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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시설원예와 양돈산업의 생산액은 각각 6조 원, 7조 원으로 미곡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시설원예산업은 신선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과 

농산물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종자개량, R&D 지원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

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선진국에 비해 시설원예의 생산성과 소득은 낮고 비

용은 높은 생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은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 비해 각각 6배, 5배 많으며 모돈 두당 출하 마릿수

는 덴마크가 우리나라에 비해 약 2배 수준이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단편적

인 차이와 외형적·조직적 구성의 차이만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시설원예 농산물과 양돈산업을 중심으로 주요 농업 선

진국과의 생산성 격차 발생 원인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산 구조를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산활동’과 간접적 및 후방에서 

지원하는 ‘지원활동’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생산성 결정요인을 선진국과 비교

하여 명확히 규명하여 농축산물의 생산 효율성 제고와 경영성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층조사에 응해 주신 농민, 담당 공무원과 유

관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농축 산물

의 생산성 및 경영성과 및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

길 기대한다.

  

       2018.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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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시설원예와 양돈산업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지원에 힘입어 미곡 

다음으로 높은 생산액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시설원예산업은 신선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과 농산물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농업부문 발

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방화시대 내수와 수출의 

선도산업으로 도약’을 시설원예산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고효율 안정 생산기

반 구축과 비용절감형 생산시스템 확충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적극 추

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선진국에 비해 시설원예의 생산성

과 소득은 낮고 비용은 높은 생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각각 6배, 5배 이상 많으며 덴

마크의 모돈 두당 출하마릿수(MSY)는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다. 이러한 단편

적 차이와 외형적·조직적 구성의 차이만으로는 선진국과의 주요 농산물의 생

산성 격차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요 농업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 발생 원인과 요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

해 국내 주요 시설원예 농산물과 양돈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구조를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생산활

동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활동으로 양분한 후 단계별 생산성 결정요인을 선진

국과 비교하여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 효율

성 및 경영성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수행을 위해 관련 문헌 조사, 정책자료와 선행 연구자료 및 국가별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품목은 농산물 중에서 시설원예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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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인 토마토, 파프리카이고, 축산물 중에서는 양돈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 농업생산액 규모가 미곡 다음으로 크고, 첨단 시설원예

와 축산업 분야로 미래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별 대상국

은 농산물은 네덜란드, 양돈은 덴마크와 비교분석하였다.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국내 최선도농과 상위농 및 네덜란

드 중상위농 등 비교군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각 그룹별 영농활동 

주요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양돈의 경우 시간적·물리적 한계로 2차 자

료와 문헌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선진국과의 생산성 발생요인과 

시설원예 및 축산 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문제를 발굴 및 정리하기 위해 전문

가 및 선도농가를 두 차례 조사하고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

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시사

  주요 농산물인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단위면적당 수량 생산성을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비교군을 설정하여 직접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최선도농은 두 품목 

모두 네덜란드의 중상위권 농가들과 생산성 격차가 크지 않았다. 특히, 생산성

이 높은 최성수기에는 모두 네덜란드의 90% 이상의 생산성을 나타내었다. 문

제는 우리나라 저수확기에 네덜란드에 비해 최선도농과 상위농 모두 생산성이 

50% 이하 수준이었다.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보다 네덜란드가 2.1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종자, 

저수확기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기가재와 기술적 요인에 대한 연구개

발과 교육·기술 습득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네덜란드와 

같이 젊은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 산업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하는 민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양돈산업은 유럽 선진국에 비해 WSY, PSY 및 MSY와 폐사율 등 많은 지표

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돼지 개량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우수한 종돈의 개량 형질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MSY나 사료 효율 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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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향상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양돈가 경영주의보다 적극적 경영참여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가축 폐사율로 인한 MSY 지표의 하락은 전염성 질병원의 박

멸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구제역뿐만 아니라, PED, PRRS, 씨코, 돼지열병 

등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성 질병에 대한 범정부와 양돈산업계의 적극적 연

구 개발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과 정책 실천이 관건이다.

  시설원예와 양돈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중요도, 경제성과 시급성에 대한 전

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IPA(Importance-Perfomance Analysis)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시행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생산시

설 및 생산기자재를 확충해야 한다. 교육과 훈련 및 컨설팅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업그레이드된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시설 규모화와 단지화 및 현대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첨단온실사업’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

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자 및 육묘산업의 발전, 첨단 ICT 융복합 R&D 집중 및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전후방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육묘 전문회사 육성과 적절한 지원

을 통해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적응하여 재배가능한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현

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같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적극 참여와 투자를 통해 첨단 농축산 교육과 R&D 및 전문 컨설

팅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국내외의 미래 수요와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첨단 ICT 융복합 사업의 확대와 R&D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노력이 집중되

어야 한다. 



vi

ABSTRACT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Production Structures of 
Maj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and Plans to Improve 
Management Performance

Background of Research 

  The facility horticulture and hog raising industry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shown the second highest production output next to that of rice by being 

supported from various policies and systems of the government. Especially, 

facility horticulture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e sector by contributing to the stability of supply and demand for 

fresh produce, and improvement of farm household income as well as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government has presented a vision for the 

facility horticulture industry, ‘becoming the leading industry for domestic 

demand and exports in the era of open economy’ and actively implemented 

the related policies for establishing highly efficient stable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expanding a cost-reduced production system. Despite the 

foregoing efforts, the productivity and income level of Korea’s facility 

horticulture are still low compared with the advanced countries in agriculture 

while the high cost production structure is continuing. In case of tomato and 

bell pepper, the Netherlands’ production output per unit area is 6 times and 5 

times respectively, and Denmark’s MSY (Marketed pigs per Sow per Year) is 

twice Korea's. These fragmentary differences and differences in external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would not be enough to explain the difference in 

productivity of major agricultural products compared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Thu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improvement plans for the 

productivity of Korea's hog raising industry and major facility horticulture 

products in order to secure farm household income and export competencies 

by more clearly investigating the cause and factor of the productivity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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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Korea and advanced agriculture countries.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policy programs, preceding research data, and related statistic data 

by each country.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are tomato, bell pepper, hog 

raising farm households, the Netherlands’ tomato and bell pepper, and 

Denmark’s hog raising farm households. The production related big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selecting two comparison groups for tomato and 

bell pepper farm households. Related secondary materials and literature 

materials were used to analyze for hog raising due to the time and physical 

limitation. In addition, two interviews with experts and leading farm 

households, and 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were conducted in 

order to find causes of the productivity gap with advanced countries and 

problems of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facility hort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s a result of direct productivity comparison on the pertinent groups for 

tomato and bell pepper, which are major agricultural products, per unit area 

between Korea and the Netherlands, it is found that there is not a big 

difference in their productivity between Korea’s leading farm households and 

the Netherlands’ mid-high farm households. Especially, the productivity in 

peak seasons in Korea shows more than 90% that of the Netherlands. On the 

other hand, the productivity in low harvest seasons in Korea shows below 

50% that of the Netherlands’ top leading farm households and upper class 

farm households. It is analyzed that the labor productivity of the Netherlands 

is 2.1 times more than that of Korea. In order to resolve this productivity 

gap, firstly it is necessary to research on the related tools and materials, and 

technological factors to improve productivity in the low harvest seasons, and 

to acquire related training and skills. Secondly, many efforts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e required to improve labor productivity and for young 

professionals to work for related industries benchmarking the Netherland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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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true that the hog raising industry is far behind advanced European 

countries in various indexes such as WSY, PSY, MSY, mortality rate, and so 

on. In order to overcome the foregoing, the pig improvement network that the 

government is promoting should be reinforced so that the management of 

excellent pig breeds should be improved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Secondly, MSY or feed efficiency in Korea should be improved so that 

business owners are required to be more in proactive management and 

competency enforcement. As for the fall of the MSY index due to the 

livestock mortality rate, it is very important to exterminate the cause of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it is needed to prepare counterplans and 

implement related policies through the government and hog raising industry’s 

proac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o many viruses and bacterial diseases 

including foot-and-mouth disease, PED, PRRS, and swine fever.

  Based on the result of the IFA (Importance-Feasibility Analysis) on the 

expert’s opinion on the importance, economic feasibility, and urgency of 

development plans for the facility horticulture and hog raising industry, the 

following shall be conducted. 

  First, better education and training for farmers are to be reinforced while 

production facilities and tools and materials also shall be expanded in order to 

support production infrastructu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for education, training, and consulting while upgraded education opportunity 

shall be provided to expand the participation from private sectors. 

Furthermore, facility scale-up and complex creation, and the government’s 

modernization such as “high-tech greenhouse project” and “pigpen facility 

modernization project” shall be more actively conducted. 

  Secondly, upstream and downstream industries shall be fostered by 

developing breeds and seedlings, focusing on cutting-edge ICT convergence 

R&D, and training exper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breed cultivatable in 

high temperature and humidity by promoting and properly supporting a 

specialized seedling company. Based on the ongoing ‘smart farm innovation 

valley’ project with the government support, it is required to actively cope 

with both domestic and global future demands as well as education and R&D 

on high-tech agriculture and livestock farming and foster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to provide professional consulting by active particip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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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from private companies. For expanding cutting-edge ICT 

convergence projects and 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d-long term 

roadmap while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efforts shall be focused to 

realize the fore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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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 중 시설원예 생산액은 약 6조 원, 양돈산업의 생산

액은 약 7조 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 47조 6천억 원 대비 각각 13%, 15% 수준

이다. 이는 8조 원 수준인 미곡 다음으로 높다. 

  이는 시설원예와 양돈산업의 농산물 시장 개방과 FTA에 적극 대응함과 동

시에 국제경쟁력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후

방산업인 종자개량, R&D 지원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

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시설원예산업은 신선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과 농산물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농업부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수출규

모는 2.1억 달러로 전체 신선 농식품 수출액 11.8억 달러의 18% 정도를 차지하

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방화시대 내수와 수출의 선도산업으로 도약’을 시설원예산

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고효율 안정 생산기반 구축과 비용절감형 생산시스템 

확충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적극 추진하였다. 

 세부 실천 목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시설원예농업 부문 생산액은 현재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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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9조 원으로, 호당 생산규모는 평균 0.6ha에서 1ha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농산물 수출 목표는 2010년 2억 달러 수준에서 2020년 10억 달러로 제시하였

다. 생산방식은 비닐온실과 유류 중심 난방 방식에서 첨단 유리온실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4년 이후 스마트팜 확

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설원예 스마트팜 설치면적을 2014년 60ha 수준에서 

2017년 4천 ha까지 크게 확대하고, 2022년까지 현대화된 온실의 70% 수준인 

7천 ha까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선진국에 비해 시설원예의 생산성과 소득은 낮고 비

용은 높은 생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토마토는 네덜란드의 단위면적당(10a) 

생산량이 47,941kg, 우리나라는 7,642kg, 일본 10,103kg으로 네덜란드가 우리

나라보다 6배(일본에 비해 약 5배) 이상 많다. 파프리카는 네덜란드가 65,000kg, 

우리나라는 15,000kg으로 네덜란드가 4.3배 많다. 양돈은 모돈 두당 출하마릿

수(MSY)가 우리나라는 16.9마리이나, 덴마크는 30.1마리로 약 2배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생산성이 5배 이상 높은 네덜란드의 시설원예 재배시설은 대

부분 유리온실(우리나라는 95% 이상 비닐 단동온실)이며, 설치된 유리는 투광

률이 높은 산란형(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일반형)으로 온실작물 생육관리 등에 

최적화되어 있다. 네덜란드 시설원예 주요 품목의 농가 간 생산성 격차는 15% 

내외 수준으로 낮아 재배기술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으며(우리나라는 200~ 

300% 격차), 거의 모든 과채류를 양액재배하고 최적 복합환경관리시스템을 통

해 재배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농가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직화(그리너

리 협동조합)되어 있고, 이러한 생산조합이 판매전문 자회사(The Greenery Int. 

BV)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산성의 단편적 차이와 생산 기자재와 농가 조직화 등 외

형적·조직적 구성의 차이만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발생하는 주요 농산물의 생

산성 격차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성 결정요인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생산구조 측면

에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시설원예와 양돈 농가의 생

산성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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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요 시설원예 농산물과 양돈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네덜란드 및 덴마크와의 생산성 격차 발생 원인과 요인을 보다 정확

히 규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주요 시설원예농산물과 양돈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구조를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생산활동’과 이를 간접적 및 후방에서 지원하는 ‘지원활동’으로 대별하여 우

리나라 농업생산 활동과 선진국 생산활동을 단계별로 대응하여 면밀히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전후방산업 중 주요 투

입재(종자, 농기자재 등)의 생산 및 관리 기술 등을 생산 주요활동으로 구분한

다.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종자, 에너지와 기자재,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

책, R&D와 전문교육 등을 지원활동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 

효율성 체계와 가치변화에 대해 주요 농축산물별 선진국과의 차이를 보다 면

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성을 농업 선진국과 비교하여 격차

가 발생하는 요인과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축산업, 특히 시설원예와 양돈산업 발전

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생산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

활동으로 양분한 후 단계별 생산성 결정요인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명확히 규

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 효율성 및 경영성과 제고 방

안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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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3.1. 선행연구

3.1.1. 생산성 및 생산 효율성 요인분석 관련 연구

  농가의 생산 효율성, 생산 결정요인분석 및 경영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

이며 일부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광원(2005)은 충남지역 방울토마토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

하여 경영비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치화한 횡단면 자료를 이

용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 및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수행하여 각 요인별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장현동(2007)은 국내 백합 재배 농가의 경영효율성을 계측하기 위해 농촌진

흥청 농산물 소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효율성 수준별 농가분포, 재배규모별 

효율성, 지역별 효율성 차이를 분석하고, 효율성 제고 및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고종태 외(2011)는 강원도 파프리카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경영현황을 분석하고, DEA를 활용하여 파프리카 수출농가의 효율성 개선을 

통한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청룡 외(2014)는 국내 시설토마토 생산의 효율성을 추정하고 효율성에 미

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

을 이용하였으나, 자료 수집의 한계 등으로 설정 변수를 가온 여부, 온실높이, 

재배지역(남부, 중부, 북부) 등 생산 직접 요인 몇 가지로 한정한 한계가 있다. 

  이향미 외(2015)는 DEA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딸기 재배농가의 생산 

효율성과 비효율성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커널밀도함수 추정을 통해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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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효율성 분포를 분석했다. 또한 Tobit 모형 분석을 통해 생산 효율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세부화하여 제시하였다. 

  해외 연구 사례로는 OECD(2015)에서 네덜란드의 경제현황, 민간투자, 농업

정책 및 혁신시스템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정책환경변화를 분석한 후 

정부 예산 감소에 따라 농업부문 민간투자 비중의 증가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

3.1.2. 관련국별 농업과 국제 비교 분석 관련 연구 

  강진구 외(2008)는 네덜란드의 주요 시설원예품목에 대해 경영여건과 생산

기술, 경영성과 분석과 난방비 절감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시설원예 품목

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시설원예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

하였다. 

  김민경 외(2016)는 세계 양돈산업의 개황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국가별 돼

지사육 및 도축현황과 소비, 교역 및 생산성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

라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영봉(2015)은 한국농업의 생산효율과 성장경로의 특성에 대해 국제비교를 

통한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성장경로분석과 생산함수 분석을 실시하고 

중장기적 성장변화를 규명하였다. 

  이명헌(2016)은 네덜란드와 독일의 농업구조 변화를 농가구조 등 농업노동

력 변화, 농업 경영체 수 감소와 전문화, 규모화에 대해 살펴보고 농업생산물 

구성의 변화 등을 지표로 설명하였다. 

  정원주(2009)는 네덜란드 시설원예 경영기술 실태조사를 통해 네덜란드 시

설원예 주요 품목별 생산실태와 생산요소, 주요 품목별 환경관리와 재배기술, 

자연환경비교와 에너지 절감형 유리온실 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이주량 외(2010)는 세계 주요국의 농산업 R&D 투자와 생산성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농산업 R&D 포트폴리오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산업 

R&D 투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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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ukers et al.(2008)은 네덜란드 시설원예 농업의 강점으로 민간부문의 노

력과 노동, 네덜란드 지역별 비교, 에너지 및 환경과 생산 및 마케팅 부문에 대

해 조사·분석하여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다.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 및 

덴마크와 생산성 비교 분석을 통해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과 문제

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활

용 가능한 작물별 생산 단계 자료를 직접 비교 분석하고, 생산성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부문인 R&D, 교육 및 기자재 산업 등 주요 생산구조에 대해 직접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차별성이 있다.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대상 품목은 농산물 중에서 시설원예 주요 품

목인 토마토, 파프리카이고 축산물 중에서는 양돈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

들 품목은 우리나라 농업생산액 규모가 미곡 다음으로 크고, 첨단 시설원예와 

축산업 분야로 미래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시설원예 품목인 토마토 및 파프리카와 양돈산업은 시설현대화 및 스

마트팜 설치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대표 작

목들이다. 정부가 2013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첨단온실사업’ 신청 농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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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이 토마토와 파프리카 재배농가들로, 기존 온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

축하고 있다. 특히, 파프리카는 재배면적이 2008년 367ha에서 2017년 712ha로 

연평균 7.6% 증가하고 생산량도 2008년 33천 톤에서 2017년 78천 톤으로 연평

균 10.1%로 크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빠른 성장세는 전체 

생산량의 50% 내외를 일본, 홍콩, 대만 등지로 수출하고, 국내 수요도 다변화

됨에 따라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우리나라 파프

리카의 시장 점유율이 70% 수준으로 압도적이나, 최근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등과 경쟁하고 있다. 

  비교 대상국은 토마토와 파프리카에서는 선진국인 네덜란드이며, 양돈에서

는 덴마크로 한정하고자 한다. 네덜란드의 온실면적은 약 10천 ha로 우리나라

에 비해 1/5 수준이나, 유리온실 비중이 99%(벤로형 87%, 광폭형 12%, 비닐온

실 1%)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m2
당 토마토 57kg, 파프리

카 30kg, 오이 81kg, 딸기 10kg 등 생산성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표 1-1> 한국과 네덜란드 생산성 비교

단위: kg/m2

구분 한국(A) 네덜란드(B) 비중(A/B, %)

토마토 8 57 14.0

파프리카 12 30 40.0

오이 10 81 12.3

장미 77 237 32.5

국화 55 187 29.4

자료: CBS(https://opendata.cbs.nl/statline: 2018. 4. 20.)

  농업에서의 가치사슬이란 “농업경영활동에서 부가가치 생산과 관련된 직간

접활동 과정”을 의미한다(박현태 외 2009).1 

 1 박현태 외(2009: 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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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생산 효율성 증대 요인 및 효과

자료: 저자 작성.

  농업부문 가치사슬 분석에서 주요활동(Primary Activities)은 종자·종구 구입, 

생산, 선별·포장, 저장, 운송, 마케팅 판매, 물류, 서비스, 사후관리 등과 같은 

현장 업무활동을 포함한다. 보조(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은 생산 기반시

설과 구매·기술개발(R&D)·농가교육 등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활동을 생산준비단계와 직접 생산활동 단계까지를 대상

으로 하고, 보조(지원)활동은 생산 기자재산업, R&D와 교육 등의 활동을 포함

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 목적이 농업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 발생 원인을 분

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으므로 상품의 홍보, 마케팅 및 소비 단계는 

다음 연구 과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선진국과 생산성 격차 발생 중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주요활

동 중 영농활동을 세분화하여 다루고자 한다. 주요 영농활동을 환경관리, 재배

관리로 크게 세분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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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 방법

  연구수행을 위해 관련 문헌 조사, 정책자료와 선행 연구자료 및 국가별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토마토와 파프리카 재배농가를 주 대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토마토와 파프리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는 비교

군별로 20농가 이상, 네덜란드는 품목별로 중상위권 10농가 내외의 생산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조사 대상 그룹은 우리나라는 각 품목별로 비교

군 선정을 위해 두 그룹으로 나누어 생산자(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를 선정하

였다. 첫 번째 그룹은 네덜란드와 유사한 유리온실과 재배환경 제어시스템을 

보유하고 운영 중인 선도농가이며, 두 번째 그룹은 네덜란드와 유사하지는 않

으나 구형 유리온실 또는 자동화온실을 이용하여 영농활동 중인 상위농가로 

구분하였다. 양돈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덴마크와 유사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적·물리적 한계로 인해 2차 자료와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또한 두 차례의 전문가 및 선도농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전

문가와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선진국과의 생산성 발생요인과 발전방안에 대한 

문제들을 발굴하고 정리하였다. 2차 조사는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로 진행한 뒤 시설원예산업과 축산(양돈)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중요도와 시

급성 결정을 위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사 위탁과 원고 위탁을 시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비교군별·영농활동별 빅데이터 수집과 기초자료 분석

을 위해 국내 시설원예 전문 컨설팅업체인 ‘S’사를 통해 위탁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를 활용하여 국내 토마토 및 파프리카 농가와 네덜란드 농가의 생산성을 

직접 비교 분석하고 차이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양돈산업의 

선진국인 덴마크와 좀 더 전문적인 비교 분석을 위해 관계 분야 전문가인 순천

대학교 서경석 교수를 통해 원고위탁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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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내용 구성과 체계

5.1. 연구 내용 구성

  이 연구는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성을 농업 선진국과 비교하여 격차가 발생

하는 요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함

으로써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 중 시설원예(토마토와 파프리카)와 양돈을 중

심으로 경영성과 제고 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설정하였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세계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 현황과 주요 국가별 자연·지리 및 

기후 여건과 영향, 시설원예 및 양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살

펴봄으로써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기반과 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제3장에서

는 주요 농축산물인 시설원예와 양돈산업에 대해 비교·분석, 국가 간 생산 현

황, 주요 시설원예 농산물의 생산성 비교·분석, 양돈 생산성에 대해 선진국과 

비교·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요 시설원예산업과 양돈산업의 후방산업 부

문과 농식품부문 R&D 체계를 우리나라와 선진국을 비교하여 조사·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생산성 및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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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체계도

<그림 1-2> 연구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제2 장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기반 및 환경 비교

1. 세계 주요 농축산물 생산 현황

1.1. 세계 시설채소 생산 현황

1.1.1. 시설채소 재배면적

  세계 시설채소 전체 재배면적(고정식 온실 기준)은 약 50만 ha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중국이 81천 ha, 20% 비중으로 면적이 가장 넓고, 스페인이 70천 

ha, 17% 비중으로 2위, 우리나라가 47천 ha2, 11% 비중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일본 36천 ha(9%), 터키 34천 ha(6%) 등의 순인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로 아시아와 유럽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멕시코, 

캐나다와 미국 등 아메리카 지역에서 시설원예 재배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유형은 대부분이 비닐 등 플라스틱 온실이고, 유리온실은 약 4만 ha로 

 2 우리나라 통계청의 공식 통계치로 보면 시설채소 전체 재배면적은 2017년에 52,418ha 

이고, 이 중 고정식은 34,181ha 수준으로 세계 시설채소 면적 추정치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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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8% 수준이고 주로 유럽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재배작물은 토마토, 양파, 오이, 양배추, 가지, 당근, 파프리카, 호박, 치

커리, 마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역량을 기준으로 보면 토마토가 22%로 가

장 많고, 파프리카 15%, 양파 9%, 마늘 7%, 오이와 양배추가 6%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1> 세계 시설채소(vegetables and herbs) 재배면적 추정치

국가명 재배면적(ha) 비율(%) 시설형태

중국 81,000 19.6 mainly plastic

스페인 70,400 17.0 over 90% plastic

대한민국 47,000 11.3 over 95% plastic

일본 36,000 8.7 about 20% glass

터키 33,496 8.1 about 25% glass

이탈리아 25,000 6.0 mainly glass

모로코 16,500 4.0 mainly glass

멕시코 15,000 3.6 mainly glass

프랑스 10,000 2.4 mainly glass

헝가리 5,400 1.3 mainly glass

폴란드 5,216 1.3 mainly glass

알제리 5,000 1.2 mainly glass

그리스 5,000 1.2 mainly glass

네덜란드 4,865 1.2 glass

이스라엘 4,000 1.0 mainly glass

이란 4,000 1.0 mainly glass

팔레스타인 3,278 0.8 mainly glass

콜롬비아 1,200 1.3 mainly glass

기타 41,761 10.1 -

세계 합계 414,116 100.0

자료: Rabobank(2018). World Vegetable Map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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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세계 시설채소(vegetables and herbs) 주요 작물 교역 비중

브로콜리,

자료: Rabobank(2018). World Vegetable Map 2018.

1.1.2. 주요 시설원예 작물의 단수(생산성)

  파프리카를 포함한 고추류와 토마토의 생산성은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세계

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고추류 생산량은 네덜란

드와 벨기에가 각각 277.6톤/ha, 276.0톤/ha이고 토마토는 각각 507.0/ha, 

506.9/ha 수준으로 양국 간 생산성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프리카 등 고추류 생산성은 벨기에 다음으로 영국(256.0톤/ha), 독일(114.3

톤/ha) 순이고, 우리나라가 107.0톤/ha으로 세계 5위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등 상위 그룹과 비교하면 약 40% 수준으로, 

이들 국가의 생산성이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토마토는 상위권 국가들과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생산

성이 ha당 500톤 이상으로 압도적인 가운데, 영국이 416톤/ha,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와 덴마크 등이 350톤/ha 내외로 비슷하고, 이후 유럽권 국가들의 

생산성은 모두 300톤/ha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의 20% 수준이고, 최상위권에 비해 15%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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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파프리카 등 고추류 세계 주요 국가별 단수(생산성)

단위: 톤/ha

2000 2006 2014 2015 2016

네덜란드 237.5 265.0 283.3 281.3 277.6

벨기에 177.7 310.3 252.0 292.9 276.0

영국 216.0 160.0 257.6 256.7 256.0

독일 26.6 48.7 116.9 101.1 114.3

한국 - 80.4 107.6 103.2 107.0

핀란드 65.5 121.1 104.0 97.4 106.8

오스트리아 46.7 65.6 106.4 92.6 86.7

쿠웨이트 66.2 78.3 66.7 72.2 81.5

우즈베키스탄 82.5 33.3 77.5 68.5 75.3

우루과이 21.3 42.4 61.9 65.8 66.5

칠레 17.3 17.0 67.7 57.3 61.6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home: 2018. 10. 5.).

<표 2-3> 토마토 세계 주요 국가별 단수(생산성)

단위: 톤/ha

2000 2006 2014 2015 2016

네덜란드 433.3 453.3 505.6 507.1 507.0

벨기에 240.3 459.0 498.6 496.2 506.9

영국 377.0 420.5 424.6 419.0 416.2

핀란드 278.3 331.1 376.3 344.2 366.0

스웨덴 353.1 341.2 373.8 369.8 365.5

아이슬란드 232.8 431.0 379.0 336.8 359.0

덴마크 392.6 383.5 375.0 352.7 352.7

아일랜드 269.0 395.0 350.0 366.7 333.3

노르웨이 328.0 353.5 362.2 348.8 318.3

오스트리아 153.9 206.9 303.3 296.1 310.0

한국 56.3 65.5 70.7 65.5 65.5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home: 2018. 10. 5.).

1.2. 세계 양돈 사육 및 생산 현황 

  세계 돼지 사육두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약 7억 6천만 두였으며, 이 중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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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억 4천만 두를 사육하여 비중이 57%로 EU 전체 사육두수보다 약 3배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육두수는 약 1천만 두로 세계 8위 수준이며 

일본과 비슷하다. 

  전 세계 사육두수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과 미국에서 발생한 ‘돼지 유행성 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ea: PED)’ 등 전염성 질병의 확산으로 감소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사료값 하락과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및 양돈 생산성 개선의 영

향으로 지속적으로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주요 국가별 돼지 사육두수(연초 기준)

단위: 천 두

국 가 2014 2015 2016 2017 2018oct 2018apr

중국 474,113 465,830 451,130 435,040 420,000 433,250

EU 146,172 148,341 148,716 147,188 147,200 150,112

미국 64,775 67,776 68,919 71,545 72,125 73,415

브라질 38,844 39,395 39,422 39,215 38,960 38,829

러시아 19,081 19,405 21,345 21,888 22,200 22,200

캐나다 12,835 13,160 13,630 13,945 14,100 14,325

멕시코 9,775 9,700 9,917 10,697 11,275 11,075

대한민국 9,912 10,090 10,187 10,367 10,600 10,514

일본 9,537 9,440 9,313 9,346 9,307 9,346

우크라이나 7,922 7,492 7,240 6,816 6,350 6,248

벨라루스 3,267 2,925 3,205 3,145 3,125 3,156

기타 2,098 2,308 2,272 - - -

세계 합계 798,331 795,862 785,296 769,192 755,242 772,470

자료: USDA(2018).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그림 2-2>를 살펴보면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소폭 상승하고 있다. 2017

년 기준으로 돼지고기 생산량은 111백만 톤 규모이고, 중국이 약 50% 정도인 

53백만 톤, EU가 24백만 톤, 미국이 12백만 톤 수준이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중국의 사육두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성이 높은 유럽연

합과 미국의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남미나 아

시아의 신흥 개발 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에 따라 일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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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 돼지고기 소비량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

라 국가 간 돼지고기 교역량도 증가하고 있다.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가는 유럽연

합, 미국, 캐나다 및 브라질이 전 세계 돼지고기 수출량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 

<표 2-5> 주요국가의 돼지고기 생산량(지육중량)

단위: 천 톤

국 가 2014 2015 2016 2017 2018oct 2018apr

중국 56,710 54,870 52,990 53,400 54,750 54,650

EU 22,540 23,249 23,866 23,675 23,350 24,050

미국 10,368 11,121 11,320 11,610 12,188 12,166

브라질 3,400 3,519 3,700 3,725 3,755 3,675

러시아 2,510 2,615 2,870 2,960 3,000 3,050

베트남 2,431 2,548 2,701 2,741 2,775 2,800

캐나다 1,805 1,899 1,914 1,970 2,000 2,015

필리핀 1,402 1,463 1,540 1,563 1,635 1,600

대한민국 1,200 1,217 1,266 1,280 1,332 1,321

멕시코 1,135 1,164 1,211 1,267 1,480 1,305

일본 1,264 1,254 1,279 1,282 1,270 1,280

기타 5,733 5,503 5,480 5,455 5,535 5,551

세계 합계 110,498 110,422 110,137 110,928 113,070 113,463

자료: USDA(2018).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그림 2-2> 세계 주요국가의 돼지고기 생산 및 수출량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2018).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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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가별 자연·지리 및 기후 여건과 영향

2.1. 자연·지리적 여건 

  국토면적이나 농경지면적 등 모든 면에서 비교 대상국인 3국은 전 세계 다

른 국가들에 비해 면적이 좁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토면적은 우리나라가 10백

만 km2
로, 네덜란드(4.1백만 km2)와 덴마크(4.3백만 km2)보다 2배 이상 넓으

나, 농경지 면적은 1.4백만 km2
로 네덜란드 1.0백만 km2

보다는 30%가량 넓고 

덴마크의 2.4백만 km2
보다는 40% 정도 좁다. 더욱이 육지면적 대비 농경지면

적 비중은 우리나라가 15% 정도로, 네덜란드 31%, 덴마크의 58%에 비해 차

이가 크다. 

  총인구수는 네덜란드가 16백만 명, 덴마크 5.6백만 명으로 우리나라 5천만 

명에 비해 각각 1/3, 10% 수준으로, 인구수는 우리나라가 확연히 많다. 농가인

구수는 더욱 차이가 커 네덜란드 20만 명, 덴마크는 65천 명 수준으로 우리나

라 2.6백만 명에 비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인구에서 농가인구 비중은 

우리나라가 5%, 양국 모두 1% 비중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네덜란드가 약 9백만 명, 덴마크는 3백만 명 수준으로 우리

나라 26백만 명에 비해 각각 34%, 11% 수준이다. 농림어업 분야 경제활동 인

구수는 우리나라가 1.4백만 명, 네덜란드 178천 명, 덴마크는 67천 명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각각 12%,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림어업 분야 경제활동 

인구 비중은 우리나라가 5.5%,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2% 수준이다. 

  1인당 GDP는 우리나라가 27.5천 USD인 데 비해 네덜란드는 45.3천 USD로 

우리나라보다 60% 이상 높고, 덴마크는 53.4천 USD로 우리나라보다 약 2배가

량 높다. 

  기후조건은 양국의 수도가 모두 북위 50도 이상에 위치하여 북위 37도인 우

리나라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모두 대서양의 서부 해양성 기후의 영

향으로 1년 내내 온도변화가 크지 않은 온화한 기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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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원예 등 시설농업의 선진국인 네덜란드 북부 지역은 대서양 북해의 난

류와 편서풍이 부는 해양성 기후로 연중 온화하며,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는 작

지만 날씨는 변하기 쉽다. 그러나 벤로지역이 위치한 남동부 지역은 대륙성 기

후의 영향으로 기온차가 심하다. 

  양돈 등 축산업이 발달한 덴마크는 북대서양 해류와 대서양으로부터 불어오

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겨울에는 위도에 비해 온난하고 여름에는 서늘하여 

기온차가 적으나, 연중 바람이 많고 겨울에는 기후 변화가 심한 편이다.  

<표 2-6> 국가별 자연·지리적 여건(2014년 기준)

단위: 천 km2, 천 명, %

국 가
대한민국

(A)

네덜란드

(B)

덴마크

(C)
B/A C/A

국토면적 10,028 4,154 4,292 41.4 42.8

육지면적 9,748 3,369 4,226 34.6 43.4

농경지 1,476 1,045 2,432 70.8 164.8

농경지비중 15.1% 31.0% 57.5% - -

총인구수 50,424 16,868 5,647 33.5 11.2

농가인구 2,577 191 65 7.4 2.5

농가인구비중 5.1% 1.1% 1.2% - -

경제활동인구 26,536 8,927 2,906 33.6 11.0

경제활동(농림어업) 1,452 178 67 12.3 4.6

경제활동농림업비중 5.5% 2.0% 2.3% - -

1인당 GDP(USD)1) 27,533 45,295 53,418 164.5 194.0

기후조건 온대 해양성 해양성

수도의 위치

서울

N37°34’

E126°58‘

암스테르담

N52°22’

E4°32‘

코펜하겐

N55°40’

E12°34’

- -

주: 2016년 기준.

자료: 통계청(2017). �국제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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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후적 여건과 영향

2.2.1. 기후적 여건

가. 량

  한국의 연평균 광량은 1,370J/㎠이며, 네덜란드의 연평균 광량은 992J/㎠로 

한국이 38%가 높다. 토마토는 약 1,600J/㎠, 파프리카는 1,450J/㎠에서 최대 광

합성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광량 변수만을 고려할 때 한국의 단위면적당 잠재

적인 생산량이 네덜란드에 비해 30% 내외 높아야 한다. 그러나 경량철골과 지

붕의 골조율이 낮아 산란광의 투광률이 높은 네덜란드 온실에 비해 국내 온실

은 광투과율이 약 1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더 많은 외부광량만으로 

생산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시설내부로 유입되는 광투과율이 낮

고, 산란광이 적은 것이 오히려 생산성 낮음의 요인이 되고 있다(정원주 외 2009). 

<그림 2-3> 월별 평균 광량 비교(최근 30년간)

주: 한국은 진주, 네덜란드는 로테르담의 최근 30년(1988~2017) 수치임.

자료: KNMI(http://www.sciamachy-validation.org/climatology/daily_data/selection.cgi: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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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도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24시간 평균온도 19~22℃ 내외가 적정온도이며, 외부

의 24시간 평균온도는 20℃ 이하가 적정온도이다. 그러나 한국은 6~9월까지 4

개월 동안 외부의 24시간 평균온도가 20℃ 이상이고, 특히 7~8월에는 외부의 

24시간 평균온도가 30℃ 이상의 혹서기가 있어 작물의 재배에 매우 불리하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겨울철 외부 24시간 평균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기와 작물생육적온보다 낮은 기간도 약 4개월이나 되어 높은 난방에너지

가 요구되어 경영비 부담이 크다. 이에 반해 네덜란드는 연중 외부의 24시간 

평균온도가 20℃ 이하로 시설 내부 환경조절이 한국에 비해 매우 용이하다. 그

러나 네덜란드의 외부 온도가 한국에 비해 높아 낮은 난방에너지가 요구되나 

작물의 생육적온보다 낮아서 연중 지속적인 난방이 필요하다(정원주 2009).

<그림 2-4> 월별 외부 24시간 평균온도 비교(최근 30년간)

주: 한국은 진주, 네덜란드는 로테르담의 최근 30년(1988~2017) 수치임.

자료: KNMI(http://www.sciamachy-validation.org/climatology/daily_data/selection.cgi: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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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습도

  상대습도는 작물재배와 시설의 환기 및 습도 관리에 매우 중요한 환경 요인 

중 하나이다.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적정 상대습도는 토마토는 75~85%, 파프리

카는 80~90% 정도인데, 한국은 동절기에는 건조하고 하절기에는 습한 반면 네

덜란드는 연평균 고르게 75~85% 내외로 작물의 적정 상대습도 범위에 있다. 

습도는 착과율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인데, 건조하거나 특히 다습할 경우에 

착과에 매우 불리한 환경조건이 조성되어 고온기 착과가 매우 어렵고, 생산량

이 매우 낮아진다. 한국의 온실 내부 주간 수분부족분(Humidity Deficit)도 네

덜란드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정원주 2009).

<그림 2-5> 월별 상대습도 비교(최근 30년간)

주: 한국은 진주, 네덜란드는 로테르담의 최근 30년(1988~2017) 수치임.

자료: KNMI(http://www.sciamachy-validation.org/climatology/daily_data/selection.cgi: 2018. 6. 12.).

2.2.2. 기후여건과 작형

  시설원예 기상조건은 한국의 경우 하계, 네덜란드는 동계가 상대적으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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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우리나라는 동계·하계 기온이 시설원예에 불리한 조건이며, 특히 하계 고

온으로 시설재배에 어려움이 많다. 네덜란드는 동계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으

나,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원예에 매우 취약하다.

  시설원예의 작물별 작부체계는 그 나라의 기상조건, 교역여건, 재배기술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발전한다. 우리나라는 동계 시설원예 농산물가격이 높아 

동계/춘계 수확·작형이 발달하였으며, 7~8월에는 하우스 내 고온으로 인해 재

배를 기피한다. 네덜란드는 수경재배기술의 발달로 양분관리가 용이해지면서 

연중 수확하는 작형이 발달하였으나, 신선농산물의 교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생

산성이 낮은 1~2월 수확을 피하는 작부유형으로 발달한다. 

  네덜란드는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정식시기가 11~12월이나, 우리나라는 한 

여름철인 7~9월 중 정식하여 겨울을 나는 동계 작형과 12~2월 중 정식하는 하

계 작형으로 구분된다. 동계 작형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정식 후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겨울철 재배를 선호하는 영남, 호남 및 일부 중부지역에서 이루어

지고, 하계 작형은 강원도 혹은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400m 이상) 지역에서 

선호하는 작형이다. 

  우리나라의 여름 혹서기와 겨울철 혹한기 등으로 인해 네덜란드와 유사한 

벤로형 플라스틱온실과 유리온실 모두 재배 및 생산주기가 네덜란드에 비해 9

주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정원주 2009). 네덜란드는 48주/연 재배·수확하

나 우리나라는 39주/연 정도이다. 따라서 전체 생산기간 축소로 인해 생산성이 

네덜란드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마저도 우리나라 온실의 대부분인 측고

가 낮은 구형 온실은 재배시기가 더욱 짧을 수밖에 없다. 

<표 2-7> 한국·네덜란드 시설원예 기후여건과 작형

네덜란드 한  국

자연 환경
- 하계: 중고온, 일조 풍부

- 동계: 중저온, 일조 매우 부족

- 하계: 고온, 일조 매우 풍부

- 동계: 저온, 일조 부족

주요 작부 형태
- 파프리카: 연 1기작(1~12월) - 파프리카: 연 1기작(8월~익년 6월)

- 토마토: 연 1기작(1~12월) - 토마토: 연 2기작(동계, 춘계 위주)

자료: 강진구 외(2008); 농촌진흥청(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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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원예 및 양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 

3.1. 우리나라 시설원예 및 양돈산업 육성 정책과 제도 

3.1.1. 우리나라 시설원예산업 정책과 제도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유리온실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시설원예에 대한 지

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조성사업’, ‘시설채소시범단

지조성사업’ 및 ‘생산유통지원사업’ 등이 1990년대 후반까지 추진한 정부의 주

요 사업이었다. 이들 사업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추진 방식으로, 정부의 

보조 비중이 50% 내외로 전폭적 지원을 하였다. 다만 기간별로 정부 보조 비중

을 하향조정(60 → 40%)하여 융자비중을 서서히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부터 ‘농업종합경영자금제도’가 실시되면서 정부 보조가 없어

지고 융자지원만 시행하고 있다. 이후 개별단위의 지원은 거의 사라졌으며, 특

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정책은 2000년대 후반까지 전무한 상황이었다. 현재

는 다발적 FTA의 추진과 수출산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지원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주요 시설원예지원사업은 ‘첨단온실사

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이 있다. ‘원예시

설현대화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스마트팜 기반

시설 구축)를 지원하며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을 목적으

로 하고,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조건으로 

2016년 재정투입액은 121,400백만 원 규모이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기술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

담 경감이 목적이다. 신재생에너지(지열, 지중열, 폐열 등)에 대한 지원은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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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로 지원 조건이 가장 좋으

며, 에너지절감시설은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의 조건이다. 재정규모는 2016년 104,985백만 원이다.

<표 2-8> 유리온실 사업 지원조건의 변화

개소당 규모

(억 원)

지원조건(%)

보조 융자 자부담 계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조성사업

시설채소시범단지조성사업

생산유통지원사업

(시설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

첨단온실사업

1991~93

1992~93

1994~96

1997~98

1999

2000

2013~현재

50

14

채소 34, 화훼 39

채소 10, 화훼 10

30/ha

60

60

50(25)

40(20)

20

-

-

40

30

30

40

60

80

100

-

10

20

20

20

2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 안은 지방비 보조 비율임.

자료: 서대석 외(2016a)에서 재인용; 농림축산식품부(2017).

  정부는 2017년 이후 스마트팜과 시설원예단지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과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

팜 시설보급 사업’이다. 특히, 금년(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여 정부

의 혁신성장 핵심 선도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팜 확산 및 고도화’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전국에 4개소 조성

하고, 창업보육센터, 임대형스마트팜과 테스트베드 등 핵심시설은 2022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3.1.2. 우리나라 양돈산업 정책 및 제도

  우리나라의 양돈산업 육성을 위한 최근 정책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장개방 심화에 대응한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도

입되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및 첨단온실사업과 마찬가지로 축사시설 개선

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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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내용

◉ 보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원예산업 지향

∙ 에너지 절약은 온실 및 원예산업 부문의 최우선순위 정책

∙ 정부는 민간부문과 함께 보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원예산업 지향

 - 정부 보조금과 지도사업을 통해 ‘다기능 농업’ 활성화 유도

 ㆍ치유농장(care farm), 자원관리(예, 야생조류 번식을 위해 휴경 지원 등): 2009년 4억 1천 

1백만 유로 가치 달성

◉ 유기농 지원

∙ 유기농은 친환경적 농업임. 

∙ 기존농법보다 경쟁우위를 점하도록 유기농 지원

 - 정부는 슈퍼마켓, ‘네덜란드 농업 및 원예 협의회(LTO)’와 여러 관계 기관과 계약을 통해 

유기농산물 판매가 10% 상승 기대

력 제고를 이루는 것이 본 사업의 주 목적이다. 

  본 사업의 사용 용도와 지원형태는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

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자부담 

20%, 융자 80% 조건이다. 

<표 2-9>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

FTA기금(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천 원/㎡ 110~1,200 312백만 원 1,201~4,800 800백만 원

양돈(종돈, 인공수정 포함) 770천 원/㎡ 265~3,200 2,464백만 원 3,201~12,000 7,680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지침�.

3.2. 네덜란드 시설원예산업 정책과 제도 

  네덜란드 원예정책은 ‘농업자연식품품질부(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 이하 농업부)’ 소관이다. 네덜란드 농업부는 최근 농업과 원

예분야 8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네달란드의 보다 구체적인 시설원예 정책을 추

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0> 네덜란드 농업 및 원예산업 정책 관련 최근 8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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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내용

◉ 혁신: 에너지 저감 온실

∙ 네덜란드 정부는 온실 원예 부문에서 에너지와 가스 소비를 대폭 감축하는 것이 목표임.

∙ 2020년부터 모든 신축 온실은 기후중립적(climate-neutral)이어야 하며 일산화탄소를 배출해

서는 안 됨. 

 - 다음과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하고자 함.

  ㆍ태양광 이용

  ㆍ인공광 절약(자연광 및 에너지 효율적 전구 사용)

  ㆍ에너지 효율적 성장 전략

  ㆍ지열 이용 및 응용 확대

  ㆍ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ㆍ보다 지속가능한 전기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 에너지원으로서의 온실
∙ 정부는 새로운 지속가능 기술을 통해 ‘에너지원으로서의 온실’ 사업을 추진함.

∙ 본 사업은 정부, 네덜란드 ‘원예농산물위원회’와 ‘네덜란드 농업 및 원예 협의회’ 협력사업임. 

◉ 유기성 기반(biobased) 경제 

   지향

∙ 네덜란드 경제에서 바이오매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 화학 및 기타 

부문에서 녹색 원자재 사용이 증가할 것임. 

∙ 정부는 연료, 화학원료, 자원,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바이오매스 사용을 장려함. 

∙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화석연료(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30%를 녹색 원료(바

이오매스)로 대체하여야 함. 

∙ 이의 최종 정책목표는 바이오매스를 통해 녹색경제를 창출하는 것임. 

◉ 바이오매스의 장점

∙ 바이오매스 제품은 분해가 가능하며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음.

∙ 바이오매스는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임.

∙ 바이오매스 원료는 시설원예, 축산, 경종작물과 식품산업의 부산물임. 

∙ 이를 위해 정부는 신기술 개발과 이의 확대 적용을 위한 R&D 지원

 - 녹색가스와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분야

 - 혁신적인 기업은 SBIR 프로그램(중소기업연구지원) 지원  

 - 유기성 기반 경제는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임. 

 - 화학 부문이 녹색원료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성장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기 때문임. 

◉ 작물보호제 안선성 강화

∙ 제초제, 살충제 및 농약 사용보다 안전한 작물보호제 사용

 - 식품 및 용수에 누출 시 유해물질이 되어서는 안 됨. 

∙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작물보호제 사용을 지원 

 - 농부 또는 재배자가 작물 보호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특정 유형의 작물 재배 또는 비화학작물

을 통한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함.

 - 작물보호제는 이와 같은 노력이 효과가 없을 시에만 사용해야 함.

자료: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https://www.government.nl/topics/agriculture/agriculture-and-horticulture: 

2018. 6. 5.).

3.2.1. 시설원예 농산물의 상품화와 품질인증정책3 

  네덜란드는 농산물 품질 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농축산물 내

 3 김병률 외(2016).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서 재인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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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비파괴 품질 검사, 일관저온유통시스템, 수확 후 관리 기술 등을 적극 실

용화하고 있다. 또한 온실 내 병해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작물별 생육 모델을 

개발하는 등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HACCP이나 ISO 등 품질

인증 방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4년 이후  Global GAP가 적용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집중되어 현재 네덜란드 시설채소 농가들은 

100% Global GAP 인증을 받고 있다. 

3.2.2. 네덜란드 시설원예농업 단지 조성4 

  네덜란드 전체 시설원예작물의 재배면적 증가가 점차 둔화되고 시설원예 농

가수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농가당 재배면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

라서 네덜란드 정부는 시설원예농업의 지속성과 생산 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

련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Wetland와 Venlo 지역을 ‘그린포트(Greenport)’로 

지정하여 연관 사업과 연구소를 집중 지원한다. 

  네덜란드 시설채소 재배지역은 서쪽의 Wetland와 독일 국경 인근의 Venlo에 

집중되어 있다. 이밖에도 Aalsmeer, Barendrecht, Noord-Holland North를 포함

한 총 5개의 그린포트를 지정해 앞의 두 곳에서는 채소, 나머지 세 곳에서는 

화훼 생산 클러스터를 구성하였다. 그린포트는 네덜란드 전체 시설원예농업 면

적의 65%를 차지한다. 

  이러한 그린포트는 물류시설과 대규모 시장을 인접시켜 집중화를 통한 기술

이나 자재, 물류, 수송, 시장, 가공 등 시설원예농업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을 발

전시켜 효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며,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4 김병률 외(2016).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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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네덜란드 시설원예농업 재정비5

  네덜란드는 1995년부터 시설원예농업 재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

으며, 2002년에는 400ha에 달하는 유리온실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계획하였다. 

정부는 이 사업에 총 1억 3,4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해 2010년까지 집행할 계

획이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천연가스 사용, 온실가스의 방출, 농약과 같은 환

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3. 덴마크의 양돈산업 정책과 제도

3.3.1. 이력추적제 

  덴마크는 돼지고기의 생산 전 과정에서 포괄적인 등록, 식별, 서류작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돼지들은 개별 인식번호를 부여받고 공공 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이동과정 역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덴마크의 이력

추적제는 소규모의 개별 농장에서부터 도축장까지 돼지고기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 태어나고 자란 돼지만 덴마크의 도축장에서 도축할 수 있

도록 하여 돼지고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덴마크의 돈육 생산이력관리체계는 양돈농장과 도축가공장의 두 단

계로 구분된다. 덴마크 양돈 생산의 큰 특징은 모든 양돈농장이 도축 가공회사

와의 계약에 의해 생산 출하되며, 모든 돼지고기는 도축 가공 회사를 거쳐야 

하므로 비교적 단순한 생산이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돼지를 포함한 덴마크의 모든 가축은 출생과 이동기록을 정부기관인 ‘중앙

축산등록소(Central Husbandry Register: CHR)’의 DB에 등록하여야 한다. 

CHR 등록정보는 ① 농장고유 CHR번호(6자리), ② 농장명, 농장주소, 농장 전

 5 김병률 외(2016).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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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번호, 농장주 이름(농장 책임관리자 이름), ③ 농장위치(GPS정보), ④ 양돈장 

경영타입(예: 종돈장, 번식농장, 비육전문농장 등), ⑤ 평균사육두수, ⑥ 담당수

의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로 되어 있다. 

3.3.2. 가축사육제한 규제 

  덴마크는 분뇨처리 및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분뇨 저장시설 의무화와 

사육 및 분뇨 살포를 위한 농경지 면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식수의 대부분

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축산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 덴마크 농업의 중심인 축산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저장시설

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가축 사육두수와 분뇨 살포를 위한 농지면적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1ha의 농지에 대해 돼지 사육농가는 1.7AU(동물단위, 

animal unit)를 허용 기준단위로 규정하였으나, 2002년 8월 이후 1.4AU로 강화

되었다. 

<표 2-11> 덴마크 농경지 1ha당 허용 동물단위(AU)

축종 2002년 8월 이전 2002년 8월 이후

소 2.1 1.7

돼지 1.7 1.4

기타 가축 2.0 1.4

비축산농가 1.7 1.4

자료: 김민경 외(2017).

  돼지 1AU는 어미돼지(새끼를 7.3kg까지 양육하는 시기) 4.3마리, 어린 비육

돈(체중 7.2~30kg)은 175두, 큰 비육돈(체중 30~102kg)은 35두이다. 따라서 

1ha의 농지로 허가 받을 수 있는 돼지 사육두수는 모돈 4.3×1.4=6.02두, 어린 

비육돈은 245두, 큰 비육돈은 49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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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시설원예는 주어진 기후여건과 환경 등 자연 조건에서는 어려우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위적으로 이를 조절함으로써 작물의 생육과 수확을 가능하도록 

하는 재배기술이다. 작물 생육에 필수요소이므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가장 

근본적인 기후여건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2> 한국과 네덜란드 기후여건 정리 및 비교

구분 우리나라 네덜란드 비 교

광량

평균: 1,330J/㎠

하계: 매우 풍부

동계: 부족

평균: 989J/㎠

하계: 풍부

동계: 매우 부족

∙ 우리나라가 산술적으로 35% 많으나, 온실 내 실질 광투과

율은 19% 적다.

∙ 네덜란드는 인공광으로 극복

온도
하계: 혹서기

동계: 혹한기

하계: 중고온

동계: 중저온

∙ 동계 혹한기는 난방을 이용하여 극복하고 있으나, 경영비 

상승 요인

∙ 네덜란드는 연중 일교차가 크지 않으나, 작물 적온에 비해 

낮아 연중 난방 지속 필요, 에너지소비량이 많다. 

습도
하계: 다습

동계: 건조
연중 75~85%

∙ 네덜란드는 적정 습도

∙ 우리나라 하절기 고온 다습, 착과가 매우 어려워 생산량이 

매우 낮다.

작형

혹서/혹한 휴지기

남부: 7~8월

강원: 12~2월 

재배기간: 39주

연중재배 가능하나 1~2월 

휴지기

재배기간: 48주

∙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약 9~10주 재배기간 수확기간이 

더 길다. 따라서 전체 생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자료: 정원주 외(2009)를 재정리.

  농축산물산업의 육성정책을 보면, 우리나라는 첨단온실사업이나 시설현대화 

사업 등 농가별 직접 지원(우대 융자 등) 방식이나,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EU 

공동농업정책을 근간으로 자국의 관련 산업의 단지화를 위한 기반구축이나, 기

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 등 플랫폼과 인프라 구축 위주

이며 핵심 정책은 지속가능농업의 구현이다. 



제3 장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성 비교 분석

1. 주요 농축산물 국가별 생산 현황

1.1. 시설채소 생산 현황

1.1.1. 우리나라 시설채소 생산 현황6

  우리나라 시설원예 재배면적은 1990년 3만 7,746ha에서 2000년 9만 4,000ha

로 2배 이상(5만 6천 ha, 150%) 급증한 후 빠르게 감소하여 최근 6만 5,000ha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2014년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6만 ha(95%), 

화훼는 2,600ha(5%) 수준이다.

  시설자재산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비닐하우스와 경질판 및 유리온실 등 시

설 설치면적은 1990년 2만 5,450ha에서 2000년대 초반 5만 2,000ha로 빠르게 

증가한 후 증감을 반복하며, 최근에는 5만 5,000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설

이용률은 1995년 196.3%, 2000년 180.0%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최

근에는 110% 내외를 보이고 있다. 

 6 서대석(2016b). �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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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우리나라 시설원예 재배면적 동향

단위: ha, %

연도
시 설 재배면적

시설이용률
설치면적 합계 채소 화훼

1990 25,450 37,746 35,994 1,752 148.3

1995 43,131 84,658 81,604 3,054 196.3

2000 52,189 93,963 90,627 3,336 180.0

2005 52,022 81,917 78,469 3,448 157.5

2010 51,830 69,376 66,382 2,994 133.9

2011 52,393 71,466 68,610 2,856 136.4

2012 53,126 65,583 62,908 2,675 123.4

2013 53,611 62,779 60,226 2,553 117.1

2014 54,168 66,196 63,815 2,381 122.2

2015 55,393 63,819 61,330 2,489 115.2

2016 55,229 58,714 56,405 2,309 106.3

자료: 통계청(각 연도). �채소/화훼 생산실적�.

  시설 유형별 설치면적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 시설원예는 99%가 비닐온실이

고 최근 시설 규모는 정체 또는 약간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질판온

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널이 불투명하게 되는 등 고유의 특성에 따라 수요

가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뚜렷하다. 유리온실은 정체 또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재배면적 규모별로 보면, 비닐온실은 최근 약 54,000ha 수준이며, 유리온실

은 최근 스마트팜 등 첨단온실 수요 증가로 역대 최고 면적인 403ha, 경질판온

실은 200ha 수준이다. 유리온실은 최근 정부의 지원과 관행온실의 개축 등으로 

면적이 증가추세이나, 경질판온실은 수요자인 농가의 선호도가 낮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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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우리나라 시설원예 재배면적 동향

자료: 통계청(각 연도). �채소/화훼 생산실적�.

1.1.2. 네덜란드 시설채소 생산 현황

  네덜란드 시설원예 재배면적은 2010년대 초까지 10,000ha 수준에서 안정되

었으나,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최근 9,300ha 수준이다. 

시설원예 농가수는 2000년 11,056호에서 2016년 3,815호로 1/3 수준으로 줄

었다. 농가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시설원예 재배면적 감소폭이 적어 호당 경

지면적은 2000년 1ha에서 2016년 2.5ha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온실

면적이 10ha 이상으로 기업적으로 생산하는 Mega-Farm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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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네덜란드 시설원예 재배면적 및 농가호수 동향

자료: CBS-Landbouwtelling, bewerking Wageningen Economic Rsearch.

네덜란드의 시설원예 생산 부문은 채소, 화훼, 육묘 및 과수로 구성된다. 과

거 화훼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았으나, 화훼 재배면적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최근 채소 비중이 53% 수준으로 확대된 반면 화훼는 41% 수준까지 축

소되었다. 네덜란드의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서 

최근 반등하며 약 5천 ha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재배 농가 수는 지속 감소하여 

최근 1,300호 수준이다. 호당 경지면적은 재배 농가 수의 감소로 크게 증가하

여 2016년 현재 3.7ha로 빠르게 규모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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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네덜란드 시설원예 부문별 생산 동향

자료: CBS-Landbouwtelling, bewerking Wageningen Economic Rsearch.

1.1.3. 주요 국가별·품목별 생산성 변화 추세 비교

<그림 3-4> 네덜란드 시설원예 채소 부문 생산 동향

자료: CBS-Landbouwtelling, bewerking Wageningen Economic R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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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공식통계를 기준으로 각 작물의 단위당 수확량을 통

해 생산성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파프리카의 m2
당 수확량은 네덜란드

가 최근 28.0kg이고 우리나라는 10.8kg으로 나타나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약 2.5배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단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

면, 네덜란드는 0.5%로 작황에 따라 정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는 1.9%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11.8kg을 정점

으로 최근까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5>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파프리카 생산성 추세

주: 좌측-네덜란드, 우측-우리나라

자료: 통계청(각 연도); CBS(https://opendata.cbs.nl/statline: 2018. 4. 20.)

  토마토의 m2
당 수확량은 네덜란드가 최근 50.7kg이고 우리나라는 6.6kg으로 

나타나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7배 이상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단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네덜란드는 1.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0.9%로 생산성이 오히려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토마토에 대한 수요가 완숙토마토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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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토마토 등 소형 과종을 선호하므로 단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방울토마토 

생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6>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토마토 생산성 추세

주: 좌측-네덜란드, 우측-우리나라

자료: 통계청(각 연도); CBS(https://opendata.cbs.nl/statline: 2018. 4. 20.)

1.2. 양돈 생산 현황

1.2.1. 우리나라 돼지 사육 현황

  우리나라 돼지 사육두수는 2010년대 중반 구제역 등 매몰처분 이후 크게 감

소하였으나, 2014년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017년 하반기 1천만 두까지 

증가하여 2000년대 후반 수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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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우리나라 돼지 사육두수와 모돈 수 추세

자료: 통계청(2017). �가축동향�.

  우리나라 돼지 사육 농가의 특징은 전업화·규모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1천 

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감소추세인 반면 대규모 사육 농가는 증가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돼지 사육 총 농가수는 4,545호 규모이고, 1천 두 미만 사

육 가구수는 1,615호로 연평균 3% 내외 감소하고 있고, 1천 두 이상~5천 두 

미만 가구수가 가장 많은 2,476호로 연평균 1% 미만으로 소폭 감소추세이다. 

그러나 5천 두 이상 대규모 사육 가구수는 452호로 연평균 5% 내외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육두수는 2016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약 2천 4백

만 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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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우리나라 돼지 사육 농가수와 농가당 사육두수 추세

자료: 통계청(2017). �가축동향�.

1.2.2. 덴마크 돼지 사육 현황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의 돼지 사육 농가수와 사육두수는 감소추세

이나 호당 사육두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덴마크 농가도 규모화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돼지 사육 농가수는 2015년 기준으로 3,769호로 2010년 5,068

호보다 25% 감소하였고, 2000년에 13천 호 이상임을 감안하면 약 60% 감소한 

수준이다. 

  돼지 사육두수도 2010년 1만 3,173천 두에서 2015년 1만 2,538천 두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2005년 1,501두에서, 2010년 2,599두, 2015년 

3,327두로 크게 증가하여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고, 빠르게 

규모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천 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 비중이 46%

로 가장 많고, 사육두수 비중은 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5천 두 이

상 대규모 농가 비중이 2005년 5.5%에서 2015년에는 24%로 크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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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덴마크 돼지 사육 농가수와 사육두수 추세

자료: Denmark Statistics(http://www.statbank.dk/statbank5a/default.asp?w=1920: 2018. 10. 5.). 

2. 주요 시설원예 농산물의 생산성 비교 분석

2.1. 비교군 설정

  토마토와 파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생산성 비교 분석을 위해 

비교군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품종은 네덜란드와 동

일 또는 유사품종을 선정하였다. 국내 비교군 1은 선도농가 중 네덜란드와 동

일환경이거나 유사환경인 유리온실 또는 최신 플라스틱 온실 농가로 설정하고, 

국내 비교군 2는 주산지 생산성 상위권 농가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원활한 조사와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현장 컨설팅업체를 통해 조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주요 품목별 선도농가를 컨설팅하는 네

덜란드인 현지 컨설턴트를 통해 네덜란드 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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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국내 및 네덜란드 농가 생산성 비교군 선정 기준

구분 비교군 조건 비고

국내

비교군 1 

(품목별 5농가 이상)

최신 유리 또는 비닐온실

복합 환경제어 프로그램

 - 네덜란드 업체 등 
- 온실 형태 및 측고는 환경제어 및 

환경조절, 식물 생육관리 등 동일 

조건을 위해 유사형태 선정.

비교군 2 

(품목별 15농가 내외)

네덜란드 유사환경

복합 환경제어 프로그램

 - 네덜란드 또는 국내 등

네덜란드
평균 경작규모(4ha 내외)로 품목별 10농가 이상

기업형 대규모 농가 제외

자료: 저자 작성.

2.2. 생산준비단계 비교 

2.2.1. 종자 및 재배방식

  네덜란드는 토마토와 파프리카 모두 수출 중심이므로 유럽인의 기호, 재배방

법에 적합한 유럽 육종 품종을 위주로 재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토마토는 

국내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내병계, 장기작형 등으로 스페인이나 이스라엘 품종

들이 일부 재배되고 있으나, 주로 네덜란드 품종을 재배한다. 파프리카는 유럽 

육종 품종을 주로 재배한다. 

  우리나라는 토마토, 파프리카의 내수 시장규모가 작고, 품종자원이 부족하여 

국내 육종에 한계가 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므로 토양재

배를 할 경우 연작피해가 크다. 이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배관리를 위해 

양액재배가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는 단동 비닐하우스로 연작피해 대응이 가

능하였으나, 최근 유리온실과 연동형 자동화하우스 면적이 늘면서 토마토, 파

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수경재배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수경재배

를 통하여 수량의 획기적인 증대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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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한국과 네덜란드 시설원예 품종과 재배방법 비교

구분 네덜란드 한  국

품종
- 파프리카: 유럽 품종

- 토마토: 유럽 품종(장기수확)

- 파프리카: 유럽 품종

- 토마토: 유럽 품종(장기수확)

재배방법

- 수경재배시스템

- 양액관리방법

- 채소 80% 이상 양액재배

  (과채류는 대부분 양액재배)

- 순환식

- 온실내외부 환경 자동제어

  + 식물체 생체정보이용

- 시설면적의 6% 수경재배7

  (파프리카, 장미, 토마토 등)

- 비순환식(일부 순환식)

- 온실내외부 환경 자동제어

  선도농가는 셍체정보이용

자료: 강진구 외(2008)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교군 조사자료.

2.2.2. 육묘 및 정식시기

  네덜란드는 대부분 공정육묘를 통해 어린묘 또는 농가별 재배작형 맞춤형 

성목을 구입하여 재배하므로 연중 재배가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자가 

육묘를 하므로 육묘기간인 5~6주 정도 휴지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

정육묘의 차이와 정식시기인 여름철 고온다습 기후로 인해 우리나라 수확기간

은 네덜란드와 비교하여 최대 10주 정도 수확기간이 더 짧다.

  우리나라에서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공정육묘가 어려운 이유로는 가장 먼저 

바이러스와 병해의 전염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농가가 필요로 하는 균일하고 

균질한 성장과 품질의 육묘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었다. 

 네덜란드의 토마토와 파프리카 정식 시기는 11~12월이며, 우리나라는 7~9월 

사이 정식하는 동계작형과 12~2월 정식하는 하계작형(강원도)으로 구분한다. 

공정육묘를 이용할 경우, 온실 내 소독 및 배지와 양액준비에 필요한 약 2주간 

만 생육 및 수확 휴지기이다. 

 연령 최적기(청년기)는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하계작형은 광량이 풍부하고 적

온인 여름철이나, 우리나라 동계작형은 겨울철로 광량과 환경관리에 불리한 것

으로 나타났다. 

 7 한국의 ’16년 양액재배면적은 3,355ha(고형배지: 2,726ha, 수경: 629ha)이며, 채소는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와 양채류 등이며, 화훼는 장미 등 절화류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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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한국과 네덜란드 정식시기, 연령 최적기 및 수확기간

구분 네덜란드 한  국

정식시기
- 파프리카: 11~12월

- 토마토: 11~12월

- 동계작형: 7~8월

- 하계작형: 12~2월 

연령 최적기
- 여름철

- 광량 풍부, 적온

- 겨울철

- 광량 및 온도 불리 

수확기간 - 약 40~45주 - 약 30~35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교군 조사자료.

2.3. 주요 생산활동 비교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성 결정에 중요 요인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주

요 생산활동을 품목별 비교군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품목별로 식재와 

관리 줄기수 등 생산 출발단계부터 비교하여 검토하고, 작물 생육환경에 주요 

변수인 온실 환경관리와 작물재배관리 두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2.3.1. 재식밀도 및 줄기 수 비교 

  먼저 모든 비교군의 재배방법은 양액재배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슬라브를 

이용하여 배지에 양액 및 수분을 환경관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근권부 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배지의 종

류는 네덜란드는 모두 암면배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코코피트를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면배지는 무균성이며 양분의 유지력이 매우 우수한 

특징이 있으나, 폐기 시 환경부담과 비용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코코피

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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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작물별 재식밀도 및 줄기수 비교

　구분 재배방법 배지종류
재식밀도 줄기수

주/m2 줄기/m2

토마토

네덜란드

양액재배

암면배지 1.3 2.5

우리나라
최선도농 코코피트 2.5 2.5

상위농 코코피트 2.5 2.5

파프리카

네덜란드 암면배지 2.4 7.2

우리나라
최선도농 암면배지 3.6 7.2

상위농 코코피트 3.6 7.2

자료: 네덜란드 및 국내 농가 비교군 분석.

  네덜란드와 품목별로 생육 및 관리하고 수확하는 줄기수에 따라 착과수와 

수확 착과수가 달라지며, 이는 온도 및 습도 등 자연환경과 재배 기술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네덜란드와 줄기수를 비교하면, 우리

나라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토는 평방미터당(m2) 2.5개 줄

기, 파프리카는 7.2개 줄기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식재하는 재식밀도는 

우리나라가 네덜란드보다 품목별로 평방미터당 1.2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토마토는 네덜란드에서는 평방미터당 1.3개를 식재하나 우리나라는 2.5개

였다. 파프리카는 네덜란드는 2.4개 우리나라는 3.6개를 식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최적 생산에 필요한 단위면적당 줄기수 관리는 동일하나, 온도 등 

자연환경과 재배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부족한 줄기수를 식재주로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3.2. 온실 환경관리 비교 

  온실 환경 복합관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온실 외부 온도 변화에 대응

한 작물별 온실 내부 최적 온도관리일 것이다. 온실 내부의 최적온도 관리 정

도에 따라 병충해 발생 정도, 착과 및 생육관리와 상품화율까지 많은 부문에서 

편차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생산성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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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시기별 온실 내부 온도관리

단위: ℃

　구분
전체 평균 최성기1) 저수확기2)

평균 주간 야간 평균 주간 야간 평균 주간 야간

토마토

네덜란드 20.4 23.3 17.5 20.9 23.6 18.1 19.9 22.5 17.0

우리나라
최선도농 21.4 24.5 18.3 20.7 24.8 16.5 24.4 26.5 22.3

상위농 22.9 26.5 19.3 20.6 25.2 16.0 25.2 27.3 23.1

파프리카

네덜란드 20.5 22.7 18.2 20.8 23.0 18.5 19.8 22.0 17.5

우리나라
최선도농 21.2 23.7 18.7 21.3 24.4 18.2 22.4 25.0 19.7

상위농 22.1 24.8 19.3 21.8 24.9 18.7 23.8 26.8 20.8

주 1) 네덜란드: 6~8월, 우리나라: 4~6월

  2) 네덜란드: 1~3월, 우리나라: 8~10월 

자료: 네덜란드와 국내 농가 비교군 분석.

  위의 <표 3-6>은 토마토와 파프리카 재배기간 동안의 시설내부 24시간 평균

온도를 전체, 주간 및 야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생산성이 높은 ‘최성기’와 ‘저수확기’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품목별로 시설 내

부의 24시간 평균온도는 네덜란드가 토마토는 20.4℃, 파프리카는 20.5℃로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최선도농이 품목별로 각각 21.4℃와 21.2℃로 네덜

란드에 비해 약 1℃ 내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농의 경우 각각 

22.9℃와 22.1℃로 나타나 토마토의 경우 네덜란드보다 2.5℃ 이상 높고, 파프

리카는 1.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나라의 저수확기인 정식 초기의 온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모두 최성기 온실 내부 평균온도는 네덜란드가 20.9℃와 20.8℃, 우

리나라는 최선도농이 20.7℃와 21.3℃로 최대 0.4℃ 차이가 발생하고, 상위농

이 20.6℃와 21.8℃로 최대 0.9℃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수확기

의 온실 내부 평균온도는 네덜란드가 각각 19.9℃와 19.8℃로 최성기에 비해 

약 1℃ 낮지만 거의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최선도농이 24.4℃

와 22.4℃로 토마토는 3.7℃, 파프리카는 1℃ 정도 높게 나타났고, 상위농은 

25.2℃와 23.8℃로 토마토는 4.6℃, 파프리카는 2℃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토마

토 상위농의 경우 저수확기 야간 평균온도가 23℃, 주간 평균온도는 27℃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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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나 고온기 온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이 온도와 습도가 높은 우리나라 저수확기에 온도관리에 실패할 경우, 개화와 

착과가 되지 않아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교한 온도관리에 대한 사례분석에서 온도관리의 편차 요인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 3-10>은 우리나라 토마토 비교군 농

가들의 겨울철 온실 외부 온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 내부 온도관리에 대한 자

료이다. 24시간 외부 온도변화에 따라 온실 내 환경관리를 위해 정밀하고 완만

한 온도변화를 통해 최적 온실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가 A와 B는 비교적 완만한 온도변화를 통해 비교적 최적 온도관리를 

해오고 있으나, 농가 C의 경우 외기 온도변화에 따라 온실 내부 온도변화가 크

다, 특히, 일출과 함께 광량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온실 내부 온도도 급격한 

온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부분과 같은 

온도변화는 작물 생육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 현상 중 하나

이다. 

  1 부분과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온실 내부 결로로 인한 생육속도 저하로 

인해 발병의 원인이 되며, 품질 저하 및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

서 보다 완만한 온도관리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온도관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

다. 이러한 환경관리에 있어서 네덜란드는 외부 온도변화도 작은 편이나 최적 

내부 온도관리 기술과 센터 및 기자재를 통해 앞부분과 같이 실내 온도변화를 

매우 완만하게 제어함으로써 <표 3-6>과 같이 최성기와 저수확기에 따른 온실 

내부 온도 편차가 크지 않도록 정밀한 제어 기술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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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겨울철 온도관리를 통한 환경관리 사례 분석

자료: 국내 토마토 재배 비교군 농가 사례.

2.3.3. 작물관리 비교

  작물의 재배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수분과 양분관리일 것이다. 먼저 

작물의 양분인 양액관리에 대해 살펴보고, 양액을 포함한 수분관리 기술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한다. 

가. 양액 리

  양액의 농도를 나타내는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8’는 작물

의 생육과 생산성 및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파프리카 재배를 중심으로 EC 관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양액 EC는 생육기

 8 물속에 해리된 이온이 있으면 전기가 통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전기의 전도되는 정도

로 용존한 염류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시설원예에서는 배양액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

로 이용하고 있다(농사로 홈페이지, https://www.nongsaro.go.kr/portal/portalMain.ps? 

menuId=PS00001, 검색일: 201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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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안 우리나라는 2.2~2.7dS/m 수준에서 공급·관리되었으나, 네덜란드는 1.8~ 

3.7dS/m 수준으로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프리카 

정식 후 첫 수확기까지 영양분 농도(EC)를 지속적으로 올려 첫 수확기까지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낸 후, 파프리카 그룹별 개화와 착화 싸이클에 따라 농도를 미

세하게 조절하는 주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양분 농도

는 수확을 마무리할 때까지 EC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의 EC 관리 수치는 변화가 크지 않아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

지하고 있으나,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첫 수확기까지 농도를 지속적으로 높이

는 추세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C 농도 변화에 민감한 작물의 특

성에 따라 우리나라 농가들은 네덜란드 농가에 비해 안정적 농도 관리를 함으

로써 미세한 양분 조절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

으로 높은 배지 내 EC는 생산성을 낮춘다. 이것은 과일 내 세포수가 수분을 

적게 함에 따라 과일의 중량이 적어져 생산성은 떨어지나, 세포 내 함유 물질

의 농도는 높아져 과일의 당도 역시 높아진다.9 

<그림 3-11> 파프리카 생육시기별 EC 농도 관리 비교 

자료: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농가 비교군 분석.

 9 농사로홈페이지, https://www.nongsaro.go.kr/portal/portalMain.ps?menuId=PS00001, 검색일: 201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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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함수율 리 기술

  토마토, 파프리카 등 수경 및 양액재배하는 농가들은 배지의 함수율을 정확

히 측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식물의 양분공급과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수분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과 더불어 우리나라 선도

농들은 배지 함수율을 매우 정밀하고 세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

가와 온실의 위치 및 계절과 환경 요인별로 관리하는 양액과 수분의 양이 다르

지만, 급액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은 매우 규칙적이며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

고 있으며 특히, 급액량과 배액량의 차이가 크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는 공급 

간격과 일회 공급량 및 지속시간을 매우 정밀하고 세밀하게 제어함으로써 가

능하며, 이러한 제어를 통해 정확한 EC와 pH 등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물이 필요로 하는 일정량의 배양액을 체계적

으로 일정하게 공급함으로써 재배 작물의 최대 증산량, 생장 및 과실 비대에 

필요한 양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 <그림 3-12>는 우리나라 토마토 선도농가의 효율적 배지 함수율 관리 

사례이다. 양액의 공급 시기와 종료 및 배액 시기가 매우 일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급액량과 배액의 양이 큰 차이가 없이 매우 효율적으로 관

리됨으로써 토마토 최적 생육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림 3-12> 토마토 선도농가의 효율적 배지 함수율 관리 사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나라 비교군 선도농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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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스마트팜을 도입하였다고 해도 많은 농가들이 <그림 3-13>과 같이 

비효율적 배지 수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액의 공급 개시 

및 종료시기가 정밀하고 체계적이지 않음은 물론 급액과 배액양이 매일 현저

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액의 공급량이 배출량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비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 배지 함수율 저

울 등 측정 장비 보급이 매우 미흡하고, 일부 보급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이 양

액기와 연동하여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함수율 저울 및 센서 등은 최근 국내 업체도 개발하여 보급이 확대되고

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고가의 네덜란드 등 수입산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등 보

급 확대에 걸림돌이 있다. 또한 이러한 기계가 보급되었다 하여도 국내 농가들

이 이러한 기계를 이용하여 정밀하고 세부적으로 활용하는 제어기술이 부족한 

점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토마토 상위농가의 비효율적 배지 함수율 관리 사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나라 비교군 상위농가의 사례.

2.3.4. 최종 작물 생육 성장 비교 

  주요 작물별로 재배를 위한 식재주수와 줄기수로부터 환경관리와 작물관리

를 통해 최종 생육 성장 결과를 비교해 볼 차례이다. 전체 수확 과수를 결정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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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방수를 비교하면, 네덜란드는 토마토는 36개, 파프리카는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에 비해 70% 내외 적어서 선도농의 경우 

토마토가 25개, 파프리카는 5개이고, 상위농은 이보다 다소 적은 각각 23개, 

4.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방당 착과수는 네덜란드 토마토가 3.5개, 파프리카는 13개이다. 우리나라 

선도농은 토마토가 3개, 파프리카는 네덜란드와 같은 13개로 나타났고, 상위농

은 토마토가 2.8개, 파프리카는 11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과수는 토마토의 경우 네덜란드가 126개, 우리나라 선도농이 75개, 

상위농은 64.4개로 나타나 네덜란드에 비해 25%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프리카는 네덜란드가 91개, 우리나라 선도농이 65개, 상위농은 49.5개로 나

타났다. 

  그러나 과당 중량은 토마토의 경우 네덜란드가 150~180g, 우리나라는 선도

농과 상위농이 비슷하게 200~220g 수준으로 나타났다. 파프리카는 네덜란드가 

120~150g이며, 우리나라 선도농은 150~170g, 상위농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과 중량이 차이 나는 것은 네덜란드는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중과종 중심으로 수확하고, 우리나라는 대과종 중심으로 수확하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7> 최종 작물 생육 성장 비교

단위: 개/m
2

작물 생육

토마토 파프리카

네덜란드
한국

네덜란드
한국

선도농 상위농 선도농 상위농

그룹수 36 25 23 7 5 4.5

그룹당 착과수 3.5 3.0 2.8 13.0 13.0 11.0

총과수 126 75 64.4 91 65 49.5

과 중량(g) 150~180 200~220 200~220 120~150 150~170 150~170

자료: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비교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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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산성 비교 

2.4.1. 토지생산성 비교

  네덜란드 농가들의 단위면적당 평균 단수는 토마토가 68kg/m2, 파프리카는 

30kg/m2
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와 시설 및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유사한 환경

에서 재배하는 국내 선도농가의 생산성은 토마토는 60kg/m2 
파프리카는 28 

kg/m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토마토 생산성은 네덜란드의 88%, 파프

리카는 9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최근 우리나라 농가들의 기술수준 향상과 스마트팜 보

급확대 및 기자재 첨단화 덕에 과거에 비해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 상위농(비교군 2)의 생산성 수준은 토마토는 35kg/m2, 파프리카는 

24kg/m2
으로 나타났다. 파프리카는 우리나라 상위농도 네덜란드 대비 80% 수

준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나, 토마토는 네덜란드의 절반 수준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요인 등을 감안하여 온도 및 광량 등 생산성에 

유리한 조건인 ‘최성수기’와 자연환경이 좋지 않은 ‘저수확기’로 나누어 분석

해 보았다. 분석결과 최성수기의 생산성은 우리나라 최선도농은 토마토와 파프

리카 모두 네덜란드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최성수기에 네덜란드 토마토 농

가는 36.2kg/m2
을 수확하고 파프리카는 15.5kg/m2

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

리나라 최선도농가는 토마토가 33.0kg/m2, 파프리카는 15.4kg/m2
으로 나타나 

각각 네덜란드에 비해 91%, 99% 수준으로 매우 근접한 생산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토마토 상위농은 19.3kg/m2, 파프리카는 13.2kg/m2 정도여서 

토마토 상위농은 여전히 5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파프리카 선도농은 

85% 수준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수확기인 늦여름과 초가을에는 비교적 환경조건의 변

화가 적은 네덜란드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수확기 네덜란드 토마토 농가들은 평균 20.4kg/m2, 파프리카는 9.0kg/m2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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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선도농도 이 시기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졌다. 

토마토는  9.0kg/m2, 파프리카는 4.2kg/m2 
수준이었다. 이를 네덜란드와 비교하

면 절반 이하 수준인 45% 내외 수준을 나타내었다. 상위농 토마토는 5.3kg/m2, 

파프리카는 3.8kg/m2 
수준의 생산성을 나타냄에 따라 네덜란드에 비해 각각 

26%, 4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저수확기에 네덜란드에 비해 현저히 생산성이 떨어지

는 원인은 환경요인이 가장 크다. 광량은 네덜란드에 비해 높지만, 고온 다습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착과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냉

방과 제습을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커서 비효율적인데다 생산을 하였다 하

더라도 상품성과 품질이 좋지 않아 품질 경쟁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나라 특성인 고온기 적응 품종개

발이 필요하며, 온실외부 스크린 장치의 개발과 보급, 지열 및 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 기술 활용과 수막(포그)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도상

승 억제 기술 등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8> 네덜란드와 품목별 생산성 비교

　구분 실수확기간
전체 단위수량 최성수기 저수확기

kg/m2 차이 kg/m2 차이 kg/m2 차이

토마토

네덜란드 40주 68.0 100.0 36.2 100.0 20.4 100.0

우리나라
최선도농 35주 60.0 88.2 33.0 91.2 9.0 44.1

상위농 30주 35.0 51.5 19.3 53.2 5.3 25.7

파프리카

네덜란드 40주 30.0 100.0 15.5 100.0 9.0 100.0

우리나라
최선도농 35주 28.0 93.3 15.4 99.4 4.2 46.7

상위농 30주 24.0 80.0 13.2 85.2 3.8 42.2

자료: 우리나라 및 네덜란드 조사 비교군 분석.

  수확주수는 네덜란드는 두 품목 모두 40주로 비슷하나, 우리나라 선도농은 

파프리카와 토마토 모두 35주, 상위농은 파프리카와 토마토 모두 30주인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나 선도농이 네덜란드에 비해 5주, 상위농은 10

주 정도 수확시기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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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앞서 생산 준비단계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식기 고온·

다습한 기후 조건과 더불어 대부분 자가육묘에 따른 시설의 활용도 저하 등이 

주 요인이다.  

  아래 <그림 3-14>는 나라별로 파프리카의 전체 생육기간에 대한 연간 누적 

생산량을 비교해 본 것이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에 비해 4주 정도 일찍 수확

을 시작하고, 5개월 후인 최적 생산시기 이후 생산량 증가속도가 국내 농가들

에 비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한국과 네덜란드의 파프리카 월별 누적생산량

자료: 우리나라 및 네덜란드 조사 비교군 분석.

2.4.2. 노동생산성 비교

  네덜란드의 총 노동투입 시간은 토마토가 720시간, 파프리카는 576시간인 

것으로 나타나 토마토의 노동시간이 파프리카에 비해 25% 많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우리나라 선도농가는 품목별로 이보다 각각 1.8배, 1.9배 많은 1,310시

간, 1,123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역시 토마토의 노동시간이 

1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모두 토마토의 노동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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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은 유인작업 등 작업관리에 필요한 인력 투입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노동투입에 대한 생산성효과를 나타내는 노동생산성은 토마토, 파프리

카 모두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2.1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네

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노동투입시간이 더 적지만 노동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가장 먼저 시설의 규모화와 첨단 기자재의 도입을 통한 노동력 절감의 효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력이 투입이 가장 많은 수확작업에서 네덜란드는 수확을 

고용인력이 담당하나, 이의 운반작업은 규모화와 자동화를 통해 대체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비해 1~2명 정도 고용인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덜란드 

고용노동력은 농업관련 학교 학생과 인근 국가의 젊은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네덜란드는 원예전문 컨설턴트의 정기

적 유료컨설팅을 통해 시설 환경관리, 작물관리 및 병해충관리 서비스를 이용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생산성 제고 시스템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표 3-9> 한국과 네덜란드의 파프리카 노동생산성 비교

단위: kg, 시간/10a

구분
한국 선도농 네덜란드 생산성 비교

수량 노동시간 생산성(A) 수량 노동시간 생산성(B) (B/A)

토마토 60,000 1,310 45.8 68,000 720 94.4 2.1

파프리카 28,000 1,123 24.9 30,000 576 52.1 2.1

자료: 우리나라 및 네덜란드 조사 비교군 분석.

2.5. 주요 시설원예 생산성 격차 요인 및 시사점

2.5.1. 생산 준비 단계 주요 요인

  생산준비 단계에서 네덜란드와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큰 차이는 공정육묘 

산업의 차이이다. 공정육묘를 통해 네덜란드 농가들은 재배 및 수확기간을 우

리나라보다 최대 10주 정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육묘산업과 이를 위한 기

자재 산업 및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과 육성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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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생산활동별 주요 요인

  주요 생산활동을 단계별로 비교하여 생산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단위면적당 줄기수는 네덜란드와 우리나라가 모두 같은 토마토 2.5개, 파프리

카 7.2개로 나타났으나, 재식밀도가 평방미터당 토마토와 파프리카 모두 네덜

란드에 비해 1.2개 많다. 이는 현 수준의 온실환경과 재배기술로 관리할 수 있

는 생산성 최적화를 위해 온도 등 자연환경과 재배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

나라 부족한 줄기수를 식재주수로 대체하여 극복하고 있다. 

  온실 환경관리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온도관리 부문을 비교하면, 네덜란드는 

최성기(20.9℃)와 저수확기(19.9℃)에 걸쳐 온실 내부 평균 온도변화가 약 1℃

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우리나라는 선도농 및 상위농 간 온도관리 편차가 최

대 약 5℃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정식 직후 혹서기에 주간 온실 평균

온도가 27℃ 이상인 경우도 많아 고온다습한 시기 온실 환경관리에 매우 불리

하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인 작물관리 부문은 양액관리와 배지 함수율 관리 두 부문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양액 관리 부문에서 네덜란드와 가장 큰 차이는 양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 수치의 변화가 작

물의 생육 주기, 특히 토마토와 파프리카 그룹별 생육 주기에 최적화되도록 변

화폭이 상대적으로 크며 일정한 싸이클로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패턴과 싸이클 변화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밀 재배기술 제어 기술

의 상대적 열위와 정밀제어 기자재 및 SW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배지 함수율 관리기술에서는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상위농가들은 공급과 배

액이 균일시각과 균일량으로 정밀 제어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많은 농가들이 이러한 정밀제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효율적 

관리의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 아직 복합환경관리와 연계된 함수율 저울 등의 

기자재가 부족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정밀제어 기술 교육 및 훈련

과 컨설팅의 부족함이 지적되고 있다. 

  최종 작물의 생육 성장 단계를 비교해야 한다. 토마토와 파프리카 두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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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화방 그룹수와 착과수가 네덜란드에 비해 적어 전체 총 과수수가 네덜란

드에 비해 토마토는 25%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목별 과당 중량

은 우리나라가 토마토와 파프리카 모두 최대 40% 이상 더 무거운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네덜란드에 비해 우리나라가 수요패턴이 생식위주이므로 대과종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5.3. 생산성 비교 정리 및 시사점 

  주요 농산물인 토마토와 파프리카에 대한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농가를 대상

으로 비교군을 설정하고 개별 농가들의 가용 빅데이터를 이용한 최종 생산성 

비교 분석결과, 우리나라 최선도농가는 네덜란드 중·상위권 농가의 생산성과 

유사하거나 다소 뒤처지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파프리카 최선

도농가는 네덜란드의 93%, 토마토는 88%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상위농도 파

프리카는 네덜란드 대비 80% 수준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나, 토마토 상위농

은 네덜란드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작물별 재배여건이 좋은 ‘최성

수기’ 때의 생산성은 파프리카는 네덜란드와 거의 차이가 없으나, 토마토 상위

농은 50% 수준으로 나타나 토마토 농가들은 아직 종합적인 부분의 개선 여지

가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저수확기의 생산성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의 강점은 ‘최성기’와 ‘저수확기’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인

데 우리나라는 그 격차가 매우 커서 토마토 상위농은 네덜란드에 비해 25%, 

파프리카는 4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고온기 적응 종자의 개발, 맞춤형 기자재의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종합적인 온실환경관리 기술 개선과 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또 다른 강점은 자국과 주변국의 젊고 풍부한 인력은 물론 전문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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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젊은 농업인들의 교육과 

육성 및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표 3-10> 주요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단계별 주요 생산성 차이 요인 정리

구분 분야 비교

생산준비단계 공정육묘

∙ 우리나라 수확기간 짧음(10주)

∙ 관련 기자재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 장려

  - 바이러스, 전염병 극복

  - 균일, 균질 육묘 기술

주요 생산활동

재식밀도 및 줄기수 ∙ 우리나라 환경 최적화 재배관리기술

온실내부 환경관리

∙ 네덜란드 최고 1℃ 편차

∙ 우리나라는 최고 5℃ 편차

  - 주간온도 27℃ 이상

∙ 관련 기자재 및 종자 개발, 전문인력 육성과 컨설팅 필요

배지 양액ㆍ함수관리

∙ 네덜란드 작물 생육 주기 맞춤형 정밀제어

∙ 국내 정밀제어 기술 및 기자재 보급 확대

  - 기자재산업 및 SW 산업 육성

  - 교육 훈련 및 컨설팅 확대

최종작물 생육 성장
∙ 네덜란드 총과수수 우리나라보다 25% 상회

∙ 과당 중량은 우리나라 최대 40% 무거움 

자료: 연구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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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돈 생산성 비교 분석10 

3.1. 생산 준비 단계

3.1.1. 종돈

  종돈개량 추세는 개량 형질이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있으며 아울러 사료

효율(또는 사료요구율)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돼지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됨에 따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랜드레이스종이나 요크셔종과 같은 모계 품종에서 자돈의 증체량에 대한 비중

이 증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30kg까지의 증체율은 돼지 자체의 유전적 능력

보다는 모돈의 비유능력과 자돈 관리 능력이 자신의 유전적 능력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자돈의 증체율은 어미 돼지의 능력과 자돈 자체의 능력의 결

합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모돈의 자돈 생산 능력과 관리 능력이 

중요한 개량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양돈 선진

국의 개량에 대한 방향의 시사점은 다양한 형질에 대한 측정 및 이를 이용한 

선발지수의 적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날로 변해가는 종돈의 소비자, 즉 

양돈 농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며 또한 종돈의 내수뿐 아니라 수출 증진

을 통하여 종돈 가격 변동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라 여겨진다. 

 10 양돈 생산성 비교 분석은 순천대학교 서강석 교수의 위탁원고 내용의 일부를 편

집·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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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질
모계지수 부계지수

2009년 2012년 2015년 2009년 2012년 2015년

생후5일령산자수(L5) 37 27 28 - - -

사료요구율 30 42 44 39 55 52

일당증체량(0~30kg) 4 11 15 27 20 23

일당증체량(30~100kg) 2 2 3 5 2 5

정육률(%) 5 7 6 12 17 13

지육률(%) 2 2 1 5 2 2

체형스코어 7 5 2 11 4 5

연산성 13 4 1 - - -

<표 3-11> 덴마크 선발지수 가중치(%) 변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가축개량체계 선진화 방안 - 한우, 젖소, 종돈을 중심으로�.

  대한 한돈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산자수는 약 11두로 나타

나고 있다. <표 3-11>에서 나타났듯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자수를 보이는 덴

마크의 경우 모계 품종에서 15두를 상회하고 부계에서는 9.4두를 나타내고 있

어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와는 4두 차이가 난다. 이는 모돈 회전율을 2회전만 가

정하고도 연간 8두의 차이를 가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통계치는 철저한 관리

가 이루어지는 종돈장과 일반 비육농가와의 비교이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를 감안하더라도 생산 자돈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12> 덴마크 핵돈군(GGP) 순종돈의 번식 성적(2014년)

품종 복당실산자수 분만 후 5일령산자수 초산복의 비율(%)

두록 9.4 - 67.8

랜드레이스 15.4 12.1 53.6

요크셔 15.3 12.9 5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가축개량체계 선진화 방안 - 한우, 젖소, 종돈을 중심으로�.

  세계의 종돈시장은 메이저 육종회사 5곳이 전 세계 5대 품종 종돈의 약 42%

를 점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종돈 기업으로는 영국의 PIC, 네덜란드의 Hypor와 

PIGs-online 및 topigs 미국의 몬산토, 캐나다의 Genesus 등이 있다. 이들 기업

들의 변화의 특징은 인수 합병을 통하여 계속 그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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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6년 초 PIC는 아일랜드의 Hermitage를 병합하였으며 네덜란드의 Topigs

는 Duroc종에 대한 보강을 위하여 노르웨이의 Norsvin을 흡수합병하였다. 이

와 같은 경향은 종돈 기업의 주요 목표인 개량을 위하여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

에 있으며, 아울러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종돈에 대한 유전자원 재산권이 강

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수

입종돈에 대한 로열티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며 이는 비육돈 생산비의 증가

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의 종돈장들은 계약을 맺은 수입 종돈장에게 기

술 지원료 등의 명목으로 연간 수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종돈 

또는 번식용 모돈의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종돈은 되도록 빠

른 시일에 공수되어야 하므로 항공 운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이한 운송

료, 검역비용 등 실제 수입 종돈의 가격 외에도 과도한 부대비용으로 인하여 

가축비가 상승하고 있다.

3.1.2. 사료

  양돈 생산성에 대한 다른 하나의 지표는 사료효율 또는 사료요구율이다. 사

료요구율은 체중 1kg을 증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료량을 측정한 것으로 이는 

증체율과 사료 섭취량에 의해 계산되므로 생산을 위한 효율을 측정하는데 효

율적인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돼지 사료효율은 평균 3.17로서 이탈리아를 제외

하고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사료효율은 자동차의 연비와 같은 개념이다. 연비가 낮다는 것은 같은 거리

를 가는 데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료효율이 높다는 것

은 같은 양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데 더 많은 사료를 이용한다는 것으로 생산

비의 상승을 초래한다. 

  사료효율은 사료의 품질과 사양관리 매뉴얼 그리고 돼지의 유전적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우리나라의 돼지들의 사료효율이 좋지 않은 것은 사료의 

품질이나 사양관리 매뉴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유전적 능력의 차이에 기인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가축 사료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사료 내 단백



64

질이나 지방과 같은 영양소 함량에 많은 영향을 받으나 이들 영양소 요구량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며 사양관리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발견하기

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료효율을 개량하기 위한 시설이

나 방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개량효과가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5> 다국적 종돈 및 종계 기업

자료: AHDB(2017). 2016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 

3.2. 주요 국가별 양돈 생산성 비교  

  양돈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효율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이용되는 것

이 MSY(연간 모돈당 출하마릿수, Marketted-pigs per Sow per Year)이다. 과거

에는 이와 비슷한 지표로 PSY(연간 모돈당 자돈생산수, Pig per Sow per Year)

나 WSY(연간 모돈당 이유두수, Weaned Pig per Sow per Year)를 많이 이용하

였으나, 이 개념에 이유 후 육성률의 개념을 합쳐 최근에는 MSY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지표의 특징은 종합 양돈 지수라는 점이다. 즉, 모돈이나 비육돈의 

유전적인 능력과 더불어 돈사의 환경, 관리자의 능력, 질병에 대한 방역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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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모돈 두당 연간두수(두) 연간

모돈

회전율

폐사율(%) 비육기간 출하

체중

(kg)

냉도체

(kg)

모돈 두당 연간 

생산 도체중

(kg)
이유

(WSY)

자돈

(PSY)

판매

(MSY)
자돈 비육

일당

증체량

사료

효율

AUS 24.90 24.16 23.74 2.33 3.00 1.74 802 2.88 121 94.50 2,243

BEL 30.13 28.74 27.91 2.38 4.60 2.90 680 2.83 114 91.20 2,546

BRA(MT) 26.15 25.63 25.06 2.37 2.00 2.20 831 2.60 123 91.60 2,295

BRA(SC) 26.82 26.28 25.71 2.30 2.00 2.20 820 2.60 123 91.80 2,361

CAN 23.19 22.73 21.93 2.30 2.00 3.50 876 3.00 126 99.30 2,178

DEN 32.10 31.10 30.08 2.27 3.10 3.30 950 2.69 111 84.20 2,531

FIN 26.91 26.32 25.58 2.22 2.20 2.82 967 2.70 121 89.80 2,296

FRA 27.48 26.73 25.72 2.33 2.72 3.75 819 2.78 120 92.10 2,369

GER 29.07 28.14 27.35 2.33 3.20 2.80 824 2.81 122 94.00 2,571

GB 24.83 23.94 23.22 2.28 3.56 3.03 850 2.65 107 81.90 1,901

IRE 27.92 27.12 26.45 2.38 2.85 2.49 860 2.69 109 83.00 2,195

ITA 24.30 23.52 22.93 2.22 3.20 2.50 687 3.79 170 136.6 3,132

거의 모든 요인이 포함되는 지표이며, 어느 농장이나 어느 나라의 양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MSY는 일반 공장에서의 효율과 비교할 

때 공장이 보유한 기계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같은 생산 설비를 갖추

고 얼마나 많은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PSY와 MSY는 각각 19.26두 및 18.20두로 거의 30두에 달하는 

덴마크나 네덜란드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MSY와 PSY의 차이는 약 1두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이유 후 육성률에서

는 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유 전 자돈 구간에서의 폐사가 MSY의 

차이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전에 살펴보았던 비육돈 생산비

의 차이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자돈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가

축비가 상승하여 생산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MSY가 높은 다른 하나의 요인은 산자수와 연간모돈 회전율에서 찾을 수 있

다. 우리나라의 연간 모돈 회전율은 평균 2.15회로서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0.15회 정도 낮은 수치이며, 이는 생돈 산자수를 13두라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2.6두의 차이가 있다. 

<표 3-13> 주요 국가별 양돈 생산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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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모돈 두당 연간두수(두) 연간

모돈

회전율

폐사율(%) 비육기간 출하

체중

(kg)

냉도체

(kg)

모돈 두당 연간 

생산 도체중

(kg)
이유

(WSY)

자돈

(PSY)

판매

(MSY)
자돈 비육

일당

증체량

사료

효율

NL 29.80 29.06 28.39 2.36 2.50 2.30 808 2.59 119 93.00 2,640

SPA 27.00 25.94 25.02 2.34 3.94 3.57 706 2.48 110 82.30 2,060

SWE 25.88 25.34 24.91 2.23 2.10 1.70 926 2.85 121 88.30 2,199

USA 25.68 24.63 23.42 2.41 4.10 4.92 826 2.72 128 94.00 2,202

EU 27.53 26.68 25.94 2.31 3.08 2.74 823 2.81 120 92.60 2,390

KOR 21.00 19.26 18.20 2.15 8.30 5.49 na 3.17 na na na

자료: AHDB(2017). 2016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 

(사)대한한돈협회(2017). �전국 한돈농가 2016년 전산성적 2018년 수급전망�.

  <그림 3-16>에는 각 국가별 일당증체량의 실측치와 표준화된 수치를 나타내

었다. 일당증체량의 유전적은 30% 정도로 이는 일당증체량에 대한 변이 중 

30% 정도가 유전적 요인에 기인하며 나머지 70%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환경적 요인이란 유전적 요인을 제외한 사료, 사양관리, 

시설, 관리 능력, 기후 등 모든 요인을 의미한다. 

<그림 3-16> 양돈 주요국가의 비육돈 일당증체량 비교(2016년 기준)

자료: AHDB(2017). 2016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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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된 일당증체량은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및 스웨덴 등 비교적 위도가 

높은 지역의 돼지 일당증체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스페인이나 벨기에 

등은 매우 낮은 일당증체량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유색계통의 품종이 백색종에 비해 일당증체량이 낮다는 점과 고온 다

습한 기후가 돼지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높은 

일당증체량은 빠른 출하체중 도달을 가능케하여 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어 양돈장의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 상위 농장과 하위 농장의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

었다(대한한돈협회 전국 한돈농가 2016년 전산성적). 규모의 측면에서 상위 농

가는 하위농가에 비하여 모돈수가 평균 100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

반적으로 양돈 농가의 규모는 모돈 수로 측정하며, 평균 사육두수는 모돈수에 

곱하기 10을 하여 나타낸다. 즉 상위 농가는 하위 농가에 비해 약 1,000두 정도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된다. 더 큰 규모를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전문화되

고 기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위 농가는 하위 농가에 비해 시설 

투자나 전문 관리 능력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구 분 상위 10% 상위 30% 중위수 하위 30% 하위 10% 평균

호당모돈수 305 266 223 191 208 232

복당총산자수 11.64 11.14 10.80 10.55 10.42 10.87

복당이유두수 10.55 10.14 9.94 9.71 9.52 9.96

이유전육성률(%) 90.6 91.0 92.0 92.1 91.3 91.6

PSY 24.6 22.7 20.9 19.6 18.4 21.0

MSY 24.1 20.9 17.9 15.3 13.2 18.2

이유후육성률(%) 97.8 91.8 85.5 78.3 71.9 86.5

모돈회전율 2.30 2.23 2.15 2.07 2.03 2.15

분만율(%) 86.6 85.6 84.0 84.3 85.6 84.8

출하일령 194 202 211 219 226 209

사료섭취량 1.65 1.67 1.62 1.56 1.51 1.61

사료요구량 2.78 3.02 3.20 3.37 3.50 3.17

<표 3-14> 우리나라의 성적 상위 농가와 하위 농가의 생산성 비교

자료: (사)대한한돈협회(2017). �전국 한돈농가 2016년 전산성적 2018년 수급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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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요국 양돈 생산성 차이 비교 분석  

  MSY는 양돈 생산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이는 돼지의 전 주기 동안

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즉, 유전적 요인인 모돈

의 산자 능력과 비유전적 요인인 모돈의 포유 능력, 질병 여부, 시설 및 환경적 

요인, 생산자의 관리 능력 등 거의 모든 양돈의 기술적 요인이 포함된다. 실제 

우리나라와 유럽의 주요국가 간의 산자수는 약 1두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시설 

환경부문에서의 큰 격차는 없음을 고려하면 MSY의 대부분의 차이는 질병의 

발병이나 처리 능력에 대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MSY가 낮은 가장 큰 요인은 자돈 폐사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 한돈협

회의 조사에 의하면 2016년을 제외하고는 포유자돈 폐산율은 8%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유자돈 폐사율도 5~6%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 연

합의 국가들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그간 많은 

기술적인 발전과 시설 개선의 효과를 보고 있으나, 양돈 농가의 밀집으로 인한 

교차 오염의 위험이 상존하고, 밀집 사육으로 인한 질병 발생 및 폐사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효과적인 방역 체계의 미흡으로 PED, PRRS(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돼지생식기호흡증후군) 등 많은 질병이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한 피해도 막대하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PRRS 상존 국가이나 세계 최고의 MSY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질병의 상존이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 이들 질병 요인의 존재하에서 어떻게 

양돈장을 관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양

돈장에 격리돈사를 만들어 외부에서 돼지가 입식되는 경우, 격리돈사에서 해당 

양돈장의 환경에 적응하도록 훈련하고 입식하면 질병으로 인한 폐사가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와 같은 관리의 노력으로 MSY는 크게 향상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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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우리나라의 연도별, 사육단계별 평균 폐사율

자료: 대한한돈협회(2017). �2016년도 전국 양돈장 질병실태 조사 결과�.

3.4. 한국과 덴마크의 양돈산업 피라미드 구조 비교  

  양돈산업은 효율성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다. 피라미드

의 최상층에는 순종으로 구성된 핵돈군이 위치하며, 중간 부분에는 비육돈을 

생산하는 어미돼지 생산을 위한 증식돈군이 자리한다. 증식돈군에서 생산된 모

돈은 실용돈인 최하층에 전달되어 비육돈 생산을 위한 어미돼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때 유전자의 흐름은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루어지며 그 반대로의 흐름

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핵돈군(Great Grand Parents: GGP)과 증식돈군

(Grand Parents: GP)을 종돈업이라고 하고, 실용돈군(Parental Stock: PS)을 양

돈업이라 구분한다. 

  한 나라 또는 어느 축군의 효율성은 이 피라미드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의 양돈산업과 우리의 피라미드를 

비교해 보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나라의 증식돈군의 

수는 비슷하나 이에 유전자를 공급하기 위한 핵돈군의 수는 우리가 덴마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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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3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실용돈군의 모돈 보유두수도 덴마크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연간 출하두수는 대략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GGP 보유 모돈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이유는 종돈장의 난립과 무분별한 종

돈 수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15>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종돈장

의 수는 125개소에 달하며, 이 중 GGP와 GP를 병행하는 종돈장이 절반 규모

인 57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종돈장이 전문화 및 규모화 부문에

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중소규모

인 모돈 300두 내외의 종돈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강력한 조합의 통제에 의해 

이들 종돈장들이 마치 하나의 종돈회사와 같이 운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종

돈장들은 개인 기업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중복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

며, 이로 인하여 자돈 생산비용이 타 국가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8> 우리나라와 덴마크의 양돈 피라미드 비교

연간 출하두수

자료: (사)종축개량협회(2018). �2017년도 농장검정 결과보고�.

농림축산식품부(2018). �가축개량 선진화 방안 - 한우, 젖소, 종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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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문종돈장 병행종돈장

(GGP+GP)
합계

핵돈군(GGP) 증식돈군(GP)

종돈장 수(개소) 21 47 57 125

모돈 규모(두수) 8,010 29,623 29,850 67,483

<표 3-15> 종돈장 수 및 모돈 두수(2017년 기준)

자료: (사)종축개량협회(2018). �2017년도 농장검정 결과보고�.

3.5. 양돈 생산성 차이 분석의 시사점  

  실용돈군의 모돈 보유 두수 대비 출하두수가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높은 폐

사율에 있다고 예측된다. <그림 3-19>에서 볼 수 있듯이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은 전술하였듯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비교

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성 상위 농가들의 지표는 덴마크와 비교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노력을 통하여 이들 지표를 갱신할 수 있음

을 나타낸다. 따라서 양돈 농가 스스로의 자성과 반성을 통하여 부족한 점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아울러 정부의 일관성 있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림 3-19> 우리나라와 덴마크의 양돈 생산효율 비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가축개량 선진화 방안 - 한우, 젖소, 종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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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성 비교 분석의 시사점

  주요 농산물인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단위면적당 수량 생산성을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비교군을 설정하여 직접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최선도농은 두 품목

모두 네덜란드의 중상위권 농가들과 생산성 격차가 크지 않았다. 특히, 생산성

이 높은 최성수기에는 모두 네덜란드의 90% 수준 이상의 생산성을 나타내었

다. 문제는 우리나라 저수확기에 네덜란드에 비해 최선도농과 상위농 모두 생

산성이 50% 이하 수준이었다.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보다 네덜란드가 2.1배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진국과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은 자연환경, 생산시설과 기자재, 생

산자의 기술과 관련 산업 분야 여러 주제들의 노력 등 많은 부문의 복합적 영

향으로 분석된다. 생산활동별 지원부문별 요인은 앞에서 정리되었으므로 본 절

에서는 중요 요인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가장 먼저 기후적인 요인으로 저수확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자, 관련 기자

재와 기술적 요인에 대한 연구개발과 교육·기술 습득이 중요 요인으로 지적되

었다. 또한 네덜란드와 같이 젊은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 산업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민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외적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노력은 국내 

농가간 격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상위 농가는 

네덜란드와 유사한 환경 및 기술을 습득하여 최성수기에는 이미 네덜란드 생

산성 수준을 능가하는 농가도 일부 있으나, 상당수 많은 상위권 농가에서 생산

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 전수가 필요하

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정기적 컨설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

한 전문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설 및 기자재 부문

에서는 측고가 낮은 구형 온실과 정밀도가 뒤처지는 센서와 조절기 등 기자재

의 첨단화와 이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SW의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첨단화사업과 에너지효율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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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최근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이며 지속

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양돈산업은 우리나라가 덴마크,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북부 유럽 선진국에 

비해 WSY, PSY 및 MSY와 폐사율 등 많은 지표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우수한 종돈의 개량 형질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종돈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규모화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

는 돼지개량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양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양돈가 경영주의 보다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역량 강화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질병에 대한 관리와 접근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축 폐사율로 인한 MSY 지표의 하락은 전염성 질병

원의 박멸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구제역뿐만 아니라, PED, PRRS, 씨코, 돼

지열병 등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성 질병에 대한 범정부와 양돈산업계의 적

극적 연구 개발을 통한 대응방안마련과 정책 실천이 관건이다. 

 





제4 장

주요 농축산물의 지원 부문 비교 분석

1. 후방산업 부문

1.1. 시설원예 구조 형태·규모 및 투자 비용 

  우리나라는 전체 시설면적에서 유리온실의 비중이 0.8%에 불과하지만, 네덜

란드는 반대로 플라스틱(비닐)온실의 비중이 1%이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온실

의 측고는 3m 내외의 구형 온실이 90% 이상이나, 네덜란드의 온실은 측고 높

이 4~7m가 대부분이다. 또한 최근 벤로형 유리온실 비중이 85% 내외로 하락

하는 반면, 광폭형 유리온실(1개 동이 1.5ha 이상 등) 비중이 10% 이상으로 꾸

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측고가 높고 광폭형일수록 온실 내 공기 볼륨이 많아 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재배기간 연장과 고품질 우수 농산물 생산에 유리

함에 따라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 농산물 출현 비율을 높여 농가 소득 향상과 

경영성과 제고에 기여한다. 온실 측고 인상에 따라 플라스틱온실은 최소 15%, 

유리온실은 최대 40% 생산성 증대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심상연 2014). 

  시설 규모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단일 온실 규모 

및 단지화 차이이다. 네덜란드 단일 온실 규모가 10~50ha 규모로 대형화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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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며, 규모화된 단일 온실의 단지화를 통해 50~700ha 규모로 단지화

(Agriport a7 등)되고 있다. 네덜란드 유리온실 시공비는 평방미터당 약 20만 

원이나 우리나라는 30만 원 수준이고, 우리나라 플라스틱온실 시공비와 비슷

한 수준이다. 

<표 4-1> 시설 형태·규모 및 투자비용 비교 

네덜란드
우리나라

최상위농 상위농 평균농

온실형태

 - 측고

유리, 벤로

6~7m

유리, 비닐

5~6m

비닐

5~6m

비닐

4~5m

단위 규모

(단일동 기준)
5~10ha 1~3ha 1~3ha 0.5~1ha

난방형태 지열 또는 가스열병합 지열, 전기 지열, 전기 전기, 유류

보광형태 60%(LED, 나트륨) 무, 일부(나트륨) 무 무

온실 관리 형태

(SW)

완전 자동화

Hoogendoorn

PRIVA 

완전 자동화

PRIVA, 국산SW

자동화

PRIVA, 국산SW

자동화

PRIVA, 국산SW

시설투자
유리온실 비용

20만 원/m2

유리온실: 30만 원/m2

플라스틱온실: 15~20만 원/m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나라 네덜란드 비교군 내부자료 정리. 

1.2. 종자·에너지   

1.2.1. 종자11

  네덜란드 종자산업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세계 원예 및 작물 

종자 유통량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세계 종자·종묘 

유통량 중 채소의 35%, 화훼의 45% 및 씨감자의 60% 이상이 네덜란드의 종

자·종묘인 것으로 추산된다. 

11 ARCTURUS(http://bizkhan.tistory.com/2984?cv=1(2018. 9. 18.)에서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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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공공기관 NAK와 Naktuinbouw는 기업들이 개발한 종자가 실제로 

새로운 종자인지 판별하고, 수출되는 종자의 안전성을 테스트한다. 네덜란드 

경제부 산하의 이 기관들은 네덜란드 종자의 안전성을 높여 세계에서 인정받

는 강력한 종자 산업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였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하루 안에 종자 검정, 유통, 수송, 판매까지 끝내는 시

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종자는 물론이고 재배방법, 친환경농법, 재배시설 등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수출하는 것도 특징이다. 네덜란드 씨드밸리(seed valley)

는 네덜란드 종자기업 클러스터(북서부지역 위치)로 약 370ha 규모이다. 정부

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씨드밸리 내에 바헤

닝언대학교(WUR)가 위치하므로 산학연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라북도 김제시에 이와 유사한 ‘종자산업진흥센터’를 2016년에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54.2ha 규모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운영을 맡고 종

자 관련 20여 기업이 입주하여 종자산업 육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2. 에너지

  온실의 형태와 가온 및 보광 방식별로 생산물의 생산성이 3배 이상 차이 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토마토를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면 수확량이 

20kg/m2
인 데 비해 인공광으로 보광하고 가온하는 유리온실에서 재배 시 

70kg/m2 이상 수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mming 2010). 

  우리나라 가온면적 비율은 전체의 1/3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대부분이 유리

온실인 네덜란드는 전체 온실의 95% 정도가 가온재배방식이다. 가온재배를 하

는 온실의 에너지원은 우리나라는 80% 이상이 유류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기 비중이 약 10%이며 지열을 이용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1.5%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금까지 환경문제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를 주로 사용

하였으나, 최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열 등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있

다. 특히, 앞서 네덜란드 원예 정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적극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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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온실’ 프로젝트에 따라 2020년까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재배법 개선과 인공광 이용기술 개발, 태양광, 지열, 바이오연료 등 다양

한 에너원과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형 열병합발전기

(CHP), 반폐쇄형 온실(semi-closed greenhouse), LED 등 인공광 기술을 확산하는 

추세이다. 

<표 4-2> 시설 에너지 이용형태 비교 

구분 네덜란드 우리나라

가온형태

∙ 가온비중: 95%

∙ 에너지원: 천연가스

∙ 인공광: 고압나트륨, LED

∙ 개발에너지원: 열병합발전기,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 가온비중: 33%

∙ 에너지원: 유류, 전기, 지열

∙ 인공광: 일부 고압나트륨

∙ 개발에너지: 지열, 수열 등

<그림 4-1> 시설형태 및 가온 재배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

자료: Hemming(2010). “Energy and Climate in Dutch Gree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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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농업 선진국

*(원예)네덜란드, (축산)덴마크
한국

ICT 

기자재 

표준화·

국산화

원예

- 온·습도, 일사, CO2 센서 등 대부분 기자재를 생

산·보급, 기자재 대부분은 규격화되어 있고, 내구

성과 신뢰성이 우수 

- 센서소자를 구입하여 조립품 생산

- 온도 습도 및 CO2 센서는 업체별 다양하게 개발

되어 호환성 부족, 스마트팜 기자재 규격화 미흡

축산

- ICT 센서는 네덜란드 (주)네답, 오스트리아 (주)샤

우어에서 RFID 칩을 개발, 농가 보급률은 40% 정도

- 네덜란드, 덴마크 회사들 중심으로 축산 기자재를 

생산·보급 중

- 축산 센서 개발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양돈분야 RFID 칩은 전량 수입

- 양돈 필수 자재 중 자동급이장치, 사료빈 관리기, 

환경 제어기 3종이 국산화 진행 중, 성능 개선 필요

1.3. 첨단온실 기자재 부문

  생산성 비교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 및 국내 선도농가들은 대

부분 ICT 기자재를 이용하는 첨단온실을 통해 정밀한 복합환경관리를 시행하

고 있다. 이러한 시설 환경과 센서 및 정밀 기자재의 보급에 따른 첨단 스마트

팜 시설 수준을 중요한 부문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ICT 기자재에 대한 표준화와 국산화율을 보면 선진국인 네덜란드와 덴

마크 등 선진국은 정밀제어 센서 등 규격화된 ICT 기자재를 생산·보급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는 센서소자 등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

매하는 단계이며, 업체별로 다양한 규격을 생산하여 상호 호환이 어렵다. 

  스마트팜 원예 및 축사 시설에 대한 표준화 부문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설계 기준과 시방서가 국가표준으로 정립되어 있고 온실 및 축사 표준설계도

가 보급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내재해형 설계서와 시방서가 있으나, 시설의 구

조측면만 명시되어 있어 환경조절장치 및 재배관리 시스템 일체형 설계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빅데이터 기반 작물 및 축종별 사양관리 부문은 네덜란드와 덴마크 모두 국

가 표준매뉴얼 등은 없으나, 업체별 최적 복합 환경관리 및 작물관리 시스템을 

탑재하여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수입산 복합환

경관리 SW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도 유사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하고 있다.

<표 4-3> 국내외 스마트팜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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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농업 선진국

*(원예)네덜란드, (축산)덴마크
한국

스마트팜

시설 

표준화

원예

- 설계기준과 시방서가 국가표준으로 정립되어 있음

(NEN 3859).

- 복합환경제어가 가능한 환경조절장치 및 재배시스

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온실 설계서가 보급

- CASTA 프로그램에 의한 기본설계서를 토대로 현

장여건에 맞는 설계도면 제작

- 설계기준과 시방서가 없어 시공업체 제각기 운영

- 시공 시 설계에 공사비의 5~10% 소요

- 내재해형 설계서 및 시방서가 있으나 구조측면만 

명시, 환경조절장치 및 재배시스템 일체형 설계서

는 부재

축산

- ICT 적용 축산표준설계도, 농가 지도 매뉴얼이 있음.

- 추천 환기방식 표준설계도(3종) 보급 중

- 축종별, 사육규모별 적합 기자재 및 센서 보급

- ICT 적용 축산 표준설계도 개발을 시도 중이나(농

협중앙회) 현장의 상황이 다양하여 표준화에 애로

- 환기방식 표준설계도는 있으나, 실증 및 검증을 거치

지 않아 현장 적용성이 떨어져 농가에서는 미활용

빅데이터 기반  

생장(사양) 관리

원예

- 국가 표준매뉴얼 등은 없으나 업체별 최적생육관리

를 위한 프로세스가 정립

- 환경제어모델이 복합환경제어시스템에 탑재

-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류 등 재배 품목이 단조로워 

최적생육관리 기술개발이 용이

- ICT 기반의 최적생육관리는 일부 선도 농가를 중

심으로 진행 중

- 국내 여건에 적합한 ICT 기반 최적생육관리 기술

은 개발 중이나 재배품목이 다양하고, 지역별 환

경요소도 상이하여 최적생육관리모델링에 애로

축산

- 사양시설 및 환경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축

산농가에 보급 중

- 사양 및 환기관리 방식은 ICT 기반으로 3~5가지 

패턴으로 요약 관리 중 

- 무창축사(양돈, 양계)는 센서에 의한 환경(온도, 

환기)관리에만 집중하는 경향

- ICT 기반 표준 매뉴얼이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6). 농업과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 팜 확산. 

2. 농식품 부문 R&D 체계

2.1. 우리나라 농식품 부문 R&D

2.1.1. 농식품 부문 R&D 추진체계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 부문 과학기술 

R&D에 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농식품부 산하 2청인 농진청과 산림청은 관련 공공 

R&D를 분담하여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농과위)’를 

(계속)



81

구성하여 농식품 부문 과학기술의 발전과 육성 관련 정책 및 예산 방향을 심의

하고, 관련 정부기관의 R&D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하에 농림축산식품 부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 IPET)’을 설립하여 

대학, 출연연과 민간연구소의 연구를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농촌진흥

청은 별도 R&D 사업의 기획과 관리를 담당하고, 산하에 4개 과학원(농업, 식

량, 원예특작, 축산 등)을 두어 전문 공공 R&D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원예, 

시설원예 부문의 공공 R&D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전담한다.

<그림 4-2> 우리나라 농림식품 부문 R&D 추진체계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http://www.ipet.re.kr/Policy/Propel.asp: 2018. 6. 5.).

2.1.2. 농식품 부문 R&D 예산 및 투자 실적

  농식품부와 산하 외청의 R&D 투자규모는 2016년 95억 3,100만 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의 5.5% 수준이며, 2012년 이후 연평균 4.4% 증가하는 추세이다. 



82

2016년 농림식품 부문 R&D 예산은 농촌진흥청이 63억 800만 원으로 66%, 농

식품부가 21억 8,400만 원 23%, 산림청이 10억 4,000만 원으로 11% 비중이다.

<표 4-4> 농림축산식품 부문 R&D 투자 동향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식품부 1,852 23.1 1,930 22.9 2,055 23.0 2,242 23.7 2,184 22.9

농진청 5,333 66.4 5,600 66.4 5,921 66.3 6,131 64.9 6,308 66.2

산림청 844 10.5 909 10.8 958 10.7 1,077 11.4 1,040 10.9

합  계 8,029 100 8,439 100 8,934 100 9,450 100 9,531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6); 농림축산식품부(2017).

2.2. 네덜란드 농업 부문 R&D

2.2.1. 농업 R&D 추진체계12

  네덜란드의 농업 R&D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조직으로는 경제농업혁신부

(EL&I) 산하 농업총국(DG-Agro)과 기업혁신총국(Directorate-General for Enterprise 

and innovation)을 들 수 있다. 특히 2014년 1월에 출범한 기업혁신총국과 산하 

기관인 네덜란드 경영청(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 RVO)이 최

근에 농업 R&D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57년에 수립되어 2007년까지 농업연구 프로그램 및 연구기관 

조정 역할을 했던 농업연구위원회(NRLO)와 2001년부터 농업분야의 R&D 혁

신을 위해 활동해온 농업혁신네트워크(InnovatieNetwerk: IN)도 네덜란드 농업 

R&D와 관련된 주요 조직이다.

12 이명기 외(2014). �농업 R&D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1/2

차연도)�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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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연구를 수행하던 공공연구조직인 DLO는 1997년 바헤닝언대학교와 통

합되어 바헤닝언대학·연구센터(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 WUR)가 되

어 네덜란드 농업 R&D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UR의 중요한 특징은 교육부처 소속이 아닌 농업부처 소속이라는 점인데 

이는 농업교육과 농업연구의 연계성 제고에 기여한다. 또한 바헤닝언대학교와 

DLO가 실용화를 위한 지주회사를 각각 보유하여 연구 결과의 현장 확산에 기

여한다. 또한 농업기술의 지도보급 및 컨설팅 등의 연구서비스를 수행하며, 부

분적으로 연구기능도 보유하고 있는 농업지도상담처(Dienst Landbouw Voorlichting: 

DLV)와 농민연합단체인 LTO도 R&D 관련 주요 조직이다. 

<그림 4-3> 네덜란드 연구 및 지도 조직 민영화와 현재 모습

주: 음영부분은 현재 조직.

자료: 마상진 외(2008) 재구성함.

  돈을 지불하는 농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습득, 경영효율화 등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재정 자립 및 민영화에 성공하여 지금의 DVL이 된다

(이주량 2014). 농업 R&D 추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도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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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네덜란드 농업 R&D 추진 프로세스 

재원 연구 기획·조정 및 연구관리 수행주체 수요자

정부 ⇒

❍ 정부가 Industry Steering Partnership 

활용 연구과제 발굴

 - 기업, 농업인단체, 연구기관 종사자 등 

❍ 발굴된 과제는 WUR에 연구의뢰

 - 농업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WUR에 있으

므로 별도 선정 절차 불필요

❍ 중간, 최종평가 없으며, 연구수행 중 정

부 관계자와 지속적인 토론 및 협의를 통

하여 연구결과 도출

 ⇒

○ 5개의 연구그룹에 편재되어 매트릭스 형태

로 운영되는 바헤닝언대학연구센터(WUR) 

  * 6,500명의 직원과 10,000명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된 연구·교육 조직

 - 2010년 WUR 재원: 6억 7,500만 유로

  * 응용연구소: 3억 7,500만 유로(정부 40%, 외부

고객 50%, 기술료 등 10%) 

  * 바헤닝언대학교: 2,500만 유로(정부 65% 외부

기금 35%)

  * 농업전문교육대학(VHL): 5,000만 유로(정부 

90%, 기타 10%) 

○ 그 외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

기술

제공

⇒
교육

제공

기술

수요자  

* 농식품 업체 

* 생산자 단체

* 교육인력

   

기술

수요자
⇒

❍ 최고의 전문가에 연구의뢰 후 연구 진행

시 지속적인 수요자와 토론 및 협의를 

통하여 연구결과 도출

❍ 별도의 보고서 없으며, 결과물 제시로 

갈음, 협약도 개인별 작성, 별도의 정산 

없음

자료: 이명기 외(2014: 139).

2.2.2. 농업 R&D 예산

  2016년 농업부의 R&D 예산은 약 10.5억 유로로 정부 전체 R&D 예산의 

15%를 차지한다. 농업부 R&D 예산의 70% 정도가 농과대학 등 교육기관에 지

출될 정도로 네덜란드에서는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다.

  농업부 R&D 예산은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들(통계청, 경제

정책연구소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바헤닝언대학‧연구센

터 지원도 주요 대상 중 하나이다. 

  정부의 R&D 자금 지원 방식은 연구기관에 대한 경상연구비 지원, NL 

Agency 등 중간조직을 통한 지원, 부처 소속 연구소를 통한 지원, 연구개발자

에게 직접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 R&D 투자와 별도로 생

산자조직 등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활발하다. 식품 부문은 전체 연

구개발 재원의 80% 이상을 민간에서 충당한다. 농업 부문도 생산자단체에서 

프로젝트 형식의 연구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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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덴마크 양돈부문 R&D

  <그림 4-4>에는 덴마크 양돈 협회 산하의 덴마크 양돈 연구센터 연간 연구

비 예산 및 연구 분야에 대한 예시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 

효율성 분야인 개량, 번식, 사료 및 유기생산 부문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

으며, 기타의 정보 전달, 동물복지, 환경 및 질병과 식품 안전성 분야에는 이보

다 훨씬 적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예산의 배정은 해당 연구의 중요성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이슈가 되는 분야보다는 실제 양돈 생산

에 대한 부문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양돈 연구 분야는 ICT 적용, 동물복지, 질병, 분뇨처리 등 생산 효율성보다는 

기타 관련 부문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연구비의 출처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

에는 연구비가 주된 출처가 양돈 자조금과 같은 농가에서 유래하는 반면에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 출연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농가의 경우에는 

현안이 되는 사항의 해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직결된 생산 효율성 증가에 더

욱 관심이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현안의 해결에 더욱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의 구제역 사태와 

같은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비가 집중되며, 4차 산업 혁명이 국가의 키

워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는 ICT 적용과 같은 분야가 중점적으로 연구된다. 

  아울러 국가의 예산을 활용함으로 실용적인 성과의 개발보다는 미래기술이

나 학문적 성과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연구의 내용과 실제가 괴리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선발 방법을 개선하여 증체율을 높이

는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과제로 채택되기 어려우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

여 기능성이 있는 돼지를 개발하는 분야는 쉽게 과제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양돈 자조금을 활용한 양돈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이 또한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분야보다는 양돈산업에 대한 정책 연구

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예산도 매우 적은 현실이다. 따라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농가 수익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분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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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야에 대한 비중을 지금보다는 높여서 균형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그림 4-4> Danish Pig Research Center의 연간 예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가축개량 선진화 방안 -한우, 젖소, 종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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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기술 및 교육

3.1. 생산기술 비교 

  네덜란드 생산기술의 특징은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화된 온실환경관리와 

수경 및 양액관리, 병해충 예찰을 통한 병해충관리 등 체계적 생육관리로 요약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국내 실정은 90년대 중반 생산시설이 건축되었던 온

실의 노후화와 낮은 환경관리 수준, 전체 재배면적의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수경재배 비중 등이 생산성 향상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농가 

간 생산기술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으며, 생산품목이 한 품목에 집중되지 못하

고 단기재배로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여 품목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가

지 이유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최적 복합환경조절시스템을 위한 정밀 농기자재와 SW가 

뒷받침함과 동시에 농가 및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통해 보다 정밀하고 자신의 온

실 환경에 최적화된 환경 조성 및 재배관리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표 4-6> 시설원예 작물 생산기술 비교

구   분 네 덜 란 드 우 리 나 라

생산기술

∙ 체계화된 온실 최적 지상부 및 근권부 관리시스템 확보됨.

∙ 체계화된 작물관리 및 인력관리

∙ 파프리카 재배의 99%는 수경재배 및 배액의 순환식재배방식 

도입 

∙ 복합환경조절시스템을 이용한 환경변화에 맞는 자동양액, 에너

지 및 인력관리 도입 

∙ IPM을 통한 병해충관리 및 순환식 수경재배, 천적의 실용화

∙ 연중생산 시스템 가동을 위한 전문화된 육묘장 

∙ 재배단계별 생육관리 기술 전문화(적시적기에 정지, 유인, 수확): 

전문화된 인력 수급 원할

∙ 재배인력 훈련을 통한 노동효율 증대(인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인력관리 체계화)

∙ 생산온실 낙후 및 온실 환경관리기술 수준 낮음(30% 

수준)

∙ 최근 신형 유리온실의 경우 네덜란드와 거의 유사한 시

설구조를 보유

∙ 시설원예 전체 면적의 수경재배면적 2%에 불과

∙ 농가 간 생산기술 격차가 매우 큼

∙ 단기재배 및 계절적 작목 전환으로 한 품목에 대한 비전

문화(시설원예 전반의 문제)

∙ 파프리카의 재배는 100%에 가까운 수경재배이지만 사

용된 양액을 순환하지 않고 지표면에 버리고 있음(양액

관리 수준은 네덜란드의 40% 수준임).

자료: 정원주(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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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문교육

3.2.1. 네덜란드 전문교육 및 연구기관 

가. WUR(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

  네덜란드의 Wageningen UR는 학문 간 융복합을 통한 농업연구와 교육의 시

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국립 교육기관이다. 기존 대학교육기관인 Wageningen 

University, 연구기관인 DLO Research Institutes, 응용연구기관인 PO를 통합하

여 1998년 설립되었다. 한때 실무중심 교육조직인 Van Hall Larenstein까지 통

합되었으나, 2012년 다시 분리되었다. 

  WU에서는 학부, 석·박사과정을 통해 농업, 환경, 자연 관리 분야의 전문가

를 양성하고 있다.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과학, 사회, 경영 등이 서

로 밀접하게 연계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이론과 더불어 기술의 현장 응

용이 가능하게 하는 실천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학부는 3년 과정으로 18개 전

공을 선택할 수 있고, 석사과정은 2년으로 30개 전공이 있고, 박사과정은 4년

이다. 

  대학 및 연구원 직원수는 약 5천 명(대학 2,600명, 연구원 2,700명)이고 학생

수는 약 1만 명, 석박사과정에는 전 세계 125개국 약 7,500명의 학생(유학생 

비중 45%)이 있다. 총 예산 규모는 약 6억 35백만 유로(약 8천억 원) 규모이고 

정부지원이 50%이며, 기업과 EU연구재원을 활용한다. 

나. 농 업 문 학 (H o g e r A g ra ris c h  O n d e rw ijs , H ig h e r A g ric u ltu ra l 

Education: HAO)

  HAO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과 비슷한 교육기관으로 농업부문의 관리직 종

사자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5개의 HAO가 운영 중이며, 농업, 축산, 

작물재배, 원예, 열대농업, 농업행정 등 20여 개 프로그램이 있다. 

  교육기간은 최소 4년이며,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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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학생들은 후술하는 PTC+에서 교육을 받거나 농업관련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현장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직업중심 교과들을 

이수하는 1년간의 기초교육으로 시작하여 이후 1년 반 정도는 주요 교과를 이

수하고, 이후에 1년 반 정도 전문 교과를 이수하게 된다. HAO 입학자격은 4년

제 중등농업교육, 중등일반교육(HAVO) 또는 예비대학교육(VWO)에서 필수

교과를 이수해야 한다. 네덜란드에는 공공 교육 및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가족

회사,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의 사립 전문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기관이 

많다. 

다. PTC+(Practical Training Centre Plus)

  네덜란드 농업전문 교육기관인 PTC+는 4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

며 현재 200여 명의 전문 교수진이 매년 3만 명가량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

다. 현재 네덜란드 Barneveld, Oenkerk, Dronten, Horst, Ede 등에 소재하고 있

다. 각 기관은 양돈, 양계, 낙농, 화훼, 식품 등의 특화된 전문 분야 교육을 담

당하고 있다.

  중요 역할 중 하나는 유럽 농업분야 컨설팅 및 연수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며, 맞춤형 컨설팅 및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기관이다. 짧은 기간에 특정

그룹을 효과적으로 교육/컨설팅 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한다. 최소 

1일에서 최대 9개월 과정이 있고, 소규모 교육생으로 운영, 대학과 연구기관

과 연계를 통해 교육 품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PTC+는 2006년 이후 정부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보조금도 받지 않고 있고 

외부 관련 기관이 교육훈련 위탁과 외국 학생의 유치를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라. 세계원 센터(World Horti Center)

  세계원예센터는 시설원예 분야의 연구, 실증, 교육을 융합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2017년 8월 출범한 시설원예 분야의 기업·연구·지방정

부가 연계한 지식 혁신 플랫폼이다. 유리온실 시공, 환경제어, 천적회사 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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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가 넘는 회사가 연계하여 농업인에게 정보제공, 연구, 교육의 기능을 담당

하는 콤플렉스(Complex)형 회사이다. 또한 온실 내 시설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데 주로 토마토, 파프리카, 가지 및 화훼류를 재배하는 테스트베드를 운영

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연구, 교육, 실증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연구 분야에서는 

기후, 수자원, 인공광, 작물보호, 재배 시스템과 비료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

다. 교육 분야에서는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원예센터에는 50여 개국의 농업인, 유통업자, 원예 재배기술, 온실 시공

업체, 육종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간 2만 5천 명이 방문하고 있다. 

<표 4-7> 세계원예센터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과정 교육내용

MBO Westland

∙ Albeda 대학, Lentiz Education Group, ROC Mondriaan 3개 교육기관이 연합하여 MBO Westland 

창립. World Horti Center 창립기관 중 하나인 Lentiz Education Group의 일부이다. 

∙ 무역, 비즈니스, 공학, 식품 등 20개 이상의 수업 개설(중등교육 후의 교육)

Inholland

∙ World Horti Center에서 2년제 준학사 학위 수여. 2년제 학위 과정인 원예 관리(Horticulture 

Management)는 시설원예 관리자를 대상으로 원예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훈련함. 과정은 네덜란드어 또는 영어로 진행되며, 비즈니스 성격이 강하다.

University 

Greenport Hub

∙ Erasmus 대학, Rotterdam, Delft 대학 of Technology, Leiden 대학이 연합하여 Leiden-Delft- 

Erasmus Centre for Sustainability 창립. 

∙ University Greenport Hub는 Leiden-Delft-Erasmus Centre for Sustainability 소속으로 World 

Horti Center에 위치한다. 

∙ Greenport Hub는 원예 분야에서 ➀ 디지털화, ➁ 생물기반 및 순환 원예, ➂ 건강과 웰빙, ➃ 지속가능한 

도시 델타(Deltas)에 초점을 둠. 학생, 연구자, 기업, 정부기관, 기타 기관으로 구성된다.

B2B training 

programs

∙ Demokwekerij Westland에서 재배, 재배 기술, 시설원예 경영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 수업 내용을 

본인의 수준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자료: World Horti Center(https://www.worldhorticenter.nl/en/home: 2018. 7. 17.).

3.2.2. 우리나라 전문 교육기관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190여 학교) 중 27개 대학에 농업계 단과대를 운

영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 천안연암대학을 비롯하여 4곳의 농학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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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전문교육은 전북, 전남 및 경남 등 광역도 

농업기술원 산하에 보합환경관리장치가 설치된 첨단 유리온실을 건립하여 농

업인에게 품목별 전문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스마트팜 규모화, 집적화, 전문 청년인력 육성 및 창업, 기

술혁신 등을 모토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를 2022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혁신밸리 내에 시설원예 전문 교육기관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하여 시설 과채류의 품목별 청년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각 지장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목별 연구회 및 

마이스터 대학 등을 운영하여 농업인 재교육 및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2.3. 우리나라 전문교육 및 컨설팅 성과 분석

가. 문교육 성과 분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첨단품목

특화 전문교육’은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품목

별 생산 및 경영 역량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의 교육체계를 목표로 ‘ICT 기

반 품목 유형별 선도 정예농업인 양성’이 주 목적이다. 

  사업 주무기관인 농정원은 전문교육과정 이수 후 농가들의 영농효율성 및 

경영성과를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교육 이수 

후 농업인들의 영농효율성은 교육 대상 품목 모두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특히 토마토, 딸기, 양돈 모두 생산성과 과중량이 높아졌고 상품화율 

특히, 특품 출현율이 3%p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용 부문에서 

가장 높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토마토는 10% 이상 크게 감소한 반면 딸기 등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투입비용도 전문화 교육 이전에 비해 

3%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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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토마토대학 전문과정 참여농가 영농효율성 변화

구분 단위(10a) 교육 전(A) 교육 후(B) 증감(B-A) 증감률(B/A)

생산성 kg 22,608.9 24,222.8 1,613.9 7.1%

투입비용 천 원 26,865.4 27,825.4 960.0 3.6%

노동력 시간/년 599.1 538.3 -60.8 -10.2%

과중량 g/과 188.2 195.0 6.8 3.6%

상품화율 % 95.7 95.9 - 0.2%p

특품비율 % 67.0 70.1 - 3.1%p

자료: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2017). �2016 첨단품목특화 전문교육, 성과조사·분석�.

<표 4-9> 파프리카대학 전문과정 참여농가 영농효율성 변화

구분 단위(10a) 교육 전(A) 교육 후(B) 증감(B-A) 증감률(B/A)

생산성 kg 3,561.4 3,873.7 312.3 8.8%

투입비용 천 원 13,859.1 14,428.3 569.2 4.1%

노동력 시간/년 530.9 536.1 5.2 1%

과중량 g/과 1,285.9 1,410.9 125.0 9.7%

정상품비율 % 90.5 92.7 - 2.2%p

특품비율 % 59.4 64.0 - 4.6%p

자료: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2017). �2016 첨단품목특화 전문교육, 성과조사·분석�.

<표 4-10> 양돈대학 전문과정 참여농가 영농효율성 변화

구분 단위(두) 교육 전(A) 교육 후(B) 증감(B-A) 증감률(B/A)

평균실산 두 12.38 12.62 0.23 1.86%

투입비용 천 원 6,787.2 7,098.9 311.7 4.6%

PSY 두 24.06 24.28 0.22 1%

MSY 두 22.53 22.41 -0.12 -0.6%

출하일령 일 171.92 170.46 -1.46 -0.9%

사료요구일 kg 2.70 2.67 -0.03 -1.1%

폐사율
이유전 % 5.62 5.77 - 0.15%p

이유후 % 6.17 5.63 - -0.54%p

1등급 이상 출현율 % 68.62 72.90 - 4.28%p

자료: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2017). �2016 첨단품목특화 전문교육, 성과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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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 컨설  성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수혜 영농경영체에 대한 사

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2016년 농업경영컨설팅 성과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핵

심지표인 매출액(조수입)이 컨설팅 전과 비교하여 2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

었고, 법인 경영체의 매출액이 개별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

게 나타났다. 수익(소득) 역시 전체적으로 32% 증가하였다. 농업경영비는 전체

적으로 25%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인 매출액 증가와 부채 증가폭 둔화 등의 영

향으로 전체 수익(소득)은 컨설팅 이전에 비해 44% 증가하였고, 법인 경영체 

소득은 15%, 개별 경영체 소득은 1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영컨설팅 대상 업체를 연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농업경영컨설팅 2년

차 경영체의 성과가 1년차, 3년차 경영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은 2년차까지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났으나, 이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소득)은 1년차 이후 증가속도가 점차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농업경영컨설팅 전후 종합성과 변화

단위: 백만 원, %

구분
전체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

컨설팅 전 컨설팅 후 증감률 컨설팅 전 컨설팅 후 증감률 컨설팅 전 컨설팅 후 증감률

매출액(조수입) 3,706.4 4,783.6 29.1% 1,410.1 1,879.5 33.3% 506.4 582.7 15.1%

농업경영비 3,479.3 4,358.6 25.3% 1,260.0 1,706.7 35.5% 399.4 464.1 16.2%

수익(소득) 227.2 327.0 43.9% 150.1 172.8 15.1% 107.1 118.7 10.8%

부채 1,851.3 1,881.4 1.6% 816.0 820.9 0.6% 297.4 326.5 9.8%

농업외소득 0.0 0.0 - 1.3 1.3 0.0% 3.6 2.8 △22.2%

자료: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2017). �2016 첨단품목특화 전문교육, 성과조사·분석�.



94

<표 4-12> 농업경영컨설팅 전후 연차별 성과 변화

단위: 백만 원,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컨설팅 전 컨설팅 후 증감률 컨설팅 전 컨설팅 후 증감률 컨설팅 전 컨설팅 후 증감률

매출액(조수입) 3,706.4 4,783.6 29.1% 1,410.1 1,879.5 33.3% 506.4 582.7 15.1%

농업경영비 3,479.3 4,358.6 25.3% 1,260.0 1,706.7 35.5% 399.4 464.1 16.2%

수익(소득) 227.2 327.0 43.9% 150.1 172.8 15.1% 107.1 118.7 10.8%

부채 1,851.3 1,881.4 1.6% 816.0 820.9 0.6% 297.4 326.5 9.8%

농업외소득 0.0 0.0 - 1.3 1.3 0.0% 3.6 2.8 △22.2%

자료: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2017). �2016 첨단품목특화 전문교육, 성과조사·분석�.

다. 국내 교육  컨설  부문 시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서 수행한 전문교육인 첨단품

목특화교육과 농업경영컨설팅의 성과 분석결과, 수혜 농업인과 경영체의 영농

효율성을 향상함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 및 효율적 경영관리를 통해 

매출액과 소득이 상승함으로써 경영성과를 높이는 바람직한 성과를 도출하였

다. 우리나라 이외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유사 사례 분석을 비교하지 못한 한계

가 있으나, 이러한 교육과 컨설팅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많은 농업인과 경영체가 관련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개별 농가 또는 경영체에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의 참여와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정부는 전문 컨설턴트 육성과 인력관리를 위한 교육기회와 관련 자격

증 등을 보완하고, 민간부문이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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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지금까지 지원 부문을 시설원예 기자재, 종자 및 에너지, 정부 R&D, 생산기

술 및 교육 부문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현황

을 간략히 정리하고 각 부문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의 구조와 형태 및 투자비용을 정리하면, 네덜란드는 99% 유리온

실이며 온실 측고 높이가 4~7m로 작물 생육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유리온실 비중이 0.8%, 비닐온실이 99%이고 그마저도 단

동형이며 동당 면적이 협소한 구형온실이 많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중 하나는 표준화, 규격화된 국산 자재의 부재와 플라스틱(비닐)온실 설치비에 

비해 2배 이상 비용인 유리온실 자재 설치비 등이다. 온실을 시공에 필요한 표

준 설계도와 시공서에 골조 부분과 더불어 복합환경기기와 정밀자재를 위한 

내용도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인 온실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산자

재의 품질 향상과 국산화율을 높임으로써 전체 시공비를 낮춰 초기 투자비용

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부문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종자 부문의 경우, 네덜란드는 세계 종자시장의 최대 강국 중 하나이고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씨드밸리를 조성하여 시너지효과를 배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종자

산업 육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은 네덜란드는 기후의 영향으로 95% 이상 가온 온실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온 온실 비중이 33% 정도이고 대부분 유류를 에너지원으로 사

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통해 지열을 새

로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속가능 시설원예사업의 일환

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와 지열, 열병합발전기, 반폐쇄형 온실 등 다양

한 방법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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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R&D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농림축산식품

부, 농촌진흥청과 산하 분야별 과학원이 주도하고 특히, 시설채소 등 원예는 국

립원예특작과학원을 통해 대학, 출연연과 민간연구소 등이 수행하는 구조로 되

어 있다. 네덜란드는 정부와 기술수요자들에 의해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와 민

간부문에서 연구 기획·조정을 거쳐 WUR 또는 민간연구기관이 연구를 수행함

으로써 민간부문의 연구 참여와 기술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WUR와 더불어 많은 시설원예 민간 전문연구소와 테스트베드 등 실

용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수출경쟁력 및 품질 경쟁력 확보

를 위해 주요 과채류의 생산성 향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5 장

주요 농축산물의 경영성과 제고 및 정책제언

1. 생산성 및 경영성과 제고 방안

1.1. 경영성과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IPA 전문가조사 개요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분석하는 마케팅 기법인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일부 변형하여 시설원예와 양돈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중요도, 

경제성과 시급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하였다.13 이 분석을 통해 전문

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산성 및 경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개선방안에 대

한 중요도를 조사하고 관련된 대안들에 대한 경제성과 추진해야 하는 시급성

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시설원예산업과 양돈산

업의 생산성 및 경영성과 제고는 물론 발전방향에 대해 확인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PA 분석은 그 결과를 중요도와 경제성 및 시급성을 축으로 한 사분면에 

13 구체적인 상품 및 서비스가 존재하여 만족도를 평가하는 IPA와 달리 미래 농업은 만족도

를 확인할 수 없으며 대신 실현가능 시기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IFA(Importance-Feasibility Analysis)로 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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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분면을 나누는 기준 값은 분석 대상이 

되는 항목별 단순평균으로 하였다. 이러한 시각화 작업은 각 항목의 특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개 분면의 구분과 특성을 아래 <그림 

5-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사분면은 중요도가 높고 정책 및 제도 등의 시

행 시기 우선순위도 높은 항목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연구 및 투자를 늘릴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연구기

관은 중요도가 높은 항목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사분면은 중요도

가 낮으나 시급성은 높은 부문으로 연구, 투자 등의 우선순위 결정은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3사분면은 중요

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시급하지도 않은 전략에 대한 것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연구 및 투자 등을 좀 늦출 필요가 있다. 4사분면은 중요도가 높으나 시급히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문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림 5-1> IPA 분석결과 도식화

실현가능 시기 긺

overkill

실현가능 시기 짧음

자료: Oh(2001)를 참조하여 저자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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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성 및 

경영성과 제고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네 가지 주요과제와 

이에 따른 세부전략을 다음 <그림 5-2>와 같이 제시하였다.   

  주요 농축산물 산업발전과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주요 과제

는 1) 생산성 제고, 2) 경영성과 제고, 3) 교육 및 컨설팅 강화, 4) 전후방산업 

육성으로 구성하였고 각 전략별로 4개의 세부전략을 설정하였다. 전문가 조사

에서는 각 세부항목별로 척도를 1(전혀 중요하지 않음)～7(매우 중요함) 기준

으로 중요도, 경제성과 시급성을 평가하였다. 분석에 대한 결과는 항목별로 

살펴본 후 각 항목별 세부항목에 대한 결과를 논의한다. 

<그림 5-2> 주요 농축산물 생산성 및 경영성과 제고의 정책방향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항목별 문항들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alpha14를 아래 <표 

5-1>과 같이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

14 Cronbach’s alpha 계산 수식은 다음과 같다(Bland and Altman 1997; 김연중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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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김연중 외 2014). 생산성 제고와 경영성과 제고 

등 일부 항목이 0.55 이하로 일부 낮게 나타났으나, 이외 항목은 모두 0.7 이상

으로 전체적으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 신뢰도 검정 – Cronbach’s alpha

항목 중요도 경제성 시급성

생산성 제고 0.44

0.82

0.25

0.76

0.59

0.83
경영성과 제고 0.55 0.51 0.57

교육·컨설팅 강화 0.78 0.70 0.70

전후방산업 육성 0.56 0.74 0.66

자료: 저자 작성.

Cronbach’s alpha 계수 신뢰도

≥ 매우 높음(very high)

≤ 높음(good)

≤ 사용 가능(accept)

≤ 낮음(low)

 사용 불가(not accept)

<표 5-2> Cronbach’s alpha 계수별 신뢰도

자료: 김연중 외(2014).

  분석결과를 보면, 네 가지 주요 과제 중 중요도가 높고 시급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과제는 ‘생산성 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컨설팅 강화’ 부문이 중요도는 높으나 시급성에서는 평균치보다 약간 상

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경영성과 제고’와 ‘전후방산업 육성’ 부

문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

가들은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성 제고’

 
 
















  단, 는 문항 수, 

는 번째 문항의 분산, 그리고 

는 전체 분산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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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모하는 것이 산업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전문가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유·무형의 자본과 비용 투자를 필요로하며 장

기적 안목이 필요한 ‘전후방산업 육성’과 외부요인이 작용하는 ‘경영성과 제

고’에 대해서는 상대적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표 5-3> 주요 과제별 중요도, 경제성, 시급성에 대한 인식 

과제 중요도 경제성 시급성

생산성 제고 5.66 5.65 5.30

경영성과 제고 5.22 5.47 5.00

교육·컨설팅 강화 5.46 5.43 5.19

전후방산업 육성 5.30 5.13 4.87

평균 5.43 5.42 5.09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3> 주요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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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컨설팅 강화

4-전후방산업 육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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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산성 제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 추진할 세부 전략 중 가장 중요하며 시급히 시행해야 하

는 것은 ‘우수재배기술 확대 보급’이고, ‘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 전략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4>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별 중요도, 경제성, 시급성

세부 과제 평균 중요도 평균 경제성 평균 시급성

우수 재배기술 확대 6.10 5.94 5.76

시설 현대·규모화 6.08 6.04 5.72

첨단 기자재 확대 5.08 5.10 4.78

고품질 품종 개발 5.36 5.52 4.92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4>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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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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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고품질 품종 개발’, ‘첨단 기자재 확대 보급’에 대해서는 모두 중요

도와 시급성이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품종개량 및 개발을 비롯해 ‘첨단 기자

재 확대 보급’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시급성보다도 경제성과 중장기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첨단기자재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이 경제성과 시급성 모두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첨단기자

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잘 나타낸 것으로 시설원예 또는 축산업에 있어

서 기자재보다 원예와 축사 등의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를 상대적으로 더욱 중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 생산성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별 세부내용

추진 과제 세부 추진 내용

우수 재배기술 확대

∙ 해외 선진기술 도입 및 국내 선도농가를 통한 협력

∙ 우수인력 육성 및 안정적 고용 확대 

∙ 국내외 전문 컨설팅 조직육성 및 이용 확대

∙ 공공 및 민간 전문 교육기관 육성 및 교육 강화

∙ 안정적 생산을 위한 관련 정보 적기 제공 

시설 현대·규모화

∙ 노후 온실(비닐 및 유리) 현대화·리모델링 확대

∙ 기존 온실단지 현대화 및 기반정비

∙ 시설원예 등 첨단 스마트팜 단지화

∙ 생산, 유통 시설 집적화 등 클러스터 확대

첨단 기자재 확대

∙ 생산 기자재 효율화 및 첨단화 

∙ 환경 및 재배 조절 HW 및 SW 효율화 보급 확대

∙ 국내외 관련업체와 생산부문 연계 강화(Feedback)

고품질 품종 개발

∙ 국내 재배환경 적합형 고품질 종자 개발 

∙ 공정육묘 고도화, 안정적 생산기반, 생산시기 확대 

∙ 우수품종 홍보 및 보급체계 확립

자료: 저자 작성.

  주요 농축산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 과제별 세부내용을 보면<표 

5-5>, 우수 재배기술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선진 기술 도입과 국내 선도농가를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우수인력의 육성과 이들에 대한 안정적 고용

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공공 및 민간 전문 교육기관을 육성하고 교육 기회를 

넓혀 강화해 나가야 하며, 안정적 생산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국내외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컨설팅 전문 조직을 육성하여 이용 활성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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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과 컨설팅의 효과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일부 선도농가 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농가들이 이를 본격적으로 이용

하기에는 지불해야 하는 직접 및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견이 많다.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를 위해서는 우선 노후된 플라스틱(비닐) 및 유리온실

의 현대화와 리모델링을 확대해야 하며, 각 지역별로 입지여건에 따라 이미 형

성된 기존의 온실단지의 현대화와 기반정비가 필요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단지화를 통해 생산 유통 시설의 클러스터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1.3. 경영성과 제고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부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효율화 

향상’,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시설 확대’, ‘초기투자비용 절감’, ‘수출확

대’의 순으로 중요도를 꼽았고, 시급성과 경제성의 순위도 비슷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우수 농기가재의 보급 확대를 통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술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전문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

안을 우선으로 경영성과 제고 전략과 정책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시설 확대’와 ‘수출확대’ 전략은 상대적으로 경

제성이 낮고 투입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역시 바로 시행

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중장기적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6>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별 중요도, 경제성, 시급성

항목 평균 중요도 평균 경제성 평균 시급성

생산효율화 향상 6.00 6.06 5.82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시설 확대 5.18 5.46 4.78

초기투자비용 절감 4.86 5.02 4.76

수출 확대 4.86 5.34 4.64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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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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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표 5-7>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별 세부내용

추진 과제 세부 추진 내용

생산효율화 향상

∙ 고품질 우수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술 확대

∙ 경영비 절감을 위한 우수 농기자재 보급 확대

∙ 전문 컨설팅 강화

∙ 해외 우수사례 및 선도농가 교류 확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시설 확대

∙ 고비용 화석연료 대체, 탄소배출 축소 등 

∙ 지열·수열 등 이용기반 확대

∙ 자원순환 시스템, 발전소 폐열 및 탄소 활용 확대

초기투자비용 절감

∙ 자재 국산화와 표준 설계도 활용 확대 

∙ 중장기 민간 금융 프로그램 생성 및 보급 확대 

∙ 중앙 및 지방정부 중심에서 민간·시장 중심 전환

수출 확대

∙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

∙ 지향 시장 적합 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 정보제공 확대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자료: 저자 작성.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별 세부내용을 보면<표 5-7>, 영농효율과 생

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우수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술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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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보급을 확대하고, 전문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우수사례

와 선도농가와의 교류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비용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탄소 배출

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열 및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여야 하며 

사용 후 버려지는 농기자재, 특히 양액 등에 대한 자원순환 시스템과 발전소 

폐열 및 탄소를 활용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시공 및 초기 설치비용이 네덜란드에 비

해 우리나라가 약 3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 투자비

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온실 기자재의 국산화와 표준 설계도 도입·활용을 확

대하고, 중장기 민간 금융 프로그램 생성과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중앙 및 

지방 정부 중심에서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비용 및 효율성 제고를 알아보았다면 소득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수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동남아와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시장 맞춤형 생산과 정보제공 

확대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1.4. 교육 및 컨설팅 강화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부문에서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것은 ‘시설환경제어 교

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전문 인력 및 맞춤형 정보 제공’, ‘육묘 및 

재배기술 전문화’와 ‘전문 컨설턴트 육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8> 교육 및 컨설팅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별 중요도, 경제성, 시급성

항목 평균 중요도 평균 경제성 평균 시급성

시설환경제어 교육 5.68 5.46 5.52

전문 인력·맞춤형 정보 제공 5.56 5.60 5.34

육묘 및 재배기술 전문화 5.46 5.50 4.98

전문 컨설턴트 육성 5.40 5.16 4.92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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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교육 및 컨설팅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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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생산성 제고

2-경영성과 제고

3-교육·컨설팅 강화

4-전후방산업 육성

자료: 저자 작성.

<표 5-9> 교육 및 컨설팅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별 세부내용

추진 과제 세부 추진 내용

시설환경제어 교육

∙ 정밀농업 실현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농장 맞춤형 재배환경기술 능력 제고

∙ 병해충 및 바이러스 예찰 및 적기 대응 능력 향상

∙ 첨단기자재 및 운영체계(SW) 활용도 확대

전문 인력·맞춤형 정보 제공 

∙ 전문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 

∙ 청년이 돌아오는 농산업 육성

∙ 재배기술 및 경영전문 컨설팅 체계 확립·보급 확대

∙ 내수 및 수출 등 맞춤형 정보 적기 제공

육묘 및 재배기술 전문화

∙ 고품질 품종을 이용한 전문 공정육묘 산업 육성

∙ 항바이러스 및 항병충해 육묘 기술 전문화

∙ 적기 적소 공급 확대를 위한 전문 육묘장 확대 

전문 컨설턴트 육성

∙ 전문 컨설턴트 육성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확대

∙ 시설 환경 및 생육 전문 컨설턴트 육성 확대

∙ 전문 경영 컨설턴트 육성 확대 

∙ 전문컨설팅 프로그램 확대 운영(민·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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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컨설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추진 과제별 세부내용을 보면<표 5-9>,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성 비교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 복합환경 제

어에 대한 교육이다. 이를 위해 정밀농업 실현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교

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개인별 농장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배환경

기술 능력 교육과 병해충 및 바이러스 예찰과 적기 대응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

며, 첨단 기자재와 운영체계(SW) 도입을 확대함과 동시에 활용도를 높여 나가

야 할 것이다. 

1.5. 전후방산업 육성 제고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관 R&D, 농기자재 등 후방

산업 육성’으로 나타났으나, 시급성은 ‘효율적 정부지원 강화’ 방안 마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R&D와 

전후방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여 왔다. 따라서 가

장 중요도가 높은 과제인 ‘민·관 R&D, 농기자재 등 후방산업 육성’ 부문과 ‘효

율적 정부지원 강화’ 방안은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앞으로 네덜란드와 

같이 민간주도 민간 R&D 지원 등을 강화하여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민간 중심 교육 및 훈련 강화’와 ‘기자재 상품화·홍보 등 전방산업 

육성’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플랜과 로드맵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0>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과제별 중요도, 경제성, 시급성

항목 평균 중요도 평균 경제성 평균 시급성

효율적 정부지원 강화 5.22 5.16 5.22

민·관 R&D 농기자재 후방산업 육성 5.68 5.50 4.96

민간 중심 교육 및 훈련 강화 5.14 4.84 4.72

기자재 상품화·홍보 등 전방산업 육성 5.30 5.00 4.5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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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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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생산성 제고

2-경영성과 제고

3-교육·컨설팅 강화

4-전후방산업 육성

자료: 저자 작성.

<표 5-11>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과제별 세부내용

추진 과제 세부 추진 내용

효율적 정부지원 강화
∙ 공공 R&D·공공부문 역할 강화 및 전문화

∙ 공교육 및 민간부문 투융자 인프라 지원 확대

민·관 R&D, 농기자재 등 후방산업 육성

∙ 고품질 종자 개발 및 보급 확대

∙ 국내 환경 맞춤형 정밀 환경제어기술 연구

∙ 첨단기자재의 국산화 및 표준화

∙ 전문 HW 및 SW 품질 제고

민간 중심 교육 및 훈련 강화

∙ 정부 중심에서 전문 민간 교육·훈련기관 육성

∙ 민간 전문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확대

∙ 생산자, 학생 등 접근성 및 유연성 확대

기자재 상품화 및 홍보 등 전방산업 육성

∙ 중소민간기업의 상품화 기회 확대(테스트베드 등)

∙ 제품화 및 상품화 이후 홍보기회 확대 제공(전시)

∙ 대학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이·활용 확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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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별 세부내용을 보면<표 5-11>, 효율적 정부지

원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R&D를 강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

다. 이는 갈수록 첨단화·전문화되는 후방산업과 관련하여 검·인증의 강화와 표

준화, 규격화 등 사용자와 수요자의 세분화되는 요구에 시의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교육과 민간부문 투융자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R&D와 농기자재를 위한 후방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종자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고, 국내 환경 맞춤형 

정밀한 환경 제어기술 연구를 통해 첨단 기자재의 국산화와 표준화 및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정밀하고 전문적인 HW의 개발뿐 

만 아니라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정밀하게 작동·조작할 수 있는 SW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정밀한 시설원예와 축사 환경, 작물 및 축종 관리 부

문에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민간 중심 교육 및 훈련 강화를 위해 정부 중심에서 전문 민간의 교육 및 훈

련 전문 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간 전문가들의 교육과 훈련 프로

그램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생산자, 교육생 등의 접근성과 입학 등록 등의 

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네덜란드와 같은 전문 민간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재 상품화와 홍보 등 전방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 민간기업에게 테

스트베드와 같은 검증 시설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을 상품화·사용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제품화 및 상품화 이후 홍보기회를 확대·제공할 필

요가 있으며, 대학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우수한 제품과 기자재에 

대해 교육 이후에도 현장에서의 이용과 활용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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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과제별 추진 시기

  앞에서는 과제별 시급성에 대해 전문가에게 정성적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추진 과제별로 그 중요도, 필요성,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의 추진과 실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

였다. 전문가에게 5년 이내 단기과제로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를 1, 5~10년 중

기과제인 경우에 2, 10년 이상의 장기 추진이 필요하면 3을 선택하도록 하였

다.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5-12>이다. 

  앞의 IPA 결과와 유사하게 재배기술, 생산 효율성, 교육 및 인력 제공 등과 관

련된 과제들이 비교적 단기인 7년 전후의 실행 시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

고, 시설의 현대화·규모화, 수출확대, 전문 컨설턴트 육성, 후방산업 육성 등 비

교적 단기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들이 10년 전후의 중기과제로 선정되었다. 

고품질 품종 개발 등은 가장 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과제별 추진 소요 기간

　 추진 과제　 전체 원예 축산

생산성 제고

우수 재배기술 확대 1.5 1.6 1.3

시설 현대·규모화 1.8 2.0 1.5

첨단 기자재 확대 2.0 2.0 2.0

고품질 품종 개발 2.6 2.8 2.3

경영성과 제고

생산효율화 향상 1.5 1.5 1.3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시설 확대 2.1 2.1 2.1

초기투자비용 절감 2.0 1.9 2.0

수출확대 2.0 1.9 2.3

교육·컨설팅 강화

시설환경제어 교육 1.4 1.4 1.3

전문인력·맞춤형정보 제공 1.6 1.6 1.3

육묘 및 재배기술 전문화 1.7 1.8 1.6

전문 컨설턴트 육성 2.0 2.0 1.8

전후방산업 육성

효율적 정부지원 강화 1.7 1.6 2.0

민·관R&D, 농기자재 등 후방산업육성 2.0 2.0 2.1

민간 중심 교육 및 훈련 강화 1.9 1.9 1.8

기자재 상품화 및 홍보 등 전방산업 육성 2.0 2.0 2.0

주: 실행에 필요한 기간 1: 1~5년 단기 추진, 2: 5~10년 중기 추진, 3: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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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2.1. 생산기반 지원

2.1.1. 교육과 훈련 강화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성 및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할 과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수 재배기술의 벤치

마킹과 실습이다. 이는 무엇보다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전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는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 및 컨설팅 

기회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먼저 지금과 같이 선진 해외 농업시

설과 교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를 들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지원방안은 교육과 훈련 및 컨설팅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할 필

요가 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관련 프

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제공하는 이론과 실습의 질도 향

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와 관련있는 민

간부문의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

의하여 공공부문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보다 업그레이드 된 교육 기회에 대해

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농축산인 역시 교육 및 컨설팅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으

며, 보다 나은 경영·기술 컨설팅에 대하여 충분한 비용과 관련 정보 제공 등 

기회비용을 충분히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 

및 컨설팅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단지 내에 청

년에게 교육 및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이후 스마트팜 단지를 활용하여 직

접 창농을 하거나 취농을 통해 숙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단지 내 선도

농가를 통해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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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생산시설 및 생산기자재 

  생산시설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 생산시설에 대한 ‘규

모화와 단지화 및 현대화’이다. 이 부문은 정부가 ‘첨단온실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최신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정책 성과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구형 온실의 리모델링은 

기존 시설에 신축 온실이 더 늘어남으로써 우려되는 생산과잉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규모화와 단지화 등에 대해 관련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과잉 생산에 대

한 염려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정책성과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도 대규모 시설의 신축을 통한 규모화와 단지화보다는 기존 시설단지의 리모

델링을 함으로써 생산과잉에 대한 우려도 일부 해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수출

활성화 정책과 내수 시장에 대한 동일 품목이라도 품종 다변화 등의 대안을 통

해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부문이 주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더 이루어져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현대화(축사 포함)사업 및 첨단온실사업 등은 모

두 외부 시설뿐 아니라 내부 기자재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사

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범위에 중요 기자재에 대한 내구성, 표

준화 및 규격화 등에 대한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기자재 품질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부문은 보다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지

열 중심에서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우수 농축산 기자재 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의 다양

한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민간기관

의 국제협력을 통해 동남아와 독립국가연합 등지에 국내 시설업체의 진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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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협력과 국내 업체의 적극적 진출을 통해 관련 산업

의 시장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2. 후방산업 육성 

2.2.1. 종자·육묘산업 및 종돈산업

  과채류 특히,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종자는 대부분 네덜란드 또는 일본 것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 품종도 많이 보급되고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 

품질이나 내병성 등을 지적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후 등 여건에 

적합한 고품질 우수품종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 고온 다습한 여름

철에 적응하여 재배가능한 품종 개발에 대한 요구도 있다. 최근 정부가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민간 종자기업이 입주하여 국내 신품종 개발을 위해 설립하

여 운영을 시작한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성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종자와 더불어 제4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는 전문 육묘회사를 운

영함으로써 최적의 육묘를 수요자 요구에 맞도록 상품화하고 있다. 항바이러

스, 내병성 등을 강화하여 어린묘부터 수확 직전의 성묘까지 수요자 맞춤형 묘

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는 농가별 시설환경과 마케팅 및 시장의 변

동이나 상황에 맞는 묘를 구입해 재배함으로써 생산과 수확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적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전문 육묘회사의 육성과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양돈 부문에서는 종돈의 개량 형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종돈

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규모화를 위한 정부의 돼지개량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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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첨단 ICT 융복합 R&D 집중 및 글로벌 전략 강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농업국은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방식이 첨단화되

고 있으며 관련 주체별 역할 정립이 잘 되어 있다. 

  현재 골조와 외형 위주로 되어 있는 온실 및 축사 시설의 표준 모델에 대해 

보다 정밀한 복합환경조절장치 등 ICT 복합 환경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및 규격

화된 설계안과 시공안을 마련하여 첨단온실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약하고 보급

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첨단 농·축산기자재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의 지원 확대가 필

요하다. 민간부문에서는 단기 수익성을 위해 반제품을 수입·조립하여 판매하

는 단순 제조 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자재를 생산하고, 제조 전문기업

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고품질의 정밀 농기자재를 개발하

고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자재는 내수 시장이 좁은 국내뿐 아

니라 아시아, 중동, 북미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온실 및 축사의 하드웨어뿐 아니라 복합환경 관리에 최적화된 운영관리 체

제를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환경과 여건에 맞는 정밀

제어 복합환경관리 운영 체제 개발을 통해 온실 및 축사의 최적환경을 관리하

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또한 이러한 농가별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리우드, 인

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전문인력을 통해 분석·활용하는 SW와 인력지원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첨단 ICT 융복합 시설은 생산시설뿐 아니라 APC와 같은 

첨단 유통시설과 연계할 때 시너지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시설자

동화를 통해 인력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수확한 농산물을 단지 내에 위치한 

APC 내에 자동으로 수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 이러한 첨단 융복합 시설의 규모화와 

복합단지화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과 유사할 

것이다. 다만, 현재와 같이 동일모델을 전국에 산재하는 방식보다는 지역별 특

색과 품목, 특색 등을 고려한 시설원예 또는 축산 클러스터 및 복합단지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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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필요하다. 이곳에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하는 사업을 통해 국내는 물론 아시아 등지에서 첨단 시설 표준 모델의 허브가 

됨으로써 아시아의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첨단 ICT 융복합 사업의 확대와 R&D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

맵의 설정과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부문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특히, 미래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아시아 지역을 선도해 나갈 글로벌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2.3. 전문 인력 육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보면, 전문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2022년까지 600여 명의 시설원예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주요 품목의 생산, 시설 복합환경제어와 시설원예 경영관리에 대해 네덜란드 

시설원예 전문교육기관에 버금가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젊은 

농업인 육성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스타트업, 관련 기업에 취업 등 다양한 기

회가 열려있다. 이러한 정부의 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적극 참여

와 투자를 통해 첨단 농축산 교육과 R&D 및 전문 컨설팅 제공을 위한 전문인

력 육성과 산업 참여를 도모하고 국내외의 미래 수요와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제6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생산활동과 이를 지원

하는 지원활동으로 양분한 후 단계별 생산성 결정요인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통해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 효율성 제고와 경영성과 제

고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자연 및 기후조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광량이 연중 평균 35% 이상 

높으나, 여름철 고온다습하고, 겨울철 저온건조한 기후 조건을 갖고 있는 데 비

해 네덜란드는 연중 기온 편차가 적고 습도도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

족한 광량은 LED 등의 조명을 이용하고 있다.

  주요 농축산 부문 육성정책을 보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첨단온실사업 등 다

양한 사업을 통해 직접 지원(융자로 전환)하는 방식이나, 북유럽 선진국은 EU 

공동농업정책을 근간으로 자국 관련 산업의 단지화를 위한 기반구축이나, 기존

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 등 플랫폼과 인프라 구축 위주이

며, 핵심 정책은 지속가능농업의 구현이다. 

  주요 농산물인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단위면적당 수량 생산성을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비교군을 설정하여 직접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최선도농은 두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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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네덜란드의 중상위권 농가들과 생산성 격차가 크지 않았다. 특히, 생산성

이 높은 최성수기에는 모두 네덜란드의 90% 이상의 생산성을 나타내었다. 문

제는 우리나라 저수확기에 네덜란드에 비해 최선도농과 상위농 모두 생산성이 

50% 이하 수준이었다.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보다 네덜란드가 2.1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은 자연환경, 생산 시설과 기자재, 생

산자의 기술과 관련 산업 분야 여러 주제들의 노력 등 많은 부문의 중·복합적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장 먼저 기후 부문에서 저수확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

자, 관련 기자재와 기술적 요인에 대한 연구개발과 교육·기술 습득이 중요 요

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네덜란드와 같이 젊은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 산업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민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외적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노력은 국내 

농가 간 격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상위 농가는 

네덜란드와 유사한 환경 및 기술을 습득하여 최성수기에는 이미 네덜란드 생

산성 수준을 능가하는 농가도 일부 있으나, 상당수 많은 상위권 농가에서 생산

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 전수가 필요하

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정기적 컨설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한 전문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설 및 기자재 부문

에서는 측고가 낮은 구형 온실과 정밀도가 뒤처지는 센서와 조절기 등 기자재

의 첨단화와 이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SW의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첨단화사업과 에너지효율화사

업 및 최근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이며 지속

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양돈산업은 우리나라가 덴마크,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북부 유럽 선진국에 

비해 WSY, PSY 및 MSY와 폐사율 등 많은 지표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가장 먼저 우수한 종돈의 개량 형질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종돈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규모화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돼지개량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양



119

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양돈가 경영주의보다 적극적 경영참여와 

역량 강화가 중요한 요인을 분석되었다. 특히, 질병에 대한 관리와 접근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축 폐사율로 인한 MSY 지표의 하락은 전염성 질병원의 박

멸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구제역뿐만 아니라, PED, PRRS, 씨코, 돼지열병 

등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성 질병에 대한 범정부와 양돈산업계의 적극적 연

구 개발을 통한 대응방안마련과 정책 실천이 관건이다. 

  지원 부문을 시설원예 기자재, 종자 및 에너지, 정부 R&D, 생산기술 및 교육 

부문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현황을 간략히 정

리하고 각 부문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의 구조와 형태 및 투자비용을 정리하면, 네덜란드는 99% 유리온

실이며 온실 측고 높이가 4~7m로 작물 생육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유리온실 비중이 0.8%, 비닐온실이 99%이고 그마저도 단

동형이며 동당 면적이 협소한 구형온실이 많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중 하나는 표준화, 규격화된 국산 자재의 부재와 플라스틱(비닐)온실 설치비에 

비해 2배 이상 비용인 유리온실 자재 설치비 등이다. 온실을 시공에 필요한 표

준 설계도와 시공서에 골조부분과 더불어 복합환경기기와 정밀자재를 위한 내

용도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인 온실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산자재

의 품질 향상과 국산화율을 높임으로써 전체 시공비를 낮춰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부문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종자 부문의 경우, 네덜란드는 세계 종자시장의 최대 강국 중 하나이고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씨드밸리를 조성하여 시너지효과를 배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종자

산업 육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은 네덜란드는 기후의 영향으로 95% 이상 가온 온실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온 온실 비중이 33% 정도이고 대부분 유류를 에너지원으로 사

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통해 지열을 새

로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속가능 시설원예사업의 일환

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와 지열, 열병합발전기, 반폐쇄형 온실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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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농업부문 R&D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농림축산식품

부, 농촌진흥청과 산하 분야별 과학원이 주도하고 특히, 시설채소 등 원예는 국

립원예특작과학원을 통해 대학, 출연연과 민간연구소 등이 수행하는 구조로 되

어 있다. 네덜란드는 정부와 기술수요자들에 의해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와 민

간부문에서 연구 기획·조정을 거쳐 WUR 또는 민간연구기관이 연구를 수행함

으로써 민간부문의 연구참여와 기술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를 통해 WUR와 더불어 많은 시설원예 민간 전문연구소와 테스트베드 등 실용

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수출경쟁력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요 과채류의 생산성 향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규명한 생산성 격차 요인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

영하여 생산성 제고, 경영성과 제고, 교육·컨설팅 강화와 전후방산업 육성 등 네

가지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는 생산성 제고

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이며, 교육 및 컨설팅 강화, 경영성과 제고가 다음 

순이고,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전후방산업 육성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2. 결론

  우리나라 농축산 부문의 생산성 및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

을 생산기반 지원과 전후방산업 육성 등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야 하고, 생산시설 

및 생산기자재를 첨단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과 훈련 부문에서는 국내외 

선진 농가와 전문가의 우수 재배기술의 벤치마킹과 실습이며, 이러한 기회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회의 제공과 지원 체

계는 중앙 및 지방정부는 물론 선진국과 같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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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확대를 통한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생산시설 및 기자재의 현대화와 첨단화는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온실사업’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에너지효율화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외부 시설과 기자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범위를 

첨단기자재를 감안하여 주요 기자재의 내구성, 표준화 및 규격화 등도 추진해

야 할 과제이다. 

  다음 중요 부문인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종자 및 육묘산업과 첨단 ICT 

융복합을 위한 R&D 집중 및 글로벌 전략 강화와 전문인력 육성 등 세 개 부문

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종자 및 육묘산업 육성에서는 기후 여건에 적합한 고품질 우수 품종의 

개발은 물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육묘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자재와 인

력 육성 등을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이 요구된다. 

  둘째, 첨단 ICT 융복합을 위한 R&D 집중 지원과 사업화를 통한 글로벌 전

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미래 농업의 구현을 위한 대표 산업인 시설원예와 

양돈산업의 첨단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R&D를 위한 중

장기적 로드맵의 설정과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부문의 노력이 집

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특히, 미래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

으로 기대되는 아시아 지역을 선도해 나갈 글로벌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젊은 농축산인의 육성을 통해 관련 분야 스

타트업, 관련기업에 취업 등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다. 이러한 정부의 시도와 지

원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적극 참여와 투자를 통해 첨단 농축산 교육과 R&D 

및 전문 컨설팅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과 산업 참여를 통해 국내외의 미래 

수요와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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