을 포함함.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표 3-6.  종업원수

구분 평균

생산직 인원(명) 19 

생산직 평균인건비(만 원 / 월) 235 

리직 인원(명) 17 

리직 평균인건비(만 원 / 월) 262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상토회사당 종업원 수는 평균 36명인데 생산직이 약간 많은 19명이며, 

나머지 17명은 관리직이다. 직종 간 약간의 인건비 차이가 있는데 관리직

이 생산직보다 조금 많은 월 평균 262만으로 조사되었다.

  상토회사의 생산설비는 연간 약 230일 가동되는 데, 계절별로 가동일수

의 차이가 있다. 상토의 수요와 생산의 계절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상

토 수요의 성수기인 3~5월을 위해 전년도 10월부터 본격적인 상토 생산을 

준비하며, 3~4월에 상토생산의 피크기를 맞는다. 6~9월에는 상토 생산을 

위한 정비와 준비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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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생산설비 월별 가동일수

단위: 일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3.2.2. 생산과 판매, 유통

  상토생산에 하이테크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원재료를 구입해

서 1~2차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생산되는 상토제품

의 수명은 3~5년 정도로 길지 않다. 동시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소

요되는 기간은 평균 1.5년이며 개발비용도 5,000만 원 정도이다. 제품의 수

명이 짧은 것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과도 연계된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 욕구에 잘 대응하기 위함

(26.5%)이라고 한다. 동시에 차별화(23.1%)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20.4%)이며 새로운 제품 출시와 함께 가격을 올려서 수입을 증대하려는 

욕구도 작용하고 있다. 상토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심할 것으로 추정되

는 응답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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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신제품 개발 이유

단위: %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상토회사는 매출액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중간 유통업자를 관

리해야 하는 유통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중간 유통업자들의 숫자도 증가하

고 있다. 경영에서 어려운 요인이다. 2010년 상토회사 1개당 평균 304개이

던 중간 판매조직이 2013년에는 357개로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토회사들은 대리점을 확대하고 있다. 중간 판매업

자의 확대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려는 전략들의 결과로 보인다. 달리 표현

하면 상토시장에서 판매경쟁이 과거에 비해 치열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진

다. 같은 기간 대리점의 수는 거의 50여 개가 늘어나서 2013년 약 300개인

데, 전체 증가의 대부분을 대리점의 증가가 차지하고 있다.

  기타의 경우는 일반상인이나 딜러인데 일부 한두 명 정도이며 유통과정

에서의 비중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파악된다. 그렇다고 이들의 영향력이 

소소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여론을 유도할 수도 있다. 현장에서 이

들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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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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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장려금 기준선정의 지표도 상토회사별로 차별화되어 있

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약 5%가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과 판매 장려금을 합산하면 약 15%의 중간 판매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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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토기업들은 전략적으로 충성구매자의 비율을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야만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토제품에 대한 충성 구매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상토회

사에서는 약 75% 정도가 자사 제품에 대해 충성구매 한다고 보고 있다. 

자신의 브랜드 파워도 100점 만점에 75점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충성구매의 가장 큰 이유는 품질(42%)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가격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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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이 동일하게 21%이다. 서비스는 16%이다. 하지만 품질과 가격의 차별화

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인맥과 서비스에 의해 충성

구매가 유인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품질과 가격경쟁이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한 경쟁과 충성고객의 확보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7.  충성 구매의 이유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지역성이 강할 것이라는 사전 인식과 달리 상토시장에서 지역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의 부정적 의견, 즉 지역성이 

없다는 의견이 80% 가까이에 이른다. 비지역적 성격의 판매임에도 불구하

고 특별한 판촉방법이 구가되지는 않는다. 일반유인물과 판촉물이 대부분

이다. 신문과 잡지에 의존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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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매 시 지역성과 회사의 방법

단위 : %

판매 지역성 판촉방법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미래시장에 대한 상토회사들의 견해는 경영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요

인이다. 14개 조사업체 가운데 1명만이 응답을 유보할 뿐 13개 회사 모두

는 미래 상토시장이 정체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미 최고치에 왔다는 판

단이다.

  당연히 상토회사들은 탈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대응

책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른 제품으로의 생산전환도 이론적으로는 쉽지

만 현실에서 단행하는 데는 아무래도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3.2.3. 제품 연구개발 투자

  조사대상 14개 회사 가운데 12개 회사는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장기적

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연간 1.5개 제품의 개발비 정

도를 투자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투자금액이 증가했지만 연간 7,000만 원

이 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상토 매출액 대비 0.6%에 불과하다.

  신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적고 투자금액이 적더라도 생산과 판매에 문제

가 없다면 기존 기업의 경우 품질보다는 품질 이외의 경쟁을 할 가능성이 

많다. 새롭게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적은 만

큼 진입의 용이성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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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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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토업체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부족은 실질적으로 그 필요성을 적

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토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확보가 담보되며 수익성을 제고한다고 보지 않기 때

문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연구개발에 있어서 인력과 자금난이 분명 문제인 것은 맞다. 하지만 가

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 경영진의 의지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럼에도 그 필

요성이 적은 지금에 연구개발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림 3-9.  연구개발 애로요인
   단위: %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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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신규진입 가능성

  상토 생산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장비와 설비를 유사 다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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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하면 현재의 시설과 장비를 조금만 개조만 한다면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비 사용의 범용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거꾸로 유

사한 제품 생산업체들의 약간의 설비 수정으로 상토를 생산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3-10.  설비 환사용과 신규진입 가능 정도

상토시설 타 제품 생산 가능 신규진입 토지, 장비확보 가능성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새로운 기업이 상토를 생산하려면 토지와 장비, 시설 등을 확보해야 하

는데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한다.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이 32%이다. 

고정자산 확보에도 그리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다. 이는 신규참여 기

업의 경우 적어도 고정자산 취득 면에서 신규진입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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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생산회사별 차별화 정도

   단위: 5점 만점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상토회사 조사로부터 7가지 차별화 관련 지표에 대한 평가에서도 별다

른 차별화를 인정하기 어려운 결과치가 나왔다. 100점 만점을 기준할 경우 

70점이 넘는 것은 상토 생산공장의 입지정도에 불과하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품질과 가격,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차별화가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시장에서 차별화가 심할 경우 자신의 고유시장 확보와 외부 진

입의 장벽 강화가 가능한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 신규로 상토생산에 참여하려는 기업의 시장 진입 시 제도가 장애

가 되지도 않는다는 평가이다. 현행 품목등록제의 경우 5점 만점에 3.1점, 

공장 설립 관련 제도에 2.9점 정도의 영향력, 억지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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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신규진입 시 제도의 향력

    단위: 5점 만점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신규진입의 문은 개방되어 있고 시장진입을 억제하

는 시설과 장비, 부지 구입 등에서, 그리고 차별적 요소와 제도요인에서 모

두 강력한 장애로 작용하는 부분은 없다는 판단이다. 물론 이러한 진입의 

용이성이 현실화되어 신규참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영요소와 수

익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3.2.5. 시장행위, 시장성과와 만족도

  시장에서 가격변동을 통한 시장 몫의 확대, 나아가 수익성 확대는 기본

적인 기업의 전략 중 하나이다. 대부분 시간의 변화와 함께 품질을 개선하

고 이를 가격에 반영하여 가격인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상토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14개 회사 가운데 4회사가 가격을 인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특정적인 

또 다른 현상이 목격된다. 14개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6개 업체가 연중 가

격을 인하했다는 것이다. 가격인하를 통한 매출확대 내지는 안정화를 꾀하

고 있다는 것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 될 수도 있

다. 상토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가격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긍정적인 

경영 신호는 결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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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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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주요 서비스 경쟁 내용

단위: %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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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시장성과를 나타내는 만족도 지표에서 3.5점(5점 만점 기준) 이하

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약간은 부정

적 의견을 제시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점 이하의 항목이 8개 

중 절반이다. 미래 성장에 관련된 판매규모 확장과 현재의 수익성 평가가 

이렇게 낮은 것은 스스로 상토산업에 대해 성장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4.  시장성과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3.2.6. 주요경영지표

  상토산업을 대표하는 표준화된 기업의 주요 경영성과가 <표 3-11>에 정

리되어 있다. 재무구조에 관련된 여러 지표 가운데 총자산은 증가하는 모

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의 증가가 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이어서 재무

구조가 악화될 소지가 있다. 고정자산이나 자기자본의 증가가 보이지 않아

서 미래 확대 투자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

채권과 재고가 증가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

의 변화가 매출 신장과 그로 인해 증대되는 수익으로 쉽게 변제된다면 조

금 다를 것이지만 현재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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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상토산업 표  주요 경 성과 지표

단위: 억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총자산 22.0 23.3 24.2 27.2 

총부채 13.1 14.2 14.5 17.0 

자본 6.0 6.4 7.0 7.5 

고정자산 9.2 8.3 8.3 9.2 

자기자본 15.1 14.1 14.4 14.8 

매출채권 2.9 3.5 5.1 5.2 

재고자산 1.9 2.9 4.3 4.5 

총매출액 19.5 21.2 24.3 25.7 

매출원가 13.8 14.9 17.3 18.8 

매, 일반 리비 4.5 5.1 5.6 5.5 

융비용 0.5 0.6 0.7 0.7 

업이익 1.4 1.4 1.3 1.2 

경상이익 1.0 0.9 0.9 0.8 

당기순이익 0.8 0.7 0.8 0.6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매출증가가 2010~2013년 사이 6.2억 원 증가했고 매출원가는 같은 기간 

5억 원 증가해서 매출원가 구조는 좋아졌다. 하지만 각종 영업 관련 비용

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지난 3년 사이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상토산업의 성장이 약간은 불안정하지만 시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매출

액에서 꾸준한 성장세이다. 약간의 고정자산과 자기자본의 잠식이 있었지

만 외형의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유동성 면에서는 100 이하이거나 100

을 약간 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수익성 면에서 매출 총이익률은 매우 높다. 과거에 비해 약간 줄어든 

26.8%이지만 작은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당기 순이익율이 2.4%여서 중간 

영업과 영업 외 비용의 과다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활동

성에 관련된 지표들이 모두 다 크기 때문에 경영 내 자본과 매출채권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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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들이 무리 없이 이뤄지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치이다.

표 3-12.  상토산업 주요 경  련 비율 변화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 6.2 3.9 12.3 

고정자산증가율 　- (9.1) (0.2) 10.9 

자기자본증가율 　- (6.9) 2.6 2.9 

매출액증가율 　- 8.5 15.0 5.7 

유동성
고정비율 60.7 59.3 57.6 62.1 

부채비율 86.5 100.8 100.7 114.3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5.5 5.2 5.8 4.2 

매출액총이익률 29.2 29.5 28.8 26.8 

매출액 업이익률 6.9 6.4 5.3 4.5 

당기순이익률 4.2 3.5 3.4 2.4 

활동성

자기자본회 율 129.3 150.6 168.7 173.4 

고정자산회 속도 212.9 254.1 292.9 279.2 

매출채권회 율 664.8 598.9 481.9 494.4 

주: ( )는 부(-)의 수치를 의미함. 

자료: KREI 상토생산회사 설문조사 결과(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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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 조사결과

1.1. 조사농가 개요 

  상토를 사용하는 농가 총 62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의 

행정단위인 도는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지대는 3구분한 다음 해당지역에서 

또다시 무작위로 농가를 방문, 조사하였다.

  가능한 한 개 도에서 15개 농가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상토의 경우 수

도작과 원예를 중심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지대와 평야지대의 조

사 표본 수가 산간에 비해 많다. 

표 4-1. 상토 사용농가 분포

단위: 명

 구 분
거주지

체
산간 간 평야

지역

북 6 4 4 14

충남 2 8 5 15

경북 2 2 11 15

남 0 18 0 18

체 10 32 20 62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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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농민들의 영농경력은 평균 28년으로 짧지 않다. 공교롭게도 표

본 조사 농민들은 모두 40세 이상이었다. 40~50대의 비중이 60%대에 가까

워서 조사대상 농민들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

민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이다.

표 4-2.  상토 사용농민의 연령별 구성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비 율

40~49세 14 22.6

50~59세 22 35.5

60~69세 14 22.6

70세 이상 12 19.4

합계 62 100.0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상토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경영규모도 전국평균보다는 크다. 논과 밭을 

합할 경우 2.6㏊를 넘고 있다. 자가의 비중이 80%, 임차가 20% 정도이다. 

2.6㏊ 가운데 논이 63%이며 밭이 나머지 37%를 차지한다. 

표 4-3.  상토 사용 농가의 경지규모

단위: 평

구분 자가 임차 계

논 3,790 1,284 5,074 

밭 2,686 295 2,981 

계 6,477 1,579 8,056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농가의 순소득별 분포를 보면 연간 4,000만 원 이하가 68%로 70%를 육

박하고 있으며 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농민들도 27%에 이를 정도로 비

교적 소득이 높은 표본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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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순소득별 농가 수와 비율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1.2. 인식과 구매지표

  상토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은 불필요하다. 현재 상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는 응답이다. 그렇다면 왜 상토가 필요한가. 가장 

중시하는 필요성은 필요하지만 자가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으

로 46%가 여기에 해당한다. 

  비록 자가제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과거에는 자가 제조도 성행하였음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23.4%)이다. 사실 과거 

자가제조 상토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비료성분 조정이 거의 없었다. 이러

한 비분조정의 어려움이 상토 구입의 세 번째 필요성(22.6%)으로 제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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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상토 구입의 필요성

단위: %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상토는 농사의 시작인 묘종을 키우는 대단히 중요한 자재이다. 자칫 잘

못된 상토를 사용할 경우 발아의 문제와 튼튼한 묘 생산이 어렵게 된다. 1

년 농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 농민들이 상토 선택에 상대적으로 주의를 기

울일 수밖에 없다.

  상토에 관련된 가장 많은 정보는 주변인들로부터 수집하고 있었다. 이장

과 작목반장, 관련된 농업단체에서(40% 수준) 가장 많이 얻고 있다. 다음

으로 농협(23%)에서, 그리고 본인의 경험(17%)을 선택시 활용하고 있었다. 

예상과는 달리 생산업체, 대리점 등에 대한 정보수집의 의존도가 상대적으

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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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상토 련 주요정보 수집처와 신뢰도
단위: %

주요 정보 수집처 정보처별 신뢰도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정보수집에 대해 의지하는 곳과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신뢰하는 것과는 

다르다. 하지만 상토에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보수집처에 대

한 제공 정보의 신뢰도도 높다. 주변 경험자와 농협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자신의 경험치를 중시하고 있었다.

  정보를 수집하는 데 방관자적 입장의 농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대체적으로 80% 정도는 자의적으로 상토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있었다. 62명 가운데 14명, 21%만이 특별한 정보수집활동을 하지 않는다

고 응답하였다. 매우 적극적인 농민들도 있었다(29.0%). 이러한 활동은 구

입방법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4-4.  정보수집활동 정도와 구입방법

단위: 명, %

정보활동 응답수 비율 비율 응답수 구입방법

특별한 수집활동 않음 14 21.0 59.7 37
직  원하는 업체와 제품 

신청, 구입

매우 극 으로 수집 18 29.0 27.4 17
마을 이장이 알아서, 
회사제품 잘 모름

필요한 정도 수집 31 50.0 12.9 8 마을회의 공동 결정

합계 62 100.0 100.0 62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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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농민들은 역시 자기가 원하는 

상토를 직접 구매(약 60%)하게 된다. 특별하게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는 대부분 마을회의에서 공동으로 결정된다. 자기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

기 때문에 굳이 정보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 상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는 마을 이장에 의존하여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27.4%).

  상토를 직접 구매, 사용하는 농민들의 경우 구입 시 가장 중요시하는 지

표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다.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는 품질이라고 하며 이 

비중이 48%이다. 다음으로 가격인데 35%이다. 다른 내구성 농자재의 경우 

사후봉사를 중시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다.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중요성 부여는 마을 회의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에도(품질 63%, 가격 21%) 

나타나고 있었다. 어떤 경우든 품질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은 상토의 품

질이 농사의 성패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그림 4-4.  직  구매 시 시 지표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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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매

  상토를 구매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61%이며 나머지 39%

는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26%) 잘 모르고(13%) 있다. 10% 정도는 외부에

서 구입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구입방법을 알려고 하지 않는 부류(마을 공

동 구매 13%와 유사)로 보인다. 90% 가까운 농민들은 자신이 구입하려는 

상토에 대해 정보뿐만 아니라 구입방법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 

  상토를 구매 신청할 때 90% 농민들이 직접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마을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직접이라고 본다면 현실적인 비율이다. 30~40% 

정도의 농민들은 이장이나 작목반장, 마을회의에서 결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10% 정도는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직접 구매를 신청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비율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림 4-5.  구매방법 인지와 구매신청 방법

구매방법 인지 구매신청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상토를 구매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규격을 지정하는 경우가 70% 내

외로 보인다. 나머지 30%는 마을 회의에서 혹은 이장이 알아서 해주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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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다. 어찌 되었든 개별단위의 구입행위가 70%, 공동이나 외부의존도가 

30%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마을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하여 개인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이러한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토회사에 대

해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알고 있는 회사의 수도 몇 개 되지 않는다. 회

사 선택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상토의 신청과정에서 

회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29/62, 46.8%)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주

요 선택지표인 품질과 가격 등에 불만이 있기 때문(62%, 자신경험 포함)이

라고 한다. 일부 지인의 추천으로 바뀌는 경우(27.6%)도 있다.

그림 4-6.  구매 시 회사와 규격의 지정

단위: %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상토 구매과정에서 마을이장과 작목반장의 역할이 크다. 농민들이 상토 

구매신청을 해당 기관에 가서 직접 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탁

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비율이 55%이다.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가 27%이며, 나머지 18%는 농협에 가서 직접 신청한다고 한다. 상토 구매

신청 시 신청 회사와 물량, 등급 등을 명확하게 인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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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상토 구매 신청처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문제는 신청한대로 공급을 받느냐인데, 우선 배정물량이 어떻게 결정되

는지는—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오랫동안 구매해오

는 과정에서 대부분 잘 알고(85%) 있다. 하지만 신청한 물량이 전부 나오

지 않는 경우가 약 8%였다. 대부분 신청할 때 배정량을 알고 있고, 그 수

준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물량은 구입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기관과 지역농협에서는 상토 가격집과 마을이나 개인별 

배정량 표를 갖고 있다. 매우 적극적인 정보수집자 이외에는 이 자료를 볼

수도 구할 수도 없다. 하지만 60%의 농민들은 이들 자료를 봤다고 한다. 

대부분 마을 이장이나 작목반장, 농협에서 본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료

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종 구입물량이 부족하더라도, 

배정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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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가격과 배정량 정보 확인 유무

단위: %

　구 분 가격표 확인 유무 배정수량표 확인 유무

59.7 58.1

아니오 40.3 41.9

합계 100.0 100.0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한편 조사대상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용 상토는 대부분 지방정부

에서 보조 지원하고 있다. 상토에 대한 보조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다(91.2%). 전적으로 무관심한 몇 명만이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누가 지급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농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

다. 정확하게 답변하는 농민들은 50%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농협, 혹

은 지방정부로 알고 있으며 아예 기관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보조

의 지급방법도 50% 이상의 농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에서 보

조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 농민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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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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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생산에서 거의 필수 자재가 된 상토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80% 가까운 농민들은 계속 상토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다. 일부에서는 사용량(현재 총 사용량의 약 30% 감소)을 줄이겠지만

(19%) 구입을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8.  보조철폐로 인한 상토 미사용 여부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상토에 대한 현행 보조지원과 지금의 공급방식 등에 대해서 농민들의 대

부분(1/62; 불만족 표시)은 만족하고 있었다.

1.4. 구매내용과 평가

  구입한 상토가 도착하면 거의 모든 농민들은 자신이 신청한 내용을 확인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상토대금의 지급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지급방법

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농민 스스로 농협에 직접 입금해서 처리하는 경우

는 62명 가운데 36명, 58.1%에 불과하다. 나머지 42% 정도는 마을이장에 

의존하거나 이웃에 의존하게 된다. 이 경우 정확하게 자기가 지불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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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액을 모를 수밖에 없다. 특히 적극적으로 상토 구입과정에 개입하지 

않거나 하기가 어려운 농민들의 경우 갚아야 할 상토대금을 잘 모른다. 표

면화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토의 회사별 차별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농민들은 6개 차별화 지표에서 50점 이하를 주고 있다. 이 정도의 

수치라면 차별화라는 말을 사용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주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사가 선택되곤 한다. 따라서 회사입장에서는 

지역의 여론 주도자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수

이지만 딜러와 거간 농민들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

그림 4-9.  상토회사별 차별화 정도

단위: 100점 만점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차별화가 거의 없다고 하여 현 사용 상토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은 아니

다. 품질과 가격 면에서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다. 신속한 공급에도 80점 

이상을 주고 있다. 전체 5가지 지표에서 70점 이상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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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사용 상토에 한 만족도

단위: 100점 만점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상토회사별 가격차이가 적지 않은데 그에 따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질

문에 58%는 있다고, 즉 가격차이가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중량에 

따라 경량과 준경량, 중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58% 농

민들은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상토 1호(수도용)와 2호(원예용) 간의 

가격차이도 80%의 농민들은 수용하고 있었다. 원예용의 제조와 원료 등에

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상토 1호와 2호간 보조의 

차이도 인정하고 있었다.

표 4-7.  가격, 량, 보조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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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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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상토 배달 장소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62명 조사대상 가운데 2명만이 농협에서 직접 상토를 가져왔을 뿐 60명, 

97% 농민들은 구입한 상토를 작업장이나 마을에서 수령하고 있었다. 사실 

전자의 경우 신청 물량을 추가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소량 구매하는 등의 

경우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공급되는 모든 상토는 마을이나 작업장까

지 배송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상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품질이 불안

정하고,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품질 문제는 자칫 육묘의 실

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가격보다는 사용에 관련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적정 사용

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하다보니 적절한 

상토의 선택과 사용량, 사용방법 등에서의 불충분한 정보는 농민들을 어렵

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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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상토 사용 시 애로사항

단위: %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1.5. 포장과 표시, 미래시장

  현재 주된 포장단위가 20리터와 40리터인데 일부에서는 너무 무겁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무겁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포장 규격과 무게에서의 문제는 없다

고 봐도 된다.

그림 4-13.  상토 포장크기에 한 의견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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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지의 내용을 90% 이상 농민들은 읽어 본다. 자세히 보든 아니든 일

단 읽고 있다. 특히 규격과 원료에 대해서는 97% 농민들이 읽어보고 있다. 

이렇게 높은 비율은 상토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리는 지표가 될 것이다. 

  표기되어 있는 내용의 80%는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20%에 해

당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어서 사용 시 애로사항으로 정

보의 부족을 들고 있었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상토 선택 관련 정보의 

미흡과 연관되며, 농민들에 대한 상세한 지도와 교육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거꾸로 판매회사에 판촉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표 4-8.  상토 포장지 표기내용 읽는 정도

단위: %

　구 분 포장지 규격과 원료

자세히 읽어본다 54.8 53.2

충 본다 38.7 43.5

보지 않는다 6.5 3.2

　계 100.0 100.0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조사대상 농민들은 미래 상토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자신

의 상토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비중은 21%,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6.5%이다.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는 농민들의 비중은 73%로 대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다소 긍정적인 평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

다. 정부보조금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위 두 가지 예상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증가와 감소의 비율을 보면 국내 

상토시장의 확대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수준의 상토를 사용하겠다

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급격한 시장정체는 없겠지만 과거의 성장을 예상하

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상토회사는 이러한 농민들의 국내 상토시

장에 대한 평가를 전제한 경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도한 

투자와 설비확대는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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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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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들녘별경영체 조사결과

2.1. 들녘별경영체 조성 개요

  정부는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 경영의 안정화 등을 위해 대규모 수도

작 지역을 중심으로 들녘별경영체를 육성하여 오고 있다.  2008년 전국적

인 사전 조사와 준비를 거친 다음 2009년부터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

성사업’이라는 이름의 정책사업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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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들녘별경 체 육성사업 주요 내용 

구분 2009～2010년 2012년

명칭 고품질  최 경 체 육성사업 들녘별경 체 육성사업

목

ㅇ 시장 면개방에 비하여 

  품질향상  경 비 감을 통

한  농업경쟁력 향상

ㅇ들녘별 공동농작업을 통한 생산

비 감  고품질  생산

성과
목표

ㅇ최 경 체 육성목표( 계)

 (09)10개소→(10)30개소→(14)200

개소

ㅇ2015년까지 들녘별경 체 500개

소 육성

ㅇ공동농작업을 통한 노동시간 감

사업
상자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한 법인

  (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ㅇ벼 재배를 목 으로 구성한 농

가조직체

  (들녘단  50ha 이상)

ㅇ정부인정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 장시설(DSC) 사업자, 농  

 농업법인( 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지원
산

ㅇ2009(국비 15억원), ’10년(22.5억

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

담 10%

ㅇ2011～’13년(매년 국비 10억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

담 10%

자료: 강창용･한혜성. 2014. 1. ｢우리나라 농업기계 공급실태와 적정농업기계 공급방안｣. 

C201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부는 들녘별경영체를 2009～2010년 30개소, 2011년 83개소 육성하였

다. 2012년부터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이 ‘들녘별경영체 육성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향후 2015년까지 전국에 

총 500개소를 조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2년까지 조성된 들녘별경영체당 평균 경영면적은 198ha이며, 이는  

쌀 전업농 평균 5.4ha(2011년)의 32.4배에 이른다. 참여 농가호수도 경영체

당 127호가 되어 20호 기준 6개 정도의 자연부락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체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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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들녘별경 체의 면   농가 수

구분
경 체
수(개)

경 체당 면 (ha) 경 체당 농가 수(호)

평균면 최소면 최 면 평균호수 최소수 최 수

2009  12 168.9 89 284 103  6 196

2010  18 145.4 85 250 145  7 250

2011  83 189.9 67 500 -

2012
  6 278.3 155 460 281 55 694

 50 238.2 101 548 154  7 694

체 163 198.3 67 548 -  6 694

시설장비지원  36 175.4 85 460 127  6 694

자료: 강창용･한혜성. 2014. 1. ｢우리나라 농업기계 공급실태와 적정농업기계 공급방안｣. 

C201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조사대상 들녘별경영체 개요 

  들녘별경영체는 대규모 수도작 경영을 특징으로 한다. 수도작을 위한 육

묘를 대규모로 생산･소비하면서 이웃농가들의 주문에 따라 생산된 벼 모

를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당연히 대량의 상토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수

도작 중심적인 경영체이고 상토를 대량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중추적인 

경영인들이 경영을 한다. 상토회사로서는 중요한 고객이 아닐 수 없다. 이

들에 의한 평가가 상토회사에는 매우 중요하다.

  수도작 상토의 대량 수요자인 들녘별경영체의 상토의 구입과 이용, 평가 

등의 결과는 상토회사의 경영전략 수립에 대단히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설문조사 표본의 대부분은 전북지역의 들녘별경영체가 중심이다. 각 지

역 들녘별경영체의 구성원들은 정기, 비정기적인 모임과 경영정보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유사한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지역별 상토 

사용과 선택 등에 있어 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총 20개 조사대상 가운데 16개소가 전북에 위치한 들녘별경영체이고, 나

머지는 전남, 경남, 경북과 충청도 각각 1개소이다. 대체로 활동이 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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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별경영체를 임의로 선정, 조사하였다. 조사대상들의 대부분은 영농조

합법인이나 회사법인, 혹은 기존의 미곡종합처리장, 작목반들이 중심이 되

어 조직된 것들이다.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한두 곳에서는 조사

료(2곳)와 과채류 생산(3곳)을 겸업하고 있었다.

표 4-12.  조사 상 들녘별경 체 일반

구분 평균

회사 경 연수(년) 5.5

경 체인원(명) 106.9

경 체면 (ha) 188.5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들녘별경영체 조직 이후 경영연수는 평균 5.5년이며 경영체당 약 100명

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경영하는 면적은 190㏊정도이다. 이들은 연간 

총 약 4만장(평균 3만9,395장)의 벼의 묘를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부

는 농민들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2.3. 구매 전 활동

  상토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지금까지는 생산업체(대리점)에 의존하는 경

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 소속의 조직이나 단체, 자신과 이웃

들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50%에 이른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65%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농협이나 생산업체(대리점)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

고 한다. 자신들의 경험을 중시함과 동시에 상토의 선택과 사용, 품질 등에

서의 복잡함이나 고기술 등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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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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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집처별 신뢰 우선 순위에서도 자신의 경험치와 소속 조직원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신뢰하고 있다. 의존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농업조직이나 단체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림 4-14.  정보수집처별 신뢰도

단위: %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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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영농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육묘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들은 

당연히 상토의 정보수집과 선택에서 매우 적극적(60%)이다. 나머지도 필

요한 정보를 항상 수집,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가장 중시하는 상토 

선택의 지표는 역시 품질로 45.9%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중요시하는 가격

은 2.7%로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 자신의 경험 의존도가 32.4%인데, 결

국 자신의 경험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품질이 좋다는 제품을 선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그림 4-15.  상토 구입 시 우선지표

단위: %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2.4. 구매

  들녘별경영체의 경우 대부분 국내 제품만을 사용하고(18개소) 있지만 2

개소는 수입산도 같이 사용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상토의 원료가 되는 단

품을 구입해서 섞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나름대로의 품질향상을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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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연간 상토구입량

구분 평균

사용량(포) 3,196.5 

사용량(리터) 127,852.9 

연간 총 액(천만 원) 1.6 

회사수(개) 1.7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들녘별경영체 1개소당 연간 사용 상토량은 40리터 기준 약 3,200포, 부

피로 환산하면 약 12.8만 리터 정도이다. 구입금액으로는 1,600만 원 정도

이다. 1개회사만 거래하지 않고 2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들녘별경영체

들이 절반을 넘고 있다. 앞으로 500 여개의 들녘별경영체가 육성된다면, 

현재의 평균치를 이용하면, 40리터 기준 160만포, 6,600만 리터가 들녘별

경영체에 의해 소비될 것이다. 전체 소비량에서 약 12~15% 수준을 사용하

는 대량 수요자가 될 것이다. 이들이 연합할 경우 상토회사들의 대고객이 

될 것이며 이들과의 교섭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한편 육묘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회사를 바꾼 들녘별경영체가 무려 9개

소이다. 자주 바뀐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당연히 품질문제13였다. 자신의 

경험을 곁들여 문제가 생기면 즉시 회사를 바꾸고 있다. 여기에서도 가격

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거래회사와 계속적인 거래를 할 것(14개소

/20개소)이지만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꾸겠다는 들녘별경영체가 6

개소이다. 전반적으로 품질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거래회사의 변

경이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 다양한 품질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발아율과 배수, 입자의 불균질 등이 주된 

문제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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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구입회사 변경 사유

주: 변경 9개 회사 복수응답 비율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그림 4-17.  상토에 한 만족도

 단위: 100점 만점 기준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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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고 있는 상토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다. 5개 지표에서 평균 

80점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급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당

연하다. 왜냐하면 상토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 소비처인 들녘별경영

체는 특별 관리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토회사에서는 원하는 물량을 원하

는 시기에 공급하려고 애를 쓴다. 구매 이후 불만과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

결해 주는 것도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업체나 품질 등에서의 

만족도도 80점을 웃돌고 있다. 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

가점수를 주고 있었다.

그림 4-18.  상토회사별 차별화 정도

 단위:100점 만점기준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상토회사별 6개 지표의 차별화 정도를 질문 한 결과를 보면 거의 무차별

적이라는 응답이다. 품질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50점 이하이다. 단 품질

만이 52.7점이다. 품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바꿀 여지가 있다는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다. 상토 사용과정에서 품질에 가장 많은 고민과 어

려움(47%)을 겪고 있으며, 가격은 그 다음의 문제(28%)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회사별로 상당한 품질차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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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상토회사별 가격차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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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동일규격의 상토가격이 회사마다 다르다. 이는 브

랜드나 품질 등에서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사대상 20개소 

가운데 14개의 들녘별경영체들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6개소는 인정할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수도용의 경우 경량과 준

경량을 구분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19개 들녘별경영체에서 구분의 타당성

을 인정하고 있다.

  20개 조사대상 들녘별경영체 가운데 상토 구입에 정부의 보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2곳)가 있었으며 지불 주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보

조 미인지 2+, 인지 1)도 있었다. 알고는 있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

우가 7개소이다. 이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각각

의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들녘별경영체는 13개소인데, 이들

도 소요되는 상토 전체에 대해 받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한다. 일부만을 

수령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기존의 정책 등에 의해 결정된다.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액과 정률이 혼재되어 있다. 들녘별

경영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들녘별경영체의 경우 대체적인 지급기

준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를 제외하면 회사별 가격표와 보

조율(금)을 정한 조견표를 갖고 있지는 않다.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를 하기 때문에 설명에 의해 어느 정도 아는 것이지 그것이 체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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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기는 어렵다. 당연히 그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들녘별경영체들이 합

당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면적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토의 소요량과 보조금을 결정하기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렵다고 한다. 

들녘별경영체의 경우 수탁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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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모르겠다 1 7.7 

　 　 　 합계 13 100.0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들녘별경영체는 상토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벌크(톤백) 형태로 구

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체가 아닌 경우는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조달, 사용한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구매, 사용하고 있었다.

표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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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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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포장과 미래시장 등

  들녘별경영체의 경우 대부분 벌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

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의 포장(20L, 40L)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현재의 포장단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었다. 20

개중 19개 들녘별경영체에서 적절하다는 평가이다.

표 4-18.  상토의 포장 규격 형태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비율

하다 19 95.0

무 가볍고 작다 1 5.0

합계 20 100.0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포장지에 표시된 내용이 모두 필요하고 그 내용, 나아가 규격에 관련된 

부분까지 비교적 자세히 보는 비율이 90%를 넘는다. 한두 들녘별경영체 

응답자만이 읽어보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자신의 경우 사전에 거래회사와 

품질이나 규격 등을 협의,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이어서, 표시된 내용을 처음부터 보지도 확인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표 4-19.  국내 미래 상토시장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비율

증가 14 70.0

감소 1 5.0

지 수 5 25.0

합계 20 100.0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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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들녘별경영체에서는 자신들의 상토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

고 있다. 아무래도 경영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합적으

로 볼 때 한국의 미래 상토시장은 어떠할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는 비교적 

미래시장에 긍정적 반응이다. 20개 들녘별경영체 가운데 14곳이 성장을, 4곳

은 현 수준을 예상하고 있었다. 1개소만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이 추

진하고 있는 공동육묘사업은 분명 성장할 것이지만 이들이 성장한 만큼 농

가수준에서는 감소하게 된다. 개별 농가에서 이뤄지는 육묘가 공동 육묘장

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응답으로 상토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농가와 이들간 상토사용량은 상쇄하는 관계에 

있다.

표 4-20.  상토산업과 기업의 미래에 한 망

단위: 개소, %

구분
상토산업 경 체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매우 정 3 15.0 3 15.0

정 9 45.0 6 30.0

보통 8 40.0 10 50.0

부정 - - - -

매우 부정 - - 1 5.0

합계 20 100.0 20 100.0

자료: KREI 들녘별경영체 설문조사 결과(2014. 8.).

  이와 달리 상토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평가는 어느 정도 이해된다. 경영

분석에서도 나타나듯 상토기업들의 경영이 매우 악화된 상황은 아니기 때

문이다. 자신들의 미래 역시 밝게 보고 있는 것은 공동육묘가 점차 증가하

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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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들녘별경영체들의 정책적인 측면의 건의가 있었다. 

① 운반장비의 지원

  향후 들녘별경영체의 수도작에서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육묘공급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일

반적으로 들녘별경영체에서는 상토를 대량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톤백단위

로 구매하고 있다. 효율적인 상토수급을 위해 지게차와 같은 운반장비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② 보조금 지급의 체계화

  경영체를 일반 농민과 같이 보고 직영이든 위탁경영이든 수도작에 해당

되는 면적에 사용하는 상토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들녘별경영체의 등록과 경영면적의 인정 등과 맞물려 쉽지는 않겠지만 들

녘별경영체의 이러한 요구는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③ 품질과 가격의 적절한 정부 관리

  품질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해결책을 들녘별경영체 스스로 찾기가 어렵다.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상토

가격에 대해서도 적정여부를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④ 중앙정부사업으로의 전환

  현재 수도용 상토에 대한 지원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각 지방자

체단체들이 구입가격에 대한 보조지원을 하고 있다. 일부 지역농협도 가세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수도용 상토의 구입에 대한 지원이 시행

되고 있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격상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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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묘장 조사결과

3.1. 조사대상 육묘장 개요

  원예용 육묘는 거의 대부분 전문적인 육묘회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

들은 원예용 상토의 대량 소비자이다. 일반 농가에 의한 육묘가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원예용 상토는 이들에 의해 소비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육묘장의 상토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는 이들 70개 회사의 조직체인 한

국육묘산업연합회를 통해 이뤄졌다. 총 17개사가 조사에 참여해 주었다.

표 4-21.  조사 상 육묘장의 규모

구 분 평균

육묘장규모(평) 2,188.2 

경 연수(년) 14.1 

신규자 규모(억 원) 8.9 

연간 매규모(억 원) 10.4 

자료: KREI 육묘장 설문조사 결과(2014. 5.).

  육묘장의 크기는 1,000평에서 5,000평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였다. 육묘

장을 경영한 연수는 대체로 10년 이상이었으며 평균 14년 정도였다. 시작

한 연도와 규모에 따라 투자비용이 다르겠지만 대체로 9억~10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육묘 판매규모는 연간 약 10억 원을 

상회한다. 

  한 육묘장에서 약 3개 품목의 육묘를 생산, 판매한다. 토마토, 오이, 고추 

수박을 비롯하여 참외와 상추, 배추, 대파, 가지 등의 육묘도 하고 있다. 정

식하는 거의 모든 농작물의 육묘를 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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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매 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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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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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 보니 실제 정보수집활동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100점 만점을 기준할 경우 66점을 주고 있다. 

  상토를 구입할 때 가장 중시하는 지표는 역시 품질이다. 여기에 자신의 

경험을 우선시하는 것은 정보수집 시의 반응과 흐름을 같이한다. 가격은 

역시 우선순위에서 공급업체의 사후봉사와 원활한 공급에 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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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상토 구입 시 우선  고려요인

단위: %

자료: KREI 육묘장 설문조사 결과(2014. 5.).

3.3. 구매내용과 평가

  육묘와 동시에 상토 사용에 있어 전문가들이어서인지 17개 육묘회사 중 

10개사가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다. 5개사는 각각을 수입해서 별도 사용하

지만 5개사는 국산과 수입산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한다고 한다. 7개사

만 국산 상토를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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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국산과 수입산 동시 사용 여부

단위: 명

자료: KREI 육묘장 설문조사 결과(2014. 5.).

  궁금한 것은 왜 수입산을 사용하느냐이다. 이구동성의 응답은 국산 상토

의 경우 품질이 불균질(5개사)하다는 점을 들었다. 수입산을 섞어 사용함

으로서 품질향상(5개사)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향후 

수입산의 사용량을 늘릴 것이라는 회사가 2개사이다. 특별한 점이 없는 한 

수입산 상토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육묘장에서 구입하는 상토의 양에 대해 응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산 

상토만을 파악하였다. 연간 약 6,600포(40리터 기준)를 사용하는 데 총량으

로 보면 약 26만 5,000리터에 이른다. 이를 위해 육묘장은 약 3,1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

표 4-23.  육묘장 연간 상토사용량

구분 평균

  포(40 리터) 6,629 

  총리터(L) 265,143 

총 액(만 원) 3,142 

자료: KREI 육묘장 설문조사 결과(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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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하고 있는 상토회사를 바꾼 육묘장이 14개사가 된다. 이들의 변경 

사유는 절대적으로 품질(13/14)이었다. 사실 육묘단계에서 상토는 육묘의 

성패, 나아가 육묘회사의 사활과 관련이 있다. 중시할 수밖에 없다.

  17개사 가운데 언제라도 거래회사를 바꿀 수 있다는 회사는 8개사에 이

른다. 나머지 9개사도 거래회사와의 관계로 인해 협의는 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를 바꿀 것이라고 한다. 이들에게 품질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림 4-21.  상토회사 변경과 사유

단위: 명

변경 사유

자료: KREI 육묘장 설문조사 결과(2014. 5.).

  상토 사용의 만족도를 물어 보았다. 절대적인 수치 면에서 국산과 수입산 

모두 그리 큰 문제라고 보지 않아도 될 정도의 평가점수이다. 평균 80점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봉사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70점

대로 다른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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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상토 사용 만족도

단위: 100점 만점 기준

자료: KREI 육묘장 설문조사 결과(2014. 5.).

  국산의 만족도 평가 점수가 수입산에 비해 낮게 나오고 있다. 5개 평가

지표의 점수가 모두 수입산보다 낮다. 특히 가격과 품질 면에서 수입산에 

비해 국산에 대한 불만족이 높다. 수입산이 국산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

는 부분은 원활한 공급 부분인데, 이는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수입, 사용이

다 보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며 당연한 평가이다. 전체적 측면에서 

보면 향후 수입산 상토의 수입량이 점증할 것으로 예견되는 평가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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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상토의 차별화 인식

단위: 100점 만점 기준

자료: KREI 육묘장 설문조사 결과(2014. 5.).

  상토제품별 차별화 정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국산제품보

다는 수입산의 차별화 평가 점수가 낮다. 그만큼 차별화 정도가 적다는 의

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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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상토는 동일규격이라 해도 회사별 가격의 차이가 있

다. 대개의 육묘장에서는 이것을 품질과의 연계하에 평가한다. 17개사 가

운데 11개사에서 회사별 상토제품의 가격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원예용의 경우 무게에 따라 중량구분과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대부분 육묘장에서 인정하고 있다. 중량규격별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80  상토 사용 실태와 문제 

표 4-24.  상토의 가격차별과 규격설정

단위: 명, %

　구 분
동일규격 가격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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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사용

  육묘장에서 상토는 벌크로 구입해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혼합해서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 나름대로 상토 사용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 보니 이러한 

방법들이 사용된다. 일반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17개사 가운데 4

개사에 불과하다.

표 4-25.  상토 사용방법과 사용 시 애로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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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토를 사용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문제

는 역시 품질의 불안정과 저위(50%)이다. 그리고 사용에 대한 상세한 정

보, 지식을 원하고 있지만 획득이 어렵다(21.4%)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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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토에 대한 이러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장에 표시된 내용에 대

해 대체적으로 읽어 보고 있다. 현재 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정

확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부(17개사 전체가 동의)이다. 원료까지 

꼼꼼하게 보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다(14개사/17개사).

표 4-26.  상토사용량과 시장 망

단위: 명

　구 분 사용량 국내시장

증가 7  11 

감소 0 1 

지  수 10 5 

합계 17 17 

자료: KREI 육묘장 설문조사 결과(2014. 5.).

  한편 자신들의 향후 상토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육묘장이 7개소, 

지금 수준으로 보는 육묘장이 10개소로 나타났다. 원예용 상토의 경우 어

느 정도 증가할 개연성은 있다. 농가단위에서 육묘장 구입으로 계속 이동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전문적인 육묘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 역시 

이러한 흐름과 연계된다.

  국내 상토시장 역시 대체로 증가(11개소)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육묘장이 

많다. 이러한 예상은 육묘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육묘시장 확대를 전제

한 경영을 요구하게 된다. 많은 육묘회사들은 상토시장과 함께 육묘시장의 

확대와 그에 대한 전략을 강구할 것이다. 동시에 상토회사들도 육묘장들의 

상토 수요증대에 대응한 시장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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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1.1. 제도 및 외생변수

� 상토는 2013년부터 ｢비료관리법｣에 의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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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는 비료의 공정규격에 의해 1호와 2호로 구분되었다. 중량기준도 제시되

었는데, 상토 1호는 4구분, 상토 2호는 2구분되었다. 상토에도 일반 비료와 

같은 유해성분 최대허용량 기준이 설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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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적 단순한 생산공정과 계절성

  상토산업의 경우 세세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복잡성이 있지만 대

체로 고기술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생산공정상 원료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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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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적으로 복잡한 유통구조

  상토유통의 단계가 다단계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간유통에 참여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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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과 원예용의 유통구조가 다르다. 이에 따른 판매대금의 순환구조도 다

르다. 물론 보조금집행과정에서 농협과의 관계도 단순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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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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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상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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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용 700억 원, 총 2,2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 지금까지 상토 매출규모는 신장세를 유지해 옴.

  조사대상 상토기업의 최근 4개년 매출액이 약 20억 원, 15.4% 증가했다. 

기업 전체에서 상토의 비중은 80% 수준에서 75% 수준대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총매출 증가 기여의 50%는 상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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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진다.

� 미미한 연구개발 투자와 판촉활동

  기술개발에 대한 생각과 의지는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금은 미미하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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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 개발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속성과도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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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판촉방법이 구가되지는 않고 있으며 일반유인물과 판촉물을 활

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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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자에

게 지불되는 판매수수료는 회사별, 지역별로 다른데 대체로 기본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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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을 합산하면 약 15%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충성 구매율을 높게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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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기업 진입 가능성 용이

  상토 생산설비의 범용성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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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할인 중심의 서비스 경쟁과 시장성과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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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서비스 경쟁의 33.3%는 가격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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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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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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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이러한 양호한 수익구조라 해도 경영주 입장에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여겨진다. 고정자산이나 자기자본에 대한 증투에 그들이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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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토 사용 농민과 육묘장

1.3.1. 일반농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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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산업체, 대리점 등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도는 낮다.

� 자발적 정보수집활동

  80% 정도 조사농민들은 자발적으로 정보수집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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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구매 참가와 구매 시 최우선 지표는 품질 

  상토 구매시 90% 농민들은 직접 자신이 한다고 한다. 회사와 규격을 지

정하는 경우가 70% 내외이며, 나머지 30%는 마을 회의에서 내지는 이장

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이다. 상토 구매시 가장 중요한 지표로 품질을 들고

(48%)있다. 다음은 가격으로 35%이다. 특히 상토 신청과정에서 회사가 변

경된 경우도 있는 데(29/62, 46.8%) 품질과 가격 등에 불만이 있기 때문

(62%, 자신경험 포함)이다. 물론 일부 지인의 추천으로 바뀌는 경우

(27.6%)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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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에 대한 높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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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제품 간 낮은 차별화, 반면 만족도 상대적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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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에서 50점 이하를 주고 있다. 차별화가 거의 없어도 품질과 가격에서

는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었다. 총 5가지 지표에서 70점 이상의 만족도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 제품별 규격과 가격차이, 보조차이 인정

  상토회사별 가격차이와 중량구분 모두 적합하다고 보고 있으며(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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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조의 차이도 인정하고 있었다.

� 사용 시 최우선 애로는 품질, 포장크기 문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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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포장의 크기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

	 약간은 긍정적인 미래시장 예상

  농민 자신의 상토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농민도 있지만 줄 것으로 보

는 이들도 있다. 잠재적인 보조를 전제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지방정부

의 보조확대는 어렵다. 따라서 상토의 사용량이 과거와 같이 빠르게 증가하

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성장을 한다면 그 비율은 미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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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들녘별경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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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 역시 유사한 경향이다.

  포장지에 표시된 내용이 모두 필요하다고 하며 규격에 관련된 내용까지 

자세히 보고 있었다(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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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상토에 대한 만족도, 낮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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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높은데 대량 소비처인 들녘별경영체는 특별 관리대상이기 때

문이다. 상토회사별 6개 지표의 차별화 질문결과는 거의 무차별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품질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50점 이하이다. 단 품질

만이 52.7점이다. 약간의 품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 제품별 규격과 가격차이, 보조차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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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모두 적합(19개사 인정)하다고 보고 있다. 

� 보조금 지급 인지, 낮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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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체는 13개소이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7개소인데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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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 대량 톤백 구입 일상화, 미미한 미래시장 증가 

  들녘별경영체는 상토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벌크(톤백) 형태로 구

입, 사용한다. 소포장에 대한 불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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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적인 애로, 개선 요구사항

① 운반장비의 지원

② 보조금지급의 체계화

③ 품질과 가격의 적절한 정부 관리

④ 중앙정부사업으로 전환

1.3.3. 육묘장

� 자신의 경험과 품질 최우선

  오랫동안 육묘장을 운영해온 사람들이라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가장 강

하다. 상토 구입 시 최우선 지료는 품질(47.1%)이다. 여기에 자신의 경험을 

우선시(23.5%)한다. 가격이나 사후봉사는 중요시하지 않는다. 

  거래하고 있는 상토회사를 바꾼 육묘장이 14개사인데 변경 사유는 절대

적으로 품질(13/14)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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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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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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상토 사용 만족도와 낮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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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경우 국산과 수입산 모두 70점대이다. 국산의 만족도 평가 점수가 수

입산에 비해 낮은데 특히 가격과 품질 면에서 수입산에 비해 불만족이 크

다. 상토 제품별 차별화 정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다. 

� 제품별 규격과 가격차이, 보조차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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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을 인정하고(19개사 인정)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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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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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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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세력 요소의 종합

2.1. 기본적 요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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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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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산업 비우호적 요소

  중앙정부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지방정부라

도 보조지원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가능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정

책이 필요하다.

  상토를 사용하는 농산물 재배면적의 감소추세는 국내 상토시장의 장기

적 축소 내지는 정체를 예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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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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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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적인 생산과 소규모 전국 판매로 인한 적정재고와 판매관리, 유통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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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기업의 경우 용이한 원료확보, 나아가 진입이 가능하다. 

2.2. 기업 경쟁요소

2.2.1. 경쟁강화 요소

  상토기업들 중 상당수는 상토를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다. 상토가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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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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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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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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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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은 상토기업들을 사활을 건 경쟁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

로 보인다.  

2.3. 수요자 요인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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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토제품간 미미한 차별화 인지는 상토기업에게 무한 경쟁을 강요하게  

만든다. 제품 이외의 부분에 대한 서비스와 고객관리가 요구된다. 

  수입산 제품의 수입증가는 분명 국내 상토기업에게는 위협이다. 특히 전

문적인 대규모 육묘생산회사들의 수입산으로의 전환의지는 장기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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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업에 매우 큰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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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들은 미래 자

신들의 상토사용량과 국내 상토 시장의 증대(확대)를 예견하고 있다는 점

이다. 전반적인 이러한 심리적인 반응은 해당 기업들의 경쟁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적지 않은 수요자들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족부분을 일정부분 해소할 해결책이 생긴다면 상토회사 입장에서 고

객확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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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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의 발전방안

3.1. 기본방향

(여건의 인식)

구분 긍정적 요소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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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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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 국내 시장성장정체를 전제한 산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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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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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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토 의존적 경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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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료의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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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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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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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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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유사한 품질을 

가진 제품 간 비품질적인 경쟁은 비용과다 출혈과 그로 인한 경영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 해외수출시장 진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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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대상 판촉과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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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교육을 통해서든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제공은 중요하다.

� 소비자 편의 상토개발과 규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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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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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발전방안

여기에서 제안하는 발전방안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앞에서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것조차 연구자별로, 경영자별로 상황

에 따라 판단하는 방향과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되는 방안이 

모든 기업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사양 산업 내에서 일부 기업은 성장을 

하며, 성장 산업 내에서도 일부 기업은 도산한다. 지금 제시하는 방안들

도 어느 기업에서는 수용이 가능할 것이지만 어느 기업에서는 전혀 수

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한 개별 기업들의 발

전 방안 마련은 개별 기업의 몫이다.

3.2.1. 국내 상토산업의 구조조정

  국내시장의 성장정체와 과열경쟁, 수입산 제품의 점진적 국내 진입은 산

업 뿐 아니라 기업들에도 대단한 도전이다. 이를 이겨내기 위한 구조조정

을 검토해야 한다. 자연적인 퇴출과 합병이 있을 수 있다. 상토산업 내 구

조의조정이 이뤄지는 모습은 다양할 것이다. 상토기업 내부의 구조조정도 

고려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다. 생산과 경영의 전반적인 상황 검토와 미

래 지향적인 조직과 역할에 대한 정립을 고민할 시기이다.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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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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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인수, 합병하는 방법도 현실적이다. 사실 부산물비료시장 내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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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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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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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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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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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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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소홀한 잠재적인 경쟁자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을 경우 머지않은 장래에 국내상토기업들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

이다. 국내외 시장개척단이 필요한 이유이다.

3.2.6. 공동 배송 등 유통체계의 재검토

  지방정부의 보조와 그렇지 않은 상토, 농협을 통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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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산업차원의 검토와 대응책이 필요하다. 부피가 큰 상토의 지역별 공동 

배송시스템 구축도 협회의 차원에서 추진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면 공급시

기와 방법이 유사한 부산물비료산업과도 연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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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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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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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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2장

 재배 면 의 변화

단위: ㏊

구　분 면

2005 979,717 

2006 955,229 

2007 950,250 

2008 935,766 

2009 924,471 

2010 892,074 

2011 853,823 

2012 849,172 

2013 832,625 

자료: 통계청.

과채류 재배 면 의 변화

단위: ㏊

구분 과채류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호박 토마토

2005 59,154 23,179 7,077 6,969 5,853 9,327 6,749

2006 56,314 20,553 6,827 6,813 5,841 9,667 6,613

2007 54,786 19,028 6,472 6,665 4,893 10,375 7,353

2008 55,004 20,756 6,607 6,394 5,630 9,473 6,144

2009 54,676 20,707 6,730 6,324 4,932 9,795 6,188

2010 48,296 16,396 6,215 7,049 4,396 8,970 5,270

2011 46,595 15,717 5,852 5,816 4,540 8,820 5,850

2012 48,418 15,182 5,840 6,435 4,167 10,450 6,344

2013 46,432 14,885 5,515 6,890 3,629 9,459 6,054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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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상토시장의 규모

단위: 백만 원

계

수도용

원예용

주: 2009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11-072호(2011. 6. 15.), 이후 자료

는 설문조사 시 기업들의 평균 판매증가율 적용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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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가 순소득별 농가수와 비율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비율

~2,000 19 30.6

2,000~3,000 11 17.7

3,000~4,000 12 19.4

4,000~5,000 3 4.8

5,000~6,000 9 14.5

6,000만 원~ 8 12.9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보조철폐 시 계속 구매의향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비율

본인 직 지불 36 58.1

이장 취합, 일 처리 20 32.3

기타 6 9.7

합계 62 100.0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상토 구입 시 우선  고려요인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품질 16 47.1

자신의 경험 8 23.5

사후 사, 원활한 공 6 17.6

가격 3 8.8

지인추천 1 2.9

합계 34 100.0

주: 복수응답결과.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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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과 수입산 동시 사용 여부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비율

그 다 5 29.4

국산품만 사용한다 7 41.2

수입산 단품을 국산품과 혼용한다 5 29.4

합계 17 100.0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상토 사용 만족도

단위: 100점 만점 기준

구　분 국산 수입산

업체 만족도 82.7 83.0 

가격 만족도 77.3 82.0 

품질 만족도 76.7 84.0 

원활한 공  만족도 89.3 85.0 

사후 사 만족도 74.0 77.0 

종합 만족도 81.0 82.6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상토의 차별화 인식

단위: 100점 만점 기준

구　분 국산 수입산

랜드 차별화 58.2 70.0 

가격 차별화 56.4 60.0 

품질 차별화 63.6 63.3 

공 방법의 차별화 58.6 56.7 

사후 사 차별화 57.3 50.0 

지역별 차별화 52.7 49.2 

자료: KREI 상토이용농가 설문조사 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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