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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오랫동안 우리 농업은 농산물 생산량의 증대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왔다. 

기술이 체화된 각종 농자재의 개발과 생산, 농민들의 적절한 활용으로 인

해 단위면적당 농산물의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화학

비료의 증투는 당연시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환경문제의 대두는 과도한 화학비료의 사용에 대

한 반성을 불러 일으켰다. 환경문제를 넘어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인축

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의 전격적 

지원과 함께 화학비료의 감축을 기획하였다.

  부산물비료는 척박해진 농토의 지력을 회복하고 환경적인 농업을 실천

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정책과 

괘를 같이 하면서 부산물비료의 수요가 증대하게 되었다. 최근 연간 약 

350만 톤의 부산물비료가 사용되고 있다.

  여러 부분의 정책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중요한 농자재로 자리 매김한 

부산물비료는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지원과 소비확대 유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시장상황 파악이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거의 없었다. 부산

물비료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구하기 어렵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 미래 친환경･순환농업의 

구현에 필수 자재인 부산물비료의 적절한 생산과 관리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첫 연구라서 미흡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관련된 여러분들과 회사, 단체들의 도움으로 이 연구가 완성되었다. 협조

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란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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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

  친환경농업의 성장과 함께 부산물비료의 중요성과 소비가 강화, 증가하

여왔다. 1990년대까지 이뤄져온 무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은 부산물비료로 

전환되었다. 이제 정부 농자재지원사업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이 되었으며 

1,600억 원의 지원자금은 부산물비료 구입 시 가격보조금으로 지출된다. 

부산물비료 생산시설현대화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관련된 축산분뇨와 악취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있다.

  다양한 지원과 소비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부산물비료의 생산과 유통, 사

용에 대한 행태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사례가 거의 없다. 물론 

각 단계에서 노출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역시 단편적으로 회자될 뿐이다. 

더하여 관련된 제도의 수시 변경과 그로 인한 애로도 나타나고 있다. 농업

에서 부산물비료의 중요성에 비해 관심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기업과 유통업자의 행태, 농민들의 사용과 사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정리하고 해당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부산물비료를 둘러싼 외부변수 상황, 부산물비료시장과 산업, 기업들의 

생산과 판매의 어려움, 연구투자, 기업 간 경쟁의 양태 등을 파악하였다. 

유통을 담당하는 시판상의 운영과 그들의 유통행태도 분석하였다. 농민들

의 부산물비료 구입과 사용, 차별화 평가와 만족도, 구입과 사용 과정에서

의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비료관리법｣의 검토를 통

해 문제시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외부환경요소로서 우호적인 것은 그동안 부산물비료시장이 꾸준하게 성

장해온 것이다. 유기성 폐자원의 국가적 처리 요구 증대와 이를 위한 퇴비

화와 사료화는 당연히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관련 정책들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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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호적이라는 이야기이다. 부산물비료 구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대한 보조와 융자,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시설현대화 자금과 환경정책자금의 지원 등은 기업 우호적 요소이다.

  반면 비우호적인 요소도 있다. 국내외 경제성장 정체와 농가경제의 열악

화, 나아가 경영농지의 규모축소는 부산물비료의 소비확대와는 반대의 경

향이다. 친환경농업의 위축 역시 비우호적인 요소이다.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간 경쟁은 점차 강화될 것이다. 부산물비료 의존적 

경영과 설비의 비범용성, 해외 진출의 한계는 경쟁촉진 요소이다. 원료와 

완제품 생산의 계절성, 바이오물질이기에 일정 기한 내 판매해야 하는 부

담, 유통과정에서의 강력한 중간상인들의 위상과 각종 가격할인과 지원활

동 요구 등도 기업에겐 부담이다. 비차별적 제품으로 인한 비품질과 비가

격 무한 경쟁 등도 경쟁을 촉발하는 요소들이다.

  경쟁촉발보다 완화에 기여하는 요소도 있다. 미래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

가, 평균적인 기술에 의한 제품 생산, 농협에 의한 계약과 공급은 표면적 

가격경쟁을 어렵게 한다. 농민들의 높은 충성 구매율과 원료구입에서의 비

경쟁성도 경쟁완화요소이다.

  새로운 기업의 부산물비료산업으로의 진입은 기존 기업에 위협이 된다. 

위협강화적인 요소로는 역시 미래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다. 고도의 기

술이 필요 없고 제품들간 차별화가 거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신규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든다. 강력하지 않은 현재의 제도도 우호적이다. 

  하지만 부산물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다양한 시설과 장비, 

판매망 조직화 등에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소규모 매출액에 비해 초기 자

본 투자규모가 너무 크다. 또한 생산설비의 전용성이 낮다. 신규기업에 부

담이다.

  한편 농민과 유통상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위협요소도 있다. 현재 부산물

비료의 유통과정에서 유통상인의 파워가 매우 강하다. 그들이 회사와 제품

을 선택해서 농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서류화되지 않은 계약관계가 일상

이어서 제품과 판매대금 관리가 어렵다. 많은 농민들의 높은 관심과 강한 

주변인의 의견 역시 안정적 고객확보에 어려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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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적절한 비가격경쟁으로 위협을 해소할 수도 있다. 업체의 제품별 

비차별적 판단은 오히려 판매영업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미래시장에 

대한 긍정적 생각도 위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상에서 분석된 다양한 산업 관련 요소의 성격을 기초로 해서 이 연구

에서는 산업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국내 시장의 안정화, 수입 대응

② 경영의 다각화

③ 고품질 안정적 원･부재료 확보(공동구입 포함)

④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⑤ 조기주문, 공동배송, 협력배송 기획

⑥ 복잡한 유통관계의 정비

⑦ 소비자 교육과 홍보 강화

⑧ 유통주체별 미시적 기업 대응책 필요

⑨ 정책 지원제도 적절 대응: 신청제도 점검, 상충논리와 정책사업 정리, 

등급제도와 동일 보조방안 검토, 가축 유행성 병 발생 대응책 강구 등

�� 관련 법령의 정비와 유기성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발전방안이 곧바로 개별 부산물비료 기업의 발전

방안이 될 수는 없다.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분석과 결론이기 때문에 제시한 방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오직 개별 기업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

석과 발전방안 제안은 기업들의 가치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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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Byproduct Fertilizer Industry

Objective of Research 

The growing eco-friendly agricultur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im-

portance and consumption of organic waste fertilizers. The support policy 

for inorganic fertilizers until the 1990s changed to support organic waste 

fertilizers. This is government’s largest-scale project for supporting farmers 

for agricultural materials now, and 160 billion of subsidy is spent for buy-

ing organic waste fertilizers. The subsidy is also spent for upgrading organ-

ic waste fertilizer production facilities. The subsidy is also spent for facili-

ties for reducing stench from livestock excrement. 

Despite various support programs and increased consumption, there are 

few cases of comprehensively examining us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organic waste fertilizers, and involved issues thereof. Various issues ex-

posed in each step have been sometimes discussed. In addition, related sup-

port programs frequently change to result in difficulty to study the cases.  

The interest in organic waste fertilizers is not so great as the importance 

thereof in agricultur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ypes of organic waste fertil-

izer producers and distributors, farmer’s use thereof, and difficulty in using 

them to establish a strategy to address the involved issue. 

External variables related to organic waste fertilizers, the organic waste 

fertilizer market and industry, producer’s difficulty in production and sale, 

research and investment, and competition among the producers are 

described. Operation and distribution of sellers in charge of distribution are 

also analyzed. An analysis is made of farmers’ buying and using organic 

waste fertilizers, their evaluation and satisfaction, and difficulty in buying 

and using them. Issues found in reviewing related fertilizer management 

regulations and strategies for improvement a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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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Research 

A favorable external environment factor is the steadily growing organic 

waste fertilizer market so far. It is natural that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request of organic waste resources followed by composting and making an-

imal feed. This means that most related policies are very favorable. 

Exemplary company-friendly factors include government subsidies for buy-

ing organic waste fertilizers, subsidies and loans for projects for supporting 

livestock excrement treatment facilities, and funds for organic waste fertil-

izer producers’ upgrading their facilities, and support with environment pol-

icy fund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unfavorable factors as well. Korea’s and 

overseas economic growth downturn, poor farm household economy and 

reduced farmland areas are negative effects on consuming and expanding 

organic waste fertilizers. Shrinking eco-friendly agriculture is also an un-

favorable factor. 

Competition among organic waste fertilizer producers is predicted to 

gradually be fierce. Organic waste fertilizer-dependent management, 

non-universal facilities, and limited advance to the overseas market are fac-

tors intensifying competition. 

Exemplary organic waste fertilizer producer’s burden includes seasonal 

demands for produced raw materials and finished products, and a given pe-

riod to sell them because they are bio materials, strong middleman’s influ-

ence on distribution thereof, and request of discount and support. 

Exemplary factors which intensify competition include no specific quality 

required because of non-specific products, non-price unlimited competition 

and the like.  

Some factors contribute to mitigating rather than triggering competition. 

Exemplary things that make superficial price competition difficult include 

positive evaluation of future market, production by means of non-specific 

technology, contract and supply through Nonghyup. Farmer’s high faithful 

purchase and non-competition in raw material purchase are also a factor of 

mitigating competition. 

New producer’s entry into the organic waste fertilizer industry threatens 

existing producers. One of factors of intensifying the threat is positive eval-



viii

uation of the future market. No need of cutting-edge technology and no 

differentiation among products allow new producer’s easy entry into the 

market. Current lenient regulations are also favorable. 

However, a lot of capital is required for various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producing organic waste fertilizers, and establishing a sales network. 

The scale of initial capital investment is too much in comparison with the 

small amount of sales. General facilities can be used for producing the or-

ganic waste fertilizers. New producers need a lot of capital. 

There are threats from farmers and distributors. Distributors exert great 

influence on the current distribution process of organic waste fertilizers. 

They select producers and organic waste fertilizers to sell them to farmers. 

While undocumented contract is common, it is hard to control products and 

manage payment. Many farmers’ high interest and involved people’s influ-

ential opinion are also a barrier to ensuring long-term customers. 

Of course, it is possible to tackle the aforementioned threats with ideal 

non-price competition. Non-differential judgement for each product of a 

producer can rather facilitate marketing. Positively thinking the future mar-

ket reduces the threat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developing the industry 

on the basis of the aforementioned factors involved in the industry.  

① Stabilize the domestic market to be adapted to imported products. 

② Diversify management. 

③ Ensure stable supply of high-quality raw materials and supplementary 

materials (including joint purchase). 

④ Further strategically make an investment in R&D. 

⑤ Plan early order, joint delivery, and collaborative delivery. 

⑥ Streamline the complex distribution system. 

⑦ Provide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conduct PR. 

⑧ Design a micro strategy for each distributor. 

⑨ Appropriate adaptation to the political support program: inspect the ap-

plication system. Straighten out the logic of conflict, and policy projects. 

Review the same support scheme as the grade system. Establish a strategy 

for tackling epidemic livestock diseases. 

�� Streamline related regulations and establish a system for managing or-

ganic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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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ever, the development strategy suggested in this study cannot be 

a strategy employed directly to develope individual organic waste fertilizer 

producer. It is because issues and judgement of a strategy vary with the 

situation of each producer. Because the aforementioned suggestion is gen-

eral analysis and conclusion, individual producers can or cannot accept the 

suggested strategy. Nonetheless, the aforementioned analysis and the sug-

gested strategy for development will help producer’s judgement of values. 

Researchers: Kang Chang-yong, Park Hyun-tae, Seo Dae-seok, Kang Seong-pil 

Research period : 2014. 1. ~ 2014. 12.

E-mail: cyka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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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순환사회라는 가치관 아래에서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지원은 중요한 농

정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무기질비료(화학비료)와 작물보호제(화학

농약)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과거 농산물 생산성 증대에 농정의 최고 목표가 주어졌을 때 일명 화학

비료와 농약의 대량 투입은 생산성 증대라는 등식으로 고착화되기도 하였

다. 하지만 장기에 걸친 이들 화학 농자재의 투입으로 인해 비환경적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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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적인 농자재의 개발과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부산물비료1는 무기질비료와는 다르게 자연 친화적인 비료로 알려져 있

다 . 물론 무기질비료가 자연해악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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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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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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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라 정의함. 부산물비

료는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로 양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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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응적 개념

으로 받아들여질 뿐 어느 하나만이 친환경이라 강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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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중요한 비료정책이었다면 이후에는 그동안 화학비료에 제공한 다양

한 지원을 부산물비료로 전환한 정책이 중심이다. 이는 그동안의 관행농업

으로부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이다. 친

환경농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부산물비료가 선택된 것이다. 이제 부산

물비료는 중요한 농자재이면서 정책대상이다.

  부산물비료는 부숙 여부에 따라 크게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로 

구분한다. 전자는 대부분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톱밥 등의 유기성자원을 

혼합, 부숙한 비료이다. 후자는 각종 박류를 이용한 부숙하지 않은 상태의 

유기물질이다. 각각의 성격과 제조과정, 원료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시장

에서는 어느 정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2014년 부산물비료에 대한 

정부의 가격보조규모는 1,600억 원이다.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정액의 지

원(1,400원/포)이,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는 등급별 차등화(700∼1,200원/포)

가 실시되고 있다.

  한편 부산물비료는 생물이다 보니 일정한 규격에 합당한 생산과 관리, 

적절한 사용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면 부숙유기질비료의 경

우, 제품 보관 시 기간에 따라서 중량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 발효와 수분

증발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기술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매우 어렵다. 중간 

유통에서의 변질과 중량변화 등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제

품으로서 가치가 사라지기에 하반기로 갈수록 판매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다. 덤핑판매도 속출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부재료인 톱밥이나 유기질비

료의 주원료인 각종 박류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사업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정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물비료업체는 농협과 공급계약을 맺는다. 공급가격과 생산설비를 기준

(조합인증)으로 최대 공급량 계약을 맺는다. 지역조합은 농민들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청결과를 받아서 생산회사에 신청하고, 이를 기

준으로 회사는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공급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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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정산해 주는 시스템이다. 

  다수 소량의 구입이다 보니 최종 소비의 현장에서 부산물비료만의 독특

한 딜러제도가 일상화되어 있다. 특별히 부산물비료업체가 위치한 관내 이

외 구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영업활동만을 전문으로 하는 딜러가 있는

데, 이들은 지역농민들을 설득해서 자사제품 구입을 유도하게 된다. 

  농촌 내 딜러는 미국에서 나타나는 TM(Territory Manager)과 유사한 유

형인데, 회사와의 관계가 일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며 이들로 인한 영업상 

문제가 적지 않다.

  부산물비료와 관련된 법률도 매우 다양하다. 생물이자 비료이며, 가축분

뇨와 음식물쓰레기, 환경오염 등과 같은 시각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관련 부처가 많고 법률 간 상충의 여지도 적지 

않다. 수입원료 부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공급과정에서 비정상적 거

래는 늘상 문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생산과 소비까지의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물비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문제에 대응하는 정도의 정책들만이 이뤄지고 있다. 관련된 조직과 

사람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이다. 중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과

정에 대한 적절한 시스템 정립과 정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 

  따라서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기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과 소비

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를 종합,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부산물비료정책을 구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와 이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상황

과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세부 목적으로는 부산물비료를 둘러싼 외부 변수, 소득과 정책 등에 대

해 검토하여 부산물비료산업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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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물비료시장의 분석, 산업과 기업의 실상파악, 생산과 판매의 어려움, 

미래 연구투자와 준비 상황, 기업 간 경쟁의 양태 파악 등을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의 경영적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소비자인 농민들의 부산물비료 구입과 사용, 부산물비료에 대한 차별화 

평가와 만족도, 구입과 사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관련된 ｢비료관리법의｣ 검토를 통해 문제시되는 부분을 지적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비료관리법｣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여 향후 제도 검토에 

활용하도록 하였다(이 부분은 자료집으로 별도 발간함).

  분석되고 결론지어진 내용들은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이라는 최종 지향 

목표에 합당하도록 재정리, 다양한 정책방안으로 제시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주요 선행연구

 김완진(2006)2은 우리나라 비료산업의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중점적으로는 비료 전반에 걸친 특성과 품질, 공정규격 등에 관련된 내용

이며, 저자의 이야기처럼 비료의 제조와 분석, 특성 등에 많은 부분을 할애

하고 있다. 여기에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한 특성도 정리되어 있어

서 산업과 기업의 기술적 애로 파악에 도움이 된다.

  강창용･이웅연(2008)3은 친환경비료로서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당시

의 구분)를 구성하는 기업 각각 4개사씩 현지 면담조사를 통해 나타난 특

성과 문제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제시한 문제로 유기질비료의 경우 

2 김완진. 2006. �실용화 비료해설�. 도서출판 상록사.
3 강창용･이웅연. 2008.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R5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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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규모의 영세성, ② 현장수요자발굴과 판매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③ 수입원료의 적기, 적가 수입 어려움, ④ 원료의 구입과 제품판매 수입 

회수간의 장기성(농협판매 시에도 동일), ⑤ 가스발생과 품질 균일화 애로 

등은 지금도 유효한 것들이다. 퇴비(부산물비료의 대부분)의 경우에도 ① 

영세분산 기업, ② 기업 간 과당경쟁, ③ 생산방법과 기간 등의 다양화로 

자동화 실현 애로, ④ 생물이다 보니 균질 품질관리 애로 상존, ⑤ 고품질 

제품개발 유인 미흡, ⑥ 자금회전기간의 장기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길성균(2010)4은 유기질비료의 특성을 설명하고 당면 문제로 ① 비료공

정규격 중 주성분 함량 및 이물질 사용, ②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③ 유기

질비료의 펠릿 문제, ④ 유박비료원료 수입신고제도 개선에 대한 상황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임성길･나성철5(2010)은 일반적 퇴비공정을 소개하고 있다. 현장조사와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만을 나열하고 있는데, ① 법

적, 행정상의 문제점, ② 대금결제상의 문제점, ③ 불량비료에 대한 문제

점, ④ 공급 및 유통구조상의 문제점, ⑤ 농협계통계약의 문제점: 갑, 을의 

개념, ⑥ 톱밥 및 원자재 가격상승의 문제점, ⑦ 유기질비료 공급의 계절

성, ⑧ 큰 부피로 인한 물류비용의 부담 등이다. 

  강창용･한혜성6(2013)은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현장조사와 연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상황정리 요구에 의해 단기간 수행된 연구

이다. 전체적인 개황정도의 연구이기 때문에 세세한 문제와 그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 

4 길성균. 2010. “유기질비료공급 개선방안.”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한국토양비료학회.
5 임성길･나성철. 2010. “가축분 퇴비와 친환경 농자재.” �한국토양비료학회 심포

지움 자료집�. 한국토양비료학회.
6 강창용･한혜성. 2013. “유기질비료 유통･이용문제와 개선방안.” P180.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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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 연구의 문제 

  상기의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기술적인 면, 일반적인 특성과 종류, 품질

관련 규격 등에 집중되어 있다. 아무래도 초창기 기술적인 면이 강조된 결

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나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가 있

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기본적인 상황파악정도의 조사, 분석에 그치고 있

다. 부산물비료산업의 종합적 발전방안을 강구하기에는 기존의 연구가 매

우 미흡하다. 

▢ 본 연구의 차별성

  농민들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정책적인 면에서 중요성이 중가하고 있

는 부산물비료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산업과 기업, 그리고 전후방 관련부분을 조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다. 본 연구를 통해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작성되고, 제시될 것이다. 나아가 

부산물비료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를 포함하여 문

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 및 육성방안

을 제시할 것이다.

3. 주요 연구내용

▢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선행연구 검토

 ○ 연구범위와 내용,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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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물비료의 의의와 거시변수

 ○ 법적 의미

 ○ 국내외 경제성장과 농가경제

 ○ 경지이용과 친환경 규모 변화

 ○ 유기성 자원의 처리와 관련 정책

▢ 부산물비료산업과 기업 운영실태 

 ○ 부산물비료산업 일반

 ○ 부산물비료시장 규모

 ○ 조사 기업의 경영행태

  - 인력과 매출

  - 판매와 유통

  - 신규진입

  - 시장행위와 성과, 미래시장 예측

  - 주요 경영지표 변화

▢ 부산물비료 유통업체 실태

 ○ 거래회사 관계

 ○ 판매와 농민 구매 특성

 ○ 미래시장 예상

▢ 농민의 부산물비료 사용실태

 ○ 구매기준과 정보활동

 ○ 사용과 포장 의견

 ○ 미래시장

▢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방안

 ○ 산업경쟁세력 요소

 ○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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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과 범위

4.1. 연구방법

  부산물비료산업과 해당 시장에 관련된 정보는 정부와 한국유기질비료산

업협동조합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외 2차 자료들은 관련된 기

존 문헌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부산물비료산업이 안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

물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부산물비료 생

산업체의 조직체인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진행되었다. 

당초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였지만 조합의 문제로 인해 이뤄지지 못하고 일

부, 106개 업체에 대한 조사만을 마쳤다.

표 1-1.  조사 개요 

상 물량 조사기간 조사방법 피의뢰

회사 106 4월~7월 지 설문조사 한국유기질비료산업 동조합

농민 99 4월~9월 지 설문조사 지역발 연구원

유통업자 32 4월~8월 지 설문조사 지역발 연구원

  부산물비료를 사용하는 농민 99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산물비료 구입

과정과 사용 후 평가, 문제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부산물비료를 취급하는 중간유통조직이 다양한데 여기에서는 일반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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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하지 않았다. 전체 연구의 내용구성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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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를 의뢰하였다. “｢비료관리법｣ 검토” 제목하에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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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고문인 전병찬 변호사가 2014. 8~9월 집필해 주었다. 그 결과와 일본 

법등은 모아서 자료집으로 발간한다.

  부산물비료산업에 대한 연구에서는 산업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마이클

포터의 5세력 경쟁우위 이론7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분석이 필요한 분야

와 부분이 많지만 현재 처해진 여건을 고려해서 최소한 필요한 부분과 내

용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림 1-1.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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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performance. 조동성 (옮김). 2008. �마이클 포터의 경쟁우위�. p 32. 21세기 

북스. 

  부산물비료의 부재료인 톱밥은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기

질비료의 주된 원료인 각종 박류도 거의 유사하다. 이들을 공급하는 사람

과 조직에 대한 조사도 사실은 산업분석에서 필요하다. 원료를 둘러싼 독

7 농기계산업에 대한 적용 시 이론 부분 설명은 강창용‧한혜성. 2013. 12. “농기계

산업의 발전방안.” R69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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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 혹은 경쟁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해외시장의 변화 역시 국내산

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원은 이 부분까지의 접근을 

어렵게 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공급자 요소는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산업 내 기업들의 경영실적 분석에서는 재무재표와 관계비율 분석 등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4.2. 연구범위

  이 연구의 연구대상 농자재는 부산물비료이다. 부산물비료는 유기질비

료와 부숙유기질비료로 양분되는데 모두를 포함한다. 엄밀하게 보면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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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사용되고 있고, 이 둘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8 따라서 

여기에서는 엄밀하게 분리하지 않았다.

  부산물비료산업은 유기질비료업체와 무기질비료업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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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일부를 담당하는 일반상인(대리점)과 부산물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일본의 사례도 연구에 포함하였다. 일본 현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별도

의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8 실질적으로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인식과 구입에 있어 상대적으로 고가인 

유기질비료가 조금 더 좋을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 외에는 다른 차별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분리해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아울러 이렇게 구

분해서 보는 실익이 없음. 동일한 질소원인데 약간의 규격과 품질이 차이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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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가 매우 크게 성장한다면 그때는 분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임. 



부산물비료의 의의와 거시변수  제2장

1.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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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

용 자재 등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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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공정규격9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3항을 보면,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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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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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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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9 ‘공정규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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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비료의 분류(비료 리법)

구분 재료와 종류

보통
비료

화학비료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복합비료, 석회질비
료, 규산질비료, 고토비료, 미량요소비료, 그 밖의 비료

상  토 상토1호, 상토2호

부산물
비료

부숙유기질
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
폐기물, 가축분뇨발효액, 부숙왕겨, 부숙톱밥 

유기질비료

어박, 골분, 잠용유박, 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
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기타 식물성유박, 미강유
박, 혼합유박, 가공계분, 혼합유기질, 증제피 분, 맥주
오니, 유기복합, 분 <신설2013.2.14.>

미생물비료 토양미생물제제 (47개 유용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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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비료공정규격.

 

  부산물비료는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먼저 부

산물비료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뿐만 아니라, 땅심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흙을 부드럽게 만들며, 내한력을 증강한다. 또한 양분용탈을 방지하

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양분의 유효성 증대 등에 기여한다.

  농산물의 증산을 위해 그동안 농민들은 장기간 과도한 화학비료를 사용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땅과 환경 문제, 질소와 인산의 과다 투입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인해 병해충 발생, 재

해 취약 등은 농산물 품질의 저하 문제와도 연계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응적 방안으로 부산물비료가 중시되고 있다.

  물론 친환경농업에서 화학비료를 대체할 비료로서 그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을 통한 순

환농업 실현 과정에서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유기성 폐자원의 재

활용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부산물비료는 이처럼 장점과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무기질(화학)비료에 

비해 다소 불리한 부분도 있다. 중량 대비 N, P, K 함량이 매우 적어 비료

효과가 낮다. 영양제로서의 역할에 제한적이다. 영양함량에 대비해 중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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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워서 운반과 시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적정 사용량 초과 시 P(인

산)의 축적 등 토양염류집적 가능성도 있다.

  무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의 성격 및 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은 어

느 정도 경쟁적인 관계가 있지만 농산물의 생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상호 보완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진다.

  ｢비료관리법｣에 의해 규정된 공정규격을 보면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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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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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이 규정되어 있다.

표 2-2.  유기질비료의 공정규격 요약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 량(%)
그 밖의 규격

어박, 골분, 
잠용유박, 
두박 등

질소, 인산, 칼리, 
유기물 등이 규정됨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 
규정됨

 염분(NaCl), 
수분 등이 
규정됨

자료: 비료공정규격.

  부숙유기질비료 역시 원료에 따라 비종이 분류되어 있다. 가축분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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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과 유해물질 함유량이 공정규격에 정리되어 있다.

표 2-3.  부숙유기질비료의 공정규격 요약

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 량

그 밖의 규격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부엽토 등

 유기물
30이상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과
검출 병원성미생물 규정

유기물  질소의 비, 염분
(NaCl), 수분, 부숙도 등 

규정

자료: 비료공정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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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경제성장
10

2.1. 세계경제성장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있고 국내경제는 농업에 영향

을 미친다. 그런 연계차원에서 세계경제의 활성화는 농업의 활성화 나아가 

농자재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세계경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봉착하면서 성장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이 3.3%를 보이고 있지

만,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유럽의 성장률은 각각 2.6%, 1.5%, 0.9%에 불

과하다.

  미국의 재정상황 악화와 양적완화규모의 축소, 유럽지역 국가들의 재정 

불안정과 고용저위, 일본의 경제침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

며 자연히 선진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정체현상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경제성장이 그나

마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10 이하의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13(Ⅰ)｣을 요약한 것임. 세계

적인 경제상황은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국내농업과 농업자재의 수

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관련된 중요지표를 간단하게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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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세계경제성장률 망

단위: %, 실질 GDP 기준

구 분 2010 2012
2013(추정) 2014( 망)

IMF WB GI 평균 IMF WB GI 평균

세계  5.1 2.6 2.9 2.2 2.5 2.5 3.6 3.0 3.3 3.3 

선진국  3.0 1.4  1.2  1.2  1.2  1.2  2.0  2.0  2.0  2.0  

미국  2.4 2.8  1.6  2.0  1.8  1.8  2.6  2.8  2.5  2.6  

일본  4.5 1.4  2.0  1.4  1.7  1.7  1.2  1.4  1.8  1.5  

유로지역  2.0 -0.6  -0.4  -0.6  -0.4  -0.5  1.0  0.9  0.8  0.9  

개도국  7.4 4.8  4.5  5.1  4.7  4.8  5.1  5.6  5.4  5.4  

아 리카1)  5.3 3.7  5.0  4.9  5.0  5.0  6.0  5.2  5.7  5.6  

아시아2)  9.5 4.6  6.3  6.3  5.0  5.9  6.5  6.8  5.6  6.3  

국 10.4 7.7  7.6  7.7  7.7  7.7  7.3  8.0  8.1  7.8  

동3)  5.0 3.9  2.3  2.5  2.4  2.4  3.6  3.5  3.6  3.6  

남미  6.2 2.7  2.7 3.3 2.7 2.9 3.1 3.9 3.3 3.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업전망2014(Ⅰ)｣. p.5의 표 재인용.

2.2. 국내경제

  국내의 경제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위축이 보인

다. 소득의 증가보다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

다. 소득의 재분배가 왜곡되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경제성장에 역행적

인 다양한 문제의 근본적인 단기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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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국내 주요 경제지표 동향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구 분
2012 2013

연간 상반 하반(추정) 연간(추정)

GDP  2.0  1.9  3.7  2.8

민간소비  1.7  1.6  2.1  1.9

건설투자 -1.9 -8.2  6.7 -1.1

설비투자 -2.2  5.2  8.0  6.7

상품수출  3.8  5.3  4.2  4.7

상품수입  1.5  3.3  3.7  3.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업전망2014(Ⅰ)｣. p.8의 표 재인용.

3. 농가경제

  장기적으로 볼 때 농업총소득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감소의 

추세를 역전시킬만한 호재가 조만간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의 수

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렵다. 

  호당농가 소득과 농업소득 역시 전반적인 하향세이다. 2008년도 호당 농

업소득은 800만 원 이하이다.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간 차이를 보면, 산업 간 소득 불균형

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근로자 소득에 비교한 농가소득

은 2008년 65.2%, 2011년 59.1%, 2012년 57.6%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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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농업총소득과 농가소득 추이(실질)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업전망2013(Ⅰ)｣. p.21의 그림 재인용.

4. 경지이용과 친환경농업 규모변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산물비료의 사용량은 기본적으로 경지면적, 

이용면적과 비례한다. 땅에 뿌리기 때문이다. 이용면적이 늘어나면 잠재적

인 부산물비료의 수요량은 증가할 것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부

족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용면적과 무관하게 증가할 수도 있다. 예컨대 

친환경농업이 확산될 경우 부산물비료의 수요량은 경지 이용면적과 무관

하게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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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경지 이용면 의 변화

단위: 천 ㏊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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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만 ㏊수준으로 줄었다. 18만 ㏊(9.3%)가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논의 감소 추세가 밭보다 강하다. 논은 145만 ㏊

에서 100만 ㏊수준으로 최근에는 100만 ㏊이하로 감소하였다. 밭은 10년 

전보다는 줄었으나 최근 비슷한 75만 ㏊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단순히 경지 이용면적의 감소 차원에서 보면 부산물비료의 수요 증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초창기 대부분의 부산물비료가 상대적으로 고

소득인 밭작물에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 현재 수도작에 사용하는 부산물비

료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산물비료 수요에 부정적이

라 판단하기는 이르다.

  한편 부산물비료는 친환경농업과 밀접하다. 친환경농업이 증가하면 할

수록 자연스럽게 소비량은 증가한다. 부산물비료는 무기질비료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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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친환경농산물 재배면 의 변화

단위: 천 ㏊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추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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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저농약 면적의 감소 때문이다. 이 부분의 삭제를 추진하면서 나오는 현

상이다. 그러므로 유기와 무농약 면적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

닌가 여겨진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변화를 보면 부산물비료의 수요가 

과거와 같이 빠르게 증가하리라고 보기가 어렵다. 장기적으로 친환경농업

이 위축되면 당연히 부산물비료의 소비도 감소할 것이다.

5. 유기성 자원처리

  유기성 폐자원 가운데 부산물비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강한 것은 가축분

뇨와 음식물쓰레기이다. 이들은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자원으로의 적절한 재활용을 추구해야 한다.

  이들의 발생증대는 퇴비화의 수요와 압력의 증가로 작용할 것이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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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가장 적절한 처리방법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분야11에 연관된 

이들은 부산물비료산업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표 2-6.  가축분뇨 발생량  자원화 황

단위: 천 톤

연도 발생량

자원화물량 정화방류
해양
배출

기타
소계 퇴비 액비

개별
처리

공공
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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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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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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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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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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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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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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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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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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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2012. ｢유기질비료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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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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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나머지 21% 정도는 비자원화되고 있다. 그런데 자원화가 되고 있다

는 4,100만 톤의 경우 실질적인 처리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혹

을 가지고 있다. 퇴비의 경우 이를 사용해서 판매하는 축분퇴비량과 비교

할 때 이러한 4,100만 톤이라는 수치의 자원화처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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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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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11 이들 유기성 폐자원은 자체적인 처리와 함께, 축산농가, 도시민 생활, 수질과 

토양환경, 농촌의 생활환경 등 다방면에 연관되고 관련된 법률도 매우 많아서 

발생과 관리, 최종 처분에 관한 정부의 관련 부처 획정도 어려움. 많은 부서가 

연관된 자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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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음식물쓰 기 발생량

단위: 톤

일일 발생량 연간 발생량

자료: 환경부. 2013. 환경백서.

구분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사료 퇴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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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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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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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 처리(2009)

 단위: 톤/일, 톤/년 

자료: 환경부. 2013. 환경백서.

  2009년을 기준한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총발생의 95% 정도가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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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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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만 톤 가운데 퇴비로 활용되는 양이 243만 톤인데, 당해연도 퇴비 판매

량은 가축분 퇴비를 포함해 총 277.8만 톤에 불과하다. 상당부분의 부적절

한 처리가 되지 않았나하는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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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10.2)> 
 ▪음식물쓰 기 재활용시설에 한 표본조사 결과 음식물쓰 기 처리량  
13.1%는 사료･퇴비 등 제품으로 생산하지 않고 쇄･탈수 등 간처리만 한 
채 반출

 ▪생산된 제품도 품질이 나빠 농가 등에서 정상 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32.3%
가 퇴비 제조업체에 원료로 공 되거나 매립･소각 등 폐기되고 있음

<언론보도>
 ▪ 꼬박꼬박 분리수거 했더니...음식쓰 기 5%만 재활용(문화일보, ’11.12.14), 

음식물쓰 기 자원재생률 20%도 못미쳐(한겨 , ’11.1.25), 5천억원 쓰고도 
무 책... 리부실에 비난 고조(SBS, ’10.10.10), 음식물쓰 기 무단투기 처
리업체 표 등 구속(한국일보, ’10.12.15)

◆ 음식물 처리업체의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감안
할 경우 재활용 제품의 품질  유통상 문제로 무단으로 매립 는 소각되
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환경부, ｢2010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 황｣)

자료: 국무총리실. 2012. 6. 8.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태분석･평가(요약)｣.    

<음식물 사료･퇴비화 문제> 
 ▪ 음식물쓰 기 內 이물질 과다로 품질 리 어려움
   - 닭 , 복숭아 씨, 생선 , 계란 껍데기 등
 ▪ 재활용 처리업체 선정 시 재활용  품질 리의 문성 미흡
   - 업체와 품질평가 련 련 법 정비 미흡, 가격 심의 입찰방법
 ▪ 재활용 제품 품질 리 유인책  리감독 미흡
   - 탁처리에만 심, 이후 사후 리 미약, 사후 검은 형식
 ▪ 음식물쓰 기 재활용퇴비 유통과정에서 가축분퇴비에 상  차별
   - 퇴비원료 사용에 소극 , 부정  인식
 ▪ 련 부처의 력체계 구축 미흡
   -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
   - 환경부는 단순 처리에만 심,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처리에 심

자료: 국무총리실.  2012. 6. 8.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태분석･평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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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 이들 대부분이 

퇴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퇴비화가 주된 방법이라면 

부산물비료업체의 중요성은 그만큼 배가될 것이다.

6. 관련 정책과 내용

6.1.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지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4년 현재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12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기질비료사업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

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환

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에 있

다(농림부 2014). 

  구체적인 지표로 보면,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을 무농약

기준 12%로 확대하고 여기에 관련된 지표로 1999∼2002년 화학비료 사용

량 367kg/ha를 2014년에는 220kg/ha까지 40%를 줄인다는 목표이다. 이에 

상응하는 부산물비료와 토양개량제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화학비료 사용량의 감소와 과거 지원을 철회함과 동시에 부산물비료에 

대한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부산물비료 구입에 대한 보조를 시행해 

오고 있다. 1998년 이래 지원해 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2-8>이다. 그

동안 정액제와 정률제 등의 변화를 거쳐 지금은 등급별 정액지원제도를 채

택하고 있다.

12 법적으로는 부산물비료라는 용어가 맞지만 정책사업명은 유기질비료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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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부산물비료 가격보조지원 방법

단위: 20kg/포

연 도 지원 단가 

1998 ○ 정액제: 1,000원 

1999 ○ 정액제: 700원 

2000∼2003 ○ 정액･정률제 혼용: 3,000원 이하 25%, 3,000원 이상 750원

2004∼2005
○ 일반퇴비: 최고 650원
○ 그린퇴비: 최고 750원

2006∼2009
○ 일반퇴비: 최고 700원
○ 그린퇴비: 최고 800원

2010
○ 상반기: 정액제 1,160원
○ 하반기: 등 별 차등 지원(700∼1,200원)

2011
○ 등 별 정액제(700∼1,200원)
  - 지방비 의무화(600원/20kg 이상)

2012
○ 등 별 정액제 
  - 유기질비료 1,400원
  - 퇴비(500∼1,000원), 가축분퇴비(700∼1,200원)

2014
○ 등 별 정액제 
  - 유기질비료 1,400원
  - 부산물비료: 등 별 700∼1,200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활용 연도별 정리.

표 2-9.  부산물비료 지원 단가(2014)

단위: 원/20kg(포)

구분 1등 2등 3등

유기질비료 1,400

부산물비료 1,200 1,000 7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2014년도 부산물비료의 지원 단가를 보면, 유기질비료의 경우 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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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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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원/20kg이다. 다만 이전까지 있었던 가축분퇴비와 퇴비 간의 구분은 철

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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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물비료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국고와 지방비 등이 이용된다. 부산물

비료로 통합하여 등급별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구입가격의 80%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자부담은 20% 이상으로 하고 있다. 지방비의 보조지

원 기본은 600원/20kg(1포)이며 정액보조이다. 이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경우

는 추가지원액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품질등급제 운영취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부산물비료에 대한 가격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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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해가 갈수록 친환경농업 확산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0.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재정 투입

단위: 천 톤, 백만 원

구분 1999∼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량 14,950 2,858 3,081 3,200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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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부산물비료 구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품질과 유통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법 적용이 강하다. 현재 정부지원 

부산물 비료에 대한 검사와 평가업무는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관리규정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은 연 2

회(1･3분기) 이상 하도록 되어있다.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에는 수시검사

가 가능하다. 여기에 시･도 주관 지자체의 자체 유통점검을 연 2회(2･4분

기) 이상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속기관의 품질점검 결과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정부 지원사업의 

공급업체로서의 참여제한이 적용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 등 조

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직접적으로 정부사업

에 대해 참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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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유기질비료 단속 반 시 사업참여제한 기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를 거부 는 방해한 때
1회: 1년,
2회: 2년

2. 유해성분량 기 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는 보증성분량(용( )량 포함) 기 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수분, 염분, 유기물  질소의비, 염산불용해물 등) 
기 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4. 부숙도 측정결과 “비료 공정규격 설정  지정”에서 정한 기
에 미달한 경우

- 1회 : 1년
- 2회 : 2년

5. 비료공정규격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
을 보 하거나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보 ･양도･진열･ 매･
유통 는 공 한 때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 1등  톱밥이 아닌 
MDF톱밥 등, 음식물류폐기물(퇴비에는 사용 가능)

- 2년

6.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
열･ 매･유통 는 공 한 경우

 - 음식물폐기물, 폐수처리오니 등을 사용한 경우
 - 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사용한 경우

- 2년
- 1년

7. 비료생산업 등록기  미달 - 1년

8. 유해성분･주성분  그 밖의 규격 외의 사항 반 - 1년

9. 사업참여 신청 시 허 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10. 부산물비료 생산업체가 직  생산하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보  
는 공 한 경우(부산물비료를 공 한 업체도 동일하게 용)

- 1년

11. 공 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
한 경우

- 2년

12. 가축분퇴비와 퇴비를 동일장소(발효  부숙)에서 생산한 경우
  -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장소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2년
- 6개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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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산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안전하

고 환경적인 처리일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가축분뇨는 하나의 자원

으로서 퇴비와 액비, 에너지원(메탄가스)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순환농업을 구현하려는 것이 정부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수치화된 정부의 사업목표는 2017년까지 가축분뇨의 

자원화율을 현재의 89% 수준에서 91%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내에는 다양한 세부사업이 있다. 시설과 자원화 

사업들이 축종별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표 2-12>와 같다. 이 가운

데 부산물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은 공동자원화 시설사업과 

액비에 관련된 사업(저장조, 유통센터, 살포비 등)이 있다. 

표 2-12.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 )

단위: 백만 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이지

･개별시설
개별농가 500 2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시설  3,000(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 이상 처리)

   - 에 지화시설  7,000(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 이상 처리)

･정착 구조개선  개별시설에 함

･액비 장조  17(200톤 규모기 , 폭기･교반 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24

･액비부숙도 정기 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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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액비사업에 정책의 중심이 놓여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퇴･액비화 시설의 경우 액비화 50% 이상을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액비에 관련된 5개 사업이 있을 뿐 퇴비처리 단독지원 사

업은 없다. 액비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우리의 경우 적합하지 않

다는 의견이 많지만 축산분뇨의 처리라는 관점에서의 사업이다보니 보다 

처리가 쉬운 액비사업에 중심이 놓여 있다는 판단이다. 액비유통센터의 경

우 액비살포 실적 등을 평가하여 2억 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이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표 2-13.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지원비율

단위: %

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20 20 60 - 10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 지화

40
30

30
30

30
20

-
20

･정착 구조개선 50 30 20 -

･액비 장조 20 50 -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 정기 50 50 - -

･자원화조직 리평가 100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지원의 내용을 보면 더욱 확실하다. 즉 총사업비의 자부담률(융자 제외)이 

매우 낮다. 표 2-13에 의하면 축산발전기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이 사업

의 지원비율은 개별시설의 경우 외에 모든 사업에서 정부(중앙+지방)의 보

조율이 60%를 넘고 있다. 액비살포비, 액비성분분석기, 액비부숙도판정기

는 정부에서 100% 보조해 주고 있다. 액비저장조와 액비유통센터는 각각 

70%, 80%에 이른다. 퇴･액비화도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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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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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에는 1,01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총사업비 역시 같은 기간 1,300억 원

에서 1,5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14.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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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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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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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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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 8,505 8,120 6,500 10,770 10,7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은 액비에 사업의 비중이 큰데, 부산물비료와 대

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강화와 확장은 기존 부산물비료산업에 부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액비의 유효성을 떠나 이 부분에 대한 보조가 강

화되면 기존의 부산물비료시장을 잠식함과 동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시장

이 액비에 의해 점유될 수 있다.

6.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의 상대적으로 관행농법에 비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친

환경농업 직접지불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물론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

대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경우 그동안 사용해오던 화학비료를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관계의 퇴비와 액비의 사용이 증가할 수 있다.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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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재배면적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간접적으로 부산물비료의 수

요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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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재정투입의 규모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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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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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는 점은 부산물비료의 수요 확대와는 반대의 경향으로 부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표 2-15.  친환경농업직불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  고 221,033 43,595 37,574 26,909 계속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6.4.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현대화자금

  정부에서는 노후화된 퇴비의 생산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우량비료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퇴비 품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은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등급의 생산업체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생산지원 수단으로서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개소당 최대 지원액은 6억 원인데 전체 소요자금의 40%를 정부에서 부

담하고 있다. 자부담은 융자포함해서 60%이다. 이렇게 지원된 자금은 생

산시설13과 제품생산과 관리장비14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13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후숙창고(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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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 화자  개소당 지원한도

단위 :백만원/개소

구분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600 120 120 180 180

(100%) (20) (20) (30) (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표 2-17.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 화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이후

합  계 9,000 9,000 9,000

국  고 1,800 1,800 1,800

융  자 2,700 2,700 2,700

지방비 1,800 1,800 1,800

자부담 2,700 2,700 2,7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한편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현대화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

에 향후 사업의 방향과 지원정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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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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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상환의 조건은 호혜적인 것이다.

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14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스키로다, 굴삭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 장비로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 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지원 

제외: 압롤카, 압롤박스, 차량, 크레인 등 운반장비 및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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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정부의 보조사업은 아니지만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환경산업에 대한 장

기저리 융자 지원15이 있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인데 환경산업의 성장

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 환경보전과 국민환

경보건에 기여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

표 2-18.  환경정책자  지원분야와 조건

구분
단
사업

지원분야 지원한도액 출기간 출 리 상환방법

이차
보
융자

환경
산업 
육성
자

시설
자  
분야

시설자 30억 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이내)

인출
시 별 
고정 리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균등분할
상환

개발기술사업화자 10억 원

운
자  
분야

성장기반자
5억 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해외진출자

유통 매자 2억 원

환경
개선
자

시설
자  
분야

오염방지시설자 30억 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이내)

유해화학물질취 시
설개선

10억 원

재정
융자

재활용 
산업
육성
자

시설
자  
분야

시설자 25억 원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분기별 

변동 리

개발기술사업화자 10억 원

기술개발자 4억 원

운
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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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02-380-0259~2), 자세한 사항은 융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 참조.

15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02-380-0259~2), 자세한 사항은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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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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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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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자금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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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물비료, 특히 축산분뇨를 사용한 퇴비생산의 경우 이차보전융자—환

경개선자금—시설자금분야—오염방지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축산

분뇨를 이용한 비료사업의 경우 이차보전 민간융자가 가능한데 두 가지 사

융자 대상이 된다. 수질과 악취관련 부분인데 3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표 2-19.  환경개선자 (이차보  민간융자)—오염방지 시설자

지원
분야

융자지원 상 상시설

수질
가축분뇨의 리  이용에 한
법률 제12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 등의 분뇨(오수)처리시설

악취
악취방지법

제8조의 악취방지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2]의
배출시설에 한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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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loan.keiti.re.kr) 참조, 축분비료화 관련 부분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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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물비료산업의 일반현황

1.1. 생산업체 수

  2000년대 이후에도 국내 비료생산업체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990년대와 같은 급증현상은 없지만, 2012~2013년의 감소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의 감소내지는 정체현상이 일정한 추세로 이

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3,560여 개의 비료회사가 있는데 이 가운

데 보통 비료회사가 67%를 차지한다. 나머지 33%, 1,530여 개는 부산물비

료회사이다. 부산물비료회사 중 유기질비료 회사는 370여 개이며 부숙유기

질비료회사는 1,160여 개(전체의 3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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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비료생산업체수 추이
단위: 개사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비료업체당 품목 등록의 수는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약간 줄

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비료 업체당 약 2개에서 

2012년 2.5개까지 증가했지만 2013년에는 1.9개로 줄었다. 비료업체의 수

가 감소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보통비료의 품목등록의 수가 부산물비료보다 많다. 보통비료가 상대적

으로 많은 것은 그만큼 보유시설을 활용하여 유사품목을 생산하기 때문이

다. 부산물비료의 경우는 설비의 범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의 

비료를 생산하기 어렵다. 설비의 탄력적 운용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림 3-2. 비료업체당 품목등록 수

단위: 개

0.0

1.0

2.0

3.0

4.0

5.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통비료 부산물비료 계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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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비종별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비 (2013)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비종별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체 비중을 보면, 퇴비가 33%이며 다음으로 

가축산분뇨 퇴비가 30%로 엇비슷한 비중이다. 미생물제제도 29%에 이르

고 있어서 원료물질이 골고루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부산물비료 업체수의 변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업체의 수는 증

가했지만 최근 증가세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다는 것과 함께 부산물비료의 

원료가 다양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추세치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1.2. 판매량

  부산물비료의 판매량은 정부의 꾸준한 친환경 정책의 전개와 화학비료

와 작물보호제(농약)의 감축정책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부산물

비료구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지불과 관련된 정책의 확산적 전개라는 정

책적인 기조가 유지된다면 부산물비료의 판매량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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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부산물비료의 매량 규모
단위: 천 톤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전체 부산물비료의 판매량은 2001~2013년 133만 톤에서 380만 톤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추세적으로 봐도 이러한 경향은 별다른 

관련변수의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물비료에서 물량기

준 유기질비료의 비중은 약 15%이며 나머지 85%는 부숙유기질비료이다. 

  유기질비료의 경우,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2001~2013년 10만 톤에서 

59만 톤으로 약 6배 가까운 가파른 판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부숙유기

질비료도 같은 기간 122만톤에서 320만톤으로 2.6배 성장하였다. 상대적으

로는 부숙유기질비료의 판매 성장세가 느리다고 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농업용자재의 판매가 답보상태임을 볼 때 유기질비료든 부숙유기질비료든 

이례적일 정도로 빠른 판매의 성장추이이다.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1개 업체당 판매량을 보면, 최근 그 규모가 커지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생산과 판매규모를 해당업체들이 확대해 오고 있다

는 이야기이다. 2000년대 초반을 보면 1개업체당 판매량은 1,700톤 정도였

는데 지금에 와서는 2,300여톤으로 35%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규모 확

대는 부산물비료산업을 구성하는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 모

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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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당 매규모

단위 : 천 톤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부산물비료 판매량의 변화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매우 빠

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개 업체당 판매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부산물비료 

전체의 판매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업체수의 증가가 비례적이지 

못한 것은 다양한 진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기술적인 면

과 생산과 판매, 자본규모 등의 여러 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2. 시장 규모

  주지하다시피 부산물비료에 관한 공식적이고 주기적인 통계조사는 없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의 지원이 부산물비료의 판매에 동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가 미흡한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국내 부산물비료시장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부산물비료의 평균적인 가격과 판매량을 이용한 추정

결과가 <그림 3-7>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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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부산물비료시장 규모 추정

 단위: 백만 원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먼저 부산물비료의 국내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증가의 속도도 

빠르다. 2004년 5,000억 원대에서 9년이 지난 지금 8,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

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무려 60%, 3,000억 원이 늘어났다. 

  부산물비료시장의 30%는 유기질비료가 나머지 70%는 부숙유기질비료

가 형성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유기질비료의 시장 점유율이 20%인 점

을 고려하면 부산물비료시장에서 유기질비료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커

진 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3-1. 부숙유기질비료시장 규모 추정

 단위: 백만 원

구 분 가축산분뇨퇴비 퇴비 기타 합계

2004 7,296 374,546 27,854 409,697 

2006 24,517 405,960 47,115 477,592 

2008 29,358 386,607 35,289 451,254 

2009 45,334 441,125 55,553 542,012 

2010 156,941 307,406 23,030 487,378 

2011 303,480 145,072 13,930 462,482 

2012 397,260 131,264 18,445 546,969 

2013 362,160 160,208 35,910 558,278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자료를 이용 추정함.

  부숙유기질비료시장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퇴비의 비중이 높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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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가축분뇨 퇴비의 시장규모가 더 커졌다. 2013년 각각의 시장 점

유율은 가축분뇨퇴비 65%, 퇴비 29%, 기타 6%이다.

  부산물비료 1개 생산업체당 연간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다. 시장의 빠른 

성장과는 달리 참여업체의 수는 최근 시장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늘

다보니 1개 생산업체당 매출규모는 커져서 과거 3.5억 원 수준에서 5.2억 

원 수준으로 커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치 면에서 부산물비료 

1개 생산업체당 당 판매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를 비교해 보면 유기질비료 1개 생산업체당 판매금액의 크

기가 부숙유기질비료보다 크다. 

그림 3-7.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당 매액

단위: 백만 원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한편 현재 정부에서는 부산물비료에 대해 일정한 구입보조를 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에 의해 공급되는 물량은 매년 지원금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다. 유기질비료의 경우 모든 제품에 동일한 보조가 있는 반면 부숙유기

질비료의 경우 1~3등급별 차등 지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

로 정부지원 공급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에서의 비중도 높아지

고 있다. 2013년에는 전체의 76%가 정부 보조에 의존한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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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정부의 부산물비료 가격보조지원 물량과 액

년도 총 매(천톤) 보조 매(천톤) 보조비 (%) 지원액(억원)

2004 2,576  650 25.2  210

2005 2,641  700 26.5  245

2006 3,094  1,200 38.8  420

2007 3,068  1,350 44.0  473

2008 3,042  2,000 65.7  1,160

2009 3,538  2,100 59.4  1,218

2010 3,182  2,500 78.6  1,450

2011 3,154 2,500 79.3  1,250

2012 3,718 2,700 72.6  1,350

2013 3,809 2,900 76.1  1,660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3.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의 경영행태

3.1. 조사개요

  현재까지 부산물비료회사에 대한 경영적, 기술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업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영행태가 어떠한지, 그

들이 안고 있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미래에 대한 그들의 생각

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와 결과 정리가 없다. 하지만 부산물

비료산업이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는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

  부산물비료회사의 경영기초 자료, 고정자산과 생산, 판매, 연구개발과 유

통, 주요 경영지표 등 다양한 기업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산업의 발전전략

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수집에 본 연구진은 한계가 있

다. 실제 해당 기업들이 이러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기업 비밀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조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조사(조사표는 연구진이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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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를 해당 기업들의 연합체인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 의뢰

하였다. 이 조사는 2104년 4~ 7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우편과 현장 방문조

사가 병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기업의 경영행태를 분석하였다.

표 3-3.  조사 상 비료회사의 수

구 분 유기질 부숙유기질 혼합 계

회사수(개) 6 88 12 106

3.2. 회사의 일반 현황

3.2.1. 인력

  1개 부산물비료회사에는 약 15명의 종업원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정규직은 회사당 약 7~8명 수준이며 비정규직은 이보다 많은 8~9명 

정도이다. 물론 비정규직은 연간 근무한다는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성

수기에는 더 많은 비정규직 인력이 투입된다. 정규직 가운데 대부분은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며 관리직은 상대적으로 적은 3명 정도이다.

표 3-4.  조사 상 기업의 종업원 수

단위: 명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생산직 리직 계

인원 5.0 2.7 7.7 8.5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종업원들의 인건비는 월평균 230만~270만원 수준이었다. 사업장의 작업

여건에 비해, 그리고 일반산업에 비해 결코 높은 급여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근로조건도 그리 양호한 편이 아니다. 원료의 혼합과 발효 등의 과

정이 일상이다 보니 분진과 악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내 유능한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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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수혈받기가 매우 어렵다. 상대적으로 열위인 근로조건과 임금으로 

인해 직원들의 이직률도 높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

은데 언어의 소통과 관리가 매우 어렵다는 호소가 많다.

3.2.2. 매출규모

  부산물비료회사는 비종별로 많아야 3~4개 제품을 생산한다. 1~2개를 생

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를 같이 생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일부에서는 미생물비료와 기타의 제품도 생산한다. 

  조사된 부산물비료회사의 비종별 연평균 매출액은,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를 동시에 생산,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 약 58억 원으로 가장 많

다. 다음으로 유기질비료 생산회사 22억원, 부숙유기질비료 생산회사 17억

원이다. 

표 3-5.  조사 상기업의 부산물비료 매출액

단위: 억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부숙유기질 12.3 12.8 14.8 16.6 

유기질 21.5 18.2 21.4 22.0 

혼합 48.6 54.2 47.7 58.2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기업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

지만 유기질비료의 경우 그다지 빠른 성장은 아니다. 부숙유기질비료나 두

가지 비료를 모두 생산하는 회사의 매출액 증가세보다는 낮다.

3.2.3. 생산설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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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물비료의 경우 유기질비료는 발효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포장시설이 

중심이 된다. 반대로 부숙유기질비료는 반드시 발효과정이 필요하기에 이

에 관련된 시설(혼합과 발효, 후숙)이 중요하다.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회사의 주된 발효방법은 교반식과 통풍식인

데 각각 기업당 평균 약 1,000㎡, 620㎡ 이다. 기타의 경우 1,000㎡를 넘고 

있다. 발효방식을 2개 보유하는 회사들도 적지 않은(53%)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한 경우 부산물비료회사의 발효시설은 최소 1,200㎡ 이상이다.

표 3-6.  부숙유기질비료 생산 련 발효시설

 발효방법 응답수(명) 평균면 (㎡)

교반식 81 986.4

통풍식 56 623.2

기타 발효형식 7 1,052.7

주: 빈도 수가 조사회사 수보다 많은 것은 2개 시설을 모두 보유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임.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장기간의 생산기간이 요구된다. 원료의 구입도 

장기에 걸쳐 이뤄진다. 연중 원료를 구입해서 교반한 다음 혼합한 1차 제

품을 장기간에 걸쳐 후숙을 해야 현행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비료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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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물비료의 경우와는 약간 다르지만 유기질비료 역시 원료의 구입과 

생산이 연중 이뤄진다. 생산의 연중성에는 부산물비료의 수요가 연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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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설비의 가동기간이 짧다. 원료구입과 차기 생산을 위한 정비가 대부분 

이 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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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설비의 가동일 수

단위: 일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에서 발효기간과 후숙기간별 빈도 수를 보면 먼저 

발효기간은 대부분 30일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일 이상의 비중이 

75%이다. 물론 20일 이내에서 발효한 다음 후숙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의 비중은 약 25%이다.

  후숙은 부숙유기질비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단계이다. 후숙기간별 회

사의 수, 비율을 보면 90일 이상이 가장 많은 49%, 절반 정도이다. 30~90

일 후숙은 24%로 30일 이하 후숙 27%보다 적다. 후숙기간은 회사의 상황

과 원료의 종류와 발효상태, 후숙시설과 후숙방법 등에 따라 다르다. 하지

만 일반적인 경우 후숙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대적으로 양질의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럴 경우 비료회사는 그만큼 비용부담을 많이 해야 하는 

경영적인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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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부숙유기질비료의 발효기간과 후숙기간

발효기간 후숙기간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3.2.4. 원료구입

  부산물비료의 주원료는 가축분뇨와 각종 박류이다. 유기질비료의 경우 

각종 유기성부산물인데 수입 박류가 대부분이다. 부숙유기질비료는 가축분

뇨나 음식물쓰레기에 보조 원료로 톱밥이 대량 사용된다.

  부산물비료의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나 농가와의 계약유무를 보면 대체

로 서면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구두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정적 원료확보와 공급자 입장에서 판매처의 안정

화 요구에 힙입어 서면계약이 일반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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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부산물비료의 원료업체와의 계약 형태  결제 방법

단위: %

원료구입처 계약 대금결제방법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원료대금은 대부분 현금 결제를 하고 있다. 어음이나 외상거래도 있지만 

그 기간이 완제품 회수기간과 같이 장기가 아니다. 원료대금 지급과 완제

품 대금 회수간의 장기적인 시차로 인해 해당 부산물비료회사에서는 자연

히 운영자금의 부족이라는 경영상 문제를 안게 된다. 자금회전기간의 불일

치와 부조화로 인한 금융비용을 부산물비료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다.

  원료제공자와 서면계약이 있고 대부분 현금결제가 이뤄지다보니 원료업

자와 부산물 생산업자와의 법적인 갈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2건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빈도 수나 정도에서 큰 문제가 되

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료부분에서 가축분뇨는 연중 골고루 발생하지만 그것을 사용한 부숙

유기질비료의 생산은 계절성이 있다. 축산농가의 경우 연중 발생하는 축산

분뇨의 안정화된 처리처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하

는 회사의 경우에는 안정적 공급처확보를 위해 비수기에도 원료를 저장하

고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원료의 발생과 사용 간 상호 불일치로 인한 문

제가 있다. 축산농가와 가축분뇨를 가져가는 부숙유기질비료 회사 간 설정



부산물비료산업과 기업 운영실태  49

된 관계에 따라 유연하게 혹은 어렵게 이 부분이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축분뇨의 보관에서 누군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2.5. 회사경영과 민원

  부산물비료를 생산, 판매하는 경영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운영자금

의 부족이다. 부산물비료의 생산과 판매의 특성상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판매기간 동안의 운영자금이 장기간 거액이 필요한데 판매자금의 회수는 

늦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통상 전년도 7~8월부터 시작되는 원료의 구입과 발효, 후숙기간 동안 경

영자금이 투입되지만 비료 판매 후 자금은 다음해 빠르면 6월, 그리고 9월

에야 회수된다. 거의 10여 개월의 자금회임기간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운

영자금 확보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3-11.  부산물비료회사 경 의 애로요인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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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경영적 애로는 민원문제이다. 이 민원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는 역시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다. 법적인 요건을 충족한 시설과 

제조공정이지만 일단 주민들에 의해 민원이 발생하면 부산물비료회사들은 

가해자처럼 취급된다. 일본의 경우 일단 법적 요건에 의한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면 준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거의 없다.

  세 번째 경영적 애로는 판매와 유통에서 중간 딜러와의 갈등이 음성적으

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경쟁과 부산물비료 생산 회사의 영세

에 따른 대리점 확보 애로, 농촌 지도자들의 역할 증대, 마을과 지역단위 

협의 구입 등 다양한 이유로 부산물비료 구입 시 딜러라는 독특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 의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 여론 형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적법한 관리의 어려움이다. 부산물비료는 생물이다. 

비록 생산과 출하 시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유통에서의 부적절한 

어느 한 조건이 발생하면 불법제품, 혹은 불량제품으로 변질될 수 있다. 부

산물비료 생산회사로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 부산물비료의 사용까지의 적

절한 관리가 매우 어렵다.

3.3. 생산과 판매

3.3.1. 생산제품과 개발

(생산제품, 개발이유)

  부산물비료회사의 경우 1~2개의 제품을 유기질비료회사의 경우 3~4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다른 농업용 자재에 비해 품목의 수가 많지 

않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부산물비료만을 생산하는 전문화의 특징을 보이

고 있다. 달리 말하면 생산하는 부산물비료에만 경영 의존적인 모습이 역

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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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부산물비료의 제품수명과 개발비용 정도

구분 부숙유기질 유기질

제품수명(년) 2.94 3.47

개발기간(년) 1.6 1.5

개발비용(만 원, 추정) 6,340 3,6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부산물비료의 제품 수명은 3년 내외인데 유기질비료가 3.5년으로 상대

적으로 길다. 일반 화학비료나 농약에 비해 짧은 것으로 보인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2년 이내이다. 기술적으로 고도

의 연구와 개발 등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쉽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다. 

  당연히 제품개발에 따른 비용도 많지 않다.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6,300만 원대이다. 유기질비료는 3,600만 원대로 부숙유기질비료보다 적

다. 전자의 경우 다양한 현장의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는 발효와 후숙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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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신제품개발의 주된 이유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신제품을 개발하는 주된 이유는 소비자 욕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다. 둘째는 정책과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그동안 그만큼 

관련된 정책과 제도가 자주 바뀌었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 부산물비

료 생산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제도적 조건이다. 정책의 안정성

과 장기 지속성은 늘 기업들에 필요한 조건이다.

  시장 여건과 정책에 대한 위와 같은 순응적 이유(45%)가 차별화(20%)나 

시장지배(17%) 강화와 같은 적극적 요인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이것은 부

산물비료시장이 아직은 성장하는 과정이고 변화가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

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구투자, 애로)

  조사에 응답한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85%이상은 자체연구소가 없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데 고도

의 기술개발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부산물비료 생산기업들의 규모

도 영세하다. 영세한 규모의 매출상황에서 자체전문연구소를 가진다는 것

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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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를 동시에 생산하거나 혹은 유기질비료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회사 정도에서 자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보

니 연구인력 역시 2~5명 정도이다. 연구소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

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실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

업의 진입 면에서 보면 비교적 용이한 기술적인 특징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산물비료회사에서 투입하는 연구개발 자금의 규모는 크지 않다. 신제

품 출시가 많지 않고 고급기술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

인다. 응답자를 기준할 경우 부산물비료는 약 5,000만 원, 유기질비료는 약 

6,000만 원이다. 이를 전체 조사대상 기업으로 확장할 경우 1개 회사당 연

간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50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

표 3-8.  부산물비료회사의 연구개발투자 액

단위: 만 원

구 분
응답기 체기

부숙유기질 유기질 부숙유기질 유기질

2010 3,856.8 1,111.2 36.0 10.4 

2011 3,392.2 1,766.7 31.7 16.5 

2012 3,891.9 1,808.3 36.4 16.9 

2013 4,897.8 6,041.7 45.8 56.5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연구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난이라고 한다. 전체적인 경영

의 애로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력난과 장비, 설비 부족 등이 연

구개발 시 애로사항으로 제시되어 비기술적인 면이 더 문제인 것으로 보인

다. 정보와 지식, 고급 기술인력이 문제라는 비중이 1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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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부산물비료 연구개발 시 애로요인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제품의 특성상 품질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통공급의 경우 차라리 

계약가격 설정에 더 노력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상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

었다. 여기에 미래시장에 대한 확고한 긍정적 전망을 하기 어려운 점 역시 

개발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한다.

3.3.2. 생산의 계절성과 공급조직

(계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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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부산물비료의 공급 계약은 판매 전년 10월부터 12월, 늦으면 1월까지 

대부분 이뤄진다. 생산은 연중 골고루 분포되지만 아무래도 성수기 이전인 

1~4월에 가장 많이 집중된다. 생산과 유사한 패턴으로 판매가 이뤄지는데 

5~7월은 판매의 비수기가 뚜렷하다. 대금의 결제는 분기별로 이뤄지기 때

문에 연간 4번의 피크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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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부산물비료 생산~ 결제의 계 성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생산의 계절성은, 첫째, 일시적인 수요와 공급을 위해 제품 적치장과 후

숙장 등을 보다 넓게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준다. 연간 상시적인 경우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다. 위 그림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뚜렷이 볼 수 있다.

  둘째, 동절기에 발효와 후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겨울온도

가 이러한 작업을 하는 데 부적절하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추가

적인 비용이 소요될 소지가 많다.

  셋째, 부산물비료 수요 피크기를 기준으로 장비와 인력 등을 확보, 운용

하다보니 비수기 때의 가동이 미미하다. 특별한 생산활동이 없어도 관련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유지비를 지출해야 한다. 경영의 안정성에 불리한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수요 집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많은 민원이 발생하

게 된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농업자재의 판매가 집중되어 수송에도 매

우 어려움이 크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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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조직)

  부산물비료는 대리점과 농협, 그리고 상인을 통해 판매되거나 농민에게 

직접 판매된다. 농민의 경우 지역 인근에서 대규모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다. 비료판매 유통채널이 복잡하지는 않다.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 1개사당 거래 업소(인)는 22개소 

정도이다. 이 가운데 농협의 비중이 60% 정도로 가장 크다. 다음으로 회사

의 대리점(37%)이다. 

  유기질비료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기업 1개사당 거래 업소(인)가 34개

소 정도이다. 부숙유기질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유기질비료

의 경우 생산과 판매의 권역이 부산물비료보다 넓고, 기업당 매출액 역시 

부산물비료보다 많기 때문이다. 중간거래 업체들의 비중에서도 차이가 있

다. 대리점의 비중이 농협의 비중을 능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상인과의 거

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3-9.  부산물비료 간 거래업체 수

단위: 개소, 인

구 분　
부숙유기질 유기질

리 농 상인 딜러 계 리 농 딜러 계

2010 6.7 16.7 0.3 0.4 24.1 20.1 21.2 0.1 41.4

2011 8.1 15.8 0.3 0.4 24.6 23.5 23.7 0.1 47.3

2012 8.4 16.3 0.3 0.3 25.3 21.5 24.5 0.2 46.2

2013 8.3 13.3 0.3 0.4 22.3 19.6 14.5 0.2 34.3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최근 4년 동안의 중간거래업체 수의 변화를 보면 부숙유기질비료든 유

기질비료든 거래업체 수가 조금 줄었다. 전자는 2개소 후자는 7개소 정도 

줄었다. 

  부숙유기질비료회사의 경우 아직은 농협의 비중이 크지만 점점 줄어들

고 있다. 농협 이외의 비중이 늘고 있다.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

상이 엿보인다. 과거에 비해 2012~2013년 7개소가 감소하였는데, 이 전체

적인 감소가 농협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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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판매, 유통

3.4.1. 유통주체별 비중과 마진

(판매비중)

  중간 거래업체별 판매의 비중도 위의 거래업체 수의 변화와 유사한 변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농협의 절대적인 비중이 유

지되고 있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다.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도 농협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줄고 있다. 

  반면 부숙유기질비료든 유기질비료든 딜러와 농민의 비중이 커지고 있

고 그 크기도 작지 않다. 딜러와 농민의 비중이 각각 9.7%, 7.8%이며 이들

에 의한 리베이트와 가격할인 등이 현장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다. 부산물

비료시장에서의 독특한 특징이다.

표 3-10.  부산물비료 간 거래업체별 매 비

단위: %

구분　
부숙유기질 유기질

리 농 상인 딜러 농민 리 농 딜러 농민

2010 39.1 58.0 0.1 2.8 6.2 67.2 27.1 1.4 4.2 

2011 39.8 57.5 0.2 2.5 5.8 67.3 27.2 1.7 3.9 

2012 44.0 53.3 0.2 2.6 6.4 66.2 25.8 1.3 6.7 

2013 41.1 54.7 0.2 4.0 5.7 67.0 25.3 1.4 6.4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지금까지의 정부지원 부산물비료의 구입은 농협에 신청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구입과 관련한 농협의 비중은 클 수밖에 없다. 대리점이라 해도 대

부분은 해당지역에 판매촉진을 한 결과 대리점으로 기표되어 판매 마진을 

받는 것을 기준한 판매수치이다. 공급은 농협을 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

만 올해부터 정부지원 부산물비료의 구입과 신청을 행정기관에 하도록 하

고있다. 농협을 경유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는 농협 신청 시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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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쟁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향후 농협의 비중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매과정에서 농협의 힘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이다.

(유통마진)

  부산물비료의 유통마진은 기업의 비밀이다. 회사별로 마진율을 결정하

는 기준과 방법이 다르다. 관내와 관외에 따라 마진도 다르다. 정확한 대답

을 얻기 힘든 정보 가운데 하나가 이 유통마진이다. 

  일반적으로 포당 000원 식으로 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판매액의 00%식

으로, 판매량과 비례적으로 어느 경우는 지역과 물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제품의 파손율까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경우

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부산물비료 유통마진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먼저 부숙유기질비료

와 유기질비료 간 마진 구조가 약간 다르다. 관내를 기준하여 볼 때 부숙

유기질비료의 총마진은 약 25%이며 유기질은 27%로 약간 높다. 기본과 

장려금 마진의 비율구성은 전자는 약 80%:20%인 반면 후자는 51%:49%이

다. 즉 부산물비료는 기본 마진을 중시하고 있지만 유기질비료는 장려금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잡고 있다. 후자는 그만큼 판매시장에서의 경쟁과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관외의 경우에도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 간 마진 설정에 차이가 

있다. 부숙 유기질의 경우 관내나 관외의 차이가 별로 없지만 유기질비료

의 경우 기본에서는 비슷하지만 장려금에 있어서 관외 마진율이 관내의 

1/2 정도로 작다. 관내에서의 확실한 시장장악을 기반으로 관외로의 확대

를 모색하고 있지 않나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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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부산물비료 유통 마진

단위: %

구 분
부숙유기질 유기질

기본 장려 기본 장려

내

리 19.6 4.8 13.5 13.1 

농 3.5 4.0 3.4 3.8 

상인 16.7 - - -

딜러 19.4 11.0 10.0 10.0 

외

리 19.1 4.4 13.1 5.2 

농 8.3 4.7 3.8 5.7 

상인 20.0 - - -

딜러 21.4 37.0 10.0 5.0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한편 농협의 유통마진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동안 농협의 역할이 컸었다

는 점을 고려하면 유통마진이 그리 크지 않다. 물론 해당지역의 판매점을 

통한 판매의 경우 농협 마진과 대리점 마진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

체적으로 25~30% 정도의 마진이 발생하지만 비율 면에서 농협의 비중이 

크지 않다. 관내와 관외로 볼 경우 관외 농협에 더 많은 유통 마진을 보장

해 주고 있었다. 이것은 부산물비료회사들의 전략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인이나 딜러의 보장 마진이 매우 크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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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의 숫자는 적지만 지역 내 이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 해당

지역의 유명 인사나 마을과 지역단위 지도급의 인사들이 딜러로 많이 활동

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3.4.2. 농협과 계약

  계통공급의 경우 농협과의 계약이 필수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단가, 판

매가격 등을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부산물비료 회사들의 불만이 있기 

마련이다. 농협은 가능한 낮은 가격에, 회사는 가능한 높은 가격에 계약하

고 싶어 한다. 그러나 농협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고 강해서 부산물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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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회사들이 쉽게 가격인상을 하기 어렵다.

  농협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판매대금 결제가 적어도 3개

월 이상 지체된다는 점이다. 부산물비료 판매의 확인, 기표가 되면 당월에 

대금결제를 해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물비료회사에는 당연히 불이익이 된다. 미리 앞당겨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수령하게 된다. 

  수요 농협의 보관창고 부족으로 그때그때 소량이라도 배송을 원한다. 부

산물비료 회사에서는 계획적인 배송이 어렵고 순간순간 대응하다보면 예

상외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부산물비료회사에 부담이 되는 또다른 어려운 점은 추가약정 시 가격인

하(할인)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농협에서 생산한 제품을 가능한 판매하려

는 것은 문제이기 앞서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하는 조건이라는 생각이다.

  정부의 보조금 집행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농협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결과 부산물비료회사들은 판매대금의 회수 용이성을 농협으로부터 제

공받는다. 이처럼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유리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농협중

심의 보조금 집행방식만을 탓할 수는 없다. 

3.4.3. 충성도와 판촉

(충성도)

  부산물비료에 대한 농민들의 충성구매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숙유기질이 79%, 유기질비료가 77%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성구매의 이유로는 비료마다 약간 다른데,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품

질과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이장과 작목반

장의 권유비율이 2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비스와 품질을 들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응답과 차별화 저위를 고려할 경우 품질보다는 가격과 

서비스의 이면성(가격할인과 지원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

다. 특히 관련인들에 의한 비중이 적지 않은 것은 이것과 연관되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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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부산물비료 충성구매와 이유

단위: %

충성도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78.9 76.9

충성
이유

품질 45.4 15.2 

가격 14.5 13.3 

서비스 11.2 19.0 

랜드 9.9 6.7 

이장, 작목반장권유 6.6 21.0 

농 의 권유 4.6 6.7 

주변인맥 7.2 1.0 

기타 0.7 16.2 

타제품 환비용과다 - 1.0 

합계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관련인들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지표는 

기업들 스스로 자신들의 브랜드파워가 약하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숙유기질비료과 유기질비료 모두 브랜드파워가 40% 이내라는 응답이다. 

이것과 차별화가 없다는 응답을 종합할 경우 실제 시장에서 품질경쟁에 의

한 충성도 유발보다는 가격과 서비스에서의 보이지 않는 부분, 나아가 딜

러들과의 관계에서 충성구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15.  랜드 워의 정도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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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물비료의 판매에서 지역성이 작용하고 있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

다. 지역성이 있다고 응답한 40%를 지역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

지만 50%를 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리적 접근성 용이, 집중적 영업활동을 통한 보조금 지급, 인맥관

계 등의 요인 때문에 지역제품을 어느 정도는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절대적인 수준의 지역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판촉활동)

  차별화의 강화와 이를 통한 충성도 제고를 위해 부산물비료회사들은 판

촉활동을 하게 된다. 부산물비료회사들의 판촉활동은 일반적인 정도, 수준

이다. 일상적인 판촉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56%이다. 일부 신문과 잡지에 

광고도 하고 있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많지 않다.

표 3-13.  부산물비료의 지역제품 선호정도와 활동의 유형

단위: %

지역제품선호 종류

구 분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물 56.4 

46.2 34.8 일반유인물 32.7 

아니오 53.8 65.2 신문과 잡지 고 10.9 

합계 100.0 100.0 합계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중간업체에 대한 다양한 판촉활동이 있다. 최종소비자인 농민에 대해서

는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 마을 행사를 지원하는 등 여러 대응을 하고 있

다. 대리점의 경우 영업직원이 직접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새로운 대리점

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대리점 관계가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반증이다. 농협과 딜러에 대한 판촉도 장려금을 기본으로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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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간업체별 주요 방법

구분 농민 리 농 딜러

주된 
활동

○직 방문

○인맥활용

○이장, 작목반장 지원

○마을행사지원

○살포 행, 교육 등

○ 담요원 배치

○신규확보 주력

○교육홍보 강화

○수수료 리 등

○방문행사 지원

○장려  리

○ 강화 등

○인센티  리

○ 업 리 등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3.4.4. 기타 유통문제

  한편 중간 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갈등이 있다.

  먼저 대리점의 경우 수송비와 높은 수수료율 요구는 부산물비료회사를 

어렵게 한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회사로 거래선

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상적인 회사와 대리점의 관계 정립이 어

렵다. 

  둘째, 대리점을 통해 판매했지만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보조금 수령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체현상이 나타난다. 기표가 지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경우 현장에서의 미수 재고가 남아 있게 되

어 회사는 자연히 자금회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셋째, 상인과 딜러의 경우에도 당연히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한다. 

지속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물량에 대한 완전한 판매대금 회수에

도 문제가 있다. 검수와 농협 기표가 안 될 경우 자금의 판매대금 회수가 

어려워 악성 채권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넷째, 농민과의 직거래 시에도 위와 유사한, 높은 가격인하와 추가적인 

지원요청, 농장까지의 수송요구, 일부 공급 후 보조 배제된 물량에 대한 판

매대금 회수 불능 등의 애로가 있다.

  유통과정에서 품질의 변화와 이로 인한 문제가 있다. 부산물비료, 특히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살아있는 바이오제품이다 보니 수송과 보관 과정

에서 변질될 수 있다. 법적인 규정에 맞게 생산, 판매했지만 최종 사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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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현지에서 오랜 보관 시 발생하는 문제까지 비

료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어려움이 있다.

  원거리 소량주문에도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음성적인 판매

조직으로 남아 있는 딜러들에 의한 유통질서의 혼란은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협이 되곤 한다. 

  농협 퇴비공장과의 경쟁도 해야 한다. 농협에서 관련 금융업무를 담당하

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판매요청까지를 배

제하기는 어렵다.

3.5. 신규진입의 가능성

3.5.1. 최소규모

  신규기업이 부산물비료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요자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참여가 어렵다. 판매와 서비스망 구축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

금도 많이 필요하면 할수록 새로운 참여를 주저할 것이다. 진입장벽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표 3-15.  신규진입 시 최소 규모

단위: 평, 억 원

구분 부숙유기질 유기질

토지 3,762.3 2,150.0 

자

토지구입비 9.2 4.5 

고정설비와 장비 14.7 11.8 

운 자 8.1 6.8 

합계 32.0 23.1 

매망 구축 최소 10억 원, 기간 4∼5년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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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과 기술적인 면을 제외하고 새롭게 부산물비료시장에 진입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 필요한 최소규모를 산정한 것이 <표 3-1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토지면적이 적어도 2,000평 이상 필요하다.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약 3,800여 평의 토지가 필요하다. 유기질비료보다 필요한 토지면적이 넓

은 이유는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기본 필요자금도 부숙유기질비료가 크다. 유기질비료의 경우 기

본자금과 판매망 구축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부

숙 유기질의 경우는 40억 원 이상이다. 아울러 정상적인 판매까지의 판매

와 서비스망 구축에 4~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산물비료기

업의 1개사당 매출 5.2억 원(유기 6.7억 원, 부산물 4.8억 원)에 비해 상당

히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경영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신규기업의 진

입이 용이하지 않다.

  신규기업들은 복잡한 시장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판매와 조직관리, 유통 

조직들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회사의 제

품 간 차별화가 적지 않다는 현 상황에서 오로지 마케팅만으로 회사의 수

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하여 대응이 매우 어렵다는 응

답이다. 이 점을 신규기업 진입에 가장 커다란 장벽으로 보고 있다.

3.5.2. 대체생산 가능성

  현재의 시설을 다른 제품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대체생

산의 가능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시장 적응력과 경영 대응력이 높아

지기 때문이다. 신규진입 기업도 위험의 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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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시설 이용 체생산 가능성

체제품 소요자 (억 원)  설비로 타 제품 생산 가능성　

유기질비료 7.23

부숙유기질비료 3.50

상토 5.33

기타 4.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실질적으로 타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11%이다. 부산물비료 내 

대체생산과 상토 생산 정도로의 전환까지를 보면 37%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에는 비용이 요구되는데 3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 한번 생산한 제품으로부터 다른 분야로의 전환도 용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6.  토지  장비확보 가능성과 신규진입 시 어려움

단위: %

토지, 장비확보 가능성 신규진입 시 어려움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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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진입 시 토지와 장비들을 확보하는 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다. 대체적으로 어렵다는 비중이 80%를 넘고 있다. 

  이외에도 중요한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민원이 없는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지난한 과제이다.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3.5.3. 차별화와 제도

  부산물비료회사별 제품 간에 차별화가 거의 없다는 판단이다. 5점 만점

을 기준한 차별화 요소별 점수를 보면 입지차별화(부숙유기질비료)를 제외

한 모든 항목에서 3.5 이하이다. 2점대도 있다. 이러한 비차별성은 신규기

업에게는 진입 장애가 적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표 3-17. 부산물비료의 회사별 제품 간 차별화 정도

단위: 5점 만점 기준

구 분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회사별 품질 차별화 3.1 2.9 

특별 인력에 한 필요성 3.1 2.9 

신규기업 진입 시 입지 4.3 3.6 

회사별 기술격차 2.9 3.1 

동일제품 규격과 가격차별화 3.1 2.9 

원가구조의 차별화 3.5 3.0 

회사별 고객들의 인식차별화 3.3 3.0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나아가 이것은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활용한 정상적인 시장경쟁이 어렵

다는 반증이다. 부적절한 판매경쟁의 소지가 다분하게 있을 수 있다는 점

을 인지시켜주는 결과이다. 기술적인 격차도 없다는 점은 이러한 추론을 

지지해 준다. 동시에 기술적 특이성이 없다는 점 역시 신규기업들의 부산

물비료산업 참여에 용이성을 높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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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신규진입 시 제도와 체재의 향력 정도

단위: 5점 만점

제도의 향력 체재 향력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신규진입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이 장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제도가 신규기업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

는 판단을 하고 있다. 강제적인 서비스망 구축, 고도의 기술과 설비요건 요

구 등이 없다. 

  부산물비료와 화학비료 간의 대체관계로부터의 영향력도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각자의 고유의 시장이 있다는 판단이다. 당연히 대체재 간 

경쟁이 약하고 이러한 성격은 진입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는다. 

3.5.4. 등급관리 

  현행 등급제가 품질향상에 어느 정도는 기여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약 40%가 여기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32% 정도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어서 절대적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 

  등급화의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53%

에 이르고 있다. 대체로 현행 등급제에 불만족스러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를 달리 보면, 기존의 기업들이 이 제도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다. 당연히 새롭게 진출을 꾀하는 기업들에게도 어려움이다. 신규진입에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부산물비료산업과 기업 운영실태  69

표 3-18.  등 제에 한 평가

단위: %

구 분 품질향상 기여 정기  타당성

그 다 39.6 22.3

아니다 32.3 53.2

그  그 다 28.1 24.5

합계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표 3-19.  등  품질유지와 매 향

단위: %

구 분 연 품질유지 등 이 매에 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그 다 43.8 76.3

아니다 26.0 12.9

그  그 다 30.2 10.8

합계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등급에 따른 품질유지가 가능하다는 비율이 44% 정도이다. 어렵다거나 

자신하지 못하는 비율이 56%로 높다. 많은 부산물비료회사들은 연중 품질

유지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적지 않은 회사에서는 등급이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

도 1등급을 계약한다. 거꾸로 보면 부적절한 등급신청이 다소 발생할 소지

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오히려 낮은 등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

다. 점검 시 발각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등급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 무려 41%

가 현행 등급화를 반대하고 있다. 원료의 상태, 생산 후 보관 상태 등에 따

라 등급화를 유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의적 통제가 어려운 자연

적인 요건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측정하는 방법과 기기, 장소 등에 

따라서도 결과치는 다르게 나온다. 따라서 반드시 등급화를 해야 한다면 

이분화하거나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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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등 제도 변경 방법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3.6. 시장행위와 성과

3.6.1. 시장행위

  부산물비료시장에서 가격을 중심으로 경쟁하거나 변동을 통한 이익확대

의 행위는 잘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부산물비료회사들은 연초 설정한 

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매년 한 번 정도 이뤄지는 연초 가격변동 시에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물론 중간에 원가상승요인의 변화

를 판매가격에 적용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많지 않다. 일부 물류비와 포장

비 등의 인상으로 가격인상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경쟁으로 인해 비가격조

정, 수수료 변경 등이 이뤄진다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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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품질경쟁 시 주요지표와 비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품질경쟁 시 경영적 차원에서 중시하는 요인은 다양한데, 가장 중시하는 

것은 역시 좋은 원료를 확보하고(32%), 품질을 좋게 하는 것(28%)이다. 부재

료의 비중이 낮은 것은 역시 주재료가 품질 결정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비스 경쟁에서도 품질이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였다. 배송시간을 단축하거

나 살포도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가격할인도 시장에서 이뤄진다. 

여전히 품질이라고는 하지만 그 외의 요인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0.  서비스경쟁 시 주요지표와 비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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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의 판매와 경영 효율화 전략으로 시설의 자동화, 현대화를 통한 비

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동시에 규모경제를 이루기 위한 전략도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 대규모 소비처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하며, 품질향상을 통한 충성고객 확보, 유지에도 노력하고 있었다.

3.6.2. 시장성과

  8가지 시장성과와 그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5점 만점 

기준에 모든 항목에서 3.5점 이하이다. 전체적인 경영전략과 행위가 적극

적이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전략과 수행의 결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닌가 여겨진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조직과 딜러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그림 3-21.  주요지표별 성과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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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구상, 동원되고 있는데 판매량의 확대

와 중간 수수료 조정 등에 집중되고 있었다. 적정한 가격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과 함께 원가절감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산물비료 

생산회사들이 많고 유통내부의 상황이 복잡하다보니 수수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다. 자칫 악순환적 문제발생의 고리 속으로 

들어갈 위험이 많다.

3.6.3. 미래시장 예상

  미래시장에 대한 전망은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 전자의 경우 정체와 하강국면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상승 

40.6%보다 많다. 하지만 상승의 비율(41%)이 하강(14%)보다 커서 전체적

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미래시장의 확

장을 예상하고 있다. 

  부산물비료회사들은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강구하

고 있다(57.9%). 부산물비료시장이 확대되든 축소되든 나름의 방안이 필

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이 별다른 고민을 하

고 있지 않다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과 대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도 긍정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

표 3-20.  부산물비료 생산기업의 미래 부산물비료시장 측

단위: %

구 분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상승 40.6 54.8 

정체 45.1 38.7 

하강 14.3 6.5 

합 계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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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요 경영지표의 변화

  표준화된 부산물비료기업의 주요 경영성과 수치를 정리하였다. 기업당  

총자산은 41억 원인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자본금이나 자기자본 등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총부채가 29억 원 수준이고 이 역시 증

가하고 있어서 재무구조가 불안해지고 있다. 매출채권은 비교적 안정적이

다. 8억 원 수준에서 증가 기미가 없다. 

  총매출액은 전체시장 증가와 같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기업당 매

출규모가 15% 이상 증가하였다. 매출원가도 비슷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고, 

판매 일반관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였다. 영업이익은 2010년 3.3억 

원에서 2013년 2.9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당기 순이익 역시 같은 기

간 2.4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표 3-21.  부산물비료산업 표  주요 경 성과 지표

단위: 억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총자산 35.04 37.63 36.74 41.32 

총부채 24.73 25.97 25.14 28.82 

총자본 7.26 7.33 7.30 7.67 

고정자산 16.30 16.37 16.23 17.19 

자기자본 11.62 12.47 13.31 14.02 

매출채권 9.09 8.10 8.99 8.43 

재고자산 8.98 11.15 10.97 9.02 

총매출액 36.45 36.59 38.05 42.08 

매출원가 23.44 24.40 28.16 28.33 

매, 일반 리비 5.80 5.50 6.50 7.56 

융비용 1.28 1.25 1.33 1.34 

업이익 3.29 2.53 3.02 2.91 

경상이익 2.88 1.88 2.16 2.01 

당기순이익 2.37 1.49 1.83 1.76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부산물비료산업과 기업 운영실태  75

  경영 관련 항목 간 관계비율을 보면, 먼저 성장성에 관련된 지표 가운데 

총자산과 고정자산의 증가율이 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불안정하다. 하지

만 매출액과 자기자본의 꾸준한 증가가 있어서 당분간 성장세는 유지될 것

으로 보인다.

표 3-22.  부산물비료산업 주요 경 련 비율 변화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7.4 (2.4) 12.4 

고정자산증가율 　 0.5 (0.9) 5.9 

자기자본증가율 　 7.3 6.8 5.3 

매출액증가율 　 0.4 4.0 10.6 

유동성 
고정비율 140.2 131.3 121.9 122.7 

부채비율 212.8 208.3 188.8 205.6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20.4 11.9 13.7 12.6 

매출액총이익률 35.7 33.3 26.0 32.7 

매출액 업이익률 9.0 6.9 7.9 6.9 

당기순이익률 6.5 4.1 4.8 4.2 

활동성

자기자본회 율 313.7 293.5 285.8 300.3 

고정자산회 속도 223.7 223.5 234.4 244.8 

매출채권회 율 400.9 451.4 423.1 499.4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유동성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고정비율과 부채비율이 모두 100% 이

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성 

실현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유동성은 개선될 것이다.

  매출액 총이익률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산업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매출 이후 발생하는 관리와 영업, 금융, 경상 이외 수지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률이 5% 이하 떨어진 점은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활동성은 역시 양호하다. 각종 회전율이 굉장히 빠른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연간 자기자본과 매출채권회전율이 300% 이상이다. 고정자산의 회

전도 연간 200%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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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4.1. 부산물 산업 일반

� 생산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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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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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물비료회사 중 유기질비료회사는 370여개이며 부숙유기질비료회사는 

1,160여 개(전체의 33%)이다.

� 꾸준한 판매량과 시장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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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유기질비료는 같은 기간 10만 톤에서 59만 톤으로 

약 6배, 부숙유기질비료도 122만 톤에서 320만 톤으로 2.6배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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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 지금은 2,300여톤 으로 35%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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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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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의 30%는 유기질비료가 나머지 70%는 부숙유기질비료가 차지하고 있

다. 부숙유기질비료 시장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퇴비의 비중이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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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몫은 가축분뇨퇴비 65%, 퇴비 29%, 기타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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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수준으로 커졌다. 

  한편 현재 정부에서는 부산물비료에 대해 일정한 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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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을 보면 2013년에는 전체의 76%가 정부 보

조에 의존한 공급이다.

4.2. 부산물비료회사의 경영행태

4.2.1. 일반현황과 생산, 판매

� 소규모 인력과 개소당 작은 매출

  1개 부산물비료회사에는 약 15명의 종업원들이 종사하고 있다.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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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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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월 평균 230만~270만원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기업들의 매출액은 증가세이다.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를 동시에 취급하는 회사의 매출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유기질

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회사의 매출액이 뒤를 잇는다. 한 가지 특징은 유기

질비료 생산회사의 매출 신장이 다른 회사에 비해 뒤처진다는 점이다.

� 생산설비 가동의 계절성

  부산물비료의 경우 6~8월경에는 상대적으로 생산설비의 가동기간이 짧

다. 원료구입과 차기 생산을 위한 정비가 대부분 이 때 이뤄진다.

  발효기간은 대부분 30일 이내, 후숙은 90일 이상이 가장 많다. 후숙기간

은 조건에 따라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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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분뇨와 수입 박류인 원료

  주된 부산물비료의 원료는 가축분뇨와 각종 박류이다. 유기질비료의 원

료는 수입 박류가 대부분이다. 부숙유기질비료는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

에 보조 원료로 톱밥이 대량 사용된다.

  부산물비료의 원료 구입과정에서 많은 경우 서면계약을 하고 있다. 원료

대금의 결제는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진다. 어음이나 외상거래도 있지만 그 

기간이 완제품 회수기간과 같은 장기가 아니다. 

  원료부분에서 가축분뇨는 연중 발생하지만 그것을 사용한 부숙유기질비

료의 생산은 계절성이 있다. 

� 운영자금 부족과 악취 민원 빈발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운영자금의 부족이다.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판매기간 동안의 운영자금이 장기간 거액 필요한데 자금의 회수는 매우 늦

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 판매와 유통에서 여전히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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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제품관리의 어려움이다. 생물이라는 제품 특성에 기

인한다.

� 소규모 생산제품과 개발

(소규모 제품생산과 개발, 소비자 욕구 중시와 제도 변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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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판매하고 있다. 부산물비료에 경영 의존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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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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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을 개발하는 이유는 소비자 욕구가 변하고, 정책과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자주 있어왔다는 반증이다. 

(소규모 연구투자, 연구 자금확보 애로)

  부산물비료회사의 85% 이상이 자체연구소가 없다. 해당 회사 기준 연구

개발 자금의 규모는 5,000~6,000만 원 정도이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으로 

확장할 경우 1개당 50만 원 내외이다.

  연구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난인데 자금순환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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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 계약~자금회수 계절성과 단순한 공급채널

(계약, 생산, 판매, 자금회수의 계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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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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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과 후숙장 확보 애로, 둘째, 동절기 발효와 후숙 진행시 애로, 셋째 수요 

피크기를 기준으로 한 과도한 장비와 인력확보 등의 문제가 있다.

(단순 공급채널)

  부산물비료는 대리점과 농협, 그리고 상인을 통해 판매되거나 농민에게 

직접 판매되고 있어 유통채널이 복잡하지는 않다.

  부숙유기질비료기업 1개소 유통조직은 22개소 정도이다. 농협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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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는 약간 다르다. 

  과거 4년 중간거래업체 수에서 농협의 비중이 크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

다. 농협 이외의 비중이 늘고 있다. 전체적인 감소가 농협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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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비중 감소와 다양한 유통주체별 마진

(판매비중)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농협의 절대적인 비중이 유지되고 있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다.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도 농협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줄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지원 부산물비료의 신청을 행정기관에 하고 있어서 판

매과정에서 농협의 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통마진)

  부산물비료 유통마진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관내를 기준하여 볼 때 

부숙유기질비료의 총마진은 약 25%이며 유기질비료는 27%로 부숙유기질

비료보다 약간 높다. 기본과 장려금 마진의 비율구성은 전자는 약 80% 

:20%인 반면 후자는 51%:49%이다. 부산물비료는 기본 마진을 중시하고 

있지만 유기질비료는 장려금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잡고 있다. 후자는 

그만큼 판매시장에서의 경쟁과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의미

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인이나 딜러의 보장 마진이 매우 크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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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의 숫자는 적지만 지역 내 이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 해당

지역의 유명인사나 마을과 지역단위 지도급의 인사들이 딜러로 많이 활동

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농협계약 갈등

  농협과의 계약 과정에서 계약단가, 판매가격 결정에 회사와 갈등이 많

다. 다음으로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는 판매대금결제가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체된다는 점이다. 미리 앞당겨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받아

서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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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물비료산업과 기업 운영실태  81

부족으로 그때그때 소량이라도 배송을 원하는 것도 부산물비료회사의 입

장에서는 부담 요인이다.


 비품질에 의한 충성도와 평범한 판촉

(인맥에 의한 충성도 유지)

  부산물비료의 충성구매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충성구매의 

이유로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품질과 가격, 유기질비료는 이장과 작목반

장의 권유 비율이 가장 높았다. 

  회사의 생각과 차별화 저위를 종합할 경우 품질보다는 가격과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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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한 구입결정이 연관되었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 스스로 자신들의 브

랜드파워가 약하다는 것도 이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부산물비료의 판매에서 지역성이 작용하고 있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인 판촉활동)

  일상적인 판촉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간업체에 따른 다양

한 판촉활동은 있다. 최종소비자인 농민에 대해서는 여러 대응을 하고 있

다.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중심에 있다.

�� 기타 유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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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서 품질의 변화와 이로 인한 문제가 있다. 원거리 소량 배송, 직거래시 

할인 요구, 농협 퇴비공장과의 경쟁도 부산물비료회사가 당면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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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신규진입과 시장성과

� 매출 대비 대규모 신규진입 자금 규모

  새롭게 부산물비료시장에 진입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 최소 필요자금, 판

매까지의 판매와 서비스망 구축기간과 비용 등은 부산물비료기업의 1개사

당 매출규모에 비해 대규모이다. 신규기업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 대체생산 가능성 저위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비료제품으로부터 다른 분야로의 생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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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어려움이 있다. 이외에도 중요한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민원이 없

는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지난한 과제이다. 신

규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 차별화 저위와 약한 진입 관련 제도 

  부산물비료의 회사별 제품 간에는 차별화가 거의 없다. 기술적인 격차도 

없어서 시장진입은 그만큼 용이하다. 신규진입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이 

장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제도가 신규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등급관리 불만과 강한 표시제도

  현행 등급제에 대해 불만이 많다.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높은데 아무래도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도 부담이다. 아울러 표시제의 강화 역시 신규

기업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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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보다 품질, 서비스경쟁

  부산물비료시장에서 가격을 중심으로 경쟁하지는 않고 있다. 나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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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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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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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요인들이 중요하다.

� 불만족스러운 시장성과

  8가지 시장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성과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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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감, 적정가격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비교적 긍정적인 미래시장

  미래 부숙유기질비료의 전망 결과는 정체가 많지만 이와 달리 성장이 하

강보다는 많아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시장확장 예상은 그만큼 경쟁의 

강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수익성 실현 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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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불안정하다. 하지만 매출액과 자기자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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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으로 유동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 활동성은 양호하다. 각종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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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매출 이후 발생비용이 과도하여 당기순이익률이 5% 이하 떨어진 점

은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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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상토와 부산물비료를 취급하고 있는 중간 유통업체는 농촌과 농업에 필

요한 여러 가지 농자재와 생활품을 동시에 취급한다. 각각 취급품목의 매

출액이 적기 때문에 잡화점의 형태를 취하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품목을 

판매･유통한다.

  이러한 유통업체들에 의해 상토와 부산물비료가 공급된다. 기실 상토와 

부산물비료가 이들에 의해 유통되지만은 않는다. 농협이나 중간 딜러 혹은 

농민에 직접 유통되기도 한다. 유통업체에 의한 판매는 하나의 판매 루트

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통업체들은 다양한 농자재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토와 부산물비료를 취급하는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는 2014년 4~8월 

준비된 조사표를 가지고 지역발전연구원에 의뢰, 조사원이 방문, 면담조사

를 하였다. 상토와 부산물비료 취급에 관련된 부분에 국한된 조사였다. 운

영의 행태와 구매･판매 과정,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그들의 평가 등을 조사

하였다.

  조사대상 유통업체는 총 32개사인데 유통업체 1개소당 15개 내외의 농

자재 생산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 20개 이상의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취급품목 수를 정확하게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조사대상 유통업체들은 가장 일반화된 자재인 농약과 비료, 씨앗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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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농자재를 취급하고 있다. 조사대상 유통업체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3.3억 원 정도이다. 농약의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는 

화학비료와 부산물비료이다. 3종의 비료를 합산하면 약 9,000만 원이다.

표 4-1.  거래회사와의 계약 계

단위: 개, 만 원

구 분 취  유통업체 평균 매출액(만 원)

비료 29 3,519 

농약 29 17,945 

상토 30 1,410 

부산물비료 28 2,429 

유기질비료 26 1,315 

씨앗 28 1,638 

육묘 17 732 

비닐 26 1,058 

골조자재 2 19 

시설자재 3 19 

계 32 30,085  

주: 평균 매출액은 32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취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일괄 기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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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은 경영주를 제외하면 평균 2명 정도이다.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경우 종업원 수가 5명까지도 되지만 대부분은 2~3명 정도라고 

보면 된다. 급여는 월 평균 약 18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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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조사결과

2.1. 회사관계

  유통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부산물비료와 상토회사의 수는 총 8개 정도

이다. 유기질비료는 1.8개사이며 부숙유기질비료와 상토는 각각 약 1.5개

사와 거래를 하고 있다.

그림 4-1.  유통업체 거래회사 수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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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유통업체와 거래회사와의 계약 계
단위: %

구 분 상토 부숙유기질 유기질

체 50.0 48.3 48.3 

일부 40.0 34.5 34.5 

없음 10.0 17.2 17.2 

계 100.0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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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하고 있는 부산물비료와 상토회사와의 대리점 계약관계를 맺고 있

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 이하이다. 일부 회사와만 계약을 하는 정도이다. 예

컨대 상토를 취급하고 있는 총 30유통업체 가운데 15개소, 50.0%만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2개사에서는 거래회사 일부하고만 계약관계를 유

지하며 3개소는 아예 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해당되는 회사의 제품을 판매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산물비료도 비슷하다.

  전반적으로 취급 농자재의 생산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아울러 판매 물

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농자재생산업체보다는 유통업체의 

교섭력이 크기 때문에 일부 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면 유통업체에 유리

한 농자재 생산회사와 유통업체 간 관계가 정립된다. 이러한 결과가 아래

의 표에 나타나 있다.

표 4-3.  거래회사와의 주된 계약 계 내용

단위: %

구 분 담보설정 목표매출 사 지

44.8 6.9 20.7 

아니오 55.2 93.1 79.3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회사 설문결과(2014. 6.).

  거래회사와 거래 계약을 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이고, 그 가운데 45% 정

도만이 담보를 설정한다. 절반 이상의 유통업체는 이러한 부담을 지고 있

지 않고 있다. 거래회사와 유통업체 간의 목표 매출을 강제하는 경우는 거

의 없으며(27/29, 93.1%) 제품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20%(6/29)에 불과하다. 외상거래가 일반화된 거래방식이다. 유통업체의 시

장에서의 강한 위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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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판매

  유통업체가 농자재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영업직

원에 의해 구두로, 전화와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물론 주문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구두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유통업체(농자재상)들의 경우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늘 재고문

제를 어렵게 보고 있다. 적정 판매량을 예상하고 구매와 판매를 해야만 재

고율을 낮출 수 있다. 당연히 재고로 인한 자금순환의 지연을 막을 수 있다.

  현재의 재고율은 16~18%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

하는 적정 재고율은 10~15% 수준이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차이가 적은 

만큼 지속적인 재고의 누증과 확대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유통업체의 재고율

단위: %

구 분  재고율 정 재고율

상토 16.5 11.5 

부숙유기질 17.3 15.0 

유기질 17.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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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의 주 판매처는 농민이다. 상토든 부산물비료든 90% 이상 농민

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일부 지역농협과 상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물량은 미미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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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수요자별 매량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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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자재 유통업체의 경우 품목별로 취급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판매에 

따른 기본 수수료외의 장려금을 받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라

도 계약관계를 맺고 있고 응답해준 29개 업소의 경우 13개소(44.8%)는 일

정 판매 시 장려금의 혜택을 얻지만 나머지 16개소(55.2%)는 이 제도의 적

용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담보와 시장목표 설정, 달성 등의 다양한 조건으

로부터 유통업자들이 다소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제도로 보인다.

표 4-5.  기본수수료 외 장려 제도 용 여부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장려  용 13 44.8

장려  미 용 16 55.2

합계 29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상토 유통업체 설문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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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수령 평균 마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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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가 농자재 생산업체로부터 수령하는 평균 마진율은 상토와 부

산물비료 간 약간 다르다. 유기질비료가 16.6%로 가장 높고 부숙유기질비

료가 16.0%, 그리고 상토가 14.8%로 뒤를 잇는다.

  농자재를 판매하다보면 외상거래가 많아지기 마련이다. 농민들의 경우 

소득이 생겨야 농자재 대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영농자금의 변

제도 그래서 대개는 가을에 이뤄진다. 한해 농사를 마치고 수입이 들어오

면 그것으로 갚는 것이 관행이다.

  부산물비료 역시 외상거래가 많다. 전체적으로 약 30%는 외상거래라고 

한다. 부산물비료보다 상토의 외상거래 비율이 조금 적지만 대단한 차이는 

아닌 듯 보인다. 

  문제는 외상이라 해도 매출채권의 회수가 빠르면 유통업체에 별 어려움

이 없다. 그러나 역시 자금회수에 최소 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응답이다. 

영농 시작 시 외상거래한 후 연말 혹은 다음해로 이월되는 경우도 적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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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외상 매와 회수기간

단위: %, 개월

구 분 외상비율 회수기간

상토 26.2 7.4 

부숙유기질 28.4 7.6 

유기질 29.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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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취 제품 인지정도.

단위: 개소, %

구  분
상 토 부숙유기질 유기질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잘안다 12 37.5 12 40.0 12 41.4

조 안다 13 40.6 11 36.7 10 34.5

잘모른다 7 21.9 7 23.3 7 24.1

합계 32 100.0 30 100.0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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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경우가 그리 많

지 않다. 취급제품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잘 안다고 자신있게 

응답한 비율은 40% 정도에 불과하였다. 물론 경륜을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도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이 20%를 넘는다. 

  이러한 결과는 너무 많은 자재를 취급하고 있고 취급자재가 자주 바뀐다

는 점과 해당제품에 대해 반드시 잘 알아야 판매하는 것은 아닌 현실 등과 

연계된 결과치가 아닌가 여겨진다. 

  유통업체의 경우 특별한 판촉활동은 없다. 농자재회사에서 제작한 판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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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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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민 구매

  농민들이 회사와 제품 규격을 정확히 제시하고 구매하는 비율이 낮다. 

그러한 경우가 40% 이하이다. 당연히 유통업자가 제품과 회사를 결정해준

다는 의미이다. 농자재회사로서는 유통업자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상토와 유기질비료의 수요자 요구, 구매비율이 각

각 40.6%, 39.4%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연관이 깊다는 판단이다. 부숙

유기질비료가 가장 낮은데 사용 농민들의 회사별 제품에 대한 차이를 많이 

못 느끼고, 가격도 낮으며 아울러 그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 아

닌가 여겨진다.

그림 4-4.  구매 농민의 회사와 규격 제시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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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상인의 입장에서 농자재 구매 농민들이 충성구매율을 조사하였다. 

대체로 낮은 수치이다. 모두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상토는 33% 정도인

데 이것은 3명 중 1명은 다음 번 구매 시 회사를 바꾼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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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상인입장 소비자 충성구매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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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  충성구매의 요 요인별 비

단위: %

구 분 상토 부숙유기질 유기질

품질 32.6 30.7 31.4 

주변 인맥 22.1 23.9 23.3 

가격 20.0 20.5 18.6 

서비스 14.7 15.9 15.1 

기타 10.5 9.1 11.6 

합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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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의 입장에서 농민들의 충성구매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품질이다. 이는 어느 농자재이든 중시하는 지표이다. 다

음으로는 가격이 아닌 주변 인맥이 중요한 요소라는 지적이다. 마을이장과 

작목반장, 기술센터 등 지인들에 의한 자문이 충성구매에 강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세 번째 중요한 요인이 가격이다. 시장에서 브랜드나 서비스 

등의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부산물비료 유통업체 실태  95

표 4-9.  농민 농자재 구입 시 지역성향

단위: 명, %

구 분
상 토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11 34.4 14 45.2 9 29.0 

아니오 21 65.6 17 54.8 21 67.7 

합계 32 100.0 31 100.0 30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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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지역제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강한 지역성을 보이는 제품은 부숙유기질이며 다음은 상토이다. 이들 두 

제품은 지역별 생산이 많기 때문이다. 유기질비료는 생산기업의 지역성이 

비교적 적은 제품이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절대적인 지역성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자재의 차별화 지표 6가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대체로 그리 큰 차

별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모두 60점 이하이다. 회사별 제품 간 품질이나 

가격 등의 차이가 없다. 브랜드 차별화도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차별화가 안 될 경우 우월적인 시장 위상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달리 말하면 시장에서 유통업체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특

히 구입을 유통업자에 의존할 경우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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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농자재 차별화 정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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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미래시장

  유통업체의 상인들은 미래 농자재시장을 그리 어둡게 보고 있지 않다. 

상토와 유기질비료 경우 각각 62.4%, 56.3%의 상인들이 시장확대를 예견

하고 있다. 정체까지를 합할 경우 80% 이상이 된다. 

  하지만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미래는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고 있다. 확

대(31.3%)보다 축소(34.4%)가 더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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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미래시장 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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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요약

� 상대적으로 강한 유통업체

  유통업체당 부산물비료와 상토회사 거래 수는 총 8개 정도이다. 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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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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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설정이나 목표매출 요구 등의 경우는 절반 이하이다. 거래대금의 사전 

지불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농자재시장에서 회사보다 유통업체의 힘

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강한 유통업체

의 위상이다.

� 적절한 재고관리, 채권회수기간 문제

  유통업체들의 농자재 재고율이 적정이라고 여기는 재고율보다 2~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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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농자재 총 재고를 약 1,000만 원으로 볼 경우 20~100만 원 정도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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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기 때문이다. 많은 유통업체가 필요한 만큼 주문해서 판매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 생산회사가 판매를 강요하지 못하는 또 다른 증좌이다.

  이러한 자유스러운 계약관계와 거래로 인해 회사로부터의 많은 장려금

을 수령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 기본 수수료를 받고 있다. 29개 유통업체 

가운데 16개 유통업체가 장려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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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의 회수가 최소 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 일상적 판촉

  유통업체의 경우 특별한 판촉활동은 없다. 농자재회사에서 제작한 판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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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한다.

� 농민의 의존적 구매

  구입 시 농민들의 회사에 제품규격을 제시하는 비율이 4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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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유통업자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농민들의 충성구매율이 40% 이하로 낮다. 비록 충성구매에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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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구매의 지역성도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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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될 경우 유통업체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 비교적 밝은 미래시장

  대체로 미래시장은 밝다. 하지만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정체단계로 파

악하고 있다. 정체 예상 부숙유기질비료 생산회사 간 판매경쟁이 더 치열

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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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1.1. 조사방법과 농가 수

  농민들의 부산물비료 구입과 사용 실태, 나아가 이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준비된 조사표에 의한 면접조사는 

2014년 4~9월에 이뤄졌다.

표 5-1.  조사 상 농가의 분포

단위: 호

구 분 산간 산간 평야 계

북 9 19 6 34

충남 10 15 6 31

경북 11 11 12 34

계 30 45 24 99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조사대상 지역과 농민들은 무작위 추출에 의해 이뤄졌다. 행정구역과 지

역별로 농가수를 동일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대체로 도별 30농가를 기

준하였다. 조사대상 총 농가 수는 99호이다. 부산물비료의 경우 쌀농사를 

위주로 하는 평야지보다는 밭작물이 많은 산간과 중간지대에서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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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한다. 조사 표본에서도 이 지역의 농가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1.2. 조사농가 일반

  영농규모는 논과 밭 이 각각 3,000여 평, 1,400여 평으로 총 44,400평 정

도였다. 경영주의 연령대는 50대가 48.5%로 가장 많았다. 40대도 18%에 

이르러 전반적으로 젊은 층의 경영주들이 응답해 주었다.

표 5-2.  농규모와 연령

구분 농규모(평) 연령(%)

논 3,020 ~40 40~49 50~59 60~69 70~

밭 1,371 1.0 18.2 48.5 20.2 12.1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표 5-3.  소득과 주재배품목별 농가분포

단위: 호

구 분
주요 재배작물

체
수도 원 과수 화훼･특작 축산

연간
순소득

~2,000만원 12 5 5 1 1 24

2,000~3,000 7 8 2 3 0 20

3,000~4,000 8 6 5 8 0 27

4,000~5,000 1 4 5 2 0 12

5,000~6,000 2 2 4 0 0 8

6,000만원~ 0 6 1 1 0 8

체 30 31 22 15 1 99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연간 순소득은 4,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인데 소득률을 고려할 경우 소

득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비수도작, 원예와 

과수 등의 농가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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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조사결과

2.1. 구입기준과 정보활용

  부산물비료의 필요성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평균적

으로 85% 정도의 농민들은 부산물비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극히 일부 4% 

정도의 농민만이 그 필요성에 부정적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부숙 

유기질비료이든 유기질비료이든 엇비슷하다.

그림 5-1.  부산물비료의 필요성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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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부산물비료 구입, 사용의 주된 이유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부산물비료가 필요하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주된 이

유는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76.3%)이다. 일정액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구

입했다는 사람들도 14.6%이다. 대체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중에 정부의 

보조가 있으니 손쉽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옳은 판단일 것이다.

  필요성에 의해 구입했다는 75명 농민들을 대상으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물어 보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지력이 약해서, 달리 말하면 약해진 지

력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5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을 위

해서(28.3%)와 화학비료의 폐해(13.3%)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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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필요성을 느낀 주된 이유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향후 부산물비료의 수요는 대체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부산

물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의 대부분인 84.8%가 부산물비료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추후에는 부산물비료 사용

량을 늘리겠다는 응답자가 42%이다. 줄이겠다는 응답자는 3.3%에 불과하

다. 적어도 97%의 농민들은 앞으로 부산물비료를 사용할 것이며 그 사용

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표 5-4.  향후 부산물비료 사용계획  사용량
단위: 명, %

구 분
사용계획 향후 사용량

응답수 비율

사용할 것이다 84 84.8

잘모르겠다 5 5.1

사용하지 
않을것이다

1 1.0

무응답 9 9.1

합계 99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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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부산물비료 구입 시 련 정보의 주된 습득경로

단위: %

구 분 재 미래

본인경험 24.7 23.7 

농 21.7 21.2 

이장, 지인, 농업단체와 작목반장 36.9 36.4 

생산업체 리 , 매인 9.1 8.6 

농업기술센터(지자체) 6.6 7.6 

기타 1.0 2.5 

계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부산물비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를 보면 

이장과 지인, 작목반장 등 영농생활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의견

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정보의 의존 비율은 36.9%에 이른

다. 여기에 본인의 경험(24.7%)을 가미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협의 비중도 적지 않은데 역시 각종 영농정보를 농협에서 많이 제공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로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용의 용이성

과 신뢰성(85%) 때문이라고 한다.

표 5-6.  정보습득에 한 극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비율

필요한 정도의 정보수집 50 50.5

매우 극 으로 정보수집 30 30.3

그  그 다 13 13.1

특별히 정보수집활동 하지않음 6 6.1

합계 99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여전히 많은 농민들은 부산물비료 구입과정에서 관련된 정보수집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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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이다. 부정적인 태도의 비율은 약 20%이며 나머지 80% 농민들은 필

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일정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이러

한 행위에 대해 평균 70점(100점 만점)을 주고 있었다.

표 5-7.  향후 부산물비료 구입 시 우선고려지표

단위: %

구 분 부숙유기질 유기질 평균

품질 43.9 43.4 43.7 

가격 31.3 29.3 30.3  

업체 랜드 11.6 8.6 8.3  

원활한 공 5.6 11.1 10.1  

주변 추천 1.5 1.0 1.3  

기타 3.5 2.0 2.8  

무응답 2.5 4.5 3.5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향후 부산물비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지표는 품질이며 

다음으로는 가격이다. 각각의 비중이 평균 43.7%, 30.3%인데, 부숙유기질

이든 유기질이든 이 순위의 변화는 없다. 세 번째는 비종에 따라 약간 다

른데 부숙유기질의 경우 브랜드를, 유기질의 경우 원활한 공급이다. 하지

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2.2. 구매방법과 구입처

  현재 부산물비료의 구매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69%로 기

대 이상으로 높았다.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자를 포함하면 거의 모든 농민

들은 부산물비료의 구입방법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금년에 바

뀐 신청방법에 대한 인지도는 63.6%로 약간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구입신청과 대금정산 기관의 이원화에 대해서도 별다른 불만이 

없는 것(83.8%)으로 조사가 되었다. 과거 농협에 비해 행정기관에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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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비료를 신청할 수 있다(52.4%)는 점을 들고 

있었다. 정책 변화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셈이다.

그림 5-4.  구매방법 인지 정도와 이원화(구입신청과 정산) 불만

단위 : %

구매방법 인지 구매신청방법변경 인지여부 이원화(신청과 지 ) 불만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부산물비료를 구매할 때 누구를 통해서 신청하는가를 질문하였을 때의 

응답을 보면 비록 그들이 방법은 어느 정도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보

다 다른 사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행정

기관에 신청한 비율은 31.3%이 불과하다. 이장이나 작목반장(34.4%), 농협

(31.3%) 등에 여전히 신청을 하고 있다. 그들이 알아서 해주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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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부산물비료 구매 시 신청 상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비율

행정기 (읍･면, 시･군) 31 31.3

농 31 31.3

이장 27 27.3

작목반장 7 7.1

매상인 2 2.0

기타 1 1.0

합계 99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부산물비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배정량의 기준을 들어서 알고 있는 농

민의 비중은 76.8%이다. 20% 이상은 잘 모르고 있다.

  구입과정에서 비록 외부에 위탁할지라도 76.8%는 회사를 지정하고 있

다. 그리고 대부분 신청회사의 제품을 수령하고 있었다. 

표 5-9.  부산물비료 구입과정 주요사항

단위: %

구 분 배정량기  인지 구입회사 지정 신청물량 구입 등 규격 인지

76.8 76.8 62.9 82.8

아니오 23.2 23.2 37.1 17.2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신청한 물량대로 수령한 농가는 62.9%이다. 예산배정과정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양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비중이 37.1%에 이른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농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등급규격을 많은 농민(82.8%)들이 인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3등급 신청

이 저조한 것과 연관이 많다. 보다 좋은 등급의 부산물비료를 사용하려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부산물비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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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87.9%가 알고는 있었다. 과거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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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입 시 보조금이 얼마인가를 질문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을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림 5-5.  부산물비료 구입보조와 포당 지원규모 인지도

구입보조 인지 여부 1포당 보조  인지 여부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부산물비료에 대한 구입보조는 아무래도 농민들의 구매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의 보조가 없어지더라도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부산물비료를 

구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77.8%는 구입을 지속한다고 응답하였다. 구매

량이 줄거나(18.2%), 구입을 중단한다(4.0)는 비중도 22.2%이다. 

  구입보조가 중단될 경우 구입충격은 클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부산물비

료 구입의 필요성—지력회복과 친환경농업, 화학 농약의 폐해—이 지속된

다고 하더라도 포당 600원의 보조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

입물량을 줄인다는 농가들의 평균 감소 비율은 30~40%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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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부산물비료에 한 보조가 없어도 계속 구매할지의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그 다 77 77.8

구매량이  것이다 18 18.2

아니다 4 4.0

합계 99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표 5-11.  부산물비료의 구입처에 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만족 58 62.4 53 58.9

보통 24 25.8 20 22.2

단히 만족 10 10.8 13 14.4

불만족 1 1.1 4 4.4

합계 93 100.0 9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와 대리점이 제공하는 정보와 각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부산

물과 유기질 모두 95%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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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매내용과 평가

  농가호당 부산물비료 사용량을 보면 <표 5-12>와 같다. 부산물비료의 

경우 연간 470여 포를 사용한다. 이 가운데 1등급의 비율이 80%를 넘고 

있다. 3등급은 아예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격의 차이와 무관하

게 3등급은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기질비료는 연간 약 115

포를 사용하고 있다.

표 5-12.  2013년도 부산물비료 사용량(호당 평균)

단위: 포

구 분 1등 2등 3등 소계

부숙
유기질
비료

가축분 273.1 68.6 2.0 343.7 

퇴비 등 109.2 19.0 0.7 128.9 

합계 382.3 87.6 2.7 472.7 

유기질비료 115.3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농민들이 부산물비료를 신청할 때 필요하다고 여기는 물량 정도를 신청

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수령하게 되는 양은 대부분 부족하게 마련이다. 비

종에 무관하게 부족한데 유기질비료의 부족률이 18.4%이다. 앞에서도 지

적했듯이 농민들은 이 부분에 불만을 가질 것이다.

표 5-13.  부산물비료 필요량 충족도

구 분 필요량(포) 사용량(포) 부족량(포) 부족률(%)

부숙유기질 540.24 512.56 27.7 5.1 

유기질 137.36 112.13 25.2 18.4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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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제품 확인과 회사 인지도

단위: %

수령 시 제품과 회사 확인 부산물비료회사 인지도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신청한 부산물비료가 도착했을 때 제품과 회사를 대부분 확인(84.8%)하

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이지만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필요하다는 사람

들도 있었다(15.2). 농민들의 회사 인지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 사실 자신

이 구입하는 회사만 정도 알고 있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적지 않은 농민들은 잘 모르고(31.4%)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신청과정

에서 이장이나 작목반장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구입회사 미

지정의 비율(23%)을 고려하면 약 20~25% 농민들은 부산물비료 구입을 외

부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13~15년 전부터 부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된 분야는 원예이다. 다음으로 수도작 분야에 25% 내외를 사용하고 있

다고 한다. 다음으로 과수와 특작이 뒤를 잇는다.



112  부산물비료 농민 사용실태와 문제

그림 5-7.  부산물비료의 사용 분야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그동안 부산물비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농민들은 주거래회

사를 바꿨다고 한다. 바꾼 비율이 46.5%이다. 상당한 수치라 여겨진다.

표 5-14.  주거래회사의 변경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그 다 46 46.5

아니다 36 36.4

모르겠다 17 17.2

합계 99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주거래회사를 바꾼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품질과 브랜드이

다. 하지만 주위의 권유가 다음으로 35%를 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해서 이

를 해석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해당 제품의 품질이나 브랜

드를 이유로 들어 회사변경을 권하면 이를 수용하여 회사를 바꾸고 있다. 

가격이 그리 큰 변수가 아닌 것은 대부분 부산물비료의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가격 차별화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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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주거래회사의 변경사유
단위: 명, %

구 분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품질과 랜드 38 41.3 36 39.1 

주변권유 33 35.9 34 37.0 

가격 18 19.6 14 15.2 

기타 3 3.3 8 8.7 

계 92 100.0 92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이러한 변경의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산물

비료에 대한 만족도는 결코 높지 않다. 100점 만점을 기준한 평가 점수는 

높은 점수가 70점 중반대에 불과하다. 종합적인 만족도가 73점 정도여서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16.   사용 부산물비료에 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부산물비료 유기질비료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업체 만족도 93 68.7 90 69.4 

가격 만족도 93 67.1 90 65.6 

품질 만족도 93 76.1 90 75.8 

공  만족도 93 76.7 90 76.3 

사후 사 만족도 93 67.8 90 68.1 

종합 만족도 93 73.3 90 72.3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전반적인 불만족은 차별화의 미미함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7가지 차

별화 지표에 대한 조사결과 차별화 정도는 매우 낮다. 부산물비료회사의 

조사결과치보다도 더 낮다. 이는 구입농민으로서의 지표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회사 간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또한 이것

은 주변인들의 권유에 의해 쉽게 거래회사를 바꾸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114  부산물비료 농민 사용실태와 문제

이는 현재 구입하고 있는 부산물비료회사와 계속 거래할 것인가에 대한 긍

정적인 응답이 34.3%에 불과하다는 점과도 연계가 된다.

표 5-17.  부산물비료의 생산회사별 차별화 정도
단위: 명, %

구분
부산물비료 유기질비료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업체 차별화 92 46.7 91 48.0

가격 차별화 92 46.8 91 46.2

품질 차별화 92 52.8 91 53.0

공 방법 차별화 92 42.3 91 44.3

사후 사 차별화 92 43.0 91 43.1

지역별 차별화 92 39.2 91 39.6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대체로 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보다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포

로부터의 효과가 가격차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는 농민들은 52.5%이다. 

부정적 견해의 농민들이 18.2%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이유

는 이 두 비료 간 용도의 차이가 별로 없다16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표 5-18.  가격과 보조차이 타당성 단
단위: %

구분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의 
가격차이 효과인정

부산물비료

등 별 가격차이 보조 차이

그 다 52.5 61.6 60.6 

생각해보지 않았다 27.3 27.3 28.3 

아니다 18.2 11.1 11.1 

무응답 2.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16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 간 용도차이 인정 비율이 55.6%, 불인정 비율이 

44.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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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물비료의 경우 현재의 등급별 가격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민도 있다(11.2%). 등급별 보조금의 차등화에 대해

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역시 일부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부숙유기질비

료의 구입에 대해 물어 보았다. 원료가 음식물쓰레기일 경우 구입하겠는가

인데, 일정한 조건이 구비될 경우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와 달

리 아예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농민들도 다수(44.4%)여서 공인기관의 품

질보증을 통한 공급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5-19.  음식물쓰 기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단위: %

구분 응답수 비율

품질이 보증되면 괜찮음 52 52.5

구입하지 않겠다 44 44.4

기타 2 2.0

가격에 따라 다름 1 1.0

합계 99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축산농가에서 반제품 형태로 생산되는 법적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부숙

유기질비료를 구입한 경험이 있다는 농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의 

불법소지가 많다보니 계속 사용하겠다고는 말하지 않지만(무응답 59/99), 

그래도 사용하겠다는 농민이 99명 중 27명에 이른다. 이를 사용해도 토양

오염에 문제가 없다는 농민들의 수는 99명 중 35명에 불과하다. 전후 상황

을 고려할 경우 많은 농민들은 토양의 오염 가능성을 알고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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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용과 포장

  구입한 부산물비료의 대부분은 포장까지 배달해주고 있다. 68.7%가 포

장에서 수령한다고 하는데 마을까지 배달해 주는 것(16.2%)까지를 고려하

면 85% 정도의 농민들을 쉽게 부산물비료를 수령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정한 농협창고에 가서 수령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부

산물비료의 살포는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경우(90%)가 많다고 한다.

그림 5-8.  구입 부산물비료 배달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부산물비료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몇 가지 제시

하고 있다. 가장 먼저 품질이 불안정하고 낮아서 불만(23.6%)이라는 것이

다. 다음으로 아무래도 살포의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21.6%)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가의 소득에 비해 가격이 높고(21.6%),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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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부산물비료 사용에서의 애로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부산물비료 한 포대의 무게는 20㎏이다. 이 한 포대의 무게에 대해서는 

많은 농민들이 적절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부(11.1%)는 무겁다고 느끼

고 있었다. 현재 무게의 절반 정도인 10㎏의 포장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림 5-10.  포장 크기의 성

포장 크기의 성(%) 정 무게(kg)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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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지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을 상당히 자세히 읽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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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을 보고 있다. 특별히 규격별로 구입을 신청하다보니 규격부분, 나아가 

원료부분도 잘 읽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표 5-20.  포장지 내용 읽는 정도

단위: %

구 분　 포장지 내용 규격과 원료 

자세히 읽어본다 54.5 54.5

충 본다 41.4 41.4

보지 않는다 4.0 4.0

합계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그러다보니 원료를 자세히 표기할 것을 요구(100%)하고 있었으며, 일부

에서 주장하는 주원료표시의 삭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 반대하고 있

었다.

표 5-21.  포장지에 축분, 돈분 등의 원료표시 삭제에 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비율

반 한다 72 72.7

잘 모르겠다 24 24.2

찬성한다 3 3.0

합계 99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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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래시장

  미래 부산물비료시장은 밝게 보고 있었다.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

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소는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하다.

그림 5-11.  미래 부산물비료시장 망

단위: %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8.).

3. 요약

� 강한 필요성과 적극 정보활용

  대다수 농민들은 부산물비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주된 이유

는 지력회복과 친환경농업을 위해서였다. 화학비료의 폐해도 중요한 요소

이다. 당연히 미래 부산물비료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농민들은 관련 정보수집에 활동적이다. 부산물비료 구입 시 주요 

정보처는 이장과 지인, 작목반장 등 가까운 이웃들이다. 여기에 본인의 경

험이 추가된다. 이러한 정보처 선호이유는 이용의 용이성과 신뢰성(85%) 

때문이다.

  부산물비료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이며 다음으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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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적인 구매방법과 보조 인지

  농민들은 비료의 구매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지만 금년에 바뀐 

방법은 상당수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타인에 구매를 의뢰하는 경우들

이다. 하지만 올해의 구입신청과 대금정산 기관의 이원화에 대해서도 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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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물비료를 구매할 때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신청 비율보다 이장이나 작목반장 등에 의존하는 경우라 많다.

  많은 농민들은 부산물비료의 배정량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가능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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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다. 부산물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알고 있지만 포당 지원금액과 방법은 

잘 모르고 있다.

  부산물비료에 대한 구입보조가 없어지더라도 많은 농민들이 구입을 지

속한다고 하지만 구매량이 줄거나 구입을 중단한다는 경우도 있다. 구입물

량 평균 감소비율은 30~40%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다.

� 구매내용 확인과 인맥중시 회사변경, 음식물쓰레기 이용 제조 퇴비에 

대한 부정적 시각

  농민들은 본인의 신청량 대비 수령량이 적어 불만을 제기한다. 부족률이 

20%에 가깝다. 신청한 부산물비료에 대한 제품과 회사 확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농민들은 잘 모른다. 신청에서 외부에 의존하는 사람들

인데 약 20~25%에 이른다.

  주거래회사가 바뀐 경우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데 품질과 브랜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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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 들어 회사변경을 권하고 농민들은 이를 수용, 회사를 바꾸고 있다. 가

격은 그리 큰 변수가 아니다.

  회사변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에 대한 만족도는 높

지 않다. 이러한 불만족은 회사와 제품 간 무차별화와도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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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 간의 가격 차이, 등급별 가격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등급별 보조금의 차등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

하는 분위기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다. 

불법적 반제품 형태 부숙유기질비료를 구입한 경험이 있지만 토양오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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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는 이러한 불법적 반제품 형태 부숙유기질비료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으로 인해 농민들의 암묵적 사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현장 배송, 포장 내용 중시

  부산물비료의 대부분은 포장까지 배달해주고 있다. 부산물비료의 살포

는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산물비료 사용에서 가장 먼저 품질이 불안정하다는 불만(23.6%)이 많

다. 다음으로 살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포장의 표시내용을 대체로 잘 보고 있다. 특별히 규격별로 구입 신청을 

하다 보니 규격 부분, 나아가 원료부분도 잘 읽어 보고 있다. 그러다보니 

원료를 자세히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 원료표시의 삭제에 대

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 비교적 밝은 미래시장

  미래 부산물비료시장은 밝게 보고 있었다.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

료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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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 경쟁세력 요소

1.1. 외부환경요소

1.1.1. 우호적인 요소

  가장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는, 지금까지 부산물비료시장과 기업

들의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는 사실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기성 자원의 발생이 증가하고 이것의 적정처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찌 되었든 자원화, 특히 퇴비화가 필요하다. 음식물류 폐기물도 마찬가지

이다. 적절한 처리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퇴비화와 사료화이다. 

  부산물비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은 매우 우호적인 외부 환경요소이

다. 먼저 부산물비료 구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지원은 시장성장과 안정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대한 보조 역시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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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경쟁가열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업 전체적으로는 우호적 요소이다. 부산

물비료 생산회사에 대한 시설현대화자금과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도 기업들

의 생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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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비우호적 요소

  국내외 경제성장의 정체현상과 함께 농가경제가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실질적인 농업, 농가소득의 저위와 성장 정체는 전체적인 

농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게 되고 자연히 부산물비료 수요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부산물비료의 수요는 경영농지의 규모와 비례하는데 최근 국가 전체의 

경지 이용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성장여부와

도 상당히 밀접한데, 국가의 목표만큼 친환경농업의 규모가 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우호적인 변화이다.

1.2. 기업 간 경쟁관련 요소

1.2.1. 경쟁 강화요소

  설비의 범용성이 떨어지고 부산물비료회사의 주력 상품이 부산물비료에 

한정되다보니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

이 낮은 것 역시 부산물비료산업 내 기업들의 어려움이다. 

  원료의 구입과 생산, 판매 등이 계절성을 모두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일

시적인 생산과 판매로 인한 원료구입과 판매시장에서의 격한 경쟁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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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품질을 유지하면서 보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인들의 위상이 강하다보니 이들에 대한 다양한 판촉

이 진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숫자 확대가 경쟁의 가열을 표현한다. 

가격할인과 각종 지원활동 등 시장 외적인 요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소비자 욕구가 자주 변하는데 품질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서 관련

인들에 의한 비시장적 요소에 의한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품질과 가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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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것과 무관한 경쟁을 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충성구매에 이장과 작

목반장 등의 역할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로비까지 해야 한다. 

 지역농협의 가격할인과 같은 요구는 기업들로 하여금 더욱더 심한 경쟁

을 하도록 유도한다. 

1.2.2. 경쟁 완화요소

  미래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기업들 간 치열한 경쟁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현재 상당히 많은 부산물비료회사의 경영인들은 미래시장을 긍

정적으로 보고 있다.

  고도 기술을 요하는 비료가 아니다 보니 기업 간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

하지는 않다. 농협에 의한 계약과 공급이라는 체제하에서 표면적 가격경쟁

은 어렵다. 

  기업의 입장에서 농민들의 충성 구매율이 높다는 평가는 그만큼 경쟁의 

필요성을 적게 한다. 특히 기업들은 자사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부산물비료의 원료로 인한 경쟁 강화현상은 미약하다는 판단이다. 아직 

미활용 가축분뇨가 많고 정부에서 축산 농가를 규제할수록 부산물비료회

사의 원료구입은 용이하다. 다만 유기질비료의 원료인 각종 수입원료의 경

우 수입기업 간 경쟁은 있을 것이다.

1.3. 신규기업 진입

1.3.1. 위협요소

  미래시장의 긍정적 판단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유인하게 된다. 즉 신

규기업 진입의 위협이 강화되는 요소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의 차별화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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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신규 기업으로서는 진입이 유리하다. 

  새롭게 부산물비료 생산에 참여하려고 할 때 강력한 제도가 적용되는 것

은 아니다. 용이한 진입조건이다. 

  현재 부산물비료산업의 경영실적이 양호하다. 외부에서 볼 때 진입을 결

정하는 데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1.3.2. 완화요소

  부산물비료의 경우 매출액에 비해 넓은 토지면적과 많은 시설자금이 필

요하다. 특히 1년 이상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보니 쉽게 진출하기가 어렵

다. 어느 정도 고착화된 시장과 기업들의 판매지역 역시 신규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생산설비의 대체 사용 가능성이 낮다. 장비와 설비는 한번 설치했을 경

우 판매부진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제품생산으로 전환이 어렵다. 신규기업

에 부담이다.

  악취에 대한 민원이 어려운 문제이다. 이를 사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신규진입을 생각하는 기업에는 대단한 부담요인이다. 기존 기업들에

게는 신규진입 위협 완화요소이다.

  일시적일지는 모르지만 최근 등급화의 강화는 신규기업에는 역시 어려

움으로 작용한다. 

1.4. 수요자, 유통 상인 위협

1.4.1. 위협요소

  부산물비료의 판매과정에서 유통상인의 파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특

히 판매 시 회사와 제품을 유통상인이 선택해서 농민들에게 판매하고 있

다. 부산물비료회사로서는 어려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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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상인과의 엄밀하지 않은, 서류화되지 않은 계약관계로 인하여 제품

의 판매대금관리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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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기울이고 있다. 자사 제품을 쉽게 판매할 수 없다. 

  주사용제품에 대한 회사변경에 있어 주변인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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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변경 후에도 품질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 안정된 고객확보가 어렵다.

1.4.2. 완화요소

  상인들의 경우 회사와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 거꾸로 

부산물비료회사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유통상인의 자사 판

매 조직화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부산물비료에 대한 비차별적이라는 평가가 어느 특정회사

에 위협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일면과 달리 차별화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대체로 미래시장에 대해 확장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수요자로부터의 위

협은 완화될 것이다.

2. 산업 발전방안

2.1. 경쟁세력의 특징

  부산물비료시장을 둘러싼 기본적인 거시변수인 경지면적과 친환경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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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부산물비료와 관련된 각종 처리대상 유기물의 발생량이 많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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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가하고 있다. 토지로의 환원 이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정부에서 적

극적으로 유기자원의 재활용을 지지하는 것은 부산물비료시장 확대에 기

여하게 된다. 동시에 농민들의 부산물비료 사용 이유가 토양의 질적 개선

이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본다면, 아울러 아직도 충분한 부산물비료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미래 부산물비료시장의 성장은 쉽게 예견된다. 물

론 지금의 정부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지속된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판단은 

합당하다.

  거시변수들을 종합해 볼 때 부산물비료시장과 산업에는 긍정적인 요소

가 더 많다. 산업 우호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 6-1.  거시변수 종합

산업우호 산업 비우호

○ 시장의 꾸 한 성장
○ 처리 상 유기성 자원의 증가
○ 우호 인 다양한 련 정책 

○ 국가와 농가경제 침체
○ 경지이용면 과 친환경농업 축 등

  기업 간 경쟁요소들의 성격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더욱 경쟁이 강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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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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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평가하는 충성구매와 낮은 원료 확보경쟁이 경쟁완화요소이다. 하지만 

경쟁을 강화할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서 감지된다.

  국내시장만을 겨냥한 판매와 경쟁이라는 점은 국내시장의 작은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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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생산설비를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기업 경영에서 부산물비료의 

비중이 절대적인 면은 경쟁 가능성을 높인다. 

  모든 기업들의 생산과 판매 등이 폭발적으로 시기가 겹치고, 품질 이외 

비시장적인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는 것도 상호 물밑 경쟁을 부추기기

에 충분하다. 생산기업보다는 중간 유통조직들의 파워가 상대적으로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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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기업 간 경쟁을 강화하도록 한다. 달리 말하면 이들에 휘둘리는 

경향이 많아질 수 있다.

표 6-2.  기업경쟁요소 종합

경쟁강화요소 경쟁완화요소

○ 설비의 범용성 
○ 부산물비료 의존  경
○ 해외수출 한계
○ 원료구입∼소비 계 성
○ 한 생물자원보  애로
○ 유통조직의 높은 교섭력
○ 소비자 비시장요인 시
○ 지역농  가격할인 

○ 정 인 미래시장 평가
○ 비고도 생산기술, 개발경쟁 
○ 높은 충성 구매율
○ 낮은 원료경쟁

  새롭게 부산물비료시장에 뛰어들고 싶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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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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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는 점은 부정적 요소이다. 

  하지만 미래시장이 밝고, 지금 적지 않은 정도의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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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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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진입 조건이다.

표 6-3.  신규진입요소 종합

요소 완화요소

○ 정  미래시장
○ 제품의 비차별화
○ 약한 제도제약 요인
○ 양호한 경 실  

○ 상  과도한 설립자본
○ 낮은 생산설비 체사용 가능성
○ 강력한 각종 민원

  소비자들의 부산물비료 구입 경향에서 나오는 위협요소는 그리 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비 행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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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입과정에서 비시장적인 요소들, 요컨대 인맥 

중시와 부가적인 서비스 요구 등이 문제이나 경영에 심각할 정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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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래도 부산물비료산업에 우호적인 요소와 성격이 아닌가 여겨진다.

표 6-4.  소비자요소 종합

요소 완화요소

○ 극  정보 활용, 포장내용 시
○ 가격과 품질 외 요소 향 큼
○ 인맥 시 경향
○ 음식물쓰 기 퇴비에 한 부정  시각
○ 장 배송 등 서비스 시

○ 강한 필요성 인식
○ 평균  구매방법인지
○ 보통수  보조 인지, 보조 만족
○ 무차별 인식과  제품 만족
○ 밝은 미래시장 상

2.2. 기본조건의 인식

① 국내시장은 당분간 성장할 것이다.

②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은 미미하지만 준비해야 한다.

③ 현재 각종정책이 우호적이어서 유지, 발전이 필요하다.

④ 기업 간 갈수록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⑤ 기업 간 경쟁의 수단이 가격과 품질 이외의 것이 될 것이다.

⑥ 유통업체의 파워가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⑦ 농민들의 자발적 수요변화보다 주변인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⑧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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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발전방안

  이곳에서 제안되는 발전방안은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

지 않다. 아울러 연구자 별로, 경영자별로 발전방안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되는 방안이 모든 기업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제시

되는 방안을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개별기업의 경영적인 판단

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개별 기업들의 발전방안 마련은 개별기업의 몫

이기 때문이다.

2.3.1. 국내시장의 안정화, 수입 대응

  시장이 성장할 때 적절한 안정화 대비책은 필수이다. 자칫 과대한 시설과 

장비의 투입은 경영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부산물비료시장에서 정책의 작은 변화도 시장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지금 국가적으로 긴축재정의 상태라는 점, 부산물비료에 

투입하고 있는 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2.3.2. 경영의 다각화

  부산물비료기업들의 전체 매출에서의 부산물비료 비중이 매우 높다. 부

산물비료시장이 흔들리면 기업 전체의 경영이 흔들리는 구조이다. 기업의 

지속성과 경영의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판단이다. 이제부터라도 경영의 다

각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에서 목격되는 축산과 병행하는 것과 유기, 무기질비료를 동시에 취

급하는 경우가 가장 용이한 다각화일 것이다. 유사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

업들과 인수, 합병하는 방법도 현실적이다. 이 역시 경영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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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고품질 안정적 원･부재료 확보(공동구입 포함)

  우선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하는 유기질비료의 경우 해당 기업과 원료의 

공동구입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원료부터의 차별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원료라면 가능할 것이다. 톱밥구입의 

공동화 사업은 한 사례가 된다.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들의 품질 좋은 가축분뇨의 확보는 중요한 경영요

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료선인 축산농가(중간수집거래상인)

와의 연대가 중요하다. 아직까지는 원료확보에 어려움이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만약 축산농가들의 휴･폐업으로 인한 규모의 축소가 발생하고, 부

산물비료에 대한 각종 유해물질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적절한 가축분뇨의 확

보도 어려울 수 있다.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축산농가와 연계를 생각

해야 한다.

2.3.4.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아직 부산물비료시장에서 품질 차별화의 정도가 낮다. 경쟁에 관련되는 

모든 요소의 차별적 경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음성적인 부분과 인간관계 

등에 의한 제품 선발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외국으로부터의 제품유입과 지

나치게 많은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수, 수요자들의 품질개선 욕구 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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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는 연구개발 분야의 강화가 필요하다.

2.3.5. 조기주문, 공동배송, 협력배송 기획

  부산물비료의 공급은 매년 이뤄진다. 비록 예산확보 부분에 문제는 있지

만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어느 정도 전년도 조기주문이 가능할 것이다. 이

렇게만 되면 부산물비료기업들의 소비자 관리와 경영이 매우 용이해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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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물비료의 가격은 낮으나 부피가 크다보니 수송비의 부담이 크다. 이

것도 일시에 집중하다보니 부산물비료 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영부

담으로 다가온다. 수송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단위의 조직과 

중앙단위 조직, 나아가 지역 내 상토회사(품목은 다르나 판매의 시기는 중

첩)들과의 연대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으로는 지역단위에서 상토와 부산물

비료 회사들의 연대가 현실적이다.

2.3.6. 복잡한 유통관계 정비 및 무허가 불량제품 단속

  가장 중요한 유통주체는 농협이다. 농협과의 대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중앙조직인 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 나서야 한다. 관련된 수수료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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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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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적인 유통주체와 유통에서의 관행 등에 대한 것도 근대화,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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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별히 부산물비료 회사들의 반성도 필요하다. 

자신을 위해 벌여 놓은 비정상적인 경쟁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버려야 한

다. 필요하다면 중앙단위 조직에서 관여해야 한다.

  한마디로 유통분야에서의 비정상화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노력이 요구된

다. 세간에 떠도는 무허가업체들에 의한 부산물비료 생산과 공급, 이들을 

중간 생산업체로 활용하는 기존의 기업들의 행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

2.3.7. 소비자 교육과 홍보 강화

  다양한 작목에 대한 부산물비료의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

한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취득은 한계를 보인다. 그러다보니 주변 

사람들에 의한 구매의존이 강하다. 제품과 가격경쟁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

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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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일본과 

같은 나라의 해당기업에 손쉬운 한국 진출의 기회를 주는 데 일조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수요자 만족의 교육과 홍보를 앞세운다면 국내시장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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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 매우 낮다. 산업적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2.3.8. 유통주체별 미시적 기업 대응책 필요

  유통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의 파워가 커지는 것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 아울러 이들에 의한 비가격과 품질 경쟁의 부추김은 결국 유통질서

의 혼란과 경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부산물비료 유통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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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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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조합과의 개별적 불평등 거래와 같은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

2.3.9. 정책 지원제도 적절 대응

(신청제도 점검)  

  가장 먼저 변경된 부산물비료 신청제도의 유효성을 파악해야 한다. 일부

에서는 농민들의 신청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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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도록 해당 유기질비료협동조합에서는 노력해야 한다.

(상충논리, 정책사업 정리)

  부산물비료를 둘러싼 정부정책은 강화될 것이다. 유기성 폐기물을 사용

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든 음식물폐기물이든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연히 환경규제의 대상이 되며 그 강도가 점차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일

부 축산과 환경 쪽에서는 가축분뇨의 단순한 처리를 위해 완화된 관리규정

을 들고 나오기도 한다. 다양한 상충된 논리와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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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땅 중심의 부산물비료 공급이 중요하다. 누가 농사를 짓든 땅의 지력증

진이 부산물비료 사용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임차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공

평하게 이뤄져야 한다. 

  현재 지원되는 각종 정부의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향후 대응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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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사업과 민간사업자 간의 갈등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기타 부처

와의 갈등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서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잦은 제도의 

변경은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에 치명적 오점을 남길 수 있다.

(등급제도와 동일 보조)

  잦은 제도의 변경은 어느 경우에든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에 벌어진 부

숙유기질비료의 3등급화 변경 역시 취지는 이해되나 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3등급화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품질부분의 단순화 관리가 바람직하다. 

정부에서는 부산물비료가 가지는 일정 최소요건만을 정하고, 그 이상의 고

품질제품의 개발과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들에 맡겨두는 것이다. 진정한 

시장경쟁이 될 것이다.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특등급 비료의 가격을 1등급보다 낮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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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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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이 곧바로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까지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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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이 미래 지향적일 수 있다.

(가축 유행성 병 발생 대응책 강구)

  잦은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은 부산물비료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부숙유기질비료기업의 경우 차량의 지역 

간 이동이 통제되면서 원료 확보 불능과 생산, 판매 차질 등으로 경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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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을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없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해결에 사적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당연히 산

업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하고, 가능하다면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한다. 중대

한 산업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 차원의 대응책 마련

이 필요하다.

2.3.10. 관련 법령의 정비와 국가차원 유기성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부산물비료는 살아있는 생물제품이다. 그래서 무기질비료와 다른 관리

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유효하다. 지금의 무기질비료와 같은 공정규격 적용

은 무리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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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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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다. 

  동시에 부산물비료에 관련된 법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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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부산물비료 관련법에 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기

에 관련된 부분은 부속 연구자료로 발간될 책자를 참고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부산물비료산업의 협조도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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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해야 한다. 농림축산부분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일상적인 음식물폐

기물과 각종 유기성 오니 등의 발생과 재활용 처리는 국가차원의 중요한 

사안이며 책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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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연도
물량　
(천 톤)

지원액　
(억 원)

비고

’98년 200 100
※ 농 앙회 퇴비보조사업 최  실시　
- 정액제 25kg/포 :   1,000원

’99년 400 140
※ 정부보조사업 실시　
- 정액제 25kg/포 :   750원

’00∼01 500 175
- 정액/정율제 혼용　
3,000원 이하 : 25%　

’02∼03 600 210 3,000원 이상 : 750원

’04 650 210
- 정액/정율제 혼용　
일반퇴비 : 최고 650원

’05 700 245 유기질비료, 그린퇴비 : 최고750원

’06 1,200 420
- 정액제 　
일반퇴비, 유기질비료 :   700원

’07 1,350 472 그린퇴비 : 800원

’08 2,000 1,160
- 정액제 　
일반퇴비, 유기질비료 :   1,160원

’09 2,100 1,218 그린퇴비 1,260원

’10 2,500 1,450

- 유기질비료 : 1,500원　
- 부산물비료 :   1,160원　
※ 하반기 퇴비 차등지원 등 제 실시　

구분 1등 2등 3등 　

가축분 1,200 1,100 900 　

퇴비 1,000 900 700 　

’11 2,500 1,250

구분 1등 2등 3등

유기질 1,400

부산물
가축분 1,100 1,000 800

퇴비 900 800 600

’12 2,700 1,350

구분 1등 2등 3등

유기질 1,400

부산물
가축분 1,200 1,000 700

퇴비 1,000 800 500

’13 2,900 1,450
구분 1등 2등 3등

유기질 1,400

’14 3,200 1,600 부산물 1,200 1,0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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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 기 발생량

단위: 톤

구 분 2000 2005 2010

일일발생량 11,434 12,977 13,671

연간발생량 4,173,410 4,736,605 4,989,915

재활용시설(개) 233 256 257

재활용처리비율 45.1 93.3 95.5 

자료: 환경백서. 2013.

비료생산업체수 추이

단위: 개사

구　분 보통비료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계

2002 1,084 183 923 2,007

2003 1,222 224 1,094 2,316

2004 1,354 247 1,156 2,510

2005 1,496 292 1,226 2,722

2006 1,657 345 1,314 2,971

2007 1,941 415 1,450 3,391

2008 2,051 435 1,507 3,558

2009 2,467 491 1,367 3,834

2010 2,384 387 1,255 3,639

2011 2,616 462 1,378 3,994

2012 2,847 445 1,355 4,202

2013 2,393 368 1,164 3,557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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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비료의 매량 규모

단위: 천 톤

구　분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계

2001 104  1,230 1,334  

2002 153  1,928 2,081  

2003 187  1,643 1,830  

2004 236  2,340 2,576  

2005 341  2,300 2,641  

2006 364  2,730 3,094  

2007 461  2,607 3,068  

2008 463  2,579 3,042  

2009 405  3,133  3,538  

2010 387 2,795 3,182 

2011 449 2,705 3,154 

2012 584 3,134 3,718 

2013 590 3,219 3,809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당 매규모

단위 : 천 톤

구　분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평균

2002 0.8 2.1 1.9 

2003 0.8 1.5 1.4 

2004 1.0 2.0 1.8 

2005 1.2 1.9 1.7 

2006 1.1 2.1 1.9 

2007 1.1 1.8 1.6 

2008 1.0 1.8 1.6 

2009 0.8 2.3 1.9 

2010 1.0 2.2 1.9 

2011 1.0 2.0 1.7 

2012 1.3 2.3 2.1 

2013 1.6 2.8 2.5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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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비료시장규모 추정

단위: 백만 원

구　분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계

2004 409,697 98,042 507,739 

2006 477,592 151,576 629,168 

2008 451,254 192,801 644,055 

2009 542,012 168,649 710,661 

2010 487,378 161,153 648,531 

2011 462,482 186,335 648,817 

2012 546,969 242,360 789,329 

2013 558,278 244,850 803,128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당 매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평균

2004 397 354 362 

2006 439 363 379 

2008 426 320 346 

2009 343 396 382 

2010 416 388 395 

2011 403 336 353 

2012 545 404 439 

2013 665 480 524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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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비료의 필요성

단위: %

　구　분 부숙유기질 유기질 평균

반드시필요 46.5 44.4 45.5 

필요 38.4 39.4 38.9 

그 그 다 10.1 6.1 8.1 

그리필요하지않다 3.0 5.1 4.0 

잘모름 - 1.0 0.5 

무응답 2.0 4.0 3.0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9.).

부산물비료구입, 사용의 주된 이유

단위: %

구　분　 부숙유기질 유기질 평균

이웃에서 권하므로 1.0 - 0.5 

기타 1.0 1.0 1.0 

무응답 6.1 9.1 7.6 

보조해 주기때문 15.2 14.1 14.6 

스스로 필요성 느껴서 76.8 75.8 76.3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9.).

필요성을 느낀 주된 이유

단위: %

기타 1.2 

화학비료의 폐해 13.3 

친환경농업 때문에 28.3 

지력이 약해서 57.2 

자료: KREI 부산물비료 이용 농민 설문결과(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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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차별화 정도

단위: %

구　분 상토 부숙유기질 유기질

랜드 차별화 51.1 45.0 48.5 

가격 차별화 43.4 46.5 46.8 

품질 차별화 56.9 57.1 53.9 

공 방법 차별화 30.2 30.2 30.5 

사후 사 차별화 30.5 30.5 30.2 

지역별 차별화 29.4 30.0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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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시장 망

단위: %

구　분 상토 부숙유기질 유기질

확 62.5 31.3 56.3

정체 18.8 34.4 25.0

축소 18.8 34.4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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