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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

종자는 농작물 생산의 기본적인 투입요

소이며 작물생산과 농업기술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그 자체가 축적된 기술과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다 최근 종자산업은 생명.

공학과 첨단기술 등 관련 부문을 응용한

고도의 기술집약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 연구위원
** 선임연구위원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품종개량과.

재배기술의 혁신은 작물의 생산증대 및 농

가의 소득증대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는 소비자들의 식

품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종자 선진국들은 종자산업을 국가경쟁력

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하여 지원을 강화하

고 있다 또한 종자 관련 다국적 기업은 종자.

분야가 미래의 유망한 산업이라는 인식 하에

Abstract

The structure of Korea's vegetable seed industry has changed rapidly since the IMF

financial crisis in 1997. That is, Korea's major seed companies were merged and acquired

by the multinational seed enterprises. The size of Korea's vegetable seed market is

estimated by 150 billion won, and is relatively small campare to its capacity. After all, over

50 companies compete with each other severely in the limited domestic market.

In order to maintain their management balance soundly, it is necessary to break out

through the seed export.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situation of global seed market and

to promote the scheme for enlarging vegetable seed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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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들어 종자기업을 인수합병하거1990

나 업무 제휴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종자

부문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류에 편입되어 관리체제 이후 외국IMF

종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고 종자산,

업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 채소종자 시장규모는 억원 내1,500

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종자업체간의 경쟁

이 치열한 상태이다 소수업체를 제외하고.

는 자본 인력 매출액 등이 소규모여서 산, ,

업으로서의 국제 경쟁력이 낮은 상태이다.

다행히 국내 종자산업은 무 배추 고추 등, ,

십자화과 가지과 채소종자의 경우 육종기,

술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고 종,

자산업법의 제정 등으로 발전의 토대는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내외적 여. 건 변

화를 고려하여 종자산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갈 경우 종자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채소종자산업의 여건 변

화와 종자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 우리,

종자산업이 한정된 국내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수출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출

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2. 채소종자시장의 여건변화와 동향

국내 채소종자시장의 여건변화2.1.

외국종자회사의 국내진출2.1.1.

우리나라 종자산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외국 종자기업의 국내진출이다 년. 1997 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국내 유수의 종자업

체가 외국기업에 인수됨으로써 국내 종자

시장은 이상이 다국적 기업의 경영60%

하에 놓이게 되었다.1

인수합병 내역을 시기별로 보면 표( 1),

년 월 일본의 사가 청원종묘를1997 3 Sakata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년 월 서울종1997 10

묘가 스위스 사에 인수 합병되었Novatis ・
다 이어서 미국의 사가 흥농종묘. Seminis

와 중앙종묘를 인수함으로써 국내 대 종5

자업체 중 주 농우바이오와 동부한농화학( )

주 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의 다국적 종( )

자회사에 인수합병되었다.․
1 다국적 기업의 진출은 국내 유전자원의 유출,

독과점 품목의 경우 국내 종자가격 인상 우려

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반면에 해외 첨단기.

술의 국내 이전 우리나라 종자의 국제진출 확,

대 등 긍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다.

표 1 다국적 종자회사의 국내회사 인수합병 내역

단위 천달러:

인수회사 피인수회사 신고일자 투자액 지분율( ) 투자형태 생산품목

Sakata 청원종묘 주( ) 1997. 3. 6 10,472 (100%) - 채 소

Novatis 서울종묘 주( ) 1997.10. 9 38,078 (100%) - 채 소

Seminis 흥농종묘 주( ) 1998. 6.26 148,518 (100%) 신규 증액, 채 소

Seminis 중앙종묘 주( ) 1998. 9.24 18,376 (100%) 구주 인수 채 소

Seminis 세미니스아시아주( ) 1999.12. 9 1,000 (100%) 신규법인 설립 채 소

자료 김재수 한국 채소종자산업의 구조와 행위 분석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 ,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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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종자업체가 외국 기업에 넘어간 직접

적인 원인은 종자업체의 경영악화이다 외.

국기업의 국내 종자시장 진출 요인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년에 종자시장이 개방되면서 여1997 50

개 종자회사가 억원 내외의 채소종자1,500

시장을 놓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과

당경쟁을 벌이는 등 경영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여 경영이 악화되었다 여기에 관. IMF

리체제 이후 농가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매

출은 줄고 은행차입은 곤란해서 국내 종자,

업체의 경영수지 및 재무구조는 악화된 반

면 외국업체 입장에서는 원화가치의 하락,

으로 인수가 용이해졌다.

한편 다국적 종자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아시아채소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리

적으로 유리한 우리나라 진출전략을 적극

추진하였다.2 우리나라는 채소 특히 고추, 무,

배추의 육종은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보유

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중국 인도네시,

아 태국 인도가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따, , .

라서 다국적 기업은 우리나라 종자회사가

갖고 있는 육종 노하우를 이용하여 아시아

지역 적응 품종을 개발하고 우리나라를 수,

출기지로 육성하여 아시아 채소시장 점유

율을 높이기 위해 진출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집중률(CRk)3과 허핀달지수(Herfindahl

표 2 채소 종자업체의 시장집중도 지수 변화

2 세계 채소종자 시장규모는 약 억 달러로 추20

정되며 아시아 채소시장이 억 달러로 가장, 8 크

다 다음으로는 유럽이 억 달러 북미 억. 6.5 , 3 달

러 남미와 중동이 각각 억 달러 아프리카 지, 1 ,

역이 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0.5 .
3 상위기업 집중률은 한 시장에서 개 기업 중n
상위 번째 기업까지의 시장 점유도를 합한n 것

1996 1997 1998 1999 2000

CR3 57.2 63.7 60.6 57.7 57.4

CR5 76.2 82.0 80.7 81.6 72.8

H-index 0.17 0.21 0.16 0.16 0.19

주 지수는 종자업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음.

자료 한국종자협회: .

Index)4를 이용하여 외환위기를 전후IMF

로 한 우리나라 채소 종자업체의 경쟁구조

를 보면 사태 이후 다소 경쟁적인 구, IMF

조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위.

개 기업 집중률3 (CR3 은 년 에서) 1996 57.2%

년 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1997 63.7%

여 년에는 로 나타나는 등 시장2000 57.4%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상위 개 기. 5

업 집중률(CR5 은 년 로 가장 높) 1997 82%

았으나 년 로 상당히 감소하였다2000 72.8%

표( 2).

허핀달 지수의경우 년 에서1996 0.17 1997

년 로 상승하였으나 년부터 다시0.21 1998

감소한 이래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 즉 종.

자시장은 년부터 시장 불균등도가 완1997

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으로 CRk= ∑
n

i=1
Si (Si는 기업의 시장 점유율 로)

나타낸다 이 지수는 소수 대기업의 시장지배.
력을 직접 표시해 주지만 상위 기업간의 불균
등도를 나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 선정k
이 자의적인 단점이 있다.

4 허핀달 지수는 산업 내 모든 기업의 점유율을

자승하여 합계한 것으로 H= ∑
n

i=1
Si

2로 정의된

다 허핀달 지수는. CRk와는 달리 산업 내 모든
기업의 점유율을 포함한다 이 지수는 모든 기.
업의 점유율을 포함하므로 기업간 불균등도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두 시장을 비교할 때 각각
의 기업체수가 다르면 불균등도의 차이를 나타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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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채소 종자업체가 일부 상위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품종개발 경영,

혁신 등의 노력을 상당히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채소종자의 수요전망2.1.2.

종자의 수요는 농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

량 품종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채소류 재, .

배면적은 년대 이후 다소 증가하다가 정90

체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술적으로는 채소 생.

산량의 증가는 채소종자의 수요 증가로 이

어져야 한다 그러나 향후 채소종자의 수요.

가 채소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작물.

재배형태와 재배기술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우선 재배형태 면에서 년대 중반. 1990

이후 유리온실 등 현대화된 시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

하게 되고 촉성재배 억제재배 등 재배작, ,

형이 다양화되면서 채소생산이 연중 가능

하게 되었다.

또한 작물의 재배방법도 크게 변화되었

다 채소류 재배의 가장 큰 변화는 직파에.

서 이식으로 이행한 것인데 폿트육묘가 개,

발되면서 종자 사용량이 감소하였다. 1960

년대에는 배추 포기 생산을 위해서는 종1 자

립이 소요되었지만 년대에는 폿트육6 , 1970

묘의 개발로 폿트 당 립이 소요되고3 , 1980

년대 이후 플러그 육묘기술로 포기당 1 2∼

립이 소요되고 있다 년대에 들어서는. 1990

전문 육묘업체가 등장하여 자동화된 시설

에서 기계화 작업으로 육묘 효율을 증대하

여 포기 당 립만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1.5 . 러

한 작물 재배형태 및 재배방법의 변화로 동

일한 면적에 소요되는 종자 수요는 년1970

대에 비해 약 만 필요하게 된 것이다30% .

다만 일부 채소류 품종이 최근 고급화・
다양화되는 추세이고 신선채소류의 수출,

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품종에 대한 수요

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종자의 단위 면적당 수요는 육묘기술

발달과 재배방법의 변화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국내 채소종자의 수요

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한정된 종자시장에서 종자업체간의

경쟁은 불가피하게 보인다.

해외 채소종자시장의 여건변화2.2.

종자의 교역동향2.2.1.

은행에서는 세계 종자 사용액을 약Rabo

억 달러로 추정하고 정부 보급 농민의450 , ,

자가채종 종자회사 판매가 각각 씩인, 1/3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오대근 최근( , 2000).

FIS5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종자액수를

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그 중에서 통계300 .

가 나타나는 개 국에서 약 억 달러49 240 ,

그리고 약 억 달러는 그 밖의 나라에서60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간 무역 형태로 유통되는 종자규모

는 년 약 억 달러에서 년 억 달1970 8 2000 36

러로 증가하였다 그림 년까지는 서( 1). 1985

서히 증가하였으나 년대 중반 이후 급1980

5 국제종자International Seed Trade Federation,

무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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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년대 중반 이, 1980

후 국제화개방화와 더불어 종자시장이 자․
유화되고 신품종개발의 상업화가 가속화되

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래된 종자액수를.

작물별로 보면 원예작물 종자가 억 천만11 5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일.

작물로는 일대교잡종 종자 사용비율이 높은

옥수수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이 목초 감, ,

자 사탕무의 순이다 주곡 작물로서는 밀 종, .

자가 만 달러 정도 거래되었다 표7,500 ( 3).

표 3 작물 그룹별 전 세계 종자 수출액 년, 2000

작물 종류 또는 그룹
종자 수출액

백만달러( )

구 성 비

(%)

옥 수 수
목 초 류
감 자
사 탕 무

밀
기 타 농 작 물
원 예 작 물

530
427
400
308
75
750
1,150

14.6
11.7
11.0
8.5
2.1
20.6
31.6

계 3,640 100.0

자료 년 월 검색: FIS, 2001 9 , Internet .

주요 국가별 종자 수출액을 보면 미국이,

국제간 거래액의 약 인 억 달러 상당의22% 8

종자를 수출하였다 표 이 중 농작물 종( 4).

자가 억 천만 달러이고 원예작물이 약 억5 5 , 2

천만 달러이다 다음은 네덜란드가 억 천5 . 6 2

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후 여건이 농,

업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최첨단의 농업기

술을 개발하여 이룩한 성과로 볼 수 있다.

표 4 주요 국가의 종자 수출액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 가
농작물

종자

원예작물

종자
합 계

1 미 국 550 249 799

2 화 란 420 200 620

3 프랑스 373 125 498

4 덴마크 150 40 190

5 독 일 150 35 185

6 칠 레 84 60 144

7 캐나다 104 18 122

8 이태리 70 41 111

9 일 본 5 100 105

10 브라질 n.a. n.a. 80

20 한 국 n.a. n.a. 18

자료: 년 통계자료 년 월FIS, 2000 . 2001 9 Internet
검색.

다음은 프랑스 덴마크 독일 칠레 캐나, , , ,

다 등의 순이다 일본은 약 억 달러 어치. 1

의 종자 거의 원예작물 종자 를 해외에 수( )

백만달러

자료 년 월 검색: FIS, 2001 9 Internet .

그림 1 국제간 거래 종자 총액의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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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대 종자 수출국에 포함되어 있다10 .

우리나라는 채소 종자를 약 만 달러1,800

어치 수출하여 세계 위권에 이른다20 .

세계 종자회사의 특징과 동향2.2.2.

현재 전 세계에는 개 이상의 종자회1,500

사가 있으며 이 중 약 개가 미국에 그600 ,

리고 약 개가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다400

오대근 국제 종자회사의 특징은 다( , 2000).

음과 같다.

첫째 창업 년 이상인 회사가 극히 소, 100

수로써 종자회사의 역사가 대단히 일천하

다 이는 종자생산이 기술집약적 분야로써.

기술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은 자연 도태되

고 반면에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

고 있는 거대기업이 새롭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년대부터 현재까지 종자회사, 1970

의 경영권에 대한 이산집합이 매우 복잡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업의 경영구조가,

다른 산업과는 다르다 즉 한 개 모회사가.

개 이상의 자회사인 종묘회사를 거느리10

고 있고 이 자회사들은 대부분 독립된 단,

위로 운영되고 있다 경영권이 여러 번 바.

뀌었는데도 자회사의 명칭이나 기본 기능

예 육종 대상 작물 을 그대로 유지하는( : )

경우가 많다 이는 다른 산업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합병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식

물육종이란 사업의 특이성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영권을.

획득한 모회사가 상당한 중앙 통제를 발휘

하여 자회사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경우

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년 월에. 1998 6

한국에 진출하여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를

합병 인수한 세미니스는 초기에는 자회사

들의 기본 틀을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두,

회사를 통폐합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

과 모회사의 운영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셋째 종자시장의 세계화가 심화되고 소, ,

수 대회사들이 세계 종자시장의 지배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본래 정밀화학 분야에.

초점을 두던 다국적 회사들이 기술력과 자

금력을 바탕으로 종자사업에 적극 참여하

여 세계를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6 년1998

이후 년간의 종자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3

로 세계 대 종자회사를 보면 표 와10 < 5>

같다 년 연속 최고의 매출액을 올린 회사. 3

는 듀퐁이 매입한 파이오니어이다 옥수수.

일대교잡종 육성으로 오래 전부터 세계종

자시장의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1 18

억 달러 이상의 종자를 여개 국에 팔고100

있다 년 종자 매출액 위는 몬산토를. 2000 2

인수한 이다 몬산토의 종자 매Pharmacia .

출액이 년 전인 년에는 억 달러에3 1998 6

불과해 위였으나 년에는 억 달러로4 , 1999 17

위로 도약했다 몬산토는 본래 정밀화학2 .

회사이나 년대부터 식물생명공학에, 1980 투

자하여 현재 세계 면적 만 의GMO 4,420 ha

가 몬산토가 개발한 품종으로 재배되94%

고 있다 위는 신젠타로 년 월에. 3 1999 12

와Norvatis 가 합병해서 만든AstraZeneca

회사이다.

다국적 대형 종자회사의 아시아진출은 한

6 상위 개 기업이 세계 종자 시장의 상10 30%,

위 개 기업이 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20 50%

파악하고 있다 오대근(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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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집중되어 있다 필리핀 인도 오스트레. , ,

일리아및뉴질랜드등에도 DeKalb, Advanta,

등이 출자하고 있으나Agrevo, Barenbrug ,

한국에는세계 위인 현재3 Norvatis( Syngenta)

와 위인 가 진출하여 국내 종묘시장5 Seminis

의 를 장악하고 있다50 60% .∼

세계 종자시장의 변화 전망2.3.

최근 국제화와 합병에 의한 규모화로 세

계 종자시장이 소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종자업체의 집.

중도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 개 기업 집중5

률(CR5 이 년 에서 년) 1985 8.0% 1991 10.5%,

년 년 로1996 12.9%, 1999 17.8% 7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집중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품종개발과 관련해서는 해충저항성

7 김재수 한국 채소종자산업의 구조와 행위 분, ｢ 석 ,｣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2000, p. 37.

과 특수 제초제 저항성 등 특수 형질을 전

환시킨 종자가 증가하는 등 첨단 생명공학

기술에 의한 신품종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유전자조작 식물의 사업적 성.

공은 종자시장과 농약시장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

협정 의 이행으로 선진국에(WTO/TRIPs)

서는 이미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

호하고 있으며 종자분야에서의 지적재산,

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국제식물신

품종보호연맹 의 활동과 연계되어(UPOV)

가속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유용.

유전자원의 배타적 사용이 더욱 강화될 것

으로 예측된다 일부에서는 유용한 특성을.

지닌 계통에 특허권을 설정함으로써 독점

적으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예도 있다.

유용한 유전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

로 품종육성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육성소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표 5 세계 대 종자회사의 매출액10

단위 억달러:

순위 회 사 명 국 가
모회사의

주사업

총 매 출 액

1998 1999 2000

1 DuPont (Pioneer) 미 국 화학 종자, 18.35 18.50 19.38

2 Pharmacia (Monsanto) 미 국 농화학 6.00 17.00 16.00

3 Syngenta (Novartis) 스위스 화학 제약, 9.70 9.47 9.58

4 Group Limagrain 프랑스 종자 7.50 7.00 6.22

5 Group Pulsar (Seminis) 멕시코 식품 담배, 4.00 5.31 4.74

6 Advanta(AstraZeneca and Cosun) 화 영, 제당 농약, 4.05 4.16 3.73

7 Dow (+ Cargil North America) 미 국 곡물 na 추정3.50( ) 추정3.50( )

8 KWS AG 독 일 종자 3.60 3.55 3.32

9 Delta & Pine Land 미 국 면화 na 3.01 3.01

10 Aventis 프랑스 na 2.88 2.67

자료 년과 년 자료는 에서 년 자료는 에서 발췌요약함: 1998 1999 RAFI, 2000 , 2000 ETC group,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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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서는 더욱 많은 유전자원을 수집 또는 도

입하여 보존해야 하며 또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채소종자 수출실태와 수출 가능성
검토

채소종자의 수출실태3.1.

수출입 현황3.1.1.

채소종자 수출은 년 만 달러에서1990 610

년 만 달러로 배 증가하는 등 연2000 1,800 3

평균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11.4% . 1990

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채소종자 수출액의

이상이 무 배추 에 한정72% (59.1%), (13%)

되었다 최근 종자 수출품목이 다양해지고.

는 있으나 아직도 무 배추 고추의 비중이, ,

년 를 차지하고 있다 표 다71.8%(2000 ) ( 6).

만 무의 수출액 비중은 년 에서1990 59.1%

년 로 감소한 반면 고추의 경우2000 35.5% ,

같은 기간 에서 로 급증하였다1.7% 19.7% .

가장 급속한 증가를 보인 것은 양배추이다.

년 만 달러에 불과하던 양배추 종자1990 3

는 년 수출액이 만 달러로 증가하2000 161

는 등 앞으로도 빠른 증가가 예상되는 품

목이다.

채소종자 수입은 년 만 달러에서1991 515

년 만 달러로 배 증가하는 등2000 1,152 2.2

연평균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품9.4% .

목별로는 년대 초에는 시금치 파 등이1990 ,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 소비패턴 변화,

와 해외채종이 늘어나면서 이들 품목에 대

한 비중은 줄어든 반면 토마토 양파의 비,

표 7 채소종자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천달러:

표 6 연도별 채소종자 수출현황

단위 천달러:

엽 채 류 근 채 류 과 채 류 조미채소
계

배추 양배추 당근 무 수박 호박 고추 양파

1990
794

(13.0)

28

(0.5)

1

(0.0)

3,599

(59.1)

57

(0.9)

130

(2.1)

101

(1.7)

3

(0.1)
6,095

1995
2,054

(27.8)

179

(2.4)

51

(0.7)

3,548

(48.0)

140

(1.9)

129

(1.7)

489

(6.6)

4

(0.1)
7,388

1998
1,632

(14.7)

1,170

(1.6)

120

(0.1)

4,324

(38.8)

196

(1.8)

205

(1.8)

1,383

(12.4)

124

(1.1)
11,135

1999
1,997

(11.5)

1,475

(8.5)

175

(1.0)

6,440

(37.1)

326

(1.9)

284

(1.6)

3,868

(22.3)

136

(0.8)
17,335

2000
2,981

(16.6)

1,605

(8.9)

537

(3.0)

6,389

(35.5)

289

(1.6)

217

(1.2)

3,542

(19.7)

299

(1.7)
18,002

주 안은 계에 대한 구성비임: ( ) .

자료 한국종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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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국 가 금 액 국 가 금 액

순위1 일 본 6,477(37.4) 일 본 6,894(38.3)

순위2 인 도 2,626(15.1) 인 도 3,102(17.2)

순위3 중 국 1,926(11.1) 중 국 2,920(16.2)

순위4 미 국 1,515 (8.7) 홍 콩 1,702 (9.5)

순위5 인도네시아 1,016 (5.9) 인도네시아 956 (5.3)

순위6 태 국 317 (1.8) 미 국 705 (3.9)

순위7 방글라데시 265 (1.5) 방글라데시 233 (1.3)

계 - 17,335 - 18,002

자료 한국종자협회: .

중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채소종자의 수출국은 주로 아시

아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동남아 지역이다.

년 기준 일본이 전체 수출액의2000 38.3%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인도 중국 홍콩 등의17.2%, 16.2%, 9.5%

순이다 표 채소종자 수출을 확대하기( 7).

위해서는 수출국 다변화 노력과 함께 수출

유망국가에 대한 정보수집 등으로 수출국

소비비중이 큰 작목을 중심으로 수출증대

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채소종자 수입국은 수출에 비해 특정국

가 의존도가 더욱 높다 년 당시 전체. 2000

수입액 중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

려 에 이른다 기타 네덜란드 미국96.6% . , ,

덴마크 이탈리아 등에서 소량 수입하고 있,

다 종자 수입이 어느 한 국가에 집중되면.

가격협상시 영향력 행사가 곤란하다.

현행 채소종자 수출입상의 문제3.1.2.

년대 후반 채소종자 수출이 시작된1980

이후 품종개발 능력의 향상과 종자업체의

노력으로 종자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종자수출 여건을 고려할 때 한 단,

계 비약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종자수출이 아시아 일.

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고 수출품목 또한,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의 종자수출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업체별 독자적

인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업체간 경쟁만 심

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채소종자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수출

을 위해서는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종자수출에 활용되.

고 있는 현재의 해외정보는 극히 제한적이

며 단편적이다 또한 수집된 정보가 공유되.

지 못함으로써 정보의 활용도가 매우 저조

하다 이를테면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고.

정종을 비롯한 구품종 중에는 재배기술 수

준이 낮고 농가의 종자구입 능력이 낮은,

시장에서는 통용이 가능한 품종이 있다 그.

러나 해외정보의 부족으로 수출로 연계하

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품종개발 능.

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지 정보의 부족

으로 현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개

발이 미흡한 상태이다.

한편 종자수입과 관련하여 우리의 품종,

육성 수준이 낮거나 경쟁력이 취약한 품종

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

입이 어느 특정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

우 가격 교섭력의 약화뿐만 아니라 종자예

속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품종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길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수입대체 품종개발과 수출 전략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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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육성을 위해서는 수출입 대상국의 정보

수집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채소종자의 경쟁력 수준3.2. 8

종자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정착되기 위해

서는 품목별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경쟁

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은 수출전략품목

으로 지정하여 종자수출을 선도하도록 지

8 우리나라 채소종자의 품종개발 수준 및 기반

수준 향후 발전가능성 등 종자의 국제경쟁력,

과 향후 전망 등은 국공립연구소 대학 민간기, ,

업 등에서 근무하는 명의 육종전문가를 대192

상으로 년 월에 조사한 평가결과이다2001 7 8 .∼

평가작업은 현재 육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들의 직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다 평가의.

비교 대상은 미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 , , 등

원예작물 분야에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국가들의 종자산업 수준을 세계 선진수준이라

고 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한 것이다 또한 일부.

개별 품목의 경우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엽채류 과채류 등과 같이 중분류에,

의한 대체적인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입.

대체 효과가 크고 경쟁 가능성이 있는 품

목은 개발우선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

성하는 전략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종자육.

종 관련 전문가들이 채소류의 품종개발 수

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보면 엽채 근채, , ,

과채 모두 세계 선진과 평균의 중간 수준

인 것으로 보고 있다 표 이와 같이 채( 8).

소류의 품종개발 수준은 세계 선진 수준에

근접해 있고 상업성이 높기 때문에 종자업,

체를 중심으로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품종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채소육종의 선진국

진입 가능성은 매우 높다.

품목별 경쟁력 보유관계를 보면 표 현( 9),

재 경쟁력 있는 품목은 배추 무 고추 등이, ,

고 양배추 당근 토마토 등은 경쟁 가능성, , ,

이 있는 품목이다. 반면에 시금치 양파 메, ,

론 등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표 8 품목별 품종개발 수준

단위: %

세계

선진수준

선진 평균의-

중간수준

세계

평균수준

평균 저위의-

중간수준

세계

저위수준
계

엽 채 28.5 40.2 21.2 9.5 0.6 100.0

근 채 24.7 41.0 20.2 13.5 0.6 100.0

과 채 13.6 33.3 29.9 22.0 1.1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 2001.

표 9 채소종자의 경쟁력 유무 품목

현재 경쟁력 있는 품목 경쟁 가능성 있는 품목 경쟁력 없는 품목

엽 채 배추 상추(122), (38) 양배추 상추(42), (26) 시금치 양배추(24), (20)

근 채 무 당근(115), (25) 당근 양파(43), (23) 조생양파 마늘(15), (13)

과 채 고추 수박(87), (57) 토마토 오이(34), (29) 방울토마토 메론(37), (24)

주 응답 품목중 상위 개 품목 기재: 1) 2 .

안은 응답자 수임2) ( )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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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반적으로 품종개발은 육종목표 설정→

육종방법 결정 변이의 창출 선발 생산→ → →

성적응성 검정 품종등록 증식 농가→ → →․ 보

급 및 재배의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이 육.

종방법이나 채종기술 등은 품종개발에 있

어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육종방법에 대한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

할 때 표 엽채류의 경우 대체로 선진( 10),

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근

채류의 경우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과채류의 육종기술은 엽채류나. 근

채류에 비해 약간 뒤쳐진 것으로 보인다. 품

종개발 주체별로 볼 때 학계와 국가연구소,

종자업체의 연구자들이 고위수준으로 응답

한 비율이 높다 이는 이들 기관의 채소육.

종 담당자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소종자의 채종기술 수준도 육종방법과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다 즉 엽채류와 근채.

류는 선진국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

로 평가되는 비율이 높고 과채류는 대체로

중위수준으로 평가된다 근래 국내채종의.

여건악화로 해외채종 비율이 증가하고 있

다 해외채종의 경우 위탁에 의존하는 비율.

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 채종을 위해 채종

기술의 향상과 해외 채종업자에 대한 기술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채소종자의 수출 가능성3.3.

년대 중반 이후 한국 농업의 성장을1990

주도하였던 원예산업의 성장이 최근 정체

내지 둔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채.

소산업의 경우 채소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

가의 작목전환 조리방법 및 보관방법의 발,

달과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채소 소비

의 정체 내지 감소9가 예상되기도 한다 채.

소생산의 정체는 재배면적의 정체로 이어

지고 결국 채소종자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

다 국내 종자시장이 정체될 경우 종자업체.

간에 기존 품종과 새로운 품종을 둘러쌓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러한 과당.

경쟁은 종자업체의 존립을 불안정하게 하

고 종자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종자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해외시장으로 진출

9 서효덕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정에 김, 치

냉장고 보급률이 이면 배추 총소비량은20% 3∼

감소하고 보급률이 이면 배추 소비량4% , 50% 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8 10%∼ 함

김치냉장고가 배추산업에 미치는 영향 생(“ ,” 명공

학시대의 채소종자산업 심포지엄 자료, 2001.4.).

표 10 채소종자의 육종 수준 평가

단위: %

육 종 방 법 채 종 기 술

고 위 중 위 저 위 계 고 위 중 위 저 위 계

엽 채 48.9 39.4 11.7 100.0 50.0 42.7 7.3 100.0

근 채 43.0 44.1 12.9 100.0 41.8 49.7 8.5 100.0

과 채 26.3 53.6 20.1 100.0 27.7 57.6 14.7 100.0

주 고위는 선진국과 동일 중위는 비슷한 수준 저위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 , ,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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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세계종자시장은 일반적으로 성숙된 시

장 과 미성숙된 시(Matured Market) 장

으로 구분할 수 있다(Unmatured Market) .

미성숙된 시장 은 다시(Unmatured Market)

미성숙된 초기시장(Unmatured Beginning

과 미성숙된 진보시장Market) (Unmatured

으로 구분할 수 있다Progressing Market)

조영환 조사 자료 이러한 채소시장구분( ).

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종자의 사용비F1

율이다 기타지표로 채소소비의 다양성 종. ,

자생산기업의 유무 등도 고려되고 있으나

종자가 갖는 수량성 내병성 균일성 등F1 , ,

대 요건이 채소종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3

소이기 때문이다 현재 종자의 사용비율. F1

을 고려할 때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종, ,

자선진국과 한국은 에 해Matured Market

당한다 반면 세계에서 시장규모가 가장 큰.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 Unmatured

에 해당하여 이들 시장에 대한 수출Market

확대 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한 품종개발 면에서 아시아 지역에 수

출 가능성이 큰 고추 무 배추 등은 경쟁, ,

력을 인정받고 있다 표 그리고 세계에( 11).

서 가장 큰 동양채소권의 중심적 위치에

있고 해외채종 현지 종자생산 등을 통해, ,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가 양호한 편이다 시.

설재배 작형도 다양하여 소량 품목이라도

외국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

생산이 가능하다 나아가 국내에 진출한 거.

대 종자기업의 판매망과 유통경영전략을․
활용하기가 용이한 면이 있다.

표 11 아시아 지역에서의 주요 품목별 경쟁력 수준

고추 무 배추 양배추 토마토 수박

일반품종 ◎ ◎ ◎ ○ ○ ◎

시설용품종 ◎ ◎ ◎ ○ ◎

내병성품종 ◎ ◎ ○ ○ ○

주 는 경쟁력 강 는 경쟁력 보유: ,◎ ○

자료 세미니스코리아 내부자료:

종자수출입 품목과 관련해서 현재 수입

의존도가 높으나 국산화가 가능한 종자로

는 양파 파 등이며 수출확대가 예상되는, ,

작목으로 배추 무 고추 수박 등 우리가, , ,

강점을 갖고 있는 품목들이다 반면 수입. ,

확대가 예상되는 종자는 토마토 양파 등인,

데 이들 작목은 국내 육종수준의 저위로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가격 및 품질경쟁력

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양파의.

경우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과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양분되

어 있다 표( 12).

향후 수출 유망국가로는 중국이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다.10 이는 세계 억 인구60

가운데 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13 ,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원예작물에 대

한 소비가 증가하는 등 수출잠재력이 그만

표 12 국산화 가능 종자품목 및 수출입 확대예상 종자

순위1 순위2 순위3

국산화 가능 종자 양 파 파 시금치 토마토 등,

수출확대 예상 종자 배 추 무 고추 수박 등,

수입확대 예상 종자 토마토 양 파 파 시금치 당근 등, ,

자료 종자업체 설문조사결과: .

큼 크기때문으로보인다. Unmatured Market

10 종자업체의 수출유망국가 응답비율을 보면, 중

국이 인도 일본 기타 동57.1%, 21.4%, 14.3%,

남아국가 로 나타나고 있다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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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도도 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수10

출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이와 같이 채소작.

물의 선호도가 높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 ,

아 등 아시아권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절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동양채소,

품종개발 수준이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아시아권 채소시장을 겨냥한 수출전략

마련이 수출확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인다.

종자 관련 전문가를 상대로 종자수출의

확대 가능성을 진단해 본 결과 극소수 부,

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대체로 수출 가능성

은 밝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80%

고 있다 채소류 중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

다고 진단한 품목은 엽채류이며 다음으로,

근채류 과채류 순이다 특히 일선에서 종, .

자를 생산하여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종자

업체의 수출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매우 긍

정적이다 종자수출이 현재보다 성장할 것.

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현 상황을 유70%,

지할 것이라는 비율은 현재보다 퇴보20%,

할 것이라는 비율은 에 불과하다10% .

종자업체가 종자수출을 확대하려는 의욕

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종자업체의.

종자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3%

표 13 종자업체의 향후 내수수출비중 계획․
단위: %

현재상태

유지

수출비중

확대

내수비중

확대
계

목표비율

구성비 30.0 50.0 33.0 20.0 100.0

자료 종자업체 설문조사결과: .

이나 앞으로 수출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된다 종자업체의 가 수출비중을 늘. 50%

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들 업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출비중은 전체 매출의

에 이른다 표33% ( 13).

채소종자의 수출 활성화 방안4.

고품위 품종육성으로 국제화에 대응4.1.

육종 기술의 발전에 따라 품종종자의․
라이프사이클은 단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종자산업은 국내용 종자 자급.

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나 세계화 영향에 따

른 수출 상품의 생산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시장 목표의 품종 개

발과 국제 기준에 합치되는 보증종자의 생

산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제 수준에 합치되.

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품종을 육성하는,

종자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정책 대상,

이 될 것이다 종자선진국이나 다국적 기업.

들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농작물을 개

발하여 실용화 단계에 있다 채소 화훼 등. ,

원예작물에도 첨단기술의 적극적 이용을

통해 육종시간의 단축과 품질의 고급화를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

품종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품종육성을 위

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대상.

작물을 선정하고 각 작물별 특성을 고려하

여 육종목표를 설정한 후 단계적인 투자계

획과 기술개발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채소류의 경우 바이러스저항성 품종개

표 14 원예작물별 우량 품종 육성 목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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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육성 목표

무 복합 재해 저항성 다수성 육종,○

배추 바이러스 저항성 내서성,○

고추 생력기계화 적응 품종 내병성 품종,○ ․
마늘 고품질 다수성 교배육종 품종 저장성, ,○

양파
용도 생식 가공 저장 작형별 내재해( , , ),○

품종

오이
○ 저온 신장성 바이러스 저항성 용도별, ,

우량품종

자료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종합:

발을 목표로 세부 작물별로 구체적인 육성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14).

품종육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육성 여건을 고려한 육성 주체별 품,

목별 역할 분담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 국공립연구.

소는 민간부분이 하기 어려운 육종소재 육,

종방법 및 기술개발 등 기초연구개발과 유

전공학 등 투자가 많고 투자회수기간이 긴,

첨단기술개발 분야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을 민간 부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육종기술력 교육을 담당하고 모

본을 선발하여 민간업체에 공급해야 할 것

이다 품목별로 볼 때 국공립연구소는 상. ,

업적 요소가 낮은 식량작물과 마늘 감자, ,

고구마 등 자식성 작물과 영양번식 작물의

품종개발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채.

소류 가운데 상업성이 높은 대면적 재배품

종이나 수출품종 수입대체 품종개발에 주,

력할 필요가 있다.

채소종자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

체는 결국 민간부문이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육종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기관은 민간 부문의 상업용.

종자 품종육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원하되 잠재적 상업성이 큰 품목임,

에도 현재 경쟁력이 부족한 품목에 한해서

는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다 특히 품종육성의 잠재력을 높이고 육.

종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개인육종가

를 적극 발굴하여 개인육종가의 능력이 극

대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

에 있는 개인육종가지원센터 가칭 와 같은( )

조직을 조속히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원센.

터는 개인육종가에게 육종 관련 정보기․
술 유전자원 등을 제공하고 육채종 시, , ․
설 및 기자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육종가가 개발.

한 품종의 상업화를 위해 개인육종가와 종

자업체간에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리고 이들 육종가들이 상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

이다.

목표시장 지향적 수출전략 수립4.2.

세계 억 인구 중 이상이 아시아60 60%

에 있고 전 세계 채소면적의 를 차지, 68%

할 정도로 아시아인의 채소 소비가 많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이러한 동양채소권

의 중심적 위치에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종자시장의 약 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70%

과 중국이라는 세계적 종자시장이 바로 우

리와 인접해 있다 표 또한 고추 무( 15). , ,

배추 등의 동양채소 품종개발에 필요한 고

도의 육종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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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개발 능력과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종

자수출 확대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년대 후반 종자수출이 시작된 이래1980

많은 성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우리의 유리,

한 수출 여건을 충분히 발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종자산업이 수.

출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우선 수출하기 위한 목표시장부터 설정해

야 할 것이다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의 제 차 목표시장은 동남아시장 특히 중1

국시장을 겨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채소.

소비가 특히 많고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품,

목에 대한 우리나라 육종기술 수준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액 비중은 인도

보다도 낮다 목표시장이 설정되면 목표시.

장에 대한 품목별 생산수급 육종수준, ,․
종자의 수준 필요 품목품종 재배방식, ,․
및 작형 등 제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

요하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품목별로 경쟁력을

분석하여 전략 작목과 수출유망품목 등을

결정한 후 집중 육성해 나아가야 한다 무. ,

배추 고추 등 현재 경쟁력을 확보한 품목,

은 종자업체 중심의 수출전용 품목으로 지

속육성하고 육종기술 면에서 앞서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은 수출유망 품목으

로 지정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육성해 나아

가야 한다 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과감히.

수입할 필요도 있다 수출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서도 전체의 가 경쟁력21.9%

이 없는 품목은 수입하자는 의견이었다 특.

히 수출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종자업체의

경우 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44.8% .

전문가 조사결과 원예종자에 대한 품종

개발 실태를 고려할 때 집중적으로 육성해

야 할 채소 품목으로는 배추 무 고추 수, , ,

박 토마토 등의 순이다 현재 경쟁력은 다, .

소 열세에 있으나 수출 가능성이 큰 작물

로는 양배추 시금치 양파 당근 단고추, , , , ,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멜론 등이다 표, , ( 16).

표 16 종자 수출확대를 위한 집중 육성 품목

표 15 아시아 지역 주요 채소시장

면적 천( ha) 종자사용액 백만달러( ) 종자비 달러( /ha)

중 국 9,230 (64.8) 200.7 (25.8) 21.7 (39.7)

인 도 2,763 (19.4) 74.4 (9.6) 26.9 (49.3)

일 본 475 (3.3) 341.4 (43.9) 718.7 (1,316.3)

방글라데쉬 333 (2.3) 6.5 (0.8) 19.5 (35.7)

인도네시아 611 (4.3) 24.1 (3.1) 39.4 (72.6)

태 국 288 (2.0) 17.2 (2.2) 59.7 (109.3)

베 트 남 210 (1.5) 10.1 (1.3) 48.1 (88.1)

한 국 348 (2.4) 103.8 (13.3) 298.3 (546.3)

계 평균, 14,248 (100.0) 778.2 (100.0) 54.6 (100.0)

주 내는 전체 평균에 대한 비율임: ( ) , .

자료 세미니스코리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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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육성 품목

집중육성품목 배추 무 고추 수박 토마토 오이, , , , ,

수출유망품목 양배추 시금치 양파 당근 단고추, , , , ,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멜론, ,

자료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

이들 품목의 품종개발이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해외 적응도가 높은 품종개발 체제

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현지 수요성향에.

적합한 유전자원의 수집과 활용 육종채, ․
종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수출 가능.

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유전자원 확보가

취약한 품목으로는 양배추 미니토마토 시, ,

금치 등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취.

약한 품목의 유전자원 확보부터 주력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

업의 유전자원을 활용한 품종육성을 추진

할 경우 품종개발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

을 것이다.

종자수출은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의 경영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수출확대를 위해서.

는 수출업체의 경영전략과 마케팅 능력을

배양시키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수출.

업체가 장기적인 사업계획이나 마케팅계획

없이 단기적인 안목으로 수출할 경우 지속

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수출경험의 유무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

지고 전략적 수출마케팅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테면 수출방식의 결정은 수출목.

표 수출시장 수출제품 등과 연계되어 이, , 루

어져야 한다 또한 제품 가격 유통 광고. , , ,

등의 수출마케팅 믹스 정책도 수출제품 수,

출시장 수출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그림 2 수출마케팅관리 체계l

수출목표

수출경쟁력

수출장벽분석

해외진출기회분석

해외시장진출전략

시 제 방

장 품 식

선 선 선

택 택 택

수출마케팅정책

제 상 가 유 촉 광

품 표 격 통 진 고

정 정 정 정 정 정

책 책 책 책 책 책

수출마케팅관리

마 조 마

케 직 케

팅 구 팅

통 조 계

제 획

자료 권영철 세계 경쟁시대의 수출마케팅 규: , ,｢ ｣
장각, 1996.

이러한 수출마케팅 관리체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 와 같다< 2> .

해외시장 조사 강화와 정보망 구축4.3.

수출품목개발 및 수출확대는 해외시장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자수출.

에 활용되고 있는 현재의 해외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며 공개되지 않으므로 활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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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조.

사는 조사목적의 규명 조사계획수립 및 자,

료수집 자료분석 및 결과보고의 과정을 거,

친다 그림 예를 들면 조사목적이 수출( 3).

거래선 발굴이냐 신제품 개발에 관한 것이,

냐에 따라 해외시장 조사범위가 다를 수

있다.

해외시장 조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

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종자산업 관련 주체들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조사된 정보를 상호 공

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시.

장조사를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

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농림부.

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예산을 확보하고 업

계 국공립연구소 학계가 분야별로 구체적, ,

인 정보를 수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11

수집해야 할 내용은 조사 대상국의 종자

관련 통계에서부터 생활습관 제도 법규뿐, ,

만 아니라 필요 농업자재산업 통계에 이르

11 예를 들면 종자협회를 비롯한 종자업계는 목표,

시장의 종자생산유통소비동향과 작물별 기․ ․
호도 및 변화전망 채종가능지 및 채종기술에 대,

한 정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학계는 목표시장.

의 작물별 품종 변천 및 전망 육종기술에 대한,

정보를 담당하고 국공립연구소는 목표시장의 농,

산업 일반 및 무역동향 수출대상 작물의 기술수,

준에 대한 정보 등을 담당할 수 있다.

시장조사비용

결 론:
시장조사보고

시장규모/
가치 및 볼륨

전체시장
세 분 화

제품기술적
표준 규제/

시장 제품/
분석프로필․

시 장 동 향 /
규모 및 세분화

시장조사방법

현장조사데스크 조사

사용될
방 법

조달될
정보원

표 본
추 출

설문지
내 용

면 담
기 술

응답자
프로필

시장조사범위

시장조사
국 가

시장조사
분 야

시장조사
제 품

시장조사목적

조사가 요구되는
마케팅분야

기대되는 시장조사결과와
의사결정 지원

그림 3 해외시장조사절차

자료: A.E. Branch, Elements of Export Marketing and Management , London: Chapman&Hall, 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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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또한.

목표시장별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일본은 무 동남아는 고추 양채, ,

류 미국은 고추 등을 수출 주력작목으로,

하여 이들 자료를 수집해 나아가야 한다.

종자산업은 다양한 작물을 취급하기 때

문에 관련정보가 방대하여 일회성 조사만

으로는 부족하다 수출 대상국의 생산소. ․
비동향 규제 움직임 등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보.

망은 가급적 공신력이 있는 국공립기관간

에 구축될 필요가 있다 정보수집을 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종자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수집된 정보가 국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종자협회가 해외정보 수집과

분산의 매개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이다 종자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하.

여 농림부가 해외시장 조사를 위한 기본계

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지역 조,

사단 구성 소요 예산 등 기초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물론 수집된 정보는 정보 수요.

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화되어D/B

야 한다.

맺음말5
세기는 지식정보를 활용한 하이테크21 ․

산업에서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바이오테

크 산업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종자산.

업이 바로 바이오테크 시대에 적합한 산업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종자가 농업에서 차.

지하는 위상과 종자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

성을 고려할 때 종자산업은 지속적으로 성

장되어야 한다 종자문제에 대한 지원과 관.

심은 특정 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을 넘어

미래의 국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종자산업이 미래의 고부가가치 분야임을

인식하여 다양한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 배추 고추 등 일부, ,

품목의 품종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

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동양권 채소시장의,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종자산업을 수출유

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

은 구비되어 있다 또한 종자산업은 생명공.

학 등 첨단기술의 적용도가 높은 성장산업

이고 투자가 확대되면 고부가가치의 국제,

적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집약적 산업정책을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종자산업을 수출산업

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종자산업이 국제적인 수출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종자산업으로서의 산업적 기반이 확립되

어야 한다 즉 채소종자의 국내소비가 안.

정된 상태에서 종자산업이 협의의 개념인

종자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광의의 산업으,

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품종.

육성의 근간이 되는 유전자원의 확보와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품종육.

성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종자유통이 투,

명하고 우량종자가 유통될 수 있도록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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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호제도 등 종자제도가 정착되어야 한

다 아울러 종자 관련 전후방 산업도 균형.

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

종자산업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종자산

업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별 체질이 강

화되어야 한다 체질강화는 어느 한 주체.

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민간종자업계 대, ,

학 국공립연구소 농업인간의 역할 분담, ,

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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