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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발생한 세계 식량 기는 애그 이션, 수출입 

감소, 교역조건 악화, 련산업 피해, 경제성장 하, 빈곤인구 증가, 

수출 지, 사회 정치 불안  식량폭동 등 세계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걸쳐 많은 악 향을 미쳤다. 특히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곡물시장 불안정성의 향을 직 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과 략을 개발하여 식량안보와 식량자원

을 확보하고 련정책에 한 시사 을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를 악하기 해 해외직 투자

의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들을 상

로 직  해외농업개발정책의 성과를 검하 다. 한, 해외농업개발의 성

공 모델과 진출 략을 수립하기 해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 사례들과 지

역별 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시사 을 제시하 다. 

  이 연구는 실천가능한 해외농업개발 략을 수립하여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에 목 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주

제들을 다루게 될 이 연구보고서는 충분한 정책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가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련 사업에 종사하는 

실무담당자에게 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 연구를 해 많은 도움을 주

신 사료 회, 농 사료, 제분공업 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립식물검역원

( 부지원), (주)선  등 실무담당자들께 감사드린다. 

2010. 10.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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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2장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1. 농림어업 해외직 투자의 실태와 성과

  우리나라의 농림어업 해외직 투자규모는 체 산업의 해외직  투자규

모의 0.2~0.9%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약한 수 이다. 농림어

업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업종은 농업이고, 농업 내에서는 곡물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

면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 투자는 아시아에 집 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는 남미와 북미 순이다.

  외국의 농림어업 해외직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유출 잔액은 체 업종

의 0.08%에 불과한데, 이와 같이 농림어업에 한 해외직 투자가 조한 

이유는 농업 부문에 한 높은 산업 규제, 외국인들에 한 농지 소유권 

제한, 직  경작보다는 후방 산업의 공 망(Supply Chain) 지배를 선호

하는 기업 략 등에 기인한다.  

  해외진출 농식품기업의 경 성과를 분석하기 해 지법인 215개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진출 농식품기업들은 아시아, 북미, 유럽 순으로 

진출하고 있었으며, 평균 업무 경력은 6.3년 수 이었다. 생산물의 매 비

은 지 매가 42.3%, 국내 매가 39.3% 으며, 원료는 지 조달이 

55.7%로 반 이상을 차지하 다. 2009년 농식품 산업의 업이익률은 

-4.1%, 당기순이익률은 -12.9%로 조사되어 업수익성은 매우 열악한 편

이었다. 농식품 산업의 재무건 성과 투자수익도 좋지 않은 상태이다.

  품목별 해외직 투자의 경 성과를 살펴보면, 곡물의 경우 업이익률 

-44.0%, 당기순이익률 -80.6%로 수익성이 매우 열악한 수 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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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진출 기업들의 조한 업이익성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는 크게 우려

할 수 이 아니었다.

  해외진출 농식품기업의 실태를 보면 투자 목 의 경우 지시장진출 37%, 

수출 진 18%, 자원개발 16.2%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 업환경의 경우 지 

업체와의 경쟁 계에 해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업체가 체의 79.1%로 투

자자들은 체 으로 업환경을 정 으로 평가하고 있다. 운 상 애로사

항은 인사  재무 련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농림어업의 경우 재

무와 생산요인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우리나라의 농업에 한 해외직 투자는 식량 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

하 으나 다른 업종에 비하면 여 히 매우 낮은 수 이다. 이는 과거 투자 

실패 경험, 농업의 수익 고 험 사업 특성 등으로 인해 직  농작물을 

경작하는 형태의 사업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농업개

발의 활성화를 해서는 농산물 재배 이외에도 식음료업, 도소매업, 농자

재업 등 농업과 련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

에서의 성공 인 사업 수행을 해서는 각 분야별 역량을 증진하기 한 

로그램의 개발과 지역별 문가의 육성도 필요하다.  농업 부문은 경

제성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국가  요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에 한 극 인 지원이 필요

하다.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들의 해외직 투자 동향과 경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체 해외직 투자에서 차지하는 농식품 기업의 투자 비 은 매우 

으나 역사 으로 꽤 오래되었고 진출분야도 다양하며 타산업과 마찬가지

로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많은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

시아 지역에 집 된 것으로 보아 아시아 농식품 산업에 한 문가 양성

과 기업의 경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잘 제공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2. 해외농업개발정책의 실태와 과제

  우리나라는 로벌 식량 기 이후 안정 인 곡물의 확보를 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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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주도 이고 실수요자 심의 

해외개발을 추진하고 정부는 측면 지원하며, 국제사회와 상생하는 력모

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표는 다른 자원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부족한 식량을 안정 으로 확보하기 한 것이다.

  정부는 2010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액 240억  210억을 융자자 으로 

지원하 으며, 지원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에 이자율 2%이다. 2010년까

지 해외농업개발자 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 18개로 7개 국가에 진출 이

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 이후 해외로 진출한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사업

의 특징은 첫째, 필리핀과 라질을 제외하면 부분 체제 환경제 국가라

는 이다. 국내 농식품기업들은 진출국의 높은 국가  리스크에도 불구하

고 풍부한 노동력과 기후 등 농업여건이 좋고 토지임 료나 노임 등 생산

비가 렴하기 때문에 해외농업개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에서 생산하려는 품목은 주로 콩과 옥수수이며, 셋째, 부분의 진출기

업들은 단독 투자를 선호하 다. 넷째, 국내 반입보다 지 매를 고려하

고 있는 업체들이 많았으며, 다섯째, 유통형보다 국내기업이 지에서 직

 생산하는 생산형의 비 이 매우 높았다. 여섯째, 지에서 당면하는 가

장 큰 애로사항은 농업 련 인 라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

출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지원은 정부의 자 지원이었다.

  최근 3년간  세계해외농업개발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주로 식량

생산을 한 것이며, 주로 아 리카, 동남아시아 등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총 22년간 3단계에 걸쳐 라

질 세라도 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 는데 이는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

는 간 지원을 담당하 으며, 일본의 종합상사는 곡물의 안정 인 수입기

반을 구축하는 등 많은 시사 을 제공하 다. 

  해외농업개발에 해서는 신식민주의로 보는 부정  시각과 새로운 농

업발 의 기회 창출로 보는 정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국제농업투자가 

선진 농업기술이 , 농산물의 품질 향상 등 정 인 효과가 있음에도 지

역주민을 배제시키고 지 법과 권리를 무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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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들은 해외농업투자에 한 국제규범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

실을 인식하기 시작하 다. 그동안 World Bank, FAO 등의 국제기구와 해

외농업투자에 심이 있는 여러 국가들을 심으로 책임감 있는 국제농업투

자를 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해 논의해 왔다. 이들이 제시한 해외농업개

발에 한 가이드라인에는 토지  자원의 권리 존 , 투명성과 책임감, 사회 

 환경의 지속성 등이 포함된다. 책임 있는 해외농업개발투자를 진하기 

해서는 투자국과 투자 상국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국제원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진한 해외직 투자 확 를 하여 외국

직 투자(FDI)를 확 하고 있으며 투자국과 피투자국이 상호 win-win하는 

략을 강조하는 한편, 국내외 이해 계자들 간의 합의도출, 정수 의 투

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도 이미 책임 있

는 해외농업개발투자의 진을 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고 재 이와 

련하여 계 부처 간 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어 공사의 해외농업 력개발 지원센터에서 해외농업개발

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총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보단계에 있어 지

역별, 품목별, 유형별로 구체 인 지원 서비스를 하기 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와 문가를 활용해야 한다. 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해서는 

은퇴한 문가를 활용하고 해외농업개발에 심 있는 학생을 상으로 인

턴쉽 로그램을 운 해야 한다. 효과 인 기술 지원을 해서는 “해외농

업개발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여 련 기술지원에 한 략을 도출해야 

한다.  해외농업개발 정보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해 재 다기화 되어 

있는 해외농업개발 련 기 들의 정보 시스템을 효과 으로 연계하기 

해 “해외농업개발 정보체계(가칭)”을 구축해야 한다. 해외농업 진출국가의 

농산물 수출 제한에 한 외교 인 응과 지원도 필요하다. 한 에 지·

자원 력과 농업 력을 종합 패키지화하여 종합패키지로 진출하는 략

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정 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해 

정부 자 은 물론 민간 재원의 조달방안도 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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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어업부문 공 개발원조(ODA)의 실태와 과제

  우리나라 국제개발 력사업은 양자 간 력과 다자간 력으로 이루어진

다. ODA 사업은 국무총리실에서 사업 총   사업간 연계, 그리고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의 공 개발원조(ODA) 총 규모는 

1조 860억 원에 달했고, 2000년  반 이후는 무상원조 심의 양자 간 

력자 이 증 하여 2007년 재 총 ODA에서 양자 력자 의 비 이 70%

를 상회하고 있다. ODA 지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승인액 기 으로 ODA 

체에서 농림수산업의 비 은 2000년 1.0%에서 2007년 10.2%로 등하

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을 심으로 아 리카, 남미 순으로 양자 

간 력자 이 배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개발 력을 확 하고 있으

며, 국제농업개발 력사업의 규모는 2010년 42억 원으로 2008년 18억 원, 

2009년 28억 원에 비해 상당히 증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농업개발

력의 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많은 자 이 소요되는 농업 인 라 

조성 사업의 경우 외교통상부나 수출입은행의 자 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무 부분은 한국국제 력단(KOICA)과 한국농 경제연구원(KREI)에서 담

당하고 있다.  다양한 기 이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국제개

발 력에 한 정보를 교류하고 사업 조정을 통한 운 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2010년 3월 ‘ 로벌농림수산 력추진 의회’를 구성하 다.

  농림어업부문 공 개발원조의 문제 은 농업분야 국제 력사업 수행기

 사이의 조체계와 해외농업개발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농림

수산식품부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 이를 해외농업개발과 연계시켜 국

익을 제고하기 해서는 기  간의 사업과 자 을 연계하는 종합 지원시

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재의 산 규모로는 효과 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해당 분야 내의 흩어진 업

무를 통합·조정하는 ‘ 로벌농림수산 력추진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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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과 진출 략

1. 해외농업개발의 유형

  해외농업개발은 진출하는 지역, 취 하는 품목, 투자 방식 등에 따라 매

우 다양하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을 수립하기 해서는 다양

한  유형별로 합한 진출 략을 도출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

도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을 개발하기 해서는 먼  지역별, 품목별 유

형별 로벌가치체계를 분석하고 련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악한 후 

비교우  분야를 확인하고 해당산업의 SWOT 분석을 한 후 벤치마킹 기

업을 분석하여 진출 략을 수립하고 체 로벌 가치체계 하에서 해당 

품목과 지역에 합한 진출 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로벌 가치사슬체계에서 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는 생산자 주도형, 

구매자 주도형, 지원그룹 주도형, 통합 모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투

자방식, 생산요소의 이 방식, 추진주체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 정부는 단순히 민간 심의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기보다

는 공공부문과 민간이 력하는 공익형 해외농업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민

간형과 공익형은 각각 장단 이 있으나 농업개발이 갖는 여러 자원 외교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공공부문과 민간이 력하는 체제로 해외에 진출하

는 것이 보다 효과 인 방식이 될 수 있다. 

2. 지역별 해외농업개발 추진 략

  로벌 가치체계분석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진출 략을 개발하는 과정

을 살펴보면, 먼  우크라이나 곡물의 생산, 수송, 교역의 과정을 따라가면

서 각자 다른 투자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를 들면 생산단계 투자, 산

지 엘리베이터에 투자, 강변 엘리베이터에 투자, 항구 엘리베이터에 투자 

등 4가지의 투자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 단계별로 비용, 유통단계

별 부가가치 등을 분석한 결과 , 옥수수, 두 공히 항만 엘리베이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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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산출되므로 항만 엘리베이터에 투자하는 것

이 바람직한 투자 략이 된다. 

  일반 으로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 수립의 구성요소로는 경쟁우 를 가

져올 수 있는 경 자원 확보 여부(핵심역량 악), 생산입지 는 생산시설

의 배치(생산입지 선정), 진입시장의 선택(진입시장 선택), 진입방법의 선

택(진입방법 선택), 지법인에 한 통제와 리  조정 방안(통제와 

리) 등을 들고 있다.  

  상기 해외진출 략요소를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농업개발 진출 략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곡물무역의 가치사슬의 각 역 

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하여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략의 개발과 

단계  투자확 계획을 수립한다. 를 들면 로벌 가치사슬분석에 따라 항

만 엘리베이터에 투자를 우선 으로 고려하는 것과 같은 투자 략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주요 수출항구 인근에 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지역

의 개가 가능한 유휴지  수 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Idle lands)의 

확보와 이용에 을 맞춘 근 략을 수립한다. 셋째, 우크라이나 국민

(고려인 포함)의 고용과 소득기회 창출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의 심

사를 해결한다. 넷째, 우크라이나 정부( 앙  지방 정부)와 국제투자기

(EBRD, IFC)과의 제휴 내지 력진출체제를 모색한다. 다섯째,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공 원조사업자 (KOICA, EDCF)과 우크라이나 

농업개발투자사업과 극 으로 연계하여 우크라이나 농업개발사업의 연착

륙(Soft landing)을 유도한다.

  우크라이나 곡물생산부문에 한 참여는 규모 농지확보가 필요조건이

므로 ·배수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조성투자를 조건으로 하여 우크라이나 

정부( 앙  지방)와의 투자 상농지 확보 상이 필요하다. 유휴농지 

는 수 으로 이용되고 있는 민간소유농지를 임 시장에서 량으로 확

보하는 것은 시간과 추가 인 교섭비용이 소요된다. 정부소유농지에 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한국농업투자의 효과성을 확인시킨 후, 단계 으로 농

장을 확 하는 략을 선택하는 것이 실 인 방안이다. 해외농업 진출 

사업은 사 으로 공기업(한국농어 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과  민간 기



x

업에 의한 국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사업추진방식에 한 략 수립이 

필수 이다. 

  남미( 라질, 아르헨티나) 농업개발 투자 략으로서는 첫째, 렴한 생

산비와 곡물수입선의 다변화 측면에서 라질, 아르헨티나에 한 농업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라질은 농지가 풍부하고 상

으로 지가가 렴하여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통 으로 곡물메이 가 유통과 물류를 잡고 있어 

생산된 곡물의 국내 반입 등이 어려우며 다른 기업들의 신규 진입이 어렵

다. 한 물류기반 낙후되어 취약한 것이 곡물 사업 진출에 어려움으로 작

용한다. 그러나 곡물메이 가 강세인 이 지역에 이미 일본이 진입하여 자리

를 잡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충분한 가능성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농업개발 진입에 투자방식, 장단기, 추진주체, 통제 리 주체 등 여러 

수단들을 략 으로 고려하고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 으로는 기

존 시스템(곡물메이  기반으로 조성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유통형으로 

근하고 장기 으로 생산 분야에 진출하는 단계  근이 필요하다. 라질

은 경작지가 확장되고 있어 생산기반(경작지)과 련된 기회가 상 으로 

많다. 그러나 유통에 한 고려가 없이 생산형 만으로 진출하는 것은 험하

다. 아르헨티나는 곡물 메이 의 유통분야 장악정도가 라질 보다는 약하고, 

아르헨티나 지 기업농들과 략  제휴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장기 으로는 독자 인 해외농업개발체제를 구축하기 한 마스터

랜이 필요하다. 독자 인 추진 체제를 구축하기 해서는 련 자 이 

많이 소요되며, 가치사슬의  단계에 한 통제  리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해서는 투자방식은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로, 추진 주체는 민간

과 공공이 함께하는 공동형으로, 그리고 통제 리 주체는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통합형으로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젠노 

경우처럼, 규모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략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단, 사업운 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컨소시엄 형

태로 합작한 형태의 유통회사가 필요하다. 

  러시아(연해주) 농업개발 투자 략으로서는 첫째, 러시아의 연해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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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해외농업개발의 가능성을 지닌 지역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

질이 우수하고, 우리나라와 가까워 수송비 부담이 은 장 을 지니고 있

다. 입지 으로 향후 통일 후 우리나라의 식량기지 역할을 하기 한 유리

한 치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연해주는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걸림이 되

는 약 과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 추운 기후와 소한 지역시장, 그

리고 해상운송시설의 미흡 등 사회간 자본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러시아 

정부의  수출규제 등으로 해외농업개발의 실제 실효성이 낮은 수 이다. 

  둘째, 지역의 해외농업개발 투자 략은 무엇보다 정부의 략  외교가 

필요하다. 법  제도  권리보장에 한 양국의 외교  의가 필요하고 

사회간 자본시설에 한 투자  지원에 따른 조건부 근(식량안보 는 

물류 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동아시아 곡물수요 증  등 지역의 경제  기회를 활용하는 략 

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에서 가축 조사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유기농 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연해주에 진출하는 해외농업

개발 회사로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조사료에 한 세 혜택 등을 략 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  특성과 로벌 가치체계를 고려하는 

략  투자가 필요하다. 리스크 분산을 하여 단독 투자보다는 합작투자 

방식이 필요하고 생산요소의 이 방식은 생산기반(경작지)이 풍부한 을 

이용한 농장형과 유통시설의 부족한 을 감안한 유통형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형 근이 필요하다. 즉 가치사슬의 구간마다 존재하는 리스크를 리

하는 통합모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통합형은 상 으로 자본 이 많

이 소요되는 을 감안해야 한다. 추진주체는 상 으로 험에 한 감

수능력이 큰 공공부문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캄보디아) 농업개발 투자 략은 첫째, 캄보디아는 베트남이

나 태국 등에 비해 토질이 우수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해외농업투자에 

해 매우 우호 이므로 투자 상지로서 합한 장 을 지니고 있다. 국유지

의 장기임 (최  99년, 갱신가능)가 가능하고, 단순한 기술 도입(볏짚 멀

칭재배기술의 도입 등)만으로도 생산성이 매우 높아진다. 캄보디아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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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도입되는 옥수수는 국내산에 비해 생산비에 있어 경쟁력이 있고, 미국

산에 비해서도 양과 품질, 그리고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은 개발 기에 농업생산기반

사업에 막 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

렵다. 투자한 자본의 회임기간이 장기화되다보니 민간기업의 진출이 어

려운 구조이다. 농업 투입재  도로 등 물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공무

원의 부패 등 국가  험도(country risk)도 존재한다. 둘째, 생산요소 이

방식은 농장형과 유통형의 장 을 모두 고려한 통합형의 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형 근은 막 한 투자비요이 소요되므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

담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토지개발방법과 이용권 확보 등의 문제에 한 

지정부와의 상력이 높고, 개도국원조사업(ODA)과 연계하여 개발자  

동원력과 해외원조사업과의 시 지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해

외농업개발 진출 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별화된 략  근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농지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부

문은 공기업이 확보한 농경지의 이용권을 분양받아서 농업경 활동을 수

행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이 자기자본으

로 매입 는 임 한 농경지에 해서는 수익성 주의 자유로운 경  작

목 선택을 보장하되, 공기업이 확보한 농지를 분양받아 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목 에 필요한 식량작물( , 옥수수, 콩 등)을 재배하

고 매처 선택에 한 조건부 이용권을 양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넷

째, 가치사슬 통제 리 주체는 구매자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 생산자들과의 계약 계(계약재배)를 맺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국내 도입 시 운송비 등을 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물

량이 안정 으로 확보되어야 국 등 시장상황에 극 응하는 것이 가능

하다.  

  한편 곡물 운송은 부분 5만 5,000톤  용량 벌크선으로 국내에 도입

되는 반면, 국내 항구의 싸이로 장시설은 부족하고, 곡물 수입업체의 곡

물 장능력도 한계가 있어 보통 1개월 정도 사용할 곡물을 매월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시설의 부재는  상황 발생 시 수 조 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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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있어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곡물 유통체계와 거래방식을 고려할 때, 국

제 곡물 가격 변동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막이 재로선 무한 실

정이어서 식량안보 확보와 해외농업개발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농업개발은 경제성 확보가 건이다. 경제  측면에서 보면 성공

인 해외농업개발은 재 수입되는 곡물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주요 곡물 메이  업체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우 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해외농업개발의 가장 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하지

만 해외농업개발은 막 한 자본이 요구되는 장치산업이므로 공공부분과 

연계한 투자 략과 유통(Post Harvest) 략인 지 사일로  유통망 투자

를 통해 기 투자의 험성을 이고, 상치 못한 수 불균형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도록 농업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 우리나라 곡물수입의 요한 자료  정보가 교역 장에서 련 

수입기 들의 내부 자료로 취 되어 정부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실

인 련 정책 수립에 제한이 따른다. 곡물의 수   련 정보는 정부 차

원에서 직  조사를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고 유 기 과의 긴 한 력 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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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ccess Model and Strategies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Recently world grain prices have rapidly soared. This brought about sig-
nificant influences on global economy causing ‘agflation’ phenomenon which 
describes inflation led by rises in agricultural commodity prices. One of rea-
son for the agflation was the increase of grain demand for bio-fuel. World 
grain market is also unstabilized by uncertain changes in weather and 
productions. The instability is possibly intensified by speculative grain ma-
jors which is multinational grain traders. The grain majors such as Cargill, 
Bunge, ADM are dealing with 80% of the global grain trade. Because of 
high dependency on grain import, Korea is directly exposed to the un-
certainty in the world grain market. Korea is the forth largest food import 
country with 14 million tons of grains a year. Thereby Korea has low grain 
self-sufficiency rate(only 27%).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to Korean food se-
curity policy through developing a new food security index and recogniz-
ing threatening elements in world food supply and importance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The new food security index is composed of three sectors such as glob-
al, domestic and household sectors considering comprehensive concept of 
recent food security. Each sector has 2 sub-categories and each category 
has also several indicators with total 21 indicators. The result of calculating 
the new total food security index shows that the level of Korean food se-
curity in 2009 is 53.3 out of 100. This is relatively low due to low self 
sufficiency, low stock rate, continually decreased arable land, and relatively 
less effectiv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despite its growing 
magnitude. A low food security at a household level was also one of 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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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to the low food security level. In addition, the new food security in-
dex's trend of past 10 years also well represents food crises of 2007-2008.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SDA, FAPRI, OECD-FAO fore-
cast that grains prices will be increased. Due to the policies of expanding 
ethanol use global ethanol produc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by more than 
110% by 2019 and to reach some 159 bnl. Because of increasing mandates 
and consumption incentives, global biodiesel production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to almost 41 bnl by 2019 far above the average 2007～09 level. 
Thereby in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crop prices and the imbalance be-
tween supply and demand are highly expected. 
  Grain majors such as Cargill, Bunge, ADM are significantly influential 
on Korean grain import. Almost 60% of Korean grain import is covered 
by the grain majors. However, when the international grain prices are high-
ly increased, dependency on Japanese companies was also increased.  
Thereby it is expected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grain majors and 
Japanese companies in Korea's grain market will be intensified as world 
price rises changing Korea's grains market structure into more oligopolized. 
  Meanwhile, Korea's grain import-to-distribution structure is vulnerable to 
negative effects caused by instability of world grain market. One of reasons 
is that Korea's grain import countries are very limited to a few countries 
such as US, Canada, Brazil, China, Australia. Moreover, because the ex-
port-infrastructure of some countries which can export their overproduced 
grains is not well established, the diversification strategy for grain import 
is not effective that much. Korea's principal grain import strategy, C&F 
Flat transaction, is also very weak to uncertainty. It is a simple way of 
buying crops, choosing lowest price in a public open tender. Because the 
price is accepted as granted and only lowest price is chosen, it is not effec-
tive in managing risk from world market. In addition, the capability of 
managing grain stock through grain storage facilities at Korean major har-
bors is still questioned. A strategic stock management to mitigate the im-
pact of food crises and emergency is not well developed. 
  Considering situations related with Korea's food security some im-
plications for policy making are suggested as follows; 1) make full use of 
basis transactions in the global market, 2) develop professionals and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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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ts in the field of futures trading, 3) establish domestic grain import-to 
-distribution strategy against food crises and emergency, 4) improve eco-
nomic profitability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5) build up in-
formation system for th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6) share 
useful informations and data about th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between the participating companies and government. 

Researchers: Yong-taek Kim and Urim Cho
E-mail address: yong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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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2007년과 2008년에 발생한 로벌 식량 기 이후에 국제 으로 식량수

입국을 심으로 식량안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식량

자원 확보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2008년부터 국, 일본, 동국가

(GCC)들이 서로 경쟁 으로 해외식량농지를 확보하는 경쟁을 벌리고 있

다. 이들 국가들은 특히 아 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지를 확보하기 

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2008년에만 해외농지확보 사례가 100건 이

상이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해외농지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자 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한 책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 정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따

라서 해외농업개발정책을 하여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2008. 6)을 수

립한 이후 2009년부터 농식품부 농림사업으로 해외농업 개발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기업들의 해외

농업개발을 지원하기 하여 매년 240억 원씩을 지원할 정이며, 2010년 

10월 재 11개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 다. 재 해외농업개발의 목표는 

해외농업개발을 통하여 2018년까지 곡물수입수요량의 10%를 확보하는 것

이다. 

  이 게 우리나라도 해외농업개발을 정책 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었



2  서 론

지만,  세계 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에 하여 경쟁이 확산되는 시

에 해외농업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이를 보다 효율 으로 운

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 이다. 무엇보다도 해외농업개발 10개

년 계획 이후에 이루어진 해외농업개발의 추진 실태를 검·평가하고 필

요한 보완 책을 마련하고 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농

업개발 10개년계획 수립 이후에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진 이 

있었으나 재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략을 수립하고, 추가 으로 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별로 해외농업개발의 효율 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를 들면, 해외농업개발 련 정책과제로 최근 정부 일각에서 제기한 

국제곡물회사 육성과 련하여 해외농업개발 추진주체에 한 재검토 논

의를 들 수 있다. 그동안 민간 주도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농업개발 추진주체를 행 민간 주도, 정부 측면 지

원에서 공기업으로 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 배경에는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들의 실패요인에 한 근본 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농업개발이 추진되고, 재 소규모의 사업지원으로는 

해외농업개발 투자기업들의 성공이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한 국제 으로 해외농지확보 경쟁이 확산되면서 해외농지확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세계은행이나 FAO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해외

농지확보와 련하여 국제규범(Code of Conducts for Foreign Land 

Investment)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국제 으로 해외농지구입을 크게 신

식민주의(Neo-Imperialism)와 농지착취(Land Grab)로는 보는 부정  시각

과 새로운 기회의 창출(New Development opportunity) 는 국가 간의 상

생(Win-Win) 략으로 보는 정  시각이 공존한다. 국제 으로 해외농

업개발 정책을 시행하는 우리나라에 한 비  시각도 존재하고 있으므

로 이런 국제규범 제정에 보다 극 으로 처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

 지어 해외농업개발정책을 일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투자가 투자 상국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투자 상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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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간의 계를 발 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해진 단계인 것이다.

  지난 로벌 식량 기를 계기로  세계 으로 각국들은 자국의 식량안

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에 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 으로 식량안보의 개념이 국가 

식량과 공  심의 개념에서 가계, 수요, 식품안 , 소비자 신뢰까지를 고

려하는 포 인 개념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포 인 식량안보개

념을 정책에 반 하기로 하면서 포  식량안보(식품안보)가 해외농업개

발정책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악할 필요가 있다. 국 Defra의 식량

안보 개념은 3A(Availability, Accessability, Affordability)를 고려하면서 과

거 국가와 공 심의 식량안보 개념이 가계, 수요, 산업, 식품안 과 신뢰

를 포 하는 개념으로 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농업개발이 안정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기 하여 본격 

시행되었지만, 농업의 국제화 차원에서 보면 해외농업개발은 국내 농식품

기업이나 축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산업의 로벌가

치체계(Global Value Chain, GVC)가 재편됨에 따라 국내 농식품의 련 

산업들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내 농식품산업

의 국제화 략이 필요해졌다. 최근 농식품산업의 로벌 가치체계의 변

화를 보면 과거 선진국 심의 다국 기업들 비 이 어들고 개도국들의 

농식품기업의 비 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농식품기업들의 해외투자도 보

다 본격 으로 확 할 필요가 생겼다. 농식품산업 로벌가치체계에서는 

생산의 비 보다 후방산업의 비 이 높아짐에 따라 상 으로 국제경

쟁력을 갖춘 국내 후방산업들의 해외투자가 보다 확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국내외 여건변화  과거 우리의 해외농업개발경험을 비추어 볼 

때 재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추진에 있어 가장 시 한 과제는 무엇보

다도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의 개발과 이를 한 명확한 략 수립이다. 

특히 국제곡물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식량안보에 한 고려와 해외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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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개발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여 히 과거 해외농업개발의 실패

사례나 국내식량자 률 제고만을 강조하면서 해외농업개발을 지나치게 비

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런 비  시각의 배경에는 해외농업개발사

업이 매우 어렵고 한 과거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데 있다. 따라서 그 어

느 때보다 국내외 여건이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해야 할 당 성을 갖고 있는

지를 재확인하고 과연 해외농업개발이 성공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

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단계이다. 즉 해외농업개발의 당 성과 해외농

업개발의 성공모델을 제시할 시기가 된 것이다. 

  비농업부문의 해외진출 사례나 과거 해외농업개발의 경험을 살펴볼 때 

분명 해외농업개발투자는 장기간·고 험· 수익률의 사업이지만, 최근 

로벌 식량수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해외농업개발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

다. 해외농업개발투자이 과거와는 달리 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

업으로 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으로 해외농업개발 투자가 성공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명확

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표 설정, 핵심 사업을 통한 체계 인 확장, 련 

조직과 시스템의 일 인 유지·운 이 필요하다. 한 해외농업개발투자

의 략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성공모델을 확립하기 해서는 시장 환

경과 핵심 경쟁우 요인을 분석한 후 명확한 략목표와 사업 성공모델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해외농업개발투자와 련된 조직과 역

할, 련시스템, 지원체계( 문 인력 양성 등)도 일 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수요자 요건에 합한 략과 지원체계의 수립, 산업

 기반과 경제성 기반을 심으로 한 추진, 유통 구조 측면에서의 체계

인 근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과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보다 실천가능한 해외농업개

발 략이 수립될 것이고 비로서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을 개발·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주제들을 다루게 될 이 연구보고서는 

충분한 정책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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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 은 식량안보와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해서 

필요한 해외농업개발의 략을 수립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함에 있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세부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의 실태, 둘째,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의 경 성과 분석, 셋째, 농

림어업 공 개발원조의 실태와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형별 해외농업

개발 성공모델 개발이다.

3. 선행연구 검토

3.1. 해외직접투자(FDI)와 관련된 선행연구

  해외직 투자에 한 선행연구는 매우 범 하며 부분의 선행연구들

은 해외직 투자의 원인 규명과 효과 분석에 을 맞추고 있다. 해외직

투자의 원인은 (1) 문 인 생산기술과 문경 기술을 이용하기 하여

(수평  통합), (2)필요한 해외원자재 개발  해외시장에 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하여(수직  통합), (3)수입 세  기타 무역 제한을 피하고 

생산보조 을 받기 하여, (4)해외과 시장에 진입하기 하여, (5)해외기

업을 매입하여 앞으로의 경쟁을 회피하기 하여, (6)자 조달 능력 등으

로 요약된다. 해외직 투자가 투자국과 유치국에 미치는 효과는 투자국과 

유치국의 경우 자본과 노동 같은 생산요소의 상  분배율이 어떻게 변하

는지, 한 고용수 과 국제수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측함으로써 악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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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계 FDI 동향을 잘 정리한 보고서는 UNCTAD의 세계투자보고

서(World Investment Report, 2009)로  세계 FDI는 세계 융 기로 인하

여 2007년의 1조 9,790억 달러에서 2008년의 1조 6,970억 달러로 14% 감

소하 음을 악하 고 2009년의 FDI 동향을 망하 으며, FDI 감소의 

구조  원인 규명, 세계 융 기의 FDI 향, 지역  FDI 추세 등을 

조사하 다.

  농식품 분야의 해외직 투자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 이유는 체 FDI에서 농식품 FDI가 차지하는 비 이 매우 고, 농식

품 련 FDI 자료의 획득이 제한되어 있는 다국 기업에 의해서 FDI가 주

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007년 재  세계 농식품 FDI Stock

은 320억 달러로 체 FDI Stock의 2% 수 에 지나지 않는다. 농식품 FDI

를 다룬 주요 논문으로는 Paul Riethmuller(1992), Yulin Ning and Michael R. 

Reed(1995), J.C. Bunhan and J.E. Epperson(1998), Peter D. Goldsmith and 

Thomas L. Sporleder(1998), Munisamy Gopinath(2000) Peter Walkerhorst(2001), 

Csaba Jansik(2004), W.H. Furtan and J.J. Holzman(2004), Elibariki Msuya(2007), 

Lucie Weissleder(2009), Patrick E. McNelis(2009) 등을 들 수 있다. 이 논문

들은 특정 국가(일본, 미국, 유럽 등)의 농식품 FDI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

하 는데, 최근 농식품 FDI가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종 의 효율성 추구

(efficiency seeking)나 시장 추구(market-seeking)와는 다르게 식량안보나 

재정수익의 확보를 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2009년 UNCTAD는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를 발간하

면서 최근 농식품 FDI에 한 이론과 추세를 정리하 다. 이 보고서는 최

근 농식품 FDI의 추세로 (1)직 생산보다 후방산업에 참여하는 비 이 

높아지고 있고, (2)직 생산보다 계약생산의 비 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3)

체 농식품 FDI , 오세아니아, 남미 국가들의 FDI 비 이 증가하여 

남-남(South-South) 투자의 비 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4)개도국들의 농식

품 다국 기업도 규모화되고 있으며, (5)바이오 연료 확보를 하여 해외 

농지를 확보하는 경쟁이 증가하고 있는 등의 내용을 정리‧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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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

  해외농업개발에 한 국내 선행연구는 국제곡물수 구조가 공 심에

서 수요 심으로 환하면서 향후 국제곡물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을 것이

며 량 곡물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을 추

진해야 함을 강조하 다. 고재모(1996)는 불안한 국제곡물시장과 우리나라 

곡물 자 률의 감소에 응하여 해외시장에서 곡물의 안정 인 확보가 필

요함을 제기하며, 민간 주도방식으로 해외식량자원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

다. 유병규(2001)는 ‘지자체 지원형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해 분석하

는데, 경상북도가 지원한 민간기업의 국 내 시범농장 사례를 고찰하

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한 정책  수단 강구, 소규모 시범  투자 등

과 같은 단계  추진, 철 한 사 조사, 투자 해당국에 한 철 한 사 정

보 악, 지자체 간의 상호 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 다. 김용택 외

(2007)는 식량자 률 하락추세와 최근 국제 곡물가격 등사태하에서 식

량자원을 보다 안정 으로 확보하기 한 곡물의 안정 인 수입방안  해

외농업개발투자 방안 등을 제시하 다. 해외농업개발은 식량안보 이외에

도 한국 농업의 세계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국내농업구조조정에 

기여, 해외 거주 한인의 지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효과

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 충격을 흡수하여 곡물의 간  비축효과, 국제규모

의 농기업 육성, 농업의 후방 산업의 발 ,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등

이다. 해외농업개발정책의 방향으로는 1) 략 품목의 해외 확보 기본계획 

수립, 2)경쟁력 제고를 한 련 공기업  민간기업의 역량 확충, 3)국내

에서 핵심 역량을 갖춘 농업인의 해외진출 유도, 4)국내로 수입되는 농산

물에 한 철 한 품질  안 리 등을 제안하 다. 김용택(2008)은 국

제곡물 시장의 특성과 한국 농업의 개방화 등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과 한

국 농업의 효과  해외 진출을 한 장기 략  실천방안을 제시하

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이 실패한 원인으로는 사  타당성 

검토의 미비, 해외개발 농장에 한 문 경 인  진출 상국의 농업생

산, 유통, 제도 등에 한 분야별 문가 확보 실패, 생산된 농산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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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족, 국제 곡물가의 안정화에 따른 해외개발 수입 유인의 약화, 해외 

농산물의 반입 제약 등을 제시하 다. 해외농업개발의 개선방향으로는 민

간부분이 해외농업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부의 각 부처는 유기 인 

조하에 범정부  해외농업개발 담 추진 기구를 확립할 것을 제시하

다. 그리고 민간 기업에 한 융  세제지원, 정보지원, 기술지원, 경  

 법률 자문 지원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 다. 이정환 외(2008)

는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자연조건과 에 지시스템으로 연결되면서 

국제곡물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하는 동이 빈번히 나타날 가능성을 망

하며, 해외농업개발은 해외 산지로부터 국내까지의 물류라인을 확보하는 

데 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 다. 국내비축 등 험 리 장치를 확립하

고 국제곡물시장과 에 지시장을 연계시킨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안

으로 제시하 다. 허 장 외(2008)는 옥수수, 두, 에 한 상 해외농

업 진출 가능지역을 검토하고, 지역 분석으로 우크라이나와 연해주 지역을 

상으로 한 해외농업개발을 세부 으로 분석하 다.  김용택(2010)은 

해외농업개발의 실태를 분석하고 재 제기되는 해외농업개발의 과제를 

정리하 는데, 해외농업개발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세계 식량

기, 세계 융 기, UN의 MDG 선언, 바이오연료생산 등을 선정하고 해외

농업개발의 과제와 성공모델의 수립을 해서는 로벌식품가치체계에 

한 깊은 이해와 추가 인 조사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 다.

  해외농업개발에 한 해외 선행연구는 주로 곡물수입국을 식량안보 측

면에서 는 민간 투자 문회사가 최근 아 리카나 아시아 등의 농지를 

극 확보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농지확보가 투자유치국(주로 개

발도상국) 입장에서 바람직한지 여부를 검토하 으며 국제기구가 합의해

야 할 국제규범기 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Tran Hao Hung 

(2006), David Hallam(2009), Khadijat Azeez 외(2009), FAO(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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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행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해외직 투자, 해외농업개발과 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국제곡물수

구조가 공  심에서 수요 심으로 환되면서 향후 국제곡물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며 가격 변동성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망하고 있

다. 국제곡물시장구조의 환과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로벌 식량 기

와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의 경험으로 식량수입국을 심으로 식량안보

에 한 우려가 심화되었고, 이에 한 비책으로 해외농지 확보에 한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국제투자회사나 다국 기업, 일부 선진국들

의 민간종합상사들도 수익확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해외농지 확보  

해외농업개발 참여를 확 하고 있다. 이런 해외농지확보 경쟁 추세에 해

서는 국제 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국제규범 제정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향을  것이며 이에 한 비가 필요하다. 

국제 으로 해외농업투자의 추세가 변하고 있으며 로벌 식품가치체계에 

따르면 직  생산에 한 투자 확 보다는 후방산업에 한 투자 확 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량 

곡물수입국으로서 해외농업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정책 사업으로 해외

농업개발을 시행하기 시작하 지만 아직 기 단계로 고 험, 장기간, 

수익의 특징을 지닌 해외농업개발사업을 극복할 만한 자 의 규모화, 해외

농업개발의 경험이나 문지식의 축 , 효율 인 지원체계 확립 등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농업부문의 경험이나 과거 해외농업개발의 성과

를 비추어 볼 때 해외농업개발의 성공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를 극복

하기 해서는 해외농업개발의 유형별, 지역별, 품목별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하여 조직, 기구, 지원체계 등을 일 되게 정비하여 유형

별 성공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 으로 확 된 식량안보개념에서 해

외농업개발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해외농업개발 투자기업의 실태와 경

성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해외농업개발의 유형별 략을 수립하고 마지막

으로 유형별 해외농업개발 성공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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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

(2/3차 년도)｣의 세부과제인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과 략｣으로 총 4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

제, 제3장은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과 진출 략, 제4장은 결론  정책

 시사 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농림어업 해외직 투자의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 고, 해외

농업개발 진출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해외농업개발정책의 

성과를 분석하 다. 한 농림어업부문 공 개발원조(ODA)의 실태와 과

제에 한 분석  시사 을 제시하 다. 

  제3장에서는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을 살펴보고, 지역별 로벌 가치

사슬을 분석한다. 한, GVC 체계 하에서의 품목별 생산비, 수익  부가

가치를 분석하여 해외농업개발의 성공요인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 로 몇 가지 정책  시사

을 제시한다. 

5. 연구 범

  해외농업개발은 상은  세계이고  진출할 수 있는 품목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연구 범 를 한정하는 것이 요하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자 률이 매우 낮아 식량안보의 우려가 매우 높은 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들의 공 선을 확보하기 하여 해외로 진출할 지역에 

한 연구를 시행하는 방식을 택한다. 즉 이 연구의 상지역(공간  범 )

을 선정하기 한 방안으로는 먼  품목을 선정한 후 품목별로 해외의 

합한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지역을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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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하고 다음으로 품목을 선정하면 그 범 가 지나치게 넓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재 , 옥수수, 콩의 자 률은 각각 0.4%, 0.9%, 7.1%에 지나

지 않으나, 이들 3개 곡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액은 50억불에 이르고 있

다. 따라서 연구 상 품목으로는 자 률은 낮으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은 곡물인 , 콩, 옥수수를 선정하 다. 한 , 옥수수, 콩의 

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먼  은 서호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를 

선정하 으며, 옥수수는 남미, 동남아시아(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연해주), 동북 3성  남미와 동남아시아(캄보디아)를 선택하 다. 

콩은 러시아(연해주), 동북 3성, 남미( 라질, 아르헨티나), 앙아시아(우

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연해주), 남미( 라질, 아

르헨티나)를 선정하 다.

  본 연구는 총 3년에 걸치는 연구사업으로 2차 년도에 해당하는 연구 사

업이다. 1차년도(2009년)에서는 해외농업개발의 범   목 을 설정하

고, 해외농업개발수입과 련된 국제규범을 정리하 으며,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과정을 살펴보고 해외농업개발정책에 한 평가를 시행하 다. 한 

향후 해외농업개발 과제를 설정하 으며, 해외농업 진출지역으로 캄보디

아, 미얀마, 몽골, 연해주에 한 지역 연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2차년

도(2010) 연구에서는 유형별 해외농업개발 략을 수립하고, 유형별 해외

농업개발사업의 성공모델을 개발하며, 해외농업개발을 한 진출지역으로

서 동남아시아(캄보디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연해주), 남미( 라질, 아르

헨티나)을 설정하고 이들 지역에 한 조사 연구를 시행한다. 2011년에 있

을 3차년도 연구에서는 수립된 유형별 해외농업개발 략을 사례 연구를 

통하여 검해 보며, 개발된 유형별 해외농업개발사업 성공모델을 지 사

례 연구와 결부시켜 가능성 여부를 검증할 정이다. 최종 3차년도의 연구

는 총  종합 정리하는 연구가 될 것이며, 1차·2차 년도에 있었던 지역 연

구들을 종합하며, 보완 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 조사 연구하여 지역 연

구의 종합편을 정리할 정이다(<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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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차별 주요 연구내용

연도 주요 연구내용 비고

1차연도

(2009년)

∙ 해외농업개발의 범   목  설정

∙ 해외농업개발수입과 련된 국제규범 정리

∙ 해외농업개발의 진출과정과 평가

∙ 해외농업개발의 방향

∙ 지역 연구: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연해주

⋅식량안보

⋅해외농업

  개발 평가

⋅해외농업개발

  정책 방향

2차연도

(2010년)

∙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성과 분석 

∙ 지역 연구: 동남아시아(캄보디아), 

앙아시아(우크라이나), 러시아(연해주), 

남미( 라질, 아르헨티나)

∙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개발 력과의 연계

⋅해외농업개발  

  략 수립

⋅국제  응

⋅ 로벌 가치

  사슬체계

3차연도

(2011년)

∙ 총  종합 정리

∙ 유형별 략수립(종합)

∙ 지역별 연구(종합): 1차‧2차 지역연구의

   종합  보완이 필요한 지역의 연구

⋅유형별 성공  

  모델 개발

⋅종합 정리

⋅보완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은 1960년  부터 시작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1990년  이후에 이루어진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상으로 해외농업개발의 

실태를 분석하기로 하 다(시간  범 ).  국제곡물시장에 한 망과 

해외농업개발의 장기 계획은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을 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매년 이루어지는 OECD-FAO의 국제곡물가격 망은 망시  

후 10년을 상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해외농업개발 장기 계획은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으로 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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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해외농업개발의 실태 분석, 해외진출기업에 한 경 성과분

석, 해외농업개발 성공모델 개발 등 폭넓은 연구 목 을 지니고 있어 이를 

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하 다. 먼  문헌 고찰을 통해 해외농업개

발수입, 해외농업개발투자, 해외농업개발 력 등 해외농업개발의 유형별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정책 시사 을 도출하 다. 그리고 설문 조사를 통해 

해외농업개발투자기업들의 진출 사유, 성과, 애로사항, 정책건의사항 등을 

조사하 다. 설문 조사 상기업은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해외농업개발사

업에 자 을 신청한 기업들을 상으로 조사표를 배포하여 이  회신을 한 

17개를 상으로 하 다. 한 농식품분야에서 해외에 직 투자한 농식품 

련기업들에 한 경 성과분석은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의

뢰하여 분석하 다1. 이는 농식품부문 해외농업투자기업의 경 성과분석을 

해서는 해외투자통계연보의 원자료를 분석해야 하는데, 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고 다른 기 들이 원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통계법상에 허용되지 않

기 때문이었다. 

  해외진출 농식품기업의 경 성과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시행된다. 

먼  해외직 투자 동향은 외국환거래법령에 의거하여 투자자가 외국환거

래은행에 신고한 해외직 투자신고서, 송 보고서 등 기 로 업종별, 국가

별, 기업규모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에 

근거하여 해외직 투자자가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경

성과 자료를 기  데이터로 하여 세부 분석을 실시한다. 동법상 투자 잔액

이 100만 달러를 과하는 경우 연간사업실 보고서를 제출하고, 50만 달

러 과 100만 달러 이하는 연간사업실 보고서보다 간단한 항목으로 구성

된 투자 황표를 제출하고 있다. 분석 상은 농식품가치사슬에 포함되는 

1 한국 수출입은행은 매년 해외투자통계연보와 해외진출기업들의 경 성과 분석 

자료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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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가치사슬(Value Chain)상 연  

산업인 연  도소매업, 식음료 제조업, 농자재 제조업을 포함한다. 각 업종

분류는 표 산업분류를 기 으로 농림어업, 연  도소매업, 식음료 제조업, 

농자재 제조업, 연구개발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경 성과 분석에서는 

바이오연료 산업을 별도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바이오연료 산업 해외

지법인의 경우 로 확보가 미비하고, 규모 자를 시 하고 있어 표

산업분류 로 분석할 경우 통계 수치의 왜곡 상이 발생한다. 품목별 해

외진출 농식품기업의 경 성과에서는 해외농업개발이 크게 생산형과 유통

형으로 크게 구분되는 을 감안하여, 농림어업과 연  도소매업  곡물, 

비곡물, 임산물, 수산물을 별도 분리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유형별 해외농업개발 략 수립과 해외농업개발 성공모델 개발

을 하여 로벌 식품가치사슬분석(Global Food Value Chain Analysis)을 

이용한다. 해외농업개발 략  성공모델을 개발하기 하여 로벌 식품

가치사슬분석에 의한 진출 분야를 선정하고 진출 략을 수립한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로벌 식품가치사슬(Global Food Value Chain)

개발도상국국제 전방단계 국제 후방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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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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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식품체인

바이오연료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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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의 개념은 1990년  반 Gereffi

가 사용한 것으로,  세계 상품의 이동 과정을 생산, 분배, 소비의 연속

인 단계로 악하는 것이다. 사슬의 체 특성과 연결의 상호작용을 강조

하면서 거버 스의 역할과 부가가치 창출을 소비자가 주도(buyer-driven 

commodity chains)하는지 아니면 생산자가 주도하는지에 따라 생산자 주

도 는 소비자 주도로 구분한다. GVC는 상품의 기획, 생산, 매에 이르

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과정이 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로벌 가치사슬은 기업 간 경쟁의 증가, 운송수단  정보통신기

술(ICT 등)의 발달, 신흥개도국의 렴한 공 업체의 등장, 무역자유화로 

인한 기업 략의 변화 등에 의해 형성된다. 세계화 진행에 따라 증가하는 

노동의 분화와 구성요소 생산의 세계  분산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시스

템  경쟁력이 차 요해지는 가운데 GVC 분석의 요성이 두되고 

있다. 효율성은 세계 시장을 성공 으로 확보하는데 있어 필수 요소이며, 

지속 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해서는 세계 시장에 참여와 가치사슬내의 

역동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GVC에 편입되면 기업 단

독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효과 인 국제화 략으로 활용 가능(OECD, 

2004)하다. 기회  측면에서 GVC로 인한 생산의 분업화는 기업에 새로운 

사업이 실 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인 , 

기술 자원의 향상(upgrading)이 가능하다. 그리고 FDI를 통한 략  자산, 

기술, 부존자원의 확보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GVC를 장하는 핵심 

기업(focal firm)을 악하는 것은 GVC를 이해하고 기업이 GVC에 편입하

는 략을 수립함에 있어 요하다.

  GVC 분석에서 주안 은 련 기업들이 행하는 일련의 활동이 상호간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악하는 것으로, 생산 기업 간에 창출되는 서

비스(수송, 보험, telecommunication, 품질 리, 경 리조정 등)에 을 

두며, 단순한 물류의 이동 이상의 다양한 것(수입, 운 자본, 기술, 정보 

등)들이 이동한다. 시스템의 효율은 개별 요인의 효율성과 상호연계성의 

효율성에 의존하는데, 범 한 제도 체계(거시경제 요인, 정책의사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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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 지역의 제도 체계(시스템 경쟁력, 지역 단 의 공공정책과 제도를 

강조), 기업 간 연계성의 본질과 련이 있다.

  GVC 분석은 단순히 기업의 경쟁우  악  진출 략 수립만을 해

서 필요한 분석도구일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나 공공부문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유용한 분석틀로 활용되고 있다. GVC는 해외진출 기업들이 어떻

게 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한 방법을 강구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부터 심을 갖고 있었다. 략  제휴 등과 같은 다양한 진출 략의 

수립과 가치사슬체계 체의 생산성 향상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의 강구

에 유효하다. 최근 정부  해외 원조를 제공하는 기 들도 GVC에 한 

심이 크게 증가하 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먼 , 개

별 기업들의 성과를 높이는 것은 시장 수익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해외진

출 기업들의 성과를 높이기 한 정책을 수립하기 해서는 GVC와 이의 

시행에 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산업의 구조조정, 산업의 경

쟁력 제고, 경제성장 진을 해서는 GVC에 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한 더 많은 수익을 얻지 못 하는 연결고리를 악하고 이를 보호

하며, FDI 정책을 극  시행하고, 소기업들의 발  정책에 활용하기 

해서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가치체계 상에서 활동이 제약되는 여건, 

환경, 요인들을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벌 경쟁시 에서 해외농업개발이 성공 으로 시행되기 해서는 해

외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필수 이다. 단순히 식량안보 

논리로 국제경쟁력을 도외시할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지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농산물의 로벌가치사슬의 어떤 과정에 어떻

게 참입(參入)할 것인지에 한 략 인 의사결정에 의한 단계  근 

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교 우 가 있는 자원(자본, 기술 

등)의 추가 투입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 수입에 근거한 투자주체(기업, 정

부)의 사업  재무타당성을 확보하고, 진출 상지역(국가)의 농업경 환경

에 한 비교 우  기회요인과 험요인을 악하며 처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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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을 개발하기 하여 진행하는 

차는 다음<그림 1-2>와 같다. 우선 로벌 가치사슬분석으로 지역별, 품목

별, 유형별 해외농업개발을 분석한 후 해외농업개발의 성공요인을 도출한 

후 최종 으로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과 진출 략을 제시한다. 

그림 1-2.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개발의 단계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제2장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

째 범주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련기업이 해외농업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해외로 진출하여 투자하는 농식품분야의 해외직 투자이다. 두 번

째 범주는 갈수록 불균형해지는 국제식량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 으

로 식량을 확보하기 하여 즉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식량을 안정 으로 확

보하는 차원에서 해외농업을 개발하는 범주이다. 세 번째 범주는 개발도상

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시키기 하여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방편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농 을 발 시키려

는 개발원조 성격의 해외농업개발이다(<그림 2-1>참조).

그림 2-1.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세 가지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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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는 경우는 국이나 동국가

와 같이 식량수입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로 부분 공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직  곡물을 확보하는 형태이다. 순수 경제  이익을 목 으

로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는 경우는 일반 민간투자가 곡물펀드 등과 같은 

것을 조성하여 투자하는 경우이다. 표 인 사례로는 일본의 종합상사와 

동국가의 농식품 무역  가공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벌 식량 기 이후에는 골드만 삭스나 해외 

유수 투자 문운 회사도 식량생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는 식량생산과 

해외농지확보가  다른 수익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 다는 것을 

말해 다. 특히 오래 부터 일본의 미츠비시, 이토추, 미츠이, 마루베니, 수미

모토 등과 같은 종합상사는 해외 곡물유통에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곡물의 

가공, 유통, 무역, 소매 등에 극 참여하고 있다. 

표 2-1.  해외 국가  민간 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황

목 참여 국가 는 기업 비고

식량

안보 

- 아시아: 국, 인도, 일본, 

말 이시아, 한국

- 아 리카: 이집트, 리비아

- 동: 바 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 극 으로 참여하는 국가:     

국, 동국가들

수익성 

일본과 동국가의 농식품 무역  

가공 기업

-일본: 미츠비시, 이토추, 미츠이, 

마루베니, 수미모토

-해외에서 수익 창출

-가공, 유통, 무역, 소매에 참여

- Deutsche Bank, Goldman Sachs: 국 축산업 투자

- Black Rock Inc.: 해외농지 확보자 으로 3천만 달러 배정

- Morgan Staley: 우크라이나 4만 ha 확보

- Black Earth Farming(스 스 투자그룹):러시아 331천 ha 확보

- 다른 스 스 투자회사: 128천 ha

- 국 투자그룹: 우크라이나 십만 ha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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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에는 본 연구목 인 식량안보를 한 해외농업개발의 실태를 분석

하기 에 먼  체 농림수산식품업의 해외직 투자 실태를 분석한다. 식

량안보 차원의 해외농업개발은 주로 자 률이 낮은 옥수수, , 콩 등과 같

은 곡물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의 목 이며 식량안보의 차원으로서 정부의 

정책자 이 지원되는 분야이다. 해외직 투자(FDI) 성격의 해외농업개발

은 곡물 이외에도 축산, 화훼, 수산, 임업 등 농림어업과 식품산업 등 농림

수산식품 모두를 포 하여 이 분야의 기업이 해외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을 맞추고 있다. 해외직 투자 성격의 해외농업개발에 있어서도 곡물 

투자기업의 비 이 높으므로 이 기업에 한 투자 동향과 경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식량안보를 한 해외농업개발에 많은 시사 을  것이다. 

아울러 진출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3개의 해외농업개발의 범주가 따

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은 연 계를 맺고 있다. 

1. 농림어업 해외직 투자의 실태와 성과 

1.1. 농림어업 해외직접투자(FDI) 동향 

  우리나라 체 해외직 투자규모  농림어업에 한 투자 액  신규 

법인수의 비 은 체 해외직 투자 규모에 비하여 각각 0.2~0.9%, 0.7~ 

1.8%로 타산업의 해외직 투자에 비하여 매우 미약하다(<그림 2-2> 참조). 

한때 해외직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던 1985년에 농림어업의 해

외직 투자의 비 이 체 해외직 투자2의 5%를 상회한 이 있으나, 

1990년  이후 타산업의 해외직 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농식품 산업의 해

외직 투자 비 이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농림어업분야의 해외직 투자는 1968년 한국남방개발의 인도네시아 벌

2 투자 액 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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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업 투자를 시작으로, 2010년 8월 재까지  세계 72개국에 걸쳐 총 

790개의 법인이 설립되고 액 기 으로 8억 8,300만 달러를 투자하 다

(<표 2-2> 참조). 농림어업 에 투자 비 이 가장 큰 업종은 농업으로 

체 농림어업 신규법인 수의 56.6%, 투자 액의 40.9%를 차지하 으며, 임

업의 신규법인 수는 66개로 체 농림어업  8.4%에 불과하나 투자 액

에 있어서는 32.8%를 차지하여 어업보다 비 이 더 크다(<표 2-3> 참조). 

그림 2-2.  연도별 체 해외직 투자 비 농림어업의 투자 비

연도별 농림어업의 전체 대비 투자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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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한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 내에서는 투자 액으로나 신규 

법인 수에 있어 곡물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 임업에서는 벌목업이, 수

산에서는 원양어업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연도별 농식품 기업의 해외직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1990년  반 이

후에 감소 추세를 보이던 농림어업 투자는 2000년 이후 신규법인수와 투자

액 모두 반 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8년 세계 융 기 이후 감소

하 다. 농업은 2000년  반까지 뚜렷한 증감을 보이지 않다가, 2003년

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과 2008년에 크게 증가하 으나 역

시 세계 융 기 이후에 다시 감소하 다(<그림 2-2>과 <그림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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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농림어업의 업종별 해외직 투자

단 : 개, 천 달러

업종
분류

업종 
분류

업종소분류
신규
법인 수

투자
액

농업, 

임업  

어업

농업

곡물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273 208,716

채소작물 재배업 6 8,608

화훼작물 재배업 9 3,445

종자  묘목 생산업 9 2,586

과실작물 재배업 20 11,496

음료용  향신용 작물 재배업 2 10,904

기타 작물 재배업 32 23,629

채소, 화훼  시설 재배업 8 2,187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7 8,501

젖소 사육업 1 2,000

육우 사육업 5 2,325

양돈업 9 15,967

양계업 1 92

그 외 기타 축산업 17 8,140

작물재배  축산 복합농업 19 28,679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8 10,666

농산물 건조, 선별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20 12,668

축산 련 서비스업 1 80

임업

임업용 종묘 생산업 2 17,351

육림업 4 630

벌목업 50 206,513

임산물 채취업 1 4,528

임업 련 서비스업 9 60,130

어업

원양 어업 255 222,439

연근해 어업 4 1,245

해면 양식 어업 7 4,512

내수면 양식 어업 5 1,374

수산물 부화  종묘 생산업 4 2,828

어업 련 서비스업 2 285

합 계 790 882,525



24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그림 2-3.  연도별 농업 투자 황

천 달러

연 도

투자금액

신규법인 수

투자금액 신규법인 수

개

  그동안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 투자가 어느 지역에 많이 투자되었는지 

살펴보면 신규법인 수의 59.5%, 체 투자 액의 39.8%가 아시아에 집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남미와 북미 순서이다(<표 2-3> 참조). 

표 2-3.  농림어업의 지역별 투자

단 : 개, 천 달러

　 합 계 아시아 동 북미 남미 유럽 아 리카 양주

투자

액

농림

어업
882,525 351,394 145 90,848 127,049 99,768 9,775 203,546

농업 360,691 173,655 145 35,250 13,626 93,882 1,241 42,893

신규

법인

수

농림

어업
790 470 1 99 82 59 24 55

농업 447 313 1 60 8 35 2 28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 투자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법인이 설

립된 곳은 283개의 법인이 설립된 국(비  35.8%)이며, 미국(84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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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51개), 러시아(49개), 캄보디아(30개)가 그 뒤를 있고 있다. 반면, 투

자 액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에 체 농림어업 투자 액의 17%인 1억 

5,0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 액 기 으로는 최  투자국이며, 

그 다음으로 국(1억 1,300만 달러), 오스트 일리아(8,000만 달러), 러시

아(7,700만 달러), 미국(7,500만 달러) 등의 순서이다. 농업의 해외직 투자

만을 따지면 국이 신규법인수 200개, 투자 액 8,900만 달러로 최  투

자국의 치를 차지하고 있다3. 

표 2-4.  농림어업의 국가별 투자 상  5개국

단 : 개, 천 달러 

신규법인 수 투자 액

합계 790 100.0% 합계 882,525 100.0%

국 283 35.8% 인도네시아 150,150 17.0%

미국 84 10.6% 국 113,050 12.8%

인도네시아 51 6.5% 호주 79,864 9.0%

러시아 49 6.2% 러시아 77,419 8.8%

캄보디아 30 3.8% 미국 74,568 8.4%

1.2 외국의 농림어업 해외직접투자 동향

   세계 으로 농림어업의 해외직 투자 유출 잔액(stock)은 132.8억 달

러로 체 업종의 0.08%에 불과하다. 2006～2008년의  세계 농림어업 

해외직 투자 액은 12억 9,100만 달러로 1990～1992년 투자 액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 으나, 체 산업 에서 차지하는 비 은 1%에도 미치지 

3 식음료산업, 도소매업, 농자재업 등과 같은 농업연  산업의 해외직 투자 동향

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본 것은 <부록 3-3>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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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수 이다. 이와 같이 세계 으로 농림어업에 한 해외직 투자가 

조한 이유는 농업 부문에 한 높은 산업 규제, 외국인에 한 농지 소유

권 제한, 직  경작보다는 후방 산업의 공 망(Supply Chain) 지배를 선

호하는 기업 략 등에 기인한다. 유출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투자 비 이 

높고, 유입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비 이 인 바, 이는 개도국의 

경제 상황에서 농업이 상 으로 요 산업이며, 개도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진 정책, 경작을 한 토지 이용의 용이성 등에 기인한다.

표 2-5.  세계 농림어업의 해외직 투자

단 : 백만 달러

FDI 유량(Flows) FDI 량(stock)　

유입 유출 유입 유출

1990-92 2006-08 1990-92 2006-08 1990 2008 1990 2008

선진국
13

(0.01%) 

170

(0.01%) 

472

(0.23%) 

756

(0.04%) 

3,733

(0.22%) 

13,271

(0.11%) 

4,000

(0.19%) 

10,688

(0.07%) 

개도국
696

(1.49%) 

4,651

(1.02%) 

35

(0.76%) 

533

(0.29%) 

4,851

(1.26%) 

15,841

(0.47%) 

359

(1.56%) 

2,568

(0.15%) 

남동

유럽  

CIS

- 
1,379

(0.91%) 
- 

1

(0.04%) 
- 

2,676

(0.84%) 
- 

20

(0.13%) 

세계
709

(0.4%) 

6,200

(0.35%) 

508

(0.24%) 

1,291

(0.07%) 

8,584

(0.41%) 

31,789

(0.21%) 

4,359

(0.21%) 

13,275

(0.08%) 

주: ( )은 각 그룹의 체 산업  농림어업의 비 임.

  식음료제조업의 해외직 투자는 상 으로 농림어업 투자보다 높은 수

치를 기록했다. 식음료제조업 해외직 투자는 2006～2008년  6억 2,450

만 달러를 기록하여 1990～1992년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하 으나, 체 

업종 비 비 은 5.8%에서 3.3%로 하락하 다. 식음료제조업의 경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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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유입 측면 모두 선진국의 투자 비 이 매우 높으며, 이는 가치 사슬

상의 농업 련 산업  고부가가치 활동이 부분 선진국에 집 되어 있

기 때문이다.

표 2-6.  세계 식음료제조업의 해외직 투자 

단 : 백만 달러

FDI 유량(Flows) FDI 량(stock)　

유입 유출 유입 유출

1990-92 2006-08 1990-92 2006-08 1990 2008 1990 2008

선진국
4,708

(3.68%) 

56,707

(4.84%) 

12,369

(5.90%) 

59,146

(3.51%) 

76,117

(4.48%) 

466,979

(3.96%) 

84,989

(4.12%) 

483,364

(3.33%) 

개도국
2,394

(5.14%) 

8,138

(1.79%) 

77

(1.67%) 

3,277

(1.79%) 

11,039

(2.88%) 

61,838

(1.83%) 

341

(1.48%) 

3,470

(0.21%) 

남동

유럽  

CIS

56

(3.75%) 

4,909

(3.25%) 
- 

30

(1.33%) 
- 

12,763

(4.02%) 
- 

491

(3.12%) 

세계
7,159

(4.07%) 

69,754

(3.93%) 

12,446

(5.81%) 

62,453

(3.34%) 

87,156

(4.19%) 

514,580

(3.50%) 

85,331

(4.09%) 

487,326

(3.01%) 

주: ( )은 각국 그룹의 체 산업  식음료 제조업의 비 임.

  미국의 농림어업 분야의 순 외직 투자4는 2009년 약 1.2억 달러를 기

록하고 있으며, 융 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마이 스를 기록했다. 체 

업종 비 농림어업의 순 외직 투자 비 이 매우 낮은 편인데, 이는 미

국이 농림어업 부문에서 풍부한 자원과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직

투자에 한 유인이 타국에 비해 비교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의 농림어업 분야 순 외직 투자는 2005년 1.1억 달러에서 2009년

에는 3.4억 달러로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순

외직 투자 규모는 2008년에 년 비 36.8% 감소하기도 하 지만, 2009

년에는 년 비 2배에 달하는 투자증가를 기록하여 체 으로 투자의 

증 추세를 이어갔다.

4 해외직 투자 유출액에서 유입액을 뺀 국제수지표 작성 기  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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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농림어업 분야에 한 순 외직 투자는 2005년 마이 스를 기

록한 후 2009년까지 지속 으로 순유출을 유지했다. 2008년까지 순 외직

투자는 증세를 보이고 2009년에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는 2008년 융 기 후 2009년에 산업 반 으로 투자 심리가 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의 외직 투자 규모와 비교할 때 식음료 

제조업 투자는 체 투자액 비 상 으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식량자원을 안보로 인식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의 경우, 2008년을 

제외하고 체 으로 외 투자가 증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의 경우

도 2008년까지 꾸 히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 이 가능한 수

의 풍부한 농림어업 분야의 자원과 환경을 갖춘 미국은 동 분야의 외

직 투자 비 이 매우 낮다. 의 3개 나라는 세계  우리나라 해외직

투자와 같이 농림어업 직 투자 규모보다 식음료 제조업 투자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표 2-7.  미‧ ‧일의 농림어업  식료품제조업 순 외직 투자

단 : 천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미

국

농림어업 169,000 80,000 150,000 -37,000 117,000

식료품

제조업
1,171,000 2,736,000 11,045,000 3,939,000 3,429,000

국
농림어업 105,360 185,040 271,710 171,830 342,790

일

본

농림어업 -21,000 70,000 157,000 178,000 46,000

식료품

제조업
1,685,000 1,025,000 12,776,000 3,601,000 8,9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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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외진출 농식품 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1.3.1 분석 상 농식품기업의 개요5

  해외직 투자 농식품기업의 경 성과를 분석하기 한 분석 상의 지

법인 수는 2009년 말 기 으로 215개이며, 해당 업종의 체 법인 수 비 

11%이다. 투자 잔액으로는 20억 9,100만 달러로 체 비 65.6%에 해당

한다(<표 2-8> 참조). 

표 2-8.  분석 상 지법인의 업종별 잔액

단 : 천 달러

분석 상 모집단

법인 수 투자잔액 잔액비 법인 수 투자잔액

농림어업 52 195,479 36.3% 443 537,981

연 도소매업 27 187,393 76.5% 423 244,852

식음료제조업 98 1,444,632 63.0% 1,000 2,292,258

농자재제조업 28 103,082 97.3% 87 105,901

바이오연료산업 9 153,843 N/A 　N/A 　N/A

연구개발업 1 6,855 100.0% 1 6,855

총합계 215 2,091,284 65.6% 1,954 3,187,846

  경 성과를 분석하는 상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아시아

가 47.8%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북미가 27.4%, 유럽이 13.6%, 기타 

남미 7.8%, 아 리카 1.9%, 양주 0.8%, 동 0.7% 순서이다. 기업 규모별

로는 기업이 69.4%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기업이 28.7%, 개인 

1.5%, 개인기업 0.4%를 차지하고 있다.

5 이  투자 황 표 제출 상인 49개 지법인(투자 잔액 3,500만 달러 해당)은 

요약된 정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매출 구성, 재무 황, 투자수익  한국

투자자 앞 로열티 지 액과 이자지 액 등의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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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분석 상 지법인의 지역별 잔액

단 : 천 달러

양주 북미 아시아 아 리카 유럽 남미 동

농림어업 12,168 13,506 69,866 39,907 49,628 10,404 -

연 도소매업 - 89,348 86,834 - 10,661 550 -

식음료제조업 3,618 437,288 657,761 - 223,843 106,932 15,190

농자재제조업 - 25,648 77,434 - - - -

바이오연료산업 - - 108,643 - - 45,200 -

연구개발업 - 6,855 - - - - -

총합계 15,786 572,645 1,000,538 39,907 284,132 163,086 15,190

비율 0.8% 27.4% 47.8% 1.9% 13.6% 7.8% 0.7%

  해외직  투자 이후 지법인의 업무 기간을 살펴보면, 2009년 말 기  

업개시 이 인 지법인을 제외할 경우, 평균 업력은 약 6.3년이었다. 업

종별로 분석해 보면 농림어업 5.6년, 연  도소매업 6.2년, 식음료 제조업 

7.1년, 농자재 제조업 6.1년 등으로 농식품 사업 련 해외법인의 평균 업

무 경력은 6.3년 수 이며, 바이오 연료산업의 경우에는 2.7년에 지나지 않

아 상 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2007～2008년간 국제곡물가가 상승하여 

바이오연료에 한 요성이 강조된 후 바이오연료용 원료를 확보하기 

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상 으로 많기 때문이다.

  지법인이 생산한 농식품의 매처는 지 매가 42.3%, 국내 매가 

39.3%, 제3국 매가 18.4% 다(<표 2-10> 참조). 농식품 산업의 경우 해외

에서 자원을 취득하여 이를 국내에 도입할 목 으로 해외 직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타 산업보다는 국내(한국) 매의 비 이 높은 것으로 단된

다. 생산물을 생산하는 원료는 지에서 55.7%, 한국으로부터 26.2%, 제3

국으로부터 18.1%를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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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농식품 산업의 생산물 매처(2009년)

단 : 천 달러

매출
합계 비

지 한국 제3국

농 림 어 업 2,763,960 2,569,089 1,200,451 6,533,500 39.3%

농업 1,891,447 569,653 79,800 2,540,900 22.4%

 체 업 종 226,524,621 55,113,636 73,626,165 355,264,422 15.5%

1.3.2. 해외직 투자 농식품기업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농식품 산업의 매출액은 총 7,593

만 4,000달러를 기록하 으며, 업 손실 380만 8,000달러, 당기순손실은 

972만 2,000달러를 기록하 다. 업이익률이 -4.1%, 당기순이익률이 

-12.9%로 조사되어 해외진출 농식품 기업의 업수익성은 매우 열악한 편

이며, 우리나라 체 지법인의 업이익률인 2.3%, 당기순이익률인 1.3%

에 비해서 히 낮은 수 이다. 이는 농식품 기업의 해외 매출원가율은 

80.3% 수 인 반면, 체 업종은 89.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농식품 기업

과 체 업종 간의 해외 매출원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표 2-11.  2009년 농림어업 매출 황

단 : 천 달러

매출액 업이익 업이익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농림어업 75,934 -3,088 -4.1% -9,772 -12.9%

농업 35,265 -3,717 -10.5% -5,267 -14.9%

 체 업 종 364,491,076 8,455,826 2.3% 4,768,79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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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매출을 살펴보면 가나가 2,616만 2,000달러로 가장 높고, 이어 

국 2,412만 3,000달러, 인도네시아 1,146만 2,000달러, 러시아 660만 

8,000달러, 아르헨티나 370만 1,000달러 등이었다.

표 2-12.  2009년 농림어업 국가별 업

단 : 천 달러

매출액 비

가나 26,162 34.5%

국 24,123 31.8%

인도네시아 11,462 15.1%

러시아 6,608 8.7%

아르헨티나 3,701 4.9%

기타 3,878 5.1%

합계 75,934 100.0%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법인 수는 17개이고, 자 법인은 35개사이다. 가

장 큰 매출액을 기록한 지법인은 가나 원양어업  기업이며, 농업 

에서는 국 종자  묘목 생산업을 하는 기업이다. 당기순이익 면에

서는 인도네시아 임업용 종묘 생산업 지법인이 가장 큰 흑자를 시 하

으며, 아르헨티나 원양어업 지법인이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하 다.

1.3.3. 해외직 투자 농식품기업의 재무건 성 

  농식품 산업의 해외 진출 지법인의 재무건 성은 우리나라 체 해외

진출 지법인의 재무건 성에 비하여 열악하다. 2009년 말 재 부채비율

이 266.1%, 유동비율은 118%, 차입 의존도가 57.9%, 이자보상배율은 -1 

등으로 나타나 반 으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좋지 않은 상태이다(<표 

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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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농림어업 재무 황(2009년)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 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농 림 어 업 266.1% 118.0% 57.9% -1.0배

농업 152.3% 244.3% 51.4% -4.3배

 체 업 종 176.2% 114.3% 25.7%  3.5배   

  농식품 기업의 투자수익을 보면, 농림어업 투자자는 부투자 이자로 43

만 1,000달러를 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 으나, 지분율을 감안한 당기순

손실 규모가 커 체 투자수익률은 -4.6%를 기록하 다. 한편 동 부문 해외

지법인은 2009년 에 한국 투자자에 17만 6.000달러의 배당 을, 한국 

근로자에 한 임 으로 494만 1,000달러를 지 하 다(<표 2-14> 참조).

표 2-14.  농림어업 투자수익(2009년)

단 : 천 달러

투자자
순수익(A)

로열티
(B)

부이자
(C)

투자수익
합계(A+B+C)

투자수익률

농 림 어 업 -8,862 - 431 -8,431 -4.6%

농업 -6,404 - - -6,404 -5.3%

 체 업 종 3,197,104 2,868,025 61,835 6,126,964 8.7%

주: 투자자순수익=당기순이익×지분율, 투자수익률=투자수익합계÷투자잔액

  농림어업 부문 지법인은 종업원으로 총 1,999명을 고용하 으며, 이  

176명이 한국인이 다. 직종별로는 임원의 비 이 3%, 리직은 11.2%, 

업직 3.5%, 생산직은 82.4% 순으로 생산직 비 이 으로 높고, 한국

인은 임원 비 이 높고 생산직의 경우는 지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다. 

투자 잔액 백만 달러당 고용 효과는 10.2명으로 체 업종의 15.2명 비하

여 낮은 수 이다(<표 2-15>와 <표 2-16>를 참조)6. 

6 도소매업, 농자재산업, 식음료산업 등 농업 련 산업의 해외직 투자 경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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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농림어업 고용 황(2009년) 

단 : 명

지인 한국인
합계

임원 리직 업직 생산직 임원 리직 업직 생산직

농 림 어 업 15 187 58 1,563 44 37 11 84 1,999 

농업 12 164 58 1,156 39 24 11 20 1,484

 체 업 종 4,086 107,459 548,80 883,448 3,662 10,877 2,378 3,302 1,070,092

표 2-16.  농림어업 고용 효과(2009년)

단 : 명, 천 달러, 명/백만 달러

총고용 수 투자잔액 고용효과

농 림 어 업 1,999 195,479 10.2 

농업 1,484 119,939 12.4

 체 업 종 1,070,092 70,241,167 15.2 

1.4. 품목별 해외진출 농식품 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농식품 산업 에서 품목별 해외직 투자의 경 성과를 살펴보면, 주요 

식량자원으로 볼 수 있는 곡물의 경우 2,316만 7,000달러의 업 손실(

업이익률 -44%)과 4,432만 2,000달러의 순손실(당기순이익률 -80.6%)을 

기록하여서 곡물 투자의 수익성이 매우 열악한 수 이었다. 이는 바이오연

료 산업의 주요 원재료인 옥수수,  등에 한 투자가 큰 손실을 기록한 

데 기인한 것이며, 이를 제외할 경우는 업이익률은 -16.2%, 당기순이익

률은 -20.8% 수 으로 나타났다(<표 2-17> 참조). 

는 <부록3-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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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품목별 매출 황(2009년)

단 : 천 달러

매출액 업이익 업이익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곡물 52,648 -23,167 -44.0% - 42,432 -80.6%

바이오연료 제외 51,976 -8,423 -16.2% -10,814 -20.8%

비곡물 15,153 -1,749 -11.5% -1,773 -11.7%

임산물 10,063 1,123 11.2% 330 3.3%

수산물 30,614 -491 -1.6% -4,818 -15.7%

  곡물을 취 하는 지법인  흑자 법인 수는 10개사이고 자 법인은 

28개사이다. 흑자 법인은 인도네시아에 4개사, 러시아에 2개사가 분포하고 

있으며, 자 법인은 캄보디아 6개사, 인도네시아 4개사, 국 3개사 등으

로 분포되어 있다(<표 2-18) 참조). 

표 2-18.  지법인 품목별 흑자, 자 법인 수 황

단 : 개

흑자 자 합계

곡물 10 28 38

바이오연료 제외 8 20 28

비곡물 8 18 26

임산물 1 3 4

수산물 3 3 6

  곡물과 비곡물의 매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로 북미와 아시아에서 발

생하 다. 곡물의 경우 곡물 도소매업을 하는 미국 1개 법인의 매출

(2,597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 이 이고, 동 법인이 실제 곡물 이외

에도 에 지 자원을 매하고 있는 을 고려하면 아시아의 비 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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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품목별 지역 매출액(2009년) 

   단 : 천 달러

양주 북미 아시아 아 리카 유럽 남미 동

곡물 - 28,714 17,270 - 6,664 - - 

비곡물   1,112    613 13,413 - - 15 - 

임산물 2,020 - 8,043 - - - - 

수산물 - - 743 26,162 - 3,709 - 

  곡물은  한국 매가 69.3%에 달하고, 지와 제3국 비 은 각각 

24.6%, 6.1%이다. 이와 조 으로 비곡물은 지 매비 이 75%로 가

장 높고  한국 매는 19.4%, 제3국 비 은 5.6%이다. 임산물은 지 

매비 이, 수산물은  한국 매비 이 가장 높다(<표 2-20> 참조).

표 2-20.  품목별 매출 구성(2009년)

단 : 천 달러

매출
합계

한국
비지 한국 제3국

곡물 1,072,219 3,013,710 264,171 4,350,100 69.3%

비곡물 1,076,920 279,280 79,800 1,436,000 19.4%

임산물 804,300 10,100 191,900 1,006,300 1.0%

수산물 68,213 1,989,336 928,751 2,986,300 66.6%

  곡물의 경우 원재료 매입은 100% 지를 통하여 조달한다. 이는 우리나

라의 낮은 주요 곡물 식량자 률과 작물 재배를 한 해외투자라는 특수성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산물의 경우, 매출  매입에서 모두 지 

비 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 주로 진출 국가에서 원재료를 매입하여 

지에서 매하는 것으로 단된다(<표 2-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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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품목별 매입 구성(2009년)

단 : 천 달러

매입

합계
한국
비

지 한국 제3국

곡  물 3,491,100 - - 3,491,100 0.0%

비곡물 522,942 122,058 - 645,000 18.9%

임산물 647,460 11,570 127,270 786,300 1.5%

수산물 607,686 919,477 597,938 2,125,100 43.3%

  해외 진출한 기업의 재무 황을 살펴보면, 조한 업과 업이익성에

도 불구하고 곡물과 비곡물 취  법인의 재무구조는 크게 우려할 수 은 

아니다(<표 2-22> 참조). 

표 2-22.  품목별 재무 황(2009년)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 의존도 이자보상배율

곡  물 202.1% 171.1% 48.4% -14.4 

비곡물 13.9% 290.8% 3.9% -1,067.0 

임산물 33.3% 207.6% 14.7% 4.6 

수산물 N/A 24.3% 86.7% -0.2 

  곡물의 투자수익률은 -13.1%, 비곡물의 투자수익률은 -1.5%로 산출되었

다. 임산물의 당기순이익 합계가 흑자이지만, 합작투자 법인의 손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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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독투자 법인의 흑자 규모보다 상 으로 크면서 마이 스 투자수익

률을 기록하 다(<표 2-23> 참조).

표 2-23.  품목별 투자수익(2009년)

단 : 천 달러

투자자순수익
(A)

로열티
(B)

부이자
(C)

투자수익합계
(A+B+C)

투자수익률

곡물 -36,998 - - 282,890 -13.1%

비곡물 -747 - - 49,733 -1.5%

임산물 -87 - - 27,329 -0.3%

수산물 -2,372 - 431 46,386 -4.2%

주: 투자자순수익=당기순이익×지분율, 투자수익률=투자수익합계÷투자잔액

1.5 해외진출 농식품기업의 실태 

1.5.1. 진출 목

  분석 상 지법인의 해외직 투자 목 을 조사한 결과 지시장진출 

37%, 수출 진 18%, 자원개발 16.2% 등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52개 

지법인  지시장진출이 21개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했으며, 9개 지

법인은 수출 진이 목 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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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진출 목

단 : 개

자원
개발

수출
진

보호
무역
타개

임
활용

원자
재
확보

선진
기술
도입

지
시장
진출

제3국
진출

기타
응답
수

농림

어업
 5  9 -  6 4 1 21 1  5 52

연

도소매업
 3  7 - - 1 12 1  3 27

식음료

제조업
18 15 1 11 2 2 36 2 11 98

농자재

제조업
 6  6 1  2 1 -  9 -  3 28

바이오

연료산업
 3  1 -  1 - -  2 -  2  9

연구

개발업
-  1 - - - - - - -  1

연

산업 체
35 39 2 20 8 3 80 4 24 215

1.5.2. 업 환경

  분석 상 지법인의 해외 업환경에 하여 조사한 결과 지 업체와

의 경쟁 계에 해 보통으로 평가한 응답 비 이 50.7%로 가장 많았고, 

양호가 24.7%, 열악이 12.6% 비 을 기록하 다.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응답이 체의 79.1%로 투자자는 체 으로 지법인의 업환경을 정

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보통 이상의 응답이 농림어업 76.9%, 

연 도소매업 81.5%로 평균과 유사한 비 을 기록했다.  바이오연료산

업 88.9%, 연구개발업이 100%를 기록하여 진출기업이 경쟁상황을 정

으로 여기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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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업종별 지법인 경쟁 계

단 : %, 개

매우
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
양호

응답 
수

농림어업  7.7 15.4 40.4 28.8 7.7 52

연 도소매업 14.8  3.7 55.6 22.2 3.7 27

식음료제조업  8.2 13.3 56.1 20.4 8.2 98

농자재제조업  3.6 17.9 42.9 32.1 3.6 28

바이오연료산업 11.1 - 66.7 22.2 -  9

연구개발업 - - - 100 -  1

합계  8.4 12.6 50.7 24.7 3.7 215

  지역별로는 북미의 보통 이상 평가 비 이 93.5%로 가장 높았으며 아

리카와 동은 열악한 수 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의 응답 수가 하게 

많고, 부분 지역의 응답 수는 낮은 편이다.

표 2-26.  지역별 지법인 경쟁 계

단 : %, 개

매우 
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 
양호

응답 수

양주 25.0 - 50.0 25.0 - 4

북미 3.2 3.2 67.7 22.6 3.2 31

아시아 9.4 12.8 49.0 24.2 4.7 149

아 리카 - 100 - - - 2

유럽 10.0 5.0 55.0 30.0 - 20

남미 - 37.5 25.0 37.5 - 8

동 - 100. - - - 1

합계 8.4 12.6 50.7 24.7 3.7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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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운 의 애로사항  향후 계획

  분석 상 지법인의 운 상 애로사항은 인사  재무 련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복수응답을 허용한 조사 결과 인사 18.1%, 재무 17.6%, 생

산 16.5%, 마  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경우 재무와 생산요인이 가장 큰 애로사

항이었다. 농자재제조업은 인사와 재무, 식음료제조업과 연 도소매업은 

인사 요인이 큰 애로사항이었다.

표 2-27.  업종별 운 상 애로사항

단 : %, 개

인사 생산 마 재무
사회
간

지
정부

기타
응답 
수

농림어업 12.2 16.7 12.2 22.2 12.2 11.1 13.3 90

농자재

제조업
21.3 17.0 17.0 19.1 10.6 4.3 10.6 47

바이오

연료산업
15.0 25.0 5.0 15.0 15.0 10.0 15.0 20

식음료

제조업
20.0 16.6 16.0 17.7 11.4 11.4 6.9 175

연

도소매업
20.9 11.6 20.9 7.0 16.3 9.3 14.0 43

연구

개발업
- - - - - - 100 1

합계 18.1 16.5 15.2 17.6 12.2 10.1 10.4 376

  응답 수가 가장 많은 아시아는 인사와 생산, 재무 련 애로사항의 비

이 높았고, 양주는 재무요인, 남미는 인사 련 애로사항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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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지역별 운 상 애로사항

단 : %, 개

인사 생산 마 재무
사회
간

지
정부

기타 응답 수

양주 16.7 16.7 - 50.0 16.7 - - 6

북미 16.4 14.5 14.5 16.4 10.9 9.1 18.2 55

아시아 19.4 17.1 15.6 17.1 12.5 10.3 8.0 263

아 리카 - - - 50.0 - 50.0 - 2

유럽 12.1 15.2 15.2 18.2 15.2 6.1 18.2 33

남미 20.0 13.3 13.3 13.3 6.7 20.0 13.3 15

동 - 50.0 50.0 - - - - 2

합계 18.1 16.5 15.2 17.6 12.2 10.1 10.4 376

  분석 상 지법인이 소재한 지의 법규나 제도  가장 개선이 필요

한 부분은 세제, 노동, 융 련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은 세

제와 노동 련 법규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부분의 

업종에서도 유사한 답변을 하 다. 식음료제조업의 경우, 융 련 법규나 

제도 개선의 비 이 20.8%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9.  업종별 개선이 필요한 지국 법규나 제도

단 : %, 개

노동 토지 분쟁 세제 융 회계 기타 응답 수

농림어업 20.0 4.0 6.7 26.7 18.7 8.0 16.0 75

농자재
제조업

20.5 13.6 6.8 31.8 13.6 4.5 9.1 44

바이오
연료산업

31.3 6.3 - 25.0 12.5 6.3 18.8 16

식음료
제조업

19.5 8.2 6.3 27.7 20.8 9.4 8.2 159

연
도소매업

28.2 5.1 10.3 23.1 15.4 5.1 12.8 39

연구
개발업

- - - 100 - - - 1

연
산업 체

21.3% 7.5 6.6 27.5 18.3 7.8 11.1 334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43

  지역별로는 부분의 경우 노동과 세제 련 법규나 제도 개선에 한 

요구가 많았고, 체 으로는 세제에 한 개선 요구의 비 이 컸다. 아시

아와 북미는 융 련 법규나 제도 개선 요구도 큰 비 을 차지했다.

표 2-30.  지역별 개선이 필요한 지국 법규나 제도

단 : %, 개

노동 토지 분쟁 세제 융 회계 기타 응답 수

양주 42.9 - 14.3 28.6 - 14.3 - 7

북미 18.5 5.6 9.3 20.4 16.7 13.0 16.7 54

아시아 22.3 8.3 4.4 28.8 21.0 6.1 9.2 229

아 리카 - - 25.0 25.0 - 50.0 - 4

유럽 17.9 10.7 10.7 25.0 10.7 3.6 21.4 28

남미 18.2 - 9.1 45.5 9.1 9.1 9.1 11

동 - - 100 - - - - 1

합계 21.3 7.5 6.6 27.5 18.3 7.8 11.1 334

  분석 상 지법인의 향후 투자 계획을 보면, 상유지가 체 응답의 

59.1%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확 는 30.2%로 지법인을 유지 는 확

하겠다는 의견이 체의 89.3%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연 도소매업, 농자

재제조업에서 투자확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투자축소와 철수 비율은 

반 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31.  업종별 향후 투자 계획

단 : %, 개

철수 투자축소 상유지 투자확 응답 수

농림어업 5.8 1.9 67.3 25.0 52

연 도소매업 3.7 7.4 44.4 44.4 27

식음료제조업 3.1 9.2 61.2 26.5 98

농자재제조업 7.1 7.1 46.4 39.3 28

바이오연료산업 - - 66.7 33.3 9

연구개발업 - - 100. - 1

연 산업 체 4.2 6.5 59.1 30.2 215



44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지역별 업종별 향후 투자 계획은 양주와 남미, 동에서 상유지 

는 투자확  비 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체 으로 89.3%로 정

인 투자 계획을 기록했다. 반면에 아 리카에 투자한 기업은 투자축소가 

50%로 부정 인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표 2-32.  지역별 향후 투자 계획

단 : %, 개

철수 투자축소 상유지 투자확 응답 수

양주 - - 75.0 25.0 4

북미 3.2 9.7 67.7 19.4 31

아시아 4.7 6.0 57.7 31.5 149

아 리카 - 50.0 50.0 - 2

유럽 5.0 5.0 55.0 35.0 20

남미 - - 50.0 50.0 8

동 - - 100 - 1

합계 4.2 6.5 59.1 30.2% 215

1.6. 시사점

  우리나라의 해외직 투자는 2000년  들어 크게 확 되고 있는 추세

이며, 농업에 한 해외직 투자도 식량 기가 발생한 2007년과 2008년

에 큰 폭으로 증가하 다. 하지만 해외투자가 제조업, 도소매업, 업 등

의 업종에 집 되면서 농업 투자 비 은 여 히 매우 낮은 수 을 유지

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은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심으로 한 

아시아에 집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러시아에 한 투자도 상당히 증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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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자원의 주요 수요자인 식음료 제조업이나 에 지 자원개발에 극

인 종합상사 등은 과거 투자 실패 경험, 농업의 수익 고 험 사업 특

성 등으로 인해 직  농작물을 경작하는 형태의 사업에 큰 부담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담요인으로 인해 농산물을 직  재배하는 방

식보다는 농업 후방 산업에 해당하는 식음료 제조업, 연  도소매업, 농

자재 제조업 등에 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은 

주요 투자 실행국가인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해외직 투자 동향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 지법인은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환하는 등 경 실

이 개선되었으나, 농업 부문 해외 지법인은 반 으로 조한 경 실

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안정된 시장 지 를 확보하고 업노하우가 

축 된 식음료 제조업체의 해외투자성과는 비교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3년 연속 자가 지속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실

하다. 한편, 매출구조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상 으로  한국 매 비

이 높은 편이긴 하나, 지 매출이 차지하는 비 이 가장 높다. 열악한 

수익성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로열티와 부이자 등을 고려한 투자수익

은 2009년 -1.4%를 기록하여 2007년과 2008년에 비해 상당폭 개선되었다.

  해외농업개발의 활성화를 해서는 농산물 재배 이외에도 연  산업에 

한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거  농업 기업으로 인한 

높은 진입 장벽, 농지 취득에 있어서의 법 인 제약, 수익 고 험 사업특

성 등 직  경작하는 형태의 해외직 투자에는 실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우리 기업이 일정 수 의 사업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 식음료업, 도소

매업, 농자재업 등 농업과 련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농업 련 산업에 있어 지 사업이 안정화된 이후 기존의 공 망을 

수직계열화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에서의 성공  사업 수행을 해서는 각 분야별 역량을 증진하기 

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확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략, 업 략, 재무 리 략 등 각 분야별 문 인력 

양성이 실하며, 특히 우리나라가 아시아와 특정 국가에 한 투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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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매우 높고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을 고려

하면 지역별 문가 육성도 필요할 것이다.

  농업 부문은 경제성과 더불어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국가  요성이 

높은 산업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에 극 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해외진출 기업에 한 세제 혜택, 농업  련 산업의 녹

색 산업 지정, 자연재해 발생 시 손실 보  등 다양한 제도  지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은행의 EDCF 지원과 연계한 농업투자진출 방법도 

차 확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 리카 지역 국가의 농업개발 잠

재력이 크므로 농업개발모델을 이용한 극 인 투자지원이 실한 상황

이다. 한 최근 정부의 극 인 지원하에 공기업이 직  해외에서 석유, 

가스, 물 등 에 지 자원을 개발을 늘리는 것과 같이 공공 부문을 통한 

투자를 확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으로는 러시아, 베트

남, 인도네시아와 여타 아시아 지역 국가에 한 농업투자가 유망해보이

며, 상황에 따라 농가공 제조업과 연계되어 투자의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상기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의 해외직 투자 동향과 경 성과 분석결과

가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체 해외직 투자에서 농

식품 기업의 해외직 투자 비 은 1% 미만으로 매우 으나 역사 으로 

꽤 오래되었으며, 진출 분야도 단순히 농산물 재배 이외에도 유통(도소매

업)  련 산업(농자재업, 식음료업 등)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제 농식품 분야의 해외직 투자도 보다 정책

으로 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분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다른 산업의 해외직 투자와 마찬가지로 2003년부터 농식품 산업

의 해외직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 으며, 2008년 국제 융

기가 발생하기 직 에 최고에 달하다가 융 기 이후에 격히 감소하

다. 이는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 투자도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환율 등 거

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많은 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다.

  셋째,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은 아시아이고 국가

로는 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이다. 따라서 향후 농식품 기업의 진출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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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비 이 높을 것이며 이에 따라 아시아 각 국가에 한 농식품 산

업과 지역에 한 유효한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아시

아 농식품 산업에 한 문가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넷째,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 투자 경 분석에 따르면 타 산업에 비하여 

투자수익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 다. 특히 곡물재배업의 경우 바이오 

연료산업의 낮은 투자수익성으로 인하여 업이익과 투자수익이 마이 스

를 보 다. 따라서 국내 농식품 산업이 해외직 투자를 할 경우에는 보다 

신 하게 결정을 해야 하고,  국가 으로 식량안보 등의 이유로 농식품 

기업의 해외직 투자를 권고한다면 정부는 해외진출 농식품 기업의 경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자 지원, 외교 지원, 련 인 라 보완조치, 효

과 인 정보 등이 잘 제공되어야 한다. 

2. 해외농업개발정책의 실태와 과제 

  제2 에서는 로벌 식량 기 이후인 2009년 6월 이후 우리나라가 본격

으로 도입한 해외농업개발정책에 한 황과 지 까지의 성과 등을 논

의한다. 여기서 해외농업개발정책이란 식량안보를 하여 국내 기업이 해

외에서 , 옥수수, 콩 등 곡물이나 사료작물을 생산하고 비상시 국내로 들

어오기 하여 정부가 정책자 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의미한다. 

2.1. 해외농업개발정책의 도입 

  우리나라는 로벌 식량 기 이후에 보다 안정 으로 해외 곡물을 확보

하기 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하 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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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본격 으로 해외농업개발정책을 도입‧시행하 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자원개발법｣제4조에 근거하여 2009년 6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

획｣을 수립하여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본격 으로 시행하 다. ｢해외농업

개발 10개년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가 3년마다 10년 단 로 수립하는 해

외농업개발에 한 장기 이고 종합 인 기본계획으로 ①2018년까지 주요 

곡물 국내 소비량의 10% 물량에 해 해외로부터 안정 인 공 망을 확보

하고, ②우리나라 농업  연  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며, ③해외농

업개발 상국과 상생 력 계를 구축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

다. 해외농업개발 추진의 기본 방향은 민간주도, 실수요자 심의 해외개

발을 추진하고 정부는 측면 지원하며, 국제사회와 상생하는 력모델을 창

출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유형별, 지역별, 품목별 추진 략을 수립

하며,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인 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같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에 지나 물

자원 등 해외 자원을 확보하고자 할 때 정부가 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

로는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다. 이 사업들은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분류되

는데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는 해외에 지개발, 해외 물개발, 해외수산자

원개발, 해외임업자원개발, 해외농업개발 등이 있다. 이들 해외자원개발사

업 에서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가장 늦게 시행된 사업이다. 이들 해외자

원개발 사업과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비교해 보면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어

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표 2-33>은 이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소  부처, 사업 목 , 사업 목표, 주요 진출국, 시행기 , 사업시행

의 근거법, 지원 형태 등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표 2-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농업개발사업도 다른 자원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목

표가 국내에서 부족한 식량을 안정 으로 확보하기 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에 지와 물자원 등을 확보하기 한 자원개발 사업은 해외 진출 국

가도 많고 자  규모도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자 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

여 다. 이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모두 장기간의 고 험 사업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가장 늦게 시작되었으면서도 다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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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개발사업보다 수익이 낮을 것으로 상되는 사업이다. 한 물자원이

나 에 지 자원보다 아직 자  지원조건 등이 다소 불리한 입장에 있다.  

구분
해외에 지

개발

해외 물

개발

해외농업

개발

해외수산자원

개발

해외산림자원

개발

소

부처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목

장기‧안정  

에 지자원 

확보

장기‧안정  

물자원 확보

장기‧안정  

식량자원 확보

장기‧안정  

수산자원 확보

장기‧안정  

목재자원 확보

목표
2030년까지 자주 

개발률 40%

2030년까지 자주 

개발률 50%

2018년까지 

138만 톤 확보

2013년까지 

13개 사업

2050년까지 

100만 ha

진출국

37개국 86개 업

체(조사탐사, 개

발, 생산)

30개국 81개 업

체(22 종) (조사

탐사, 개발, 생산)

10개국 28개 업체

(생산  유통)

1개국 1개 업체 

(양식,가공,유통)

11개국 18개 업

체(207,449ha)

(조림,육림)

집행

기

한국

석유공사

한국

물자원공사
한국농어 공사

한국

원양산업 회

산림청 

산림조합 앙회

근거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해외자원개발사

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한국농어 공사 

 농지 리 

기 법

원양산업발 법

․해외자원   

  개발사업법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지원

형태

출자,  융자, 

보조
출자,융자 융자,보조 융자,보조 융자,보조

표 2-33.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업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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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실태

  정부는 2010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액 240억 원을 장기 리(융자)와 보

조로 지원하고 있다. 이  융자자 은 210억 원이며, 지원조건은 3년 거

치 7년 상환에 이자율 2%이다(<표 2-34> 참조). 보조 사업의 표 인 사

업은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과 해외농업개발 기반 구축사업이 있다. 해외

농업환경조사사업은 2년(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총 17개 기업이 원하

는 투자환경조사를 시행하 으며 이 사업에 투자한 액은 총 7억 5,800

만 원이었다. 해외농업개발 기반구축사업으로는 해외농업개발 문인력 

양성과 해외농업개발 정보지원사업  컨설  사업 등이 있다. 해외농업

개발 문인력은 2009년에 44명을, 2010년에는 40명을 양성하 다. 해외

농업개발정보지원사업으로는 홈페이지(www.oads.or.kr)를 운 하고 9개국

에서 해외통신원을 운 하 다. 아울러 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등

에 한 물류시스템 조사연구  농업개발펀드 조성에 한 연구 용역 사

업을 실시하 다. 한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 과 컨설  사업 등을 

실시하 다. 

표 2-34.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조건

구분
산

(억 원)
지원조건 사업시행 주체

해외농업개발 

사업(융자)
210

- 소요사업비의 70% 이하

-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2%

- 시행주체: 한국

  농어 공사

- 지원 상: 해외

  농업진출 법인

해외농업개발 

지원(보조)
30

- 보조 100%, 단 해외농업 환경

  조사는 보조 70%, 자부담 30%

- 시행주체: 한국

  농어 공사

- 지원 상: 해외

  농업진출 법인

 주: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농장형(10년 거치)과 유통형(5년 거치)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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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까지 해외농업개발자 을 지원받아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한 기업

은 7개 국가에 진출한 총 18개 기업으로 <표 2-35>에서와 같이 직  생산

하는 농장형으로는 7개 국가의 14개 기업에 지원하 다. 

표 2-35.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실태 

단 : 천 톤, ha

유형 상국가 기업명1) 상작물 총계획 ’10계획2)

계 18개 기업 395천 톤 110천 톤

농

장

형

소계 14개 기업 23,256ha 13,203ha

러시아

㈜아로 , 콩, 옥수수 3,700ha 3,100ha

㈜남양 콩 200ha 200ha

㈜서울사료
콩, 옥수수, 

귀리 등
3,000ha 3,000ha

㈜바리의 꿈
, 콩,

귀리, 보리
1,000ha 867ha

코리아통상(주) 콩, 옥수수 1,100ha 500ha

라질
㈜돌나라통상 , 콩, 옥수수 4,000ha 500ha

지비루트 콩 3,000ha 3,000ha

캄보디아

㈜충남농업자원개발 콩, 옥수수 474ha 474ha

성문주식회사 카사바 1,200ha 30ha

(주)MH에탄올 카사바 3,900ha 500ha

라오스 ㈜에코 라임 콩 1,000ha 350ha

인도네시아 삼양제넥스 옥수수, 카사바 302ha 302ha

뉴질랜드 서해건설 옥수수 240ha 240ha

필리핀 무 물산 옥수수 140ha 140ha

유

통

형

소계 4개 기업 75천 톤 57천 톤

러시아 ㈜셀트리온 1천 톤 1천 톤

인도네시아 ㈜팜스코 옥수수 9천 톤 9천 톤

캄보디아 ㈜코지드 옥수수, 타피오카 47천 톤 37천 톤

라오스 ㈜코라오에 지 옥수수 18천 톤 10천 톤

주: 1) 농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 융자 으로 진출한 기업(2009년과 2010년)이며 2009년

도 융자  회수 1개 업체(657백만 원) 미포함

   2) 생산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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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개발 기업이 생산형으로 확보하려고 계획한 면 은 2만 3,256ha

이며 2010년의 생산면 은 1만 3,203ha이다. 지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유

통형으로는 4개 국가에 진출한 4개 기업을 지원하 다. 이들 기업이 확보하

기로 계획한 총물량은 7만 5,000톤이고 2010년에 실제 확보하려는 물량은 

5만 7,000톤이다. 그리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확보하려고 계획한 총물

량은 39만 5,000톤이며, 2010년 한 해에만 계획한 물량은 11만톤이다. 

  <표 2-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농업개발 10개년 이후에 해외로 진

출한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해외농업개발을 하여 주로 진출한 나라는 필리핀과 

라질을 제외하면 부분 체제 환경제(Transition Economy)국가이다. 체 

진출기업의 수에 있어서나 확보한 경지면 이나 실제 경작면 에 있어 러

시아 연해주의 비 이 높고 기타 진출 국가도 부분 체제 환국가이거나 

사회주의 국가이다. 체제 환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시장경제체제로 환

하는 과정에 농업생산이 격히 하락하 다는 것이다. 부분의 체제 환 

국가는 아직 시장경제가 제 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집단농장체

제에서 가족농 체제로 환하는 과정에서 농업 인 라가 붕괴되었고 농업

생산성도 크게 하락한 상황을 미처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

가는 극 으로 해외농업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며 이를 통하여 자국의 농

업생산기반을 재구축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려고 한다. 그러나 체제 환

국은 투자 련 법과 제도가 제 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연방정부와 지방정

부 간의 계 정립, 련 공무원의 부패, 농업 인 라 재정비의 어려움, 국

제 곡물 동 시 곡물수출 제한을 시행하는 등 국가리스크가 높다는 어려움

이 있다. 해외진출 곡물기업에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7 진출한 국가로는 

필리핀과 러시아가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그 다음 순이었다. 

이는 지리 으로는 물론이고 역사‧문화 으로 가깝고 친숙한 동남아시아 

7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에 한 실태 분석은 정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를 

받아 해외에 진출한 44개 기업을 상으로 하 으며 조사 결과는 조사표를 이

메일로 송부한 후 응답한 17개 업체의 실태(회수율은 38.6%)를 집계 분석한 것

임. 조사는 2010년 8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1개월간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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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체에서 진출 국

가와 지역을 선정한 이유로는 토지 임 료, 노임 등 생산비가 렴해서라

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풍부한 노동력, 기후 등 농업 여건이 좋아

서라고 답한 업체도 상당수 있었다. 기타 답변으로는 ‘ 단  농지 확보 

가능’, ‘사회간 자본(도로, 기, 용수 등)의 완벽 구비’ 등의 답변이 있었

다(<표 2-36> 참조). 향후 해외 진출 시 선택한 작목을 재배하기에 합한 

지역은 역시 아시아를 선택한 업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남미, 북

미, 유럽 순이었다(<표 2-37> 참조). 상기 지역을 고려하는 이유 역시 진출 

지역 선택 시와 마찬가지로 농업 여건이 좋아서라고 답한 업체가 가장 많

았으며, 투자 상국 정부의 농업개발 의지가 높아서, 그리고 생산비가 

렴해서라는 답변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기타 답변에는 ‘개발 이익이 보

되면서 상 으로 농업 미개발 국가여서’라는 답과 ‘향후 물류 서비스가 

용이하고, 한국과 연결이 편리해서’라는 등의 답이 있었다(<표 2-38> 참

조). 

표 2-36.  진출 지역 선정 이유

진출 국가, 
지역 선정 
이유

렴한 
생산비

(토지 임 료, 
노임 등)

좋은 농업 
여건

(풍부한 노동력, 
기후 등)

투자 상국 
정부의 높은 
농업개발 
의지

한국과 
다양한 
투자 교류

기타

비율(%) 64.7 58.8 17.6 11.8 23.5

표 2-37.  선택한 작목을 재배하기에 합한 지역

지역 아시아 남미 북미 유럽 양주

비율(%) 58.8 11.8 5.9 5.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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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8.  상기 지역을 고려하는 이유

상기 
지역 
고려 
이유

농업 여건이 
좋아서

(풍부한 노동력, 
기후 등)

투자 상국 
정부의 
농업개발 

의지가 높아서

생산비가 
렴해서

(토지 임 료, 
노임 등)

한국과 다양한 
투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타

비율
(%)

52.9 23.5 23.5 0.0 11.8

  따라서 부분의 국내 농식품기업은 진출하는 국가가 높은 국가  리스

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노동력, 기후 등 농업여건이 좋고, 

토지임 료나 노임 등 생산비가 렴하기 때문에 진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러시아나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이유는 지리 으로 인 하고 

문화 으로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리 , 문화  요인도 요한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 농식품기업이 이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유

가 해외 진출로는 충분조건이 될 수 있지만, 진출하여 성공하는 것으로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그림 2-4.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진출 지역

체제전환국 중심
- 러시아(연해주)

확보면적, 사업단계
- 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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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지에서 생산하려는 품목은 주로 콩과 옥수수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자 을 지원하는 1차 목 이 식량안보에 있어 자  지원의 우선순

를 국내자 률이 낮은 콩, 옥수수,  등과 같은 곡물에 두었기 때문이다. 

해외진출 곡물기업에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하여 옥수수를 

재배하는 기업이 52.9%로 반 이상이었으며 그 다음은 콩, 기타작물(카사

바, 보리 등) 순이었다(<표 2-39> 참조). 향후 해외로 진출하여 재배하길 

희망하는 작물도 재 재배 인 작물과 마찬가지로 옥수수가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은 기타 작물(카사바, 사과 등)이었으며, 콩과 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40> 참조). 여기서 향후 재배하고자 하는 작

물로 카사바가 콩보다 높은 것은 카사바의 국제가격 상승 폭이 크기 때문

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2-39.  해외 진출하여 재배하는 작물

작물 옥수수 콩 기타

비율(%) 52.9 41.2 35.3 11.8 11.8

표 2-40.  해외 진출 재배 희망 작물 

작물 옥수수 기타 콩

비율(%) 64.7 41.2 29.4 29.4 5.9

  셋째, 부분의 진출기업은 지 기업과 합작투자하기보다 국내 회사가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진출 기업이 제휴할 트 를 찾기가 어

렵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 합작법인을 할 경우 국내 투자기업의 통

제 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단독투자는 

통제 리가 용이한 반면, 빠르게 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진출 곡물기업에 한 실태조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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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선호하는 투자방식에 해서는 지 직  투자를 선호한다는 업체가 

6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계약 재배와 지 련 회사의 인수 합

병 방식이었다(<표 2-41> 참조). 향후에 고려할 수 있는 투자방식으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투자하는 방식의 비 이 

가장 높았다. 이 게 민간기업과 공기업 공동 컨소시엄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업의 신뢰성 확보와 서로의 노하우 공유  효율 인 정보 취득이 가능

하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은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는 방식이었으며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진출하겠다는 업체는 하나도 없었다(<표 2-42> 참

조). 이 게 개별기업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 기  간에 의견조율이 어렵거나 이해 계가 복잡하고, 규모

가 클수록 순발력과 집 력이 하되어 사업의 탄력  운 이 힘들기 때문

이었다.

표 2-41.  투자 시 선호하는 진출 방식

진출 방식
지 

직  투자
계약 재배

지 련 
회사 인수 
합병

턴기 
운  방식

리계약

비율(%) 64.7 29.4 23.5 5.9 0.0

표 2-42.  향후 투자 방식

투자 방식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공동 컨소시엄

개별기업 민간기업의 합동

비율(%) 47.1 35.3 0.0

  넷째, 해외농업개발 농식품기업은 사업의 목 이 국내 반입임에도 우선 

일차 으로 지 매를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많았다. 지에서 우선 

응하고 매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세 등 국내수입의 조건이 좋아지면 국내로의 반입을 고려하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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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당장 해외에서 생산한 곡물을 국내 반입해야 한다면, 세나 TRQ 물

량의 확보 등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해외진출 곡물기업에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국내 반입 방식에 해서는 

지에서 매하겠다는 비 이 41.2%로 국내로 반입한다는 비 인 35.3%

보다 더 높았다(<표 2-43> 참조). 지 매 업체의 경우 국내 반입이 힘든 

이유로 재 생산량이 부족하고, 세  가격수 , 수송, 통상법 등의 문

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 다(<표 2-44> 참조). 

표 2-43.  국내 반입 방식

반입 방식 지 매 국내 반입

비율(%) 41.2 35.3

표 2-44.  국내 반입 제약 요인

제약 요인 세  가격수 수송 통상법 기타

비율(%) 64.7 41.2 23.5 11.8

 

  다섯째,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을 확보하는 유통형보다는 국내기업

이 지에서 직  생산하는 생산형의 비 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사업 

기에 진출 지역에서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생산형의 어려움은 생산에 성공하더라도 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문제

가 발생한다는 이다. 아직까지 많은 국내진출기업은 생산할 농지를 확보

하기만 하면 최소한 농지가격상승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해외농업개발 진출 농식품기업이 지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

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농업 련 인 라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운 자 의 부족, 문 경 인 확보의 어려움, 농지 련 법‧제도의 어려

움 등 많은 경  애로가 있다고 답하 다. 해외진출 곡물기업에 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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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해외 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농업 련 인 라가 취

약한 것을 들었으며, 지원 자   투자자  부족, 문가  경 인 확보

의 어려움을 호소한 업체도 많았다. 그 외 농산물의 로  유통망 확보, 

까다로운 농업투자 련 법규 등의 문제도 애로 으로 지 하 다. 기타 

‘연방정부  지방정부의 규제’, ‘세무 문제’, ‘과실 송 의 어려움’ 등도 

애로 으로 지 되었다(<표 2-45> 참조).

표 2-45.  해외 진출 시 상되는 애로사항

애로 
사항

농업 련 
인 라
취약

지원 자   
투자자  부족

문경 인 
확보 
어려움

농산물
로  

유통망 확보

까다로운 
농업투자 
련 법규

비율(%) 70.6 58.8 52.9 29.4 29.4

애로 
사항

기타
지 농업 련 
정보 부족

정책 
지원체계 
미흡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비율(%) 23.6 23.5 17.6 17.6

 

  해외 진출 시 직면하는 기술  애로사항으로는 장시설, 개수로, 도

로 여건 등 인 라의 미흡을 들었으며(<표 2-46> 참조), 그 다음으로는 기

후조건, 작물재배  농 기술 등을 들었다. 지법과 제도 사항에 해서

는 외국인의 농지 소유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크고 농지 구입 한 

까다롭다는 이 지 되었다(<표 2-47> 참조). 자 지원과 련하여서는 

자  용도가 한정되어 있고 조달 방법의 어려움과 은행 담보 없이 자 을 

지원받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지 하 다. 유통 매조건과 련해서는 높

은 세  운송비(물류비용) 등으로 국내 반입이 어려우나, 지 매에는 

부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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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6.  기술  애로사항

애로사항 인 라 미흡 기후조건 작물재배  농 기술

비율(%) 58.8 37.5 18.8

 표 2-47.  지 법과 제도 사항

애로사항 농지 외국인 소유 제한 농지 구입이 까다로움

비율(%) 37.5 12.5

  일곱 번째, 해외로 진출한 국내 농식품기업은 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여러 지원을 바라고 있다. 해외진출 곡물

기업에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농업개발을 하여 담당해야 

할 사항으로는 특히 자 지원이 요하다고 답한 업체가 압도 이었다. 

기술지원과 외교지원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는 정보제

공이었다. 

  이상과 같이 해외진출 곡물기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시아와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리 , 문화  측면에서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콩 재배 기업의 경우 모두 러시아에 진출한 것을 볼 때, 기후 , 환경 으

로 러시아가 콩 재배에 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옥수수와 

콩을 재배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식용, 사료용, 바이오연료용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작물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곡물 재배 이유로는 

부분 업체가 ‘원료의 안정 인 확보’와 ‘국내 식량안보에 기여하기 해

서’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렴한 생산비보다는 장기 으로 안정 인 작물

의 확보를 염두에 두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진출 

지역을 선정한 이유로는 ‘생산비가 렴해서’라고 답한 기업이 부분으

로, 해외농업개발을 시작한 이유는 ‘원료의 안정 인 확보’이나 그 후 재배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비용이 게 되는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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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 진출 시 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농업 련 인 라 취약’, ‘지원 

자   투자자  부족’, ‘ 문가  경 인 확보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

아, 지 인 라 문제가 해결될 경우 더 많은 기업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을 

상할 수 있다.  자   문가 확보에 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지

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시사 을 제공한다. 국내 반입 제

약 요인에 해서는 ‘ 세  가격수 ’과 ‘수송’이라고 답한 업체가 가장 

많아 세에 한 문제의 해결이 시 한 것을 알 수 있다. 해외농업개발투

자의 성과를 높이기 한 방안으로는 ‘철 한 사  타당성 검토’와 ‘정책

자   기술 자재 지원’을 부분 선택해 진출  계획 수립과 앞서 애로

사항에서도 언 된 자  지원의 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2.3. 해외 국가들의 해외농업개발 실태

2.3.1.  세계 해외농업개발의 특징 

  Davis Hallam(2009)은 최근 3년간(2007년∼2009년) 국제 으로 이루어

진 해외농업개발투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 다. 첫째, 개도국을 

상으로 한 해외농업개발투자는 새로운 상이 아니며, 최근 개도국을 

상으로 한 해외농업개발의 실제 투자규모는 계획 는 정된 규모보다 

으며, 실제 투자까지는 많은 기간이 걸릴 수 있다. 둘째, 해외농업개발투자

의 주 형태는 식량생산을 한 것이며, 최  99년까지 토지를 장기 임 하

는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 토지 투자는 최소 만 ha에서 때로는 50

만 ha 이상을 확보하는 규모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셋째, 지난 3년

간 외국 투자자가 아 리카에서 확보한 땅은 2,000만 ha 이상으로 추산되

지만, 외국인이 할하는 토지는 투자 상국 체 토지의 일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를 들면 에티오피아와 수단 체 농지의 1% 정도가 외국 투자

하에 있다. 넷째, 주요 해외농업개발투자국가는 걸 만 국가, 국, 한국 

등이고, 해외농업개발 투자 상국은 주로 아 리카 국가이며,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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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도 포함되어 있다. 해외농업개발투자에는 도로나 철로 항만 개발 

등과 같은 인 라개발투자도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양국가 간의 해외농

업개발투자에는 일정한 특징을 보인다. 걸 만 동국가는 수단과 다른 아

리카 국가, 국은 잠비아, 앙골라, 모잠비크 등에 집 으로 투자하고 

있다. 여섯째, 민간부문의 해외농업개발투자자는 투자 문회사로 이들은 

농식품 문가들이기보다 민간 융 문가이다. 일곱째, 투자 상국의 투자

는 정부가 담당하며, 최근에는 통 인 해외직 투자보다는 계약생산이

나 합작 투자 같은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여덟째, 최근 해외농업개발투자

는 토지나 수자원 등을 확보하려는 자원 확보형이며, 열 작물생산보다는 

사료작물 생산을 포함한 기본 식량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농업개발투자가 정 에 이르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며 아 리카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심이 옮겨지고 있으며 직 투자투자보다는 차 합작투자 

형태로 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3.2.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형태는 

곡물의 경우 종합상사와 우리나라의 농 과 같은 젠노가 심이 되어 식량

공 선을 확보하는 형태이며, 두 번째 형태는 채소나 축산 등을 해외개발 

후 수입하는 형태, 즉 일본의 농업 련업체 는 농산물 유통업체가 해외

에 나가 지에서 계약생산을 통하여 안 하고 품질이 높은 농산물을 생산

하여 이를 국내로 들여오는 형태이다. 세 번째 형태는 해외원조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농 을 개발해 주는 형태이다. 특히 오래 부터 일본

의 미츠비시, 이토추, 미츠이, 마루베니, 수미모토 등과 같은 종합상사는 

해외 곡물유통에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곡물의 가공, 유통, 무역, 소매 등에 

극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민간 기업은 국가 험(Country risk)이나 기후 험 때문에 해외

에서 곡물을 생산하는 데에 소극 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곡물 등 농

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三井物産은 2007년 8월 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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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라질의 곡물업자 마치그 인SA사를 산하에 

두고 있는 스 스의 마치그 인AG사에 출자(출자비율 25%)하 다. 2008

년 10월에는 마치그 인AG사에 130억 엔을 추가로 출자하여 출자비율을 

종래의 25%에서 39.35%로 상향하 다. 이를 통해 라질에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여 두, 옥수수, 면화 증산을 도모하 다. 2008

년 10만 톤의 두를 생산하여 이  2만 톤은 일본에 수출하 다. 双日은 

2007년 10월 라질의 AD에네르지아사의 발행주식 33.33%를 취득하고 사

탕수수를 재배하여 바이오에탄올  설탕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 사업에 

참여하 으며, 마루베니는 2008년 8월 미국의 자회사를 통해 AGB그 인사

에 출자하여 곡물엘리베이터 8기와 농자재창고 2개소를 취득하 다. 

  해외농업개발 시 일본 민간기업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농지의 토

양, 인 라, 심 품목의 재배 가능성, 생산물 품질 등 해외농업생산 등에 

한 정보, 투자  사업에 한 해외정보, 정보의 공유 등 민 력, ②해

외에서 농업지도 등이 가능한 기술자를 소개하는 네트워크 구축, 해외 농

업 력 경험이 있는 인재의 소개, 농업생산기술의 활용, ③농업에 한 물

류 등 인 라 지원, 농업투자와 련한 ODA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민간기

업 참여 등 ODA 활용, ④장기 으로 안정 인 융이 가능한 공 융의 

활용, ⑤무역보험에 의한 투자국의 국가 험(Country risk) 경감, ⑥수출세 

등 수출규제 지나 규제로부터의 보호 등이다.  

  일본은 식량안보를 한 해외농업투자 진 시 해외농업개발 상이 되

는 농산물은 국제수 동향, 식생활 요도, 수입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두, 옥수수를 우선순 에 둔다. 한 상지역은 남미, 앙아시아, 동유

럽 등이며 투자환경의 정비와 더불어 농업투자 련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으로 추진한다. 구체 인 민 력 모델을 구축하기 하여 투자

정의 체결 등 투자환경의 정비, 생산  유통인 라 정비 등 ODA와 연계, 

공 융 활용, 무역보험 활용, 공동 기술연구, 기술지원 등 농업기술지원

체계 활용, 농업투자 련 정보의 제공 등과 같은 공 지원체계를 종합

으로 활용한다.

  민간기업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해결하기 해 외무성  농림수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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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원 창구를 개설하여 기업이 요청하는 사항을 정리, 검토하여 ‘식료

안 보장을 한 해외투자 진에 한 회의’를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해외농업투자의 표 인 사례가 라질 세라도 농업개발 사업이

다. 라질 세라도 농업개발 사업은 1973년 미국이 두 수출 지를 선언

하자 식량수입국의 다각화  해외식량공 기지 건설을 목 으로 일본이 

JICA(일본 국제 력단)를 통해 라질 정부와의 농업 력 사업으로 추진

한 사업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식량자원외교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식

량수입국 다각화, 농업개발수입, 식량공 기지 건설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

었다. 라질은 1975년 ‘세라도 거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농업개발정책

을 시행하 으나 토양의 화학  요인 때문에 진척되지 못하 다. 이에 일

본이 두 공 기지로 세라도를 개발하기로 하면서 일본과 라질 양국의 

이해가 합의되어 ‘세라도 농업개발 력사업’이 추진되었다(<그림 2-5>).

  세라도 농업개발은 ① 라질 국내의 지역개발, ②세계에 한 식량공  

증 , ③일본의 식량안 보장의 목 하에 일본 국제 력사업단(JICA)과 

해외경제 력기 (  국제 력은행) 주체로 실시되었다. 본 사업의 정식 

명칭은 로디젤사업이었으며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총 22년간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단계는 1979～1983에 추진되었으며 시장 근성이 유리

하고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춘 Minas Gerais 주 3개 지역의 5,000ha를 목표

로 진행되었다. 2단계 사업은 1985～1993년에 추진된 사업으로 기후가 다

른 2개의 지역 Mato Grosso, Bahia 주의 6만 5,000ha를 상으로 각각 기

후에 합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콩, 다년생작물, 옥수수 등의 

작물이 재배되었으며, 총 3억 7,50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3단계 사업은 

1995～2001년에 추진되었으며 2단계와 같은 지역에 농 경 기술을 통합

하고 개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3단계 사업에서 8만 

ha가 개발되었으며, 총 1억 3,79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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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라질 세라도 농업개발사업 추진체계  지원체계

  본 세라도 농업개발 사업에 일본은 총 684억 엔을 투자하 다. 이  

ODA자 은 279억 엔으로 약 40%이다. 일본은 장기간(1979∼2001, 22년

간)에 걸쳐 라질 8개주에 21개 입식지를 조성하고 34.5만 ha를 개발하

다. 세라도 체 면 은 2억 4,700만 ha이고, 재 농용지 면 은 4,700만 

ha로 향후 농업개발이 가능한 면 은 8,000ha이다. 재 세라도에서 생산

하는 곡물은 라질 체 생산 곡물의 25%를 차지하며 두의 경우 50%

를 차지하고 있다. 1979년 세라도 지역의 두 생산량은 23만 톤에 불과했

으나 2001년 2,382만 톤으로 증가하여 세계 두 생산량의 10%를 차지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라질의 체 두 생산량은 4,100만 톤으로 증가(세

계 2  콩 생산국가)하 으며, 세라도 지 에 착유공장을 다수 건설하 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 일변도의 두 수입에서 탈피하여 수입선을 다변화함

으로써 비상시에도 해외로부터 콩을 안정 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1977년 미국으로부터의 두 수입 비 이 95.2%이던 것이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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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로 낮아지고 신 라질로부터의 수입 비 이 1.6%에서 15.3%로 

높아졌다.

  일본의 라질 세라도 농업개발의 시사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8 첫

째,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은 운 주체와 규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다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의 추진 주체는 민간 기업이고 

정부는 간 지원을 담당한다. 둘째, 일본의 종합상사는 곡물메이 와의 

력 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곡물 가격이 렴할 때 일부 곡물메이  회사를 

합병하여 생산에서 수입에 이르기까지의 곡물의 안정 인 수입기반을 구

축하 다. 셋째, 활발한 해외농업개발수입을 통하여 국내에 수입할 물량을 

해외에서 직  생산하거나 물량을 확보하여 생산비를 낮추어 일본 국내로 

수입하고 있다. 넷째, 정부가 직  여하는 경우도 일본 국제 력단을 활

용하며 가능한 정부 간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2.4. 해외농업개발투자와 관련된 국제 논의 동향

  2007년과 2008년 세계 식량 기 이후에  세계 으로 식량수입국을 

심으로 식량안보에 한 논의가 확산됨과 동시에 해외농지확보를 통한 국제

농업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농지 확보를 신식민주의(Neo-Imperialism 

는 Land Neo-colonism)이자 농지착취(Land Grab)로 보는 부정 인 시각

과 새로운 농업발 의 기회 창출(New Opportunity for Agricultural Develop- 

ment) 는 국가 간의 상호 보완되는(Win-Win) 략으로 보는 정 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해외농지 확보를 통한 국제농업투자가 투자 상국에 선진 농업기술 이

, 농산물 품질 향상, 지 농업노동력 확 로 인한 고용 증 , 농업‧농

과 련된 후방산업의 발 , 식량생산의 증   농산물의 수출 확  등

과 같은 정 인 효과가 있음에도 지역주민 배제, 지 법과 권리 무시, 

8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에 한 자세한 참조는 김용택(200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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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증가, 지 환경 괴, 지역자원 남용 등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제기구는 해외농업투자에 한 국제규범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기 시작하 다. 

  그동안 World Bank, FAO, IFAD 등 국제기구와 해외농업투자에 심을 

갖고 있는 국가를 심으로 책임감 있는 국제농업투자를 한 국제규범의 제

정을 논의해 왔다. 를 들면 국제기구는 Promoting Responsible International 

Investment in Agriculture 국제회의(2009. 9)나 국제농업투자 라운드 테이

블(2010. 4) 등과 같은 국제라운드 테이블에서 지속 으로 ‘책임 있는 국제

농업투자 원칙에 한 합의 도출’을 해 노력해 왔다. 

  재 World Bank, FAO와 일본 등이 제시한 해외농지( 는 해외농업개

발)투자에 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World 

Bank는 토지  자원의 권리 존 (Respecting land and resource rights),  

식량안보의 확보(Ensuring food security), 투명성, 선량한 리  투자환

경 확보(Ensuring transparency, good governance, and enabling environment), 

의와 참여(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경제  실 가능성과 책임감 

있는 농업투자(Economic Viability and Responsible agroenterprise investing), 

사회  지속성(Social sustainability), 환경 지속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FAO도 비슷한 국제규범의 기 을 제시하고 있

는데 이는 투명성과 책임감(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성(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 sustainability), 지역민의 

참여와 이들의 권리  권리사항에 한 인식(Involvement of local stake- 

holders and recognition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국내의 식량안보  

농 개발에 한 고려(Concerns for domestic food security and rural 

development) 등이다.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 국제기 은 투

자 상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투명성 확보, 투자 상국 법령의 수, 

투자 상국 농업인이나 지역주민에 한 한 배려, 투자 상국의 환경

보 , 투자 상국 식량안보에 한 배려 등이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투자는 세계 식량안보와 농 발 을 하여 지속

으로 투자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토지권리 인정, 지역주민의 참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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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등 개발지역에 한 배려가 필수 이지만, 아직 책임 있는 해외농업

개발투자를 한 국제규범 제정에 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검

토하고 있는 국제농업투자의 원칙(Principle)을 실제로 용하고 있는 사례

도 매우 제한 이다. 따라서 책임 있는 해외농업개발투자를 진하기 해

서는 투자국과 투자 상국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한 국제원

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해외농업개발투자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토지착취와 같은 부

정 인 요소를 없애는 한편, 해외농업개발투자가 억제되지 않도록 하는 국

제규범 마련에는 공감 가 형성되어 있으나, 각국의 다소 상이한 의견으로 

원칙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기 

해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 의욕이 축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해서는 지

나친 규제로 인해 투자가 억제되지 않아야 하고 가이드라인이 실 가능해

야 하며 피투자국도 국제규범이 잘 용될 수 있는 환경(good governance, 

부패 방지 등)을 조성하기 해서 극 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책임 있는 국제농업투자를 활성화하기 하여 토지착취 등 부정  효과를 

없애는 한편,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국제농업투자가 억제되지 않는 국제규

범 제정에 극 참여하고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부

진한 해외직 투자 확 를 하여 외국직 투자(FDI)를 확 하고 있으며 

투자국과 피투자국이 상호 하는 략을 강조하는 한편, 국내외 이해

계자 간의 합의도출, 정수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해외농업개발투자의 기 을 마련함에 있어 요한 것은 이들 

원칙의 용에 있어 신축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투자 의욕을 해하지 않기 해서는 투자기 인 가이드라인이 실 가능

해야 한다. 

  재 우리나라도 이미 책임 있는 해외농업개발투자의 진을 하여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 고 재 이와 련하여 계 부처 간 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재 마련한 해외농업개발투자의 가이드라인

은 토지와 자원의 권리 존 , 식량안보에의 기여, 의와 참여, 환경보 , 

투명성 확보, 실천가능성  책임감 있는 투자, 국제규범의 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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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해외농업개발의 과제

2.5.1 해외진출 기업에 한 종합 인 지원체계 마련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은 민간 기업이 직  추진하고 정부는 간  지

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의 가장 요한 역할은 무엇보다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는 이미 해외로 진출한 농식품 기업에 하여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 

지원체계는 기업경 환경에 향을 주는 모든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구체

으로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진출 기업에 한 국제화 지원서비스로 경제 력개발기구(OECD)는 

마  지원, 정보 제공, 정보화  e-biz 지원, 조세 감면, 자  지원, 지

 보증이나 신용 보증 등의 보증, 인력/교육훈련 지원, 기술 지원, 자문

(경 /법률), 사무행정 지원, 정책/법/제도 개선, 양자 간 력( 정)/다자간 

력체제 연계 12개 분야를 지 하 다. 이 서비스를 보다 범 하게 분

류한다면 시장 근, 융 지원, 기업역량 제고, 경 환경 련 지원 4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김용택(2008)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① 융  세제 지원(조세감면, 자 지원, 보증), ②정보 지원(정

보 제공, 정보화  e-biz 지원), ③인력 육성, ④기술 지원, ⑤자문(경 /법

률, 사무행정 지원, 정책/법/제도 개선, 마  지원), ⑥국제 력 지원(양

자 간 력( 정)/다자간 력체제 연계) 6개 분야로 분류하 다. 재 

이 6개 분야의 지원서비스는 농어 공사의 해외농업 력개발 지원센터에

서 총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융자사업, 투자환경조사사업, 해

외농업개발 기반구축사업으로 컨설 사업, 해외농업개발 문 인력 양성

교육, 홈페이지 운 , 련 용역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 지원 사업은 아직 

보단계에 있어 지역별, 품목별, 유형별로 보다 구체 인 지원 서비스를 

하기 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와 문가 활용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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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지원 체계도

자료: 김용택(2008).

2.5.2. 문 인력 확보  지원

  해외농업개발을 보다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해 시 한 것은 해외농업

개발 련 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재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 원

하는 컨설 을 효과 으로 해  수 있는 문 인력이 많지 않아 짧은 기

간 내에 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시 히 구축해야 한다. 물론 

장기 으로 학의 학 과정을 통하여 체계 으로 해외농업개발 련 

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 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문 인력의 충원이다. 보다 많은 문 인력을 충원하고 교육시키기 해

서는 련 업무의 문성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여러 직종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문 인력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 인

력을 크게 기술 력 문가(기술 이 형과 리 조정형으로 구분), 해외농

업개발 문원, 특별 탁, 기획조사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들을 계약

에 의해서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 력 문가를 빠르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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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서는 농업유 기 에서 은퇴한 문가를 단기 연수과정을 거친 

후 문가로 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 퇴직 문 인력은 우리나

라  해외의 경제사회개발 련 로젝트에 직  참여하여 풍부한 경력과 

장 경험, 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오히려 재 활동하고 있는 문 인력

보다 해외에 보다 많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농업개발에 

심 있는 학생 는 학원생을 상으로 인턴십 로그램을 운 하는 것

도 필요하다. 

2.5.3. 기술 지원

  해외농업개발은 국내와 같이 소규모 가족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규모 기업농으로 운 되기 때문에 생산, 련 기술  유통과정이 국

내 농업과는 완 히 다르다. 따라서 지에서 높은 생산성을 얻고 지속가

능한 농업체계를 확립하기 해서는 지 농업경 이 요구하는 련 기술

을 효과 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하여 ‘해외농업개발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고 품목별, 지역별로 필요한 기술여건을 분석하여 련 기술지원에 

한 략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 농업 련 기술개발

과 지원에 한 우선순 를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농업개발 진출국의 기술담당기 과 기술 정을 맺고 정기

인 자문과 련 연구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술에 한 장의 애로사항에 

한 자문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 문가와 지 연구

소 등과의 정기 인 기술개발 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련 기술 지원에 있어서는 진출국의 지문제를 진출하는 기업의 입장에

서 산학연 방식으로 련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5.4 해외농업개발 정보지원 체계 구축 

  해외농업개발과 련하여 다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기 의 정보시

스템을 효과 으로 연계하고 종합 인 해외농업정보시스템을 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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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발 정보체계(가칭)’을 구축해야 한다. 재 해외진출기업에 한 정

보제공기 으로는 KOTRA, 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소기업청, 소기

업 진흥공단, 수출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재단 등이 있고 해외자원개발 

련 정보제공기 으로는 석유공사, 진공, KOTRA, 지질자원연구원, 에

지 경제연구원 등이 있으며 해외농업정보에 한 기 으로는 한국농 공

사의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 농산물유통공사 DB,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농업 측시스템과 해외농업정보 DB, 농림수산식품부와 농 진흥청의 해

외농업정보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합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러한 통합정보시스템이 해외농업개발에 한 문정보를 제공하는 포털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해외농업개발 련 정보의 수집, 종합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하여 정부, 해외농업개발 력단, 련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  간의 정

보 수집에 하여 고유한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요하다. 를 들어 농식

품부, 외교통상부는 해외진출 상국에 한 주요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는 해외농업개발 련 통합정보를 민간 기업에 제공

하고, 유통공사는 해외농업 동향  해외식량수  정보를 수집하며,  한국

농 경제연구원은 해외식량수 정보의 가공, 국내외 식량 측 정보, 해외

농업정보 등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해외농업 진출 희망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해외농업투자 상담소 운 , 해외농업개발포럼의 운 , 련 워크 과 국제

세미나의 정기 인 개최, 해외농업개발 련 정보지 발간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 심의 해외농업개발포럼을 지속 으로 운 하여 

련 컨설  사업과 국별 해외농업정보 연구보고서를 정기 으로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

2.5.5. 외교  기타 지원

  농업생산이나 유통과 련된 농업 인 라의 활용, 를 들어 개시설, 

장시설, 무역항구 사용 등은 민간이 투자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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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이다. 이런 사항에 해서는 해당국가와의 교섭을 시행하고 필요한 해

결책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자국의 해외진출 농식품 기업, 고용 노동력, 

기업 계자에 한 사 보호 등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

결하기 해서는 해당국 정부와의 교섭이 필요하다. 를 들면, 자재 반입, 

농기구 수입, 농업 시설 건설 등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외교 으로 

해결하거나 해당국 당국의 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지난 로벌 식량 기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심을 가

지고 지켜보아야 할 사항은 해외농업 진출국가의 농산물 수출 제한에 한 

외교 인 응이다. 국내기업투자자를 보호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로 

반인하기 해서 해당국 법  제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어, 

해외농업 진출국 정부와 투자 정을 체결하거나 해외농업 진출국 정부와

의 교섭을 통해 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할 때 발생할 수 있

는 장애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기타 농산물의 수출 쿼터량 

자유화, 수출 세 인하, 토지 임 차 유리한 조건 확보, 과도한 노동법 

용 방지, 외환반출 보장 등에서도 농식품 기업이 진출한 국가와 외교 인 

지원과 의가 필요한 분야이다. 

2.5.6. 종합  패키지 진출 략 수립

  재 해외로부터 농업개발투자를 극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는 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체제 환국이다. 이들 국가는 공산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

로 환하면서 에 지, 물자원은 풍부한데 농업기반이 붕괴되었거나 농

업생산성이 격히 하되어 부분 심각한 식량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에 지나 물자원을 제공하더라도 자국이 필요한 농업개발

을 해주길 강력히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수요에 극 응하기 해서는 

에 지·자원 력과 농업 력을 종합 패키지화하여 종합패키지로 진출하

는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상 국의 농업개발수요

를 악하고 상 국과 농업 력 원회를 구성한 뒤 에 지  자원 분야와 

함께 농업도 동반 진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이런 종합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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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업이 시행되기 해서는 정부의 특정 부처가 심이 되어 추진되기보

다는 여러 정부 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등에서 종합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5.7. 안정 인 재원조달 방안

  재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 의 규모는 총 240억 원

으로 에 지나 물자원의 지원규모에 비하여 소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한 정책자 을 신청한 기업도 부분 소기업이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험이 높고 투자 수익이 얻어지기까지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이므

로 보다 규모화된 농업개발 사업으로 투자되어야 하고 이를 해서는 해외

농업개발 진출기업도 경 능력을 갖춘 규모화된 기업을 큰 액수의 자 으

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정부 자 만으로는 한계가 있

으므로 민간 재원의 조달방안도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로

젝트 이낸싱(Project Financing), 해외농업개발펀드 등을 조성하여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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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어업부문 공 개발원조(ODA)의 실태와 과제

3.1.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

  우리나라 국제개발 력사업9은 양자 간 력과 다자간 력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다자간 력은 국제개발 융기  등과 같은 국제기구 출자 , 

UN 등 국제기구 분담 으로 이루어지며 양자 간 력은 무상원조와 경제

개발 력자 인 유상원조로 구성된다. 

표 2-48.  우리나라 해외 력사업의 행태  수행체계

구분 력형태 실시기 주무부처

양자 간 

력

무상원조

무상자 력
KOICA

( 련정부부처)

외교통상부

( 련정부부처)

기술 력
KOICA

련정부부처

외교통상부

련 정부부처

유상원조 EDCF 차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자간 

력

국제기구출자

(국제개발 융기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제기구분담 (UN 등)
외교통상부

련 정부부처

  ODA 사업은 국무총리실에서 사업 총   사업 간 연계, 조정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KOICA는 농기계나 인 라 지원 사업을 담당하며 한국

9 국제개발 력사업과 공 개발원조(ODA)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OECD 

DAC 통계작성 기 에 따라 개도국에 한 ODA 통계 작성 시 국제 력사업 

 DAC가 선정한 ODA 수원국이 아닌 개도국과의 력사업 일부는 ODA로 인

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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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EDCF를 통해 필요한 자 을 차  형식으로 제공한다. 농식

품부에서는 농업‧농 개발 련사업의 개발  련 기술지원  교육훈

련을 담당한다. 

  2009년 우리나라의 공 개발원조(ODA) 총규모는 1조 860억 원에 달했

다. 그  양자 간 력지원 이 7,945억 원, 다자간 력지원 이 2,915억 

원이었다. ODA 규모는 1990년  반에 연평균 13.7% 성장하 고, 1990

년  후반에 들어서는 12.8% 성장하 으며, 2000년 에 어들어서는 연

평균 28.8%의 성장을 보 다. 그리하여 ODA는 1990년  반에 GNI 비

 0.02%에서 1990년  반 0.05%로 증가하 고, 2007년에는 0.07%로 

증가하 으며, 2008년에는 0.09%에 달하 다.

  1990년  반은 KOICA 설립(1991년)으로 인해 무상원조 심의 양자  

간 력자 이 증진하 다. 1990년  후반과 2000년  반은 외개발

력자 (EDCF)이, 2000년  반 이후는 무상원조 심의 양자 간 력자

이 증 하여 2007년 재 ODA에서 양자 력자 의 비 이 70%를 상회

하고 있다.

  ODA 지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 보건 분야 력사업의 비 이 높

으며, 농 개발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경우 2000년 에 어들면서 지속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승인액 기 으로 ODA 체에서 농림수산

업의 비 은 2000년 1%에서 2007년 10.2%로 등하 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을 심으로 아 리카, 남미 순으로 양자 간 

력자 이 배분되고 있다. 아시아 양자 간 력자  지출 비 을 살펴보

면 1995～1999년 68.1%에서 2000～2004년 75.6%로 증가하 고 2000년  

반까지 아시아 지역의 비 이 지속 으로 증가하 지만 2005～2007년

에는 67.9%로 감소하 다. 2000년  들어서는 아 리카 지역의 양자 간 

력자  배분이 증하 다. 즉 2001년 440만 달러에서 2007년 약 7,020

만 달러로 15배 가량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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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9.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황

단 : 백만 달러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공 개발원조

(ODA)
229.4 264.7 278.8 365.9 423.3 752.3 455.3 699.1 802.3

① 양자 간 력

 - 무상원조

   (KOICA) 

 - 유상원조

   (EDCF)

135.0

47.8

(43.6)

87.2

171.5

53.0

(47.0)

118.6

206.8

66.7

(58.6)

140.1

245.2

145.5

(121.8)

99.7

330.8

212.1

(174.6)

118.7

463.3

318.0

(201.9)

145.3

376.1

259.0

(193.1)

117.1

493.5

361.3

(270.1)

132.2

539.2

368.7

(272.4)

170.6

② 다자간 력 94.4 93.1 72.0 120.7 92.6 289.0 79.2 205.6 263.1

ODA/GNI (%) 0.04 0.06 0.06 0.06 0.06 0.10 0.05 0.07 0.09

  주: 1991～1993년 KOICA 실 은 무상원조 체 실 임.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한국국제 력단.

  재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ODA 사업에서 가장 비 이 큰 곳은 한국국

제 력단(KOICA)이다. 2008년의 경우 양자 간 무상원조  KOICA가 차

지하는 비 이 75% 다(<표 2-50> 참조). KOICA가 지원하는 아시아지역

의 농 개발 분야의 사업별 지원  비 은 인 라 건설과 설비 투자 심

의 로젝트 사업이 압도 으로 크고 그 다음으로 해외 사단 견과 지

개발조사 등의 순서이다. 

표 2-50.  KOICA 연도별 무상 지원액  비

단 : 백만 달러, %

KOICA 무상 
지원액(A)

총무상 지원액(B) 비 (A/B)

2005 201.9 318.0 63.5

2006 193.1 259.0 74.6

2007 270.1 361.3 74.8

2008 272.4 368.7 73.8

자료: KOICA 통계자료 홈페이지(stat.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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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의 양자 간 ODA  생산부문이 차지하는 비 은 2007년 12.2%

으나 2008년에는 5.3%로 감소하 다. 생산 부문에는 농림어업을 비롯하

여 공업, 무역  이 포함되어 있으나 부분 농림어업이다(<표 

2-51>). 양자 간 ODA  농림어업의 비 은 2007년에 10.2%, 2008년에 

3.4% 다. 농림어업에 한 지원을 원조 형태별로 비교하면 로젝트 원

조 비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술 력, 로그램 원조 순이다. 농림어업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기술 력이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

는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연수생 청, 문가 견 등의 형태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51.  우리나라 양자 간 ODA의 분야별 지원규모

단 : 백만 달러

’00 ’01 ’02 ’03 ’04 ’05 ’06 ’07 ’08

Ⅰ. 사회 인 라  

서비스
108.4 56.4 160.3 136.9 314.3 398.3 403.1 410.5 696.0

Ⅱ. 경제 인 라  

서비스
122.6 74.4 71.6 108.9 113.1 138.1 171.0 402.9 544.5

Ⅲ. 생산 분야 5.3 5.2 7.2 38.3 18.8 50.3 33.5 129.0 77.4

   농업, 임업, 수산업 2.6 3.5 4.9 36.0 12.4 41.3 11.8 106.9 47.7

    - 농업
2.4

(0.9)

2.4

(1.4)

2.5

(1.0)

26.6

(8.4)

9.3

(1.9)

36.4

(5.5)

10.0

(1.5)

96.1

(9.1)

30.6

(2.1)

   산업, 업, 건설 2.2 1.2 1.6 1.6 5.5 8.2 17.4 12.4 20.0

   무역  0.5 0.5 0.7 0.7 0.9 0.7 4.3 9.7 10.1

Ⅳ. 다분야 11.0 20.7 1.4 7.1 2.6 3.6 9.2 31.8 24.5

합계(Ⅰ∼Ⅳ) 247.3 156.8 240.4 291.2 448.8 590.2 616.7 974.1 1,342.5

Ⅴ. 인도  지원 0.5 8.2 3.0 3.0 12.9 36.9 24.6 35.5 55.8

Ⅵ. 행정비용 8.0 8.1 9.0 13.0 17.5 19.4 25.3 31.5 31.5

Ⅶ. NGO 지원 0.6 0.8 1.4 6.6 1.8 4.5 5.3 6.8 9.1

Ⅷ. 기타 0.8 0.7 0.7 2.8 2.5 6.8 3.5 5.4 16.1

합계(Ⅰ∼Ⅷ) 257.3 174.6 254.5 316.6 483.5 657.8 675.5 1,053.3 1,455.0

  주: ( )는 각 연도 총지원액 비 농업 부문 지원액 비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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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양자 간 ODA 분야별 지원규모에서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 은 그다지 높지 않다. 2000년에 총지원규모액의 0.9%를 차지하 으며 

2003년에는 8.4%로 지원규모가 증하 지만 2006년에는 다시 1.5%로 감

소하 고 2008년도에는 2.1% 수 이었다. 2008년 세부 분야별로 우리나라

와 DAC 회원국과의 원조액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격한 것을 알 수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 한국은 3,060만 달러를 지원한 반면, DAC 회원국

은 평균 1억 6,780만 달러를 지원하여 DAC 회원국이 약 5.5배 높은 액

을 지원하 다.

표 2-52.  2008년 한국과 DAC 회원국 세부 분야별 원조액 비교

단 : 백만 달러

한국(A) DAC 평균(B) 비율(B/A)

Ⅰ. 사회 인 라  서비스 696.0 1,893.6 2.7

Ⅱ. 경제 인 라  서비스 544.5 788.6 1.4

Ⅲ. 생산 분야 77.4 315.5 4.1

   농업, 임업, 수산업 47.7 205.4 4.3

     - 농업 30.6 167.8 5.5

   산업, 업, 건설 20.0 81.7 4.1

   무역  10.1 27.2 2.7

Ⅳ. 다분야 24.5 274.8 11.2

합계(Ⅰ∼Ⅳ) 1,342.5 3,272.5 2.4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2000년  반 들어 로젝트 주의 농어 개발원조의 한계 을 극복

하고, 련 유 기 의 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원조의 효과성과 지

속성을 극 화하기 한 방안으로 지의 농어 개발 련 조사연구 비

이 증가하고 있다. KOICA에서 ‘농어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하

여 추진 인 사업은 사실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농수산 분야의 산

업개발 사업과 농어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개발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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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오히려 자가 압도 으로 많아 ‘농어  개발사업’이라기보다는 ‘농수

산업 개발사업’의 성격이 더 강한 사업이다. KOCA 이외의 기 으로 농림

수산식품부, 산림청, 농어 공사, 농 경제연구원, 식품연구원에서도 농업

분야 개발 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표 2-53> 참조). 

표 2-53.  2009년 KOICA에서 추진 인 농어 개발사업 개요

단 : 만 달러

구분
상
국가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신규

사업

필리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사업 ’09-’12 1,300

세네갈 개타당성조사  농지개발 사업 ’09-’10 180

캄보디아 한일공동사업(수로복구, 농 개발) ’09 20

계속

사업

라오스
개수로건설(폰홍군) ’08-’09 170

개수로건설(문군) ’08-’10 320

몽골

채소재배 온실설치 ’08-’10 140

할흐골 지역 농업개발 마스터 랜 ’08-’09 255

가축바이러스성 질병진단센터 건립 ’07-’09 130

축산물안 리시스템 개발 ’08-’10 165

미얀마
농업 개기술센터 역량강화사업 ’08-’10 200

홀 구지역 농업 농 개발 사업 ’08-’10 200

방 라데시 꾸 라지역 농 종합개발 사업 ’07-’10 350

필리핀 수산물가공공장 건립사업 ’08-’09 220

세네갈

양식장개발 조사  기술 력 ’08-’09 160

포도르지역 개 재개발 ’08-’10 180

농업생산성개선사업 ’07-’09 150

알제리
씨감자 생산기술 지원 ’07-’09 180

새우양식장건설  양식기술 이 ’08-’10 230

짐바 웨 농기계 시험평가센터 개선 ’08-’10 300

탄자니아

농산물가공훈련센터 건립 ’08-’10 300

개시설개선  농업기계화 ’07-’09 170

잔지바르주 농산물가공훈련센터 건립

사업
’08-’10 230

나이지리아
미곡처리기술 지원 사업 ’08-’10 180

4개 지역 농산물가공센터 지원 ’07-’0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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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  2009년 KOICA에서 추진 인 농어 개발사업 개요(계속)

구분 상국가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계속

사업

튀니지 패류양식 기술지원 ’08-’09 160

과테말라 난민정착지원  교육강화 사업 ’07-’09 250

에콰도르 개수로건설  농기술 지원 ’08-’10 250

엘살바도르 부지역 채소재배 생산성 향상 ’08-’10 200

비

사업

인도네시아 농업개발계획수립  시범사업 3년 300

캄보디아 캄 주 시범마을 개발사업 3년 140

라오스 비엔티엔 주 농 개발 3차 산업 3년 150

사

조사

사업

몽골 할흐골 시범농장 개발사업 3년 400

에티오피아 아르시 농 개발사업 3년 200

페루 꼬라오 지역개발 시범사업 3년 100

알제리 사하라사막 기술 력사업 3년 600

수단 Gezira 농업기술 훈련원 지원 사업 3년 500

문가

견

냐 농 개발 문가, 1명 6개월 문가 선발완료

튀니지 버섯재배 문가, 1명 2개월 후보자 수완료

자료: KOICA 농어 개발 (2009년 10월 기 ); 이정환 외, “ 로벌 식량 기 해결을 

한 KOICA 지원방안,” KOICA, 2009. p. 84-86. 재인용. 

  농업 분야의  개도국 개발원조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입은행은 2005년 

앙골라의 농업 화사업을 해 외경제 력기 (EDCF)으로 3,144만 

달러의 차 을 약정하 으며, 2007년에 앙골라의 닭고기 수입 자  체를 

하여 4,900만 달러의 차 을 제공하기로 약정하 다. 이 밖에 수출입은

행은 2007년에 이집트 농기계공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설을 

하여 3,000만 달러를 차 으로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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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  양자 간 ODA의 분야별 황(승인액 기 )

ODA지원액(백만 달러) 양자 ODA  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사회SOC 

①
314.32 398.00 403.09 410.50 696.00 65.0 60.5 59.7 39.0 47.8

경제SOC 

②
113.12 138.12 170.95 402.86 544.52 23.4 21.0 25.3 38.2 37.4

생산부문 

③
18.80 50.25 33.50 128.99 77.44 3.9 7.6 5.0 12.2 5.3

인도  

지원 ④
12.90 36.87 24.62 35.51 55.78 2.7 5.6 3.6 3.4 3.8

행정비용 17.51 19.38 25.31 31.54 31.51 3.6 2.9 3.7 3.0 2.2

NGO 지원 1.75 4.54 5.34 6.83 9.10 0.4 0.7 0.8 0.6 0.6

기 타 ⑤ 5.06 10.64 12.69 37.04 40.60 1.0 1.6 1.9 3.5 2.8

합 계 483.45 657.79 675.49
1,053.

27 

1,454.

96
100 100 100 100 100

주: ① 교육, 보건, 인구정책, 식수공   생, 공공행정, 기타 사회 인 라 등

② 운송, 통신, 에 지 개발  공 , 융  재정서비스 등

③ 농림수산, 공업, 무역   등

④ 재난구호, 긴 식량원조, 재건구호 등

⑤ 환경보호, 여성개발, 개발인식 증진 등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KOICA의 양자 간 력 사업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아시아 지역이 

체의 60~70%로 가장 높은 비 이며 다음으로 아 리카, 남미 순이다. 

아시아의 농 개발 분야는 인 라 건설  설비 투자 심의 로젝트 사

업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해외 사단 견, 지개발조사 순이다. 아

시아에 있어 농 개발 지원은 1990년  후반에 13.8%부터 2000년  반

에 7.1%, 2000년  반 이후에 6.2%로 그 비 이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 보건의료, 긴 구호 등 비농업분야 비 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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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0년  반 들어 로젝트 주의 농어 개발원조가 갖는 한계

을 극복하고, 련 유 기 의 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원조의 효과

성과 지속성을 극 화하기 한 방안으로 지의 농어 개발 련 조사연

구의 비 이 늘어가고 있다.

3.2.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 현황

  1980년  후반부터 본격 인 농산물시장개방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농정

에서 가장 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가 농업통상을 통한(국경 책 마련) 

국내농업 보호 다. 따라서 국제농업분야에서 농업통상이 가장 요하

으나, 2009년 OECD DAC 가입을 후로 개발원조에 한 국제사회의 규

범을 수해야 하면서 국제개발 력을 확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

와 함께 국제농업개발 력사업의 규모도 확 되기 시작하 다. 농림수산

분야는 2006년부터 국제농업개발 력 추진체계가 본격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농업개발 력사업이 차 확 ‧시행되었다. 따라서 국제농업

력사업의 추진기구로는 로벌 농림수산 력추진 의회가 구성‧운 되었

다. 국제농업개발 력사업의 규모는 2008년 18억 원에서 2009년 28억 원, 

2010년 42억 원으로 증 되었다.

  국제농업개발 력은 주로 개도국을 상으로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을 

수하고, 농업  농 발  경험을 수함으로써 농업, 농 개발을 통한 

기아  빈곤감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농업개

발 력의 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농업개발사업과 련된 정책 수

행에 필요한 실질 인 권한은 다른 부서가 행사하고 있어 정부 부처 간의 

유기 인 조가 요구된다. 를 들어 많은 자 이 소요되는 농업 인 라 

조성 사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닌 외교통상부의 ODA 자 이나 

수출입은행의 EDCF 자 에 의해 추진된다. 그리고 개발 수입에 한 사항

은 외교통상부가 장하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융자심의는 지식

경제부가 담당하고 있다. 재 국제농업개발 력 사업은 한국국제 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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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과 한국농 경제연구원(KREI)이 각각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

품부를 신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2-7.  시기별 국제농업분야의 주요 이슈 

1990 2000 2006 2009 2010

BOP조항 졸업

2010

국제농업개발협력

해외농업개발

UR 타결

WTO체제

쌀 재협상

FTA확산(한 ․ 칠레,
한 ․ EU, 한 ․ 미 FTA등)

DAC 가입

DDA 농업협상

세계식량위기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에 경제개발 력기구(OECD) 개발원조 원회

(DAC)에 가입하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DAC가 정하는 기 에 따라 

개도국을 지원하는 공 개발원조(ODA)를 실시하며 체 ODA 체계와 국

제농업개발 력사업과의 효율 인 연계를 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무총

리실은 체 ODA의 효율 인 운 을 하여 산하에 ‘국제개발 력 원

회’  실무 원회를 운용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총리실에 직원을 

견하여 사업 간 연계 역할을 하게 한다(<그림 2-9> 참조). 농림수산분야

의 국제농업개발 력사업과 KOICA 사업  한국수출입은행이 리하는 

외경제 력기 (EDCF)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기 하여 해당 기 과 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실 되지 못한 상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산으로 집행하는 국제농업개발 력사업의 경우 농

림수산식품부는 정책  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농 경제

연구원은 그 업무를 탁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국제농업개발 력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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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주체로는 한국농어 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 경제연구원, 

학교(강원 학교 등), 민간연구소(한국농 발 연구소, 한국개발 략연

구소 등) 등과 같은 농업유 기 이 있다.

  2010년 재 시행 인 국제농업개발 력 사업으로는 베트남 원 특용

작물 생산시설  기술 지원, 가공용 감자 생산 시설‧기술 지원, 모잠비크 

농업기술 보 체계구축 시범사업, SEARCA 농 개발 력사업 등이 있다.  

연도별 국제농업 력사업 추진 실 을 살펴보면 2006년에 14건 사업에 7억 

원, 2007년 14건 사업에 10억 원, 2008년 18건 사업의 17억 원, 2009년 22

건 사업에 26억 원으로 차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농업유 기 이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국

제개발 력에 한 정보를 교류하고 사업의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

키기 하여 2010년 3월 ‘ 로벌농림수산 력추진 의회’가 구성되었다. 

의회 구성의 목 은 ①유  기 이 경쟁 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농림

수산 력사업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②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 지 

효과를 극 화하며, ③통합  패키지 방식의 력을 통해 성과를 높이고, 

④개도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력을 추진하기 

함이다. 이를 해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국제농업개발 력센터가 로벌

농림수산 력추진 의회의 운 을 지원하면서 국제농업 력사업의 리, 

집행, 평가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직을 정비하 다.

  국제농업개발 력은 일반 력사업, 기획 력사업, 국제사회와의 공동

력사업으로 나뉜다. 일반 력사업의 시행 차는 사업 공모→국제농업개발

력 사업 시행주체 선정→사업 검‧평가→연도별 사업 최종평가 순이다. 

기획 력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발굴→시행공고→국제농업개발 력 사업 

시행주체 선정→사업 검‧평가→연도별 사업 최종평가 순으로 이루어진

다. 국제사회와의 공동 력사업 시행 시에는 국제기구 등과의 기본 계획 

수립→공동 국제농업개발사업 발굴→사업의 시행→ 검‧평가→사업 최종

평가 순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제농업개발 력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산을 확

보하며,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사무국으로서 로벌농림수산추집 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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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지원, 국제농업 력사업의 리, 집행,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해서 자문 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 의회가 구

성되어 의회 상정안건의 사  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2-8>). 

그림 2-8.  국제농업개발 력 추진체계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 방향, 예산확보 등

원로자문위원

 ∙ 추진협의회 참석 의견 제시

 ∙ 주요 정책 자문 등 

실무협의회
(위원장; 국제협력국장)

글로벌농림수산추진협의회
(위원장; 농식품부 제1차관)

 ∙ 농림수산분야에 대외협력사업주요 정책 
심의 등

 ∙ 사업 간 연계 ‧ 조정 등

 ∙ 협의회 상정안건 사전 심의 
등

농림수산분야 대외
협력사업 추진기관

 ∙ 협의회 참석

 ∙ 자료제공 등 업무협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 추진협의회 운영 지원

 ∙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리, 집행. 평가 

등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 기관
(농어촌공사, 한식연, 대학, 민간연구소)

 ∙ 개발계획, 기술지원, 농기계,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그림 2-9.  련 부처 농림수산 ODA 연계체계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

 ∙ ODA사업 총괄

 ∙ 사업 간 연계·조정

농식품부(Contents)

 ∙ 농촌개발경험 공유 콘텐츠

 ∙ 기술지원, 교육훈련
 ∙ 농기계·인프라 등 시설 지원

KOICA, EDCF(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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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림어업부문 공적개발원조(ODA)의 과제

  농림어업부문 공 개발원조의 문제 은 국제농업개발 력사업 수행기  

사이의 조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농업개발 력과 련

된 정부기  사이의 유기  조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앙

부처에서 국제농업개발 력을 총 하는 별도의 기구가 부재하며,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 진흥청 등의 련 공공부문에서 한 개별 으로 국제

농업‧농 분야의 개발 력사업이 수행되고 있지만 서로 정보교환이 미흡

한 상황이다. 그리고 국제농업개발 력사업 자 의 체계  집행도 미흡하

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지속 으로 확 되고 있고, 농식품부가 수행

해온 국제개발 력 사업규모 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계획 

수립에서 평가까지 체계  집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외농업

개발과의 연계 한 미흡하다. 재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의 해외진

출, 식량안보를 한 해외기지 구축 등의 목 으로 해외농업개발을 극 

추진 이다. 하지만 국제농업개발 력사업과 연계성이 없이 별도로 이루

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 개발원조의 과제는 바로 발 인 외 력사업

의 추진 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재 산재되어 있는 농업개발 력사업을 

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수산업  농어  부문의 개발에 한 원조의 효

과성을 높이고 이를 해외농업개발과 연계시켜 국익을 제고하기 해서는 

KOICA의 국제개발 력 산과 수출입은행이 리하는 EDCF 자 을 연

계하는 종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 KOICA나 수출입

은행이 농림수산 분야의 력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 하는 력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산으로는 효과 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산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해당 분야 내의 흩어진 업무를 통

합·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 로벌농림수산 력추

진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국제농

업 력과 KOICA가 시행하는 농림수산 분야의 국제개발 력 사업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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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한 기 으로 KOICA는 MDG로 설정한 개도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인도  목 에 을 두고,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

을 우선 시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농업개발 력사업에 을 두어야 

한다. KOICA는 DAC가 정한 규범에 따라 상 국가를 개도국으로 한정하

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자원개발 는 농업개발 상

이 되는 국가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  제3장

  3장에서는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을 수립하기 한 방안을 보다 구

체 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그동안 해외농업개발에 한 국내의 주된 비

과 우려는 첫째, 1960년  이후부터 해외농업개발이 시행되어 왔지만 부

분 실패하 는데 왜 다시 시도하여  다른 실패사례를 만들려고 하는가

으며, 둘째, 국내 농업의 경쟁력이 취약한데 과연 국제경쟁력이 필수

인 해외에서 성공 으로 해외농업개발을 할 수 있는가 다. 그러나 제2장

에서 논의한 농림어업분야의 해외직 투자 동향과 해외농업개발의 경 성

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미 많은 농식품 기업이 해외 진출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진출해 있으며 비록 재 수익성이 낮지만 국내외 식량수  

상황이 새로운 수익기회를 제공해 다고 단하여 향후 어떤 성공모델과 

진출 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의 성공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확 된 개념의 식량안보가 포 이기는 하지만 국가 안보차원

에서 식량을 안정 으로 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수익성 차원을 

넘어서 안보  차원으로 식량 공 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 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다고 하더라

도 실제 해외로 진출하여 농업을 개발하는 주체는 국내 농식품 개발기업이

기 때문에 해외농업개발이 지속 가능하기 해서는 해외농업개발투자의 

경제성 확보가 필수 이며, 이를 해서는 진출하는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과 효과 인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90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

따라서 제4장에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농식품 기업의 입장에서 구체 인 

진출 략은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효과 인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을 개발하기 한 분석 틀은 

로벌 가치사슬체계(<부록 1>참조)를 용한다. 로벌 가치사슬체계는 진

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교우 와 경쟁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

고, 련 이해당사자가 로벌가치사슬체계에서 어떻게 서로 작용하고 있

으며 이들이 물류 흐름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알려 다. 로벌가치사

슬체계는 비단 민간 기업의 경 분석 틀에 한정되지 않는다. 해외농업개발

과 같이 식량안보와 연계되어 있어 국가정책과도 직  련 있는 주제에 

해서는 정부도 로벌 가치사슬체계에 심을 갖게 된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도 주요 수입곡물을 어떻게 안정 으로 확보할 것인가가 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로벌가치체계에 따라 공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어떻게 

발생되고 가 각 단계를 통제 리하는지 알고자 한다. 따라서 로벌가

치사슬체계는 비단 민간 기업만의 심사항이 아니라 정부도 련 정책 수

립과 련하여 깊은 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의 진

출 략을 수립하기 해서는 로벌 가치사슬분석체계가 유용한 분석도

구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을 수립하는 방식은 

진출하는 기업의 비교우 를 악하는 에서, 그리고 시스템 인 통제 

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로벌 가치체계 분석과 기업의 비교우 를 

악하는 SWOT 분석을 주로 활용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제4장에서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을 수립하는 차는 지역

별, 품목별, 유형별 로벌가치사슬체계(GVC) 분석 → 상품과 서비스의 흐

름 악 → 비교우  분야 확인 → 해당 산업의 SWOT 분석 → 벤치마킹 기

업의 분석 → 진출 략 수립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로벌 가치사슬체계하에서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을 수립하기 해서

는 로벌 가치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고 이 로벌가치사슬체계 안

에서 성장 동력(drivers), 과정, 자원 등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

미에서 로벌가치사슬체계는 하나의 체계로 인식되어야 하고, 해외농업

개발 진출 략을 개발하기 한 기본 이고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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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농업개발의 유형 

  다양한 형태의 해외농업개발에 한 효과 인 추진 략을 수립하기 

해서는 먼  해외농업개발을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매자와 구

매자 간에 계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른 유형화를 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로벌가치사슬체계에 있어 각 단계별로 

가 통제하고 리하는지가 체 부가가치 창출에 큰 향을 미치고 련 

경 략 수립에 핵심  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구매자와 매자 간의 계(거래)는 물시장거래, 계약, 트 십( 계

형, 자본형), 수직통합 등이 있다. <그림 3-1>은 가치사슬체계에서 구매자

와 매자의 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간략히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서 

우측으로 이동할수록 구매자와 매자 간에 보다 안정  계가 유지된다. 

즉 <그림 3-1>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면 물시장 → 계약 → 계 시 트

십 → 자본투자 기반의 트 십 → 수직통합 등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와 같은 이동은 계약 등을 통하여 구매자와 매자 간의 계가 보다 안정

으로 되어가는 것을 보여 다. 

그림 3-1.  가치사슬체계의 구매자와 매자 간의 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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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개발은 어떤 독특한 모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품목, 

지역,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므로 성공모델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해외농업개발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로

벌가치사슬체계, 비교우 , 진출 략, 가치사슬체계의 통제  리 방안 

등이 수립될 수 있다. <표 3-1>은 지역, 품목, 유형에 따라 얼마나 많은 해

외농업개발 유형이 만들어지는지를 잘 보여 다. <표 3-1>에서 나타난 해

외농업개발의 유형만도 35개이다. 이 같은 유형이외에도 재 해외농업개

발 정책을 시행하면서 분류하고  략수립과 련된 여러 유형이 있다. 

이런 유형은 향후 해외농업개발 성공모델 개발에 있어 요하게 검토해야 

할 유형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3-1.  해외농업개발의 지역별, 품목별, 유형별 분류

지역

품목 유형

옥수수 콩
가치
사슬
주도

투자
방식

생산
요소
이

시행
주체

동남아시아(캄보디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러시아(연해주)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우크라이나 ⑮ ⑯ ⑰ ⑱ ⑲ ⑳ ㉑
남미

라질 ㉒ ㉓ ㉔ ㉕ ㉖ ㉗ ㉘
아르헨티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1.1. 가치사슬체계의 통제관리 주체에 따른 유형

  체 로벌 가치사슬체계를 가 통제 리하는지 그 주체에 따라 유

형을 분류하면 생산자 주도 유형, 구매자 주도유형, 지원그룹 주도 유형, 

통합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3-2>참조). 이에 따라 어느 주체가 

체 가치사슬체계에서 통제력과 상력이 높은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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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산자 주도 유형, ②구매자 주도 유형, ③지원그룹 주도 유형, ④통합 유

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4가지 유형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 <표 3-2>이다. 

표 3-2.  가치사슬체계 내에서의 유형

유형 조직의 동력 장   운용 원리

생산자주도

( 회)

∙소규모 생산자( 회, 조합)

∙ 규모 농가

∙새로운 시장에의 근

∙더 높은 시장 가격 획득

∙시장 지  확보  안정화

구매자주도

∙가공업자

∙수출업자

∙소매 상인

∙무역업자, 도매업자, 재래시장 상인

∙공 확보

∙공 량 증

∙틈새시장과 이익 확보

지원그룹 주도
∙NGO와 그 외 공 자

∙ 앙  지방 정부

∙빈곤층을 한 시장 운

∙지역 개발

통합 모형

∙ 표 기업

∙슈퍼마켓

∙다국  기업

∙신규 부가가치 창출

∙ 가격 고품질

∙시장 독

1.1.1 생산자 주도 유형 

  가치사슬체계에 있어 생산자 주도형은 가치사슬에서 통제 리의 심

이 생산자 회나 조합 등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치사슬체계의 맨 

에서 주도 으로 움직이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단 으로는 생산자가 시

장 수요나 가치사슬의 최종수요에 둔감할 수 있고, 생산자가 종종 융지

원이나 기술지원 등과 같은 외부 지원을 획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이다. 특히 기에 외부 지원( 를 들어 자 지원 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표 인 생산자 주도형의 사례로는 코스타리카의 커피 동조합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3-2>는 커피 가치사슬체계를 보여 다. 생산자가 

주도하는 가치사슬체계란 <그림 3-2>에서 맨 에 있는 생산자 그룹이 

체 가치사슬체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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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커피 가치사슬체계

수확한 열매

건조 공정:
건조한 열매

습식 공정:
탈곡한 파치먼트

습식 생두건식 생두

농

장

운임 보험료

판매를 위해
세척한 원두

커피숍가공 업체

인스턴트 커피

가정 판매를 위한
소매시장

전두 분쇄 커피

상업용 및 조리용

커피 바

수입업

생산
국가

소비
국가

공장

수출
업자

수입
업자

공장

소매
업

바

수출업

수출용 원두

중개업자

1.1.2. 구매자 주도 유형

  가치사슬체계에서 구매자가 주도하는 형태의 표 인 유형은 계약생산

을 들 수 있다. 계약생산은 생산하는 이들보다 계약에 참여하는 생산자가 

상력이 더 약하다. 따라서 계약생산은 구매자 주도형 가치사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계약생산은 말만큼 쉽지 않다. 많은 나라에서 계약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성과나 성공사례는 많지 않다. 일반 으로 

계약생산의 성공 요인으로는 양측(구매자와 생산자)의 상호 이익 보장, 지

속가능한 환경 보장, 거래비용과 장애요인의 최소화, 계약 시 생산과 유통

의 험요소 고려, 신 한 기업 선정, 트 십, 명확한 품질 표 , 빠른 투

입재 조달 등을 들고 있다. 구매자 주도형의 사례로는 화훼산업의 로벌

가치사슬체계를 들 수 있다(<표 3-3> 참조). 화훼산업의 로벌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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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투입재 공 , 생산, 거래  물류, 소매  유통 등으로 이루어진다.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사슬단계마다 많은 다국 기업이 참여하

고 있고 이들은 서로 상호 경쟁 는 상호 조하면서 각 가치사슬에 얻어

질 수 있는 부가가치를 얻어가고 있다. 

표 3-3.  화훼산업의 로벌 가치 사슬(2009)

가치사슬 
단계

활동

TNCs의 
예

이 단계의 
TNCs는 
화학물질, 비료 
관련 기업, 
온실과 다른 농업 
장비 생산업체를 
포함.

사이즈별, 색상별로 
개발된 다양한 
품종의 꽃들을 
농부들에게 
제공하는 TNCs 
또는 국제적 기업

수출 또는 내수용 꽃을
기르는 개발도상국의 
농지에 투자하는 
TNCs. 
재배-유통업자는 
절화(cut flower)를 그들 
자신의 농장으로부터 
유통한다. 몇몇 TNCs는 
꽃 생산을 위해 현지 
농부들에게 하도급을 
주기도 한다.

농장에서 시장까지 
절화를 운송하기 위한 
운송수단(항공 운송 
포함)을 제공하는 
TNCs. 몇몇은 이를 
위해 정기항공편을 
전세내기도 한다.

판매를 위한 
RHc들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지역(대부분 
주요 
생산국들)과 
제휴하고 있는 
TNCs.

꽃 거래의 신흥 
중심지에 
벤처기업들을 
설립한 국제 경매 
센터. 꽃은 경매에 
의해 거래되고, 
최종 구매자 시장을 
옮겨진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꽃을 
구매하고 
도매업자로 
활동한다.

절화의 제공과, 
슈퍼마켓, 꽃가게, 
소매점들을 통한 
최종 소비자까지의 
유통을 담당하는 
TNCs. 몇몇 
슈퍼마켓 
체인(대형구매자로
서)들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계약 농장에도 
관여하고 있다. 

화학물질, 비료, 
장비 생산 업체

육종가, and
propagator

농작,
재배-유통업자

운송, 물류제공자 구매 및 마케팅 도매 소매 및 유통

소매거래 및 물류생산투입재 공급

BASF(독일)

Syngenta
(스위스)

Rosen-Tantau
(독일)
Nirp
International
(프랑스)

Lex+
(네덜란드)

Dekker
Chrysanten
(네덜란드)

Homegrown and

Flamingi
(Finlay의 일부, 
영국)

Sher Karuturi(인도)
Oserian(케냐)

Finlay(영국)

Welyflor(에과토르)

East African
Flowers

-네덜란드
and Airflo

-케냐(Mavuno 
그룹 멤버)

Swire-Finlay
Group(영국)
Emirates Sky
Cargo(UAE)

Bloom
(네덜란드)

World
Flowers(영국)

Dutch auction
centres
(네덜란드)
Mayesh
Wholesale
Florist(미국)

Tesco(영국)

Asda(영국)

Marks &
Spencer(영국)

Albert Heijn
(네덜란드)

Sainsbury
(영국)
Waitrose
(영국)

이것은 그룹 멤버들에 의해 생산된 절화의 품종개량, 계약 농장, 유통, 마케팅 
관련 기업그룹을 포함하고 있다.

Karuturi Group(인도)
Mavuno Group(네덜란드)

Swire-Finlay Group(영국)

Beekenkamp Group(네덜란드)
Esmerralda Farms(미국)

Falcon Farms(미국)

Golden Rose(캐나다)
Continental Floral Group(미국)

통합 사업 네트워크

구매, 마케팅, 도매

Dutch Flower Company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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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지원그룹( 진자) 주도 유형

  구매자나 생산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앙정부나 지방정부 는 

NGO 단체 등과 같이 가치사슬체계를 진하거나 지원하는 그룹이 가치사

슬체계를 주도하는 유형이다. <그림 3-3>의 가치사슬체계는 지도사업 ⟶ 
투입요소 ⟶ 투입요소 분배 ⟶ 생산 ⟶ 가공 ⟶ 도매/수출 ⟶ 소매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치사슬체계에서 주로 향력을 갖고 있는 경제주체는 은

행, 소액 융기  등과 같은 제도 융권이다. <그림 3-3>은 지원자 그룹 

주도형을 모델을 도식화한 것으로 지원자 그룹인 제도 융권이 통제/ 리

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 다. 

그림 3-3.  지원그룹의 주도 유형(페루의 아티 크 가치사슬체계)

공장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  97

1.1.4. 통합 유형

  통합 유형은 생산자와 가치사슬체계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의 통합

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유권이나 계약에 의하여 참여 주체의 연계를 통합

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 모형의 표 인 사례로는 수직  통합을 들 수 

있다. <그림 3-4>는 가치사슬의 통합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4>

는 생산 ⟶ 마  ⟶ 가공처리 ⟶ 도매 ⟶ 소매 등의 가치단계별로 여러 

기능이 통합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다. <그림 3-4>로 가치사슬

체계를 통합하기 해서는 가치단계별로 규제개선, 인 라의 발 , 융제

공, 신 인 사업모델 등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4.  가치사슬의 통합 모형

생산 핸들링 &
마케팅

가공
처리 도매 소매

소비자 지향

시장 연결

미래 무역

창고

작물 대출
& 보험

연구 &
확대

농부 연결

시장

발전

가격
 경쟁력

간결한
(streamlined)
공급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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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투자 방식, 생산요소 이전, 추진주체 등에 따른 유형

  로벌 가치사슬체계에서 어느 주체가 통제 리를 주도하는지에 따라

서 해외농업개발 유형이 구분되기도 하지만, 추진 략과 련하여서는 투

자방식, 생산요소, 추진 주체에 따라 다양한 해외농업개발 유형을 고려해

야 한다. 이런 에서 김완배(2010)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유형을 해외

농업개발사업의 투자방식, 생산요소 이 , 추진주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 다. 투자방식으로는 단독 투자와 합작투자가 있고, 생산요소 이  

방식으로는 농장형과 유통형이, 추진 주체로는 민간형과 공익형이 있다. 

<그림 3-5>는 해외농업개발의 방식으로 농장형과 유통형이 통제와 험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 다. 즉 농장형(단독투자)은 투자 험이 

높은 반면에 국내에서의 통제가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

림 3-6>은 인수합병방식과 그린필드(Greenfield) 방식에서 사업추진 속도

와 투입되는 비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인수합병 방식

은 그린필드 방식에 비하여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신 비용이 게 드는 

장 이 있음을 보여 다. <표 3-4>는 이들 투자방식, 생산요소 이 방식, 

추진주체에 따라 상이한 해외농업개발 유형의 장단 을 요약한 것이다. 

표 3-4.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유형별 장단

분류
기

유형 장 단

투

자

방

식

단독투자 사업에 한 통제정도가 높음
험  투자비용이 

상 으로 큼

합작투자

험도가 상 으로 낮음

낯선 환경에의 응  

지화 진.

융 세제상의 혜택  지 

정부에 한 상력 증 .

사업에 한 통제 정도가 낮음

합작 트 와의 이해 계가 

상충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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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

유형 장 단

생산

요소

의

이  

방식

유통형

생산요소  자본·경 ·노
동의 일부 이 만을 필요
로 함. 따라서 험도가 낮
고 비용부담이 작음.

사업에 한 통제정도가 
낮아 식량 기에 극 으
로 응하기에는 한계

농

장

형

사업에 한 통제 정도 높음. 
세계  식량 기에 보다 
극  응 가능.

경 에 필요한 모든 생산
요소의 이  필요.
유통형에 비해 험도가 
높고 비용부담이 큼

인수·

합병 

방식

기존 시설  인력 등을 
그 로 인수. 사업을 빠르
게 시작할 수 있음.
기존기업의 농장경  노하우
와 기존자원의 시 지효과.
농기계와 시설물에 한 
인수비용을 감.

기존 인력에 한 구조조
정의 어려움.
새로운 기술  경 방식 
도입의 장애

그린

필드 

방식

새로운 생산기술 등 
도입 용이

사업개시가 늦고 비용이 
많이 소요됨.

추

진

주

체

민간형 효율성이 뛰어남.

정부의 식량안보 목표 기
가 힘듦
문성과 경험측면에서 한계
민간 기업의 사업 단 등 
신뢰성 하락 문제 발생 가능.

공공형
식량안보의 목표 달성가능
문성과 신뢰성이 뛰어남

민간 기업에 비해 효율성
이 낮음.

표 3-4.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유형별 장단 (계속)

자료: 김완배(2010), 연해주 농업개발의 성공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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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해외농업개발 방식(농장형·유통형)의 상호 비교

그림 3-6.  인수·합병과 그린 필드 방식의 비교

    자료: 김완배(2010), 연해주 농업개발의 성공모델 개발

  <표 3-5>는 해외농업개발의 시행주체로서 민간(상업)형과 공익형 특징

을 비교한 것이다. 민간형은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직  생산형과 

유통망 확보형이 혼합되어 있다. 그리하여 농장을 직  개발 운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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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유통거 을 확보하는 방식이 병행 추진된다. 공익형은 국가 간의 농

업 력 방식이 정해진 후 민간 기업이 진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트 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이다. 이런 PPP방식을 우리나라 농업 진출과 연계해 보면 해외로 진

출하는 기업의 수익을 확보하는 측면과 우리나라의 농업발 이나 농 개

발경험을 개도국에 수하여 국제사회의 빈곤타 와 자원외교로 활용하는 

측면이 동시에 작용한다. 공공부문이 빈곤완화를 한 원조 사업을 시행하

고 동시에 민간기업의 활동도 병행하여 우리나라와 진출국의 농업발 도 

동시에 도모하는 상생 략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해외농업개발의 시행주

체로서의 민간형과 공익형 특징은 <표 3-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5.  해외농업개발 시행주체(민간형과 공익형)의 특징 

민간(상업)형 공익형

◦ 민간 주도 ◦ 국가 간 농업 력 후 민간 진출

◦ 직  생산형+유통망 확보형
◦ 정부의 농업 력사업+민간‧공사의 

략  진출

◦ ‘농장 직 개발‧운 ’과 

   ‘유통거  확보’ 병행

◦ 농업농  발 경험 수  력

자  지원으로 국제사회 빈곤타  

기여와 동시에 자원 외교 활용

  해외농업개발의 시행주체로서 민간형의 표 인 사례로는 <그림 3-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간 주도로 라질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3-7>은 민간형으로 투자할 경우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을 하나의 사례로 보여주는 것이다. 먼  한국 내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해운회사 등이 출자하여 특수목 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한다. 이때 민간 기업이 특수목 법인의 출자비율을 51% 

이상으로 하여 민간이 좀 더 주도 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정부는 특수목

법인에 정책자 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특수목 법인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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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국( 라질)에 지법인을 설립한다. 해외농업개발투자국인 라질의 

지법인은 곡물수집(계약재배, 매입)과 사일로 시설  항만 엘리베이터 

시설을 확보(장기임  는 건설)한다. 특수목 법인에 지분으로 참여한 

단체는 각자 비교우 가 있는 사업을 담당한다. 를 들어 생산자조합은 

라질 지법인이 매입한 곡물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담당하고, 해운

회사는 라질 지법인이 매입한 곡물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한 유통공기업은 가격조 기능을 해 수입하는 곡물에 하

여 라질 지 법인과 곡물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민간 기업은 라질 

지법인의 경 을 담당하며 수익모델을 구축한다. 이런 과정을 그림으로 나

타내면 <그림 3-7>과 같다. 

그림 3-7.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민간형 해외농업개발

국내 업체 간 합작을 통한 브라질 진출 프로젝트(안)

<한국> <브라질>

지
분
출
자

곡물수집, 저장
(계약재배, 사일로)지분투자

정책자금
지원 펀드지원

곡물수입계약

운송계약
항만엘리베이터확보

(장기임대, 신설)

민간기업

생산자조합

해운회사

유통공기업

정부 농업펀드
(중기청)

S
P
C
설
립

현
지
법
인
A

  한편, 공익형의 표 사례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필리핀의 복합 산업

단지(Multiple Industrial Complex, MIC)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재 검

토되고 있는 필리핀의 복합 산업단지(MIC) 조성사업의 특징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트 십(PPP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원조단계에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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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계를 구축하고 공 개발원조자 을 지원하고 련 기업과의 력 계

로 한국정부, 한국 련기업, 필리핀 정부, 필리핀 농가가 상생하는 모델을 

운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의 력방식(PPP)은 국가 간 의를 통해 확보한 외

국의 규모 농단지를 통하여 민간 기업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시설

을 설치하거나 종자, 농기계 등 연  산업에 진출하고, 정부는 ODA 사업

과의 연계를 포함하여 외교  지원을 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력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해외농업 개발 방식이다. 민간은 농업  련 산업에 한 

해외 진출을 확 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정부는 국가 간 력을 통해 국익

을 도모하며, 투자 상국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민의 복지를 증진

시키면서 경제발 의 기 를 닦을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력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는 개발 분야는 농장개발, 계

약재배, 농산물 수집  수출, 농산물 건조  장시설 건설 등이 있다.  

민간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은 비료, 종자, 농약 제조시설 는 리

, 농기계 사후 사(A/S)센터 운 , 미곡종합처리장(RPC)  사료공장 설

치, 양계  양돈 등이 있다. 정부가 꼭 해야 할 사업 가운데는 농업기술지

원이 포함된다. 

  로벌 가치사슬체계에 따라 추진 략을 수립하기 해서는 <그림 3-8>

과 같이 로벌 가치사슬 체계 내에서 주요한 주제(topic, tool)를 감안한 

다양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해외농업개발의 추진 략을 개

발하기 한 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치사슬에서 어느 분야에 진출해

야 하는지 우선순 를 설정하고, 가치사슬체계 내에서 성공 으로 사업을 

운 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이들의 성공요인과 진출 략 등을 벤치마킹한

다. 그리고 가치사슬체계에 진출한 후에 단계별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벤치마킹한 사례를 기반으로 비슷한 사업 모형

을 구축하고, 비교우 를 기반으로 해당 기업의 상품을 어떻게 포지션닝을 

하고 장기 으로 어떤 포지션닝으로 갈 것인지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생산하는 상품의 기 과 보증 등을 고려한 생산품의 품질 제고 방안을 모

색한다. 그리고 가치사슬체계 내에서 필요한 련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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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악하고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력하여야 비교우 를 달성하고 가치사슬체계 내

에서 성공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림 3-8>은 이런 단계를 

도식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8.  로벌 가치사슬 분석체계도

1.4. SWOT(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 분석 

  진출하는 농식품 기업이 가치사슬체계 안에서 비교우 를 얻기 해서

는 단순히 단계별 주체를 악(Mapping)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련 기업이 가치사슬 내에서 어떤 강 과 약 , 기회요인과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 으로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9>는 해외

로 진출하는 농식품 기업이 SWOT 분석(비교우 를 결정짓는 구성요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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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을 하기 해서 필요한 항목을 열거한 것이다. SWOT 분석을 시행하면

서 요하게 검해야 요소는 4가지로 (1)투입요소 조건, (2)기업 략과 경

쟁 계, (3)수요조건, (4) 련  지원 산업이다. 각 요소별로 주요하게 

검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요소 조건은 특정 기업 는 산업이 타기업이나 타산업에 비하

여 경쟁우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 악하는 것이다. 이 조건에는 기후, 비

용  토지생산성, 지역  여건, 투입요소의 유용성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특별한 투입요소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악해야 한다. 를 들면 고 인력 

확보, 효율 인 물류 리 정도, 정보체계, R&D 기술체계, 자본의 근성, 인

라구조 등에 한 비교우 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 략과 경쟁 계의 악이다. 여기서의 검사항으로는 산업

경쟁이 신을 가져오는가, 회사 략이 정교한가, 기업은 어떻게 경쟁하려 

하는가, 주로 가격에 의하여 략이 수립이 되는가, 세계시장에서 더 나은 

치를 얻기 하여 력하는가, 노사 계가 생산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

가,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국 회사나 독 회사가 존재하

는가, 산업이 세계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가, 회사 략이 사후 응

인가 아니면 사 응 인가, 민 계는 어떤가, 자상거래는 어떤가, 얼

마나 많은 경쟁기업이 존재하는가, 산업이 일차상품이나 특화된 상품을 포

함하는가 등이다. 

  셋째, 수요조건을 악하는 것이다. 수요조건에서 검해야 할 사항은 

세련되고 요구가 많은 소비자에게 얼마나 많은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가, 

소비자가 국제수요를 반 하고 있는가, 해외구매자의 선호가 얼마나 반

되는가, 지역 내 수요량은 얼마나 되는가 등이다.

  넷째, 련 산업  지원 산업에 한 악이다. 여기에는 경쟁력이 있고 

고품질의 공 자가 있는가, 융부문이 효율 인가, 강력한 조합이 있는가, 

연구기 과의 계는 어떠한가, 어떤 종류의 결과지향형 민 계가 존재

하는가, 교육  훈련담당자의 질은 어떠한가, 기 과 보증이 부합하는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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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진출 농식품 기업의 SWOT 분석

기업 전략과 
경쟁 관계

수요 조건
요소(투입)

조건

관련 및
지원 사업

∙ 경쟁력있고 고품질의 공급자가 존재하는가?
∙ 금융 부문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
∙ 회사의 서비스는 어떤가?
∙ 탄탄한 산업 조합이 존재하는가?
∙ 연구 기관과의 관계는 탄탄한가?
∙ 어떤 종류의 결과지향형, 민관 관계가 

존재하는가?
∙ 교육 및 훈련 제공자의 질은 어떠한가?
∙ 기준과 보증이 부합하는가?

∙ 경쟁 우위 조건?
  ▪ 기후
  ▪ 비용 및 토지 생산성
  ▪ 지역
  ▪ 기본 투입요소의 유용성
  ▪ 풍부한 노동력

∙ 고급 요소 조건?
  ▪ 고급 인력
  ▪ 효율적인 물류관리
  ▪ 정보 체계
  ▪ 지적 자원, R&D, 기술
  ▪ 자본 접근성
  ▪ 기반 구조

∙ 가장 세련되고 요구가 많은 
소비자들에게 산업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가?

∙ 소비자 혹은 구매자들이 국제 
수요 경향을 바라는가?

∙ 고급 신호를 제공하는 지역 시장 
부문이 존재하는가?

∙ 해외 구매자가 신호를 보내는가 
혹은 산업 변화 경향을 감시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는가?

∙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가?

∙ 지역내 수요의 규모와 분할은 
어떠한가?

∙ 산업 경쟁이 혁신을 가져오는가?
∙ 회사 전략이 정교한가?
∙ 기업은 어떻게 경쟁하려 하는가?
∙ 전략은 주로 가격에 관한 것인가?
∙ 세계 시장에서 더 나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협력하는가?
∙ 노사 관계는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경쟁은 공정한가 아니면 영향력에 따라 다른가?
∙ 준국영회사와 독점회사가 존재하는가?
∙ 산업이 세계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가?
∙ 산업에서 회사 전략이 사후 대응적인가 사전 대응적인가?
∙ 민관 관계의 질은 어떤가?
∙ 분배 경로에 대한 전략은 어떤가?
∙ 경쟁 기업은 얼마나 많은가?
∙ 산업이 1차 상품이나 특화된 상품을 포함하는가?

2. 지역별 해외농업개발 추진 략

  이번 에서 가장 일반 으로 용할 수 있는 해외농업개발 추진 략을 

수립하기 에 먼  우리나라가 해외농업개발 지역으로 심을 가지고 있

는 지역을 상으로 품목별 로벌가치사슬체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별 해

외농업개발 추진 략을 도출해 본다. 이들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재 정

부의 해외농업개발 융자자 을 받고 진출한 기업이 많으며, 한 선행연구

에서 해외농업개발 가능지로 제시되어 있는 지역이다. 재 해외농업개발 

융자자 을 받아 진출한 국가  이번 지역별 해외농업개발 추진 략 검토 

국가가 아닌 나라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이다. 따라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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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역별 추진 략을 수립하는 상국가는 우크라이나, 연해주, 남미

( 라질,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이다.

2.1. 우크라이나 농업개발 추진전략

2.1.1 우크라이나 농업개발의 필요성

  미국 농무성 자료에 따르면 2009/10년에  세계에서 곡물을 많이 수입

하는 국가 순서는 ①일본(2,390만 톤), ②이집트(1,530만 톤), ③한국(1,300

만 톤), ④사우디아라비아(1,240만 톤), ⑤멕시코(1,180만 톤) 등이었다. 

한 곡물유통과정( 매, 수송, 장)을 장악하고 있는 곡물 4  곡물메이

(Major Dealer)가 국제곡물시장의 80%를 유(카길 41%, ADM 21%, 루

이드 퓌스 12%, 붕게 7%)하고 있으며, 한국은 수입곡물의 60~70%를 곡

물메이 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2009년 재 한국은 세계 3 의 곡물수

입 국으로서 지역편 인 국제곡물공 구조와 과 인 국제곡물시장구

조에 한 응능력 강화 차원에서 곡물수입국의 다변화와 자체 인 곡물

확보능력 강화 등 비상시 곡물확보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농업 진출을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6.  주요 곡물 수입국의 곡물 수입량
단 : 천 톤

국명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일본 24,591 24,526 24,172 24,494 24,273 23,691 23,852

이집트 11,045 13,552 12,199 12,267 11,888 14,974 15,260

한국 12,472 12,479 12,625 12,478 12,681 10,858 12,995

사우디

아라비아
9,797 8,574 10,006 9,326 10,370 11,248 12,395

멕시코 9,944 10,269 10,948 13,214 13,432 11,841 11,75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http://fas.usda.gov/psd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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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는 첫째, 작물(곡물  채유(Oilseed)작물) 재배면 의 증가 가

능성이 커서 2008/2009년도의 총작물재배면  2,100～2,200만 ha는 2020

년에는 2,300만 ha로 10% 이상 증가할 망이고 둘째, 효율 인 농업경

체에 농지이용을 집 시키는 농지개 이 추진되고, 신기술이 채택되는 등 

보다 자본과 기술집약 인 농업경 개선이 이루어지면 2007~2009년 재 

작물생산성 2.9t/ha은 2020년에는 3.8t/hadm로 증가될 망이다. 이 게 우

크라이나의 농업생산 잠재력이 크다는 이 곡물순수입국인 한국이 해외

농업을 개발할 때 주요 상국가로 심을 갖는 이유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많은 사료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을 비롯한 사료곡물을 보다 싼 값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캐나다, 미국, 호주 등지에서 수입하던 기존의 수입물량을 

이는 신에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물량을 늘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곡물공 사슬(Food Supply Chain)에서 보다 나은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0.  한국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물량

단 : 1,000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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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einz. W. Sttubenhoff(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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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는 제6  곡물생산국인 동시에 수출량 기 으로 세계 곡물시

장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EU-27개국  러시아에 뒤이은 세계 

4 의 곡물수출 국이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보리 수출량의 34%와 해

바라기유 수출량의 45%를 차지함으로써 이들 품목의 제1  수출 국가이

며, 유채 수출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  수출국가인 동시에 , 콩, 보리 

수출량의 9.4%를 차지하여 이들 품목의  세계 3 의 수출국가이다. 

한 옥수수 수출량은 세계 제4 의 수출국가로  세계의 6.2%를 차지하고 

있다(Toeper International, May. 2010). 이 게 우크라이나는 생산량에 

한 수출량 비 이 47.9%나 달하여 농업생산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이다.

표 3-7.  주요 곡물(보리+옥수수+ )의 생산량과 수출시장 유율

단 : 천 톤, %

국가명 생산량(A) 수출량(B) 시장 유율 순 비율(B/A)

미국 405,191 77,696 28.8 1 19.2

EU-27 205,207 24,290 9.0 2 9.4

러시아 84,140 21,620 8.0 3 25.7

우크라이나 43,293 20,732 7.7 4 47.9

캐나다 45,580 19,950 7.4 5 43.8

아르헨티나 34,366 19,725 7.3 6 57.4

호주 31,297 18,250 6.8 7 58.3

태국 24,400 10,840 4.0 8 44.4

라질 67,133 10,000 3.7 9 14.9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http://fas.usda.gov/psd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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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식량작물은 증산 잠재력은 높지만 우크라이나의 내수용 곡

물수요는 정체 내지 소량 증가할 망이다. 인구는 연평균 0.75%씩 감소

할 망이고(IMF), 소득향상에 따라서 식량곡물소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사료용 곡물 소비는 약간 증가할 망이며, 양계와 양돈은 약간 

증가할 망이지만 육우, 낙농산업은 재의 수 을 유지할 망이므로 사

료용 곡물 내수시장은 체 으로 약간 증가할 망이다. 식량생산의 증가

와 내수소비의 정체로 우크라이나의 식량수출은 지속 으로 늘어나서 

2020년에는 세계 제2 의 곡물수출국이 될 망이다. 그리하여 2007～

2009년 평균곡물 생산량 4,200만 톤은 2019~2020년에는 6,000만 톤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할 망이다. 2007～2009년 평균곡물 수출량 1,700만 톤은 

2019~2020에는 3,300만 톤으로 증가할 망이다.

그림 3-11.  우크라이나 곡물의 생산과 수출 망

자료: Heinz. W. Sttubenhoff(2010).

  우크라이나는 2009년 8월 재 우리나라의 곡물수입국 에 미국 다음

의 제2  수입국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농업에 진출하는 

략을 수립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  111

표 3-8.  한국의 국별 곡물 수입량

단 : 천 톤, %, 천 달러

국가명

2008.8 2009.8

수입량 비율 수입액 수입량 비율 수입액

합계 12,324 100.0 4,477,374 11,731 100.0 3,005,808

미국 10,109 82.0 3,449,566 7,082 60.4 1,725,976 

우크라이나 353 2.9 128,481 1,887 16.1 380,940 

호주 797 6.5 410,761 929 7.9 294,103 

라질 349 2.8 177,298 242 2.1 192,306 

헝가리 94 0.8 36,590 730 6.2 165,059 

국 59 0.5 19,769 362 3.1 86,446 

캐나다 198 1.6 114,501 187 1.6 78,310 

자료: Chomiak(2010).

  그동안 검토된 여러 진출 상국 에서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식량생산 

잠재력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발군(拔群)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료곡물( ) 수입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 에서도 

사료용 을 비롯한 곡물의 국제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구소련으로부터 독립(1991) 이 에 비해서 70% 수 으로 떨어지고 있는 

작물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우크라이나 농업투자사업의 단기 인 경

제성 확보의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농업자원과 기후의 부존조건은 이 

나라의 농업생산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가장 요한 요인이다. 3,200만 ha

에 달하는 방 한 농지(arable land) 에서 략 반은 작물생산에 합

한 흑토지 이고 체 농지 에서 85%에 해당하는 2,700만 ha가 비교  

조방 (粗放的)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10 지구 의 장래 식량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생산 지로 세계 투자자의 심을 모으고 있다.

10 최근 3년간(2007~2009) 우크라이나 주요곡물 생산성(ton/ha)은 2.6으로 EU-27

개국 수 (5.4)의 반 이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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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농업생산성이 낮은데 그 이유는 ·배수시설을 비

롯한 농업생산기반이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 (1990)보다 후퇴된 상태이고, 

비료·농약 등 농업용 자재 공 과 노후화된 농기계의 체가 불충분하며, 

종자개량 등 농업생산기술의 개발과 보 이 부진한  등의 기술  요인과 

함께 농지개 의 미흡으로 인한 농지임 경 의 일반화가 래한 토양비

옥도 리의 부족 상과 농업지원정책의 부족 등 제도  요인 등에 기인한

다. 이 때문에 기존농경지(Arable land)의 농업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 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심지어는 유휴농지(Idle land)마  증가하고 

있는 실이다. 우크라이나의 농업발 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성장잠재

력 높은 농업부존자원(농지, 기후조건)과 결합시킬 수 있는 다른 생산요소 

즉 자본투자, 기술인력, 시장, 생산  유통인 라  농업지원정책 등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며 이런 부족한 생산요소는 오히려 해외투자가에게 큰 

기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국투자가와 국제곡물상은 최근 

들어서 거 한 투자를 농업부문에 경쟁 으로 집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투자의 향을 받아서 최근 수년간 우크라이나 농업경 부문에서 

목할만한 구조 환이 진행되고 있다. 새롭게 출 하고 있는 표 인 경

체는 생산과 가공, 유통분야를 수직  내지 수평 으로 결합시켜서 경

하는 농업지주회사(Agroholdings)로 표된다. 농업지주회사는 국제자본시

장에서 자 을 융통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상  20개의 농업지주회사는 

250만 ha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동시에 곡물의 장, 세척, 건조시설에 막

한 투자를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국제곡물수출시장

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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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우크라이나의 경제  농업 개황

  우크라이나는 통령 심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 형태인 공화국체제를 

갖추고 있고 24개주(Oblast)  크림자치공화국 등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

정치체제이며, 2010년 1월 17일 선거에서 당선된 지역정당연합의 빅토르 

야 코비치(Victor F. Yanukovych) 통령 도하의 신정권이 출범했다. 우

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서방과의 계 개선과 EU 가입을 통한 유럽합류를 

지향하면서도 러시아와의 통  우호 계를 유지하는 균형외교를 추구하

고 있다. 한 경제 으로는 국 기업 민 화, 시장경제체제 도입 등 경제

체제 환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6년 12월 은행, 보험 등 융시장을 개방

하고 2007년 6월 무역용 외화사용기간을 확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으

로써 2008년 5월 WTO의 12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 다. 우크라이나는 

국가 차원의 포 인 산업육성정책은 없고 개별 산업별 육성책이 수립·시

행되고 있다. 를 들어 철강산업에 한 높은 수출의존도(수출의 40% 의

존) 때문에 로벌경기변동에 따른 수출량  수출가격의 변에 의한 경제

의 안정  성장이 해되고 있다는 단에서 새로운 산업육성의 필요성을 

감하고 있다. 특히 2010년 2월 출범한 새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 인 성

장과 빈곤의 효과 인 감소를 하여 조직 인 농업개 (System-based 

agrarian reforms)11에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 재 1,800억 달러 규모이고, 

1인당 GDP는 3,218달러(구매력평가 기  7,356달러)이다. 2008년 로벌

융 기의 향으로 실질 GDP 성장률은 2007년의 7.9%에서 2008년에는 

2.1%로, 2009년에는 -14%로 속히 하락하고 있다. 2010년 재 외환보유

11 신농업정책의 주요 내용은 1.농작물 경작산업의 효율성 향상, 2.양돈과 낙농산

업의 고효율화, 3.토지 소유 계 규제완화를 통한 토지이용률 향상, 4.도매시장

시스템의 네트워크 강화  동조합기능 강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인 라 개

발, 5. 농기술 발 과 련된 농업교육체계 신, 6.농 지역개발, 7.농업분야 

행정지원시스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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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격감, 재할인율의 상승, 미환율의 상승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

으나 2011년부터 회복추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표 3-9.  연도별 거시경제 지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명목GDP(10억 달러) 142.7 153.9 132.2 135.5 140.9

실질GDP성장률(%) 7.9 2.1 -14.1 2.5 4.0

인구(백만 명) 46.2 46.0 45.7 45.5 45.3

1인당 GDP(USD, PPP 기 )* 7,000 7,356                                                 6,364 6,647 7,027

환율(UAH/USD) 5.05 5.27 7.79 8.03 7.74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간 말) 16.6 22.3 12.3 9.8 8.4

제품수출(백만 달러, FOD) 49,840 67,717 40,411 47,282 49,909

제품수입(백만 달러, FOD) 60,412 83,808 45,740 51,302 55,344

경상수지(백만 달러) -10,572 -16,091 -5,329 -4,020 -5,435

총외환보유고(백만 ) 32,480 31,540 26,510 24,830 27,830

산업생산증가율(%, 기간 말) 10.2 3.8 -23.4 5.0 6.0

실업률(%, 기간 말) 3.3 3.0 1.9 2.0 2.0

  주: 1) PPP: 구매력 평가기 (Purchasing Power Parity)

     2)  부분은 추정치, 2010, 2011 자료는 망치

자료: EIU, 우크라이나 앙은행 등(주우크라이나 한국 사  제공)

  2008년 재 GDP 에서 농업과 식품산업(Agriculture and Food Industry)

의 비 은 12.5%로 공업(39.9%), 무역과 수리업(15.9%)에 이어서 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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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경제활동별 GDP 구조(2008)

자료: Department. of Agrarian Policy of Ukraine(2010).

2.1.3. 우크라이나산 , 옥수수, 콩의 시장과 수출인 라

2.1.3.1. 곡물생산

  1990년 (1991~1999년)는 우크라이나 곡물생산의 반 인 감소가 진

행되었던 시기 다. 정부보조의 삭감과 농업신용공 의 부족은 비료, 농약 

등 농자재투입의 감소로 이어졌고 종면 의 감소와 함께 생산성은 지속

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곡물생산량은 1990년의 5,000만 톤 수 에서 

1999년에는 반 수 인 2,500만 톤 수 으로, 그리고 곡물생산성(톤/㏊)은 

3.5톤에서 2톤 수 으로 떨어졌다. 2000년 이후 농업개 의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효과 으로 축소되고, 좋은 기후조건 등 다른 요인이 

농업생산의 증가로 이어져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곡물생산은 3,500

만~3,600만 톤 수 으로 증가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생산은 날씨조건에 크게 향 받는다. 총곡물공 량

의 45~52%를 차지하는 겨울철  작황에 따라 총곡물생산량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2003년의 경우, 겨울철의 혹한과 철의 가뭄으로 겨울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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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이 420만 톤으로 감소함으로써 곡물평년작 수 인 3,800만～4,000만 

톤에서 2,800만 톤 수 으로 떨어졌다. 2008년의 기록 인 5,000만 톤의 

곡물풍작은 좋은 기후조건과 비료, 농약 등의 사용증가에 힘입은 결과

다.

그림 3-13.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량과 생산성(1990～2009) 변화

Ukraine: Grain Production, 199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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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homiak(2010).

  과 보리는 총 종면 의 70~75%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의 표 인 

곡물이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높아진 수출수요와 가격 때문에 보리와 옥

수수 생산량은 비약 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의  생산량의 격한 

감소는 겨울철의 혹한 등 날씨조건 탓이었다. 2008년 재, 은 체곡물

생산량의 4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보리(24.0%), 옥수수(20.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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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곡물생산량 추이(2001～2008)

단 : 천 톤, %

항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
(2008)

연평균
증가율

Wheat 20,204 19,756 4,250 16,529 17,910 13,809 13,700 24,200 49.2 2.61

Barley 8,794 9,828 7,450 10,615 8,824 11,300 6,150 11,800 24.0 4.29

Corn 2,500 3,127 5,745 5,300 6,570 6,156 6,400 10,000 20.3 21.90

Rye 1,465 1,373 657 1,398 1,285 716 562 975 2.0 -5.65

Oats 989 975 945 997 803 939 643 960 2.0 -0.04

Peas 603 581 460 603 570 704 300 450 0.9 -4.09

Buckwheat 388 209 311 354 403 360 257 235 0.5 -6.91

Millet 267 112 341 430 173 158 100 175 0.4 -5.85

Rice 69 75 84 81 84 91 96 105 0.2 6.18

합계  35,344 36,273 20,320 37,957 36,822 34,396 28,302 49,200 100.0 4.84

자료: Chomiak(2010).

  2008/2009년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유럽국가  미국 등에서

도 의 품질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 3~4등  품질의 은 2007년에는 70%

에 달했으나 2008/2009 곡물연도에는 30% 수 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곡물생산량은 2009년과 2010년에는 4,300만～4,400만 톤으로 다소 감소

하게 될 것이지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500만～5,000만 톤 수 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망된다. 농지거래의 자유화 등 농지시장제도의 개선

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곡물생산은 새로운 발 단계로 어들게 될 것으

로 단된다. 왜냐하면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주체가 곡물생산에 참여하여 

투자를 늘리고 농업생산의 자본집약도를 높여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시설에 한 투자증가는 생산성 증가를 실 시킬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2000년 들어서 기상조건이 악화된 2003년과 2007년에는 생산량이 었

지만 최근 8년간(2000~2008) 총곡물생산량은 연평균 10.2%씩 증가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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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왔다. 은 연평균 10.4%씩, 보리는 7.9%씩, 옥수수는 14.6%씩, 콩은 

35%씩 생산량이 증가해왔다. 재의 생산증가 상이 이어질 경우, 2015

년의 생산량은 10년 보다 체 곡물생산량은 135.2%가 증가할 망이

다. 은 122.9%, 보리는 174.7%, 옥수수는 211.8%, 콩은 268.7%가 증가

할 망이다.

표 3-11.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생산량 추이와 망(2000～2015)

단 : 천 톤, %

항목 곡물 생산량 보리 옥수수 콩

2000 24,459 10,197 6,872 3,848 107 

2001 39,706 21,348 10,186 3,641 136 

2002 38,804 20,556 10,364 4,180 203 

2003 20,234 3,599 6,834 6,875 350 

2004 41,809 17,520 11,085 8,867 581 

2005 38,016 18,699 8,975 7,167 875 

2006 34,258 13,947 11,341 6,426 1,225 

2007 29,295 13,938 5,981 7,421 985 

2008 53,290 25,885 12,612 11,447 1,179 

2009
*

43,711 20,100 12,569 10,529 1,410 

2010
*

44,995 20,579 13,087 11,304 1,567 

2015* 51,412 22,978 15,679 15,181 2,351 

성장률(’00～’08) 10.2 10.4 7.9 14.6 35.0

성장률(’15/’05) 135.2 122.9 174.7 211.8 268.7 

  주: *는 추정치임

자료: State Statistics Commitee of Ukraine, 2000~2009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추정 방

식으로 망치 산출

  우크라이나의 곡물생산성의 증가를 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료, 농약, 개량종자 등 농업투입자재의 원활한 공 체계 확

보, 둘째, 농업신용공  확   노후화된 농기계의 효과 인 체, 셋째 

농업 개시설투자의 증 를 통한 개농지의 확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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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주요 곡물의 생산, 소비, 수출 황

  2003/04년도의 겨울철 혹한과 가뭄의 향으로 우크라이나의  생산은 

기록 인 흉년을 겪었다. 그러나 2004/05년 곡물연도부터 2009/10곡물연

도까지  생산량은 연평균 3.24%씩 증가하 다. 2008/09 곡물연도에는 

기록 인 풍작에 힘입어 최  수출량을 기록하 다.  수출량은 최근 5년

간(’04～’09) 연평균 12.37%씩 높이 증가하고 있다.

표 3-12.  우크라이나의  생산, 소비, 수출 황(2003～2009)

단 : 천 톤, %

항목 
2003
/04

2004
/05

2005
/06

2006
/07

2007
/08

2008
/09*

2009
/10*

연평균
증감률
(’04～’09)

총공 9,078 17,462 19,207 15,795 15,597 27,255 21,794 4.5 

 기 재고 1,428 928 1,287 1,976 1,895 3,052 2,405 21.0 

 생산 4,250 16,529 17,910 13,809 13,700 24,200 19,386 3.2 

  종면 (천㏊) 7,226 6,077 6,794 5,633 6,511 7,115 6,715 2.0 

  수확면 (천㏊) 2,625 5,633 6,453 5,211 5,971 7,000 6,555 3.1 

  생산성(톤/㏊) 1.62 2.93 2.78 2.65 2.29 3.46 2.96 0.2 

 수입 3,400 5 10 10 2 3 3 -9.7 

총수요 8,150 16,175 17,231 13,900 12,545 24,850 19,800 4.1 

  식품산업 5,700 5,800 5,750 5,600 5,750 6,150 6,000 0.7 

  사료 1,000 3,900 3,000 3,200 3,900 4,000 4,000 0.5 

  종자 1,100 1,350 1,100 1,200 1,300 1,200 1,150 -3.2 

  감모 300 800 900 600 700 1,100 900 2.4 

 수출 50 4,325 6,481 3,300 895 12,400 7,750 12.4 

기말재고 928 1,287 1,976 1,895 3,052 2,405 1,994 9.2 

재고/수요(%) 11.4 8 11.5 13.6 24.3 21.2 17.9 17.5 

  주: *는 추정치임

자료: Chomiak(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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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으로 우크라이나 은 식용보다는 사료용 수요로 더 많이 소비되

고 있다. 그 이유는 생산단계에서 종자갱신 등 품질조건과 장단계에서 

선별과 품질 리를 한 장시설조건이 제 로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

이고 정부정책도 의 품질향상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체 곡물 생산량의 

40~50%를 차지하는 은 우크라이나의 앙  남부지역이 주산지로, 제

빵용인 경질 을 주로 생산한다. 가을에 씨를 종하고 이듬해 7~8월에 수

확하는 겨울 이 체  생산량의 95%를 차지한다.

  2009년의  생산의 단 당 생산성은 2.8t/ha으로 조생산액은 3,500 

UAH/ha, 수익은 1,487UAH/ha 다. 직 생산비는 2,012.8UAH/ha로 조생산

액의 57.5% 으며, 의 수익은 상 으로 낮은 생산성(2t/ha)과 20% 정

도 높은 생산비 때문에 겨울 의 10% 수 인 147.8UAH/ha로 하락하 다.

표 3-13.  의 단 당(㏊당) 생산비와 수익성

단 : UAH/ha

구분
겨울 -FS종 -S종

2009 2008 2009 2008

3등 가격(UAH/t) 1,250 1,400 1,280 1,400

생산성(t/㏊) 2.8 3.0 2.0 2.4

생산액(UAH/㏊) 3,500 4,200 2,560 3,360

정부보조 - 100 - 100

직 생산비 합계 2,012.8 1,395.2 2,412.2 1,686.2

종자 378.4 305.6 364.8 333.1

연료비 199.2 196.2 288.1 283.6

비료 510.6 359.2 381.5 260.6

작물보호(농약) 246.5 170.0 152.0 106.7

농지 리 1.4 0.9 - -

임 303.2 187.6 172.4 104.0

농기계 이용 178.9 71.2 387.6 293.0

외부용역 이용 - 10.0 407.5 214.7

트럭운송서비스 194.6 94.5 258.3 91.9

수익(UAH/㏊) 1,478.2 2,904.8 147.8 1,773.8

자료: Chomiak(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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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보리 생산량은 생산성의 높은 증가율(연평균 5.1%) 때문에 

연평균 5%씩 최근 6년간(’04～’09)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보리수요량의 

반은 수출수요로 보리수출량은 연평균 22%씩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

다. 보리의 내수소비량 에서 사료용 수요가 가장 크고(총수요의 31.3%), 

그 다음이 식용수요(총수요의 6.74%)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보리는 주로 보

리가격조건에 의해서 사료용 수요의 크기가 결정된다. 컨  보리의 국제

가격이 도정  가격에 근 하게 되면 보리의 사료용 소비는 억제되고 수

출이 증가된다.

표 3-14.  우크라이나의 보리 생산, 소비, 수출 황(2003～2009)

단 : 천 톤, %

항목
2003
/04

2004
/05

2005
/06

2006
/07

2007
/08

2008
/09

*
2009
/10

*

연평균
증감률
(’03～’09)

총공 7,735 10,815 9,515 11,615 6,674 12,642 10,715 5.6 

 기 재고 245 185 670 310 520 837 712 19.5 

 생산 7,450 10,615 8,825 11,300 6,150 11,800 10,000 5.0 

  종면 (천 ㏊) 5,795 4,695 4,511 5,379 5,055 4,230 4,860 -2.9 

  수확면 (천 ㏊) 4,719 4,460 4,266 5,194 4,150 4,100 4,700 -0.1 

  생산성(톤/㏊) 1.58 2.38 2.07 2.18 1.48 2.88 2.13 5.1 

 수입 40 15 20 5 4 5 3 -35.1 

총수요 7,550 10,145 9,205 11,095 5,837 11,930 10,240 5.2 

  식품산업 350 500 450 550 550 730 690 12.0 

  사료 4,600 3,900 3,300 3,800 3,100 3,600 3,200 -5.9 

  종자 900 930 1,200 1,100 800 950 950 0.9 

  감모 180 500 300 500 350 450 400 14.2 

 수출 1,520 4,315 3,955 5,145 1,037 6,200 5,000 22.0 

기말재고 185 670 310 520 837 712 475 17.0 

재고/수요(%) 2.5 6.6 3.4 4.7 14.3 13.5 9.8 25.6 

  주: *는 추정치임

자료: Chomiak(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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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옥수수는 최근 6년간 연평균 4.1%의 생산성 증가에 힘입어

서 생산량이 연평균 4.8%씩 증가함으로써 300만～400만 톤 범 의 생산

량이 600만～900만 톤 범 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옥수수 수출

량은 03/04년도의 125만 톤에서 340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 

증가와 련하여 옥수수의 품질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수확 이후 

장과정에서의 높은 습도 제거를 한 건조시설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농가가 건조 장서비스(엘리베이터 service)를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이 

무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확 를 해하는 문제는 옥수수의 품질문

제이고 이는 옥수수의 건조 장시스템의 확 설치문제로 귀결된다.

표 3-15.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 소비, 수출 황(2003～2009)

단 : 천 톤, %

항목
2003
/04

2004
/05

2005
/06

2006
/07

2007
/08

2008
/09

*
2009
/10

*

연평균
증감률
(’03～’09)

총공 5,872 7,032 6,797 6,308 6,603 10,088 8,363 6.1 

 기 재고 97 82 212 127 168 68 743 40.4 

 생산 5,745 6,950 6,570 6,155 6,400 10,000 7,600 4.8 

  종면 (천㏊) 2,266 2,564 1,762 1,890 2,202 2,530 2,200 -0.5 

  수확면 (천㏊) 2,016 1,680 1,648 1,800 1,900 2,450 2,100 0.7 

  생산성(톤/㏊) 2.85 4.14 3.99 3.42 3.37 4.08 3.62 4.1 

 수입 30 0 15 26 35 20 20 -6.5 

총수요 5,790 6,820 6,670 6,140 6,535 9,345 7,675 4.8 

  식품산업 600 550 550 580 550 620 600 0.0 

  사료 3,400 3,000 2,750 3,830 3,330 3,100 3,100 -1.5 

  종자 140 120 160 130 125 125 125 -1.9 

  감모 400 850 700 500 450 500 450 2.0 

 수출 1,250 2,300 2,510 1,100 2,080 5,000 3,400 18.1 

기말재고 82 212 127 168 68 743 688 42.5 

재고/수요(%) 1.4 3.1 1.9 2.7 1 19.3 18 53.1 

  주: *는 추정치임

자료: Chomiak(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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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옥수수 FS종의 단 당 생산성은 3.4t/ha으로 조수입은 2,890 

UAH/ha, 수익은 768.5UAH/ha로 겨울 의 반 수 이었다. 직 생산비는 

2,121.5UAH/ha로 년(2008)보다 크게 증가했고, 옥수수 S종은 FS종보다 

종자비, 비료, 농약비용의 증가로 수익은 FS종보다 다소 낮은 645UAH/ha

다.

표 3-16.  옥수수의 단 당(ha) 생산비와 수익성

단 : UAH/ha

구분
옥수수 FS종 옥수수 S종

2009 2008 2009 2008

가격(UAH/t) 850 1,230 900 1,250

생산성(t/㏊) 3.4 3.6 3.4 3.8

생산액(UAH/㏊) 2,890 4,428 3,060 4,750

직 생산비 합계 2,121.5 1,337.1 2,415.0 1,529.7

종자 446.8 361.4 457.8 398.2

연료비 262.1 258.0 335.4 330.2

비료 253.9 160.0 568.8 360.0

작물보호(농약) 267.0 168.3 400.1 254.4

농지 리 - - 65.4 41.4

임 149.4 80.6 164.9 56.2

농기계 이용 447.5 81.8 327.2 35.8

외부용역 이용 - 72.3 - 23.4

트럭운송서비스 294.9 154.7 95.4 30.0

수익(UAH/㏊) 968.5 3,090.9 645.0 3,220.3

자료: Chomiak(2010).

  우크라이나의 콩 생산은 크게 식용(meal)과 유지용(Oil Seed)으로 나  

수 있는데 2008/09년 재 유지용 콩 생산량이 식용 콩보다 2배 정도 많

다. 식용 콩은 내수 소비량의 20% 내외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고 유지용 

콩은 생산량의 30% 내외를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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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우크라이나의 콩(meal, oli seed)의 생산·소비·수출

단 : 천 톤, %

항목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 연평균
증가율

식용 유지용 식용 유지용 식용 유지용 식용 유지용 식용 유지용 식용 유지용 식용 유지용

생산량 118 232 218 256 265 610 335 890 335 650 379 800 26.3 28.1

수입 81 0 60 0 159 2 158 0 142 1 88 0 1.7 -

수출 2 61 3 36 0 224 0 420 0 190 1 277 - 35.3

내수

소비량
196 193 281 350 424 406 494 529 477 497 465 960 18.9 37.8

-사료용 196 21 281 35 424 33 494 51 477 36 465 80 18.9 30.7

-식용유 0 172 0 315 0 373 0 478 0 461 0 880 - 38.6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http://fas.usda.gov/psdonline/).

  최근 5년간(2003～2008) 콩 생산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식용 

콩은 연평균 26.3%씩, 유지용 콩은 연평균 28.1%씩 증가하고 있다. 콩 생

산량의 증가에 따라서 식용 콩 수입량은 2005년 수입량의 반수 으로 

2008년에는 감소하 으며 유지용 콩의 수출량은 연평균 35.3%씩의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내수소비량은 사료용 소비량의 증가(연평균 30.7%)

와 식용유 생산량의 증가(연평균 38.6%)로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NON-GMO콩 등 우수형질의 종자보 이 활성화되고, 재의 낮은 생산성

(1.2~1.5t/ha)이 향상되면 콩의 생산과 수출 망은 밝을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도 콩 S종의 단 당 생산성은 2008년보다 다소 낮아진 1.3t/ha으

로 수익은 2008년의 반인 1,979.3UAH/ha 다. 그러나 콩의 ha당 수익은 

높은 가격 수  때문에 , 옥수수 등 다른 곡물생산보다는 상 으로 높

았다. 2009년 콩 생산비가 높아진 이유는 종자비, 비료비, 농기계이용  

트럭운송서비스 이용요 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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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콩의 단 당(㏊당) 생산비와 수익성

단 : UAH/ha

구분
콩 S종

2009 2008

가격(UAH/t) 2,800 3,400

생산성(t/㏊) 1.3 1.4

생산액(UAH/㏊) 3,640 4,760

직 생산비 합계 1,660.7 858.3

종자 235.8 186.1

연료비 242.8 239.1

비료 234.5 135.4

작물보호(농약) 263.7 157.6

농지 리 - -

임 113.3 60.4

농기계 이용 345.9 46.1

외부용역 이용 19.2 10.0

트럭운송서비스 205.5 23.6

수익(UAH/㏊) 1,979.3 3,901.7

자료: Chomiak(2010).

2.1.3.3. 수출시장과 수출인 라 구조

  흑해에 연한 우크라이나는 유수한 곡물수출국가로서 국제시장에서 지

를 유지해 왔다. 이는 이 지역의 곡물생산량이 내수용 소비량보다 크고, 생

산증가율 역시 내수소비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비교우 는 상 인 낮은 가격수 에서 연유된다. 통 으로 과 보리

는 우크라이나의 주된 수출농작물이었으며, 최근 3～4년 사이에 옥수수의 

수출량도 해외수요증가와 생산증가에 힘입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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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콩은 유지용(Oil Seed) 콩이 수출되고 있는데, 2006년에 가장 수출량이 

많았다.

표 3-19.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 추이(2002～2009)

단 : 천 톤

구분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
2009/10

*

총수출량 10,739 2,888 11,283 13,241 9,879 4,112 23,813 16,350

6,542 50 4,325 6,481 3,300 895 12,400 7,750

보리 2,883 1,520 4,315 3,955 5,145, 1,037 6,200 5,000

옥수수 852 1,250 2,300 2,510 1,100 2,080 5,000 3,400

콩 - 61 36 224 420 190 277 175

  주: *는 추정치임

자료: Chomiak(2010); USDA(2010).

  통 으로 우크라이나 곡물은 북아 리카, 유럽국가  동국가에 수

출되었다. 여러 해 동안 러시아와의 수출경쟁 계가 지속되었지만 동지

역 국가와 북아 리카 국가에 한 수출물량의 비 은 지속 으로 증가해 

왔다. 2008/09 곡물연도에는 우크라이나는 북아 리카와 동국가 시장에

서 가장 강력한 보리수출국으로서의 지 를 회복하 다.

그림 3-14.  수출지역별 보리수출량, 2008/09년도

자료: Chomiak(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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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우크라이나 보리 수입국의 수입량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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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homiak(2010).

  2009/10년에 들어서 보리생산량은 흑해 연안 국가를 포함하여  세계

으로 감소되었고, 우크라이나로부터 보리를 수입하는 나라의 수입수요

도 다소 감소하게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북아 리카지역

과 동지역에 하여 확고한  수출국 지 를 과거부터 유지해 왔는데,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사료용 곡물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사료

수요가 지속 으로 증가한 것이 동남아시아지역에 한  수출량이 증가

한 이유이다.

그림 3-16.  우크라이나 의 지역별 수출량, 2008/09

자료: Chomiak(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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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산 옥수수는 벨라루스와 러시아와 같은 통 인 수입국 이

외에도 남유럽과 아드리안해역 국가의 시장에서 시장 유율(Share)을 늘

여가고 있다.

  최근 3～5년간 80～85%의 곡물수출을 다국  메이  곡물상을 통하여 

국제시장으로 반출할 정도로 형 국제곡물상은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 

분야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 이래 부분의 국제곡물무

역상은 농장으로부터 직  곡물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환하기 시작하

다. 우크라이나의 산지곡물 장시설의 사유화가 진행되면서(1998～2000) 

산지곡물을 수집하여 수출업체의 항구 장시설로 연결시키는 통 인 

간상인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다.

  Bunge, Glencore, Cargill, Luise Dreyfus, Toepfer 등 다국 기업은 우크

라이나 곡물농장과의 계강화를 한 새로운 자체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농장에게 농자재를 공 하는 조건으로 곡물인도계약을 체결한다. 연

곡물가격이 가장 렴한 7~12월 사이에 연 수출계획 수행에 필요한 

부분의 곡물을 사 계약에 의해서 수집·확보한다. 주요 곡물거래업체는 유

통비용을 농장에서 항구까지의 매/구매사슬(Sales/Purchasing chain)의 틀

에서 조정, 결정한다.

  수출이 확 되는 과정에서 Nibulon, Grain Trading Company, Inerco 

(Kernel Group) 등 강력한 우크라이나 곡물기업이 등장하여 다국  곡물기

업과 경쟁체제를 이루고 있다. 우크라이나 곡물기업은 농장에서 항구까지

의 기본 인 경비를 감하고 곡물 확보의 불안정성과 험성을 이기 

하여 농지임차에 의한 직  농장경 에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형 우크라이나 곡물기업은 우크라이나  지역에 리  는 표사무

실을 설치하고 흑해항구로 곡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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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우크라이나 형 곡물업체의 수출량

단 : 천 톤

회사명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Glencore To 700 To 2000 To 1900 To 1400 To 500 To 2400

Toepfer To 350 To 1600 To 1400 To 1300 To 200 To 2700

Cargill To 60 To 500 To 1400 To 900 To 250 To 1100

Bunge - To 350 To 1300 To 700 To 200 To 2300

Nidera To 150 To 750 To 900 To 1000 To 100 To 1400

Nibulon - To 400 To 800 To 1400 To 600 To 3700

W.J. Grain To 250 To 750 To 600 To 900 To 50 To 700

Fedcominvest To 250 To 600 To 300 To 150 - To 18

Louis Dreyfus - - - Tо 400 To 60 To 2800

자료: Chomiak(2010).

그림 3-17.  우크라이나의 형 곡물무역상

2004/2005 2008/2009

Glencore
20%

Toepfe
16%

Louis Dreyfus
5%W.J. Grain

7%
Fedcominvest

6%
Voest Alpine

1%

Nidera
7%

Others
14%

Cargill
5%

United Grain
5%

Omega Comm.
2%

Bunge
3%

Nibulon
4%

Soufflet
5%

Valars
3%

Cargill
5%

W.J. Grain
3%

Soufflet
2% CHS

1%

Nidera
6% Inerco

8% Bunge
10%

Glencore
10%

Toepfe
12%

Louis Dreyfus
12%

Nibulon
17%

Others
11%

자료: Chomiak(2010).

  다국  곡물기업이 곡물농장과의 직 계약에 의한 곡물확보량을 늘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곡물시장의 경쟁은 차 심해지고 있다. 형곡물수출업

체는 각 항구마다 2～3개의 선   하역업체를 산하에 리하고 있다. 우

크라이나에는 오데사항을 비롯한 곡물수출항구가 흑해에 연하여 가동되고 

있으며 곡물수출항구별로 주요 이용수출업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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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에는 흑해 연안항구와 흑해로 연결된 큰 강에 있는 내륙항구

가 해외시장으로 곡물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우크라이나

의 18개 항구 에서 14개 상업항구가 곡물을 수출하거나 운송하는 데 이

용되고 있다.

표 3-21.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별 곡물수출회사

항구명 주요이용곡물회사  치 

베르디안스크
Inerco, Toepfer, Unigrain, Omega 

Commodities 
아조 해의 남쪽

일리쳅스크
Bunge, Glencore, Louis Dreyfus, 

Toepfer, Nidera, Inerco

오데사 항구에서 30㎞ 상거한 

흑해의 작은 만

이즈마일 Toepfer, Louis Dreyfus 다뉴 강의 왼쪽 제방

헤르손
W.J. Grain, Soufflet, Toepfer, CHS, 

TH Privat, Unigrain 
드네 르 강의 오른쪽 제방

마류폴
Cargill, Inerco, Kulberg Finances, 

Toepfer, Noble Resources
아조 해의 남쪽

오데사

Toepfer, AWB, Glencore, Cargill, Bunge, 

W.J.Grain, Valars, Grain Trade, Inerco, 

Louis Dreyfus, Nidera

오데사 시내의 흑해

니콜라

Nibulon, Inerco, Valars, Cargill, 

Allseeds, Risoil, Toepfer, Grain 

Trade

유즈니벅(Yuzhny Buk)

강의 왼쪽 제방

세바스토폴
Cargill, Nidera, Louis Dreyfus, 

CHS, Soufflet, Noble Resources

크림반도의 남서쪽에 치한 

항구(러시아 흑해 함  기지)

유즈니
Bunge, Glencore, Louis Dreyfus, 

Nidera, Valars 

오데사 항구로부터 90㎞ 

상거한 흑해의 만 

자료: Chomiak(2010).

  우크라이나 소재 항구의 특색은 3개 그룹으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  

제1그룹은 일리쳅스크, 오데사, 세바스토폴, 유즈니 4개 항구이다. 이 항구

들은 우크라이나 곡물수출의 65～70%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 인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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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첫째, 나막스 의 형화물선의 안과 선 이 가능하다는 이다. 

둘째로 철도/트럭 등 운송수단에 의한 곡물수송률이 높으며, 특수장비와 

상하역  이송장비(컨베이어, hopper 엘리베이터 등)의 이용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상당량의 곡물 장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다.

  제2그룹은 니꼴라 , 헤르손, 헤르치, 베르디얀스크, 니항구이다. 제2

그룹은 인 사일로와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박 치의 수심이 

얕아서 형운반선의 안이 제한 이고, 최 곡물운반선의 규모는 3만～3

만 5,000톤 정도이다.

  제3그룹은 벨고그라드 드네스트로 스키, 마류폴, 스카도 스키, 이즈마

일, 페모도시야, 우스트두나이스크 항구이다. 이들은 곡물생산잉여가 있는 

지역에 치하고 있는 특별한 물류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고, 인 항구로 

임시 장비를 이용하여 곡물을 수송하고 있다.

그림 3-18.  우크라이나 항구별 곡물 취  실 (수출+수송) 비율

단 : %

2006/2007 200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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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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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t-Dunaisk
1%Kerch

2%

Berdyansk
1%

Izmai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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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herson
8%

Sevastopol
3%

Ilyichevsk
17%

Nikolaev
20%

Belgorod-
Dnesrovsky

0%
Odessa

24%

Yuzhnyy
21%

Kherson
13%

Mariupo
1%

Nikolaev
29%

Odessa
21%

Yuzhnyy
24%

Belgorod-
Dnestrovsky

0%

Berdyansk
2%

Izmail
0%

Ilyichevsk
10%

자료: Chomiak(2010).

  2009년 재,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별 곡물 취 량을 살펴보면, 니꼴라

와 유즈니가 각각 20%를 유함으로써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일리

쳅스크(18%), 오데사(15%), 세바스토폴(13%), 헤르손(6%)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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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최 항구인 오데사의 곡물취 량이 상 으로 은 것은 농

산물 이외의 수출입상품의 물동량 증가로 곡물수송선석(船席)의 확보가 어

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19.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별 곡물취 량 비율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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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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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Ren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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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elgorod-Dnesrovsky
0%

자료: Chomiak(2010).

2.1.4. 우크라이나 곡물시장 진출 략

  한국기업(공기업 포함)이 우크라이나의 , 옥수수, 콩 시장에 가장 효과

이고, 수익 으로 근하기 해서는 생산/수집· 장/ 내륙수송/해양수송

에 련된 가치사슬의 형성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투자 모델을 고

려할 수 있다(<그림 3-20> 참조).

  - 모델 A: 생산단계에서부터 투자하는 경우

  - 모델 B: 산지 엘리베이터 단계에서 투자하는 경우

  - 모델 C: 강변 엘리베이터 단계에서 투자하는 경우

  - 모델 D: 항구 엘리베이터 단계에서 투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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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곡물의 생산/유통과정에서 형성되는 가치사슬의 어떤 단계

에 참여하여 투자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효율 이고 수익 인 방법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 일반 으로 기업은 단기 인 수익창출에 

심이 높은 반면에 정부는 곡물확보능력의 확 로 표되는 장기 인 식

량안보능력 강화에 심이 높다. 한국의 어떤 특정부문의 식량공 사슬

(Food chain)에 한 투자확 는 결국 식량생산의 증 와 무역확 를 통하

여 식량안보능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지만, 투자진출주체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장단기 투자수익성 확보가 가장 요한 투자의사결정 요

인이다. 단기 인 투자의 수익성 확보와 장기 인 식량 확보 잠재력의 강

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해외농업투자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3-20.  우크라이나 곡물의 생산/수송/교역에 한 네 가지 유형

Model A

Model B Model C Model D

산지
엘리베이터

항구
엘리베이터

해

양

수

송

육로운송
트럭 ․ 철도

육로운송
트럭 ․ 철도

강변
엘리베이터

육로운송

트럭 ․ 철도

 는 직업투자,  는 간접투자 및 아웃소싱임

➡
➡

➡
➡

➡
➡

➡
➡

곡

물

생

산

  한국의 우크라이나 식량생산에 한 해외투자 주체인 기업은 수익극

화를 해서 식량 이외의 농업(원 , 축산 등)에 치 할 수도 있고, 식량농

업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으로의 반출만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도 있

다. 국제곡물 동 재연 등 비상시에 처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필요한 종류

의 곡물량을 필요한 시기에 한국으로 반출토록 하는 경 의사결정 능력을 

사 으로 확보하는 것이 해외농업개발의 첫 번째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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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곡물무역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지속 으

로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지가 투자의사결정의 핵심과제

가 된다. 생산된 곡물의 안정 인 확보가 투자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기

인 요인이 될 것이므로 , 옥수수, 콩의 생산 분야에서 한국투자가 당

면하게 될 기회와 요인은 무엇인지가 두 번째 검토과제이다. 곡물수송

과 장 등 우크라이나의 곡물유통인 라 구조에서 한국의 투자가 당면하

게 될 기회와 요인은 무엇인지가 세 번째 검토과제이다.

  해외농업진출기업에 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한

국의 장기 인 식량안보잠재력의 강화를 실 한다는 조건하에 주로 진출

기의 투자사업 수익성 강화를 한 효과 인 지원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생산과 유통에서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진출지역의 선정과정에 

한 지원, 농지확보와 농업생산인 라에 한 기 투자액 지원, 최근의 

우크라이나 곡물증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  농업지주회사(Private 

Agroholdings)의 투자증가 상과 연 된 지의 농업생산구조개편에 한 

이해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농업투자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지주회사 체제는 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

만 우크라이나에는 비교  생소한 시스템이다. 5년 부터 1만～1만 

5,000ha 규모의 농장단 에 속한 농가를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을 수직 으로 통합경 하기 시작한 Agroholdings는 재 

우크라이나 농지의 략 20%를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농업경 시스템이다. 

상  20개에 속하는 Agroholdings는 2009년 재 250만 ha의 우크라이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곡물 장과 세척·건조시설에 막 한 투자를 하

고 있고 국제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도 하고 있다. 재의 성장추세를 계속

한다면 Agroholdings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크라이나의 수출작물농업생

산의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체제로 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되고 있다. Agroholdings의 속한 성장추세를 한국농업투자가 어떻게 이용

하고, 어떤 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Agroholdings의 속한 성장요인은 무엇인가? 구체 으로 곡물생산비와 생

산성은 우크라이나 평균 농가 수 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Agroholding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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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생산량 증가추세를 한국투자자가 어떻게 이용하여 기회요인으로 만들 

것인가?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옥수수, 콩 등 곡물의 비용과 가치사슬에 한 분석, 즉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각 단계에 한 비용과 수익성  경쟁정도와 발  잠재력 

등에 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각 경우에 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

략을 선택한다. 첫째, 우크라이나 농지를 확보하여 직 생산에 참여하는 

투자 둘째, 곡물을 우크라이나 산지나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무역상을 통하여 구매하여 수출하는 유통시스템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항구의 장시설과 선   물류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주요 생산지 는 

집산지(강변 엘리베이터 포함)의 곡물 장시설과 품질 리시설에 투자하

는 경우로 나 어진다.

2.1.5. 우크라이나 농업투자의 일반 인 기회요인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 농업은 재정지원의 삭감과 투자유

인(Incentives)의 부족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축되어 왔다. 2000년  들어

서 농업분야는 서서히 성장하고는 있지만 주요 구조  성장장애 요인은 여

히 남아 있다. 투자부족으로 야기되고 있는 농업성장 장애요인은 역( )

으로 해외 투자자에게 우크라이나 농업의 성장과 효율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투자의 비교우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농업투

자의 일반 인 기회요인은 첫째, 세계 흑토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비옥한 

농지를 이웃 유럽국가나 국제평균 수 보다 상 으로 싼 값으로 임 하

여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농업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이 풍부

하다. 셋째, 내륙 수송망(철도, 육로)과 흑해를 통한 해외수송망을 갖추고 

있다 등이다.

  비옥한 옥토와 한 기후조건 등 농업생산 부존조건에도 불구하고 우

크라이나 작물농업생산성은 비료와 농기계이용의 부족, 훈련받은 농업경

자의 부족  농가의 경작의욕감퇴 때문에 이웃의 유럽지역보다 작물 생

산성이 반 수 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최근 3년간 우크라이나 주요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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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은 2.6톤/ha으로 EU의 평균생산성 5.9톤/ha의 반 이하 수 이었

다. 2009/10년의 우크라이나  생산성은 3.1톤/ha이고, EU 27개국의 생산

성은 5.4톤/ha 수 이므로 74.2%의 생산성 향상 잠재력이 있다.

그림 3-21.  의 생산성 잠재력-주요 국별  생산성 비교(2009/1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http://fas.usda.gov/psdonline/).

  2009/10년의 우크라이나 보리 생산성은 2.4톤/ha이고 EU 27개국의 생산

성은 4.4톤/ha이므로 83.3%의 생산성 향상 잠재력이 있다.

그림 3-22.  보리의 생산성 잠재력-주요 국별 보리 생산성 비교(2009/1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http://fas.usda.gov/psd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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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작물농업생산성을 인근의 유럽지역보다 하게 낮추고 있

는 요인은 불충분한 개시설 등 농업인 라 구조의 열악화와 종자, 비료, 

농약의 부족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를 들면, 총농경지의 3～4% 수 에 

불과한 수리시설이 부족하고,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된 농기계의 

체가 부족하고, 불충분한 비료, 농약, 우수형질의 종자의 공 과 이용 부

족 등을 농업생산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23.  주요 국별 비료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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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2006).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망되는 곡물 생산량으로 인하여 곡물수출량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지만, 장과 품질 리를 한 곡물 엘리베이터 

시설은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망이다. 곡물생산과 유통주체들은 기존의 

값비싼 수출물류시설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물류기반시설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우크라이나에는 내륙 엘리베이터가 892개 설치·운 되고 

있는데, 부분의 시설이 노후되어 비효율 으로 운 되고 있는 상태이다. 

98%의 엘리베이터 시설은 구소련시 에 건설된 것으로 곡물교역을 한 

상·하역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시설은 제한 이다. 장에서 수집된 수많은 

등 의 곡물을 같은 탱크 속에서 보 하는 과정에서 곡물 체의 등 은 하

향 평 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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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설비를 갖춘 효율 인 엘리베이터 신축비는 기존의 엘리베이터시

설을 구매 는 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비  수도 있다. 그러나 최신설비

에 의한 곡물취 비용의 감으로 장기 으로 신축비용은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4.  곡물생산량과 엘리베이터 시설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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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einz W. Sttubenhoff(2010).

  2009년 재 수 에서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유통 련 비용은 랑스, 

독일 등 EU 주요 국가보다 30% 가량 높다. 철도이용요 은 상 으로 

싸지만 장시설(Silo's expense)은 약간 비싼 편이고, 항구시설이용비용

(Port's expenses)은 훨씬 비싼 수 이다.

그림 3-25.  곡물 수출(유통)사슬의 비용(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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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재 우크라이나의 형곡물업체는 자체 소유의 산지  항구 

엘리베이터를 운 하고 있다. 가장 큰 Glencore社는 35개의 엘리베이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처리용량은 연간 208만 톤 규모이다. 엘리베이터 처리

용량 기 으로 Grencore, Bunge, Toepfer, Cargil, Louis Dreyfus, WJ이다.

표 3-22.  우크라이나 형곡물기업 소유의 엘리베이터와 연간 처리용량

회사명 엘리베이터 수 총처리 용량(천 톤)

Glencore 35 2,080

Toepfer 11 513

Bunge 4 612

Cargil 6 387

Louis Dreyfus 5 264

WJ 5 204

자료: Heinz W. Sttubenhoff(2010).

  2009/10년 재, 우크라이나 곡물수출시설별 수출물량 취 실 은 오데

사 등 규모 항구가 62%, 니콜라  등 규모 항구가 34%, 소규모  

강변항구가 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26.  2009/10년의 곡물수출실  분포

단 : %

자료: Heinz W. Sttubenhoff(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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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의 상  5  곡물수출시설의 치와 연간 처리물량  장

능력은 <표 3-23>와 같다.

표 3-23.  우크라이나의 상  5개 곡물 수출 터미 (2009)

곡물 터미 명 치 연간처리용량(백만 톤) 장용량(천 톤)

Trans Bark 터미
일리쳅스크

오데사
6.5 220

Ukr 엘리베이터 Prom

(Toepfer)
오데사 2.5 180

TI,S
유즈니

오데사
3.5 380

N,bulon 니콜라 2.8 132

Avita

(Metalukr Holding)
크림 2.0 100

자료: Chomiak(2010).

  흑해 항구로부터 서부아시아(방 라데시)까지의 운임을 다른 출발지(EU 

 미국, 캐나다)와 비교해보면, 2009년 9월까지는 가장 불리했으나 2010년 

3월 이후에는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상운송기간은 미국(뉴올

리언스) 35일, 라질(산토스) 35일, 우크라이나(오데사) 30일이 소요된다.

그림 3-27.  우크라이나에서 서부아시아(방 라데시)까지의 운임

단 : USD/ton

자료: Heinz W. Sttubenhoff(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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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2008/09년과 2009/10년에 사료용 을 심으로 하여 우크라이

나 곡물을 량으로 수입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긴 가치사슬에서 최종수요자의 

치에 있다. 이 가치사슬의 특정분야에 참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결

합·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것으로 기

된다. 가장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문에서부터 투자

를 시행하여 다음 단계의 가치사슬로 투자를 확 해 나가는 단계  근방

법 선택이 바람직하다.

2.1.6. 우크라이나 곡물의 가치사슬 분석과 투자수익성 

  우크라이나 농업에 한 한국의 심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옥

수수, , 콩 등 사료  식용곡물의 안정 인 확보에 있다. 이러한 사료곡

물은 우크라이나의 재 주력 수출시장인 북아 리카와 동지역에 한 

수출을 계속하면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곡물의 품질수 을 충족시키는 곡

물을 확보하여 한국으로 안정 으로 반입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보한다. 

둘째, 생산에서 선 에 이르기까지의 각 경로에서 형성되는 가치사슬의 각 

단계별 가치의 크기와 비용  가치증  가능성에 한 분석을 통하여 최

(most profitable)의 투자참여 단계와 투자 략을 결정한다. 선  이후 수

송은 다른 경쟁 인 수입경로와 비교하여 유·불리성 악하여 수시로 결정

하거나 장기계약 등의 방법으로 결정할 것이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곡물시장 참여를 한 네가지 유형별 가치사슬 분석

을 통한 수익성 평가와 투자 략 수립이 필요하다.

2.1.6.1 곡물생산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비는 농가의 기업가 인 경 능력, 도로와 시장에 한 근성과 

련된 농장의 치, 경 규모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Agroholdings

와 같은 규모경 체는 농업자재구입가격  매가격 등 분야에서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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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개인농가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이다. 농지임차비용은 임차계약조건

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크라이나 법률에 의하면 토지 장가격(최소가격수

)의 3% 이상 수 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3-24>는 Agroholdings의 평균 생산성과 생산비를 요약한 결과이다. 

해상운송기간은 미국(뉴올리언스) 35일, 라질(산토스) 35일, 우크라이나

(오데사) 30일이 소요된다. 생산비에는 비료, 농약, 유류 , 종자, 인건비, 

고정자산(기계)수리·유지비, 임 료, 보험료, 운송비 등이 포함된다. 둘째, 

고정생산비는 기계와 고정자산 상환액이 주로 포함됨. 농기계의 구입비용

상환기간은 콤바인, 트랙터, 종기 등 기계종류에 따라 3~7년이고 상환액

은 ha당 100~1,000UAH/ha수 이다.

표 3-24.  규모 농기업(Agroholdings)의 평균 농작물 생산비

항목 ha당 비용(UAH) 생산성(t/㏊) 
톤당 평균비용

UAH USD

겨울 2,772-2,800 4.5-5.5 557 70.5

옥수수 2,997-3,600 7.0-9.0 411 52

콩 1,923-2,200 2.0-2.4 936 118.5

자료: Chomiak(2010).

  우크라이나 농가 평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규모 기업농보다 평균생산비

는 30～100% 정도 높다. 겨울 의 경우는 규모 기업농이 70.5달러/t인데, 

우크라이나 농가 평균은 94달러/t으로 33.3% 높고 옥수수는 52/92달러로 

73.1% 높으며, 콩은 118.5/234달러로 97.5%가 높다. 규모 기업농의  생

산성은 4.5～5.5t/ha인데, 평균농가는 3.5t/ha으로 평균 28%의 생산성 격차

가 있으며, 옥수수도 54%, 콩 38%로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규모 

기업농과 평균농가 간의 생산성 차이와 가변비용의 차이가 단 당 생산비 

격차의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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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의 농가평균 단 당 생산비

단 : UAH/ha

구분
단수
(t/ha)

조수입
(A)

가변비용
(B)

차액
(A-B)

고정비용
톤당 생산비

UAH USD

3.9 3,348 2,606 742 300 745 94 

보리 3.1 2,304 1,986 318 300 737 93 

옥수수 5.2 5,616 3,416 2,200 300 715 90 

해바라기씨 1.6 5,184 2,146 3,038 300 1,529 194 

유채씨 1.8 6,480 2,956 3,524 300 1,809 229 

두  1.6 5,568 2,656 2,912 300 1,848 234 

자료: Chomiak(2010).

  우크라이나 주요곡물생산비 수 을 국제 선물가격 수 과 비교하면 상

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가에게 우크라이나 곡물농업

투자의 요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표 3-26>). 의 경우 선물가격 

수 과 Agroholdings의 생산비 간의 격차는 2.6배, 평균농가의 생산비 간

의 격차는 1.96배이다. 옥수수의 경우 선물가격과 Agroholdings의 생산비 

간의 격차는 2.8배, 평균농가의 생산비 간의 격차는 1.6배이다. 콩의 경우 

선물가격과 Agroholdings의 생산비 간의 격차는 2.96배, 평균농가의 생산

비 간의 격차는 1.5배이다.

표 3-26.  , 옥수수, 콩의 생산비와 국제선물가격 비교

작물명

톤당 생산비($/t)
선물가격(C)
(2010.5)

격차(배)

Agro 
Holdings(A)

평균농가(B) 격차(B-A) C-A C-B

겨울 70.5 94 23.5 184 2.61 1.96

옥수수 52.0 90 38 145 2.78 1.61

콩 118.5 234 115.5 351 2.96 1.50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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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oholdings의 단 당 생산성은 평균농가의 생산성보다 30～50% 정도 

높은데, 이는 주로 한 비료, 농약의 투입과 효율 인 농기계의 운용결

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곡물농업은 단히 자

본집약 인 산업으로서 1ha의 곡물농업에 ha당 1,000달러의 자본투입이 

요구된다12. 한국의 우크라이나 곡물농업 진출은 성공 인 Agroholdings의 

경 을 벤치마킹하여 자본집약 인 경 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27.  우크라이나 농가 평균 주요 작물별 조수익 추정

단 : UAH/ha

구분 옥수수 콩 보리 유채 해바라기

생산성(t/ha) 3.9 5.2 1.6 3.1 1.8 1.6 

농장 매가격(UAH/t) 858 1,080 3,480 742 3,600 3,240 

조수입 3,348 5,616 5,568 2,304 6,480 5,184 

유동생산비 2,606 3,416 2,656 1,986 2,956 2,146 

  - 종자 200 500 350 150 300 200 

  - 비료 400 600 200 300 500 200 

  - 농약 350 450 400 250 400 300 

  - 기타 자재 240 300 240 160 240 200 

  - 유류 250 300 300 180 300 200 

  - 임 150 200 200 120 200 150 

  - 농업비 6 6 6 6 6 6 

  - 토지임 료 250 250 250 250 250 250 

  - 부채상환 400 450 350 300 400 350 

  - 행정, 리 200 200 200 150 200 150 

  - 자본용역비 160 160 160 120 160 140 

세 조수입 742 2,200 2,912 318 3,524 3,038 

세후조수입 72 1,077 1,798 143 2,228 2,001

자료: Heinz W. Sttubenhoff(2010).

12 Kyiv Economics의 Dr.Heinz의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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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농가 평균 주요 작물별 ha당 생산비와 조수입을 추정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이  조수익은 이 742UAH/ha, 옥수수가 

2,200UAH/ha, 콩이 2,912UAH/ha, 유채씨가 3,524UAH/ha, 해바라기씨가 

3,038UAH/ha이다. 부가가치세(VAT) 20%를 감안하면 보리와 의 경우에

는 거의 순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나 유채씨, 해바라기씨, 콩, 옥수수의 경우

에는 ha당 1,000~2,000UAH(250USD)의 순수익이 발생한다. 작물경 의 

규모화와 기계화 등 자본집약  경 으로 인하여 생산성 향상이 재의 

Agroholdings의 수 으로 이루어진다면 작물농업의 수익성향상의 가능성

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으로 우크라이나 농작물생산부문에 한 투자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

이므로 Model A는 바람직한 진출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성은 규모

의 경제와 경 노하우(Know-how), 시장 근성  자본동원능력 등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수익성확보를 한 사 인 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1.6.2. 생산 이후의 곡물유통과정에 투자

  이 경우에는 필요한 곡물을 우크라이나의 곡물가공(보 )업체나 수출

업체로부터 원활하게 구입하는 구매시스템 확보가 필수  제조건이 

된다.

표 3-28.  흑해 연안 주요 항구의 월평균 주요 곡물가격

단 : CPT(운송비지불인도조건), UHA/t

월별 

Odessa ports Yugnuy port/Ilichevsk Nikolaev port

(사료용)
옥수수 두

(사료용)
옥수수 두

(사료용)
옥수수 두

2009-08 960 970 923 

2009-09 1,017 984 3,300 957 

2009-10 1,118 1,137 1,198 3,300 1,068 1,191 3,255 

2009-11 1,198 1,320 3,500 1,194 1,296 3,500 1,143 1,336 3,563 

2009-12 1,270 1,410 1,253 1,395 3,650 1,275 1,388 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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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흑해 연안 주요 항구의 월평균 주요 곡물가격(계속)

월별 

Odessa ports Yugnuy port/Ilichevsk Nikolaev port

(사료용)
옥수수 두

(사료용)
옥수수 두

(사료용)
옥수수 두

2010-01 1,293 1,483 1,310 1,265 1,458 

2010-02 1,250 1,400 1,220 1,200 1,409 

2010-03 1,243 1,470 1,210 1,414 1,196 1,440 3,600 

2010-04 1,260 1,395 1,207 1,367 1,187 1,353 

2010-05 1,375 1,190 1,390 1,174 1,390 

2010-06 1,050 1,370 1,005 1,115 1,385 

자료: Chomiak(2010).

  일반 으로 우크라이나 곡물수출회사는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에 매우 신

속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곡물수출항구 간의 가격차는 매우 다. 국제곡물

가격의 변동과 환율의 변동이 수익성에 크게 향을 미친다.

표 3-29.  흑해 항구의 주요 곡물 월평균 수출가격(FOB)

단 : USD/t

월별 (사료용) 옥수수 월별 (사료용) 옥수수

2009-06 155.63 186.00 2010-01 175.00 187.88 

2009-07 131.90 2010-02 158.00 185.13 

2009-08 128.38 2010-03 156.89 181.83 

2009-09 129.63 150.50 2010-04 158.40 181.17 

2009-10 148.20 161.90 2010-05 153.38 184.25 

2009-11 161.50 177.38 2010-06 142.50 172.00 

2009-12 170.75 186.38 

자료: Chomiak(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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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8>과 <표 3-29>에서 알 수 있는 바처럼 , 옥수수, 콩 등의 시장

은 매우 경쟁 이기 때문에 투명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

성이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월별 곡물가격은 6월, 7월, 8월 에 가장 낮

게 형성되다가 가을철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4월과 이른 5월에 가

장 높은 가격 를 형성한다. 둘째, 이러한 월별 곡물가격의 형성패턴은 

2007년과 2008년에 야기된 국제곡물 기 시를 제외하고는 일반 으로 유

지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자가 우크라이나 곡물가격 형성의 계  

특징에서 이윤을 얻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곡물

구매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잘 활용해야 한다. 둘째, 늦어도 매년 이른 5월까

지 곡물을 구매해서 장할 수 있는 장시설을 구비해서 월별 가격변동에 

효과 으로 처해야 한다. 그러나 재의 형 곡물상은 이미 이러한 구

매· 장시스템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기에는 항구가 번잡해서 소규

모 거래주체나 신규참여자는 수출시장 근이 용이하지 않은 약 이 있다. 

따라서 곡물교역을 통하여 이익을 얻기 해서는 수출 엘리베이터 시설과 

곡물구매시스템 확보 투자가 가장 요한 요소가 된다.

2.1.6.3. 주산지의 장과 품질 리시스템에 투자

  우크라이나의 항구 치에 따른 곡물수출가격 차이는 시장기능이 잘 작

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게 크지 않으며 단지 수송비의 차이가 주로 가격 

격차에 향을 미친다. 곡물거래에 따른 총유통마진(비용+이윤)은 농가

매가격의 1/2 정도이므로 체 으로 은 편이다.

  그러나 곡물가격은 단경기의 최고가격 수 에 비해서 수확기에는 30% 

정도의 낮은 수 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정선(精選)과 장시설의 불비로 

품질이 하락하므로 주요 생산지의 장  품질 리시설에 한 투자는 수

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정선과정을 통한 품질별 장과 건조 

등 한 수확 후 리기술의 용으로 최종 매가격은 20~30%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곡물가격 등락은 국제시장가격의 변화  환율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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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연 되어 결정된다. 2009/10년 곡물연도의 국제곡물가격은 9월부

터 오르기 시작하여 수확 이후인 2009년 말에는 최고치를 기록하 으며 

2010년도 가격은 다시 내리기 시작하 다. 따라서 2009/10년 곡물연도의 

장사업은 손실을 입게 된다.

그림 3-28.  , 옥수수, 콩의 월별 가치사슬가격의 변화

EXW (Ex-works ) 공장도 조건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불 인도조건

자료: Chomiak(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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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장비용은 창고의 치와 경쟁정도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 

경쟁이 심한 지역의 창고은 15UAH/t/month, 경쟁이 덜 심한 지역의 창고

는 20UAH/t/month, 경쟁이 없는 지역의 창고는 25UAH/t/month이다. 창고

간의 경쟁이 심한 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곡물 장비로 창고 운 비

를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평가이다. 결론 으로, 주요 곡물 생산지의 새로

운 곡물 장시설에 한 투자를 시행하는 Model B는 수익성 창출이 매우 

어렵다고 단된다. 기존의 장시설을 임 하여 이용하는 것이 보다 비용

약 인 선택이기 때문이다(Heinz, 2010). 그러나 재의 내륙 엘리베이

터 시설이 매우 노후되었고 정선과 건조 등 품질 리시설과 상·하역시설 

등 최신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효율성이 낮은 상태이므로 효율성과 

품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신 엘리베이터 시설을 한 시설투자는 충분

히 투자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으며 노후된 엘리베이터 시설에 한 교

체수요가 커지고 있는 재시 이 투자 기라는 상반된 견해도 있다

(Chomiak, 2010).

  곡물집산지의 강변 엘리베이터 설치와 바지선을 통하여 항구까지 운송

하여 수출용 선박에 선 하는 경우인 Model C는 추가 인 비용/수익분석

이 필요하다. 바지선을 통한 선 까지의 운송비용은 구체 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2.1.6.4. 항구의 장  선 시설 등에 투자

  항구의 장  처리와 선 시설에 한 투자는 우크라이나  국제곡

물상의 치열한 경쟁상태하에 투자분 기가 충분히 성숙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치가 좋은 항구에 한 곡물처리시설은 이미 형곡물상 선 되어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의 국제 융 기에 처하여 자본부족

으로 M&A 시장에 나오고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향후 수출물량의 지속 인 증가에 비하여 항구물류시설에 한 투자는 

경쟁 으로 확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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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의 우크라이나 곡물상은 수확기에 항구 엘리베이터 시설이용이 

어렵고 신규시설비를 확보하기 한 자본을 공 받을 수 있는 국제 자본시

장에 한 근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투자에 기꺼이 력할 것으로 

상된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상은 고 리로 유럽자본시장에서 자 을 차

입하고 있다(연리 11～12% rate of US Dollar base).

  곡물거래와 물류과정에 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

의 곡물생산기업을 조직하여 이들의 곡물공 을 배경으로 새로운 항구 엘

리베이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후발주자인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실 인 

안이 될 것이다. 소규모의 곡물회사는 수확기에 수출시장 근성이 취

약하기 때문에 장비용의 증가 등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 항구에

서의 곡물처리비용은 재 상태에서도 경쟁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윤

창출의 폭이 매우 좁지만 인 시설로 효율성을 강화하는 만큼의 추가

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30.  항구 엘리베이터의 곡물처리 비용

구  분 비용(UAH/t)

엘리베이터 서비스 이용료 20～30

차량(wagon) 이용료 40

통 처리 수수료 160

  - 제증명(수의검역, 품질) 발

  - 훈증처리

  - 철로이용과 련된 추가비용

항구이용료 10～20

총계 300～390UAH/t, 30～45USD/t

자료: Heinz W. Sttubenhoff(2010).

  결론 으로, 국제자본시장에 한 근성이 약한 소규모의 곡물거래

상들과의 곡물구매 네트워크 형성을 제로 하여 엘리베이터 시설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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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 는 주요항구에 설치·운  인 엘리베이터 시설을 M&A 방식

으로 인수하는 방식의 Model D는 한국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투자자와 조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곡물거래상과 

M&A 시장에 나온 엘리베이터 시설에 한 정보는 주우크라이나 한국

사 의 조를 통하여 지 컨설턴트(Kyiv Economics 등)로부터 추가로 

입수 가능할 것이다.

2.1.7 투자수익성 추정

  가치사슬 각 단계별 비용과 수익을 실증 으로 추정하기 해서는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 항구 수출가격은 우크라이나 최

곡물수출항구인 오데사 항구에서 가장 수출량이 많았던 수확 이후의 2009

년 11월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불인도조건)가격13을 용한다. 

둘째, 한국의 우크라이나 곡물부문의 투자는 자본과 기술집약 인 경 을 

지향할 것이므로 생산성이 상 으로 높은 Agroholdings와 평균농가 생

산비의 단순평균치를 신규투자사업의 생산비 목표기 으로 용한다.

   수 의 우크라이나 , 옥수수, 콩의 가치 단계별 비용구성을 추정하

면 다음과 같다. 의 단계별 가치비용은 생산비가 51.3%, 유통단계비용이 

44.7%이고 유통단계 에서 항구엘리베이터 비용이 25.0%, 내륙운송이 

9.9%, 산지 엘리베이터비용이 9.6% 등으로 구성된다. 옥수수의 단계별 가

치비용은 생산비가 51.6%, 유통단계비용이 48.4%이고 유통단계 에서 항

구 엘리베이터비용이 27.3%, 내륙운송비용이 10.7%, 산지엘리베이터 비용

이 10.4% 등으로 구성된다. 콩의 단계별 가치비용은 생산비가 72.6%, 유

통단계비용이 27.4%이고 유통단계 에서 항구 엘리베이터비용이 15.4%, 

내륙운송과 산지 엘리베이터비용이 각각 6.1%와 5.9%로 구성된다.

13 우크라이나 곡물가격은 일반 으로 수확기(8월)에 가장 낮게 형성되다가 단경

기인 4월까지 차 높게 형성되는데, 수확기와 단경기 간의 가격차이는 30% 

정도이고, 11월 가격은 20~25%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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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가격과 가치단계별 차액으로 계산되는 생산물의 단 당 수익은 

은 5.2달러/t, 옥수수는 32.2달러/t, 콩은 236.1달러/t이다. 수출곡물 단 당 

수익은 수출가격에서 수출원가를 공제한 액으로 산출한다.

표 3-31.  우크라이나 곡물 가치사슬 단계별 수익 추정(2009)

단 : $/t

구분

 옥수수 두

비용 기여도 
수출
가격

비용 기여도
수출
가격

비용 기여도
수출
가격

생산단계(생산비) 82.3 51.3 154.0 71.0 51.6 169.7 176.3 72.6 449.9

유통단계 합계 66.5 44.7 - 66.5 48.4 - 66.5 27.4 -

 - 산지 엘리베이터 14.3 9.6 - 14.3 10.4 - 14.3 5.9 -

 - 내륙운송 14.7 9.9 - 14.7 10.7 - 14.7 6.1 -

 - 항구 엘리베이터 37.5 25.0 - 37.5 27.3 - 37.5 15.4 -

수출원가 148.8 100.0 - 137.5 100.0 - 242.8 100.0 -

이윤(수출가-총비용) 5.2 - - 32.2 - - 207.1 - -

  주: 내륙운송비는 철도운임과 트럭운임의 평균치임.

자료: Heinz W. Sttubenhoff(2010).

  인 시설과 운용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의 투자진출로 추가 인 

가치 창출을 기 할 수 있다. 자본과 기술집약 인 신규투자로 인하여 곡

물농업 생산성은 최소한  수 의 Agrohldings 정도로 상승할 것을 기

한다. 곡물유통단계별 비용은 인 물류유통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최

소한 독일과 랑스의 평균수  정도로 하락할 것을 기 한다.

  농가평균 생산비와 Agroholdings의 상태하에서의 생산비($/t)격차는 

 25.0%, 옥수수 42.2%, 콩 49.4% 수 이다. 신규투자로 인한 생산비 

감기  수 은 지 응을 한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보수 으로  20%, 

옥수수와 콩 30% 수 으로 가정한다.

  우크라이나와 유럽국가( 랑스, 독일) 간의 항구 엘리베이터 비용은 

략 100%(두 배) 수 , 그리고 산지 엘리베이터 비용은 30% 수 의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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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다. 신규투자로 인한 유통비용 감 기 수 은 항구 엘리베이

터비용의 40%를 감하고 산지 엘리베이터비용의 20%를 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옥수수, 콩 등의 톤당 유통비용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한국의 신규투자로 인한 추가 인 수익창출 기 치는 생산물 품질향상

으로 인한 수출가격 인상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면 은 34.4달러/t, 옥수

수은 39.2달러/t, 그리고 콩은 70.8달러/t으로 추정되었다.

표 3-32.  곡물 가치 단계별 추가 인 수익창출 기 치 

단 : $/t

구분

 옥수수 두

재
비용

기
비용

가치
창출

재
비용

기
비용

가치
창출

재
비용

기
비용

가치
창출

생산단계(생산비) 82.3 65.8 16.5 71.0 49.7 21.3 176.3 123.4 52.9

유통단계 합계 66.5 48.6 17.9 66.5 48.6 17.9 66.5 48.6 17.9

 -산지 엘리베이터 14.3 11.4 2.9 14.3 11.4 2.9 14.3 11.4 2.9

 -내륙운송 14.7 14.7 - 14.7 14.7 - 14.7 14.7 -

 -항구 엘리베이터 37.5 22.5 15.0 37.5 22.5 15.0 37.5 22.5 15.0

수출원가 148.8 114.4 - 137.5 98.3 - 242.8 172.0 -

이윤(수출가-총비용) 5.2 39.6 34.4 32.2 71.4 39.2 207.1 277.9 70.8

 

  에서 추정한 , 옥수수, 두의 2009년 재의 한국투자로 유발될 추

가 인 수익창출 기 치를 근거로 하여 투자사업의 사업성과 재무타당성 

검토를 통한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AH/USD 간의 환율

변동, 국제곡물가격 변동이 수출가격형성에 미칠 향을 고려한 장기 수익

성 분석이 필요하다. 농지임  는 구입비용과 생산과 유통기반조성투자

사업비  농기계 구입비 등 고정투자비용에 한 수익성(IRR 등)과 투자

회수기간 분석을 통하여 기사업규모와 사업의 단계  확 방안을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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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우크라이나 농업 진출 략 

2.1.8.1. 요인

  일반 으로 알려져 있는 우크라이나 농업투자의 험성(Risks)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의 불안 성이다. 수출에 한 부가가치세 

환 정책이 2008년 7월 이후 단(NO VAT refunds)되었고, 수출 지정책

의 선택 가능성(수출제한조치 포함: Export bans)이 있다. 한 종자보 정

책을 비롯한 농용자재(비료, 농약)의 공 이 부족하고, 엘리베이터 시설을 

포함한 농업 인 라 설치의 허가취득을 한 고비용과 장기간 소요되며, 

농지정책이 불확실하다.

  둘째는 농장 경 상의 험성이다. 토지구입이나 임 는 쉽지만 농경

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사 으로 략 인 근이 필요(우크

라이나 앙  지방정부와의 조 계 확보)하다. 그리고 공무원의 부패

와 도행 가 많고, 기후조건의 불안정하다.

  경 상의 험성을 제거하고 요인에 응하기 해서는 자체 인 

응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비용의 외부용역을 고용해야 하는 것이 경

의 보이지 않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1.8.2 진출 략

  우크라이나 농업투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곡물무역의 가치사슬의 각 역 에서 가

장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하여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략의 개발과 단계

 투자확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주요 수출항구 인근에 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의 개가 가능한 유휴지  수 으로 활용되고 있

는 농지(Idle lands)의 확보와 이용에 을 맞춘 근 략을 수립한다. 셋

째, 우크라이나 국민(고려인 포함)의 고용과 소득기회 창출을 통한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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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정부의 심사를 해결한다. 넷째, 우크라이나 정부( 앙  지방)와 

국제투자기 (EBRD, IFC)과의 제휴 내지 력진출체제를 모색한다. 다섯

째,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공 원조사업자 (KOICA, EDCF)과 해외

농업개발투자사업과의 극 인 연계강화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연착륙

(Soft landing)을 유도한다.

  우크라이나 곡물생산부문에 한 참여는 규모의 농지확보가 필요조건

이다. ·배수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조성투자를 조건으로 하여 우크라이나 

정부( 앙  지방)와의 투자 상농지 확보 상이 필수 이다. 유휴농지 

는 수 으로 이용되고 있는 민간소유농지를 임 시장에서 량으로 

확보하는 것은 시간과 추가 인 교섭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소유농

지14에 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한국농업투자의 효과성을 확인시킨 후, 단

계 으로 농장을 확 하는 략의 선택이 실 인 방안이다.

  해외농업진출사업은 공기업(한국농어 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과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추진방식에 한 사 인 추진

략의 수립이 필수 이다.

  우크라이나의 해외농지확보에 의하여 농장을 운 할 경우, 공기업은 진

출 상국의 낙후된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15과 연계하여 농지이용권을 장

기임 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우량농지 이용권을 한국이 필요로 

하는 식량작물( , 옥수수, 콩 등)을 재배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민간부문에 

분양한다.

  민간부문은 국내의 실수요자인 사료회사 등과 소규모진출 농민일 수도 

있다. 공기업은 민간부문에 한 장기농업개발자 의 지원과 설치된 농업

기반시설의 유지‧ 리책임을 맡고 식량작물의 생산과 유통을 지도‧감독한

다. 민간부문은 자체능력으로 지의 기존 농경지를 매입, 는 임 해서 

14 정부소유농지는 체농지면 의 5% 이내로 주로 농업연구소나 학 등 국가

기  소유 농지이다
15 개도국의 낙후된 농업생산  유통기반조성사업의 효과 인 추진을 해서는 

개도국에 한 EDCF차 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도국 정부를 사업의 트

로 참여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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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경우에는 상 으로 수익성이 높은 채소 등 원 작물 등을 임의로 

재배할 수도 있지만, 공기업이 확보한 농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농지이용권 

양여조건에서 정해진 식량작물을 재배하고 필요시에 한국으로 반입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림 3-29.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력체계(해외농장경 사업)

공기업 민간기업

- 농업기반시설사업과 연계하여 농지 이용
권 확보

- 민간부문의 해외정보수집 지원과 장기 농
업개발자금 지원

- 기존 농경지의 매입, 또는 임대에  의한 농지이
용권 확보

- 공기업 확보 농지의 이용권 인수

공기업 민간기업

- 농업개발농지의 식량작물(밀, 옥수수, 

  콩) 재배 조건부 이용권 민간분양

- 비상시 생산곡물의 반출권 확보

-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 공기업의 지도‧감독하에 식량작물 재배

- 민간기업이 임의로 확보한 농지의 

  자유로운 경영 보장

  (수익성 높은 채소, 축산 등)

  반면, 곡물 장과 물류시설 등 곡물유통부문에 투자하는 경우에 공기업

은 고정시설투자 등 국제곡물사업의 기진입에 따른 높은 사업 기의 리

스크를 부담하면서 투자진출사업을 총 하고 선도한다. 보다 구체 으로 

련 업무를 서술하면, 진출 상국 시장의 정보수집, 련 정부기 의 

력과 지원 확보, 국내 실수요자(사료업체  운송·보   곡물유통업체)  

간의 이해 계 조정, 확보된 곡물의 정재고 리 등이 될 수 있다.

  공기업과 곡물유통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민간기업은 안정 인 국내외 

로와 마  분야에서의 경 노하우를 갖춘 실수요자와 운송· 장업체 

등의 지분참여 형태로 참여를 유도한다.

해외농장 확보

농 장 경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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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력체계(곡물유통사업)

공기업 곡물 실수요업체

‐ 사업총괄과 고정투자 

‐ 사업초기 Risk 부담

‐ 국내 판매망 확보

‐ 안정적인 재고관리

종합상사 운송업체

‐ 국제곡물유통시장 개척

‐ 종합적 경영노하우 활용

‐ 장기용선계약 등으로 운송수단 확보

‐ 운송비 안정화

  우크라이나에 한 한국의 실 인 농업투자 진출 략은 크게 두 가

지 모델로 나 어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농업생산부문에 한 투자를 

통하여 곡물을 직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모델이다. 우크라이나 주요 작물

별 생산비와 가치사슬에 한 분석결과, 농업생산부문에 한 한국의 투자

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단된다. 그 이유는 

재 수 의 주요곡물 생산비가 국제가격의 반 수 에 불과하다는 과 작

물별로 30~50%의 생산성향상 가능성이 일반농가와 Agroholdings의 비교

분석과정에서 실증 으로 입증되었다는 이다. 그러나 작물농업생산에 

한 투자는 Agroholding의 경우에서 보듯이 규모경제와 자본집약 인 경

을 통해서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약조건이 있다. 생산부문에 

한 투자는 흑해항구와 가까운 남부지역의 농지를 ·배수시설 등 농업생

산기반투자를 조건으로 하여 우크라이나 정부( 앙  지방)와의 긴 한 

조 계 형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우크라이나의 낙후

된 농업생산기반시설(특히 ·배수시설)에 한 투자를 한 재원은 증가

하고 있는 ODA사업 에서 한국의 양허성차 (EDCF)의 제공으로 확보하

곡물유통사업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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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 농지 확보와 농

장개발사업 등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극 인 조를 기 할 수 있

다. 우크라이나 정부( 앙  지방)와의 상력과 신뢰 계 확보를 해서, 

그리고 규모 농지기반조성사업의 효과 인 리와 생산농산물의 한국반

출량 확보를 해서 공기업(한국농어 공사) 주도 인 농장개발사업을 

극 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곡물을 지의 생산과 유통주체로부터 계약재배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

매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지 는 곡물집산지에 장과 품질 리시설에 

한 투자를 하는 경우와 곡물수출항구의 장, 처리, 선 시설에 한 투자

를 하는 경우로 나  수 있다. 곡물주산지의 장과 품질 리시설에 한 

새로운 투자는 단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단기 인 수익창출이 어려

울 것으로 단하는 견해가 지배 이다. 그러나 첨단기술과 수확후 처리 

 상하역 시설을 장착한 신규엘리베이터에 한 시설투자는 장기 인 수

익성 확보의 가능성이 높다. 단기 으로는, 산지의 곡물유통시설을 임  

는 건설하는 투자보다는 항구의 장, 처리  선 시설에 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단기 사업성 확보를 한 합리 인 선택이 될 것이다. 우크

라이나의 곡물수출량은 앞으로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항구 엘리베이

터 시설은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망이다. 재 상태에서도 항구의 곡물

수출 련 비용은 이웃하고 있는 EU지역 경쟁국보다 30% 이상 높은 실정

이기 때문에 항구 엘리베이터 시설에 한 투자는 이미 높은 경쟁 계에 

처해 있으며,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항구부지는 규모 곡물상에 의해서 

선 (先占)당한 상태이다.

  한국의 항구 엘리베이터에 한 투자 략은 첫째, 주요항구에 설치되어 

운 인 항구 엘리베이터 시설을 M&A 방식으로 인수하는 경우와 둘째, 

규모의 항구(Medium ports; Nikolayev, Mariupol, Kherson 등)에 한 

시설부지를 확보하여 신규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로 나 어서 근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수출 곡물을 안정 으로 확보하기 해서는 국제자본시장

에 근기회가 상 으로 작은 소규모의 우크라이나 곡물상(생산, 유

통)을 조직화하여 곡물구매  확보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일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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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립되어야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곡물의 안정 인 확보를 해

서는 한국의 비료와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지수 의 교환비율을 기 로 

하여 구상무역(Barter Trade)형태를 도입하는 것을 깊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16. 공기업(농산물유통공사)과 민간부문(사료곡물 실수요자, 종합상사, 

해양운송업체 등)과의 컨소시엄 형성에 의한 곡물유통사업 추진을 극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배 제도 붕괴 이후 이에 신할 산지유

통시설과 소비지도매시장 시설 등 농산물유통시스템의 확충은 우크라이나 

신정부의 제4  농정과제로 선정될 만큼 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자

본과 기술  경 노하우를 우크라이나 농업 진출의 략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연해주 농업개발 추진전략

2.2.1. 연해주 일반 개황 

  극동러시아의 인구는 600만 명에 불과하지만, 면 은 남한면 의 약 70

배이며 사하공화국, 하바롭스크 주(유 인자치구 포함), 아무르 주, 연해주, 

캄차트카 주, 마가단 주(추고트민족자치구 포함), 사할린 주 등 10개의 자

치주로 구성되어 있다. 

  연해주(Primorsky Krai)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남부에 자리 잡고 있다<그

림 3-31>. 연해주의 면 은 16만 5,900㎢로서 한반도의 약 0.75배이고, 러

시아 연방 체 면 의 약 0.97%이며 극동에서 사할린 주 다음으로 작은 

주이다. 서쪽은 국의 헤이룽장(흑룡강) 성, 동쪽은 동해, 북쪽은 하바롭

스크 주, 남쪽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함경북도와 17㎞ 길이의 국

경을 하고 있다.

16 2009년 재 체작물재배면  2,700만 ㏊ 에서 비료 이용면 은 1,000만 ㏊

로 체면 의 37%만 비료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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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해주에서는 한국의 태백산맥처럼 시호테알린산맥(Sikhote - Alin Mts.)

이 동쪽에 치우쳐 있어 연해주를 동서로 양분하고 있다. 연해주 서쪽, 국

의 헤이룽장 성과 맞닿은 곳에 극동에서 가장 큰 항카 호가 있으며, 항카 

호와 우수리 강 주변에 넓은 평야지 가 펼쳐져 있다. 인구의 부분이 연

해주 서쪽에 거주하고 있다.

그림 3-31.  극동 러시아 지도

그림 3-32.  연해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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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해주는 9개의 도시, 25개의 군, 47개의 도회지 형태의 부락으로 구성

되어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연해주의 주도로 약 58만 명이 살고 있으며, 

시베리아 철도의 종착역으로 이 철도는 국  북한과도 연결된다. 한 

부동항으로 러시아 서부는 물론 인 국인 한국, 일본과 미국, 호주 등으

로 진출이 용이하며 도로 역시 국, 북한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홋카는 연

해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블라디보스토크와 같은 부동항으로 러시

아 연해주의 문 역할을 하고 있고  규모의 선박 정비 공장이 치하고 

있다. 우수리스크는 인구 약 16만 명의 도시로 항카 호 주변의 평야지 에 

치하고 있는 까닭에 농산물의 생산은 물론 많은 농‧축산물 가공기업이 

입지하고 있어 연해주 농업의 심지라 할 수 있다.

  연해주는 극동지역에서는 가장 크고 균형 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태평양에 연한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외교역이 속도로 증가하고 있

다. 수산물  수산물가공업은 연해주의 최  산업분야가 되었으며, 극동지

역에서 농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다. 

  연해주는 시베리아 철도  항로, 도로 모두 북한과 연결되어있기 때문

에 연해주의 한 농경지를 기반으로 하여 남한, 북한, 러시아 3국의 농

업 력 한 도모해 볼 수 있는 략  치에 자리하고 있다.

  연해주는 겨울이 길고 추우며 여름은 덥고 비가 많은 륙성 기후권으로 

동해와 하고 있어 한반도와 같은 계 풍 기후권에 속한다. 여름은 태풍의 

직 인 피해는 없으나 간 인 향으로 강우량이 많고 체 으로 6월

부터 8월까지 무더운 편이다. 겨울은 상 으로 길고 1월에는 블라디보스토

크가 -30℃까지 내려가며 내륙은 -45℃까지 내려가 매우 춥다. 연해주에서 

가장 큰 평야지 가 있는 항카 호 주변의 최  기온은 1월이 -47℃～-39℃이

며, 최고 기온은 8월이 35～38℃이다. 

  연해주의 연강수량은 최  600㎜에서 최고 900㎜ 정도로 벼농사를 짓기

에는 강수량이 부족한 편이기는 하지만 강수량이 연  고르게 분포하여 

콩, , 보리, 귀리, 티모시 등의 농사에는 당하다. 항카 호 동남쪽 지역

의 벼농사 지 인 항카스키와 스 스크 지역은 연강수량이 각각 555㎜, 

628㎜로 강우만으로 벼농사를 짓기에는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항카 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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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지역은 1950년 에 구소련이 국과 한국, 동남아시아 지역에 공산 

명이 일어날 경우에 비해 식량 공 기지 특히 규모의 논을 조성한 지

역이기 때문에 항카 호의 농업용수를 이용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개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재 항카 호 평야지 에서는 부분 항카 호

의 농업용수를 이용해 벼농사를 짓고 있다. 

  연해주는 일반 으로 겨울 기온이 극히 낮고 강설량이 작아 동토층이 깊

게 형성되며 동토층은 이듬해 4월 말에 가서야 완 히 해동된다. 최근 3～4

년 부터 기후변화의 향으로 겨울철 강설량이 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 철에 비가 내리는 시기가 빨라져 해동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반면 

비로 인해 형 농기계에 의한 종작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 상에 따라 연해주지역이 기온이 상승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강수량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2005∼

2007) 온도 변화만 보더라도 연해주지역 5곳(스 스크, 항카,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핫산) 모두 최   최고기온이 모두 상승하 다. 강수량 

역시 같은 기간 동안 5곳  3곳(스 스크, 항카, 핫산)에서 증가하 다. 이

는 그동안 연해주 지역이 기온  강수량 등 기후측면에서 농업생산에 

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일부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연해주 인구는 190만 명(2009년 말 기 )으로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

다. 연해주 주민의 85%가 러시아인이며, 우크라이나인 9%, 기타 우데게이

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이 있으며, 우스리스크를 심으로 고려인 약 5만 명

이 거주하고 있다. 2008년 12월 연해주 경제활동인구는 110만 3,000명으

로 이  100만 6,600명이 취업자이고, 9만 6,400명은 미취업자이다. 주정

부 고용국에 등록된 실업자 수는 3만 2,000명이다.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

는 고려인은 약 4만 명이고, 우수리스크 시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연해주 주정부는 지속 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해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나 살기 편한 서부지역으로 연해주 거주 러시아인들이 이

주하고 있다. 연해주 지역의 격한 인구 감소는 자칫 연해주 자체의 붕괴 

험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응해 주정부는 격한 인구 감소를 막기 

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인 라 확충에 집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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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농‧축산업 진흥 정책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연

해주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인(화교)의 연해

주 진출은 증가하고 있다. 국인의 연해주 유입이 증가한 것은 농산물, 생

필품, 공산품 등을 국에서 들여오는 보따리상과 일자리를 찾기 한 노동

자의 증가, 채소 등을 재배하는 국인 농장의 증가 때문이다. 주정부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연해주에 체류하는 국인은 6만 명이며 불법체류자

를 포함하면 9만 명 이상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동력이 필요한 

‧여름에는 1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1년 소련의 공산주의 포기, 공산당 해체 이후 연해주 경제는 혼란에 

빠져 재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1980년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해주

정부는 경제 활성화  농업 재건을 해 해외 투자 자본 유치, 기업 활동 

장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 꾸 한 경제

성장으로 산업생산량 증 , 실질임  증가, 실업자  극빈계층 감소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2008년 GR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는 3,218억 루블이며 2007

년은 2,633억 루블이었다.  2009년 월평균 임 은 약 1만 9,002루블이며, 실

업자는 3만 7,600명으로 년 비 17.5% 증가하 다. 근로자 월평균임  

수 은 러시아 극동지역 9개 주 가운데 7 이다. 개 ‧개방 이후 높은 인

이션 상을 겪고 있는데, 2009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5%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 이다. 

  연해주의 주요 산업으로는 식품·수산업, 기계제조업, 속가공업, 목재가

공업, 제지업, 비철 속야 업, 에 지산업, 건설자재 산업 등이 있다. 주요

자원은 주석, 텅스텐, 아연, 비소, 형석 등 30여 종류의 물자원을 보유하

고 있으며, 특히 비 속 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여 향후 10년에서 30년

간 채굴가능한 양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림자원 면 은 약 18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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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연해주의 농업 여건

  연해주는 극동지역에서 농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량의 농산물과 식품을 러시아 내의 다른 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

다. 1993년 개  개방 이후 격한 시장 개방으로 가의 국산과 앙아

시아 농산물, 특히 채소류와 돈육은 국산, 과실류는 앙아시아산 등이 

연해주 농산물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의 수매 등 지원정책에 

한 의존도가 높았던 다수의 국 농장과 농 련 기업이 연방정부의 지원

이 끊기게 되면서 과도한 부채와 세 , 기와 연료 부족, 농기계의 노후화 

문제 등이 겹쳐 산하게 되었다. 한 개  개방에 따라 국 농장의 농지

를 해당 농민에게 일정 규모씩 분배해 주었으나 농민들 역시 자본  경

능력 부족 등으로 농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등 연해주 체에 걸쳐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었다. 

  지를 제외한 농업용지면 은 약 113만 ha로 연해주 총면 의 약 8% 수

이다. 농업용지  실제 경작지는 약 26만 2,000ha로 체의 약 30%만

이 경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시설 한 제 로 리되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하고 있다. 농경지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개  개방 이후 가족농이 

창설되었지만 이  많은 농민이 시장경제에 응하지 못하고, 개별 농

에 실패한 농민은 농활동을 축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해주 부분의 농장은 농기계, 건조‧ 장‧운송 시설 등의 시스템은 갖

추어져 있으나 노후화, 부속품 분실 등으로 농장운 을 해서는 리모델링

이 필요하다. 구 소련시  앙정부의 권력 강화 등의 이유로 농업생산자

재 생산시설의 분산 입지로 인해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부분의 농자재

는 4,000∼5,000㎞ 떨어진 앙러시아지역으로부터 수송해 오고 있어 과다

한 물류비로 인해 생산자재의 가격수 이 높다. 최근 주정부에서 농업과 

축산업 지원정책을 도모한 결과, 2008년 연해주 농업 생산액은 116억 루블

로 년 비 9.6% 증가하 다.

  연해주 정부는 <2008~2012년 연해주 농업개발 로그램>을 추진 이

다. 본 로그램의 목 은 농업 화를 통한 고용을 증가  농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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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  향상으로 2008년부터 5년간 총 102.7억 루블(약 4억 3,700달러)

을 투입하여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할 정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18억 8

천만 루블, 2009년 19억 9,000만 루블, 2010년 20억 4,000만 루블, 2011년 

21억 3,000만 루블, 2012년 22억 3,000만 루블이 각각 투입될 계획이다. 농

가는 리 할부의 유리한 조건으로 고가의 국내외 농업 장비 구입이 가능

하며, 동 로그램이 성공 으로 실 될 경우 2012년 농업분야 평균임 은 

1만 루블, 농업 총생산은 2006년의 1.26배인 273억 루블(약11억 6,000달

러)에 이를 것으로 기 된다.

  연해주는 아직 미개발 지역이 많고, 농업이 낙후된 지역임을 감안하 을 

때 친환경농산물의 지배가 가능한 지역이지만 잦은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

물 생산성이 낮아 원활한 벼농사를 해서는 농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표 3-33.  연해주 농업개발 로그램 수행 지표

단 : 루블, %

2008 2009 2010

계획 실 계획 실 계획

농산품생산지수(%) 103.96 109.6 104.0 109.3 104.1

농경지개간(천 ha) 8 47 10.5 22.1 11.7

비료시비(유효물질 기  천 톤) 7.4 7.5 8.1 9.7 9.2

총 종면  비 원종 종면 (%) 15 15 17 22.4 18

총 종면  비 보험가입면 (%) 10.6 17.3 10.6 8.7 12

자료: 연해주 농업식량국.

2.2.3. 연해주의 주요 재배작물

  2010년 연해주의 농작물 총 종면 은 2009년에 비해 32.2% 감소하여 

23만 6,200ha를 기록하 으며, 그 결과 하곡 생산량은 2009년 비 0.68% 

감소한 ha당 1.07톤을 생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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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하곡 종 계획면 은 74.8ha 으나 종시기(4～5월)의 잦은 비

에 따른 경운  종 작업의 장애로 하곡 종 면 이 폭 감소하여 기

존 종계획의 58% 수 에 머물 다. 콩과 옥수수의 종 시기도 년보

다 많이 지연되었다. 반면 목 , 감자, 채소의 종면 은 년보다 증가하

다. 채소의 상당부분은 연해주 지 진출 국 농장에 의해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다(50～100ha 규모).

  연해주 곡물 생산량은 2008년 16만 4,100톤, 2009년 19만 2,700톤으로 

증가 추세이다. 2010년 상 곡물 생산량은 21만 톤이지만 하곡의 경우 생육

기간인 6월에 1개월 이상의 가뭄이 지속되어 수확고가 보다 낮아졌다. 

따라서 상 곡물 생산량의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34.  연해주 주요 농작물 종 면

단 : 천 ha

2007 2008 2009 2010

총 종면 313.3 308.3 348.3 236.2

곡물 101.5 109.7 116.7 43.4

  - 28.9 32.1 16.7

  보리 - 15.5 16.1 9.4

  귀리 - 18.0 28.4 17.3

벼 6.0 8.1 18.2 23.1

콩 120.0 116.3 146.9 137.5

옥수수 - 14.5 10.2 9.1

메 - 2.1 1.2 1.4

감자 29.1 30.1 30.9 4.1

채소 8.2 8.6 9.4 4.4

자료: 연해주 농업식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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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연해주 진출 한국기업 2010년 작물 재배 황

 단 : ha

소재지(군)

, 

보리, 

귀리

콩 벼 옥수수 메
사료

작물
기타 합계

미하일로 카 군 1,300 600 1,900

우수리스크 군 외 300 2,800 100 3,200

빠르 잔스크 군 100 100 200

하롤 군 외 2,000 6,800 4,000 300 200 630 13,930

미하일로 카 군 630 50 680

핫산 군 200 200 400

하롤 군 3,100 400 3,500

합계 2,300 14,930 4,000 800 300 1,230 250 23,810

2010년 연해주 

종면 (ha)
43,391 137,480 23,145 9,447 1,449 12,742 8,585 236,239

2010년 연해주 

종면   

한국기업 비율(%)

5.3 10.9 17.3 8.5 20.7 9.7 2.9 10.1

자료: 연해주 농업식량국.

  2008년 연해주 농업 생산액은 116억 루블로 년 비 9.6% 증가하

다. 농작물 종면 은 30만 8,300ha(2007년 비 1.6% 감소)이며, 작물별

로는 식용 곡물류 11만ha, 콩 11만 6,200ha, 감자 3만 100ha, 채소 8,600ha, 

사료용 곡물 4만 2,900ha 등이다. 곡물 총생산량은 년 비 23% 증가하

으며, 콩은 3배, 채소 8%, 감자 0.8% 정도씩 증가하 다. 1ha당 곡물의 

평균수확률은 1.54톤( 년 비 0.18톤 증가)이며, 콩 0.98톤, 채소 13.8톤, 

감자 10.8톤 수 이다. 2007년 비 체 곡물 생산량  옥수수와 의 

비 은 늘었으나 기타 곡물은 감소하 다. 연해주 곡물 생산량의 84%와 

콩 생산량의 78%는 농기업에 의해 생산된 반면, 감자 생산량의 86%와 

채소 생산량의 68%는 개인 농(개별 농민  도시민의 다차 생산)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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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연해주 주요 농산품 생산 추이  

단 : 천 톤

2008 2009 2010 상

곡물 164.1 192.7 210

콩 102.7 125.3 135

감자 323.3 369.6 375

채소 125.0 153.6 155

육류(생체 량) 48.4 48.2 55

우유 108.2 105.1 115

계란(백만 개) 259.9 284.7 284.7

자료: 연해주 농업식량국.

2.2.3. 연해주산 두  옥수수의 시장 분석 

  러시아의 곡물 종면 은 꾸 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알곡작물의 

종면 은 4,753만 6,000ha로 년 비 1.7% 증가하 으며, 이   종

면 이 2,868만 7,000ha로 알곡 종 면 의 60.3%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알곡옥수수 종면 은 136만 5,000ha로 년 비 24.7% 감소하 으나 알

곡옥수수 종면 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 으로 증가하 다. 2009

년 연해주의 알곡옥수수 종면 은 9,900ha이다. 2009년 콩 종면 은 87

만 4,000ha로 2008년 비 1.7% 증가하 는데 특히 연해주에서의 2009년 

콩 종면 은 14만 2,500ha로 체 콩 종면 의 16.3%를 차지하 다.

  2009년 러시아의 알곡작물 수확량은 2008년 비 10.3% 감소한 9,703만 

6,000톤을 기록하 다.  수확량은 6,169만 4,000톤으로 알곡 수확량의 

63.6%를 차지하 으며, 알곡옥수수 수확량은 394만 5,000톤으로 년 비 

41% 감하 다. 연해주에서의 알곡옥수수 수확량은 2만 2,700톤이었다. 

콩 수확량은 94만 2,000톤으로 년 비 26.3% 증가하 으며 2007년 이

래로 지속 으로 증가추세이다. 연해주에서의 콩 수확량은 13만 3,200 톤으

로 러시아 콩 수확량의 14.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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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러시아 작물별 종면 (2004～2009)

단 : 천 ha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알곡작물(곡물) 43,579 43,593 43,174 44,265 46,742 47,536

 (추 +춘 ) 24,003 25,343 23,591 24,382 26,633 28,687

 호 (추 +춘 ) 1,890 2,338 1,787 2,103 2,166 2,148

 보리(추 +춘 ) 9,932 9,083 9,928 9,618 9,621 9,031

 알곡옥수수 877 820 1,031 1,509 1,812 1,365

 벼 132 144 163 162 164 182

 콩과작물 1,213 1,103 1,211 1,094 1,006 1,079

알곡해바라기 4,862 5,568 6,155 5,326 6,199 6,189

유채(추 +춘 ) 252 244 512 658 680 687

콩 570 718 845 777 747 874

자료: 러시아 농림부.

표 3-38.  러시아 작물별 수확량(2004～2009)

단 : 천 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알곡작물(곡물) 77,832 77,803 78,227 81,472 108,179 97,036

 (추 +춘 ) 45,434 47,615 44,927 49,368 63,765 61,694

 호 (추 +춘 ) 2,864 3,622 2,959 3,909 4,505 4,336

 보리(추 +춘 ) 17,088 15,684 18,037 15,559 23,148 17,873

 알곡옥수수 3,373 3,060 3,510 3,798 6,682 3,945

 벼 470 571 681 705 738 908

 콩과작물 1,861 1,618 1,754 1,287 1,794 1,531

알곡해바라기 4,810 6,470 6,743 5,671 7,350 6,425

유채(추 +춘 ) 277 304 522 630 752 667

콩 554 686 805 650 746 942

자료: 러시아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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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콩은 식용과 사료용으로 이용하는 데 제약이 없다.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콩은  통 인 방식으로 육종된 것이며 유 자

변형체(GMO)와는 거리가 멀다. 연해주에서 재배되는 콩 품종은 다양한생육

형이 있으며 ha당 2~3.5톤의 수량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연해주의 기후조

건에 맞는 짧은 생육기간(95~107일)을 가진 콩 품종도 다수 있다. 콩은 단백

질 34.2~44.3%, 지방 14.6~23.2%, 탄수화물 25.2~35%의 양성분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재 러시아에서는 부분 콩을 기업 으로 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윤작보다는 단작 형태의 반복 인 콩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극동

지역에서 생산된 콩은 높은 운송비 때문에 유럽지역으로 수출하는데 매우 

불리하다. 더구나 콩을 수출할 경우 20% 이상의 수출 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해주에서 생산된 콩은 부분 

지에서 소비되고 있다.

  연해주 농작물 종면 은 러시아 체에서 차지하는 비 이 0.44%로 

매우 낮다. 그러나 콩은 러시아 체 종면 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다. 

콩의 종면 은 2000년 9만 1,500ha로 러시아 체 콩 종면 의 12.7%

를 차지하 으나 이후 증가하여 2009년에는 14만 2,500ha로 러시아 체 

콩 종면  비 16.3%로 증가하 다<표 7-3>. 2010년의 연해주 콩 종

면 은 14만 3,000ha를 계획하 으나 실제 종면 은 10만 ha를 약간 웃

도는 수 이어서 2009년에 비해 종면 이 크게 감소하 다. 연해주에서 

콩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은 하롤스키 군, 항카이스키 군, 미하일롭스키 군, 

르니곱스키 군, 키롭스키 군, 악짜 리스키 군 등이다. 

  연해주의 곡물 생산성은 매우 낮다. ha당 수량은 이 2.5톤, ·보리 

1.5톤, 콩 1톤 정도이다. 강수량이 충분하지 못한 데다 생육일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수리스크의 연평균 강수량은 500～700㎜에 

불과하며 최 기온이 하를 벗어나는 기간이 4～10월의 7개월이다. 특히 

밭작물의 경우 잡 방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농업생산성 하의 한 요인이다. 콩 생산성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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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이 발달되지 못한 데도 커다란 원인이 있다. 장비수 이 높지 못

한 데다 육종기술도 미흡하다.

표 3-39.  연해주 농산물 종 면  추이

단 : 천 ㏊

구   분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총 종

면

연해주(A) 564.5 448.1 360.8 335.0 - -

러연방 체(B) 102,540 77,478 77,104 76,363 81,797 108,179

A/B(%) 0.55 0.58 0.47 0.44 - -

곡물

(미맥류)

연해주(A) 187.4 168.4 108.3 104.6 - 107.6

러연방 체(B) 54,705 43,785 43,357 44,430 46,742 47,536

A/B(%) 0.34 0.38 0.25 0.24 - 0.23

연해주(A) 28.1 44.3 30.7 35.0 - 32.6

러연방 체(B) 23,909 25,399 23,640 24,403 26,633 28,687

A/B(%) 0.12 0.17 0.13 0.14 - 0.11

콩

연해주(A) 106.9 91.5 137.5 121.0 111.1 142.5

러연방 체(B) 487 720 846 777 747 874

A/B(%) 22.0 12.7 16.3 15.6 14.9 16.3

    감  자 52.5 53.7 45 43.9 - -

    채소류 14.4 14.2 13 12.2 - -

    사료(건 ) 202.4 119.2 56.3 51.2 - -

자료: 김경덕 외(2009)에서 재인용.

  앞으로 콩 재배를 확 하기 해서는 토양 산화화의 개선, 콩 재배 지

의 탐색, 종자의 품질 개선, 충분한 비료  미량요소(붕소, 몰리 덴)의 공

이 뒤따라야 한다. 콩 재배에 필요한 비료만 충분히 공 하여도 콩 수확

량을 획기 으로 증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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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해주는 콩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농지가 많은 데다 국, 한국, 일본 등 콩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다. 문제는 생산비를 감하여 국제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다.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콩은 GMO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도 장 이다. 최근 연해주 내에서 매되는 콩 가격은 

kg당 10～12루블이며 등외품 콩 가격은 반 정도인 6루블이다. 종자용 콩 

가격은 kg당 18루블 정도이다. 

  2010년 연해주의 옥수수 재배면 은 략 1만 ha로 추산된다. 이  사

일리지용 옥수수 재배면 은 1,000ha이며 나머지는 사료용 알곡 생산을 

한 것이다. 연해주의 2009년 옥수수 종면 은 알곡용 1만 200ha, 사일리

지용 2,100ha로 2009년에 비해 20% 가량 넓었다. 그러나 2009년 연해주의 

옥수수 수확면 은 6,810ha( 종면  1만 167ha)로 2008년의 1만 3,261ha

에 비해 크게 감소하 다. 군별로는 약쨔 리스키 군이 2,499ha로 가장 많

은 면 을 차지하고 다음이 빠그라니츠니 군 1,866ha이다. 2개 군의 옥수

수 수확면 을 합하면 연해주 체의 64%를 차지한다. 2010년의 경우 항

카이스키 군의 옥수수 종면 이 가장 넓었으며, 이어 빠그라니츠니 군, 

미하일롭스키 군, 약짜 리스키 군 순이다.

  2009년 연해주 체의 옥수수 생산량은 2만 1,476톤으로 2008년의 3만 

7,763톤에 비해 크게 감소하 다. 그러나 ha당 수량은 2008년 2.85톤에서 

2009년 3.15톤으로 증가하 다. 연해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ha당 수량이 5

톤 이상인 곳도 있다. 옥수수 ha당 농가 매수입은 1만 6,000～2만 6,000

루블로 지역과 농장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연해주의 옥수수 재배에 한 농장 수 에서의 실태를 악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조사 내용을 소개한다. 

◦ 조사 시기: 2009년 9월 순

◦ 재배 면 : 600ha

◦ 토양 검정 기 : 우수리스크 국립농업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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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

  - 생육용 추비(Подкормкаповегетации) 

  - 종합비료(ГУМАТК.): 0.5리터/ha×90루블/ha＝50,040루블

◦ 종자 소독약(Протравители): ТМТД 3리터/톤×종자 12톤×286루블  

 ＝10,296루블

◦ 잡 방제: 1안과 2안  선택

  - 1 안:

    제 제: 70g/ha×600ha×12,236루블/kg=513,912루블

    착제: 0.2리터/ha×600ha×324.50루블/리터=38,940루블

  - 2안: 제 제 2가지 혼용 

    제 제 (Прима): 0.5리터/ha×600ha×508.82루블/리터=152,646루블

    제 제 (Лазурит): 0.5kg/ha×600ha×1,202루블/kg=360,600루블

◦ 비료  농약 비용: 1,200,000루블(한화 4,800만 원 정도)

◦ 옥수수 재배 600ha 기  비료  농약 소요량  비용

  용도 상품명 사용량 단가(루블) 액(루블) 액(원)

생육비료 종합비료 ГуматКалия 0.5리터/ha 180/리터 54,000 2,160,000

종자소독 종자 12톤 ТМТД 3리터/톤 286/리터 10,296 411,840

제  1

제 제 Дублон-голд 70g/ha 12,236/kg 513,912 20,556,480

착제 Адью 0.2리터/ha 324.5/리터 38,940 1,557,600

소 계   552,852 22,114,080

소 계 1: 제 작업 2회 1,105,704 44,228,160

제  2

제 제 Прима 0.5리터/ha 508.82/리터 152,646 6,105,840

착제 Лазуритсупер 0.5kg/ha 1,202/kg 360,600 14,424,000

소 계   513,246 20,529,840

소 계 2: 제  작업 2회 1,026,492 41,059,680

합 계 1 비료 + 종자소독 + 제  1 1,170,000 46,800,000

합 계 2 비료 + 종자소독 + 제  2 1,090,788 43,63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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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1ha 재배에 필요한 비료, 제 제, 종자소독약 합계: 2,000루블

◦ 종자가격

  - 연해주 육종 종자: 16~40루블/kg 정도 

  - 이오니어: 130$/22kg(약 80,000립)

◦ ha당 종량: 22~25kg

◦ 종자 종시기: 5월 순

◦ 옥수수 수확시기: 10월 10일 경

  - 8월 말 생육이 끝나면 밭에서 노지 건조

  - 수확시기의 옥수수 알곡 수분함량은 26% 정도

◦ 수확 후 건조: 노지 건조 후 수확하여 사일로에서 보 하기도 하지만 

부분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건조 

◦ 사료 옥수수의 매처: 주로 연해주 내 형 양계장과 일부 양돈장

◦ 2008년 수확 사료용 옥수수 농장 출고가: 7.5~8루블/kg

  콩과 옥수수의 생산비는 재배규모나 농장규모, 토지 이용형태와 농작물 

수량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생산비의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농기

계와 인력을 얼마나 합리 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단 당 생산비를 크게 

좌우하게 된다. 다만 여기서는 연해주의 표 인 재배와 재배면  1,000ha

를 기 으로 콩과 옥수수의 ha당 생산비와 kg당 생산비를 추정코자 한다

<표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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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0.  콩과 옥수수 생산비 추정

단 : 루블/ha

비목 콩 옥수수 비고

토지임차료 60 60
토지임차료, 측량비, 

등록수수료 포함

종자비 1,800 480

ha당 종량

- 콩 100kg

- 옥수수 30kg 

연료비 1,370 2,000 디젤, 휘발유, 오일 등

비료농약 1,200 2,000 비료, 농약, 종자소독제 등

농기계비 5,400 7,000
농기계 감가상각비  

수리비 포함

시설비 500 1,000
시설 감가상각비  유지 

포함

인건비 1,000 2,000

운 비 5,000 10,000

합계 11,730 24,540

ha당 수량(톤) 1.3 3.5

kg당 생산비(루블) 9.0 7.0

주: 연해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함.

2.2.4. 국내외 유통 실태

  러시아에서 생산된 콩의 유통단계는 1단계 생산, 2단계 가공, 3단계 가

공품 도매상  소매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단계의 가공을 거친 후 가공

품 도매상  소매상의 3단계에서는 유통경로를 국내 유통  국외의 수출

로 나  수 있으며,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각 단계에서 보 , 수송, 농기

계 임 , 농지임 , 병해충방제, 수리 개, 지도, 연구, 융 등의 지원서비

스가 수반된다(<그림 3-33>). 



176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

그림 3-33.  연해주 콩의 유통 단계

기능 국내 수출
지원

서비스

소매상 식료
품상

축산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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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구

도매상

곡물도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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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도매상

↑← ← ↑ ↑ ← ↑ 지도

↑ ↑ ↑ ↑ 수리관개

가공 대두유
(60%)

식량공사
2,000톤

사료
회사
(20%)

대두분
(1%)

청국장
50톤

병해충

방제

↑← ← ←↑ ← ← ← ↑ ↑ 농지임대

생산 재배면적
142,500ha

총생산량
125,200톤

수확후
손실
7%

총판매량
90,000톤

종자용 및
자가소비
35,000톤

농기계임대

수송

농자재

공급
비료

(N,P,K)

종자
(보증, 
일반)

농약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농기계

농업
노동력
(상시,
임시)

보관

 

  1단계로 생산 단계에서는 콩 재배 농장이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노

동력 등을 결합하여 콩을 생산한다. 2009년의 경우 연해주에서의 12만 

5,200톤의 콩이 생산되었다. 이  수확 후의 손실은 약 7% 수 이었다. 

생산된 콩의 약 20%는 농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머지 

80%는 매된다.

  생산된 콩은 두유, 두박, 사료, 두분, 청국장 등으로 가공된다. 연

해주에서 생산된 콩의 60%가 두유 착유용으로 사용되며, 두유를 생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박은 주로 시베리아 지역으로 매된다. 두

박은 원료 비 kg당 1.5～2루블 정도 가격이 더 높다. 연해주 내에는 

형 사료공장이 없기 때문에 사료용 두는 부분 양계법인이 구매하며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  177

(20% 이상), 농가에서 직  구매하여 자가제조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두

분은 세를 회피하기 해 가공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2009년에는 150

톤, 2010년에는 68톤이 두분으로 가공된 바 있다. 두분으로 가공된 콩

은 량 한국으로 수출된다. 두유, 두박, 사료, 두분 외에 청국장으

로도 가공되지만 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은 미미하다.

  이 게 가공을 거친 후 가공품은 지역거래상, 소매상을 거쳐 유통된다. 

가공  원료 콩의 10% 정도만이 원료도매상이나 지역 상인을 통해 유통

되며 가공을 거친 후 연해주 내에서 유통된다. 소매상에는 식료품상, 축산

농가, 사료 매상 등이 있으며, 사료 매상은 부분 소형 규모의 매

상으로 시베리아 혹은 산지에서 반가공사료, 지역산물을 구매하여 혼합하

는 형태가 부분이다. 한국으로 콩 제품을 수출할 때는 가공공장에서 직

 수출하거나 무역상 등을 통해 수출하기도 한다. 일본에 수출할 때는 

개 원두 형태로 수출된다. 

  연해주의 콩 종자 공 체계는 연해주농업연구소 원원종 공 → 채종장 

원종(super elete) 는 1등  종자를 주정부식량공사에 매(계약물량) →  

채종장은 계약물량 이외의 종자를 일반 농장에 매한다. 주정부는 종자 

매자에게 종자보조 을 지 하되 통상 계약물량에 해서만 보조 을 

지불하지만 종자용 콩의 수요가 많을 경우 체 종자 생산 물량에 해 보

조 을 지불하기도 한다.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콩은 지방이 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맛이 고소

하며, 러시아는 재 GMO 재배를 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생산

되는 콩의 품질은 한국의 식용 기 을 통과한다고 할 수 있다. 식용콩의 

경우 비의도  Non-GMO 혼입비율이 3%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연해주에

서 생산된 콩이 한국으로 수출되기 해서는 TRQ( 율할당 세) 용을 

받아야 한다. 재 콩의 TRQ 세는 5%(장유 기 , 사료용의 경우 0%이

나 정상 인 세는 487%이다. TRQ 용을 받기 해서는 농수산물유통

공사, 실수요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건은 낮은 가격으로 안정

으로 공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콩에 해 20%의 수출

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연해주에서 생산된 콩을 한국에 수출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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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의 식용콩(Non-GMO) 연간 수요는 42만 4,000톤이며 국내에서 생

산되는 콩은 13만 4,000톤 내외여서 체 소비량의 62.9%인 28만여 톤이 

TRQ 방식으로 수입되고 있다. 수입량  22만 5,000톤이 국 무역을 통해 

수입되며 나머지는 실수요자(1만 1,800톤)나 단체(3만 톤)에 배정된다. 이

게 수입되는 콩은 율 세(5%) 용을 받는다.

  러시아에서 생산된 옥수수의 유통단계는 1단계 생산, 2단계 가공, 3단계 

가공품 도매상  소매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단계의 가공을 거친 후 가

공품 도매상  소매상의 3단계에서는 유통경로를 국내 유통  국외의 수

출로 나  수 있으며,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각 단계에서 보 , 수송, 농

기계 임 , 농지임 , 병해충방제, 수리 개, 지도, 연구, 융 등의 지원서

비스가 수반된다<그림 3-34>. 

그림 3-34.  연해주 옥수수의 국내외 유통 단계

기능 국내 수출 지원서비스

소매상 곡물상
축산
농가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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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

↑ ↑ ↑ 연구

가공품

도매상
도매상
10%

↑ → →↑ 지도

↑ ↑ 수리관개

가공 ↑
사료
회사
70%

주정
회사

옥수수
유

20%
전분/당

병해충

방제

↑ ↑→ → →↑ → →↑ → →↑ 농지임대

생산 ↑← ←
총판매량
20,000톤

수확 후 
손실 3%

총생산량
21,000톤

재배
면적

6,800ha
농기계임대

수송

농자재

공급
비료

(N,P,K)

종자
(보증,
일반)

농약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농기계
노동력
(상시, 
임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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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옥수수의 생산에 있어서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계, 농업노동력 

제공 등의 농자재공 이 요한 요소이다. 이 단계에서는 융, 연구, 지

도, 개 등 지원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어야만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연해주의 경우 이러한 지원서비스가 원만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해하는 요한 요인이다.

  옥수수은 생산된 후 옥수수유, 분/당, 사료 등으로 가공될 수 있지만 

연해주에는 유가공장이나 분당 가공공장, 형 사료공장이 없기 때문에 

개 지역 외에 옥수수 가공공장으로 유통된다. 일부 사료용의 경우는 양

계장이 구매하며, 농가에서 직  구매 후 자가 제조하기도 한다. 

  이 게 가공을 거친 후 가공품은 지역거래상, 소매상을 거쳐 유통된다. 

원료 옥수수의 10%만이 원료도매상이나 지역 상인을 통해 유통되며 부

분은 가공공장에 매된 후 가공을 거쳐 유통된다. 소매상에는 식료품상, 

축산농가, 사료 매상 등이 있으며, 사료 매상은 부분 소형 규모의 

매상으로 시베리아 혹은 산지에서 반가공사료, 지역산물을 구매한 후 혼

합하는 형태가 부분이다. 옥수수 수출의 경우 부분 국으로 수출되

며, 공식수출보다 비공식  수출이 많은 양을 차지한다.

  즉, 연해주에서 생산된 옥수수는 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다 가격이 

낮아 수익성이 낮은 상황이며, 연해주에서는 개 미국의 이오니아 F1

(교잡종) 옥수수 종자를 사용한다.

2.2.5 연해주의 수출인 라  수출입 차

2.2.5.1 수출인 라

  극동러시아 지역은 아시아 국가를 유럽으로 연결하는 요충지임에도 불

구하고 운송인 라는 많이 낙후되어 있다. 일본, 국, 한국 등 아시아 국

가에 한 러시아의 곡물수출은 극동지역 내 열악한 항만인 라 사정 등으

로 인해 미미한 수 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0년 상반기 일본 곡물수출

량은 50만 톤에 불과하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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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0월 메드베데  러시아 통령은 곡물 시장의 인 라 한계 극

복과제를 정부에 임했으며, 특히 극동지역의 항만을 통한 곡물 수출 성

장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18 이를 해 연해주에서 주식회사 ‘블라디보스

토크 무역항’ 부지에 곡물터미  건설계획을 수립하 고, 연방 특별 로

그램 ‘러시아 연방 운송 발 ’의 상을 포함한 차가 진행되고 있다. 곡

물터미 의 취 능력은 연 300만 톤, 동시 장능력은 15만 톤이다. 건설의 

첫 단계로 선행되는 기술  결정과 투자 타당성 조사가 비되었고, ‘블라

디보스토크 무역항’과 노보시비르스크 주  규모 곡물 수출 기업 간의 

력  상호 조에 한 약이 서명되었다. 곡물 터미  건설은 연해주

의 2025년까지의 사회경제발 략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주 코  

러시아 제1부총리는 2010년 4월 21일 “러시아 곡물은 부분 연방 남부

부의 항만을 통해 수출되지만, 반드시 극동 항만의 발 이 필요하고, 수출

통로는 반드시 극동이 되어야 한다”고 언 하 다. 2010년 8월 연해주 정

부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항, 보스토니치 항, 핫산 군에 각각 1개의 곡물 

터미 을 건설할 것을 발표하 다. 

  극동러시아 지역의 가장 큰 육상 운송수단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라

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철도청 당국은 TSR의 화물수송능력을 확 하기 

한 각종 조직  인 라를 정비하고 있다. 2002년 12월 말 하바로크스크와 

연해주의 우수리스크를 잇는 175km의 철도 구간이 철화됨으로써 블라

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의 열차 운행속도가 빨라졌으며, 화물 운송

량도 배로 증가하 다.

  철도운송을 한 철도 이동용 컨테이 가 부분 서부에 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철도 운임 책정 시에는 개 운반 

후 복귀할 때의 왕복 운임을 청구하기 때문에 운임 비용이 매우 고가이다.

한 운송 컨테이  열차의 노후화 상이 심각하나 재정  문제로 인하여 

컨테이  교체 비용이 운송요 에 가산되고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17 블라디보스토크 총 사 .
18 인포르마겐스트보 라트, 20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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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곡물 1kg당 운임은 1.8～

3.3루블이다.

표 3-41.  연해주의 철도 국경 통행 지  

러시아 통행지 통행자격 화물 여객 형태

철

도

1 마할리노 다국 ○ ○ 상설

2 빠그라니츠니( :수분하) 다국 ○ ○ 상설

3 핫산(북한) 다국 ○ ○ 상설

  주: 통행지   러시아와 국 국 인만 통행 가능한 지 은 제3국인은 통행 불가능함.

자료: 한국농어 공사(2009).

  러시아에서의 열차 소유권은 철도공사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공사에서 열차를 임 해주지 않으면 운송이 불가능하다. 러시아의 열악한 

도로 사정  활한 국토면  때문에 열차 수요가 많아 철도공사는 극동

지역으로의 열차 임 를 꺼리는 실정이다.

  철도 운송 인 라 구축 이외에도 교량  도로 정비작업이 병행되고 있

으나 러시아, 특히 연해주의 도로사정은 열악한 수 이다. 하지만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정이어서 최근 고속도로

의 건설, 간선도로의 확‧포장공사가 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분의 

도로가 포장되어 있으나 시 외곽의 일부도로는 아직 비포장도로다. 혹한기

가 길어 도로 손이 많아 노면상태는 좋지 못한 편이다. 

  호롤을 기 으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육상운송로는 M60도로이며 거

리는 약 195km이다. 곡물 창고가 치하는 달네 첸스크를 기 으로 블라

디보스토크까지의 육상운송로는 M60도로이며 거리는 약 374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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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육상 운송 운임(20톤 트럭 기 )

구분 1시간 호롤-블라디보스토크 달네 첸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격(루블) 700～800 12,500 23,500

  주: 가격은 기간과 거래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주정부의 정책에 따라서도 가

격이 변동할 수 있음.

자료: 한국농어 공사(2009).

그림 3-35.  육상 운송 노선도

블라디보스토크

달네레첸스크

호롤

  

자료: 한국농어 공사(2009).

  블라디보스토크 항은 수출과 수입, 연안 운송의 모든 분야에서 곡물 환

을 보장할 수 있는 극동의 유일한 항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화차-선박’

의 직  환  능력은 연 곡물 100만 톤 가량이다(연간 화물처리능력 500만 

톤).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통한 곡물 수출 환 량 증가에 따라 블라디보스

토크 항은 곡물 운송 환  능력을 확 하고 있다. 2010년 1~4월 블라디보

스토크 항에서 4만 8,992톤의 곡물을 처리했으며, 이  수출 물량이 3만 

9,014톤이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 항 역시 곡물 엘리베이터가 없어 컨테

이 로 보 시설에 곡물을 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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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해주는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부동항인 블라디보스토크와 자루비노 등 

산업화된 항구도시가 있으며, 극동러시아지역 해상 운송량의 80%가 연해

주에 집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극동러시아지역으로 고차 등을 수출하

기 해 동해항과 연해주의 자루비노 항과의 항로 개설을 시도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  자루비노 항과 속 항, 일본의 니이가타 항 간의 항

로는 이미 개설되어 있어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속 항은 물론 일본으로 

컨테이 를 이용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속 항까지의 물류량이 블라디

보스토크와 부산 간의 물류량보다 작아 물류비가 더 비싼 편이다. 차후 연

해주에서 한국으로 농식품 등을 반입하가 해서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속

 항로를 이용하기보다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부산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물류비 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연해주와 한국 간의 선박 노선은 속 ～자루비노 노선과 속 ～자루비

노-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이 있다. 속 ～자루비노 노선은 주 2회(월, 목) 운

행되며, 정기여객선(1만 1,000톤 )이 취항한다. 속 ～자루비노-블라디보

스토크 노선은 주 1회(토요일) 운 되며, 정기여객선(1만 1,000톤 )이 취

항하고 있다.

표 3-43.  연해주 항구이용 요

항구 내 하역 요 135루블/kg

선 요 456루블/kg

항구 컨테이  보 비용

기간

30일 이내 무료

31～45일 5.7루블/톤

46～60일 11.4루블/톤

61일 이상 28.5루블/톤

자료: 한국농어 공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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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블라디보스토크 항의 컨테이  환  시설

  러시아는 곡물 장 인 라 결여로 인해 많은 곡물 손실을 입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최소 250만 톤의 곡물이 장 인 라 결여로 인해 손실되

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러시아 농림부는 연방 특별계획 ‘곡물

시장의 물류 인 라 성장’을 실시하여 지원방안을 통한 존 설비의 

화  인 라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연해주 내에 곡물을 장할 수 있는 

창고는 미하일로 카, 체르니고 카, 달네 첸스크 등에 치해 있다. 달

네 첸스크 군의 곡물 장창고는 연해주 식량공사 소속으로 소비에트 시

에 건설된 것으로 창고의 수용능력은 총 1만 5,000톤으로, 60×60m 크

기의 건물이 6개 있다. 창고 내에는 건조기, 환풍기, 계근   트럭에 상

차하기 한 사일로 등이 구비되어 있다. 연해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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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그로 는 1만 톤 규모의 사일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주)아로

는 2009년 우스리스크 시에 5,000톤 규모의 사일로 시설을 건설하여 운

하고 있다.

그림 3-37.  연해주의 곡물 창고 치

      자료: 구 어스.

2.2.5.2. 수출통  차

  극동 러시아에서는 물품을 수출하기 해서 수출물량을 확보한 뒤 검사

를 받아야 한다(콩의 경우 품질검사용 샘 이 5kg 이상 비되어야 함). 

검사항목에는 속 함유 여부, GMO 여부, 풀 등의 씨앗 여부 등이 있으

며, 3～4일 정도 소요된다. 검사비용은 약 7,000루블이며, 서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 검사는 러시아 보건부 산하 식품검사기 에서 담당한다.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콩에는 알 르기성 세균이 있기 때문에 외국 

반출 시 검사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검사 시에는 장을 방문하여 하

나하나 샘 을 직  채취하며, 검사에는 총 2～3일이 소요된다. 서류 유효

기간은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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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약은 우수리스크 기차 회사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수송하려는 곡물의 총량  포  개수를 명시해야 하는데, 일반 으로 기

차 1량에 60톤, 1,200포  정도 재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모스크바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서류 수 기간만 최소 7일 정도 소요된다.  

  모스크바에서 기차 약에 한 허가가 나면 상차 기간을 일방 으로 

통보해주는데 통보 받은 기간 내에 상차를 끝내고 세 통 까지 끝내야 한

다. 곡물 상차 에 기차바닥과 벽에 박스를 깔고 각목을 설치해야 하며, 

각목(기차 문 앞 설치용)은 기차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소량이기 때문

에 추가확보할 필요가 있다. 박스는 직  비해야 한다. 기차 련 일을 

일 으로 탁하는 경우도 있다.

  상차가 완료되면 세 통 검사와 량검사를 실시하는데 기차회사에서 

허용하는 기간이 지나면 이후부터는 시간당 200루블(기차 1량당)의 비용

이 발생하는데 검사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때 농

사를 직  지어서 수출할 경우에는 련 토지서류(임차 시에는 임차서류)

가 필요하다.

2.2.6. 연해주의 곡물 가치사슬 분석

  앞에서 분석한 곡물의 생산, 유통, 물류에 한 분석을 토 로 콩과 옥수

수에 한 가치사슬을 분석키로 한다. 연해주의 옥수수와 콩의 단계별 수

익을 추정하면 <표 3-44>와 같다.

  연해주에는 내륙엘리베이터 시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곡물 창고에 보 하 다가 반출을 하게 된다. 곡물을 수출하기 해서는 

수출계약 → 제품 포장  컨테이  재 → 검역 련서류 발 (품질증명

서, 식품 생증명서, 검역증명서) → 항구 운송 → 검역 련 서류 제출  

샘  채취 → 수출서류 작성(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은행거래등록) 

→ 통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각 단계마다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연

해주의 경우 검역 련 서류를 발 하는 데 2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

를 단축하기 해 비용이 2배인 행료를 지불하고 3일만에 서류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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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도 한다. 통 의 경우에도 시간 단축을 해 행료를 지불하기도 한

다. 일반 인 통 차를 정상 으로 밟게 되면 수출수속을 하는데 3주일 

정도 소요된다. 두를 수출하기 해서는 GMO 검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옥수수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통  시간도 길어진다.

표 3-44.  연해주 곡물의 가치사슬 단계별 수익 추정

단 : US$/ton
1

구분
옥수수 두

비용 기여도 수출 가격 비용 기여도 수출 가격

 생산비(A) 226.0 83.9 193.0 290.0 71.7 419.5

 유통비(B) 43.4 16.1 - 46.9 11.6 -

  -산지 엘리베이터2 14.3 - 14.3 -

  -내륙운송비 26.9 - 26.9 -

  -기타 비용3 2.2 5.7

 수출원가(A+B) 269.4 336.9

 수출 세(C) - 67.4 16.7

 수출가(A+B+C) 269.4 100.0 - 404.3 100.0 -

 이윤(수출가-총비용) -76.4 - - 14.7 - -

주: 1. 환율 31루블/US$ 용. 

   2. 연해주에는 산지엘리베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우크라이나의 산지엘리베이터 비용 용.

   3. 기타비용은 항만사용료, 각종 증명서, 통 수수료 등.

   4. 20ft 컨테이 의 재 량은 18톤임.

  우수리스크에서 수출항인 블라디보스토크 항까지의 거리는 116km에 지

나지 않지만 내륙수송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만일 나호트카 항이나 보

스토치니 항까지 운반할 경우 더 많은 내륙운송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연해주의 경우 아직은 유통단계에서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많지

만 곡물 생산비가 높아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곡물 생산단계에서 생산비를 감하는 것이 수출

을 증 시킬 수 있는 건이다. 곡물 생산 단계에서 수량을 증 시킬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합리 인 경 으로 인건비  농기계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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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할 수만 있다면 이윤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으로 단된

다. 농산물의 생산비 감이 가능하여 수출경쟁력이 확보된다면 규모의 경

제에 따라 이후의 다른 비용을 감할 수 있는 여력도 커질 것이다.

2.2.7. 연해주 농업의 진출 략 

2.2.7.1. 진출업체의 경 성과 분석

  본 연구의 분석 상인 7개 러시아 진출 민간업체는 본격 인 농업개발 

사업의 경과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이 1개 업체, 1년 이상 3년 미만이 3개 

업체, 3년 이상이 3개 업체로 나 어진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는

분석 상에서 제외하 기 때문에 경 성과의 분석 상은 6개 기업이다.

  6개 기업 에서 2009년도에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기업은 3개이며, 

업이익이 흑자인 기업은 1개, 나머지 2개 기업은 업이익이 자인 것으

로 나타났다. 업이익이 자인 2개 기업  1개 기업은 2009년 종시기

가 다소 늦어진 탓에 수확시기가 늦춰졌는데 갑자기 이 내리는 바람에 

재배작물의 상당량을 수확하지 못하여 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업은 문경  인력부족으로 인한 낮은 경 효율과 특히 과다한 인력으

로 인한 인건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기업의 경우 년에는 

종을 서둘러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업이익이 흑자로 환될 것으로 

낙 하고 있는 반면 다른 기업은 획기 인 구조조정과 문 인력 보강이 

쉽지 않아 흑자로 환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단된다. 

  업이익은 흑자이지만 당기순이익이 자를 보인 기업은 2009년도에 

농규모 확 에 응해 구입한 형농기계  시설보강 등이 부담이 되었

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이 흑자라고 응답한 3개 업체  2개 업체

는 구체 인 경 내용을 밝히지 않아 당기순이익률을 구할 수 없었으나, 

나머지 1개 기업의 당기순이익률은 18.3%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기업 모두 부채와 차입  내역을 밝히지 않아 부채비율  차입 의존도 

등은 산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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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기업  진출한 지 3년 이상 된 기업은 생산한 농산물의 일부를 원

형 는 가공한 형태로 국내로 반입하고 있다. 1개 기업은 연해주에서 생

산한 품목  한 가지 품목의 량을 국내로 반입해 국내 모(母)기업의 원

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2개 기업은 생산한 농산물의 국내 세수 이 높아 

일부를 지에서 가공하여 세가 낮은 가공품 형태로 수입하고 있다. 진

출 3년차인 1개 기업은 생산물의 일부를 년 10월 말에 국내로 반입할 

정이다.

  러시아는 자국산 비료, 농약, 종자를 사용  하고 있어 이들 품목의 연해

주로의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일부 농기계  시설자재는 연해

주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2개 기업이 연해주에 건설한 미곡종합처리장과 

사일로는 원자재의 량을 국내로부터 반입하 다. 한 2∼3년 부터 

철 종기에 강우가 많아진 탓에 러시아  미국산 형트랙터의 사용이 

힘들게 되어 국내산 트랙터(마력수가 낮은 경량인 신 논 작업을 해 개

발된 까닭에 질퍽한 토양에서도 작업이 가능함)가 인기를 끌고 있어 향후 

국내산 농기계의 수출이 증 될 것으로 상된다.

  6개 업체  4개 기업에 해서는 고용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데, 각각 4

억 3,000만 원, 2억 8,000만 원, 3억 2,000만 원, 56억 원 수 이다. 고용 

인력의 국 별 고용효과는 <표 3-45>와 같다.

표 3-45.  연해주 진출 4개 업체의 고용효과(2009)

단 : 백만 원, %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계

총고용
432.6
(100.0)

279
(100.0)

317
(100.0)

5,601.6
(100.0)

6,630.2
(100.0)

한국인
228
(52.7)

-
192
(60.6)

960
(17.1)

1,380
(20.8)

고려인
18
(4.2)

-
32
(10.1)

720
(12.9)

770
(11.6)

러시아인
186.6
(43.1)

279
(100.0)

93
(29.3)

3,921.6
(70.0)

4,480.2
(67.6)

주: ( )속의 숫자는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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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진출업체의 애로사항

  연해주 농 장으로 농자재  장비의 반입 시 러시아의 세율은 

형농기계는 세 15%, 부가가치세 18%이며, 일반 농업장비는 세 5%, 

부가가치세 18% 수 이고, 통  시 품질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추

가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  시 지불하는 총액(품질증명 서류비, 통

비, 세, 부가가치세, 창고비 등)은 물품 과 거의 비슷하여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비용측면 이외에도 통 업무 처리기간의 지연  차의 복잡

성, 수입허용 품목의 제한 등 비 세장벽으로 인한 부담이 큰 편이다.

  행 러시아 외국인 체류 련 비자법에 의하면 러시아 내에서 리활동

을 하는 외국인은 노동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일반 으로 노동비자를 받

는 데 거의 1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신청시기가 제한되어 있고, 신청분

에 한 쿼터 배정분이 항상 미흡19한 실정이다.

  연해주의 경우 아그로상생의 지 한국직원 몇 명이 러시아인으로부터 

이유 없는 폭행과 재산손실 피해를 받은 일이 있는데, 이에 해 연해주정

부는 만족할 만한 책은 물론 방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연해주의 경우 규모 농이 필수 이다. 기본 농장규모로서 5,000∼

7,000ha 규모를 상정할 때 이에 필요한 시설20에만 1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요

구된다. 한 1년간 농비21는 15억∼2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그로상생의 경우 재 경작권을 확보한 12만 ha의 농장을 면 으로 

농하기 해서는 필요 시설  장비에만 2,000억 원 수 의 자 이 소요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시설  장비와 같은 고정자산에 한 투자

는 농업 경 의 특성상 자  회수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9 2008년 아그로상생의 신청분은 46명이었으나 배정분은 22명으로 배정률은 

47% 수 이다.
20 건조, 정선  창고시설, 종기, 쇄토기, 균평기, 수확기, 트랙터 등
21 종자, 비료, 농약비, 인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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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연해주에서 재배되는 작목과 사육되는 가축의 품종은 상당히 오래

된 까닭에 생산성이 상당히 낮다. 이들 지역에서 농업개발 사업의 경제성

을 제고시키기 해서는 품종개량이 필수 이다.

  지에 걸맞은 품종개량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됨은 물론 진출기업

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고 상  국가의 조가 필요하므로 우리 정

부의 극 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 농산물 시장의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의 지속  상

승이 상되는 가운데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안정 인 물량의 확보는 국가

의 략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재 우리의 수입제도는 외국산 수입 농산물과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농산

물 간에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이 같은 무차별성은 국제  규

범에 맞추기 한 것이기는 하나, 해외농업개발이 단순히 개별기업 차원의 

선택이 아닌 국가  선택임을 고려할 때 이에 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2.2.8. 연해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2.2.8.1. 러시아 연해주 진출에 한 SWOT분석

  민간기업의 연해주 진출에 따른 강 과 약 , 기회,  요소 등은 <표 

3-46>와 같다.

  연해주의 체 농경지(논, 밭) 123만 ha 에서 32%인 41만 ha 정도만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벌채 없이 당장 사용 가능한 지도 170만 ha 

정도가 있다. 이와 같이 연해주지역은 주요 사료원료인 곡물  조사료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축산 련 질병의 발생 피해가 고, 주변지역에 사료

용 곡물  조사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축산업을 하기에 최 의 입지조건

을 갖추고 있다.  연해주지역의 미경작지  지 부분은 장기간 경

작하지 않았으며, 낙엽과 풀이 퇴 되어 썩으면서 토양 내 유기질 성분이 

충분히 공 되어 있어 유기곡물은 물론 유기 조사료 재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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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연해주 진출 SWOT 분석

강 약

해외농업개발 후보지  가장 인

경험 축   ‘연농회’를 통한 정보 공유

미개발 토지 자원 풍부

무공해 자연환경

추운 기후로 농작물 재배 어려움

소한 지역시장

벌크선을 이용한 해상 운송 시설 미흡

기회요인 요인

연해주 정부의 축산진흥정책

국내 친환경 사료  곡물 수요 증가

최근 기후조건의 호

국의 곡물 수출 규제

일본의 유기농 콩 수요 확

러시아 정부의  수출규제 가능성

언어소통상의 제약

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과 질병

유입

  국내 축산업은 양질의 조사료 부분을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기 때

문에 축산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료 여의 량 

한 외국과 비교해서 부족한 실정이다. 앞에서 언 하 듯이 조사료의 

여비율이 높을수록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까지 제고될 수 있

다.  국내·외 으로 소비자의 식품 안 성에 한 인식 제고  건강식품 

 편의성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자연순환형 유기농

업 시스템 구축하기 해서는 반드시 유기조사료  곡물을 낮은 가격에 

안정 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연해주 지역은 우리나라로부터 지리 으로 가깝기 때문에 수송비 부담

이 으며,  향후 남북경제 력이 증가하게 되어 남북 간 인 ·물 교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철도를 이용한 사료용 원료의 수송이 가능하

다. 더욱이 통일 시 우리나라의 식량보  기지로서의 입지  가치가 높다. 

특히 나홋카항에 한국 용 물류기지가 건설될 정이어서 물류측면에서 

해외농업개발 후보지  가장 이 이 있다.

  2010년 7월 연해주에 진출해 있는 7개 기업은 ‘연농회’라는 의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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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새로운 농기술  경험의 공유, 생산자재의 공동구입 등을 추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 등은 되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연해주 정부

는 식량자 률 확 를 통한 식량 안보 달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 으로 

농업·축산업 진흥 정책을 펴고 있다. 농·축산 진흥청책은 내·외국인 간에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진출기업에 좋은 기회이다.

  최근 연해주지역의 기온상승  강우량 증가 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장기 으로는 유리한 기후조건이 될 것으로 상된다. 한 인 한 국

시장의 축산물 수요 증가  이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은 모든 곡물의 수출 

통제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국은 연해주 농축산물의 좋은 시장이 될 것

이다. 동시에 일본의 유기농 콩 수요가 증하고 있어 이에 한 공 기지 

역할이 기 된다.

  연해주지역은 인건비나 토지임 료는 국과 비슷하지만, 구소련의 붕

괴 이후 사회간 자본시설에 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

해 기와 연료부족, 농기계 장비 부족 문제 등이 겹치면서 농업기반 환경

이 붕괴되었다.

  1993년 개 ·개방정책 이후 연해주지역의 지역경제 침체  악화 등으

로 인해 연해주지역의 인구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해

주 지역의 고 인력 공 이 어렵고, 농업이 주산업으로 지역경제 효과

가 낮아 주민의 실질구매력이 낮으며, 지역시장의 규모 역시 작다. 이는 곧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연해주 내수 시장 공략은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해주지역은 겨울 기온이 극히 낮아서 겨울에 동토층이 깊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5월이 돼야 토지가 완 히 녹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기

간이 짧다.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가축사육 시 난방비가 많이 들고, 건

의 풀을 베는 횟수도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 다.

  연해주지역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어, 어와 같은 외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러시아 법령  제도에 한 이해가 

부족하기 쉽다. 러시아 계 법령이 자구 변경되어 사업정책 수행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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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소  입법 형식의 법령 개정이 잦고, 조세법 같

은 법령은 일반인에게 공지되지 않고 있다.

  지리 으로 국과 인 해 있어서 국산 농산물 수입물량에 따라 가격

이 많은 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에서 유입되는 가축질병에 의

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일례로 2004년과 2005년 극동러시아(연해주, 

아무르주) 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은 국 동북3성에 발생한 질병이 국경을 

넘어 러시아 지역에 되었기 때문이다.

2.2.8.2 연해주 농업 진출 략

  연해주 농업 진출을 보다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재 민간 기

업이 사업주체가 되고 정부는 조사  융자사업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사

업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살리는 동시에 앞에

서 언 한 식량안보, 문성, 신뢰도 문제 등을 보완하기 해서는 해외농

업개발 사업에 공기업이 참여하는 이른바 ‘공공형’을 극 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기업에 의한 단독사업도 가능할 수 있으나 가  

민간 기업과 공기업 간의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 양자가 갖고 있는 장 을 

모두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형’ 추진 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 공사와 농수산물유통

공사의 투입이 필요한데, 개별 공사의 문성을 고려하여 자는 ‘농장형’, 

후자는 ‘유통형’ 사업추진이 요청된다. 러시아 연해주의 경우 농수산물유

통공사의 항만엘리베이터 시설에 한 투자가 요청된다. 특히 진출기업에 

의한 콩과 조사료의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시설

이 선호되며 차선으로는 나홋카 항을 추천할 수 있다. 조사료는 국내로의 

반입이 요구되는 반면, 콩의 경우에는 우리의 세수 이 높아 당분간 일

본으로의 수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해주 농업개발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하여 해외농업개발 사업

의 컨트롤 타워로 설치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 력 원회’의 

구성, 조직, 기능을 과감하게 조정하여 보다 극 인 역할을 담당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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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원회로 하여  장기 인 계획수립은 물론 진행되고 있는 사

업에 한 검, KOICA의 ODA사업  농 진흥청의 해외농업 기술지원 

사업, 해외자원 확보 사업과의 연계추진 방안의 마련, 새로운 진출가능 국

가( 를 들어 연해주)에 한 정  조사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해외자원 확보 사업에 비해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한 정부지원은 지극

히 열악한 상태이다. 상당한 규모의 ‘해외농업개발  력기 ’을 조성하

여 융자액 규모를 재의 2배 이상으로 증액시키며, 동시에 행 융자조건

(이자율  융자기간)을 보다 하향조정하고, 해외자원 확보 사업에서 용

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농지와 시설물을 담보 물건으로 인정하는 것과 성공

불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업에 한 직 인 지원 강화 외에도 연해주가 실히 필요로 하는 

농업‧농 분야에 한 체계 이며 지속 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상 국의 농업‧농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어 양국 간의 계가 상생

계라고 인식될 때 비로소 상 국은 마음을 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 애로사항이자 진출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비자기간( : 연

해주의 경우 매 3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하기 해 우리나라를 다녀와야 하

는 문제가 있음), 통 문제( : 통 의 지연, 세 이외에 별도의 비용 요구 

등) 등을 보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는 ‘ 지화’가 가능  되는 것이다.

  러시아 연해주 정부는 인공씨감자 생산시설, 채소류에 한 산지유통시

설, 우스리스크 농과 학의 실험시설 화 등에 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연해주 정부에 한 지원  력 사업을 제공하는 

신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인 비자  통  문제를 해결하는 극 인 노력

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생산 는 확보한 농산물에 한 세부과 기 이 되는 생산

단가의 인증 권한을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는 까닭에 농립수산식품부가 조

사‧인증한 자료에 해서는 세청이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

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외교통상부보다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생산단가 조사 

 인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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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반입되는 농산물에 해 최소시장 근 규정에 의

해 율 세로 의무 으로 수입하는 물량의 일부만이라도 할애해 주는 것

이 필요하다. 특히 연해주 진출기업은 우리 정부가 콩과 에 해 이 같

은 배려를 해주기를 고 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에 진출한 업체 모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품종문제이다. 두 나라에서 재 사용하고 있는 품

종은 개발된 지 오래된 것이어서 생산성이 낮고 결국은 해외사업의 수익성

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신품종 개발에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 국가의 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품종개량

을 해 농업분야의 연구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상 국의 력을 이끌어내

는 노력을 해야 한다.

  러시아의 법률과 행정은 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진출기업이 자체

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부분 지 변호사나 회계컨설 회사를 

임의로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능력이 하게 미흡한 

경우가 많아 업무 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소요비용 한 만만치 않은 실

정이다. 따라서 지 사  는 사 이 상 국의 능력과 책임감, 권  등

을 갖춘 변호사나 회계사 등을 추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필요가 있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 간 정보  경험 교환 등을 

통해 상호연   력 증진은 물론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하기 해 가칭 

‘해외농업개발  력 회’ 창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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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남미 농업개발 추진전략

2.3.1. 남미 해외농업개발의 타당성

  남미는 우리나라에 한 콩과 옥수수의 주요 수출 지역으로서 해외농업

개발에 우선 으로 고려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 옥수수, 두 수입에 있

어서 남미국가의 2009년도 유율을 보면 콩은 라질이 41.1.%로 미국

(35.3%)을 제치고 최  수출국의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옥수수는 라

질 10%, 아르헨티나 2.1%로 미국(80.5%) 다음의 치를 차지하고 있다. 

남미 국가  두와 옥수수의 우리나라에 한 주요 곡물 수출국은 라

질과 아르헨티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미국가  라질과 아르헨티나

를 상으로 콩과 옥수수의 가치사슬을 분석하 다.

2.3.2. 라질

2.3.2.1 라질 농업 구조

  라질의 국토 면 은 851만 1,965㎢(2008년 기 )로 한반도의 37배, 남

한의 85배이고 세계 5 이다. 인구는 1.8억 명으로 풍부한 노동력 보유하

고 있다. 2007년 기  경지면 은 8,459만 ha로 국토면 의 약 10%를 차

지하고 있다. 농업은 체 GDP의 30%, 총고용인구의 40%, 수출 총액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지하자원으로는 철 석, 천연가스, 보크사이트, 망간, 알루미늄 등 50여 

종이 있고, 해안선이 8,400㎞, 경제수역은 450만 ㎢로 수산자원이 풍부하

다. 그리고 풍부한 농업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

(세계 산림 면 의 10%)으로 임업자원도 풍부하다.

  라질은 1980년  군사 정권으로부터 민주 정부로 이양되었고, 민주화 

이후 정부 간섭을 이고 시장 기능을 확 하여 농업 투자  수출에 우호

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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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질의 통화단 는 라질 통화는 헤알(real)이며 2009년 말 재  

달러 환율은 3.9:1이다. 헤알은 1994년 도입시 미국 달러화와 연동되었으

나 1999년 연동을 포기하고 변동환율제 도입하 고, 최근에는 헤알화 평가 

하로 두 수출 경쟁력 확보하 다.

  라질에서는 부분의 무역 장벽이 1990년  철폐되어 비료, 농약, 농

기계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상품이 주 경계를 넘어 이동될 때 주간 이동세

(ICMS)가 부과되어 두 가공을 제약하 으나 1996년에 원자재  반가

공품의 주간 이동세를 철폐하 으며 두, 두박, 두유의 수출세를 폐

지하 다. 수출세는 연방정부가 수출품에 한 주간 이동세를 반환(refund)

해 으로써 간 으로 철폐하 다.

  라질 정부는 농업연구  지도 기 으로서 EMBRAPA(Brazilian Agency 

for Research on Agriculture and Animal Husbandry)를 설치하 고 도 

지역에 합한 두  옥수수 품종 개량하고 있다. Embrapa-Soja(콩 연구

소)는 콩 품종 206종을 육성 보 하여 라질 국내 품종의 50%를 차지하

고 있으며, 옥수수는 국의 모든 환경에 응하는 260개 품종이 육성되

었다. 한 리의 장기 융자 농  융시스템 구축으로 두 생산 지원

하고 있다. 이는 1970~1980년 에는 라질 두 생산 확 에 큰 도움이 

되었다.

  라질에서 개 시설은 고부가가치 작물인 채소와 과일에 집 되어 있

으며, 두  옥수수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3-47.  라질의 GDP  실업률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GDP(억 달러) 8,821 10,890 13,332 15,751

GDP성장률(%) 3.2 4.0 5.7 5.1

실업률(%) 9.3 8.4 9.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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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질의 활한 국토는 다양한 기후 를 가지고 있다. 북부 도의 아마

존 지역은 평균기온이 25~27℃, 강수량 2,000㎜ 정도의 고온 다습한 열

우림 지역이고, 서부 세하도(사바나) 지역은 18~28℃, 강수량 1,500㎜의 

열 기후이다. 그리고 동부의 열  고원지 는 해발 800m이며, 연평균 온

도는 18~22℃, 강수량 2,000㎜ 정도이고 남부는 아열  지역으로 12~18℃

이며 강수량은 1,500∼2,500㎜이다. 동부의 반 건조지 는 18~24℃이며 

강수량은 900∼1,100㎜이다. 라질의 토양도 지형, 온도, 토양 모재, 식생 

 유기물의 향을 받아 매우 다양하다.

  라질의 주요 농산물은 두, 옥수수, 사탕수수, 잡두, , 커피, 오 지 

등이며 이들 생산량은 꾸 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기  라질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의 세계 순 를 살펴보면, 커피, 사탕수수, 오 지 등은 세

계 1 , 두박, 두, 후추, 잎담배는 세계 2 , 닭고기, 옥수수는 세계 3

이다.

그림 3-38.  라질 지도



200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

표 3-48.  세계 농업에서 라질의 주요 작물의 생산량 순 (2008년)

단 : 천 톤

품목 순 /국가 생산량 품목 순 /국가 생산량

오 지

 1. 라질 18,685  

사탕수수

 1. 라질 549,707

 2.미국 7,357  2.인도 355,519

 3.인도 4,266  3. 국 113,731

 4.멕시코 4,248  4.태국 64,365

 5. 국 3,172  5. 키스탄 54,741

커피

 1. 라질 2,249

옥수수

 1.미국 331,175

 2.베트남 915  2. 국 152,418

 3.콜롬비아 757  3. 라질 52,112

 4.인도네시아 676  4.멕시코 23,512

 5.에티오피아 325  5.아르헨티나 21,755

잎담배

 1. 국 2,397

두

 1.미국 72,860

 2. 라질 908  2. 라질 57,857

 3.인도 520  3.아르헨티나 47,482

 4.미국 353  4. 국 12,725

 5.아르헨티나 170  5.인도 10,968

자료: CONAB.

  품목별로 보면 2004～2008년 두 생산량이 미국은 8,574만 톤에서 

7,286만 톤으로 감소한 반면, 라질은 4,920만 톤에서 5,785만 톤으로 꾸

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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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  라질의 주요 농산물 재배 면   생산량 추이
단 : 천 ha, 천 톤

품목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잡두
재배면 4,332 4,141 3,979 4,034 3,788 3,781

생산량 3,038 3,064 2,967 3,458 3,169 3,461

카사바
재배면 1,722 1,675 1,755 1,897 1,894 1,839

생산량 23,336 23,066 23,927 26,639 26,541 25,878

커피
재배면 2,268 2,371 2,368 2,312 2,264 2,216

생산량 1,904 2,650 2,466 2,573 2,249 2,791

옥수수
재배면 11,615 11,751 12,411 12,613 13,767 14,445

생산량 31,879 35,933 41,788 42,662 52,112 59,018

오 지
재배면 856 829 823 806 821 833

생산량 21,330 18,531 18,314 18,032 18,685 18,390

재배면 3,655 3,146 3,733 2,971 2,891 2,862

생산량 11,090 10,457 13,277 11,527 11,060 12,100

두
재배면 13,640 16,365 21,539 22,047 20,565 21,272

생산량 32,735 32,735 42,769 49,550 52,465 57,857

사탕수수
재배면 4,846 5,100 5,632 6,355 7,081 8,141

생산량 327,705 364,391 412,521 477,411 549,707 648,921

잎담배
재배면 310 344 462 496 459 431

생산량 578 670 921 900 909 850

재배면 1,066 2,105 2,807 1,560 1,853 2,374

생산량 1,662 3,106 5,819 2,485 4,114 5,886

자료: CONAB.

  라질은  국토의 20%가 원으로 풍부한 목축여건을 구비하고 있으

며, 규모 축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닭고기의 최  수출국으로 부

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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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0.  라질의 주요 축산물 생산량

단 : 천 톤

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닭고기 5,981 7,050 8,668 8,164 10,216

쇠고기 6,579 7,139 7,774 9,020 9,024

우유 20,380 22,315 24,202 26,186 27,752

자료: CONAB.

표 3-51.  라질의 축산물 수출량
단 : 천 톤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닭고기 1,922 2,424 2,762 2,586 3,007

쇠고기 3.5 4.5 3.2 2.8 7.7

자료: CONAB.

  라질은  국토의 60%인 510만 ㎢ 가량이 정   산림지역으로 아마

존 지역에만 700억 ㎡의 임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산림 면 은 러시아에 

이어 2 , 세계 산림 면 의 10%에 해당한다. 라질 정부는 세계 최 의 

펄  수출국을 목표로 이 분야에 투자를 증 시키고 있다. 그리고 라질

은 277만 ㎢의 해에 300종 이상의 어류가 서식하는 등 풍부한 어장을 

가지고 있다.

2.3.2.2. 라질 두  옥수수 가치 사슬 황

  원물 상태의 두와 옥수수는 생산 → 산지유통 → 항만유통 → 수출의 

가치사슬을 따르고 있다. 옥수수는 부분 원물 상태로 수출되나 두는 

두유, 두박 등 가공품으로도 수출되며, 가공 두는 생산 → 산지유통 

→ 가공 → 항만유통 → 수출의 가치사슬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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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두  옥수수의 가치사슬

생산
산지
유통

가공
항만
유통

수출

( 1)  생산 황

  기후 별로 보면 남부 지역은 아열  기후이나 서부 지역은 열  지역

이다. 라질에서 두 생산지역은 남  10～30°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남

부지역(Parana)의 평균 기온 섭씨 17～24℃, 서부 지역 평균기온은 23.5～

24℃이다. 그리고 작물 성장기의 월평균 강수량은 남부지역 110～178㎜, 

서부 130～200㎜이며, 서부지역에서는 수확기인 6～8월 강수량이 거의 

없다.

  라질에서 두는 남부 지역에서 9월 하순~1월 상순에 종하여 1월 

하순~5월 하순에 수확하며, 서부 지역은 이보다 1개월 정도 늦다. 옥수

수의 경우 남부에서는 8월 상순~12월 하순에 종하여 1월 상순~6월에 수

확하고 있으며 서부 지역은 이보다 2.5개월 늦게 수확하고 있다. 서부 

지역에서는 콩의 후작으로 옥수수를 경작하기도 한다.

표 3-52.  라질의 두  옥수수 생산 황
단 : 천 ha, 천 톤, 톤/ha

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옥수수

식부면 11,615 11,751 12,411 12,613 13,767 14,445

생산량 31,879 35,933 41,788 42,662 52,112 59,018

단수 2.74 3.06 3.37 3.38 3.78 4.01

두

식부면 13,640 16,365 21,539 22,047 20,565 21,272

생산량 32,735 32,735 42,769 49,550 52,465 57,857

단수 2.40 2.00 1.99 2.24 2.55 2.72

자료: CON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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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기  라질의 두 생산량은 5,785만 7,000톤으로 미국의 7,286

만 톤에 이어 세계 2 이며, 아르헨티나가 4,748만 2,000톤을 생산하여 세계 

3 이다. 옥수수는 2008년 5,901만 8,000톤을 생산하여 미국 3억 3,117만 

5,000톤, 국 1억 5,241만 8,000톤에 이어 세계 3 의 생산 국가이다.

  두와 옥수수는 상  5개 주에서 체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산지의 집 도가 높은 편이다. 두는 Mato Grosso, Mato Grosso do sul 

과 같은 서부 주의 유율이 높으나 옥수수는 Parana, Minas Gerais, Rio 

Grande do sul과 같은 남부 주의 유율이 높다.

표 3-53.  라질의 두  옥수수 주요 산지(2009년 기 )

옥수수

주
Matto 
Grosso

Parana
Rio 
Grande 
do sul

Goias
Matto 
Grosso 
do sul

식부면 (천 ha) 6,186 4,505 3,976 2,460 1,712

생산량(천 톤) 18,779 14,181 9,901 7,380 5,308

국생산량 

비 비율(%)
27.3 20.6 14.4 10.7 7.7

두

주 Parana
Minas 
Gerais

Rio 
Grande 
do sul

Santa 
Catarina

Sao 
Paulo

식부면 (천 ha) 894 1165 1151 594 598

생산량(천 톤) 6867 5918 5584 3798 3470

국생산량 

비 비율(%)
20.2 17.4 16.4 11.1 10.2

  라질 서부 지역의 두 생산의 장 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농산물 

생산에 최 의 기후조건  정량의 강우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농토가 

평야구조로 토양  지정학  조건이 자연 상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는 렴한 농지가격과 풍부한 인력을 들 수 있다. 재배가 가능한 농지 가

격이 1ha당 3,500～4,500달러 내외로 렴하고, 통 인 농업지역으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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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인력이 충분하며, 그에 따라 연간 30% 내외

의 수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기술지원 체제가 확

립되어 있고 지원조직과 기술력에 한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이다. 

EMBRAPA와의 트 십에 의한 개인별 기술지원제도가 정착되어 있으

며, 콩과 면화 분야에 있어서 주정부차원의 기술지원이 가능하다. 한 지

속 인 생산성 증 와 생산 작물의 다양화를 지속 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병충해에 한 내구성이 강하여 비용 감 효과가 있다.

  그에 반하여 단 은 라질 내륙에 치하여 원거리 수송에 따른 물류 

비용이 증가된다는 이다. 북쪽 Belem 항과는 2,941㎞, 남쪽 Santos 항과

는 1,686㎞가 떨어져 있고, 특히 철도시설이 부족하여 부분의 물량을 트

럭에 의한 도로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북부지역 수로 수송이 확장될 

경우 수송비 감이 가능하나, 아직까지는 확충되어 있지 못하다. 한 

라질 도시인 리오데자네이루 시는 2,000㎞, 상 울로 시는 1,600㎞ 떨어

져 있어, 기계화 농에 필요한 장비 등의 원활한 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농기계에 사용되는 연료 가격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

다. 한 우기에는 비포장 도로의 상황이 악화되어 수송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남부 지역은 라질 최 의 규모 두 농업지역인 Rio Grade do Sul 

주를 시하여 유럽이민 2세의 개척 지역으로서 1960년 부터 농업이 발

달되어 왔다. 주변에 유수한 농업 학이 입지하여 문인력의 확보가 용

이하며 농업 융 지원도 활발한 지역이다.

  남부 지역의 두 생산 시 장 은 첫째, 정량의 강우량과 정 온도로 

최 의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고 농토가 평야로 되어 있다는 이다. 둘째,  

라질에서 가장 먼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도로, 항만, 인력수  등

이 원활하고, 내륙에서 항구까지 최  500~600㎞로 서부보다 짧으며 

70% 이상의 도로가 포장되어 있다. 셋째, 주정부의 극 인 농업지원 정

책이 있으며 토질이 양호하여 라질 내에서 가장 양질의 두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북부지역보다 높은 지가로 인해 500ha 미만의 소농이 많고,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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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5,000～1만 달러/ha로 서부 지역보다 높다. 한 양질의 두가 

생산되는 만큼 톤당 수출 액이 높다.

  라질 두 생산이 가장 많은 마투그로수(Mato Grosso) 주의 두 생

산·유통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투그로수 주는 라질 북부에 

자리잡은 사바나(cerrado) 지역으로 표 인 농업 주이다. 면 은 90만  

3,000㎢으로 미국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를 합친 규모이며 라질 체 

면 의 11%이나 인구는 270만 명에 불과하다. 아마존 열  우림의 남부 

지역으로 과거 방 한 지역에 방목으로 인한 목축지에 소의 분비물  

지 리 등으로 1차 토질 형성 변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마투그로수 

주의 연평균 기온은 23~26℃이며, 강우량은 1,500～2,000㎜로 우기에는 강

수량이 풍부하며,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수확기 농산물 건조에 

좋은 조건을 부여하여 양질의 두 농업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한 경

지 가격이 다른 주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상 울루 주의 평균 경지 가격

의 25% 수 )도 요한 여건이다. 마투그로수 주의 토지 활용도는 경지 

7.6%, 지 29.1%, 보존 63.3%이다. 마투그로수 주의 수출 농산물은 두 

 가공품이 51%, 육류 28%, 면화 13%, 목재가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40.  라질 마투그로수 지역 농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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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  라질 곡물 생산에 있어서 마투그로수 주의 유율

구분 콩 옥수수 면화

라질 체(백만 톤) 58.1 20.4 2.98

마투그로수(백만 톤) 18.8 8.2 1.38

유율(%) 32.3 40.1 46.3

자료: APROSOJA.

  마투그로수 주는 1,800만 톤의 두를 생산하여 라질 두 생산량의 

30%, 세계 두 생산량의 8%를 하고 있다. 라질 체 곡물 생산에 있

어 마투그로수 주의 유비는 1990년 6%에서 2001년 14%, 2009년 21%

로 증하고 있다. 재 516만 4,000ha 면 에 두를 경작하고 있으며, 장

기 으로 900만 ha 정도로 확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후 10년 

이내에 200만～250만 ha가 신규 두 생산지로 환 가능한 것으로 망

되고 있다. 옥수수는 가치에 비해 수송비가 높아 라질 내에서 경쟁력이 

없으며 두의 후작으로 경작하는 경우가 많다.

  마투그로수 주는 생산된 두  원물로 490만 톤, 두박으로 270만 

톤, 두유로 40만 톤을 수출하고 있다. 이  GM 콩의 비 은 재 60% 

정도이며 증가 추세에 있다.

  마투그로수 주의 두 생산 구조는 주로 가족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경작면  1,500ha이다. 농기계는 자가 소유로 경 하며 임작업 회사

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고, 생산에 있어서 리의 정책 자 을 소량 지원하

는 것 이외의 정부 지원은 없다. 두 농가들은 최근 경지규모를 속히 

늘려왔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 신용 확보가 어려운 이 제약 요인이다.

  라질의 경지면 은 2008년 103백만 에이커에서 장기 으로 519백만 

에이커로 500% 이상 확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미국의 총경지면

은 430백만 에이커임). 신규 경지는 신규 개발이나 목 지 환을 통해

서 확보 가능한 것으로 단된다. 두 재배 면 은 2008년 44.5백만 에이

커에서 장기 으로 124～247백만 에이커로 확 될 여지가 있으며, 결과

으로 생산량이 3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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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  라질의 두 경지면  확  가능성

지  역 면 (백만 에이커)

신규 사바나(Virgin Cerrado) 161

지 환 173～222

아마존 지역 25

총경지면  확  가능성 358～420

두 재배면  확  가능성 124～247

자료: Flaskerud, 2003.

  라질은 지역에 따라 개발 유보 지역을 설정하고 있어 장기 으로는 

곡물 생산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개발 유보 지역은 생물

종 다양성을 보호하기 해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이다. 구체 으로 법률로 

정해지는 지 별 개발유보지역 비율은 Rainforest 80%, Savanna, Legal 

Amazon 35%, 라질 타 지역은 20%이다. 휴경 보조 은 없으나 산림 개

발시 일정의 세 (4～5%)을 부과한다.

  마투그로수 주는 5,570만 ha의 개발 유보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3,810만 ha는 농가가 개발을 유보한 토지이다. 한 마투그로수 주는 농업

인에게 환경면허(Environmental License)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해서 농

가는 성 사진을 제출하고 지속 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농업생산 활동 

시 면허 취득이 요구된다. 주정부에서는 성사진을 통해서 법 인 유보 

면 을 지키는지 등 환경규제 수 여부를 확인한다. 

( 2)  산지유통 황

  라질의 농업 생산자는 개인(수집반출상)과 동조합을 통해 가공업

체  수출업체에 매하거나 직  가공업자 는 수출업자에게 직  매

하고 있다.

  두  옥수수의 경우 산지 유통에서부터 ADM(Archer Daniels Midland), 

Bunge, Cargill, Luis Dreyfus와 같은 곡물 메이 의 역할이 크다. 곡물 메

이 는 산지에 장시설을 운 하여 농가로부터 직  곡물을 매입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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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며 트럭을 통해 항구로 운송하고, 항구에서 자체 터미 을 이용하여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한 곡물 메이 는 선도거래 등을 통해 생산자

에게 자 을 공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라질 농가는 규모 확 에 

치 하여 자 이 부족하며, 정부의 정책자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곡물메

이 가 농 자  공 의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의 

펀드 자 이 유입되어 생산자에게 자 을 공 하고 생산된 곡물을 수집해 

가는 경우가 있다. 다국  유통업체(곡물 메이 )는 산지 장시설(country 

엘리베이터)과 항구의 용 하역시설을 운  이며, 업체별로 30～40개씩

의 산지 장시설을 운 하고 있다.

그림 3-41.  곡물 메이 가 운 하는 산지 장시설

  다국  유통업체는 산지 농가로부터 직  두를 확보하며 필요한 경우 

선도 거래(forward contract)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 신용을 제공한다. 선도

거래 시 가격은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CBOT)을 기 으로 하며 물류비와 

리미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가격은 GMO, non-GMO 두 가지 기 에 

의해 결정되며 품질 기 은 국제 거래 기 을 용하고 있다.

  라질의 총 장시설은 2,300만 톤으로 생산량 2,600만 톤에 비하면 부

족하다. 산지 장시설의 평균 규모는 개소당 3만 5,000톤 정도이다.

  라질은 미국에 비해 트럭 운송 비율이 높으며, 수송기 별로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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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철도 33%, 수운 7%의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미국은 트

럭 16%, 철도 23%, 수운 6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라질 내의 수송비는 1,000㎞ 톤(TKU)당 철도 36달러, 수운 18달러, 

트럭 51달러이며, 트럭의 운송 비 이 높고 수송거리가 길어 수송비가 미

국에 비해 높은 단 이 있다. 한 도로 상태는 보통 45%, 우수 10%, 불량 

25%로 좋지 않은 편이다.

그림 3-42.  라질에서의 비포장 도로 운송 장면

  체 으로 라질의 물류인 라는 부족하며, 라질 정부는 물류인

라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라질은 Santos, Paranagua, Rio 

Grande 항구에서 체 수출 물량의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최

근에는 아마존 강 유역의 Itaciatiara, Santerem 항구도 이용하고 있다. 라

질 역을 커버하는 철도망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Santos 항과 연

결된 철도는 마투그로수 주 동남쪽 입구까지만 연결되어 있고, 부분의 

마투그로수 주 지역에는 연결되지 않고, 다른 철도 라인은 Santos 항과 

Mato Grosso do sul 주의 Corumba까지만 연결되어 있다. Mato Grosso do 

sul 주의 남부 지역은 수운으로도 서양과 연결되기도 한다.

  마투그로수 주는 철도  내륙 수운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주로 트럭

을 통한 육상 운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마투그로수 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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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하이까지의 운송비는 톤당 180.6달러로 미국 아이오와의 115.4달러에 

비해 65.1달러 정도 높다. 

표 3-56.  마투그로수 주와 미국 아이오와 주의 수송비 비교(도착지 국 상하이)

단 : 달러/MT

구분 2006 2007

북부 MT Sorrito 출발 산토스 항 경유 기 136.8 180.5

아이오와 주 Davenport 출발 U.S. Gulf 경유 기  76.9 115.4

차이 59.9 65.1

자료: APROSOJA.

( 3)  가공 황

  라질 내의 두 가공공장은 ADM, Bunge, Cargill, LD(Louis Dreyfus), 

Noble과 같은 다국  기업에 의해 건립, 운  이다. 라질의 총 두 착

유설비 용량은 14만 3,000톤/일로 아르헨티나의 14만 9,000톤보다 작다. 

가공시설은 국내 자본보다 곡물메이  자본에 의해 소유되는 비 이 크다.

표 3-57.  라질 두 가공 설비 황(2005)

회사명 공장 수
총설비 용량
(ton/일)

유율 지역

Bunge 15 30,100 21 Bahia

Cargill 7 15,700 11 M. Gerais

ADM 6 12,650 9 Mato Grosso

Coimbra 6 11,050 8 Mato Grosso

Imcopa 4 6,400 4 Parana

Coamo 4 6,080 4 Parana

기타 74 61,225 43

계 116 143,205 100

자료: Lopez et 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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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항만 유통 황

  항구는 Santos, Paranagua, Rio Grande에서 체 수출 물량의 70% 이상

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마존 강 유역의 Itaciatiara, Santerem 항구

도 이용하고 있다. 이  산토스 항은 라질 최  도시인 상 울루에서 

남동쪽으로 68㎞에 치하고 있고, 13㎞의 길이에 60선석의 안시설 보

유하고 있다.

  산토스 항은 라질 최 의 항구이며, 1800년  말 커피 수출항으로 시

작되었고 주요 취  품목은 설탕, 오 지, 두, 자동차 등이다. 2009년 

재 8,300만 톤의 화물을 취 (1,100억 달러)하고 있으며, 2024년의 상 취

량은 최  2억 3,000톤, 최소 180만 톤이다. 산토스 항은 고속도로, 철도 

등으로 통해 근성이 양호하다는 이 이 있다.

표 3-58.  라질 주요 항구  공항의 수출입 유율

단 : %

항구 유율

Santos 25.2

Vitoria 8.0

Rio de Janeiro 6.3

Paranagua 6.4

Sao Paulo(공항) 4.7

Rio Grande 4.3

자료: Porto de Santos.

  산토스 항에서 두는 6개의 터미 을 통해 선 되며, 벌크 터미 은 

ADM, Cargill, Dreyfus와 같은 곡물 메이 에서 운 하고 있다. 두는 

190만 달러, 두유  두박은 120만 달러를 취 하고 있으나 두유  

두박은 Paranagua 항이 더 많이 수출하고 있다. 터미 은 20~25년 장기 

임  계약 형식으로 운 되고 있다. 신규 확장 항만은 민간자본 유치를 계

획하고 있으며 민간 자본 유치 시 최  50년 임 를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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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벌크 터미 은 곡물메이 에 장기 임 되어 운  이다. 우리나라가 

신규로 터미 을 확보하기 해서는 기존 터미 의 임  갱신시 참여하거

나 항구 확장으로 생기는 신규터미 을 임 하는 방법이 있다.

( 5 )  수출 황

  라질은 아직 두 가공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두유 같은 가공품보다

두 자체의 수출 주로 되어 있다. 구체 으로 2008년에 두는 109억 

5,000달러를 수출하 으나 두유는 26억 7,000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쳤다.

표 3-59.  라질 두  두가공품 수출 황

연도
두 두유

(백만 톤) (십억 달러) (백만 톤) (십억 달러)

2000 11.52 2.19 1.07 0.36

2002 15.97 3.03 1.93 0.78

2004 19.24 5.39 2.52 1.38

2005 22.43 5.34 2.70 1.27

2006 24.96 5.66 2.42 1.23

2007 23.73 6.71 2.34 1.72

2008 24.50 10.95 2.32 2.67

자료: FAO.

  라질의 옥수수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780만 톤,  

13억 달러를 수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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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0.  라질 옥수수 수출 황

연도 수출량(백만 톤) 수출(십억 달러)

2000 0.01 0.01

2002 2.75 0.27

2004 5.03 0.60

2007 10.93 1.92

2008 6.43 1.30

2009 7.78 1.30

자료: SECEX.

  미국 아이오와 주와 라질 마투그로수 주의 두 생산비를 비교하면,  

마투그로수 주의 부셸당 생산비용은 미국 아이오와 주의 51%에 불과하여 

수출 경쟁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비목별로 볼 때 마투그로수 주가 낮은 

것은 직 비 에서 종자비, 농약비, 비료비, 기타 비용 등이며, 특히 간

비 에서 토지 비용이 미국의 1/7 수 으로 매우 낮다.

표 3-61.  두 생산비의 비교(2003)

구분 항목 Iowa Mato Grosso

직 비

(달러/Ac)

종자 31.25 8.45

농약비 18.68 31.13

비료비 23.15 49.13

작물보험료 3.15 -

기계임차료 34.16 24.41

기타비용 7.00 3.23

융비용 3.91 5.36

소계 121.30 127.75

간 비

(달러/Ac)

자가 기계비용 26.27 7.91

토지비용 135.00 20.24

소계 161.27 28.16

생산비 계(달러/Ac) 282.57 155.91

생산비 계(달러/Bu) 6.28 3.24

자료: Flaskeru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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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아르헨티나

2.3.3.1. 아르헨티나의 농업 구조

  곡물  쇠고기의 세계 인 생산국으로 알려진 아르헨티나의 국토 면

은 276만 6,890㎢(2008년 기 )로 한반도의 12.5배, 남한의 28배이다. 

2007년 기  경지 면 은 1,347만 ha로 국토면 의 48.7%정도이다. 아르

헨티나 농업은 2008년 기  체 GDP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

업 분야 종사자는 체 노동력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한 농축산물 

가공업까지 고려하면 2008년 기  총수출액에서 농축산물의 비 은 60% 

수 이다.

  아르헨티나의 세계 인 곡창지 인 팜 (Pampas)는 엔트 리오스(Entre 

Ríos), 산따페(Santa Fe), 부에노스아이 스(Buenos Aires) 주와 코리엔테

스(Córrientes), 코르도바(Cordoba), 라팜 (La Pampa) 주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반경 600여㎞의 약 60만 ㎢로 한반도의 약 2.73배의 크기이다. 

팜  지역은 아르헨티나 인구의 2/3가 거주하고 있고, 국민총생산의 80% 

이상을 유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연간 500～1,000㎜의 강수량에 기온도 

연평균 기온이 17℃이다. 여름(1월)은 23.6℃ 겨울(7월)은 10.2℃ 정도로 

온화하다.

  2002년부터 시작된 페소화 평가 하 조치로 2002년도 이후 모든 농산물

의 수익성은 크게 증가하 다. 상치 못한 평가 하  국의 수요 증

으로 달러화 기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두를 비롯한 농산물 생

산업자는 많은 수혜를 받았다.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출세, 쇠고기 수

출쿼터 등 농산물 수출에 한 여러 가지 제한조치로 인하여 향후 수익성 

측에 어려움이 있다.

  부분의 농지는 민간소유이며 외국인도 토지를 소유하고 임  가능하

나, 국경 인근 토지에 해서는 외국인 소유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216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

표 3-62.  아르헨티나의 GDP  실업률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GDP(억 달러) 1,831 2,140 2,624 3,284

GDP성장률(%) 9.2 8.5 8.7 6.8

실업률(%) 10.6 9.5 9.2 7.3

그림 3-43.  아르헨티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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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기  아르헨티나의 체 농경지 면 은 략 1억 8,000만 ha이

다. 농업이 규모 사업화되면서 1960년 후반부터 농장집 도가 지속 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곡물  유지작물 농업은 노동 약, 자본집약산업으

로 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업 총조사에 의하면 농장(농업경 체) 수는 2002년 이후 

17.1% 감소(1988년 42만 1,000개 → 2002년 33만 3,000개 → 2008년 27만 

7,000개)한 반면, 농장의 평균규모는 20% 이상 증가하 다. 농장 규모별로

는 가족경  형태의 소규모농장과 규모농장(1,000ha 이상)이 함께 존재

한다. 규모 농장은 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1991년과 2007년 사이 아르헨티나에서는 18개 주요농작물 생산량은 

100% 증가하여 2007/08시즌 약 1억 톤을 생산하 다. 이는 단 면 당 생

산성이 증가하여 생산량 증가속도가 재배면  증가속도보다 훨씬 더 높음

에 기인한 것이다. 구체 으로는 생산성이 증가한 이유는 무경운 농법 등 

농기술 향상, 비료‧농약‧ 식 기계의 사용, 품종개량 등이다.

  아르헨티나는 2000년  들어 두와 유지작물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농가들이 이들 작목의 식부 면 을 증가시키고 있다. 2009년 기  ha당 

두 생산비는 160～200달러, 옥수수 300～350달러,  350～400달러이다. 

아르헨티나의 두  옥수수는 약 90%가 GMO(유 자변형작물)이다.

  아르헨티나 체 농업생산액에서 곡물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58%에서 45% 이하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페소화 평가 하  높은 

국제 곡물가 덕분에 농업 수익률은 증가하 다. 2008/09년 극심한 가뭄으

로 유지작물 생산이 33%, 곡물 생산은 40%까지 감소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농회사는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 을 모집하고 농업

문가를 고용하여 목표 생산규모를 달성하기 해 더욱 더 많은 농장을 

임차하고 있다. 농장 임  경 이 확 되어 감에 따라 농회사는 단기

인 이익을 극 화하기 해 몇 개의 작물에만 특화하고, 다양한 농작물 재

배를 해하는 등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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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  아르헨티나 주요 품목의 수확면   생산량

단 : 백만 ha, 백만 톤, Kg/ha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두

종
면

8.40 8.79 10.66 11.64 12.61 14.53 14.40 15.36 16.13 16.60 18.03

수확
면

8.18 8.64 10.40 11.41 12.42 14.30 14.04 15.10 15.97 16.37 16.77

생산량 20.00 20.14 26.88 30.00 34.82 31.58 38.30 40.47 47.46 46.20 30.99

단수 2,444 2,331 2,584 2,630 2,803 2,210 2,730 2,680 2,971 2,822 1,848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종
면

5.45 6.30 6.50 7.11 6.30 6.04 6.26 5.22 5.67 5.95 4.73

수확
면

5.40 6.15 6.41 6.84 6.05 5.74 6.07 4.98 5.54 5.77 4.26

생산량 12.44 15.30 15.96 15.29 12.30 14.56 15.96 15.59 14.55 16.35 8.37

단수 2,304 2,452 2,493 2,235 2,033 2,540 2,631 2,531 2,626 2,831 1.963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옥
수
수

종
면

3.27 3.65 3.49 3.06 3.08 2.99 3.41 3.19 3.58 4.24 3.49

수확
면

2.51 3.09 2.82 2.42 2.32 2.34 2.78 2.45 2.84 3.41 2.34

생산량 13.50 16.78 15.36 14.71 15.04 14.95 20.48 14.44 21.76 22.0 13.08

단수 5,370 5,430 5,460 6,080 6,477 6,393 7,359 5,903 7,666 6,452 5,596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해
바
라
기
씨

종
면

4.24 3.59 1.98 2.05 2.38 1.85 1.97 2.26 2.45 2.62 1.967

수확
면

4.07 3.48 1.90 2.01 2.32 1.93 1.92 2.19 2.42 2.58 1.82

생산량 7.13 6.07 3.18 3.84 3.71 3.16 3.66 3.80 3.63 4.65 2.48

단수 1,752 1,740 1,670 1,903 1,598 1,720 1,904 1,731 1,502 1,810 1,364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수
수

종
면

0.880 0.819 0.698 0.592 0.593 0.545 0.617 0.577 0.700 0.807 0.827

수확
면

0.735 0.720 0.613 0.541 0.534 0.475 0.558 0.498 0.594 0.619 0.456

생산
면

3.22 3.34 2.91 2.84 2.68 2.16 2.89 2.33 2.79 2.94 1.805

단수 4,385 4,646 4,740 5,268 5,031 4,553 5,187 4,678 4,702 4,747 3,954

자료: Agriculture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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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에 한 수출세(주로 곡물, 유지 작물  육류)는 아르헨티나의 역

사를 통해 여러 번 시행되었고, 주요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농산물 수

출을 억제함으로써 격한 페소화 평가 하로 인하여 주요 식료품(쇠고

기, , 옥수수, 우유)의 격한 국내 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행정부는 세법(법률 22415)에 의거하여 필요할 경우 수출

로 인한 내수 공  부족을 방할 수 있도록 수출세율의 결정권한을 임 

받았다.

  아르헨티나 헌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는 소득세는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반면, 수출세는 연방정부에 속한다. 2001/02 

경제 기시 아르헨티나 정부에게는 수출세 증세가 매력 이었다. 최근 

통령령에 의해 두 수출세 수입의 30%는 지방정부에 배분하도록 하 지

만, 수출세는 상 으로 징수가 용이하고 그 재원은 으로 연방 정부

에 의해 리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합리 인 가격으로 식료품이 국내에 

공 되는 것을 보장하기 해 수출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세 수입은 정부 재정에 필수 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세 징수 규모는 국고 수입의 15～25%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연방정부는 재정 흑자를 기록하 다. 두는 모든 수출세 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통령의 집권기간 동

안, 수출세는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와서 비교  간단한 시스템에서 체증방

식의 차등세율, 수출제한 등  더 복잡하게 되었다.  

  수출세와 더불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을 합리 으로 유

지하기 해 국내 곡물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을 보조하는 

보상  제도를 운 하고 있다. 보상 제도는 국제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

에 공 하는 생산자에게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을 제

공하는 로그램이며 차액은 농축수산부에서 조사하는 국제곡물가와 경제

생산부에서 조사하는 국내 곡물가격의 차이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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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4.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세 황

신선 과일  야채 신선과일 수출세율은 최근 10%에서 5%로 축소

와인 수출세율을 5%에서 2.5%로 인하

쇠고기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통령 집권 시 쇠고기 수출세

를 5%에서 15%로 인상, 2005년 국내 공  확보를 

하여 수출 제한, 크리스티나 정부는 다시 5%로 

되돌리기 해서 농업계와 상을 하고 있으나 수출

쿼터는 유지할 것으로 망됨.

낙농제품

변동세율  쿼터를 혼합한 시스템으로 우유와 치즈

의 국내 공 을 보장하기 해 2006년부터 시행, 크

리스티나 정부는 동제품에 한 수출제 폐지를 하

여 농민과 상하고 있음.

, 옥수수

2007.12 국내시장 공 을 보장하기 해 20%에서 

25%로 인상하면서 수출제한 조치 시행, 2008.12 옥

수수 20%,  23%로 수출세율이 낮아졌지만, 수출 

제한은 그 로 유지.

두

2007.1 30.5%에서 2007.12 38.5%로 인상되었으나 

2008.3 변동수출세 제도가 국회에 의해 부결되고 

행세율은 35%임.

해바라기씨

2007.12 23.5%에서 32%로 인상, 2008.3 변동수출세 

제도가 입안되었으나 동년 7월 국회에 의해 부결되

고 행 세율은 32%임.

식물성 기름  두유

2007.1 20%에서 27%로, 2008.12 35%로 인상, 

2008.3 변동 수출세 제도가 입안되었으나 동년 7월 

국회에 의해 부결되고 행 세율은 32%임.

해바라기씨 기름

1007.12 20%에서 30% 인상, 2008.12 35%인상, 

2008.3 변동 수출세 제도가 입안되었으나 동년 7월 

국회에 의해 부결되고 행 세율은 30%임.

자료: Agriculture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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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의 품질 리  생안 리는 주로 SENASA(국립식품 리  

동물 생청)에서 장하고 있다. SENASA는 동물과 식물의 안 성과 품질

리에 한 업무  련 규정을 집행하고, 수출입 동식물  그 련 제

품의 품질과 생 안 을 모니터링하는 국가 기 이다. SENASA의 주요 

목표는 지속 으로 식품의 품질과 안  기 을 개선하여 자국 소비자의 건

강을 보호하고 농식품 수출국가로서 아르헨티나의 신뢰와 명성을 유지하

는 데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주요시장을 상 하는 다수의 농산품과 농식품 생산

국이며 수출국이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식품 생당국과 긴 한 을 

하며 미국과 유럽연합 등 소비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하여 주기 으로 

아르헨티나의 생  품질 기 을 향상시키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수산식품부 산하 INTA(농업기술연구소)가 농업 분야 기

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INTA는 3개 센터에서 각기 다른 분야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농산업 연구센터(CIA)는 농 공학(IIR)  식품기술연구소 

(ITA)를 리하고 있고, 수의-농업과학센터(CICVyA)는 생명공학, 유 학, 

미생물학, 동물학, 병리학, 바이러스학  식물생물학, 식물생리학연구소 

리하고 있으며, 천연자원연구센터(CIRN)는 물, 기후, 생물자원  토양

연구소를 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바이오 연료 진흥법(Law 26,093, 2006년 제정)에 의

해 휘발유  디젤유는 2010년까지 바이오연료(bio-ethanol, bio-diesel)를 

각각 5%씩 혼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2015년까지 시행, 4년 연장 가

능)에 의거, 자국 내 생산시설이 있고, 계당국의 허가를 받은 공기업  

민간 가공업체는 정부 산  행정부에 의거 정해진 연간 최 한도 범  

내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다.

  5% 의무 혼합비율을 맞추기 하여 정부는 생산설비에 투자한 기업에 

생산 물량을 배정하 으며, 의무혼합비율을 지키기 하여 바이오 에탄올

을 구매하는 정유업체(YPF, Pertrobras, Shell or Esso)의 구입가격 기 도 

정했다.

  아르헨티나 사탕수수 생산은 연간 2,300만 톤( 라질 생산량의 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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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며, 기후조건 등으로 추가 생산 잠재력은 제한 이다. 단기간 바이

오에탄올(알코올) 생산 증가를 하여 옥수수, 사탕수수(sugar beet), 수수

(sweet sorghum) 등 체 가능한 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자국 시장 수

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

  아르헨티나는 식용유(vegetable oil: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사용) 생산 국

이며,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2009년 기  아르헨티나는 바이오 디젤

을 약 100만 톤을 생산하여 90% 이상을 수출했다. 연간 생산능력은 250만 

톤이기 때문에 수출을 이지 않고 자국 내 필요량을 모두 공 할 수 있다. 

바이오 연료의 의무 혼합비율 규정은 201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용유 수출세는 32%인 반면, 바이오 연료 수출세는 20%이며, 과세기

을 낮게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16.67%이다. 한, 바이오디젤 생

산 공장은 두가공공장  선 항구 인근에 치하고 있어 생산비가 제 

들기 때문에 식용유 생산업체는 바이오 연료 생산  수출을 선호한다.

  2010년 7월 6일 아르헨티나 에 지부는 2010년 8월부터 바이오디젤 혼

합비율을 5%에서 7%로 상향조정, 시행하기로 발표했으며, 그 결과 연간 

수요량은 75만 톤에서 105만 톤으로 늘어날 망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2011년 1월부터 동 비율을 10%까지 올려서 시

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당국은 자국 내 디젤유 공 부족을 해결하

고 식용유의 국수출 감소분을 상쇄하기 하여 바이오디젤의 자국 수요

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2.3.3.2. 두  옥수수의 가치사슬 황

  원물 상태의 두와 옥수수는 생산 → 산지유통 → 항만유통 → 수출의 

가치 사슬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가공 두는 생산 → 산지유통 → 가공 

→ 항만유통 → 수출의 가치사슬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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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두  옥수수의 가치 사슬

( 1)  생산 황

  아르헨티나에서 두는 9～1월에 종하여 2～6월에 수확한다. 국제곡물

가 상승 등에 의해 두 재배면 은 2000/1년 1,040만 ha에서 2008/9년 

1,680만 ha로 61.5% 증가하 고, 생산량은 2000/1년 2,690만 톤에서 2006/7

년 4,750만 톤으로 증가했다가 2008/9년에는 이상 기후의 향으로 3,100만 

톤으로 감소하 다.

  국제곡물가 상승 이외에 무경운(no tilliage) 기술 보   GMO 종자의 

보 도 두 경작 면  확  요인이다. 무경운 농법은 2000년  반 900

만 ha 이상으로 확 되었으며, 의 후작으로 콩 경작을 용이하게 했다. 그

리고 GMO 종자 사용률은 2005년 재 90%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Franco, 2005), GMO 종자와 결부된 무경운 농법에 의해 두 생산비가 

폭 감되었다.

표 3-65.  아르헨티나의 두 생산 추이

단 : 면  백만 ha, 생산량 백만 톤, 단수 Kg/ha

00/01 02/03 04/05 06/07 07/08 08/09

종면 10.66 12.61 14.40 16.13 16.60 18.03

수확면 10.40 12.42 14.04 15.97 16.37 16.77

생산량 26.88 34.82 38.30 47.46 46.20 30.99

단수 2,584 2,803 2,730 2,971 2,822 1,848

자료: Agriculture Secretariat.

  아르헨티나에서 두는 코르도바, 산타페, 부에노스아이 스 주에서 

84% 정도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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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  아르헨티나의 주요 지역별 두 생산량(2008년)

지역
종면 수확면 생산량 단수

(천 ha) (천 ha) (천 M/T) (kg/ha)

CORDOBA 5,197  5,128  
11,172

(36.0%)  
2,178  

SANTA FE 3,441  3,355  
8,083 

(26.1%) 
2,409  

BUENOS AIRES 5,444  5,109  
6,743

(21.8%)  
1,320  

SALTA 575  575  1,311  2,279  

ENTRE RIOS 1,241  947  1,144  1,207  

기타 2,135    1,654  2,540   1,536

합계 18,033 16,768 30,993 1,848

자료: http://www.siia.gov.ar/index.php/series-por-tema/agricultura.

     Dirección de Coordinación de Información y Elaboración de Estimaciones, Sistema 

Integrado de Información Agropecuaria).

그림 3-45.  아르헨티나의 주요 두 생산지

<아르헨티나 주요 대두 경작면적 분포도>

자료: http://www.minagri.gob.ar/SAGPyA/agricultura/cultivos_en_la_argentina/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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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에서 옥수수는 8～12월에 종하여 2～8월에 수확한다. 아르

헨티나의 옥수수 수확면 은 2000/1년 280만 ha에서 2008/9년 230만 ha로 

18% 정도 감소하 고, 생산량은 2000/1년 1,500만 톤에서 2006/7년 2,180

만 톤으로 증가하 다가 2008/9년 이상기후로 1,300만 톤으로 감소하 다.

표 3-67.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 추이

단 : 면  백만 ha, 생산량 백만 톤, 단수 Kg/ha

00/01 02/03 04/05 06/07 07/08 08/09

종면 3.49 3.08 3.41 3.58 4.24 3.49

수확면 2.82 2.32 2.78 2.84 3.41 2.34

생산량 15.36 15.04 20.48 21.76 22.0 13.08

단수 5,460 6,477 7,359 7,666 6,452 5,596

자료: Agriculture Secretariat.

표 3-68.  주요 지역별 옥수수 생산량(2008년)

지역
종면 수확면 생산량 ha당 생산량

(천 ha) (천 ha) (천 M/T) (kg/ha)

CORDOBA 1,146  964  
6,375

(48.6%)  
6,617  

BUENOS AIRES 1,041 722  
3,623

(27.6%)  
5,017  

SANTA FE 365 236  
1,602

(12.2%)  
6,801  

SAN LUIS 86  65  326  5,000  

TUCUMAN 39 39  250  6,382  

ENTRE RIOS 165  75  223  2,986  

LA PAMPA 336  73  264  3,054  

기타  316  163 458  2,809 

합계 3,494  2,337 13,121  5,596  

자료: http://www.siia.gov.ar/index.php/series-por-tema/agricultura.

     Dirección de Coordinación de Información y Elaboración de Estimaciones, Sistema 

Integrado de Información Agropecu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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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의 주요 생산지도 두와 마찬가지로 코르도바, 부에노스아이

스, 산타페이다.

그림 3-46.  아르헨티나의 주요 옥수수 생산지

<아르헨티나 주요 옥수수 경작면적 분포도>

출처: http://www.minagri.gob.ar/SAGPyA/agricultura/cultivos_en_la_argentina/index.ph.

( 2)  산지유통 황

  아르헨티나의 두 생산자는 개인(수집반출상)을 통해 가공업체  수

출업체에 매하거나 동조합을 통하여 가공업자 는 수출업자에게 

매하거나 직  가공업자 는 수출업자에게 직  매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두는 과거 산지상인, 동조합을 통해 수출, 가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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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통되는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 수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 확

되면서 수출, 가공업체가 생산자로부터 직  두를 조달하여 수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 가공업체는 자체 산지 장창고(country 엘리

베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착유시설은 물론 자체 항만시설까지 운 하고 

있고, 가공, 수출업체는 농가와 직  거래함으로써 간 유통비용을 감

하고 농가 근성을 높이게 되었다.

그림 3-47.  아르헨티나의 두 유통경로

  아르헨티나의 총곡물 장용량은 17.6억 부셸로 미국의 총 장용량 193

억 부셸의 9.1%에 불과하다. 아르헨티나의 농가 장용량도 4.9억 부셀로 

미국의 4.5%에 불과하다. 총 장용량의 27.8%만 농가가 보유하고 나머지

는 농가 이외에서 보유하고 있다.

  산지 장은 약 1,500개 개인 장회사와 동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산지

장업체의 집 도는 낮으며 곡물 장 개인  동조합이 장능력의 

45%, 농업 생산자 22%, 가공업체 22%  수출업체가 11%를 차지하고 있

다. 창고 시설은 주로 산타페 주, 부에노스아이 스, 코르도바  투쿠만 

주에 있다. 생산자  유통업자는 ‘Silo bag(사일로 백)’이라고 불리는 장

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재 체 장시설의 20～2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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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사일로 백 경

  생산자의 매가격 결정 방식은 물 매 시는 장에서 가격, 물량, 인

수시기  장소를 결정하여 매하고 있으며, 선도 거래 시는 생산자가 인

도시기를 결정하나 가격은 의하여 결정하거나 선물시장 가격으로 매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라질과 달리 곡물거래소를 운 하고 있다. 곡물거래소

에서는 물  선물 형태로 거래되며, 거래소에서 결정된 가격은 다른 곡

물 거래의 기  가격이 된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곡물거래소는 로사리오 

 부에노스아이 스(이상 19세기에 설립), 바이아블랑카, 코르로바  산

타페 등에 있다. 1884년에 설립된, 로사리오 거래소는 아르헨티나에서 가

장 큰 곡물 거래시장이며 두  유지작물을 주로 취 하고 있다.

  Orlando Rerreres & Asociados 컨설 사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

난 2000년 아르헨티나에서 거래된 곡물계약의 57.1%는 주요 곡물 거래소

를 통해 거래되었으나 나머지는 비등록 거래 다. 곡물거래소에서 거래된 

물량 에서 72.5%는 개인에 의해 거래되었고, 반면 나머지 13.3%는 

동조합에 의해 거래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곡물은 국내에서 트럭, 철도, 바지선 등에 의해 수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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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기본 으로 곡물 수송  인 라 시설은 취약한 편이다. 철도 

 연안 해운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비포장 도로가 많아 수송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

  아르헨티나에서 곡물 운송에 있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운송수단

은 차량(트럭)이며, 산타페, 부에노스아이 스  바이아블랑카와 같은 주

요 항구는 산지에서 300km거리 정도에 치하고 있다. 곡물 수송에 이용

되는 차량은 약 40만 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로사리오 곡물거래소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도 항구로 수송된 곡

물 8,200만 톤의 82%인 7,000만 톤은 트럭수송 물량이며, 트럭수송 평균

비용은 1㎞, 1톤당 0.08달러, 평균 수송거리 300㎞, 총운임은 16억 8,000달

러이다. 철도 수송은 평균비용 1㎞, 1톤당 0.03달러, 평균 수송거리 450㎞, 

수송 분담을 13.4%(1,100만 톤), 총 운임비 1억 4,900만 달러이다. 그리고 

강을 이용한 바지선 운송은 가장 렴하고 내륙지역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송 분담비율 1.6%, 평균비용 1㎞, 1톤당 0.015달러, 평균 수송거

리 500㎞, 총운임비 750만 달러이다. 이들 수송 수단을 합한 2010년도 산

지에서 항만까지 총수송비용은 18억 3,700만 달러로 추정된다.

  곡물과 유지작물의 수송 비용은 2008년 기  2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

다. 트럭, 철도  바지선을 히 혼합하여 사용하면 연간비용을 12.4억 

달러까지 일 수 있을 것으로 문가들은 상하고 있다. 철도  하천 

수송시스템 개선을 한 정부 지원은 낮은 수 이고, 최근 몇 년 동안 항

만의 건설  확장, Parana-La Plata 강 설 등 인 라투자는 부분 정부

보다는 민간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3)  가공 황

  아르헨티나는 두 가공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 총생산량의 50% 이상

이 착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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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9.  아르헨티나 두 가공 황

단 : 백만 톤

구 분 01 02 03 04 05 06

두 생산량 26.88 30.00 34.82 31.6 38.30 40.47

두 착유량 18.27 21.39 24.30 24.23 18.83 32.73

착유 비율(%) 68.0 71.3 69.8 76.7 49.1 80.9

두유 생산량 3.39 3.97 4.56 4.57 3.54 6.16

자료: Lopez et al.(2008).

  재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착유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20개 

기업이 50개의 공장을 주로 산타페  부에노스아이 스주에서 운 하고 

있고, 이들 착유 공장에서는 두유뿐 아니라 해바라기유도 생산하고 있

다. 주요 업체의 두유 수출 유율은 Cargill 20%, Bunge Argentina 

19%, A.G.D. 15%, Molinos Rio de La Plata 13%, Vicentin 13%, LDC 

12%, 기타 7% 순이다. 따라서 두 착유업체는 상  5개사 체 착유설비

의 80%를 보유하는 등 집 도가 높다.

표 3-70.  아르헨티나 유지 착유 설비 황

구 분 1995 2000 2006

업체 수 22 27 20

공장 수 n.a. n.a. 50

1일 총설비용량(톤/24시간) 58,902 94,258 149,318

평균 설비용량 n.a. n.a. 2,986

상  2개사 유율(%) 29.2 34.1 38.5

상  5개사 유율(%) 53.0 66.6 80.0

상  10개사 유율(%) 87.8 90.9 98.5

자료: Lopez et 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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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착유 설비 용량은 총 14만 9,000톤/일이며, 착유시설은 부분 산

타페, 부에노스아이 스, 코르도바에 치하고 있다.

표 3-71.  아르헨티나 지역별 두 착유 설비 용량(2006)

지역 착유 설비 용량(Ton/일) 유율(%)

Santa Fe 121,513 81.4

Buenos Aires 15,206 10.2

Cordoba 10,720 7.2

기타 1,880 1.3

계 149,318 100.0

자료: Lopez et al.(2008).

  아르헨티나의 공장당 평균 착유설비 용량은 2,900톤/일으로 경쟁국에 비

해 크다. Parana 강 유역에 치한 항구에서 선 하므로 물류비가 고(항구

에서 300㎞ 이내), 항만 비용이 US$ 2~3/Ton으로 라질 US$ 5/Ton에 비해 

렴하여(미국은 US$ 2/Ton), 아르헨티나의 두유 산업은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3-72.  아르헨티나의 두 착유 설비 황(2006)

회사명 공장 수
총설비 용량
(ton/일)

유율 지역

Molinos Rio de la Plata S.A. 2 22,200 15 Santa Fe

LDC Argentina S.A. 2 20,000 13 Santa Fe

Terminal 6 Industrial S.A. 1 19,000 13 Santa Fe

Cargill SACI 4 19,600 13 Santa Fe

Bunge Argentina S.A. 3 13,900 9 Santa Fe

Vicentin S.A.I.C 2 11,850 8 Santa Fe

Aceira Gral. Deheza SAICS 2 6,500 3 Cordova

기타 34 36,263 26

계 50 149,313 100

자료: Lopez et 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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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항만 유통 황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출항구는 Parana 강변에 치하고 있으며, 최소 32

피트 정도의 운항수심이 가능하여 형선박이 직  안할 수 있다. 2008

년 기  곡물운송의 선박은 Handy(곡물운송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박종

류로 Handy Small 사이즈의 배수량은 2만 톤이며, Handy Size는 2만～4만 

톤까지 가능하며 운항수심은 34피트에 달하며, Handy Max의 화물량은 1만 

5,000톤까지 가능하며 운항수심은 38피트), Panamax( 나마 운하 운항이 

가능한 동 선박종류의 배수량은 5만 2,500톤에 달하며 6만~7만 톤의 곡물

운송 배수량에 가장 많이 사용됨), Cape Size(셋  가장 규모가 큰 선박종

류이나 사용빈도는 낮음) 등이다. 2006년 기  Handy Size, Max  Panamax 

선박이 총항해의 34%를 차지하며, 총운송량에 있어 48%는 Handy 선박이 

차지하고 있다.

  항만 시설은 1990년  도입된 민 화  개  덕분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곡물과 유지작물 부분은 산타페 주에 있는 로사리오와 산 로 소 

부두에서 선 되고 있음에도 Mitre 수로의 설이 제 로 되지 않아 수심

이 낮은 실정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38개의 상업 해상 항만과 25개 상업 하천항만이 운

되고 있다. 일반 컨테이  화물은 부에노스아이 스 항만, 곡물은 로사리

오  인근 항만을 주로 이용(항만은 최첨단 컴퓨터  통신시스템을 갖추

고 있어 수송정체를 용이하게 처리하면서 선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표 3-73.  아르헨티나의 주요 곡물  유지 수출 항구 황

Rosario 항만
총 20개 부두 시설, 2006년 약 1백만 톤의 컨테이  화물
을 포함하여 약 50백만 톤 화물수송, 주로 곡물, 채소, 
두 수송 벌크 화물임.

Bahia Blanca 항만
주로 곡물, 유지작물, 식물성 기름, 두  석유 화학 제품
의 벌크화물 처리, 2005년 처리물량은 13.32백만 톤임.(곡물 
7.47, 석유화학제품 3.25, 두  채소 1.18, 일반화물 1.47)

Quequen 항만 곡물벌크 화물 용부두, 2006년 총 3.8백만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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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정부가 1990년  추진한 규제완화를 통해 항만 운 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정, 행정의 비효율  인 라 부족으로 

인하여 제품가격에 FOB기  평균 7%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Economy Ministry's Center for Production Studies지에 게재된 항만 컨설

턴트 Martin Sgut 보고서). 특히, 비효율 인 부분은 하천 설 부족, 비효

율 인 통 차, 항만 근 인 라 부족에 한 것이다.

  수출품은 액 기 으로 68.9%, 물량 기 으로 81.3%가 하천  항만 

시스템으로 수출되었다(2003년 Argentina Center for Production Studies 발

표자료). 항만을 통해 해외로 수출되는 화물은 벌크가 90%인 반면 컨테이

는 4%에 불과하다.

( 5 )  수출 황

  아르헨티나의 두 수출은 2005년 990만 톤 이후 2008년 1,200만 톤으로 

증가하 다. 그리고 두박은 1,000～1,300만 톤, 두유는 120～360만 톤 

정도 수출하고 있다.

표 3-74.  아르헨티나의 두  두가공품 수출 황

연도
두 두박 두유

(백만 톤) (십억 US$) (백만 톤) (십억 US$) (백만 톤) (십억 US$)

2005 9.88 2.27 10.25 1.90 2.58 2.98

2006 8.55 1.90 11.39 2.09 1.20 1.46

2007 11.95 3.39 13.94 3.05 3.59 2.48

2008 12.01 4.53 12.77 3.90 2.85 3.02

2009 4.29 1.66 - 7.42 - 3.03

자료: SENASA, Ministry of Agriculture.

  아르헨티나는  세계 두 수출에서는 10.7%를 차지하고 있으나 두

박과 두유은  세계 수출의 각각 49.4%, 58.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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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5.   세계 비 아르헨티나의 두  두 가공제품 수출 유율

단 : %

항목 1995/96 2006/2007

재배면 9.8 16.9

두 생산량 10.0 19.8

두 수출 6.6 10.7

착유량 9.1 17.5

두박 수출 27.1 49.4

두유 생산 9.3 17.6

두유 수출 32.4 58.3

자료: Lopez et al.(2008).

  옥수수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1,500만 톤 내외를 수출하고 있다.

표 3-76.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수출 황

연도 수출량(백만 톤) 수출(십억 달러)

2005 15.00 1.35

2006 10.63 1.20

2007 14.69 2.10

2008 15.42 3.39

2009 - 1.40

자료: SENASA, Ministry of Agriculture.

  2010년도 4월부터 국은 아르헨티나 당국의 범 한 수입규제(소비재 

수입품에 하여 수입허가, 통과지연  반덤핑 세의 형태로 시행)에 

한 보복으로 아르헨티나 식용유( 두유)에 한 수입을 동결하 다. 국

은 아르헨티나로부터 2009년 3.2억 달러의 두유를 수입하는 최  수입

국이었다. Crisina Kirchner 아르헨티나 통령 방 기간(2010. 7.11-15)동

안 통상 분쟁 해결을 한 양자 원회를 설치하 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과의 분쟁 때문에 2010년에는 인도가 국을 신하여 아

르헨티나 두유의 최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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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두의 주요 수출업체는 1989년의 15개에서 1999년에는 11

개로 감소하 다. 상  8개 업체가 두 수출의 82%, 두유와 부분 수

출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표 인 가공, 수출업체는 Cargill, Bunge 

Argentina, AGD(Aceitera General Deheza), Louis Dreyfus, Nidera, Vicentin 

 Molinos rio de la plata 등이다. 수출에 참여하는 곡물메이  에서 

Bunge, Cargill, Dreyfus는 자체 항만을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직  수출하

는 반면 ADM은 아르헨티나 지 업체와 력하여 콩을 확보하여 수출하

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2.3.4. 한국의 남미 농업 진출 략

  라질, 아르헨티나 모두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두  옥수수 생산을 

증가시켜 미국 다음의 주요 산지로 부상 이다. 특히 라질의 두 생

산 기반이 서부 주까지 확 되면서 조만간 세계 1 의 생산국가로 부상

될 망이다. 아르헨티나는 일 부터 농업 생산  유통 기반 구축되어 있

었으나 라질은 서부 주를 심으로 새로운 산지 개발 이다. 아르헨

티나는 기존 목 지 등이 곡물 생산으로 환되고 있으며, 라질에서는 

마투그로수 주와 같은 아열  사바나 지역의 신규 개발 농지에서의 곡물 

재배가 확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신규 농지 확 에는 한계가 있으나 

라질은 두 재배면 이 재보다 4∼5배 정도 확 될 잠재력이 있다. 

라질의 경우 곡물 생산 기반이 지속 으로 확 되나 아마존 지역에 한 

개발 제한 규제, 물류 인 라 부족 등이 경지 확 의 걸림돌로 작용된다. 

아르헨티나 곡창 지 의 지가는 US$ 15,000∼20,000/ha인 반면 라질의 

신흥 산지는 US$ 3,000∼5,000/ha 정도이다.

  곡물 생산 기반이 속히 확 되고 있으나 라질, 아르헨티나 모두 유통 

 물류 인 라는 여 히 취약하다. 미국에 비해 산지 장 시설이 부족하

며, 도로 여건이 미비하여 운송 조건도 미비하다. 특히 라질의 서부 신

흥 산지는 수출항구에서 1,000㎞ 이상 떨어져 있고 철도  바지선과 같은 

렴한 수송수단이 미비하여 내륙 수송비가 높은 문제 을 보이고 있다.

  라질, 아르헨티나 모두 생산 측면에서만 보면 가족농 주의 미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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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규모도 크고 근 화되어 있다. 기업농은 오랜 곡물 생산 노하우가 있

으며 농  출신의 기술자를 다수 고용하고 무경운 농법, GMO 종자 등을 

이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규모 기업농이 

발달하여 생산, 유통 통합 경 체로 발 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농업 펀

드 등을 조성하여 곡물 농사에 참여하는 등 투기  농업에까지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라질도 일부 기업농이 있으나 유통까지는 참여

하지 못하고 주로 생산에 치 하고 있다.

  두의 생산비는 라질, 아르헨티나 모두 미국보다 렴하며 높은 내륙 

운송비를 감안하더라도 수출항구 인도 기  비용은 미국보다 렴하나 아

시아 도착도 기 으로 보면 라질은 미국보다 낮으나 아르헨티나는 35%

의 수출세 때문에 미국보다 높다.

  라질, 아르헨티나 모두 곡물 수출뿐 아니라 국내 유통, 가공 분야에서

도 다국  메이 (ADM, Bunge, Cargill, Dreyfus)의 향력이 매우 크다. 

곡물메이 는 용 항만터미 을 운 할뿐만 아니라 산지 수집, 장시설

도 직  운 하고 있다. 한 곡물 메이 는 선도거래를 통해 곡물 농가에 

자  지원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다국  곡물 회사뿐 아니

라 국내 유통회사도 상당한 비율로 활동 이나 라질은 유통을 으로 

다국  유통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국내 두유 착유시설이 많아 두유  두박 수출 비

이 높은 반면 라질은 아직 착유시설이 많지 않아 두 자체의 수출 비

이 큰 특징을 보인다.

  라질, 아르헨티나 모두 곡물 생산에 한 정부 지원이 별로 없으며, 외

국인의 생산, 유통 참여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다만 아르헨티나는 주요 농

산물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어 경쟁력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라질, 아르헨티나 모두 GMO에 한 리 체계가 미흡하여 정확한 

황이 악되고 있지 못하나 GMO가 확 되어 5년 이내에 거의 모든 두

가 GMO로 체될 것으로 망된다. 라질은 GMO 비 이 70% 정도이

고 북부 일부 지역에서만 Cargill이 non-GMO 용 창고  항만 운  

이고, 아르헨티나는 GMO의 비 이 9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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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7.  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곡물 가치사슬 비교

라질 아르헨티나

지

원

제

도

-연구개발은 EMBRAPA 등에서 담

당하고 있으며, 일부 소농에 리 

농자 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특별

한 생산 지원 정책이 없으나 수출 

주의 마인드가 있음.

-연구개발  지도를 담당하는 INTA와 

품질검사 기능을 담당하는 SENASA 

등이 잘 갖추어져 있음.

-곡물 수출을 장려하기보다는 수출세 

등을 통해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 

주의 정책을 펼침

생

산

-마투그로수와 같은 신개발지에 규

모 농지에 의한 규모 경 이 발달

하여 생산비가 렴함 

- 규모 농업생산 기업이 발달함

-신규 농지의 확 가능성이 큼

- GMO 콩이 70% 이상이나 별도의 

리 체계 미 확립

- 규모 농업생산 기업이 발달

-무경운 농법 등 높은 생산성

-농업 펀드 등 선진화된 농업모델 발달

-GMO 콩이 90% 이상이며 별도의 

리 체계 미흡

산

지

유

통

-상인, 동조합보다는 곡물 메이 가 

유통, 수출 과정 장악

-수운, 철도 등 렴한 수동수단이 미

흡하고 수송거리가 1,000㎞ 이상으

로 길어 국내 물류비가 과다하게 소

요됨

-도로  장 시설 불충분

-산지유통은 상인, 동조합 등도 담당

하나 최근 가공, 수출기업이 농가로부

터 직  곡물을 매입하는 비  증가

-곡물 메이  이외에 아르헨티나 기

업이 유통 참여

-산지와 수출 항구가 인 하여 내륙

수송비 감 

-도로 등 물류여건이 미비하고 장

시설이 라질에 비해서는 많으나 

미국에 비해서는 음

가

공

-원물 주의 수출로 착유공장 등 가

공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원물 주

의 수출 구조를 가짐

- 두유 착유 시설 충분하고 두유 

 두박 수출이 많음

항

만

유

통

- Santos 등 기존 수출항구 이외에 아

마존강 유역에도 수출 항구가 개발

되고 있음

-수심이 깊은 Parana 강변에 두 

착유시설  수출항만이 분포하고 

있어 내륙 수송비가 감됨 

-컨테이  단  수출 운송 체계 구축

수

출

-국내 수출기업이 없어 수출은 으

로 곡물 메이 에 의존함

-가공품보다는 원물 주의 수출 구조

-수출세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두, 

옥수수의 주요 수출국임

-곡물메이  이외에 국내 유통회사들

이 외국 종합상사에 직  수출함

- 두유, 두박 등 가공품의 수출 비

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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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질, 아르헨티나의 두 가치사슬 단계별 비용을 미국과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생산비에 있어서는 라질 마투그로수 지역과 아르헨티나 산타페 지역은 

부셸당 3.89∼3.91달러로 미국보다 24% 정도 렴하다. 라질은 생산자재

비가 높아 변동비는 아르헨티나, 미국보다 높으나 지가가 렴하여 고정비

가 낮으며 그 결과 총생산비가 3국  가장 낮다. 미국은 높은 생산성  

낮은 생산자재 비용 등으로 변동비는 가장 낮으나 높은 지가로 고정비가 

높아 총생산비가 높게 된다. 수출항까지 국내 유통비는 미국이 가장 낮고 

라질이 가장 높다. 미국은 미시시피 강을 심으로 한 수운이 잘 발달되

어 내륙수송비가 3국  가장 렴한 반면 라질 마투그로수 주는 1,000㎞ 

이상을 트럭으로 운송해야 하므로 내륙 수송비가 가장 높으며, 아르헨티나

는 라질보다는 수송거리가 짧으나 트럭 주의 수송으로 내륙 수송비가 

미국보다 높다. 수출항에서의 비용은 라질, 아르헨티나 모두 미국보다 내

륙수송비가 높아 비용 격차가 상당히 어들게 된다. 수출항에서의 

표 3-78.  두 가치사슬 단계별 비용의 국제 비교

단 : US$/부셸

구분
라질

(Mato Grosso)
아르헨티나
(Santa Fe)

미국
( 서부)

생산비

변동비 3.17(52.5) 1.90(26.4) 1.71(27.2)

고정비 0.72(11.9) 2.02(28.1) 3.4(54.1)

계 3.89(64.4) 3.92(54.5) 5.11(81.2)

수출항까지 유통비용 1.34(22.2) 0.81(11.3) 0.43(6.8)

수출항기  비용 5.23(86.6) 4.73(65.8) 5.54(88.1)

수출세 - 1.65(22.9) -

동아시아까지 해상 운송비용 0.81(13.4) 0.81(11.3) 0.75(11.9)

동아시아 도착기  비용 6.04(100.0) 7.19(100.0) 6.29(100.0)

  주: 1) 아르헨티나는 FOB 가격의 35%를 수출세로 부과

     2) (  ) 내는 동아시아 최종도착도 기  비용에 한 백분비임.

자료: 1) 생산, 내륙운송비용, 유통비용 등은 Schnepf, et al. (2001)에서 인용.

     2) 동아시아는 국까지의 운송비용이며, 국으로의 운송비는 USDA-AMS, “Grain 

Transportation Reports”, February 200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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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아르헨티나가 부셸당 4.71달러로 라질 5.23달러, 미국 5.54달러보

다 렴하나 아르헨티나는 수출항 FOB 가격의 35%를 수출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수출비용은 3국  가장 높게 된다.  

  동아시아까지 운송비를 포함한 최종 도착도 기  비용은 라질이 부셸

당 6.02달러로 가장 낮고 미국이 6.29달러로 그 다음이고, 아르헨티나가 수

출세 때문에 7.19달러로 가장 높다.

2.3.4.2. 남미 농업 진출 략

  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활한 경지면 을 보유하고 낮은 생산비에 의

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곡물 수입 다변화 차원에서 해외 진출을 극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 으로 라질은 농지가격이 렴하고 신

규 개발지가 많아 농지 확보가 상 으로 쉬운 것이 장 이나 국내 유통 

 수출이 곡물메이 에 의해 장악되어 우리가 농지를 확보하여 생산해도 

국내 반입이 어려운 것이 단 이고 국내 물류인 라도 취약하여 국내 유통

비가 많이 드는 것도 문제이다. 아르헨티나도 넓은 경지면 에 생산여건이 

좋고 내국 수송거리가 짧아 물류비가 게 드는 장 이 있으나 수출세가 

있고 내수 주로 필요한 경우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있어 리스크가 큰 

문제 이 있다.

  렴한 생산비를 고려하고 곡물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라질, 

아르헨티나의 곡물 농업에 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남미에서 생산되는 콩

은 주로 소립 품종으로 두부, 장류와 같은 식용보다는 착유용 혹은 사료용

으로 합하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식용 콩도 확보할 수 있으

므로 식용 콩 확보 가능성 여부도 면 히 분석해야 한다. 특히 non-GMO 

콩의 계약재배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 라질, 아르헨티나에서의 곡물 수입은 으로 곡물메이   일

본 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의 독자  수입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

리나라는 곡물 수입의 부분을 미계 곡물 메이 와 일본계 종합상사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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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9.  곡물 생산·유통에 있어서 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장단

장  단  

라질

-농지의 신규 개발 여지가 많고 

지가가 렴함

- 두 생산비가 세계에서 가장 

렴함

-북부 일부에서 non-GMO 두 

경작

-수출 주의 정책 마인드

-물류인 라가 부족하여 내륙 

수송비가 많이 소요됨

- 두유 착유시설 부족

-곡물 메이 가 유통, 수출 과정 

장악

아르

헨티나

- 규모 농업생산 기업이 발달

-무경운 농법 등 높은 생산성

- 두유 착유 시설 충분

-컨테이  단  수출 체계 구축

-곡물 메이  이외에 아르헨티나 

기업이 유통 참여

-농업 펀드 등 선진화된 농업모델 

발달

-산지와 수출 항구가 인 하여 

내륙수송비 감 

- 수출세로 인해 가격경쟁력 하

-수출보다는 내수 주의 정책

(내수가 부족하면 수출 지)

  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농지 확보를 통한 생산형 주의 해외 진

출은 신 히 근해야 할 것이다. 라질의 경우 농지가 풍부하고 지가가 

렴하여 농지 확보에 있어 장 은 있으나 유통, 수출이 곡물 메이 에 의

해 장악되고 있어 생산된 곡물의 독자 인 국내 반입이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생산한 곡물을 독자 으로 국내에 반입하기 

해서는 산지유통부터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일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이는 엄청난 투자를 요구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단기 으로 추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질, 아르헨티나 모두 생산에 있어서는 효율 인 

규모 기업농이 자리잡고 있어 우리가 생산해도 그들보다 경쟁력있게 생

산할지는 의문이며, 오히려 이들 규모 기업에서 효율 으로 생산한 곡물

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경제 일 것으로 단된다. 한 지의 농업 융 

사정이 좋지 않아 우리가 농지를 확보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 막 한 자

을 조달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1차 으로 유통, 수출 분야에 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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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확보한 후 2단계에서 농지 확보를 통한 생산 분야 진출을 추진하는 

단계  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질, 아르헨티나에는 생산 주보다 유통형 주의 진출 략이 바람

직하다. 이미 효율 인 생산 체계를 구축한 라질, 아르헨티나에서 농지

를 확보하여 농사를 짓는 것은 농지 확보 이외에 큰 의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농사에 직  참여하기보다는 지 기업농과 계약 계를 맺어 곡물

을 우리 주도로 확보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출 기 단계에는 곡물 메이 가 장악한 라질보다는 자체 유통 기

업이 발달한 아르헨티나로부터 직수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아르헨티나 내 생산  수출항까지 유통은 MSU, Compania: Granos 

de Argentina와 같은 회사에 맡기고 우리 기업이 항구부터 물량을 인수하

여 독자 으로 수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 기업과는 계약 생산을 

통해 일반 품종은 물론 non-GMO 품종을 생산  하고 곡물메이 의 도움

없이 이를 우리가 도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 아르헨티

나는 컨테이  단 의 소규모 수출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non-GMO와 같

은 소규모 물량 수입에 합하나 FOB 가격의 35%에 달하는 수출세가 경

쟁력을 해하고 있어 경제성에 한 엄 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라질은 유통, 수출이 곡물 메이 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독자 으로 수입망을 구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라질에의 진

출은 두유 착유 공장을 지에 건설하여 두유도 생산하고 두도 확보

하고 국내 반입도 추진하는 략이 합할 것으로 보여 이에 한 타당성

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질 서부 마투그로수 주의 경

우 외국 기업의 두 가공 분야 진출을 극 으로 원하고 있다. 장기 으

로는 지 유통기반이 구축되면 농지 확보를 통한 생산 분야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미에 한 해외농업개발을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농림수산식

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콩 실수요자, 종합상사, 해운회사 등으로 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남미시장 진출에 한 조사  타당성 분석은 물론 각 기

별 역할 분담을 통한 실제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림수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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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반 인 남미진출 방안을 수립하고 자  등 

련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두유가공업체는 두유가공공장의 

지 진출 타당성을 분석하고, 두부  장류 등 식용 콩 수요업체는 남미

콩의 가공 성을 분석하고, 종합상사와 해운회사는 지 유통, 수출 부문

에의 투자 방안과 곡물 수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지 산지 엘리

베이터와 수출항 엘리베이터 확보 방안과 지 기업농과의 계약을 통한 곡

물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4. 캄보디아 옥수수 농업 진출 전략

2.4.1. 캄보디아 농업(옥수수)진출의 의의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의 해외농업개발 투자에 매우 호의 이다. 특히, 

빈곤층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분야 발 이 캄보디아 

빈곤퇴치의 핵심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들어 캄보디아 농업분야 투

자실 은 유리한 농업자원조건과 정부의 투자유치정책에 의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의 농업투자실 은 5억 1,420만 달러로 과

거 12년간 투자의 56.4%에 이르고 있다. 

  캄보디아는 1994년 투자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와 련된 원스톱서비스 

기 인 캄보디아개발 원회(CDC; 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를 

설립하여 외국인 투자유인책 마련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지 기업활동을 리  지원하고 있다. 캄보디아 투자법은 1994년 8월 

5일 제정되었고, 2003년 3월 24일에 개정되었다. 시행령은 1997년 12월에 

발효되었고 2005년 9월 27일에 개정되었다. 

  특히, 농업은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분야이

다. 농업분야는 발  잠재력이 높은데, 재 경작 인 270만 ha 외에도 

추가 으로 경작가능한 100만 ha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메콩 

강과 그 지류, 동남아 최 의 톤 삽 호수 등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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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강주변의 퇴 지 는 양질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개시설만 확보

된다면 3모작도 가능하여 연작피해를 이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옥

수수와 콩을 번갈아 심는 작부체계로의 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체

으로 농지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유지 장

기임 를 통한 민간기업의 농업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료작물이 부족한데 캄보디아는 옥수수생산에 있어 

많은 장 이 있다. 옥수수의 국내 생산과 캄보디아 계약생산과의 단가 분석

시 가격측면에서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이 유리하다. 캄보디아산 옥수수 

계약생산 시 추정 생산비는 65원/kg이고, 수집비, 수송비 등을 고려한 도입

단가는 110～120원/kg으로(수집비 10원, 수송비 내륙 5～10원, 선임 30원) 

국내산 생산비(180원/kg)보다 싸서 경쟁력이 있으며, 캄보디아산 계약생산 

시 인건비(국내인건비의 10% 수 )  총경 비(국내산 비 36.5% 수 )

가 매우 싸서 kg당 생산비는 국내산 비 36.5% 수 이다. 국내에 수입되

는 미국산과 캄보디아산 옥수수의 비교분석 시(가격, 양성분 분석 등) 미

국산에 비해 상 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 가격 분석 시 미

국산 옥수수 비 20% 가량 렴하여 국내 축산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 

한 양성분면에서 사료로서 가장 요한 단백질과 조지방 함유량이 미

국산보다 캄보디아산 옥수수가 1% 가량 높다. 외형 인 면에서도 캄보디아

산은 수확 후 바로 한국에 도입된 햇곡에 가까워 옥수수의 씨 이 맑고 투

명하게 유지된 반면, 미국산은 구곡인 경우가 부분이라 씨 이 검게 변질

한다.

2.4.2. 캄보디아 일반 개황

  캄보디아는 <그림 3-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남서쪽

에 치하며, 도상으로는 북  10～15°, 동경 102～108°에 걸친다. 수도는 

놈펜(Phnom Penh)이며, 남쪽으로는 타이(Thai)만의 바다(443㎞)와 하고, 

태국(803㎞), 라오스(541㎞), 베트남(1,228㎞)과 경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체 국토 면 은 18만 1,035㎢로, 한반도의 약 80%, 남한면 의 약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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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  20%가 경작지이다. 국토의 모양은 깜 톰 주를 심으로 사각

형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남북 거리는 440㎞, 동서 거리는 560㎞로 아세안 

10개 국가  면 으로는 8번째이며, 인구로는 7번째이다. 

  삼면이 산맥으로 이어져 있고 부는 톤 삽 호수와 여러 개의 강이 

분포한 평야지 를 이루고 있으며, 체의 86%가 메콩 강의 유역면 에 포

함된다. 지형은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수도 놈펜을 포함한 꼰달 

주, 깜 참 주, 스베이리엉 주, 이벵 주, 다 오 주의 평지와 깜 톰 주, 

시엠리업 주, 반티에이 멘체이 주, 바탐방 주, 썻 주, 깜 츠낭 주, 오다멘체

이 주, 일린시티의 톤 삽 호수 주변지 , 시하 후, 깜폿 주, 꼬콩 주, 껩

시티의 해안지 , 깜 스  주, 크랏체 주, 스퉁트렝 주, 아비히어 주, 라

타나기리 주, 몬둘끼리 주의 고원  산간지 이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요한 강은 메콩(Mekong) 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고, 세계에서 열 번째로 큰 강이다. 캄보디아 국토의 반 이

상이 메콩 강 유역에 속한다. 수도인 놈펜(Phnom Penh) 인근의 메콩 강

은 건기와 우기의 수  차이가 10m가 넘는다. 메콩 강의 수 는 히말라야

의 설량과 국, 미얀마, 북부 베트남, 라오스, 태국의 강수량에 향을 

받는다. 메콩 강은 캄보디아의 북부에서 남부로 흘러 Stung Treng, Kratie, 

Kampong Cham도를 거쳐서 놈펜에서 톤 삽 강에 의하여 톤 삽 호

수와 연결된다. 놈펜부터는 메콩 강과 Bassak 강으로 나뉘어서 베트남으

로 흐른다. 부분의 지역이 선박운행이 가능하다. 

  메콩 강 이외에는 태국‧라오스‧캄보디아 3국의 국경이 하는 Phnom 

Dangrek 산맥에서 발원하여 톤 삽 강과 합류하는 Sen 강, 북서부 태국 국

경에서 톤 삽 호수로 흐르는 Svay Check 강과 Sreng 강이 있고, 남서

부의 Chuor Phnum Kravanh산맥에서 발원하여 Svay Check 강에 합류하는 

Sangker 강과 Chuor Phnum Kravanh산맥에서 발원하여 톤 삽 호수로 

흐르는 Pouthisat 강이 있다. 유일하게 태국만으로 흐르는 강은 Chuor 

Phnum Kravanh산맥에서 발원한 Chhay Areng 강이다.22 이처럼 캄보디아

22 ｢캄보디아/라오스｣, 양승윤, 한국외국어 학교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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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메콩 강이 앙부를 류하는 규모 평원 국가이다. 남쪽을 제외한  

방향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산지로 둘러싸인 심부에는 넓은 평원이 

개되어 있으며 평원의 앙부에는 톤 삽(Tonle Sap) 호수가 있어, 마치 

넓은 그릇모양의 지형을 이룬다. 

그림 3-49.  캄보디아 지도 

  

  캄보디아의 정치체제는 입헌군주국이며 정치형태는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다.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은 의석이 61석이고 임기는 6년이며 하원은 

123석으로 임기는 5년이다. 재 국왕은 노로돔 시아모니이며 총리는 훈센

이며 캄보디아 인민당을 이끌고 있다. 캄보디아는 22개 도(Province)와 4개 

직할시로 되어 있으며 수도는 인구가 120만 명인 놈펜이다. 캄보디아는 

다민족 국가로 90%의 Khmer, 각각 약 5%의 국인과 베트남인 그리고 

약간의 참족(Cham), 버마족(Burmese), 그 밖에 소수민족인 Kuy, Phnong, 

Tampoun, Jarai, Kreung, Stieng, Brao, Kabeth, Por, Kroi족 등 2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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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족으로 구성된 약 20만 명의 소수민족이 산간지역을 심으로 거주

하고 있다. 종교로는 95% 이상이 소승불교를 믿으며 공식 언어로 크메

르어를 사용한다. 

그림 3-50.  캄보디아 주요 지형  강 지도

 

  캄보디아의 기후는 다른 동남아국가와 마찬가지로 열 성 건기와 우

기가 뚜렷한 몬순(계 풍) 기후이다. 여름철에는 남서쪽의 인도양으로부

터 내륙으로 습도 높은 계 풍이 불어오고, 겨울철에는 바람의 방향이 바

어 북동쪽의 계 풍이 건조한 바람을 몰고 온다. 남서 계 풍은 5월 

순부터 9～10월 까지 우기를 가져오고, 북동 계 풍은 11월과 3월 사

이에 건조하고 선선한 공기를 몰고 와 건기를 이루게 된다. 건기 기간은 

남쪽지역(국토의 1/3정도)이 약 2개월, 북쪽지역은(국토의 약 2/3)은 4개월 

정도이다. 짧은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습도는 좀 변하지만 

온도는 그리 크게 변하지 않는다. 톤 삽(Tonle Sap)지역은 연  평균 2

5℃로 최 기온 22℃, 최고기온 28℃로 기온 변화가 크지 않다. 베트남의 

해안으로 오는 태풍이 드물게는 캄보디아에 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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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의 연 평균 강우량은 1,000~1,500㎜이며 남서쪽이 강우량이 높

은 편이다. 4월부터 9월의 우기에 톤 삽 하류지역과 메콩강 지 에 

1,300~1,900㎜의 비가 내리기도 한다. 연도별로 강우량의 변화가 큰 편이다. 

동서쪽 해안의 산악지역은 남서 계 풍의 향으로 강우량이 2,500㎜에서 

5,000㎜에 이른다. 이 지역은 강우량이 많지만 부분이 바다로 빠지고 

은 양만 하천으로 유입된다. 연  야간에는 상  습도가 통상 90%를 넘

을 정도로 높으며, 건기의 낮에는 상 습도가 약 50%까지 떨어지지만 우

기에는 60%에 이른다. 

  캄보디아의 시‧도  이하 행정구역은 183개 군(district), 1,609개 면

(commune), 1만 3,406개 마을 부락(village)으로 구성되어 있다. 캄보디아 

정부조직은 2009년 재 수상 1명, 부수상 7명, 선임 장 (senior minister) 

15명, 장  28명, 차  1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캄보디아의 행정기구는 

국가 단 →주 단 →군 단 →면 단 →집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캄보디아 농업행정은 농림수산부 아래에 농업국의 지방사무소가 설치되

어 있고, 그 아래 군 농업사무소가 설치되어 운 되고 있다. 조직 으로는 

말단으로 갈수록 앙의 규모가 축소‧단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  

군 단 에서는 통계 인 자료와 다른 정보를 수집한다. 아울러 면 단 에

서는 말단에 있어서 농업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 정보 등의 

수집을 책임지고 있다.

  캄보디아의 인구는 2008년 재 1,46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인

구는 2004년 재 약 750만 명으로 이  60.3%가 농업부문에, 12.5%가 

산업부문에, 27.2%가 서비스부문에 취업하고 있다. 연령분포를 보면, 2004

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체인구의 약 50.3%가 19세 이하, 24세 이하 인구

가 60.4%를 차지하는 특이한 인구분포 상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는 2004년 이후에 두 자리 숫자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 다. 

2005년의 13.4%에 이어 2006년과 2007년에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

을 이룩했는데, 이는 체 제조업의 80% 이상을 유하고 있는 제 산업

의 수출이 계속 증가하 고, 앙코르와트 객 증에 따른 수입 증

가 이외에도 건설업이 호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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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실질GDP 증가율 % 10.3 13.3 10.8 10.2 6.5 

GDP 십억 달러 3.9 6.3 6.1 7.7 25.0 

1인당 GDP 달러 387.3 449.9 511.7 597.3 673.4 

CPI 상승률 % 3.9 6.3 6.1 7.7 25.0 

(상품) 수출 십억 달러 2.6 2.9 3.7 4.1 4.7 

      증가율 % 24.1 12.4 26.9 10.7 15.2 

(상품) 수입 십억 달러 3.3 3.9 4.8 5.5 6.5 

      증가율 % 22.5 19.8 21.8 14.7 19.4 

경상수지/GDP % -8.2 -9.6 -7.2 -7.8 -14.0 

평균환율($ 비) Riel 4,019 4,097 4,107 4,060 4,055 

외환보유고 십억 달러 809 915 1,097 1,616 2,292 

DSR(총수출 비) % 1.5 1.3 1.1 0.5 0.8 

재정수지/GDP % -4.1 -2.5 -2.7 -2.9 -2.1 

표 3-80.  캄보디아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지표(2004∼2008년)

자료: 외경제정책연구원(2010).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은 섬유 산업, 건설업, 산업, 농업이다. 제조업

의 성장률은 1997년 15.2%에서 2006년에 25%로 높아졌는데 이는 주로 

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 기 때문이다. 이처럼 섬유 산업이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유럽의 국산 의류에 한 세이 가드 조

치가 계속되고 있어 섬유 수출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캄

보디아는 1999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가입했다. ASEAN 내

에서는 2010년까지 각국의 수출품에 한 수입 세가 0~5%로 낮아지고 

2018년에는 세가 철폐될 정이어서 섬유 산업을 심으로 한 수출 여

건이 향후 좋아질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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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에 농업은 실질 개념으로 15.5% 성장하 는데 이는  생산이 

43.6% 크게 증가하 기 때문이다. 주요 산업인 과 교역  서비스 

산업이 캄보디아 GDP의 45%를 차지하여 모든 산업 발 의 반을 담당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캄보디아 경제성장은 매우 높았지만, 농업 성장의 

변화에 따라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바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도 로벌 융 기 이 까지 놈펜  씨엠립을 심으로 주거 

 상업용 건물 신축 붐이 지속되면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한 앙코

르와트 객 크게 늘어나면서 분야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꾸 하게 늘여온 개시설의 확충효과가 서서히 나타

나면서 농업분야 성장률도 당  기 치보다 높았다. 

  2003년 이후 캄보디아에 한 외국인 직 투자는 지속 인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그리하여 2008년도의 경우 캄보디아 개발 원회(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승인액 기 으로 외국인 직 투

자는 10억 4,800만 달러를 기록하 다. 이처럼 지속 으로 증가하는 외

국인 투자로 인하여 캄보디아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주요 국

가별  캄보디아 투자는 1994～2006년간 계 투자 액 기 으로 말

이시아, 국에 이어 한국이 3 를 기록하 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국의  캄보디아 투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는 국이 캄보디아를 동남아 진출의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05년과 2006년에 6%, 2007년에는 7.7% 으나, 

2008년에 들어와 25% 수 으로 매우 높았다. 이는 세계 융 기의 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수출은 최  수출품인 의류의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됨으로써 체 

수출증가율도 다소 둔화될 망이며, 수입은 수출증가세를 상회함으로써 

무역 자폭이 더욱 확 될 망이다. 이 때문에 경상수지 자는 2007년 

GDP의 7.8%에 이어 2008년에는 14%로 확 되었다. 

  2008년 재정수지 자는 GDP의 2.1%를 기록해 최근 연도  가장 양호한 

실 을 기록하 다. 재 IMF 주 으로 추진 인 다자간 채무구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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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실 될 경우 캄보디아의 제정수지 자는 GDP의 1.5% 수 으로 

어들 망이다. 갈수록 재정수익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는 조세징수 산화 

등 반 인 개 조치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

수익 증가율과 비교해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자의 75% 이상을 외 차 으로 보 할 정도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캄보디아 정부는 재정수지가 호 됨으로써 어느 

정도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 다. 그러나 조세 이외의 여타 

재정수입은 여 히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다. 국유재산의 처분  사용과 

련된 재정수입은 기 치를 크게 도는 수 이며, 최  수입원인 

앙코르와트 입장수입도 상당액이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유재산의 처분과 련해 실질 인 모든 권한  

실무행 가 방부(Council of Ministry)에 의해 이 져 재정수입을 총 하

는 재정경제부는 단지 보조 인 임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아  처분행 조

차 인지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 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헤리티지재단이 각국의 투자여건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Economic Freedom Index)에 의하면 2008년 캄보디아(100 )는 우리나라

(41 )보다는 뒤지지만 국(126 ), 베트남(135 ), 미얀마(153 )보다는 

앞선다(주캄보디아 사  상무 실, 2008). 

  한편, 캄보디아 경제는 정부 공식 부문을 제외하고는 고도로 달러화된 

경제(Highly Dollarized Economy)라는 이 독특하다. 즉, 캄보디아 경제에서 

달러화( )가 유통되고 있는 규모가 2006년 재 체 통화량(M2)의 75%에 

이르는데, 이는 국내은행시스템에 한 신뢰 부족, 화된 결제시스템

( 자결제나 신용카드 등) 부족, 도시 이외 지역의 융기  부재, 수나 

불법 활동에 따른 달러화 통용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 되고 있다( 외경제정

책연구원, 2009).

  캄보디아는 도로, 항만 등 공공인 라가 열악한 것이 경제발 과 해외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놈펜과 씨엠립 사이의 국도가 포장

되는 등 차 개선되고 있다. 총도로망은 3만 8,257㎞인데, 고속도로는 없

고 2004년 재 2,406㎞만이 포장되어 있으며, 철도의 경우 궤철도로 총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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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602㎞에 불과하다( 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2007년 재 총 17

개의 공항이 있으나, 6개만이 포장되어 상용화가 가능하며, 놈펜, 씨엠

립, 시하 크빌, 바탐방 등은 국제공항이 있다. 시아 크빌 항은 캄보디아의 유

일한 무역항으로 놈펜으로부터 약 350㎞ 거리에 있다. 1만 2,000톤까지 안

이 가능하나 수심이 얕아 소형선박으로 싱가포르까지 운송 후 옮겨 싣는 

경우도 있다. 수도인 놈펜과 톤 삽 호수가 있는 씨엠립 사이에 톤

삽 강이 흐르고 있어 수로를 통한 수상 교통로가 확보되어 있다.

  한편, 캄보디아는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무상원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이다. 특히 최근에 그 비 이 상승하여 1991년 기에는 100 권

에 머물 으나 2000년에는 13 , 2007년에는 6 권이었던 것이 2008년에

는 1,3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최  지원 상국이 되었다. 이는  ASEAN 원

조액의 약 23%에 달하는 규모이다( 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캄보디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첫 번째 과제는 농  빈곤문제 해결이다. 

외국인 투자 증가와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최 생계인구 유비 은 

1994년 47%에서 2004년에는 35%로 어들기는 했으나, 빈곤층은 여

히 인근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 이다. 특히, 농  거주인구의 39%가 최

 생계선을 도는 인구 계층이라는 에서 농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 이다. 더욱이 경제성장의 과실이 지역 으로 도시지역에 편 되거나 

아주 소수의 부유층에게 집 되는 등 매우 불균형하게 배분되어 비록 빈곤

층이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빈곤층은 넓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경제성장이 주로 도시지역의 경제와 한 계를 가지는 제와 을 

통해 이 지고 있다는 에서 빈곤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 이상의 수 을 유지함에 

따라 빈곤층 비율도 1994년의 47%에서 2004년에는 35% 수 으로 연평균 

약 1~1.5%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2003～2004년의 빈곤계층 비율

은 체 인구  34.7%를 차지하 다. 농 지역의 빈곤계층 수 은 이보다 

훨씬 높은 39% 수 이었으며, 놈펜을 제외한 여타 도시 지역의 빈곤율은 

25%로 나타났다. 놈펜의 빈곤율이 5%로 여타지역과의 불균형이 극심함

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기아선상(Food povert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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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해 있는 인구비율도 체 인구  약 20%가 되며, 지역별로는 놈

펜이 3%인 반면, 농 지역은 22%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지속성에 어려움이 상된다는 것

이다. 캄보디아 제조업에서 인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 산업의 

경우 인근 베트남의 WTO가입에 따라 미래가 불투명한 실정이고, 국산 

섬유에 한 세이 가드 조치가 2009년에는 종료된다는 사실도 캄보디아 

제 산업에 지 않은 향을 미칠 망이다. 참고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의  미국 섬유수출 품목은 88%가 복되고 있고, 국산 섬유와는 70% 

정도 복된다는 에서 캄보디아의 섬유산업은 베트남  국과의 경쟁

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세계 인 경제침체는 캄보디아 경제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량 섬유수출국의 경기침체

에 따라 경제성장의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의류 수출이 둔화되고, 아시

아 각국의 경기침체로 앙코르지역 등에 한 수요가 어들면서 과거

의 높은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세 번째 과제는 부진한 경제개  조치이다. 지속 인 경제성장과 빈곤 퇴

치라는 양  안을 해결하기 해서는 친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한 입법 

 사법, 행정시스템에 한 과감한 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반 인 

정부의 실행의지에 비춰 볼 때 단기간 내에 만족할 만한 수 의 개 은 이

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정부는 세계경제의 지역통합 추세

에 맞춰 아세안 회원국 가입은 물론 2004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세

계 최빈국으로는 처음으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이 같은 조치가 경

제성장  빈곤퇴치에 정 인 효과를 가져 올지에 해서는 아직도 단언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원조국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지속 인 

압력을 받고 있는 개 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자칫 시기를 놓쳐 

원조국  외국인기업이 캄보디아에 등을 돌리게 되면 캄보디아의 세계 최

빈국 탈출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도 있다. 시 히 요구되고 있는 주요 분야

에 한 개 조치는 직·간 으로 경제성장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 분야에 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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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흡한 수 이며, 재까지의 추세에 비추어 단기간 내 만족할 만한 수

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3. 농업 개황

  2008년 캄보디아 경제에서 농림어업의 비 은 34.4% 다. 농림어업부문 

내에서는 농업이 52.7%, 어업이 25%, 축산이 15.5%, 산림이 6.9%를 차지

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일반 으로 농토가 풍부한 농업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실

에 있어서는 호당 평균경작면 이 1ha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산물 수

출실 도 미미한 편이다. 2007년 재 캄보디아의 총경작면 은 285만 ha

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  90% 이상인 257만 ha는 벼농사에 사용되고 있

다. 따라서 벼농사는 농 의 주요 경제활동인 동시에 주 소득원이 되고 있

다. 그러나 재 벼의 ha당 수확량은 2.6톤 정도로 인근 태국과 베트남에 

비해 수확량이 히 낮은 상태이다. 우기 때  수확면 은 건기 때의 

6.5배이고 옥수수의 경우는 11.7배에 이른다. 따라서 농 지역 빈곤해소를 

해서는 재 체 벼농사 면   약 17%인 수리안 답 비율을 높임으

로써 안정된 농기반을 조성하여 벼농사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

보다 요하다.

  인구의 약 85%가 농 지역에 살고 있으며, 부분이 벼농사를 심으로 

한 자  농업을 경 하고 있다. 논의 개면 은 20% 내외로 부분의 농

민은 천수(天水)에 의존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다. 한 채소, 과일, 식육은 

인 국인 태국이나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들 품목의 

국내 매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태국이나 베트남은 경제발 에 따라 농장

의 규모화,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캄보디아는 거의가 자  

소규모 세농가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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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 산업 농업 비고(농업의 부문별 비 )

’08～’09년 41.8 23.8 34.4
농작물 52.7%, 어업 25%

축산 15.5%, 산림 6.9%

표 3-81.  캄보디아의 산업별 비   

작 물
생산량(톤) 수확면 (ha) ha당 생산량(톤)

계 우기 건기 계 우기 건기 계 우기 건기

6,727,127 5,363,690 1,363,437 2,566,952 2,222,596 344,356 2.621 2.413 3.959

옥수수 522,703 499,722 22,981 142,341 131,114 11,227 3.672 3.811 2.047

카사바 2,215,427 2,195,063 20.364 108,122 105,841 2,281 20 20,739 9

채소 226,426 125,875 100,551 42,360 24,577 17,783 5.345 5.122 5.654

사탕수수 286,811 239,450 47,361 10,458 8,228 2,230 27.425 29.102 21.238

표 3-82.  캄보디아의 작물별 생산량(2007년)

자료: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08).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을 보면 2005년 재 벼생산량은 약 600만 톤(ha

당 벼생산량은 약 2.5톤), 카사바는 연간 약 53만 6,000톤이 생산되며, 옥

수수 24만 8,000톤, 콩 17만 9,000톤, 사탕수수 11만 8,000톤, 채소 17만 

3,000톤 등이 생산되고 있다. 생산되는 농산물은 캄보디아 내 도정업자의 

자 능력 부족 는 가공산업의 불비로 벼, 카사바 등은 태국, 베트남 등지

의 간상인에 의해 인 국경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구분 벼 옥수수 카사바 콩 채소 담배 고무
환
작물

기타

’08～
’09년

54 5 5 3 8 3 5 9 8

표 3-83.  곡물별 생산비율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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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은 평균 으로 처갓집 부지 내에 세운 고상식(高床式) 목조주택에 

부부와 아이들 3명이 살면서, 크메르 루즈 지배하에서 해방될 때 각 농가

에 재분배된 1ha의 논에서 자 용 벼농사를 천수(天水)를 이용하여 지으

며, 일소 2마리, 번식용 모돈(母豚) 1마리, 자 용 닭 8마리를 사육하고 있

다. 농가 1호당 연간소득은 일소 1   400달러를 도는 수 이다. 이

는 농 지역에서는 농업 이외에 종사할 수 있는 일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주요산품인 농산물의 국내소비자도 200만 명 정도로 극히 한정되어 있어, 

농산물의 가격형성이 사는 쪽의 사정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 에는 아직 기가 들어와 있지 않으며, 농민의 낙(樂)이란 배터리를 

이용하여 라디오를 듣고, 캄보디아 소주, 야자 술 등을 마시는 것이 고작이

다. 이러한 술은 주조(酒造)를 잘하는 농가에서 제조되어 소매상 등을 통해 

매되고 있다. 랜드명은 없고 유통형태도 큰 것은 20리터 탱크로, 작은 

것은 따로 가져 온 패트병에 따라 매한다. 야자 술은 캄보디아  발포주

로 농가가 야자설탕을 제조하는 짬을 내어 제조‧ 매하고 있다. 자연 발효

시킨 설탕 야자즙을 자택 마당에 놓인 마루에서 라스틱 잔으로 한잔 당 

30엔에 팔고 있다. 참새 구운 것 등을 안주로 제공하면서 이른바 농 지역

의 사교장이 되고 있다.

  기타 농 지역 생활실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2004년 재 

농지 없는 농가 수가 체 농 지역 농가의 12%를 차지하고 0.5ha 미만 농

가도 46%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농 지역 등학교의 퇴학률은 10%에 

달하고 있다. 2000년 조사에서 고산지역 소수민족의 문명자 비율은 겨우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수민족인 여성의 경우는 문명자

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재 농 지역 가구  

8.5%가 력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농 가구의 59.7%

는 노지웅덩이(Unprotected dug well)나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농업은 고용의 77%,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캄보디

아 경제에서 가장 요한 산업이지만 여 히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리  여건과 측하기 곤란한 기후 조건에 크

게 의존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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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농업의 장단 은 다음과 같다. 캄보디아 농업의 장 으로는 첫

째, 방 한 미개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리  이 으로 

한국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여러 련 자재의 조달이 용이하고, 해상운

임에 있어 경쟁력이 있다. 를 들면, 조달기간으로 미국 Gulf는 35일, 남

미는 45일이 소요되지만, 캄보디아는 10일에 지나지 않는다. 한 2008년 

3월 기 으로 해상운임은 톤당 미국 Gulf는 115달러, 남미는 130달러이지

만, 캄보디아는 50달러에 불과하다. 셋째, 캄보디아 정부의 시장친화  정

책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시장 친화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하여 제도 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

다. 를 들면, 1994년 투자 련 원스톱 서비스 기 으로 훈센 총리를 

원장으로 하는 CDC(캄보디아 개발 원회)가 설립되었고,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 련 제반사항을 CDC에 일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로젝트 성격에 

따라 정부 우선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농업포함)는 최장 6년간 법인

세가 면제되며, 해당용도에 쓰이는 자재  부품에 해서는 수입 세 

100%를 면제하고 있다. 한 기업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하여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한 외화의 해외송 이 자유스럽게 

보장되어 있다. 

  단 으로는 조차(租借) 가능한 국유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장으로 

개발 가능한 규모 국유지는 지  외국기업에게 이미 조차된 상태이며 

옥수수 경작면  부족으로 개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낮은 토지 이용률). 

한 토지 사용권에 한 법 , 제도  장치가 미흡하다. 토지 사용권과 

련하여 지역민과 마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토지 사용권 인가를 획득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지역민에 의해 유된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

다. 외국인은 토지 소유가 불가하며 최  99년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단 으로는 도로  항만 등 주요 산업 인 라가 열악하다

는 것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부족하며 특히 농업생산성과 직결되는 

개시설이 부족하며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심하다. 

  농지와 련된 법과 제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국유지 조

차에 련된 기본 법령(장기 임 권  국유지 조차권)이 있으나,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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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국토의 80%가 정부소유이나 이 

 15%만 정부에 등록되어 있어 토지 소유권 분쟁이 많다. 민간의 불법 

토지 유로 인한 토지 사용권의 분쟁 소지가 많으며, 이 경우 캄보디아 정

부는 당사자 간의 해결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유자와 합의해야 

하거나 그들이 이주해야 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캄

보디아 기업으로서 주식의 51%를 캄보디아인 는 캄보디아 법인이 소유

한 경우에만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

  농산물의 유통 매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 특히 내륙 물류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농 도로의 총연장은 2만 8,000㎞이나, 이  1만 1,000㎞만이 흙 

포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도로의 부분이 차량 통과가 불가능하며 특히 우

기에 더욱 열악하다. 한 항만시설이 부족하다. 형 항구는 놈펜과 시

하 크빌 정도이며 부두장비가 열악하고, 희소성으로 인해 크 인 등을 사

용하는 비용이 매우 비싸다. 놈펜항은 300m짜리 부두와 2개소의 부교, 

우기에 5,000톤이 건기에는 2천 톤 의 선박만 입항이 가능하다(건기와 우

기의 수심차이는 10m에 달한다), 시하 크빌 항구는 250m짜리(수심 10～

11m), 350m짜리(7～8m) 부두가 각 1개소 있으며, 선박 운송이 가능한 수

로의 총연장은 1,800㎞이다. 통  등  조세성격의 비용이 과다지출 되며, 

각종 행정서류 발 비용이 과다하며, 통 수속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창고보 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수출입 통 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외국인은 농업 이용 시 99년간 토지 임 가 가능하며, 한 법인의 조차 

가능한 토지는 최  1만 ha이다. 조차 신청기 은 면 이 총 1,000ha 미만 

시 주정부이며 1,000ha 이상 시 농림수산부이다. 국유지 조차계약 이후 6

개월 이내 마스터 랜을 제출해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농 경제의 활성화를 하여 캄보디아 국가 경제개발 

계획(NPRS), 국가 략 개발 계획(NSDP, 2006 2010), 산업별 발  계획(  

농  분야 략 계획(RSSN)) 등 여러 경제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인 경제개발정책에 기본 방향과 농 개발의 우선순  등이 

설정되어 있지만 정작 정책목표를 달성할 구체 인 정책수단은 제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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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한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농업발   농 개발 정책

은 캄보디아의 정부 여러 부처가 서로 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부처 간 

복된 기능이 다수 존재한다. 를 들면, 농업 생산과 농산물 유통과 련

되어서는 농림수산부가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농  개발부와는 일부 

복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4.4. 캄보디아의 옥수수 산업 

  캄보디아의 재 생산량과 재배면 으로 볼 때 옥수수는  다음으로 

요한 식량작물이다(ACIAR, 2009). 캄보디아에서 재배되는 옥수수는 red 

maize( 는 yellow maize)와 white maize이다. 통 으로 white maize(waxy 

maize)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17세기부터 재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d 

maize는 가축 사료용으로, white maize는 식용으로 소비된다. 

연도

white maize red(yellow) maize 합계

면
(ha)

생산량
(톤)

단수
(톤/ha)

면
(ha)

생산량
(톤)

단수
(톤/ha)

면
(ha)

생산량
(톤)

2002/03 71,594 148,897 2.08 50,265 117,344 2.33 121,859 266,241

2003/04 83,953 314,601 3.75 65,556 287,664 4.39 149,509 602,265

2004/05 77,304 256,665 3.32 57,418 223,656 3.90 134,722 480,321

표 3-84.  캄보디아 옥수수 생산 황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Cambodia), Agricultural Statistics.

  red maize는 주로 캄보디아 서부 지방에서 재배되며, 부분 태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주로 태국산 종자로 재배한다. 주요 생산지역은 Battambang, 

Banteay Meanchey, Pailin 지방으로 2004/05년 기 으로 이들 지역의 red 

maize 생산량은 체 red maize의 91%를 차지하 다. 기타 다른 옥수수는 

놈펜에 있는 지방 시장이나 베트남으로 수출된다. 기타 주요 재배지역으

로는 메콩 강 유역의 Kampong Cham, Takeo provinc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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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White maize
(톤)

비
(총생산 비, %)

Red(Yellow)
maize(톤)

비
(총생산 비, %)

BANTEAY 

MEAN CHEY
10,489 2 10,082 5

BATTAMBA

NG
155,030 32 150,409 67

PAILIN 43,354 9 43,151 19

총액 208,873 43 203,642 91

표 3-87.  캄보디아 서부의 옥수수 생산(2004～2005)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Cambodia), Agricultural Statistics.

  캄보디아의 옥수수 무역은 주로 가공되지 않은 원료 형태로 수출되는데, 

거의 부분이 태국의 사료가공회사인 Charoen Pokphand-Cambodia(CP- 

Cambodia)로 모인다. 캄보디아 내에서 소비되는 사료는 놈펜에 있는 

CP-Cambodia의 지사에서 가공된 사료로 지방 가축사료로 소비된다. 

  최근까지 캄보디아 옥수수 재배 농가는 수확된 옥수수(wet maize)를 산지

수집상들에게 팔고, 이들은 태국 무역업자에게, 태국 무역업자는 최종 으

로 CP-Cambodia사에 매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

안 캄보디아 내에 5개의 식 건조  장시설이 마련되었다. Sampow 

Loun, Malai, Kamrieng, Pailin, Phnom Proek에 원료 옥수수(wet maize) 3만 

톤 규모의 장과 시간당 30톤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되었다. 이 시

설은 농가와 산지수집상에게 직  옥수수를 받아 장하고 건조하며 태국 

무역업자나 CP-Cambodia에 직  매한다. 이 시설들은 주로 옥수수를 

한 것이나, 콩 장시설로도 이용된다. 

  2006년도 CARDI에서 개최된 워크 에서 조사된 옥수수 재배농가의 매

출총이익(Gross margin)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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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단수
(톤/ha)

가격
($/톤)

소득 비용
Gross margin

(ha)

RATTANAK 

MONDUL
4.30 80 344 199 145

KAMRIENG 4.30 80 344 203 141

SAMPOV 

LOUN
4.30 80 344 234 110

표 3-86.  캄보디아 옥수수 평균수익분석 

자료: ACIAR(2009).

2.4.5. 캄보디아 옥수수 가치사슬(가치사슬): 바탐방 주 사례 

심으로

2.4.5.1. 생산부문

  바탐방(Battambang) 주는 캄보디아에서 옥수수 재배면   생산량 비

이 가장 높은 주인데, 이는 토양과 기후면에서 옥수수 재배에 합하기 때

문이다. 옥수수는 최소 300㎜ 이상의 강수량이 필요한데, 수분을 유지하는 

정도가 토질에 따라 달라 작물 재배에 향을 많이 미친다. 바탐방 주는 다

른 주( , Kampong Cham)에 비해 빠른 우기(early wet season)가 한 달 일

 시작되고, 강우량도 상 으로 변동폭이 다. 바탐방 주의 토질 종류

(type)는 Lebansiek과 Kompong Siem인데, 특히 Lebansiek의 평균단수는 빠

른 우기(early wet season)에 ha당 4.5톤, 본격 인 우기(main wet season)에

는 ha당 4.29톤으로 다른 토질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ACIAR, 2009).

  캄보디아에서 옥수수는 생산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악되고 

있다. 생산 잠재력은 기후, 토지, 양 인 요소에서의 제약요인만 히 

제거되면 10톤/ha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ACIAR, 2009). 구

체 인 제약요인으로 가뭄, 높은 종자비용, 종자부족, 높은 노동임  등이 

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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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생산에 향을 미치는 제약요소로 융자(loan)가 심각한 문제를 야

기하고 있다. Kamrieng 지역의 72%의 농가가 작물 재배에 따른 융자를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CIAR, 2009). 종자값이 상 으로 높아 캄보디

아 북서부 지역은 태국의 무역상이 교배종 옥수수 종자(hybrid maize seed) 

비용  작물생산 투입물에 한 융자 을 제공하고 있다.  Kamrieng 지역

의 농가처럼 규모 농장을 지닌 농가는 소규모 농가보다 규모가 상 으

로 더 큰 융자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융자 기간은 평균 으로 12개월 

미만이고, 이자율은 기간별 연별로 조 씩 다르나 매월 최소 3% 이상의 높

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고이율의 융자는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작황이 좋지 않거나 자연재해(가뭄) 등의 피해를 입

을 경우 부채 는 불황기에 땅을 팔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한다. 농가는 

간상인(middlemen)에게서 생산비를 빌려 농사를 지은 경우 간상에게 

시장가보다 훨씬 싸게 산출물을 팔게 되어 생산농가의 마진은 어들고 

간상 는 부농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한편, 수확 후 손실 한 매우 큰 문제이며 생산농가의 비조직화, 낮은 

교육수 , 높은 연료 비용  빈약한 도로 사정 등도 옥수수 생산의 제약

요인이다. 그러나 세계 곡물 수요의 증가로 옥수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 국가인 국의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옥수수 수요가 

격히 증가하고 있어 캄보디아 옥수수의 성장 잠재력은 높다. 

2.4.5.2. 유통부문

  옥수수 유통의 기본구조는 ‘생산자 → 산지수집상(Collectors) → 지역도

매상(Distric wholesalers) → 주단  도매상(Inter-provincial wholesalers) →

수출업자 → 태국 는 베트남 무역상’의 형태이며, 이러한 구조는 콩과 카

사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산지수집상(Collectors)은 자신의 마을이나 지역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

고, 부분 지역도매상(District wholesalers)으로부터 임받아(commissioned) 활

동하고 있다. 물론 일부는 독립 으로 활동하는 수집상도 있다. 산지수집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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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농가를 방문해서 수집하고, 시기와 시간(산지수집상의 시간)에 따라 

수집상 활동에 종사하는 수가 변동하고 있어, 체 규모를 정확히 악하기

는 어렵다. 지역도매상(District wholesalers)은 옥수수를 생산농가와 산지수

집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주단 도매상이나 수출업자에게 매하는데, 생산

농가와 산지수집상보다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커서 단가를 결정하는 

데 집 인 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도매상이 농가를 직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 는 지역도매상과 가까운 치에 

있는 생산자는 직  지역도매상에게 매하기도 한다. 지역도매상이 제시

(offer)하는 가격은 통상 으로 산지수집상의 제시가격보다 높다. 지역도매

상 한 사람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산지 수집상은 30～50명 정도 되

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신뢰(trust)와 신용(credit)에 근거하고 있다.

그림 3-51.  옥수수 유통 흐름도 

Producers

Collectors

District wholesalers

Inter-provincial wholesalers

Thai or Vietnamese
traders/buyers

Exporters

Local processors

Retailers/small processors
in Phnom Penh

Middlemen in 
Phnom Penh

  자료: CDRI(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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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단 도매상(Inter-Provincial wholesalers)은 주로 지역도매상에게서 필

요한 물량을 구입하며, 보통 5～10명 정도의 지역도매상을 거느리고 있다. 

거래는 주로 구두계약에 근거하고 있어 신뢰(trust)가 매우 요하다. 이러

한 신뢰는 반복된 매매(transaction)  신용거래를 통해 형성된다. 그럼에

도 상품의 품질, 가격 변동, 운송  지불 지연 등으로 도매상 간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수출업자은 상 으로 소수에 불과한데 주로 태국과 캄보디아 북경지

역에 치하고 있으며, 지역도매상이나 주단 도매상에게서 물량을 확보

한다. 일반 으로 바탐방 주에서 생산된 옥수수의 80% 정도가 태국으로 

팔려나간다. 바탐방 주의 Kamrieng 지역 옥수수 시장은 생산된 양의 일부

(10% 미만)만 국내시장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태국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어, 태국시장 의존도가 매우 크다. Kompong Reang 지역에서는 간상

인들이 많지 않은데, 몇 명의 간상인이 태국 무역업자를 해 옥수수를 

수집하고 있다. 이들이 받는 가격은 120kg짜리 한 가마에 2바트(태국통화)

를 받는다. 이 간수집상들은 농부가 수확한 산출물을 수집해서 장해 

두는데, 태국수출(무역)업자들은 자신들이 잘 아는 간수집상하고만 거래

를 한다. 

  과거 몇 년간 옥수수 농가 매가격(farm-gate price)은 kg당 2.8～3.2바트

(톤당 70달러)로 비교  안정 인 수 이었다. 국경에서 한 시간 정도 떨

어진 곳에 치한 태국 도매상(Thai wholesalers)의 제시가격은 kg당 3.8～

3.9바트 고, 교통비는 kg당 0.15바트(톤당 150바트) 수 이다. 태국 농가

의 농가 매가격은 kg당 3.6바트로 알려져 있는데, 태국 농가가 화학비료

를 사용하는 반면, 캄보디아 농가는 토지가 비옥해 사용하지 않는다. 한 

지역이나 국경 리자가 요구하는 비용으로 인해 농가 매가격은 더 떨어지

는 경향이 있다. 캄보디아 쪽에 지불하는 수수료(fee)는 행정비(adiministration 

fee), 이민비(migration fee) 외에 국경지역 경찰, 국경지역 군인, 지역정부, 

주정부,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에 지불하는 비용까지 포함한다. 태

국 쪽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행정비, 세 외에 국경지역 경찰, 국경지역 군

인, 국경지역 지역정부에 지불하는 비용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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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rieng 지역의 옥수수 생산에서 유통(수출)까지의 비용을 분석하면, 

태국에서 수출된 옥수수 가격은 톤당 93.97달러로 생산자 매가격(69.05달

러/톤)과 수수료를 포함한 유통비용(22.58달러/톤)을 제하면 무역업자가 받

는 순익(net benefit)은 톤당 2.38달러이다. 수수료의 비 은 농가 매가격

의 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의 국내외 교역에 주로 이용되는 항구는 시아 크빌 항구와 

놈펜 항구이다. 시아 크 항구는 해양항구이고 놈펜 항구는 내륙항

구이다. 시아 크빌 항구는 1960년에 개설된 해양항구로 배수톤수 1만 톤 

선박의 안이 가능하고, 수심은 신항만이 10m이고 구항만이 8m이다. 신

항만은 컨테이  부두가 운  이고, 하루 200TEU(20ft) 처리가 가능하고, 

구항만은 벌크부두로 부두길이는 550m이고 1만 톤 DWT 3척과 7,000톤 

DWT 1척의 동시 안이 가능하다. 보세창고는 5개동(연면  6,000㎡)이 

있는데, 1개동은 유 탐사회사가 임 하여 사용 이다. 물동량의 2/3가 수

입화물인데 수입량의 92%가 유류이고, 나머지가 시멘트, 자동차, 섬유제

품, 건축자재 등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목재와 고무, 곡물(옥수수) 등이고 

한국까지의 운송기간은 벌크선 12일, 컨테이 선은 17일이 소요된다. 

  농산물 교역은 주로 태국의 방콕 항과 베크남의 호치민 항을 이용하고 있다. 

놈펜 항구는 메콩 강 하구에서 강을 따라 330㎞ 지 , 그리고 캄보디아 토

를 들어서서 100㎞ 지 에 치하는 내륙항구로 2,000DWT 선박이 안 

가능하지만 우기 때는 수심이 깊어져서 5,000DWT 선박의 안도 가능하

다.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정기선이 10~12일 간격으로 입항하는 등 연평균 

150척이 입항한다. 부두 길이는 184m, 폰툰 3개소 등으로 800~2,000DWT 

안이 가능하며, 주로 국내화물을 취 하는 항구로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과의 교역에 주로 이용되는 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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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용($/톤)

농가 매가격
(Farm-gate price)

69.05

통행료
(Fees along road, 30～40 baht at each place)

0.24

트럭당 비용(Fee imposed on truck) 0.48

캄보디아 세  수수료
(Pheasy(fee) in Cambodia)

2.38

태국 세  수수료
(Pheasy(fee) in Thailand)

4.37

국경수비  비용
(Fee for border police)

0.24

통행세
(Road contribution to transport authority)

0.36

총비용(Total fees) 8.09

타작비용(Threshing) 3.97

캄보디아에서의 하역비
(Loading and unloading in Cambodia)

2.98

주도로까지의 운송비
(Transportation from farm to main road)

3.97

태국에서의 운송비
(Transportation costs in Thailand)

3.57

총마  비용
(Total marketing costs)

22.58

무역업자 순수익
(Net benefit for trader)

2.38

태국에서의 옥수수 가격
(Price offered in Thailand)

93.97

총비용의 농가 매가격 비 비
(Total fees as a percentage of farm gate price)

11.7 percent

표 3-87.  Kamrieng 지역에서 태국까지의 옥수수 운송비용  수수료  

  

  주: 국경에서 태국도매상까지의 거리는 국경에서 태국 국내까지 약 30km.

자료: CDRI(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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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동남아시아 3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옥수수 경쟁력 분석  

  동남아시아 3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의 옥수수 경쟁력을 분석하면

(CDRI, 2005), 순수익(net return)은 베트남이 제일 높고, 캄보디아가 제일 

낮았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ha당 생산비가 제일 커, 상 으로 자본 집

약도가 다른 두 나라에 비해 높은 반면, 캄보디아는 생산비가 다른 두 국

가에 비해 제일 어 자본집약도가 상 으로 낮다. 한, 캄보디아의 농

가 매가격(farm gate price)은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상 으로 매우 낮

은 수 이다.  

항목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평균단수(MT/ha) 4.8 6.23 3.77

총생산비($/ha) 139 422.7 300.4

총소득($/ha) 209 671 417

순소득($/ha) 70 248 117

농가 매가격(Farm gate price, $/ton) 44 108 111

단  생산비용

(Costs per unit of output, $/ton)
29.0 67.8 79.7

단  순소득

(Net returns per unit of output, $/ton)
14.6 39.8 31.0

표 3-88.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의 옥수수 생산비  수익비교

자료: CDRI(2005).

  운송  수송과 련된 교통비는 캄보디아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캄보디아의 도로, 제도  인력 등의 토   기반구조(infrastructure)가 

약하기 때문이며 특히, 캄보디아의 유류세(fuel tax)가 이 지역에서 제일 

높다. 캄보디아에서의 운송비는 베트남이나 태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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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두 운송비($/ton/100km) 10-12 4-5 2.5

옥수수 운송비($/ton/100km) 10-12 4-5 2.5

카사바 운송비($/ton/100km) 10-11 4-5 2.5

표 3-89.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의 운송비 비교

자료: CDRI(2005).

  캄보디아 농업인은 신용  융자에 한 수요가 매우 높아 2001년도 

2,900만 달러에서 2005년도 2억 달러로 증가하 다. 부분의 농업인은 이

자율이 30～60%에 이르는 매우 높은 개인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이나 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율이다. 이런 높은 이자는 농기

계나 다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입요소에 한 투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항목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연이자율

(micro-finance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36-60 12-13.8 7-8

융자 최소액(Minimum loan, $) 20 318 750

융자 최 액(Maximum loan, $) 200 637 2,500

표 3-90.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의 이자율  융자

자료: CDRI(2005).

2.4.7. 캄보디아 옥수수 농업 진출 략

  캄보디아 농업 진출의 장 은 국유지의 장기임 (농업의 경우 최  99

년  갱신가능)가 가능하고, 개·배수 등 농업기반을 정비하고 기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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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고생산성의 단  옥수수 등 사료작물의 생산단지 조성과 농산물가

공· 장산업의 성공가능성도 높다는 데 있다. 특히, 옥수수의 수요는 국

의 육류소비 증가로 인해 꾸 히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

입수요가 크고 수입 시 경쟁력도 있다. 캄보디아산 옥수수는 우리나라 국

내산과 견주어 가격경쟁력이 있고(국내산 생산비 kg당 180원, 캄보디아산 

도입가격 kg당 110～120원), 미국산에 비해서도 가격이 20% 싸며, 양과 

품질에 있어서도 더 우수하다. 

  옥수수 확보를 한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은 캄보디아 옥수수의 가치

사슬(value chain)과 이 가치사슬에 직‧간  향을 미치는 캄보디아의 자

연조건, 국내외 시장수요, 지정부와 한국정부의 심 사항 등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캄보디아 옥수수 가치사슬에서 생산과 유통 모두 

개선의 여지( 는 잠재력)가 큰 부분으로 생산과 유통형을 결합한 형태의 

해외농업개발 근이 필요하다. 재 캄보디아에 진출한 코지드(주)는 유

통형, 충남해외농업자원개발은 생산  유통 혼합형 해외농업개발 진출사

례이다. 

  그러나 민간주도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은 개발 기에 농업생산기반사업

에 막 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인 수익성 확보를 기 하기 어렵

다. 특히 농지매입, 농업생산인 라 조성  농업생산성 향상을 한 장기

간에 걸친 지속 인 투자가 필요하나 자본회임기간의 장기화와 농업생산 

고유의 불안정성 등의 이유로 단기 으로 수익을 실 하는 것이 어렵다. 

한, 소규모 인 농업 진출에 의해서는 좋은 농환경을 갖추기 어렵다. 

농업진출 상국이 발 국인 경우에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의 효과 인 조달과 생산물의 장, 가공, 매 등 유통산업의 미발달로 국

제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 생산과 유통이 어렵다. 특히, 농업진출 상국

이 발 국 는 체제 환국인 경우에 정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가 심

하여 이들 국가의 국가  험도(Country risk)에 한 응능력이 부족하

기 쉽다. 

  그러므로 막 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통합형 근은 민간과 공공의 역

할을 히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토지개발방법과 이용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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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제에 있어서 지정부와의 상력이 상 으로 높고, 개도국원조

사업(ODA)과 연계하여 개발자  동원력과 해외원조사업과의 시 지효

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장 을 활용하여 해외농업개발 진

출 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별화된 략  근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농지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부문은 공기

업이 확보한 농경지의 이용권을 분양받아서 농업 경 활동을 수행하는 방

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분이 기존의 자기자본으로 매입 

는 임 한 농경지에 해서는 수익성 주의 자유로운 경 종목 선택을 

보장하되, 공기업의 확보된 농지를 분양받아 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 식량안보 목 에 필요한 식량작물( , 옥수수, 콩 등) 재배  매처 

선택에 한 조건부 이용권 양여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때 가치사슬 통제

리 주체는 구매자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 생산자와 계약

계(계약재배)를 맺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국내 도입 시 운송비 등을 

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물량이 안정 으로 확보되

어야 국 등 시장상황에 극 으로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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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개발 력의 연계 강화

3.1. 연계 강화의 필요성

  최근 국제농업개발 력의 규모가 확 되는 한편, 해외농업개발의 효율

인 추진을 하여 투자 성격의 해외농업개발사업과 원조 성격의 국제농

업개발 력이 긴 히 연계되어 추진되는 략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에는 해외농업개발의 효과 인 진출 략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과 국

제농업개발 력을 어떻게 효율 으로 연계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개발 력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배

경에는 최근의 여건 변화가 크게 작용하 다. 향후 우리나라의 외 원조 

규모는 더욱 커질 망이며 로벌 식량 기를 계기로 해외농업개발에 

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외원조자 과 연계하여 식량과 에 지

를 포함한 자원을 보다 효과 으로 확보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외 원조에 한 보다 엄격한 

규범이 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개발과 력을 잘못 연계할 경우 국익

을 증진시키지만 국격을 떨어뜨리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략 인 근법을 개발하여 양자를 잘 연계한다면 국격과 국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국제농업개발 력은 인도  지원이 강조되는 반면, 해외농업개발은 

략  목 이 강조된다. 성격이 다른 국제농업개발 력과 해외농업개발을 

연계시켜 상생효과를 거두는 한국형 국제농업개발 력 모델 구축이 당면 

과제이다. 국제농업 력을 통해 개발과 인도  지원을 확 하면 개도국의 

빈곤 완화와 기아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농업‧농

개발을 빈곤 해소와 직  연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력을 통해 우리는 

국격을 높일 수 있다. 한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 력의 연계를 통하여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확 를 도모할 수 있다. 농기업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 를 통해 국제농업 력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이를 통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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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개도국의 농업발 을 도와 수원국(개도국)

의 농업발 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면서 우리나라와 수원국 간의 우호 계

를 돈독히 하여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이 효과 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우리

가 필요로 하는 자원(에 지, 물, 식량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의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농업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업이며 이를 추진하

는 기업은 재정 으로 커다란 험을 안게 된다. 따라서 사업 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재 추진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부분 개

도국을 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 기에 상 국과 우리 정부의 외교

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해 매우 요하다. 우리 정부의 

외교 인 노력에 개발 력을 더 할 수 있다면 양국의 신뢰와 우호 계의 

기 를 다지는 데 훨씬 우월할 수 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해 소규모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면 상 국과

의 외교 계 수립이 용이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공 개발원조(ODA)는 

매우 효과 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 ODA를 통해 농업기술이  

 해외정보의 수집‧축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농업개

발사업이 지니는 고 험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국제농업개발 력을 통한 양국의 신뢰조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외농업

개발사업의 단계로 진입한 후, 이 단계에서 민간기업이 상국에 진출하는 

이른바 민 력방식(PPP모델, Private Public Partnership)이 해외농업개발 

 국제농업개발 력의 연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PPP모델을 통해 수혜

국은 인 라 구축을 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우수한 기술을 수 받

는 기회도 확 되며, 고용 증 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한 민간 기업은  

정부의 진출로 인해 사업 기 경 상의 험을 완화하면서 기비용 부담

을 일 수 있다. 한 진출 기업은 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필요한 정

보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고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 등의 부수 인 효과

도 거둘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의 정부와 민간 력사업(PPP)은 국가 간의 의

를 통해 확보한 외국의 규모 농단지를 통해 민간 기업은 농산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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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종자, 농기계 등 연  산업에 진출하고 정부

는 ODA 사업과의 연계를 포함하여 외교  지원을 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력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해외농업개발 방식이다. 민간은 농업  련 

산업에 한 해외 진출을 확 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정부는 국가 간 력

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며 투자 상국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경제발 의 기 를 닦을 수 있게 된다.

  민 트 십(PPP)이 개발원조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부터이

며, 1990년 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서방 원조기 의 PPP사업 운용

황은 사업 형태만큼이나 매우 다양하다(<표 3-92>). 스웨덴, 뉴질랜드에서

는 1970년  PPP모델을 도입했으며 국, 미국, EU 등 부분의 주요 선

진 공여국은 2000년 에 이 모델을 도입했다. 개 아 리카를 상지역으

로 하고 있으며 PPP운용을 한 별도의 펀드나 별도 조직을 가지고 있으

며, 지원 분야는 개 주요 인 라 구축, 기술 력, 농업, 축산, 교육 분야

이다. 

  한국에서 한 PPP방식을 통한 개발 력이 공여국과 수원국, 민간부문 

3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PPP 개발 력 상 국가는 

ODA 측면과 함께 기업의 투자 심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PPP 

개발 력사업의 SWOT분석에 한 내용은 <표 3-9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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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1.  주요 선진 공여국의 PPP 운용 황

구분 국 미국 EU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아일

랜드
캐나다

뉴질

랜드

도입시기 2004년 2001년 2005년 2007년 70년 2007년 1978년 1976년

별도펀드 ○ ○ ○ ○ ○ ○ ○

별도조직 ○ ○ ○ ○ ○

상지역 아태
아

리카

아

리카

아

리카

아

리카
아시아

PPP 상
기업

주
의

기업

주
의

기업

주
의

기업

주
의 의

지원비율 50% 70% 100% 50% 75%

부담형식
물/

기술
물

모범사례 ○ ○ ○ ○
실패

사례

실패

사례

강조
빈곤층

참여

선정, 

시장

경제

조달

포함

DAC

규범

수

건설

업체와 

약정

DAC 

인식

제고

고용, 

여성, 

환경

운용규모
2,000만 

달러

9,000만 

달러

2,600만 

유로

6억 

달러

400만 

유로

2,200만 

유로

개당지원

15만-

150만

달러

200만-

1,000만 

유로

70만 

유로

60만

캐나다

달러

지원분야
융, 

농업
인 라

기술

력,

인 라

기술

력,

연구

창업, 

건설

축산, 

인 라

기술

력,

교육

기술

력, 

교육

기타
사업소

액 융

이자, 

보험

개도국

기업, 

300만 

달러 

출

자료: 조 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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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2.  PPP개발 력사업에 한 SWOT 분석

강 기회요인

∙기업의 사회  책임(CSR) 이행 

지원

∙민간부분의 문성  신기술 

도입

∙기업, 국민의 개발원조 인식제고와 

교육

∙개도국의 인 라 구축 재원조성 

지원

∙개도국 내 흡수능력 확충에 기여

∙환경, 빈곤감소, Aid for Trade 등 

국제이슈에 다양한 응

∙국민의 ODA 활동, 규모확  지지

∙최소비용의 최 효과 거양

∙특정이슈, 특정지역에 한 

복합 처가능

∙민간투자 유인을 한 버리지 

효과

∙민간부분 투자기회 확 , 신시장 

개척

∙ODA 규모확 에 부합하는 력업체 

확보

∙기업이미지 제고, 투자리스크 경감

약 요인

∙다양한 사업 콘텐츠로 인해 리상 

어려움

∙개발, 경 을 겸한 문가 확보 곤란

∙ Fund 등 사업재원 마련  확충 

곤란

∙여타 NGO 사업과의 차별화

∙원조가 아닌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오해

∙DAC 가입 후 동업자의 평가 고려

∙소액, 다부문 지원 시 모니터링, 

평가의 어려움

∙사업발굴을 기업수요 의존 시 허수 

발생

 

자료: 조 걸(2009).

  민 력방식인 PPP방식은 사업 기에는 정부주도의 민간기업 참여방

식으로 추진하다가 차 민간 기업이 사업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환

하는 것이 합하다. 지원 상 사업, 규모, 모니터링 등 PPP사업 가이드라

인을 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단계별로 정부-민간 간 비용을 명확히 분

담할 수 있는 사업을 공동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기업의 투자활동에 정부가 산만 지원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나

라가 비교우 가 있거나 수원국 개발  효과가 큰 분야인 정보통신, 농

업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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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내외 사례

  국내 농업의 경우 표 인 사례로는 베트남 씨감자 생산‧기술지원 사업

을 들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년부터 국제 력사업의 일환으

로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가공용 씨감자 생산기술을 베트남에 수하여 베트남의 농업발

과 농가소득 증 를 꾀하는 동시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농가와의 

계약재배에 의해 가공용 감자를 원활히 공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베트남 씨감자 생산‧기술지원 사업의 사업목 은 ①한국의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기술의 베트남으로의 이 을 통한 베트남의 농업발 과 농가소

득 증 , 이를 통한 농 빈곤 탈피에 기여, ②한국기업과 베트남 농가와의 

생산계약을 통한 안정  원료공 선 확보  가격경쟁력 확보, ③ 한‧베트

남 정치, 경제교류 력 확 이다.

  본 사업에 한국 측은 농식품부, 강원 학교, 오리온스낵(주)이 참여하

으며, 베트남 측에서는 농업농 발 부, 하노이 농 가 참여하 으며 사업

수행기 의 역할분담은 <표 3-94>와 같다.

  재 베트남에는 새로운 소득 작목인 씨감자 재배 농가가 격히 늘어

나 9,000여 농가가 재배에 참여하고 있다. 한 일부 농가는 오리온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 인 로를 구축하고 있으며, 오리온 한 안정 인 

감자 확보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 차원의 씨감자기술  시설지원 사

업을 우선 으로 추진하여 우호 인 양국 간 국제 력 기반을 닦은 후 민

간기업이 진출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국익을 증 하는 형 인 공익형모

델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그림 3-52>). 이 사업에는 한국과 베트남 정

부뿐만 아니라 강원 학교와 하노이농업 학, 오리온스낵, 베트남의 계약

재배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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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3.  베트남 씨감자사업 사업수행기   역할분담

담당기 역할

농림수산식품부

강원 학교

• 력사업 총

•조직배양실, 묘 배양실, 병리검정실, 기본종 G1증식망실 

등 지원

  - 시공업체 선정(국내외 기업 등 우수기업), 감리 등

•조직배양  순차증식 기술연수  지지도

•씨감자 생산 일련과정 수시체크  벤치마킹 보완지도

•베트남 농업농 발 부와 력사업 추진과정 검

•지원사업의 지 평가  홍보 등 효과극 화 방안 수립 

추진

오리온스낵

인터내셔

•보 종 G2 증식망실 지원

•씨감자 생산-보 -원료계약생산 주도

•칩 가공 품질평가  외국기업과의 경쟁력 제고

•한국정부와 농기업의 력 성공사례 홍보  유사사업 확

•베트남 농업농 발 부와 력 추진

•지원 사업에 한 지역주민 이해도 증진  양국 력

계 조성

베트남

농업농 발 부

•가공용감자 생산계획 수립추진 지원

•한국정부, 한국진출 가공업과의 력체계 구축

•베트남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한국진출기업과의 력

계 조성

•진출기업의 베트남 내 진출기업과의 경쟁 우  유지 지원

•계약재배를 통한 감자생산농가의 소득안정 기반 확립

•계약재배를 통한 감자생산농가의 소득안정 기반 확립

하노이농업 학

•씨감자 생산 일 시설 시공 건물  부지, 기, 수도, 인력, 

시약 등 사업에 필요한 한국지원물자 이외의 모든 것 제공

•시공시설의 한국 강원 학교 과의 공동감리

•조직배양  순화증식하우스시설 이용, 씨감자 생산기술 

연수  실제 생산(2011-보 용 씨감자 750톤 생산규모)

•생산 씨감자의 바이러스 검정기술 축척  자체 검정, 국

내 기술이  강원 학과 사  의

자료: 김경량 외,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기술지원사업(2차년도) 결과보고

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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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기술 지원 사업 추진체계

농업협력체계구축

시설 및 기술연수 지원

∙인력, 건물, 기타 사업 관련 물자 제공
∙연수생 파견

계약(원료 확보)

수매

기술지원협력관계

사업신청 자금지원

기술지원
종자
공급

오리온 스낵
인터내셔날

(베트남 지사)

베트남 농가
(계약재배)

강원대학교
(국제농촌개발
협력사업단)

(IIRD)

하노이
농업대학

(생물연구원)

베트남
인민위원회

베트남정부
(농업농촌발전부)

한국정부
(농식품부)

자료: 김경량 외,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기술지원사업(2차년도) 결과보고

서(2009).

  정부와 민간의 력방식(PPP)의 해외 사례로는 르완다 스타벅스 커피생산, 

Chevron사의 Angola Enterprise Development Alliance, 스웨덴의 ‘Tetra 

Pak Value Chain Model' 등이 있다.  

  르완다 스타벅스 커피생산은 USAID, 스타벅스, 르완다정부, Chemonics 

(개발 컨설 기업)가 사업 트 가 되어서 진행된 사업이다. 사업 목 은 

르완다 커피 농장 조성  농작 구조 향상이며, 주요 내용은 ①고품질 커

피를 더 나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지원( 문가 견), ②농장장비 지

원, ③ 동조합 설립, ④농부과정 지원 교육, ⑤커피 세탁 공장 설립이다. 

이 사업을 통해 4만 명의 르완다 농부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커피세탁 

공장이 설립  보수되었으며, ‘르완다 블루 버번’ 커피 5,000여 개를  

세계 스타벅스 매장에서 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커피 매 자 으로 

지역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주택 보수 작업도 진행되었다.

  Chevron사의 Angola Enterprise Development Alliance 사업의 사업 트

는 Chevron, USAID, NGOs 다. 이 사업은 27년간 내 으로 황폐화된 앙골

라 내 지역사업 개발, 농업 진흥, 이산민 정착 등의 목표하에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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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효율 인 추진을 해 Chevron사는 Angola Partnership Initiative 

재정, 로그램 계획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USAID에서는 규모 개발 경

험 공유, 재정 지원을 담당하 다. 한 NGOs에서는 지 정보 공유, 사업 

수행 경험과 문성 공유를 담당하 다. 사업의 재원은 Chevron사에서 

1,000만 달러, USAID에서 1,000만 달러를 기여하 다.

  본 사업을 통해 30만 명의 이산민이 정착하 으며, 앙골라 농업  경제 

가 회복되었다. 빈곤층의 식량 안보가 45% 개선되었으며, 2005년 9월 소

액 융기 인 NovoBanco가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800명( 반이 여성)에

게 평균 5,000달러의 소액 출(상환률 98%)이 이루어졌다. 한 Chevron

사와 앙골라 내 정부부처 간의 우호 계가 형성되었다.

  스웨덴의 ‘Tetra Pak Value Chain Model' 사업은 낙농기업인 Tetra Pak

이 2008년 6월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로, 스웨덴 국제개발청이 재 향후 

스웨덴의 PPP모델로 채택하는 방안을 정 으로 검토 이다. 본 사업의 

사업목 은 부분의 개도국이 농업국가이고, 낙농업 발  잠재력이 있음

에 착안하여 스웨덴 낙농기업의 개도국 진출  개도국의 낙농업 발  지

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의 추진을 하여 우유생산 단계를 4단계로 나 어 단계별로 민

간과 정부가 공동 참여하 다. 1단계(Dairy Farms)에는 정부/기업의 공동 

추진으로 개도국 낙농종사자에 한 훈련이 실시되었으며, 2단계(Dairy 

Plant)에는 기업 심으로 공장 운 이 추진되었다. 3단계(Distributors)에는 

기업 심으로 유통경로 확보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4단계(Consumers, 

School Feeding)에는 정부/기업의 공동 부담으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개도국 

학교 식 로그램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지 농업 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으며, 아동 

건강이 증진되고 개도국 민간분야 발 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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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개발과 력의 연계를 통해 우리 정부, 참여 민간기업, 수원국 정부 등 

참여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표 3-94>와 같다.

  첫째, 정부의 경우 식량안보 확보, 식량자원  기타자원 확보를 통해 기

존의 식량안보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한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공 개발원조사업에 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의 

문성, 기술, 경 리능력의 도입을 통해 공 개발원조사업의 지속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 

표 3-94.  연계 강화의 기  효과

우리나라 정부 참여 민간 기업 수원국 정부

･ 식량안보 확보
･ 해외진출의 기 비용

  부담 완화

･ 농민의 소득증 와

  고용창출 

･ 식량자원  기타 자원

  확보

･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

  제도(법률자문, 융지원,

  외교지원)의 장  활용

･ 지에 합한 

  기술과 노하우 수

･ ODA 규모 확 에 합한 

민간기업의 확보

･ 참여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르는 험 경감
･ 농업생산의 환경 개선

･ 민간 기업의 개발 력에 

한 인식 제고

･ 개도국 정보  분야별

  수요 악의 용이성
･ 근로조건의 개선

･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국민 합의  국민지지 

확보

･ 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생산비 감

･ 환경 친화  농업기술의

  도입과 활용

･ 민간기업의 문성과 신 

기술(경 리능력 포함) 

도입

･ 정부 련기 의

  네트워크 활용 용이
･ 지속 인 경제성장

･ ODA 사업의 지속성 향상
･개도국 정부, 민간기 ,  

의사결정권자 근성 향상
- 

･ 민간자 의 ODA 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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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참여 민간기업의 경우 정부의 사 작업 없이 진출할 경우의 높은 

리스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기비용의 부담 한 완

화시킬 수 있다. 정부로부터 해외진출 시 법률자문, 융지원, 외교 지원 

등의 각종 지원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정부 련 기 의 네트워크 한 

활용할 수 있다. 개도국 정부  민간기 과의 근성 향상 한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수원국 정부는 사업추진 기 우리 정부의 인 라 등의 사  정비

를 통해 농업생산 환경 개선  양국 간의 우호 인 계 구축 기반을 마

련할 수 있다. 한 민간기업 진출을 통해 농민의 고용창출  이를 통한 

소득증 ,   선도 인 기술 수의 효과를 릴 수 있으며 지속

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3.4. 정책과제

  국제농업개발 력의 운 체계의 신을 한 조직과 체계 정비가 이루어

져야 한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업유 기 이 시행하는 ODA와 KOICA의 

무상원조 사업(ODA), 기획재정부가 리하는 EDCF 자 과의 연계성을 강

화하는 체계로 환되어야 한다. 한 다기화된 국제농업개발 력 운 체

계를 통합 조정하는 운 체계로 환하기 하여 농식품부 련 조직의 통

합 운 이 검토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국제개발 력 사례에서 제시하듯이 ODA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 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확 하는 것이 MDG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는 이익 추구만을 

한 것이 아니라 빈곤완화, 환경 개선 등 기업의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에 한정한다는 제조건이 필요하다. 

  국제농업개발 력사업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연계를 가로 막는 장애요

인은 참여기업의 세성, 자  조달( 이낸싱)의 미흡, 로젝트 리능력

의 부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농식품 분야의 핵심역량(국제경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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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있는지를 악하고 련 참여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 이다.

  국제농업개발 력사업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연계를 강화시키기 해서

는 ODA 사업과 함께 EDCF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하

며, 기술 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 추진 인 EDCF 사업

의 경우 농업‧농 개발 련 부분의 사업은 개발이 미흡하고, 기술 력사

업도 단기 인 사업의 비 이 높다. 따라서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개도국 경제 인 라  사회 인 라 구축에 민간 기업이 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의 장 을 활용할 수 있고 향후 지

속 으로 사업 진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주로 경제 인 라  사

회 인 라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인 라  사회 인 라 분야에의 효

과 인 진출을 해서는 상국가  지역 선  등에 있어서 장기 이며 

효율 인 진출 략을 수립해야 한다.

  민간투자  성격의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격 제고를 한 국제농업개발

력사업의 유기  연계 강화는 한국형 국제농업개발모형의 기본 모델로

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개발 력 모델은 우리나라의 비

교우 에 집 하고, 개발 력의 성과와 국가 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 략 차원의 개발 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익 차원과 

략  차원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로 기존 선진국의 개발 원조 모델과는 차

별 인 모델이다.

  ODA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ODA 사업의 시

행 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ODA 사업의 수요조사부터 실제 시행

까지 몇 년씩 소요되므로 높은 기비용과 수익의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는 

해외농업개발 참여기업은 ODA 사업에 참여하길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민

간기업이 ODA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행 

차를 간소화하고 제반 사업에 한 지원을 활발히 하도록 해야 한다. 

  한 사업발굴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민간기업과 동반  계를 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민간기업이 개발 력사업의 업자가 아

닌 트 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럼, 연구회, 공동조사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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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로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기술 력, 연수 등에 있어 트

로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 

  일반 으로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 수립의 구성요소로는 (1)경쟁우 를 

가져올 수 있는 경 자원 확보 여부(핵심역량 악), (2)생산입지 는 생

산시설의 배치(생산입지 선정), (3)진입시장의 선택(진입시장 선택), (4)진

입방법의 선택(진입방법 선택), (5) 지법인에 한 통제와 리  조정 

방안(통제와 리) 등을 들고 있다(장세진, 2010). 여기서 첫째, 핵심역량의 

악이란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먼  자신의 핵심역량이 어떤 것이며 

이들 핵심역량부문이 세계 인 경쟁자와 비교하여 어떤 경쟁우 를 만들

어낼 수 있는지를 악하는 것이다. 핵심역량이란 차원에서 해외로 진출한

다는 의미는 해외 진출을 통하여 핵심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한 

해외진출을 통하여 진출 기업이 핵심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이다. 둘째, 생산입지의 배치란 로벌 가치사슬체계 분석을 통하여 기업

의 서비스와 활동을 분석하면 각 단계별로 어떤 지역에 입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셋째, 진입시장의 선택이란 해당 기업이 해외 진출을 검토할 

때 지 시장의 략  요성을 평가해야 하고, 한 지시장에서의 진

출기업의 경쟁우 를 객 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진입방법

의 선택이란 해외 진출 기업이 진출하는 방법으로 수출, 계약, 직 투자 등

의 방법을 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게 해외시장 진입방법을 택할 때 기업 

내부의 경 자원고 해당 진출국의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지 법

인에 한 통제  리란 련 정보의 공유 책임  권한의 할당 등을 어

떻게 할 것인가이다. 즉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어떻게 조정‧ 리

하고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  283

  따라서 이번 에는 앞 에서 조사 분석한 지역별 농업 진출 략을 바

탕으로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 수립의 기본 구성요소와 연계하여 일반

인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4.1 글로벌 가치사슬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진출전략 

  지역별로, 품목별로 로벌 가치사슬체계를 분석하는 과정과 결과는 해

외농업개발로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종자부터 가공, 매, 유통에 이

르기까지  과정을 일 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

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지를 객 으로 보여 다. 아울러 각 

단계별 련 이해당사자와 진출기업의 핵심역량과 비교우 가 어디에 있

는지를 악해 다. 한 진출기업의 핵심역량과 비교우 를 알게 되면서 

부가가치 창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과의 력 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도 알려 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을 수립하기 해서는 

보다 철 한 사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분석도 로벌 가치사슬

체계를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 단계별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벌 가치사슬체계분석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하여 앞 에서 분석

한 우크라이나의 농업 진출 략의 사례를 들어 본다.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로벌 가치사슬분석에 따르면 첫째, 우크라이나 곡물시장 진출 방식

(투자 안)은 (1)우크라이나 농지를 확보하여 직 생산에 참여하는 투자, 

(2)곡물을 우크라이나 산지나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무역상을 

통하여 구매하여 수출하는 유통시스템에 투자하는 경우, (3)항구의 장시

설과 선   물류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4)주요 생산지 는 집산지(강

변 엘리베이터 포함)의 곡물 장시설과 품질 리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곡물무역의 가치사슬

의 각 역 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략과 단계  투자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가치사슬단계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분

야는 수출항구 엘리베이터에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수출항구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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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의 개가 가능한 유휴지  수 으

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Idle lands)의 확보와 이용에 을 맞춘 투자 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외에도 로벌 가치사슬체계 분석은 투자 방식이 생산형인지, 유통형인

지, 아니면 통합형인지를 제시해 다. 를 들면, 연해주 농업 진출 략으

로서 가치사슬의 구간마다 존재하는 리스크 리가 매우 요하므로 가치

사슬의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모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

며, 생산요소의 이 방식으로 생산기반(경작지)이 풍부한 을 이용한 농

장형과 유통시설의 부족한 을 감안한 유통형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형 

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2. 자본과 기술 및 경영능력을 핵심역량으로 파악하는 전략 

  해외진출 곡물기업에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 농업 진출의 주된 

사유가 해외농업 진출 상국의 풍부한 농업여건(기후나 토질 등)과 상

으로 매우 렴한 생산비(인건비, 토지임차료 등) 등이었다. 진출기업은 진

출국의 이런 장 을 보고 진출하지만, 부분의 진출 상국은 농업개발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 즉 부분의 농업여건이 좋고 생산비가 낮은 개발

도상국 는 체제 환국은 농업개발에 필수 인 도로, 용수, 농업기반 등

과 같은 농업 인 라가 매우 취약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어려움

이 있다. 해외 농업 진출 상국은 각기 장단 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의 타개여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자본력과 기술  규모 경 을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는 경 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생산요소의 비교우 를 넘어선 략  우 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렴한 비용의 원료나 싼 노동력 등과 같은 생산요소는 한 나라가 다른 나

라에 비하여 비교우 를 갖는 통  요소이다. 그러나 기술 신의 정도, 

고품질 생산, 경 능력 등은 시장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략  우

를 갖게 하는 요소이다. 특히 해외에서의 농업경 은 생산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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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산업을 모두 연 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경 능력이 필요하므로 진출기

업은 충분한 자본력, 필요한 기술력, 경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기업이 이와 같은 자본력, 기술력, 경 능력을 모두 지니기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 인 성과를 거두기 해서

는 다양한 투자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는 향후 

크게 증가할 공 원조사업자 (KOICA, EDCF)과 해외농업개발투자를 잘 

연계하여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연착륙(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

나, 사업추진방식으로 공기업(한국농어 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과 민간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를 들면 우크라이나 곡물생산부문에 한 참여는 규모의 농지확보가 

필요조건이므로 ·배수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조성투자를 조건으로 하여 

우크라이나 정부( 앙  지방)와의 투자 상농지 확보 상이 필요하며, 

이때 해외농업 개발추진은 공기업(한국농어 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과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 이다. 남미 농업

진출도 기업농과의 경쟁을 하여 규모화, 문화가 필요하며 이를 해서

는 규모 유통회사 설립을 략 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경  운 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컨소

시엄 형태로 합작한 형태의 유통회사가 필요하다는 략을 수립할 수 있

다. 한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도 개발 기에 농업생산기반사업에 막

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개별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히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농업기반시설 사

업과 연계하여 농지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부문은 공기업이 확보한 농경

지의 이용권을 분양받아서 농업경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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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우선 진출하는 전략 

  해외농업개발은 무엇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 는 국가)을 선정하

는 것이 가장 요한 성공 략이 된다. 가격이나 품질조건에서 뒤처지는 

해외농산물을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꺼이 그

리고 지속 으로 구매해  국내 수요자는 없기 때문이다. 해외농산물의 최

종수요자인 한국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 는 

국가)의 선정기 은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그동안의 수입실 이 

최우선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한

국으로 수출되었거나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농산물의 생산과정  한

국까지의 물류과정에서 비교우 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실증이다. 

렴한 토지가격과 인건비 등 생산자원 이용의 상 인 유리성만으로는 

진출지역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해외농업개발 상지역은 자연히 미국, 라질, 

아르헨티나 등과 같은 북‧남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연해주 등으로 모아진

다. 여기서 국내가격 조 이란 이유로 수출제한을 시행했던 나라는 국가 

리스크가 있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선정 시에 이를 히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4.4. 추진 주체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투자방식은 

합작투자 및 통합형 전략

  앞 에서의 지역별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을 살펴보면 해외농업개발

의 시행주체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투

자방식은 생산형이나 유통형보다 통합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 공통된 략이었다. 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해외농업 진출 사업은 공

기업(한국농어 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과 민간기업에 의한 국내 컨소시

엄 구성 등이 필수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라질은 경작지가 확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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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생산기반(경작지) 련 기회가 상 으로 많고, 아르헨티나는 곡물 

메이 의 유통분야 장악 정도가 라질에서보다는 약하고, 아르헨티나 

지 기업농이 존재하여 략  제휴를 통하여 이들 지역에 한 진입이 가

능하다. 그리하여 장기 으로 독자 인 체제 구축을 한 마스터 랜이 필

요하며 이를 해서는 많은 자 이 소요되며, 가치사슬의  단계에 한 

통제  리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해 투자방식은 단독투자보다는 합작

투자로, 추진주체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공동형으로, 통제 리 주체는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형의 근이 필요하다는 략을 도

출하 다. 연해주도 지역 특성과 GVC를 고려한 략  투자가 필요하며 

우선 리스크 분산을 하여 단독투자보다 합작투자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산요소의 이 방식은 생산기반(경작지)이 

풍부한 을 이용한 농장형과 유통시설의 부족한 을 감안한 유통형을 함

께 고려하는 통합형 근이 필요한 반면, 가치사슬의 구간마다 존재하는 

리스크 리를 고려하여  역을 아우르는 통합모형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러한 통합형은 상 으로 자본 이 많이 소요되므로 추진주체는 상

으로 험에 한 감수능력이 큰 공공부문이 우선 되면서도 민간부문

의 효율성을 목할 수 있도록 주체를 효과 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략을 수립하 다. 

4.5.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연계 강화 전략

  해외농업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업이며 개별 기업으

로서는 재정 으로 큰 부담을 지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 

기에는 정부의 매제 는 지원자 역할이 요하다. 해외농업개발 사업 

기에 상 국과 우리 정부의 외교 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성공을 해서 매우 요하다. 우리 정부의 외교 인 노력과 원조

사업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양국의 신뢰와 우호 계의 확 뿐만 아니라 진

출하는 해외농업개발기업에도 유리하다. 더욱이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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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해 정부의 ODA 자 으로 소규모의 시

범사업을 시행한다면 상 국 정부와 좋은 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공 개발원조(ODA)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연계시키는 것은 

효과 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한 ODA를 통하여 농업기술이   해외정

보의 수집‧축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지니는 고 험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국제농업개발 력을 통한 양국의 신뢰조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외농업

개발사업의 단계로 진입한 후, 이 단계에서 민간 기업이 상국에 진출하

는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혜국은 인 라 구축을 한 재

원을 조달할 수 있고, 우수한 기술을 수 받는 기회도 확 되며 고용 증

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한 민간기업은  정부의 진출로 인해 사업 

기 경 상의 험을 완화하면서 기비용 부담을 일 수 있다. 한 진출 

기업은 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

고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 등의 부수 인 정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실제로 앞 에서 살펴본 지역별 해외농업개발 략  우크라이나의 경

우, 우크라이나 국민(고려인 포함)의 고용과 소득기회 창출을 통한 우크라

이나 정부의 심사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

앙  지방)와 국제투자기 (EBRD, IFC)과의 제휴 내지 력진출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하여 정부의 공 원조자 (KOICA,  

EDCF)과 해외농업개발투자사업과의 극 인 연계강화로 우크라이나의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연착륙(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

직한 진출 략이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연계로 사업의 시 지 효

과를 높이는 것이 좋다. 공기업은 토지개발방법과 이용권 확보 등의 문제에 

한 지정부와의 상력이 높고, 개도국원조사업(ODA)과 연계하여 개

발자  동원력과 해외원조사업과의 시 지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 진출 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별화된 략  근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농지이용권을 확보하

고, 민간부문은 공기업이 확보한 농경지의 이용권을 분양받아서 농업경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민간부분이 기존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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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으로 매입 는 임 한 농경지에 해서는 수익성 주의 자유로운 경

종목 선택을 보장하되, 공기업의 확보된 농지에 해 분양받아 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목 에 필요한 식량작물( , 옥수수, 콩 등) 

재배  매처 선택에 한 조건부 이용권 양여형태가 바람직하다. 

4.6. 가치사슬단계에서 단계적으로 기능‧역할 및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

  로벌 가치사슬체계에는 종자에서부터 매 마 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기능이 수행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기

능과 역할을 특정 기업이 다 수행할 수 없으면 통제와 리를 고려하여도 

기능을 진 으로 확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단계로는 매‧마 , 

생산과 같은 부분 인 기능만을 담당하다, 2단계에는 략사업단 로 확장

하며, 3단계에는 사업에 한  세계  총 본부를 설립하여 조정하는 것

으로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3-53>의 특징은 생산보다는 먼  매 

 마  기능을 우선 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즉 단계 으로 생산보다

는 먼  매와 마 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생산을 고려하며 

마지막으로 지에 한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단계가 

설정되어 있다.

  한 지역별로 투자 략을 수립할 때도 단계  략이 매우 요하다. 

우크라이나에서 유휴농지 는 수 으로 이용되고 있는 민간소유농지를 

임 시장에서 량으로 확보하는 것은 시간과 추가 인 교섭비용이 소요

된다. 따라서 정부소유농지23에 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한국 농업투자의 

효과성을 확인시킨 후, 단계 으로 농장을 확 하는 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질은 농지가 풍부하고 상 으로 지가가 렴하여 생산

23 정부소유농지는 체농지면 의 5% 이내로 주로 농업연구소나 학 등 국가

기  소유 농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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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로 확보될 당 성과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통 으로 

곡물메이 가 유통과 물류를 잡고 있어 생산된 곡물의 국내 반입 등이 어

려워 신규 진입이 매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지역은 물류기반이 

낙후되어 취약하나, 곡물메이 가 강세인 지역에 일본이 진입하여 어느 정

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 한 농업개

발 진입에는 투자방식, 장단기, 추진주체, 통제 리주체 등 여러 수단을 

략 으로 고려하여 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으로는 기존 시스템(곡물메

이  기반으로 조성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유통형으로 근하고 장기 으

로 생산 분야 진출하는 단계  근이 필요하다. 

그림 3-53.  로벌 가치사슬체계에서 기능의 확

1단계
부분적인 기능

판매 및
마케팅

생산 현지 설계 기획기능 사업 총괄

2단계
전략사업단위 

3단계
전 세계적인
사업총괄본부

자료: Sea Jin Chang and Philp Rosenzweig. “A Knowledge-based Perspective on Multi- 

national Evolution.” Work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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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전략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은 민간기업이 직  추진하고, 정부는 간  지

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의 가장 요한 역할은 무엇보다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는 이미 해외로 진출한 농식품 기업에 하여 

종합 ‧체계 인 지원 략을 마련하여 효과 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해외

농업개발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① 융  세제지원(조세감면, 자 지

원, 보증), ②정보 지원(정보제공, 정보화  e-biz 지원), ③인력 육성, ④기

술지원, ⑤자문(경 /법률, 사무행정 지원, 정책/법/제도 개선, 마  지

원), ⑥국제 력지원(양자 간 력( 정)/다자간 력체제 연계) 등이 있다. 

이 분야에 한 극 이고 체계 인 지원이 성공 인 해외농업개발을 담

보한다. 

  한 사례로 정부가 보다 극 ‧체계 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러시

아 연해주 지역을 들 수 있다.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은 토질이 우수하고, 

우리나라와 가까워 수송비 부담이 은 장 이 있으며 통일 후 우리나라 

식량기지 역할을 하기 하여 입지 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연해주는 추운 

기후와 소한 지역시장, 해상운송시설의 미흡 등 사회간 자본시설이 낙

후되어 있고, 러시아 정부의  수출규제 등으로 해외농업개발의 요소

가 상존한다. 따라서 효과 인 연해주 농업 진출 략을 수립할 때 가장 

요한 것은 정부의 략  외교이다. 그러므로 연해주 등과 같은 지역에

의 해외농업개발 투자 략은 무엇보다 정부의 략  외교가 요하다. 즉 

법  제도  권리보장에 한 양국의 외교  의가 필요하고, 사회간 자

본시설에 한 투자  지원에 따른 조건부 근(식량안보 는 물류 련)

에 정부가 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요약  결론  제 4장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로벌 식량 기가 발생하면서 식량수입국과 

소득 개발도상국을 심으로 국제곡물교역에 한 불신이 확  되고 식

량안보에 한 우려는 확산되었다. 특히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조치에 

따라 로벌 식량 기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에 식량안보에 한 우려도 

더욱 실화되었다. 최근 러시아의  수출 지조치에서 나타난 것처럼 

특정 국가에서의 식량문제가 곧바로  세계의 식량문제로 확산되는 경향

을 보여  세계 으로 식량 문제에 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리하

여 당시 로벌 식량 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제기하 던 정책  과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향후 국제곡물가격 수   망은 어떠한가

(향후 국제곡물가격 망)? 둘째, 국내 이 남아돌아 수출을 생각하고 있

는데 왜 식량안보를 걱정해야만 하나(식량안보의 개념)? 셋째,  제외하

고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면 되지 않나(식량안보의 근성)? 넷째, 우리나

라가 식량안보를 생각해야 한다면 어떤 응 략을 고려해야 하는가(식량

안보의 책)? 등과 같은 과제가 우리에게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  반부터 해외농업개발을 시작하 으나 체로 그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부터 곡물 이

외에도 축산, 원 , 가공 산업 등 농업생산  농업 련 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해외진출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농림어업 해외직 투자규모는 체 산업의 해외직  투자규

모의 0.2~0.9%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약한 수 이다. 농림어

업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업종은 농업이고, 농업 내에서는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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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

면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 투자는 아시아에 집 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는 남미와 북미 순이다.

  외국의 농림어업 해외직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유출 잔액은 체 업종

의 0.08%에 불과한데, 이와 같이 농림어업에 한 해외직 투자가 조한 

이유는 농업 부문에 한 높은 산업 규제, 외국인들에 한 농지 소유권 

제한, 직  경작보다는 후방 산업의 공 망(Supply Chain) 지배를 선호

하는 기업 략 등에 기인한다.  

  해외진출 농식품기업의 경 성과를 분석하기 해 지법인 215개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북미, 유럽 순으로 진출하

고 있었으며, 평균 업무 경력은 6.3년 수 이었다.  지 매가 42.3%, 

국내 매가 39.3% 으며, 원료는 지 조달이 55.7%로 반 이상을 차지하

다. 2009년 농식품 산업의 업이익률은 -4.1%, 당기순이익률은 -12.9%

로 조사되어 업수익성은 매우 열악한 편이었다. 농식품 산업의 재무건

성과 투자수익도 좋지 않은 상태이다.

  품목별 해외직 투자의 경 성과를 살펴보면, 곡물의 경우 업이익률 

-44.0%, 당기순이익률 -80.6%로 수익성이 매우 열악한 수 이었다. 그러나 

체 진출 기업들의 재무 황을 살펴보면, 조한 업이익성에도 불구하

고 재무구조는 크게 우려할 수 이 아니었다.

  해외진출 농식품기업의 실태를 보면 투자 목 의 경우 지시장진출 

37%, 수출 진 18%, 자원개발 16.2%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 업환경의 

경우 지 업체와의 경쟁 계에 해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업체가 체의 

79.1%로 투자자들은 체 으로 업환경을 정 으로 평가하고 있다. 

운 상 애로사항은 인사  재무 련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농

림어업의 경우 재무와 생산요인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우리나라의 농업에 한 해외직 투자는 식량 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

하 으나 다른 업종에 비하면 여 히 매우 낮은 수 이다. 이는 과거 투자 

실패 경험, 농업의 수익 고 험 사업 특성 등으로 인해 직  농작물을 

경작하는 형태의 사업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농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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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활성화를 해서는 농산물 재배 이외에도 식음료업, 도소매업, 농자

재업 등 농업과 련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

에서의 성공 인 사업 수행을 해서는 각 분야별 역량을 증진하기 한 

로그램의 개발과 지역별 문가의 육성도 필요하다.  농업 부문은 경

제성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국가  요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

문에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에 한 극 인 지원이 필요하

다.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들의 해외직 투자 동향과 경 성과를 분석한 결

과 체 해외직 투자에서 차지하는 농식품 기업의 투자 비 은 매우 으

나 역사 으로 꽤 오래되었고 진출분야도 다양하며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많은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시

아 지역에 집 된 것으로 보아 아시아 농식품 산업에 한 문가 양성과 

기업의 경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잘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최근 국제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식품 분야의 

해외직 투자의 동향을 살펴보면 말 이시아, 태국 등과 같은 개도국들의 

농식품 기업들의 해외직 투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어 로벌 농식

품 해외직 투자의 새로운 구조변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도 보다 극 인 해외직 투자를 통하여 식량의 안정  확보 달성과 함께 

련 농식품 산업의 수익을 해외에서 찾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동안 해외진출 농식품 기업들의 경 성과에서도 잘 드러나 있듯이 해

외농업개발이 매우 어려운 사업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로벌 

식량 기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국제곡물수 구조의 환이 국내 농식품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련 

농식품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도 과 기회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안보

와 수익창출의 두 차원에서 농식품 기업들의 성공 인 해외진출은 매우 

요한 시 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어려운 여건을 인식하는 가운데 해외농업

개발을 한 보다 효과 인 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실한 시 이다.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을 수립하기 해서는 로벌 가치체계를 인식

하고 가치체계를 구성하는 경로를 악하여 각 단계별로 비용과 수익이 어

떻게 발생하며 얼마만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지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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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 단계에서 어느 주체가 주도권을 갖고 수익을 발생시키는지를 악

해야 한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선도 인 기업들의 경 략이 어떠한지 

벤치마킹을 하며 해당 산업에 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진출하고자 하

는 기업들의 비교우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진출기

업들이 로벌 가치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

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농업개발은 진출하는 지역, 취 하는 품목, 투자 방식 등에 따라 매

우 다양한 유형이 될 수밖에 없으며 각 유형별로 합한 진출 략을 찾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을 수립하기 

해서는 먼  지역별, 품목별 유형별 로벌가치체계를 분석하고 련 상품

과 서비스의 흐름을 악한 후 비교우  분야를 확인하여 해당산업의 

SWOT 분석을 한 후 벤치마킹 기업을 분석하여 진출 략을 수립하고 

체 로벌 가치체계 하에서 해당 품목과 지역에 합한 성공모델을 수립하

는 단계가 필요하다. 

  로벌 가치사슬체계에서 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는 생산자 주도형, 

구매자 주도형, 지원그룹 주도형, 통합 모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투

자방식, 생산요소의 이 방식, 추진주체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 정부는 단순히 민간 심의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기보다

는 공공부문과 민간이 력하는 공익형 해외농업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민

간형과 공익형은 각각 장단 이 있으나 농업개발이 갖는 여러 자원 , 외

교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공공부문과 민간이 력하는 체제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매우 효과 인 방식이 될 수 있다. 

  로벌 가치체계분석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진출 략을 수립하는 과정

을 살펴보면, 먼  우크라이나 곡물의 생산, 수송, 교역의 과정을 따라가면

서 각자 다른 투자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를 들면 생산단계 투자, 산

지 엘리베이터에 투자, 강변 엘리베이터에 투자, 항구 엘리베이터에 투자 

등 4가지의 투자 안을 고랴해 볼 수 있다. 이들 단계별로 비용, 유통단계

별 부가가치 등을 분석한 결과 , 옥수수, 두 공히 항만 엘리베이터 단

계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산출되므로 항만 엘리베이터에 투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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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한 투자 략이 될 수 있다. 일반 으로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 

수립의 구성요소로는 경쟁우 를 가져올 수 있는 경 자원 확보 여부(핵심

역량 악), 생산입지 는 생산시설의 배치(생산입지 선정), 진입시장의 

선택(진입시장 선택), 진입방법의 선택(진입방법 선택), 지법인에 한 

통제와 리  조정 방안(통제와 리) 등을 들고 있다.  

  상기 해외진출 략요소를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농업개발 진출 략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곡물무역의 가치사슬의 각 역 

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하여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략의 개발과 

단계  투자확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주요 수출항구 인근에 치하고 있

는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의 개가 가능한 유휴지  수 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Idle lands)의 확보와 이용에 을 맞춘 근 략을 수립한다. 셋

째, 우크라이나 국민(고려인 포함)의 고용과 소득기회 창출을 통한 우크라

이나 정부의 심사를 해결한다. 넷째, 우크라이나 정부( 앙  지방)와 

국제투자기 (EBRD, IFC)과의 제휴 내지 력진출체제를 모색한다. 다

섯째,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공 원조사업자 (KOICA, EDCF)과 

해외농업개발투자사업과의 극 인 연계강화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연착

륙(Soft landing)을 유도한다.

  우크라이나 곡물생산부문에 한 참여는 규모의 농지확보가 필요조건

이므로 ·배수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조성투자를 조건으로 하여 우크라이

나 정부( 앙  지방)와의 투자 상농지 확보 상이 필요하다.  유휴농

지 는 수 으로 이용되고 있는 민간소유농지를 임 시장에서 량으

로 확보하는 것은 시간과 추가 인 교섭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소유

농지24에 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한국농업투자의 효과성을 확인시킨 후, 

단계 으로 농장을 확 하는 략의 선택이 실 인 방안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한 해외농업 진출 사업은 공기업(한국농어 공사, 농수산물유통공

사)과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추진방식에 한 사

인 추진 략의 수립이 필수 이다. 

24 정부소유농지는 체농지면 의 5% 이내로 주로 농업연구소나 학 등 국가

기  소유 농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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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 라질, 아르헨티나) 농업개발 투자 략으로서는 첫째, 렴한 생

산비와 곡물수입선의 다변화 측면에서 라질, 아르헨티나에 한 농업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라질은 농지가 풍부하고 상

으로 지가가 렴하여 생산기지를 확보할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통 으로 곡물메이 가 유통과 물류를 잡고 있어 생산

된 곡물의 국내 반입 등이 어려워 신규진입에 매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한 물류기반이 낙후되어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이러한 곡물

메이 가 강세인 지역에 일본이 진입하여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개발 진입에 투자방식, 장단기, 추진주

체, 통제 리 주체 등 여러 수단들 략 으로 고려하여 근하는 것이 필

요하다. 단기 으로는 기존 시스템(곡물메이  기반으로 조성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유통형으로 근하고 장기 으로 생산 분야로 진출하는 단계  

근이 필요하다. 라질은 경작지가 확장되고 있어 생산기반(경작지) 련 

기회가 상 으로 많다(그러나 유통에 한 고려 없는 생산형 진출은 험). 

아르헨티나는 곡물 메이 의 유통분야 장악정도가 라질에서보다는 약하고, 

아르헨티나 지 기업농 존재 → 략  제휴를 통한 진입이 가능하다. 셋째, 

장기 으로 독자 인 체제 구축을 한 마스터 랜이 필요하다. 독자 인 

추진 체제를 해서는 자 이 많이 소요되며, 가치사슬의  단계에 한 

통제  리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해서는 투자방식은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로, 추진 주체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공동형으로, 그리고 통

제 리 주체는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형의 근이 필요하

다. 특히 일본의 젠노의 경우처럼, 규모 유통회사 설립을 략 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단, 운 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민간과 공공이 컨소시

엄 형태로 합작한 형태의 유통회사가 필요하다. 

  러시아(연해주) 농업개발 투자 략으로서는 첫째, 러시아의 연해주 지

역은 해외농업개발의 가능성을 지닌 지역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

질이 우수하고, 우리나라와 가까워 수송비 부담이 은 장 을 지니고 있

다. 향후, 통일 후 우리나라 식량기지 역할을 한 입지 으로 유리한 치

이다. 그러나 동시에 연해주는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걸림이 되는 약 과 



요약  결론  299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음. 추운 기후와 소한 지역시장, 그리고 해상

운송시설의 미흡 등 사회간 자본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러시아 정부의  

수출규제 등으로 해외농업개발의 실제 실효성이 낮은 수 이다. 

  둘째, 지역의 해외농업개발 투자 략은 무엇보다 정부의 략  외교가 

필요하다. 법  제도  권리보장에 한 양국의 외교  의가 필요하고 

사회간 자본시설에 한 투자  지원에 따른 조건부 근(식량안보 는 

물류 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동아시아 곡물수요 증  등 지역의 경제  기회 활용 략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에서의 가축 조사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일본에서의 유기농 콩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연해주에 진출하는 해외

농업개발 회사로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조사료에 한 세혜택 등을 략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  특성과 GVC를 고려한 략  

투자가 필요하다. 리스크 분산을 하여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 방식이 

필요하고  생산요소의 이 방식은 생산기반(경작지)이 풍부한 을 이용한 

농장형과 유통시설의 부족한 을 감안한 유통형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형 

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형은 상 으로 자본 이 많이 소요된다. 

추진주체는 상 으로 험에 한 감수능력이 큰 공공부문이 우선이 되

면서도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목할 수 있도록 주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 가치사슬의 구간마다 존재하는 리스크 리를 고려해  역을 

아우르는 통합모형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농업(옥수수)개발 투자 략은 첫째, 캄보디아는 베트남, 태국 

등에 비해 토질이 우수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해외농업투자에 해 매우 

우호 이므로 투자 상지로 합하다. 국유지의 장기임 (최  99년, 갱신

가능)가 가능하고, 단순기술 가미(볏짚 멀칭 등)에도 생산성이 매우 높다. 

캄보디아에서 국내에 도입되는 옥수수는 국내산에 비해 생산비에 있어 경쟁

력이 있고, 미국산에 비해서도 양과 품질, 그리고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은 개발 기에 

농업생산기반사업에 막 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인 수익성 확

보를 기 하기 어렵다. 투자한 자본의 회임기간이 장기화되다보니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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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구조이다. 농업 투입재  도로 등 물류시설이 매

우 빈약하고, 체제 불안정에 따른 국가  험도(country risk)가 상존하고 

있다. 둘째, 생산요소 이 방식은 농장형과 유통형의 장 을 모두 고려한 통

합형의 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형 근은 막 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므

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토지개발방법과 이용권 

확보 등의 문제에 한 지정부와의 상력이 높고, 개도국원조사업

(ODA)과 연계하여 개발자  동원력과 해외원조사업과의 시 지효과 창출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해외농업개발 진출 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별화된 

략  근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농지이

용권을 확보하고, 민간부문은 공기업이 확보한 농경지의 이용권을 분양받

아서 농업경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부분이 기존의 자기자본으로 매입 는 임 한 농경지에 해서는 수

익성 주의 자유로운 경 종목 선택을 보장하되, 공기업의 확보된 농지에 

해 분양받아 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목 에 필요한 식

량작물( , 옥수수, 콩 등) 재배  매처 선택에 한 조건부 이용권 양

여형태가 바람직하다. 넷째, 가치사슬 통제 리 주체는 구매자주도로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 생산자들과의 계약 계(계약재배)를 맺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국내 도입 시 운송비 등을 제하고 경쟁력을 확

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물량이 안정 으로 확보되어야 국 등 시장상황 

에 극 으로 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곡물 운송은 게 5만 5,000톤  용량 벌크선으로 국내에 도입되

는 반면, 국내 항구의 싸이로 장시설은 부족한데다 곡물 수입업체의 곡

물 장능력도 한계가 있어 보통 1개월 정도 사용할 곡물을 매월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시설의 부재는  상황 발생 시 수 조 을 통해 

외부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식량안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곡물 유통체계와 거래방식을 고려할 

때,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막이 재로선 

무한 실정이어서 식량안보 확보와 해외농업개발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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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개발은 경제성 확보가 건이다. 경제  측면에서 보면 성공

인 해외농업개발은 재 국내에서 수입되는 곡물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주요 곡물 메이  업체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우 를 확보하는가가 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농업개발은 

막 한 자본이 요구되는 장치산업이므로 공공부분과 연계한 투자 략과 

Post Harvest 략인 지 사일로  유통망 투자를 통해 기 투자의 험

성을 이고, 상치 못한 수 불균형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도록 개발계

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 우리나라 곡물수입의 요한 자료  정보가 교역 장에서 련 

수입기 들의 내부 자료로 취 되어 정부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실

인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다. 주요 곡물의 수   련 정보는 정부차원에

서 직  조사를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해 정부의 역할을 증 시키

고 유 기 과의 긴 한 력 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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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로벌 가치사슬 분석(Global Value Chain Analysis)

1. 가치사슬의 개념과 의의 

1.1. 가치사슬의 개념

  가치사슬(Value Chain)은 다양한 기업의 성공을 설명하기 해 차별화 

는 원가 략 측면에서 략가에 의해서 활용(Johnson and Scholes, 1988)

되었다.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 직간 으

로 련된 일련의 활동, 기능, 로세스를 연계(박경숙, 2006)시킨다. 가치사

슬은 원재료의 조달부터 최종 사용 단계까지 실물  정보의 흐름과 계되

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최종 소비까지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상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을 제공하는 경  로세스의 통합을 의미(김길선 외 

2003)한다. 기업의 경쟁 우 요인을 악하기 하여 기업의 주요 활동을 

략 으로 분해할 필요가 있으며, 체 가치는 주요 활동과 이익의 합(마이

클 포터, 1985)이다. 이는 Conception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과 서비스 창출에 요구되는 모든 활동의 범 (Kaplinsky, R and Morris, M, 

2001)를 의미하기도 한다. 가치사슬은 기업의 략  단  활동을 구분하여 

기업의 강 과 약 을 악하고, 원가발생의 원천  경쟁기업과의 재 

는 잠재  차별화 원천을 분석하기 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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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1.  Chain of value activities within a firm

부도 1-2.  Four links in a simple value chain

자료: Kaplinsky, R and Morris, M(2001).

1.2. 가치사슬의 의의

  기업이 지속 으로 생존‧성장하기 해서는 개별 기업의 핵심역량을 결

합하는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체 가치사슬의 에서 기업과 련된 연

계 과정을 통합하고 최 화하는 것이 필요(최완일, 2001; 김길선 외, 2003)

하다. 부가가치창출의 과정을 통해 산업의 강 과 약 을 악하는 분석틀

로서 의미가 있지만 궁극 인 목 은 가치사슬 내의 활동을 통한 신 창

출과 메커니즘의 이해를 통해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고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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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활동  부가가치 활동의 규명을 통해 산업의 강 과 약 을 악하

고, 상 으로 경쟁력이 낮은 구성요소의 업그 이드 방안까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최정수, 2006)을 다.

부도 1-3.  기업의 가치사슬

기업하부구조

인적자원관리

기술개발

본원적 활동

지원활동

조달 물류 조업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서비스

이
윤

자료: M. Porter(1985), 조동성(2002).

  가치사슬 내의 여러 활동을 지도화(mapping)함으로써, 가치사슬 내의 각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세계 인 

생산시스템의 참여를 통한 소득 분배의 환경과 개별 생산자가 안정 인 수

익을 창출하고 생산운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국가 내, 지

역 내, 기업 간 연결뿐만 아니라 가치사슬 내 참가자의 권력 계와 제도 

분석을 통하여 이윤 배분의 변화까지 악 가능하다. 

1.3. Value Chain Analysis 방법

  먼  가치사슬 분석을 한 출발 을 밝히고 가치사슬을 지도화

(Mapping)한다. 최종소비시장에서의 생산단 와 주요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를 확인하고 생산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어떻게 근하는지를 확인한다. 그 

후 가치사슬에 향을 주는 Governance의 종류와 특성에 해 확인하며, 가

치사슬의 Upgrading에 한 분석까지 가능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이 가능

하다.



308  부 록

1.4.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가치사슬의 Upgrading 방안

  기업 내 혹은 기업 간 계를 통해 제품을 개선하고, 특정 사슬단계 활

동을 조정한다.  다른 사슬단계로 이동에 의한 기능  치(functional 

positions)를 변화시키고 다른 가치사슬로 이동한다.

1.5. 가치사슬과 기업의 물류 라인(Pipeline)

  기업과 공  사슬은 종종 상반된 목표를 지니는 개별  생산, 분배, 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업의 통 조직은 때때로 공 사슬 리의 용

에 근본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반된 목표를 조화시키기 해서

는 기업의 활동을 상품과 정보의 지속  흐름으로 인식해야 하며(Sloan, 

1989), 이런 상품과 정보의 흐름은 이 라인 개념으로 묘사할 수 있다.

부도 1-4.  물류 이 라인(The logistics pi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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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벌 가치사슬(GVC)의 개념과 의의

2.1. GVC(Global Value Chain)의 개념

  세계 상품사슬(global commodity chains)의 개념은 1990년  반 Gereffi

가 사용하 으며,  세계 인 상품의 이동 과정을 생산, 분배, 소비의 연속

인 단계로 악하는 것이다. 사슬의 체 특성과 연결의 상호작용을 강조

하면서 거버 스의 역할과 소비자 주도(buyer-driven commodity chains)와 

생산자 주도로 구분한다.

  GVC는 상품의 기획, 생산, 매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과정이 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기업 간 경쟁의 증가, 운송

수단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발달, 신흥개도국의 렴한 공 업체의 

등장, 무역자유화로 인한 기업 략의 변화 등에 의해 형성된다.

  GVC와 산업 간의 계를 악하려면 먼  GVC의 지배 구조를 악해

야 한다. 해당 산업이나 시장 진입방식이나 기업 활동의 한계와 기회를 

악하기 해서는 해당 산업이나 시장의 ‘게임의 법칙’을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산자주도(producer-driven)사슬은 다국  기업이나 생산자가 

생산 네트워크의 핵심 조율자의 역할을 하는 구조이며, 구매자주도사슬

(buyer-driven)은 형 소매업자나 구매업자가 수출업자의 생산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Humphrey and Schumitz(2000)는 GVC의 유형을 시장

 계(arm's length market relationship)와 비시장  계(non-market 

relationship)로 구분하 다.

  제조업의 유형은 수요자주도형, 규모집약형, 문공 자형, 과학기반형

으로 구분한다. 수요자주도형 산업은 소비자 정보수집과 소비패턴 유도에 

강 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시장 주도, 지역의 비교우 에 따라 기능과 생

산규모를 분배한다. 규모집약형 산업은 로벌화되어 있는 다국  기업이 

주도 기업으로  방  생산의 국제화를 추구한다. 문공 자형 산업은 

네트워크, 면  등에 거래 바탕을 두고 생산에 있어 암묵  지식(ta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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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이 요한 역할하며 소수 기업만을 허용하는 시장이 다수 존재

한다.

  최근 교통, 통신의 발 으로 서비스업의 GVC도 빠르게 확 되고 있다.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수요자 주도형과 생산자 주도형으로 구분한다. 제

조업에 비해 수요자주도형이 우세하 으나 서비스업이 유형화됨에 따라 

생산자주도형  문공 자형의 비 이 증 하 다. 수요자주도형은 수

요자 선호에 한 응능력이 요하고, 생산자주도형은 지식기반능력이 

요하다.

2.2. GVC의 의의

  세계화 진행에 따라 가치사슬분석이 차 요해지는 이유는 첫째, 증가

하는 노동의 분화와 구성요소 생산의 세계  분산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시스템  경쟁력이 차 요해지고 있고, 둘째, 생산의 효율성은 세계 시

장을 성공 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지속 인 소득 증 를 확보하기 해서는 세계 시장에 참가해야 하고, 이

를 해서는 가치사슬 내의 역동  요인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GVC에 편입되면 기업 단독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효과 인 국제

화 략(OECD, 2004)이다. 기회  측면에서 GVC로 인한 생산의 분업화

는 기업에 새로운 사업이 실 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인 , 기술 자원의 향상(upgrading)이 가능하다. FDI를 통한 

략  자산, 기술, 부존자원의 확보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GVC의 

통제력을 지닌 지배 기업이 가치사슬 반에 걸친 기 을 설정하여 GVC 

참여를 제한하거나 생산비용 감을 해 기업 수를 제한하는 략 등으로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 GVC를 장하는 핵심 기업(focal firm)을 악하는 

것은 GVC를 이해하고 기업이 GVC에 편입하는 략을 수립함에 있어 

요하다.

  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서는 경쟁 기업보다 상 으로 빠른 

신과 향상(upgrading)이 필요하다. Kaplinshky and Morris(2001)는 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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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 생존하기 해서 사슬 간 혹은  다른 사슬로의 향상을 한 지

속  신 과정을 강조하 다.

  GVC에 있어 참여기업간의 계(통제 형태)를 나타내는 5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먼 , Arm's length(순수 시장) 계는 구매자와 생산자 간에 연

계가 없는 형태로 농업의 경우 제조업자나 식품업자가 국제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Modular network(분자 형태의 네트

워크)로 순수 시장과 비슷한 형태이나 기업 간의 연계가 단순 시장에서의 

계보다 긴 하며 기업이 정보 집약 인 계로 발 하는 형태이다. 농업

의 사례로는 생산자가 소비자의 기 (품질 리, 식품안  등의 기 )에 따

르는 경우와 선도 기업이 기술교육, 자 지원, 종자 제공 등을 통하여 생산

자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는 Relational network( 계형 네트

워크)로 평 , 가족, 동족 등과 같은 요인으로 발생되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간의 상호의존성이 깊은 형태이다. 농업의 사례로는 인도 농업다국

기업과 동아 리카 농기업과의 긴 한 계 등이 있다. 네 번째로 Captive 

network는 구매자가 사슬 과정에 속해 있는 소규모 기업을 통제하는 형태

이다. 농업의 사례로는 계약 생산(Contract Farming) 형태가 표 인 사례

이다. 마지막으로 Hierarchy는 수직  통합 형태나 경 을 할하는 형태

(FDI)를 뜻한다. 자회사는 모회사와 network상 다른 부문에 치하는 것을 

생산한다. 농업의 사례로는 다국 기업이 농장을 소유하지 않지만,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GVC 분석에서 주안 은 련 기업이 행하는 일련의 활동, 그리고 그 활

동이 상호간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이다. 생산 기업 간에 창출되는 서

비스(수송, 보험, telecommunication, 품질 리, 경 리조정 등)에 을 

두며, 단순한 물류 이상의 것(수입, 운 자본, 기술, 정보 등)들이 이동한다. 

시스템의 효율은 개별 요인의 효율성과 상호연계성의 효율성에 의존하는

데, 범 한 제도 체계(거시경제 요인, 정책의사결정과정 등), 지역의 제

도 체계(시스템 경쟁력, 지역 단 의 공공정책과 제도를 강조), 기업 간 연

계성의 본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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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VC의 주요 내용

  로벌 가치사슬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품목별 Target 

Market의 명시와 서로 경쟁이 되는 가치사슬은 어느 부문인가? Target 

Market이 추구하는 상품의 형태는? 출발(Source)부터 최종 end-market까지

의 경로는? 해당 품목의 가치사슬의 비교우 는? 가치사슬 단계별로 비용

(재무 )은 얼마씩 추가되는가? 가치사슬 단계별로 가치(수익)는 얼마씩 

추가되는가? 가치사슬 단계 에서 매출이나 수익성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문은 어디인가? 가치사슬 단계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담당하

는 주체(actor)는 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가치사슬 단계 

에서 신뢰와 동이 이루어지는 수 은 어느 정도인가? 각 단계별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다루는 물량과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가치사

슬 단계별로 장애요인은 어떤 것인가?

  가치사슬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해당 품목의 가치사슬이 다른 가치

사슬과 연계 계가 있는지 여부와 시 지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악, 

해당 품목의 가치사슬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가치사슬 단계별로 가 가

장 많은 향력을 행사하는가? 가치사슬 단계별로 어떻게 규제가 이루어

지는가? 품목별 가치사슬과 련된 제도는 어떻게 운 되는가? 품목별 가

치사슬의 성장을 이루게 하는 요인은 어떤 것인가? 등이 있다.

  가치사슬체계 분석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장 핵심요소)로는 

종자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가치사슬의 경로(paths, mapping), 가치

사슬 단계별로 부가되는 비용, 매출, 가치(수익), 가치사슬 단계별 주요 경

제주체(players) 악  이들의 향력, 가치사슬에 새롭게 진입할 경우 

진입 단계, 가치사슬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와 력 계를 이루

기 한 략, 가치사슬 단계별 성장이 이루어지는 요인 도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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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농식품 산업  식음료 분야의 FDI

부표 2-1.  농식품 산업  식음료 분야의 FDI(추정)

단 : 10억 달러, %

지역

FDI 유량(Flow) FDI 량(Stock)

유입 유출 유입 유출

’89～’91 ’05～07 ’89～’91 ’05～’07 1990 2007 1990 2007

농림수산 분야

세계
0.6
(0.3%)

3.3
(0.2%)

0.5
(0.2%)

1.1
(0.1%)

8.0
(0.4%)

32.0
(0.2%)

3.7
(0.2%)

10.2
(0.1%)

선진국 0.0 0.0
0.5
(0.2%)

0.6
3.5
(0.2%)

11.8
(0.1%)

3.4
(0.2%)

7.5
(0.1%)

개도국
0.6
(1.8%)

3.0
(0.8%)

0.0
(0.7%)

0.5
(0.4%)

4.6
(1.3%)

18.0
(0.5%)

0.3
(1.5%)

2.4
(0.1%)

남서유럽,

CIS

0.3
(0.7%)

0.0
(18.2%)

2.2
(0.7%)

0.3
(1.3%)

식품·음료 분야

세계
7.2
(3.8%)

40.5
(2.8%)

12.5
(5.6%)

48.3
(3.3%)

80.3
(4.1%)

450.0
(2.9%)

73.4
(4.1%)

461.9
(2.8%)

선진국
4.8
(3.2%)

34.1
(3.2%)

12.2
(5.6%)

45.7
(3.4%)

69.9
(4.4%)

390.7
(3.4%)

73.1
(4.1%)

458.1
(3.2%)

개도국
2.4
(6.8%)

5.1
(1.4%)

0.3
(4.1%)

2.6
(1.9%)

10.4
(2.9%)

46.9
(1.2%)

0.3
(1.4%)

3.5
(0.2%)

남서유럽,

CIS

1.4
(3.2%)

0.0
(-4.5%)

12.4
(4.2%)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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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다국  농식품 기업  최상  25개 기업(2007년)

순 농업기반 식‧음료 소매

1
Sime Darby 

Bhd.(Malaysia)
Nestle SA Wal-Mart Sores

2 Dole Food Company. Inc. Inbev SA Metro AG

3 Fresh Del Monte Produce Kraft Foods Inc. Carefour SA

4 Socfinal SA Unilever Tesco PLC

5

Charoen Pokphand Foods 

Public Company 

Ltd.(Thailand) 

Coca-Cola 

Company
MaDonald Corp.

6
Chiquita Brands 

International, Inc.
SAB Miller Delhaize Group

7 
Kuala Lumpur Kepong 

Bhd.(Malaysia)
Diageo Plc Koninkiike Ahold NV

8 KWS Saat AG Pemod Richard SA Sodexo

9 Kulim Bhd(Malaysia) Cadbury PLC Compass Group PLC

10 Camellia PLC Bunge Limited
Seven & 1 Holding 

Company Ltd.

11 Seaboard Corp. Heineken NV
China Resource 

Enterprise(Hong-Kong)

12 Sipef SA Pepsico Inc. Yuml Brands Inc.

13
Anglo-Eastern Planatation 

PLC

Molson Coors 

Brewing Company
Autogril

14 Tyson Foods Inc.

Kim Holdings 

Company 

Limited

Alimentation Couche 

Tard Inc.

15 PPB Group Bhd.(Malaysia)

Archer-Daniels 

Midland

Company

Safeway Incorporated

16
Carson Cumberbatch PLC

(Sri Lanka)

Associated British 

Foods PLC
Sonae Sgsp

17
TSH Resources 

Bhd.(Malaysia)
Carlsberg A/S

George Western 

Limited



부 록  315

부표 2-2.  다국  농식품 기업  최상  25개 기업(2007년)(계속)

순 농업기반 식‧음료 소매

18
Muti Vest Resources Bhd

(Malaysia)
HJ Heinz Company

Dairy Farm 

International

Holdings 

Ltd(Hong-Kong)

19

Bakrie & Brothers 

Terbuka

(Indonesia)

Damone Jeronimo Martins SA

20 PGI Group PLC
Anheuser-Busch 

Companies Inc.

Kuwait Food 

Company

(Kuwait)

21 Firstfarms A/S

Willmar 

International Ltd.

(Singapore)

Kesko OYJ

22
New Britain Palm Oil Ltd.

(Papua New Guinea)
Sara Lee Corp. Starbucks Corp.

23 Karuturi Global Ltd.(India)
Constellation Brand 

Inc.
Burger King Holdings

24 Nirefs SA
Fraser & Neave 

Ltd(Singapore)

Manuha Nichiro 

Holdings

25
Country Bird Holdings Ltd

(South Africa)
Danisco A/S Familymar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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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농업 련산업의 해외직 투자 동향

1. 연  산업의 해외직 투자 동향

1.1. 개관

  연  도소매업의 해외직 투자는 1981년에 삼진 로벌넷의 미국 투자

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후, 재  세계 37개국에 걸쳐 총 504개의 법인

이 설립되었으며, 3억 700만 달러를 투자(<부표 3-1> 참조)하 다.

  식음료 제조업은 1972년 삼양식품의 라질 투자를 시작으로 재  

세계 60개국에 걸쳐 총 1,571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33억 100만 달러

의 액을 투자(<부표 3-2> 참조)하 다. 이는 농업 연  산업 체 액

의 88.6%, 농림어업과 농업 연  산업을 합친 액의 71.5%의 비 을 차

지하는 최  투자 업종이다.

  농자재 제조업은 1991년 덕성 미칼의  국 투자 이후  세계 15개

국에 걸쳐 총 119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1억 1,700만 달러의 액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부표 3-6> 참조).

부표 3-1.  농업의 국가별 투자 상  5개국

단 : 개, 천 달러 

신규법인수 투자 액

합계 447 100.0% 합계 360,691 100.0%

국 200 44.7% 국 88,979 24.7%

미국 53 11.9% 러시아 72,010 20.0%

러시아 29 6.5% 미국 29,972 8.3%

캄보디아 28 6.3% 호주 24,044 6.7%

인도네시아 19 4.3% 말 이시아 21,45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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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  농산물 도소매업의 업종별 해외직 투자

단 : 개, 천 달러

업종
분류

업종소분류
신규
법인 수

투자 액

농산물 

도소매업

도매   

상품

개업

산업용 농축산물  산동물 
개업

6 1,156

음·식료품  담배 개업 12 1,526

곡물 도매업 12 27,988

사료 도매업 14 9,977

화   산식물 도매업 6 1,403

기타 산업용 농산물  산동물 
도매업

27 15,621

과실  채소 도매업 15 4,633

육류 도매업 4 1,011

수산물 도매업 20 4,178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10 5,247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6 9,426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18 2,122

빵  과자 도매업 15 37,031

낙농품 도매업 9 7,122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4 17,164

주류 도매업 35 30,412

비알코올음료 도매업 13 3,547

담배 도매업 6 1,508

농업용 기계  장비 도매업 5 730

비료  농약 도매업 3 800

농산물 

도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기타 음·식료품 주 종합 
소매업

36 39,764

곡물 소매업 3 2,310

육류 소매업 6 1,361

수산물 소매업 6 1,244

과실  채소 소매업 6 2,062

빵  과자류 소매업 21 6,787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33 29,125

기타 식료품 소매업 63 26,187

음료 소매업 35 13,640

담배 소매업 5 1,472

합 계　 504 30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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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3.  식음료 제조업의 업종별 해외직 투자

단 : 개, 천 달러

업종 분류 업종소분류 신규법인수 투자 액

식음료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도축업 2 345

기타 육류 가공  장처리업 338 218,406

수산동물 훈제, 조리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20 255,264

수산동물 건조  염장품 제조업 8 2,130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 7,553

기타 수산동물 가공  

장처리업
14 2,633

수산식물 가공  장 처리업 8 2,954

과실  채소 임식품 제조업 38 10,411

기타 과실·채소 가공  장처리업 23 12,670

식물성 유지 제조업 6 58,789

식용 정제유  가공유 제조업 2 639

액상시유, 기타 농제품제조업 92 277,039

아이스크림,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4 9,286

곡물 도정업 158 203,077

곡물 제분업 6 2,021

제과용 혼합분말  반죽 제조업 7 46,142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4 22,600

분제품  당류 제조업 8 23,365

떡류 제조업 0 0

빵류 제조업 33 19,515

코코아 제품  과자류 제조업 21 386,423

면류, 마카로니, 유사식품 제조업 17 26,116

식 , 발효  화학 조미료 제조업 2 166

천연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542 778,203

장류 제조업 6 9,442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3 8,448

커피 가공업 3 653

차류 가공업 4 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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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3.  식음료 제조업의 업종별 해외직 투자(계속)

업종 분류 업종소분류 신규법인 수 투자 액

식음료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수   균질화식품 제조업 2 1,655

두부  유사식품 제조업 8 15,160

인삼식품 제조업 6 3,918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4 6,722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3 223

도시락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7 1,308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47 149,914

동물용 사료  조제식품 제조업 35 42,974

음료 

제조업

탁주  약주 제조업 1 70

기타 발효주 제조업 4 480

주정 제조업 3 53,612

기타 증류주  합성주 제조업 3 1,627

생수 생산업 11 38,151

기타 비알코올음료 제조업 11 451,579

담배 

제조업
담배제품  제조업 7 146,905

합  계 1,571 3,301,362

부표 3-4.  농자재 제조업의 업종별 해외직 투자

단 : 개, 천 달러

업종
분류

업종소분류
신규법인 
수

투자 액

농자재

제조업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 제조업 48 65,180

복합비료 제조업 9 2,142

기타 비료  질소화합물 제조업 8 4,449

농약 제조업 1 422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농업   임업용 기계 제조업 46 42,529

음·식료품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7 1,782

합  계 119 11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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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도별 투자 동향

  연  도소매업은 2000년  반 이후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2007년

과 2008년에 투자가 크게 증가하 으나, 2009년 세계 인 융 기 이후 

감소하 다.

부도 3-1.  연도별 연  도소매업 투자 황

연도별 연관 도소매업 투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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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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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

90,000

연도

천달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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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0

80

100

120

140

160

개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0 0 600 302 0 2,000 660 5,658 20,322 44,145 77,539 77,924 52,729 24,255

신규법인수 0 0 0 1 0 1 4 4 35 117 152 89 57 42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식음료 제조업은 1990년  이후 신규법인수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투

자 액은 일정 수 을 유지하다가, 2007년과 2008년 들어 투자 액이 크

게 증가하 으나 2009년에는 크게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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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2.  연도별 식음료 제조업 투자 황

연도별 식음료 제조업 투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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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2,378 56,666 97,000 155,591 86,938 61,887 62,836 138,913210,819289,455 652,840631,617265,674 97,931

신규법인수 3 11 83 78 80 100 99 166 159 127 145 76 38 2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자재 제조업은 2001년 비료  질소 화합물 제조업에 한 투자로 크

게 증가한 바 있으나, 이후에는 큰 규모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도 3-3.  연도별 농자재 제조업 투자 황

연도별 농자재 제조업 투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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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0 0 431 2,068 34,452 2,280 799 9,614 19,328 6,886 6,245 6,501 12,792 4,976

신규법인수 0 0 2 4 7 12 8 11 17 6 11 9 5 5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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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별 투자 동향

  연  도소매업은 체 신규법인 수  46.2%와 체 투자 액의 55.6%

가 아시아에 투자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신규법인수의 31.1%, 투자 액의 

46.4%가 북미에 투자되었다.

부표 3-5.  연  도소매업의 지역별 투자

단 : 개, 천 달러

　 합계 아시아 동 북미 남미 유럽 아 리카 양주

투자 액 306,555 170,384 85 95,207 22,738 13,740 0 4,401

신규법인 수 504 233 1 234 5 11 0 20

  식음료 제조업은 체 신규법인 수  다수를 차지하는 80.8%인 4,270

개, 체 투자 액의 56.1%가 아시아에 투자되었다.

부표 3-6.  식음료 제조업의 지역별 투자

단 : 개, 천 달러

　 합계 아시아 동 북미 남미 유럽 아 리카 양주

투자 액 3,301,362 1,851,748 16,514 543,331 111,763 707,245 521 70,240

신규법인 수 1,571 1,270 3 181 36 38 3 40

  농자재 제조업 역시 체 신규법인 수  다수를 차지하는 92.4%, 

체 투자 액의 49.2%가 아시아에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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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7.  농자재 제조업의 지역별 투자

단 : 개, 천 달러

　 합계 아시아 동 북미 남미 유럽 아 리카 양주

투자 액 116,504 57,264 933 24,175 0 34,133 0 0

신규법인수 119 110 1 6 0 2 0 0

1.4. 국가별 투자 동향

  연  도소매업 투자에서 가장 많은 법인이 설립된 곳은 233개의 법인이 

설립된 미국이며, 그 다음은 국(129개), 일본(29개), 인도네시아(15개), 

오스트 일리아(14개) 순이다.

  투자 액에 있어서는 국이 9,6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져 최  투자

국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이 9,500만 달러로 2 , 이어 인도네시아(2,500만 

달러), 버뮤다(2,200만 달러), 홍콩(1,800만 달러)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식음료 제조업에서는 체 신규법인수 비 66.3%인 1,042개가 설립된 

국이 최  설립 국이며 그 뒤로 미국(163개), 베트남(46개), 인도네시아

(37개), 필리핀(35개) 순으로 설립되었다.

부표 3-8.  연  도소매업의 국가별 투자 상  5개국

단 : 개, 천 달러

신규법인수 투자 액

합계 504 100.0% 합계 306,555 100.0%

미국 233 46.2% 국 96,437 31.5%

국 129 25.6% 미국 94,864 30.9%

일본 29 5.8% 인도네시아 25,381 8.3%

인도네시아 15 3.0% 버뮤다 21,988 7.2%

호주 14 2.8% 홍콩 17,96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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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액에 있어서는 28.9%에 해당하는 9억 5,400만 달러의 투자가 

국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5억 3,800만 달러), 네덜란드(4억 3,000

만 달러), 인도네시아(3억 6,900만 달러), 러시아(1억 8,300만 달러)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부표 3-9.  식음료 제조업의 국가별 투자 상  5개국

단 : 개, 천 달러

신규법인 수 투자 액

합계 1,571 100.0% 합계 3,301,362 100.0%

국 1,042 66.3% 국 953,683 28.9%

미국 163 10.4% 미국 537,596 16.3%

베트남 46 2.9% 네덜란드 430,243 13.0%

인도네시아 37 2.4% 인도네시아 368,504 11.2%

필리핀 35 2.2% 러시아 183,373 5.6%

  농자재 제조업에서는 국이 신규법인 수와 투자 액에서 모두 투자 최

국이며, 그 뒤로 미국과 베트남 등이 상 권에 들었다.

부표 3-10.  농자재 제조업의 국가별 투자 상  5개국

단 : 개, 천 달러

신규법인 수 투자 액

합계 119 100.0% 합계 116,504 100.0%

국 88 73.9% 국 38,292 32.9%

미국 6 5.0% 스 스 33,700 28.9%

베트남 6 5.0% 미국 24,175 20.8%

일본 6 5.0% 싱가포르 9,000 7.7%

인도네시아 3 2.5% 베트남 4,59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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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업 관련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농림어업을 제외한 련 산업(연  도소매업  식음료 제조업, 농자재 

제조업의 합)에 한 투자는 1990년  서서히 증가하다 2000년 들어 잠시 

감소를 보 으나, 이후 꾸 한 증가세를 기록하 다.

부도 3-4.  연도별 농업 련 산업 투자 황

연도별 농업 관련 산업의 투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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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2,378 56,666 98,031 157,960121,390 66,167 64,295 154,185250,470340,487736,624716,043331,195127,161

신규법인수 3 11 85 83 87 113 111 181 211 250 308 174 100 67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체 신규법인수 비 비 은 3.2~7.7%이며, 체 투자 액 비 비

은 1.4~5.3% 내로, 농림어업보다 그 비 이 더 크나, 해외투자에 있어서의 

비 은 여 히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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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5.  연도별 농업 련 산업의 투자 비  추이

연도별 농업 관련 산업의 전체 대비 투자 비중 추이

2.1%

5.3%

3.0% 3.0%
2.3%

1.7% 1.4%
2.4%

3.5%
2.9%

3.4% 3.1%

1.7%1.8%

7.7%

3.2%

6.3%

3.9% 4.0%
4.5%

3.9%
4.8% 4.8% 4.8%

5.4%

4.3% 4.0%
4.8%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신규법인수  73.5%와 투자 액의 55.8%가 아시아에 투자되었고, 북미

에 한 투자가 그 뒤를 이었다.

부표 3-11.  농업 련 산업의 국가별 투자 상  5개국

단 : 개, 천 달러

　 합 계 아시아 동 북미 남미 유럽 아 리카 양주

투자 액 3,724,421 2,079,395 17,532 662,713 134,502 755,118 521 74,640

신규법인 수 2,194 1,613 5 421 41 51 3 60



부 록  327

부도 3-6.  농업 련 산업의 지역별 투자 비

농업 관련 산업의 지역별 투자 비중(신규법인수)

아시아
73.5%

중동
0.2%

북미
19.2%

유럽
2.3%

중남미
1.9%

아프리카
0.1%

대양주
2.7%

농업 관련 산업의 지역별 투자 비중(투자금액)

아시아
55.8%

중동
0.5%

북미
17.8%

중남미
3.6%

유럽
20.3%

아프리카
0.0%

대양주
2.0%

  연  도소매업, 식음료 제조업, 농자재 제조업을 합하여 련 산업 체

로 보면, 체 비 57.4%인 1,259개가 설립된 국이 최  법인 설립국이

며, 그 뒤를 이어 미국(402개), 일본(64개), 베트남(58개), 인도네시아(55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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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액에 있어서는 29.2%인 10억 8,800만 달러의 투자가 국을 상

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뒤로 미국(6억 5,700만 달러), 네덜란드(4억 3,100

만 달러), 인도네시아(3억 9,500만 달러), 러시아(1억 9,500만 달러) 순으로 

투자하 다.

부표 3-12.  농업 련 산업의 국가별 투자 상  5개국

 단 : 개, 천 달러

신규법인 수 투자 액

합계 2,194 100.0% 합계 3,724,421 100.0%

국 1,259 57.4% 국 1,088,412 29.2%

미국 402 18.3% 미국 656,635 17.6%

일본 64 2.9% 네덜란드 430,675 11.6%

베트남 58 2.6% 인도네시아 394,647 10.6%

인도네시아 55 2.5% 러시아 195,39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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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해외농업개발  국제농업개발 력 련 법‧제도

 

1. 국내의 법‧제도

  해외 농업자원 개발 력 사업은 아래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2009년 

12월 30일 개정)’과 ‘농업‧농   식품산업 기본법(2010년 3월 31일 개

정)’25과 연 되어 있다. 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은 농업자원개발에 필

요한 비용에 한 보조, 융자  조세에 한 특례를 농림수산식품부 장

에 의해 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 농업자원개발사업의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가 경합 계에 있는 자들에게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자원수 의 안정을 기하기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장 이 해

외자원개발사업자에 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의 부 는 일부를 

정하고 합리 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5 제13조(통상  국제 력):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농   식품산업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외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상호주의  국민경제의 발

수 에 맞는 국제 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한 기여 등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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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당 법규 내용

해외자원 개발
의 방법
(제 1장 3조)

- 한민국국민이 단독 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
하는 방법(해외 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함), 해
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 을 융자하여 개
발된 자원의 부 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이 있음.

해외자원 개발
력사업계획

의 신고
(제 2장 5조)

- 개발하고자 하는 자원이 농산물일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 에
게 조사사업과 개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함.

보조
(제 3장 10조)

- 해외자원의 개발을 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해외자원개발을 
한 기술개발  문 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해외자원의 
개발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재 력  기술 교류비, 기타 해외자
원개발의 진을 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 보조

융자
(제 3장 11조)

-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  개발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
치  운  자 ,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
지의 임차 는 매입 자 , 기타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원활히 수
행하는 데 필요한 자 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자 에 한 
융자

조세에 한 
특례
(제 3장 12조)

-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하기 하여 「조세특례제한법」‧기타 
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투자 상자원
(제 3장의 2 
13조의 2)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 문회사가 투자하는 해
외자원개발 사업은 석유 등 통령령이 정하는 물26자원의 개
발 사업으로 함.

사업의 경합
(제 4장 16조)

- 주무부 장 은 동일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에 한 투자의 복방
지 등을 하여 당해 경합 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
고할 수 있음

비상시 개발해
외자원의 반입
명령
(제 4장 17조) 

- 주무부장 은 국내외 자원수 의 악화로 인하여 자원수 에 
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
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원수 의 안정을 기하기 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의 부 는 일부를 정하고 합리 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2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의 제 13조의 2에서 “ 통령이 정하는 물자원”

이라 함은 석유‧석탄‧우라늄 ‧동 ‧철 ‧알미늄 ‧니 ‧몰리 덴 ‧회토

류  는 티타늄 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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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시행 2011.1.1, 법률 제10220호, 

2010. 3.31 타법개정)의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  공 )에는 정부

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   가격이 국제 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 인 공 이 어려운 기상황에 비하여 하여 식량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정하게 생산하여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정하

게 공 하기 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57조(농

어업‧농어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 력)에는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

은 식량  식품과 사료 원천을 안정 으로 확보하고 세계의 농어업‧농어

이 균형 으로 발 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 한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부문의 인 ‧물 ‧기술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함을 명시하여 농어업‧농어 에 한 국제 력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한국농어 공사  농지 리기 법(시행 2009.12.10, 법률 제9758호, 

2009.6.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제9호에 의하면 ‘해외농업개발’이란 국외

에서 농‧축산물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개발(개

발을 한 조사  개발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다. 제10조(사업) 제10호에 의하면 한국농어 공사는 해외농업개발  기

술용역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제25조(자 조달)에 의하면 한국농어 공사가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하여 필요한 자 은 자본 과 립 , 차입

, 사채, 자산운용 수입 , 기타 수입 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3장(농지 리기 ) 제31조(농지 리기 의 설치)에는 정부의 농규모

의 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효율  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 을 조달‧공 하기 하여 농지 리기 을 설치한다고 명시되

어 있다. 제32조(기 의 조성) 제8호에는 기 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

업개발 수익 을 기  조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기 의 용

도) 제11호에 의하면 한국농어 공사는 ‘농지 리기 ’을 활용하여 해외농

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 의 보조, 융자  투자를 할 수 있다. 하 의 

련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한 별도의 언

이 없다. ｢한국농어 공사  농지 리기 법｣은 한국농어 공사가 해외

농업개발 사업을 직  할 수도 있고 농지 리기 을 통해 해외농업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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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 을 보조, 융자, 투자 등의 방법으로 공

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제개발 력 련제도를 살펴보면, 2009년 11월 25일 한국이 

OECD/DAC(경제 력개발기구 개발원조 원회)의 24번째 회원국 가입이 

결정됨에 따라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 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기존

에 유‧무상원조를 규율하던 법은 한국국제 력단법, 외경제 력기  법

이었다. 국제개발 력기본법(법률 제9938호)은 국제개발 력에 한 기본

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 력정책의 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국제개발 력의 정책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함으로써 국제개발

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 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 으로 제정

되었다. 이 법은 2010년 1월 25일 제정되어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

었다.

  한국국제 력단법 시행령(시행 2010.3.19 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타법개정)의 제2조(당연직 이사)를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의 고 공직자가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농림수산  식품분야의 국제

력이 요해진 만큼 농림수산식품부의 고 공직자가 한국국제 력단의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공무원의 견)에 한국국제 력단은 

국가기 에 공무원의 견을 요청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고 공

직자가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련 업무의 효율 인 추

진을 해 직원의 견을 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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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2.  국제개발 력기본법

해당 법규 내용

국제개발

력 원회

(제7조)

- 국제개발 력에 한 정책이 종합 ·체계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하여 국무총리 소속

으로 국제개발 력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를 둔다.

-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8조의 국제개발 력 기본계획  제10조제1항 제1호의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

2.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 력의 평가에 한 사항

3. 국제개발 력과 련된 정책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

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요하다고 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국제개발 력

주 기

(제9조)

- 양자 간 개발 력  유상 력은 기획재정부장 이, 무상

력은 외교통상부장 이 각각 주

- 다자간 개발 력  ｢국제 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한 법

률｣에 규정된 국제 융기구와의 력은 기획재정부장 이, 

그 밖의 기구와의 력은 외교통상부장 이 주

민간국제개발

력단체 

등에 한 

지원

(제10조)

-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 력의 기본정신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 력단체 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하여 주 기 과 의하여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음

  국제개발 력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공공기 이 개발도상국의 

발 과 복지증진을 하여 력 상 국에 직  는 간 으로 제공하는 

무상 는 유상의 개발 력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 정하는 국제개발 력은 

국가 사이의 력으로 추진되는 양자 간 개발 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

공되는 다자간 개발 력으로 구분된다. 양자 간 개발 력에는 무상 력과 

유상 력으로 구분되며, 무상 력은 력 상 국에 하여 , 물, 인

력, 기술 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긴 재난구호를 포함하여 상황 의무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유상 력은 력 상국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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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 을 차입할 때보다 이자율, 상황기간, 거치기간 등에서 유리한 조

건으로  는 물을 제공하지만 력 상국이 상환의무를 가진다.  

  한국국제 력단법(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095호)은 1991년 1월 

14일 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한국과 특정 력

상지역과의 우호 력 계와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지역의 경제‧사

회발 을 지원하기 하여 한국국제 력단(KOICA)을 설립하기 한 근거

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9년 개정된 한국국제 력단법(법률 제

5638호)은 사업의 범 를 추가하고 임원의 범   임명 차, 임원의 직

무를 일부 개정하 다. 사업의 범 에 개도국에 한 재난구호사업과 민간

원조단체 지원 사업을 추가하 다. 

  2001년 개정된 한국국제 력단법(법률 제6475호)은 사업의 범주를 나

고 각각 구체 인 사업을 열거하 다. 제7조(사업)에서 사업의 범주를 개

발도상국가를 한 사업, 국제 력을 한 사업, 정부가 탁하는 사업, 교

육훈련‧홍보  부 사업으로 구분하 다. 2007년 개정된 한국국제 력단

법(법률 제8316호)은 운 재원에 별도의 재원을 추가하고 용도를 제한하

다. 제15조(운 재원)에 기존의 운 재원 이외 제18조의 2(국제빈곤퇴치

기여 )의 규정에 따라 국제빈곤퇴치기여   기타 수입 을 운 재원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되 이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질병퇴치를 

한 용도로 2012년 9월 30일까만 사용하도록 하 다.

  외경제 력기 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은 1986년 12월 

26일 최  제정되어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 다. 이 법

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의 산업발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한국과 이

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외경제 력을 진하기 하여 

외경제 력기 을 설치하고 그 운용‧ 리에 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하여 제정되었다. 법률 조항  기 의 재원, 장기차입, 기 의 운용  

리, 여유자 의 운용 등이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

용하는 개발도상국은 그 나라의 국민소득 수 , 산업구조 등 경제발 단계

를 고려하여 기 운용 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 이 정한다. 이 

법의 개정에 따라 하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여러 차례 수정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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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만 큰 틀의 개정은 없었다.  

  국제개발 력 원회 규정(시행 2010.3.19 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타법개정)은 2006년 1월 26일 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이 

규정은 국제개발 력에 한 기본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  개발 력

과 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하여 국무총리 소

속하에 국제개발 력 원회를 두기 함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국제개발

력의 장기 계획과 추진 략을 수립하며 국제 력 사업을 평가한다.  

국제개발 력 원회 규정은 그 동안 두 차례의 개정(2008.2.29  2010.3.15)

이 있었지만 원회 구성에 한 미세한 조정에 불과하 으며 그 밖의 규

정에 한 개정은 없었다. 그러나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 력기본법’

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률에 의해 국제개발 력 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게 

되었다. ‘국제개발 력기본법’ 제7조는 국제개발 력 원회의 설치에 한 

부분을 언 하고 있다. 

4.2. 국제 규범

  원조효과 제고를 한 일반규범으로는 로마 선언, 리선언, 아크라행동

계획이 있다. 제1차 로마 고 회의(2003년)에서는 조화에 한 로마 선

언, 제2차 리 고 회의(2005년)에서는 원조효과 제고를 한 리선

언, 제3차 아크라 고 회의(2008년)에서는 원조효과 제고에 한 행동계

획이 발표되었다. 

  2003년 로마 선언과 2005년 리선언, 2008년 아크라행동계획 등의 핵

심 주제는 원조의 효과성 증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원조에 한 

성찰 에 수원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원조방법 모색에 한 논의라

고 볼 수 있다.

  먼  로마 선언의 내용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2003년 로마에서 

‘원조 조화를 한 고  포럼’이 개최되었다. 본 포럼에서는 ①수원국 시

스템과 원조공여국의 정책, 차, 행의 조화 ②공여국의 수원국 요구사

항 간소화를 통한 거래비용 감소, ③수원국의 원조조정 주인의식 강화  



336  부 록

능력강화 지원, ④빈곤감소 략 등 수원국의 우선순 를 고려한 원조, ⑤

천년개발목표 달성에 한 원조공여국의 기여, ⑥ICT활용  동료 간 압력

을 통한 원조조화 진 등을 담은 로마 선언이 채택되어 수원국 심의 원

조 략 수립 계기를 마련하 다. 

  다음으로 리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여국과 수원국 간 개발원조 

리방식의 개 을 해서 2005년 리에서 포럼이 개최되었다. 많은 선진국

에서 ODA 확 를 해 노력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의 효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원조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원조 차를 단

순화하기 한 의제에 합의하여 로마 선언에 기 한 리선언이 채택되었

다. 리선언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한 추진과제로 수원국의 주

인의식제고(ownership), 원조 공여국 간 원조 차와 실행의 조화(harmoni- 

zation), 수원국의 개발 략과 공여국 원조정책의 조응(alignment), 개발성

과에 을 둔 원조의 리(managing for results), 개발성과에 한 수원국

과 공여국의 공동책임(mutual accountability) 등과 같은 5  과제가 제시되

었다. 리선언에서의 주요 시사 은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이 개발 략을 

수립하고, 원조공여국간 조정 등에서 수원국이 주인의식과 리더십을 발휘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공여국 간에는 서로간의 조화를 통해 복

된 원조공여를 방지하고, 결과 심 리체제 구축에 공감 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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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3.  리선언의 원조효과성 측정을 한 지표

5  원칙 12개 지표 2010년까지의 목표

수원국의
주인의식

1. 실행 가능한 
개발 략

수원국의 최소 75%가 세계은행의 CDF 기 치를 
넘는 실행 가능한 개발 략을 수립

2a. 공공재정 리 
시스템

수원국의 50%가 세계은행의 재정 리지표
(PFM/CPIA)성과척도에서 최소 1단계 상승

2b. 조달체계
수원국의 1/3이 4단계 조달과정척도에서 최소 1단
계 상승

3. 우선순 에 
따른 원조

수원국 회계연도  유입 정된 원조 총액 에
서 정부 산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원조유입액을 
1/2로 축소

4. 능력개발 활동 
지원 비

기술 력의 50%를 국별개발 략에 부합하는 조
정 로그램을 통해 실시

5a. 수원국의 
재정 리 
체제 활용 
비

PFM/CPIA 5 
이상인 국가

수원국 재정 리 체제를 활용
하지 않는 원조유입액 비 의 
2/3 감소

PFM/CPIA 
3.5~4.5인 국가

이 원조유입액 비 의 1/3 감소

5b. 수원국의 
조달 체제를 
활용하는 
비

조달성과척도 A 
해당국가

수원국 재정 리 체제를 활용
하지 않는 원조유입액 비 의 
2/3 감소

조달성과척도 A 
해당국가

이 원조유입액 비 의 1/3 감소

6. PIU 복 
방지

복되는 로젝트 실행기 (PIU)의 수를 2/3 감소

7. 원조의 측 
가능성 강화

정된 회계연도 내에 지 되지 않는 원조를 반감

8. 언타이드화 원조 승인액  언타이드 비  지속 으로 개선

공여국 
간의 
원조 차와 
실행의 
조화

9. 공여국 간 
공동의   
제도와 차

원조의 66%를 로그램 주 근방식으로 공여

10a. 지조사단 공여국 지조사단의 40%를 합동으로 수행

10b. 국별 분석 국별 분석의 66%를 합동으로 수행(joint)

개발결과 
지향

11. 성과 주 
평가 체제

투명한 평가체제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1/3로 
감소

공동책임
12. 공동의 책임 
부여

원조효과에 한 이행실태에 한 상호평가체제를 
100%도입

  주: 1) PFM(공공재정 리, Public Finance Management).

     2) CPIA(국별 정책  제도 평가,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3) PIU( 로젝트 실행기 , Project Implementation Unit).

자료: OECD/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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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라 행동계획(AA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9월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가나, 라이베리아, 온두라스의 수원국 3개국 정상을 비롯

하여 공여국, 신흥 공여국  수원국 각료  인사 등 130여 개국(기 ),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원조효과 제고를 한 고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리선언의 2010년 목표달성을 구하기 한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을 채택하 다. 아크라

행동계획에서는 ①개발에 한 수원국의 오 십 강화, ②포  개발 트

십 구축, ③개발성과 도출  책임강화 등을 핵심 사안으로 수원국 주도

의 원조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 다. 아트라 행동계획은 2005년 리선언

에 비해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 원조 측가능성 개선 등 수원국 입장이 

상당부분 반 된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FAO 련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FAO는 식량원조가 상업  

교역과 농업생산에 미치는 향에 한 문제를 다루기 해 1954년 ‘잉여

농산물 처분 의 소 원회(Consultative Subcommittee on Surplus Disposal, 

CSSD)’를 설치하 다. CSSD는 각국의 식량원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련 정책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FAO 잉여농산물 처분규칙｣을 제정하 다. 

CSSD는 모든 FAO 회원국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41개 회원국, 16개 

옵서버국, 7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재 옵서버 자격으

로 참여하고 있다. ｢FAO 잉여농산물처분과 의의무에 한 규칙｣은 농산

물을 식량원조로 제공하거나 특혜조건으로 수출할 경우 국제농산물교역 

는 수원국가의 농업생산을 축시키는 등 부정 인 효과를 래하지 않도

록 부작용을 방지하기 한데 목 을 두고 있다. 이 규칙은 식량원조가 정

상 인 교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공 을 체하지 않고 수원국 

내에서 추가 인 소비를 창출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 인 소비(Additional Consumption)의 개념은 원조가 없었더라면 이루

어지지 않았을 소비를 의미하며 추가 인 소비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은 후

에 ‘통상  시장수요량(Usual Marketing Requirement, UMR)’ 개념으로 발

하 다. UMR 보장은 당해 식량원조에도 불구하고 제3국으로부터의 

련 농산물 수입량을 종 과 같이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보장을 의미하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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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상을 할 때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식량원조 제공으로 인하여 종 에 수원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식

량을 단하거나 수입량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면 이 식량원조는 ｢FAO 

잉여농산물처분과 의의무에 한 규칙｣의 규제를 받게 된다. 

  WTO 련 규정은 모든 식량원조는 원조방법에 계없이 ‘WTO농업

정문 제10조 4항 b’와 ｢FAO 잉여농산물 처분과 의 의무에 한 규칙｣
을 따라야 한다. 원조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우리나라는 원조 약 

체결에 앞서 수원국에 이미 식량을 수출하고 있는 교역상 국에 원조계획

을 통보하고, 양자 의, FAO의 잉여농산물처분 의 소 원회(CSSD) 통

보, 다자 의 차를 거쳐야 한다(이명수, 2010). 우리나라는 WTO 농업

정 부속서 5에 따라 의 세화 유 에 해 특별 우(Special Treatment)

를 받고 있으며, 동 정의 기본원칙(제4조의 세화)이 아직도 용되지 

않고 있다.  수출국은 WTO 체제 내에서 특별 우를 받으면서 생산된 

이 원조형태로 국제시장에 공 될 경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

다. 수출국은 특별 우와 련하여 WTO 정에 명시된 조건이 엄격하게 

수되고 있는지를 검하고 우리나라가 을 원조할 경우 양자 의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산 을 장기차  형식으로 원조하는 

경우에도 무상원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WTO농업 정 제10조 4항 b’

와 ｢FAO 잉여농산물 처분과 의 의무에 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식량

수출국에 통상  시장수요(UMR)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WTO농업

정문 제10조 4항 c’와 ｢1986년 식량원조 약｣을 따라야 하므로 식량

의 상황기간은 2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자율은 국제시장의 상업  이자율

보다 히 낮아야 한다.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국

내산 을 장기차  형식으로 원조하는 것은 높은 국내가격으로 구입하여 

낮은 국제가격으로 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외 가격 차이는 WTO

농업 정 제1조(e), 제9조 1항(b)에서 규정한 ‘수출보조(Export Subsidy)’에 

해당될 수 있다.

  식량원조 약(Food Aid Convention)을 살펴보면, 런던 소재 ‘국제곡물이

사회(International Grains Council, 종 의 International Wheat Council)’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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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식량원조 약은 1967년 조인되었으며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어 수차례 개정을 거친 국제 약이다. 이 약은 국제

사회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개도국에게 식량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

로 하고 있으며 일정한 수 의 식량원조 목표량을 정하고 이 약에 서명

한 가입국이 분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86년 개정된 식량원조 약은 

제4조에서 이 약에 의한 식량원조는 그 효과를 높이기 하여 다음과 같

은 식량원조 조건을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량을 물 는 으

로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 은 수원국이 곡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어

야 한다. 식량을 수원국의 통화로  매하는 경우 매 으로 받은 

수원국 통화는 공여국 통화 는 공여국 소유의 재화나 용역으로 환할 

수 없다. 식량을 신용 매 하는 경우 상환기간은 2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자율은 국제시장의 상업  이자율보다 낮아야 한다.

  최근 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세계의 

각국 지도자들이 모여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니엄 

선언문을 채택함. 189개국이 서명한 이 선언문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

의 개선, 환경보호에 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목표 1

은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이다. 하루에 약 1달러도 안 되는 생활비로 연

명해가는 사람들의 수를 2015년까지 반으로 인다는 것이 목표이다. 목표

2는 반 인 등교육을 달성하는 것이다. 2015년까지 세계의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목표 3은 남

녀평등과 여성의 권한을 확 하는 것이다. 제1단계 목표로 2005년까지 

등교육과 등교육에 한 성차별을 없애고, 제2단계 목표로 2015년까지 

고등교육기회에서도 성차별을 없앤다는 것이다. 목표 4는 ‧유아 사망률

을 감시킨다는 것이다. 2015년까지 5세 이하의 유아 사망률의 3분의 2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목표 5는 모성건강을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2015년까

지 산모사망률의 4분의 3까지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목표 6은 HIV/AIDS 

 말라리아와 기타 질병을 퇴치시키는 것이다. AIDS가 더 이상 염되지 

않도록 하고 퇴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말라리아와 같은 다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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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감염을 방하고 퇴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목표 7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각 국가의 정책에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용하도록 하고 환경자원의 손실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계에

서 안 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인구의 수를 반으로 인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최소한 1억 명에 달하는 빈민  거주자의 생활수 을 하

게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 목표 8은 개발을 한  세계  

트 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의 무역과 융시스템을 투명하고, 측

가능하며, 배타 이지 않는 원칙에 의해 운 될 수 있도록 구축한다. , 

국내 는 국제 으로 행 자들에게 올바른 리체제(good governance)와 

개발원칙을 고수하고 빈곤퇴치에 해서도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최빈

국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조사하고 알리며, 빈곤국의 채무상황을 고려

하여 국가 간 조방안을 강구한다. 무거운 부채를 지고 있는 개발도상국

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부채 문제를 장기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

인 국내  국제  조치를 고려해 다. 빈곤국가 는 개발도상국가와 

력하여 청소년에게 생산 이고 알맞은 직업을 창출한다. 다국  제약회

사와 력하여 빈곤국이나 개발도상국이 필요한 약품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는 시장 역과 력하여 새로운 과학기술 혜택을 

모든 인류가 함께 릴 수 있도록 한다. 이 게  MDGs가 추구하는 방향은 

크게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과 ‘ 트 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언은 

지 까지 단일이슈로 취 되었던 빈곤완화, 환경, 교육, 여성개발 등의 범

세계 인 이슈의 해결을 해 각국의 의지가 강하게 표명되었다는 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한 공여국의 책임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책임도 

향후 원조효과에 요한 변수임을 밝혔으며, 원조의 효과제고를 해 원조

정책과 개발도상국에게 향을 미치는 무역, 투자  환경정책 등과의 일

성유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이 요하다. 

  MDGs에서 제시한 첫 번째 목표가 바로 극심한 빈곤과 기아로부터의 해

방이다. 국제농업 력, 해외농업개발의 경우 개 개도국을 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들 부분이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농업농  개발을 통해 빈곤,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제농업 력  해외농업개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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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단시간 내에 빈곤  기아 문제를 효율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수여국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몬테 이합의에 한 내용이다. 2002년 멕시코 몬테 이에서 개

최된 ‘개발재원국제회의’에서 니엄개발목표 달성을 한 개발도상국

들의 개발재원확보를 해 열린 회의이다. 몬테 이합의에서는 12억 명에 

이르는 세계의 빈곤인구 반감을 목표로 하고 선진국 측에 정부개발원조

(ODA)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 비율 0.7% 지출과 반제 불능 채무에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책임을 확인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측에도 오

직 추방과 무역 자유화와 시장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몬테 이 합의에

서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지속가능 개발을 한 국내 여건 

조성  Good Governance 체제 확립, ②외국인 직 투자(FDI) 등 민간재

원의 투명한 투자환경 조성, ③기업 활동의 다차원  효과에 한 고려  

기업윤리 확립, ④개도국 심사인 농업, 노동집약  공산품, 반덤핑 조치, 

통 지식 등 보호, ⑤WTO 각료회의 결과의 성실한 이행, 최빈국 시장

근 허용, ⑥개도국의 리더십과 주인의식에 근거한 수원국과 공여국 간 

력 계 구축  개도국 내 통치 행 개선, ⑦ODA의 실질  규모 증액, 

ODA/GNI 0.7% 달성, ⑧IMF 특별 인출권(SDR)  개발 력을 한 신규

재원 확보 방안 강구, ⑨빈곤 채무국에 한 부채 경감조치의 조속한 이행, 

⑩세계경제안정을 한 선진국 간 주요 경제정책 조정, ⑪국제 융규범 설

정에 개도국의 효과  참여 제고, ⑫ 융 기 방지 책 강화, 유엔, 무역기

구, 개발 력기구 등의 조 등이다.

  외국인직 투자 유치 여건이 열악한 최빈국, 소규모 섬 국가  내륙국

가의 경우 공 개발 원조를 통한 개발이 매우 요하다. 개발효과를 높이

기 해서는 공 개발원조 확 와 함께 수혜국의 주도 인 개발정책 수립 

 극 인 정책실행 의지, 국제사회의 개발 소요재원 보조 등 개발 트

십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원조국 간의 지원정책, 차, 행의 조화를 도

모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



부 록  343

부록 5

주요 곡물의 국제  국내 물류체계 

1. 국제 곡물물류체계

  <부록 5>에는 해외농업개발과 직 인 련을 맺고 있는 주요 수입국 

지 물류체계와 국내 물류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식량안보의 요소

가 주요 수입국의 물류체계에도 상존하고 있는지 악하기 해서는 곡물

이 어떤 경로를 거쳐 우리나라에 수출되는지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

내 물류체계는 수입된 곡물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연결되는지 분석하므로 

이 부분에서는 향후 국내 식량안보의 요소가 국내 물류체계에서는 어

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미국

  미국은 콩과 의 최  생산국이며 특히, 국내 수요가 많은 Non-GM 콩 

확보가 용이하다. 콩‧옥수수‧ 의 총 수입량 1,032만 4,000톤  미국산

(2009년 기 )은 732만 3,000톤으로 체의 70.9% 차지를 한다. 품목별로

는 옥수수 수입량이 592만 2,000톤으로 체의 80.8%를 차지하고, (99

만 5,000톤)은 52.2%, 콩(40만 6,000톤)은 37.2%를 차지한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곡물은 두 경로로 운송된다. 포틀랜드 항구에서 

한국까지는 약 15일이 소요되고, 뉴올리언즈에서 나마 운하를 거쳐 한국

까지는 약 35일이 소요된다. 

  미국은 곡물의 안정 인 생산  유통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든 곡

물이 컨테이  수출로 이루어진다. 한 시카고 선물거래소(CBOT)에 의

한 국제곡물 표가격이 형성되어 무역에 한 투명성이 높아 사업 환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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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 하지만 카길, 벙기 등 주요 곡물 메이  

업체가 유통 기반을 장악하고 있어 국내 기업 진출 시 메이  업체의 견제

에 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콩, 옥수수

포틀랜드

뉴올리언스

약 35일

약 15일

나마 운하

부도 5-1.  미국의 옥수수, , 콩의 해상운송 경로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at.or.kr).

  미국은 콩, , 옥수수 등 량거래 농산물의 유통경로가 정형화되어 있

으며, 부분 형 곡물메이 에 의해 유통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곡

물 엘리베이터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Country Elevator(산지 장‧운송

시설)는 농민이 생산한 곡물을 출하하는 산지집하장소로 곡물의 계량, 품

질검사  가격산정(등 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River Elevator 

(Sub-Terminal Elevator, 간 장‧운송시설)는 미시시피 강 유역에 치

하여 Country Elevator 물품의 간집결지 역할을 하며, 국내 식품가공업자 

는 수출상에게 보내는 장  운송 상의 역할을 담당한다. Export 

Elevator(수출지 장‧운송시설)는 미국 남부 뉴올리언즈 항에 치하여 

River Elevator에서 공 받은 물품을 장  품질 리하면서 본선에 선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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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생산

생산

생산

생산

산지
E L

산지
E L 터미널 E L

강변 E L

수출 E L

5.0만 톤 Bulk 선박
2.5만 톤 Bulk 선박

부도 5-2.  엘리베이터를 통한 곡물 유통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at.or.kr).

  미국에서 Non-GM 콩은 주로 소농에 의해서 재배되며, 생산량은 기상여

건에 따라 증감 폭이 커 부분 선도계약을 실시한다. 농가는 농장인근(8

5～100마일) 산지 엘리베이터의 수집담당자와 계약을 한다. 한편, 일본의 

곡물기업  젠노를 제외한 종합상사는 리 미흡으로 산지 엘리베이터 경

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다. 

  콩, 옥수수  12월까지 경작 작물을 결정하고 메이 와 선도계약을 체

결한다. 동일 경작면   시세 망에 따라 경작 작물을 선택하여 재배한

다. 경작 결정요인은 상가격, 윤작필요성, 장비용량, 상투입 비용, 기상

조건 등이다. 

  선도계약 방법은 농가와 수집회사가 지역별로 일반화된 로컬 Basis(Non-GM 

리미엄 등)에 따라 선도계약을 실시하며, 물품 는 수확물 인도시 의 CBOT 

선물가격으로 한다. 물품  가격결정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계약체결 시 가격 

결정일을 사 에 고정시키는 방법, 농가 인도 당시의 선물가격을 용하는 

방법, 수집회사가 정해진 인도 월 해당선물을 구매하여 계약농가의 물과 

교환하는 방법이다. 교환방식의 경우 수집회사는 선물을 매입해야 하므로 

가격변동 리스크에 노출되며 농가는 수집회사와 교환한 선물을 Short 

Hedging 하기 해 직  선물거래를 하기도 한다. 한편, GM 콩은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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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폭이 크지 않아 CBOT 시세에 따라 물계약이 주를 이루고 일부 선

도거래로 수집된다. 상당수의 농가는 물거래 시 가격변동 리스크를 헤지

하기 해 선물거래(Futures)에 참여한다.

부도 5-3.  Non-GMO 콩 도입 체계

종자회사
(구분 리)

종자공 계약재배 농가
(구분 리)

트럭운송

Country 엘리베이터
(구분 리)

트럭‧철도운송
River 엘리베이터

(구분 리  GMO 
검사)

바지선 운송

Export 엘리베이터
(구분 리  GMO 

검사)

선 (벌크) 본     선
(구분 리)

해상운송

국내도착(인천)
(구분 리)

하역  입고 정선업체(선 )
(구분 리)

정선  공

실수요업체
(두부, 두유, 장류 등)

제조  매 소 비 자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at.or.kr).

1.2. 브라질27

  라질은 세계 2 의 콩, 옥수수 생산국이며 국내로는 주로 사료용이 수

입된다. 라질의 콩  옥수수 생산량(2008년 기 )은 각각 5,785만 7,000

톤, 5,901만 8,000톤이다. 콩 단수는 미국과 비슷하나 재배 면 과 단수 증

27 본 연구의 수탁과제의 하나인 김동환(2010), ｢남미 해외농업개발 성공모델 개

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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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속도가 미국보다 빠르며, 옥수수 단수는 미국보다 낮지만 최근 증가추세

이다. 국내로 도입되는 콩‧옥수수의 총 수입량은 841만 7,000톤이며, 이  

라질산(2009년 기 )은 122만 8,000톤으로 체의 14.6%를 차지한다.

  라질의 콩 주요 생산지역은 Mato Grosso(1 ), Parana(2 ), Rio 

Grande do Sul(3 ), Goias(4 ), Mato Grosso do Sol(5 )이다. Parana, 

Santa Catalina, Rio Grande와 같은 남부의 주들은 통 인 콩 생산지역이

며, 이 지역을 심으로 Santos, Paranagua, Rio Grande와 같은 항구가 발

달되어 있다. 서부 주에는 Mato Grosso, Mato Grosso du Sul, Brazilia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1960년  이후 개발된 지역이다. 남부 지역은 토양

이 비옥하나 서부 사바나 지역에서는 질소, 인, 석회가 보충되어야 한다.  

서부 사바나 지역 토양은 침식에 약하여 무경운(no tillage) 농법이 범

하게 채용되고 있다. 

  서부 지역은 기후조건  강우도 하여 농산물 생산에 최 의 조

건을 가지고 있다. 재배가 가능한 농지 가격이 1ha당 3,500~4,500달러로 

렴하며, 통 인 농업지역인 바,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인력

이 충분하다. 라질 농업진흥청과 트 십에 의한 개인별 기술지원 체

계 정착 등 연구  기술지원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하지만 라질 내륙

에 치하여 원거리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이 높은 단 이 있다. 북쪽 

Belem 항과는 2,941㎞, 남쪽 Santos 항과는 1,686㎞ 떨어져있고 특히, 철

도시설이 부족하여 량운송을 수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  

치로 인해 기계화 농에 필요한 장비 등의 원활한 조달에 어려움이 있

고 농기계에 사용되는 연료 가격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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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부 지역

(Mato Grosso, Mato Grosso do 
Sul, Brazilia 주 등)

남부 지역
(Parana, Santa, Catalina, Rio 

Grande 주 등)

장

◦최 의 기후  자연 조건

  - 정량의 강우량 확보

  - 농토가 평야구조로 토양  

지정 학  조건 양호

◦ 렴한 농지가격과 풍부한 인력

  - 농지가격: 3,500～4,500달러/ha

로 렴

  -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 보유 

인력 충분

◦연구  기술지원

  - 주정부차원의 기술지원제도 정착

  - 생산성이 높은 작물의 다양화

  - 지원조직과 기술력에 한 경

쟁력 우수

◦최 의 기후  자연 조건

  - 정량의 강우량 확보

  - 농토가 평야구조로 토양  

지정학  조건 양호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 보유

◦도로, 항만, 인력수  원활

◦내륙에서 항구까지 최  500～

600㎞로 근 , 70% 이상의 도

로포장율

◦주정부의 극 인 농업 지원 

정책

단

◦내륙 원거리 수송으로 물류비용 

증가

  - 내륙 산지에서 주요 물류 

거  간 거리

  ․ 북쪽 Belem 항 2,941㎞, 남쪽  

Santos 항 1,686㎞, 리오데자니

에로 2,000㎞, 상 울루 1,600㎞

◦철도 부족, 량운송 수로에 

의존

  - 수로운송 시 비용 감 가능

하나, 아직 시설 미비

◦농기계 조달 어렵고, 연료 가격

도 높음.

◦우기 시 비포장도로 여건 악화

로 도로 역할 수행 미흡

◦북부지역에 비하면 높은 지가

로 인해 500ha 미만의 소농이 

많음.

◦양질의 콩이 생산되는 만큼 수

출단가가 높음. 

부표 5-1.  라질 콩의 지역별 생산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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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역은 라질 최 의 형화 두농업지인 Rio Grade do Sul주와 

더불어 유럽이민 2세의 개척 지역으로 60년 부터 고착화된 농법과 라

질 형의 농업지역이다. 주변 유수한 농업 학의 활성화로 인한 문 인

력, 농업 융 지원이 활발한 지역이다. 남부 지역은 최 의 기후  자연 

조건인 농산물 생산에 최 의 기후조건  정량의 강우량 확보, 농토의 

평야구조로 토양  지정학  조건이 자연 상태로 활용 가능성은 북부지역

과 다를 바 없으며, 통 인 농업지역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

한 인력이 충분한 것이 장 이다. 한 내륙에서 항구까지 최  500～600

㎞로 근 하며, 도로 포장률이 70% 이상으로 높아 다른 지역보다 농산물 

운송이 양호하다. 하지만, 농지 가격이 ha당 5,000～1만 달러로 서부 지

역보다 높아 500ha 미만의 소농이 많다. 양질의 두가 생산되는 만큼 톤

당 수출 액이 높은 단 이 있다. 

  라질의 콩  옥수수의 유통은 3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개별 

농가는 1) 개인(수집반출상)을 통해 가공업체  수출업체에 매하거나, 

2) 동조합을 통하여 가공업자 는 수출업자에게 매하며, 3)직  가공

업자 는 수출업자에게 직  매한다. 

부도 5-4.  라질 콩, 옥수수의 유통경로 

생산자

직접 공급

가공 및
수출업체

중개인
(수집반출상)

협동조합

  라질의 콩  옥수수의 산지 유통은 ADM(Archer Daniels Midland), 

Bunge, Cargill, Dreyfus 등 곡물 메이 의 역할이 크다. 곡물 메이 들은 

산지에 장시설을 운 하여 농가로부터 직  곡물을 매입하여 수집하며 

트럭을 통해 항구로 운송하고, 항구에서는 자체 터미 을 이용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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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수출한다. 라질 농가들은 규모 확 에 치 하여 자 이 부족하며, 

정부의 정책자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곡물 메이 가 선도거래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 자 을 공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펀드 자 이 유입

되어 생산자에게 자 을 공 하고 곡물을 수집해 가는 경우가 많다. 다국

 유통업체(곡물 메이 )는 산지 장시설(country 엘리베이터)과 항구의 

용 하역시설을 운 하며, 산지 장시설은 업체별로 30～40개를 보유하고 

있다. 

  라질의 물류인 라는 체 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라질 정부는 물

류 인 라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운송 수단별 비 은 트럭 

60%, 철도 33%, 수운 7%로 트럭 운송 비 이 높다. 운송 수단별 수송비

(1,000㎞/톤 기 )는 트럭 51달러, 철도 36달러, 수운 18달러이다. 트럭의 

운송 비 이 높고, 내륙에서 해안지역 주요 물류 거 까지의 수송거리가 

길어 수송비가 미국보다 높다. Santos, Paranagua, Rio Grande 항구에서 

체 수출 물량의 70% 이상을 처리하고, 최근에는 아마존 강 유역의 Itaci- 

atiara, Santerem 항구도 이용한다. 이  Santos 항28은 라질 최  도시

인 상 울루에서 남동쪽으로 68k㎞에 치하며 13㎞의 길이에 60선석의 

안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체 도로  포장 상태는 보통 45%, 우수 

10%, 불량 25%로 체로 좋지 않은 편이다. 철도 인 라도 취약하여 라

질 역을 커버하는 철도망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산토스 항과는 연

결된 철도는 마투그로수(Mato Grosso) 주 동남쪽 입구까지만 연결되어 있

고, 부분의 마투그로수(Mato Grosso) 주 지역에는 연결되지 않다. 한편, 

라질 산토스 항에서 국내 평택항까지의 운송시간은 약 35일이 소요된다.

28 Santos 항은 라질 최  항구이며, 2009년 재 8,300만 톤(1,100억 달러)의 화

물을 취 하 다. 주요 취  품목은 설탕, 오 지, 두, 자동차 등이며, 고속도

로, 철도 등 수송망이 양호하여 항구로의 근성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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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옥수수

평택

약 35일

산토스

서양

부도 5-5.  라질의 곡물 해상운송 경로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at.or.kr).

1.3. 우크라이나29

  2009년 재 우크라이나는 주요곡물(보리, 옥수수, , )의 세계 제 6

 생산국인 동시에 수출량 기 으로 세계시장의 9%를 차지하는 등 생산

량에 한 수출량 비 이 47.9%로 농업생산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이

다. 미국과 EU-27개국  러시아에 뒤이은 세계 4 의 곡물 수출 국이며,  

보리와 해바라기유의 수출 비 은 각각 34%, 45%로 세계 제1 이며, 유채 

수출 비 은 20%를 차지해 제2  수출국이다. , 콩 수출비 은 9.4%를 

차지해 제3 , 옥수수 수출비 은 6.2%로 세계 제4 를 차지한다(Toeper 

International, May. 2010).

  재(2009년 8월 기 ) 한국의 곡물수입국 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 다

음인 제2  수입국이다. 우크라이나 곡물기업들은 농장에서 항구까지의 기

29 본연구의 수탁과제의 하나인 성진근(2010), ｢우크라이나 해외농업진출 성공모델개

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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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경비를 감하고 곡물 확보의 불안정성과 험성을 이기 하여 

농지임차에 의한 직  농장경 에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형 

우크라이나 곡물기업은 우크라이나  지역에 리  는 표사무실을 

설치하고 흑해항구로 곡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다. 

  주요 생산지에서 항구까지의 수송은 트럭, 철로  강을 이용한 선박이 

담당한다. 트럭 운송은 300～400㎞ 운송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 이상인 

1,000㎞ 거리운송에는 철로수송이 경쟁력이 있다. 육로운송은 매우 경쟁이 

심한 편이고, 철로운송은 련공사의 허가를 득해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에 Nibulon사는 드네 르 강을 이용하여 바지선으로 곡물을 수송하는 새로

운 수송수단에 투자를 시작했다. 선박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반 으로 알려진 곡물수송비용은 트럭수송비가 1～1.5UAH/

톤/㎞, 철로수송비가 0.2～1.0UAH/톤/㎞이다. 철로수송비가 트럭수송비에 

비해 렴한 것은 사실이나 높은 하역비와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장거리 수

송 시에만 경쟁력이 있다. 

구 분 
철로수송

(Ukrainian Railways)
육로수송
(Truck)

거리(㎞) 500 1,000 500 1,000

량(ton) 60 60 20～40 20～40

차량(wagon)당 비용(UAH) 4,925.6 8,805.6 10.08 7.30

ton당 비용(UAH) 82.09 146.76 120 230

부표 5-2.  우크라이나의 내륙 수송비 

자료: Heinz C. Sttubenhoff(2010).

  다국  곡물기업은 곡물농장과의 직 계약에 의한 곡물 확보량을 늘이

고 있으며, 형곡물수출업체는 각 항구마다 2～3개의 선   하역업체를 

산하에 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오데사항을 비롯한 곡물수출항구

가 흑해에 연하여 여러 곳에 가동되고 있으며 곡물수출항구별로 주요 이용

하는 수출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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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명 주요이용곡물회사 

베르디안스크 Inerco, Toepfer, Unigrain, Omega Commodities 

일리쳅스크 Bunge, Glencore, Louis Dreyfus, Toepfer, Nidera, Inerco

이즈마일 Toepfer, Louis Dreyfus

헤르손 W.J. Grain, Soufflet, Toepfer, CHS, TH Privat, Unigrain 

마류폴 Cargill, Inerco, Kulberg Finances, Toepfer, Noble Resources

오데사
Toepfer, AWB, Glencore, Cargill, Bunge, W.J.Grain, Valars, 

Grain Trade, Inerco, Louis Dreyfus, Nidera

니콜라 Nibulon, Inerco, Valars, Cargill, Allseeds, Risoil, Toepfer, Grain Trade

세바스토폴 Cargill, Nidera, Louis Dreyfus, CHS, Soufflet, Noble Resources

유즈니 Bunge, Glencore, Louis Dreyfus, Nidera, Valars 

부표 5-3.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별 곡물수출회사 

자료: Chomiak(2010).

  우크라이나에는 흑해 연안항구와 흑해로 연결된 큰 강에 있는 내륙 항

구가 해외시장으로 곡물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18개 항구 

에서 14개 상업항구가 곡물을 수출하거나 운송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2009년 재,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별 곡물 취 량을 살펴보면, 니콜라

와 유즈니가 각각 20%를 유하여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일리쳅스크

(18%), 오데사(15%), 세바스토폴(13%), 헤르손(6%) 등의 순이다. 우크라이

나 최 항구인 오데사의 곡물 취 량이 상 으로 은 것은 농산물 이외

의 수출입상품의 물동량 증가로 곡물수송선석(船席)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망되는 곡물 생산량으로 곡물수출량은 앞으로 

크게 증가해 갈 것이지만, 장과 품질 리를 한 곡물 엘리베이터 시설

은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망이다. 곡물생산과 유통주체들은 기존의 값비

싼 수출물류시설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물류기반시설을 건설할 수밖에 없

는 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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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용(UAH/ton)

엘리베이터 서비스 이용료 20～30

차량(wagon) 이용료 40

통 처리 수수료 160

 -제증명(수의검역, 품질) 발

 -훈증처리

 -철로이용과 련된 추가비용

항구이용료 10～20

총계 300～390UAH/ton, 30～45USD/ton

부표 5-4.  항구 엘리베이터의 곡물처리 비용 

자료: Heinz C. Sttubenhoff(2010).

, 옥수수

평택

오데사

약 30일

부도 5-6.  우크라이나의 곡물 해상운송 경로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at.or.kr).

  우크라이나에는 내륙 엘리베이터가 892개 설치·운 되고 있는데, 부

분의 시설이 노후되어 비효율 으로 운 되고 있다. 엘리베이터 시설의 

98%가 구소련시 에 건설된 것으로 곡물교역을 한 상·하역 능력을 갖추

고 있는 시설은 제한 이다. 장에서 수집된 수많은 등 의 곡물을 같은 



부 록  355

탱크 속에서 보 하는 과정에서 곡물 체의 등 은 하향 평 화되고 있다. 

최신설비를 갖춘 효율 인 엘리베이터 신축비는 기존의 엘리베이터시설을 

구매 는 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비  수도 있다. 그러나 최신설비에 의

한 곡물취 비용의 감으로 장기 으로 신축비용은 상쇄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에서 국내 평택 항까지의 운송시간은 약 30

일이 소요된다. 

1.4. 기타 지역(국가)

  연해주로부터 국내로 도입되는 곡물은 매우 미미하며, 재 공업, 

서울사료, 인탑스 등 7개 업체가 진출하여 콩, 옥수수 등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진출기업  공업(10,000톤)과 인탑스(5,000톤)가 사일로를 보

유하고 있다. 연해주 지역은 물량확보가 용이하고, 곡물 메이 의 향력

이 거의 미치지 않아 경쟁 수 가 낮다. 하지만 산지 수출엘리베이터 등 

유통시설이 미비하고 사회주의체제로 수출 통제의 부정 인 변수가 존재

하여 수출환경은 미흡하다. 

  국으로 도입되는 곡물은 부분 식용 콩이며 옥수수와  수입은 미

미하다. 국은 GM 콩 미재배 지역으로 Non-GM 콩 확보에 유리하다. 

국의 곡물 유통 여건은 산지 장  수출 엘리베이터 시설이 부족하지만, 

컨테이  수출시설은 양호한 편이다. 연해주 지역과 마찬가지로 곡물메이

의 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아 국내 기업 진출 시 경쟁 수 가 비교  

낮지만,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정치  이해 계에 따라 수출 통제 가능성이 

높아 수출 여건은 좋지 않은 편이다. 

  해상운송 경로는 연해주의 경우(콩, 옥수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부산 

항까지 약 2일이 소요되고 국의 경우(콩), 련 항에서 평택 항까지 약 2

일 소요된다. 이들 지역(국가)은 다른 지역(국가)에 비해 한국과 지리 으

로 근 해 있어 해상 운송 시간이 매우 짧은 이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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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7.  연해주  국의 곡물 해상운송 경로

               (연해주)                               ( 국)

콩, 옥수수

부산

약 2일

블라디보스토크

 

콩

평택

약 2일

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at.or.kr).

  한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곡물 생산 기반은 양

호하지만, 산지 장  수송 인 라가 미흡하고, 외국인 투자 련 인허가 

업무가 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이원화되어 있어 차가 복잡하다. 인도네

시아의 옥수수 생산량(2009년 기 )은 1,400만 톤이며, 최근 세계 각국의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로 옥수수 생산기반이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산지 

사일로 등 정선시설이 부족한데다 수출엘리베이터 등 항만 인 라도 무

하여 수출 여건은 양호하지 않다. 한 카길 등 주요 곡물 메이  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 국내 기업 진출 시 곡물 메이  업체와의 경쟁은 불가

피하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항에서 부산 항까지 약 7일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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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곡물의 국내 유통체계

2.1. 밀

  국내로 도입되는 은 TRQ 물량이 없고, 사료용은 무 세이며, 제분용 

세는 1.8%로 매우 낮음. 도입규격은 GM이 US NO. 3이며 NON-GM은 

US NO. 1이며, 부분 가루용으로 사용된다. 

  수입 리 방식은 옥수수, 콩과 달리 TRQ 물량이 없기 때문에 민간 실

수요업체에 의해 자율 으로 수입이 이루어진다.30  구매는 부분 각 

지역에 있는 규모 회원사가 각 회원사의  도입량을 취합한 후 공동으

로 용선하여 이루어진다.  수입업체는 의 안 한 수송과 운항경비의 

감을 도모하기 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선박의 부 는 일부를 고

용하는 정기용선 계약방법31을 취한다. 

  공동 용선으로 취합된 은 제분 회 회원사로 공 되고 개별 회원사는 

제면업체, 제빵업체, 제과업체 등 규모 수요처로 직  공  하거나 리

30 곡물 수입가격은 선물가격과 베이시스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선물가격과 베이

시스를 합해 수입가격을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을 랫(Flat) 거래라고 하며, 선

물가격과 베이시스를 별도로 확정하는 것을 베이시스 거래라고 한다. 을 포

함한 우리나라 곡물수입은 부분 랫 거래를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선물이

나 베이시스 거래에 한 정보와 문가가 부족하고,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

하기 때문이다. 베이시스 거래는 곡물가격의 변동추이를 보아가며 선물을 매입

함으로써 가격변동에 효율 으로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베이시스 자료

를 분석하여 물거래에 이용한다면 랫 거래보다 더 경제 일 수 있다. 그러

나 매일 곡물 거래가격의 동향을 살펴야 하며, 시장분석 능력을 갖춘 문 인

력이 필요하다(이 섭, 2009). 
31 정기용선은 기간용선이라고도 함. 일반 으로 선주가 해운업자에게 자기소유

의 선박을 빌려주고 용선자는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약정한 용선료를 지불하

며, 연료비·항비 등의 운항경비를 부담한다. 선주는 선원을 승선시켜 내항상태

로서 용선자에게 배를 인도해 주며, 선원비·수리비·선용품 등의 직 선비와 상

각비·보험료· 리 등의 간 선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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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시 으로 유통시킨다. 국내 수입 의 실수요업체는 한국제분공

업 회에 속한 8개사이며 주요 업체는 한제분, CJ제일제당, 동아제분 등

이다. 업체별 유통비 (2007년 기 )은 한제분이 체의 26.2%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CJ제일제당 25.5%, 동아제분 16.1% 순이

다. 그 외 삼양 맥스, 한국제분 등 나머지 5개사의 비 은 30% 내외를 차

지한다(이 섭, 2009). 

부도 5-8.  수입  유통경로 

제분협회
(공동 용선)

제분협회
회원사

 - 대한제분
 - CJ
 - 동아제분
 - 삼양믹맥스
 - 한국제분 등

대량 실수요자
제면업체

제빵, 제과업체
양조업체

기타

소비자

대리점(도매상)
제면업
제과업
제조업
일반용
기타

출장소
(영업소) 슈퍼 체인

소매상

식료품점

기타
실수요자

직접공급

대리점 경유

자료: 양정자료(2010)의 ｢ 가루 유통경로｣  이 섭(2009)을 활용하여 재구성.

   구매 회원사는 외국 곡물업자(  공 자)와 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오퍼(Offer)상으로 한국제분공업 회에 입찰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

사에게  구매입찰안내서를 송부하고, 경쟁 입찰에 의하여 최  응찰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다(이 섭, 2009). 

2.2. 옥수수

  옥수수 수입은 수입제한이 없지만, 정부의 추천을 받은 시장 근물량만 

율 세로 수입이 가능하고 기타 물량은 고율과세로 수입하여야 한다. 정

부수입물량인 TRQ의 옥수수 세는 분·당용이 3%, 사료용이 1.8%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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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Q 과 물량에 한 양허세율은 고율인 328%로 일반 수입업체가 자유

롭게 수입할 수 있다. 옥수수는 양곡 리법에 따라 TRQ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실수요 업체를 규정하고 있고 회가 배정받은 TRQ 물량을 실

수요자인 회원사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옥수수의 도입규격은 GM과 

NON-GM 각각 US NO. 2이다. 

  식용으로 수입되는 옥수수의 TRQ 추천 행기 은 한국 분당 회, 곡

물음료조합, 한국콘 회, 농수산물유통공사이다. 실수요업체는 분·당용

의 경우 상, 삼양제넥스, 신동방CP, CPK 등 한국 분당 회의 7개 업체

이다. 식용 옥수수의 용도별 유통비 (2008년 기 )은 분·옥분용이 체

의 74.7%로 가장 높고, 그 밖에 곡차용, 팝콘·튀김용, 콘그리츠용은 1% 미

만으로 비 이 매우 낮다. 기타로는 제지용, 골 지용, 의약용품 등으로 사

용된다. 

  사료용 옥수수의 TRQ 추천 행기 은 사료 회, 농 앙회(농 사료)

이다. 실수요업체는 (주)카킬애그리퓨리나, CJ 사료 등 사료 회의 42개사 

 농 앙회(농 사료)이다. 사료용 옥수수 수입은 사료 회를 통한 공

동구매와 농 사료의 단독 구매로 이루어진다. 곡물 운송은 주로 벌크선으

로 운송되며 벌크선 용량이 개 5만 5,000톤  내외로 소규모 사료회

사들은 단독으로 구매가 어렵다(이 섭, 2009). 사료 회의 옥수수 수입은 

주로 C&F 랫구매로 이루진다. 하지만 농 사료는 베이시스 거래비 이 

차 증가하고 있다. 2007년에는 농 사료 체 수입물량의 26%, 2008년

도에는 47%, 2009년 9월 말 기 으로는 50%가 베이시스 거래로 수입되었

다(이 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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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추천기관 수입 제품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사료업체 배합사료
사료용(900만톤)

할당관세(0%)

식용(2,853천 톤)
할당관세(0%)

전분‧전분당

옥수수차

팝콘‧뻥튀기

시리얼

전분 ‧옥분용(2,130천 톤)

곡차용(4천 톤)

팝콘 ‧튀김용(24천 톤)

콘그리츠용(22천 톤)

기타(673천 톤)

한국전분당협회

곡물음료조합

한국콘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전분‧옥분제조가공업체

옥수수차 제조가공협회

팝콘‧튀김용 

제조가공협회 

콘그리츠 가공협회

부도 5-9.  수입 옥수수 유통경로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at.or.kr).

2.3. 콩

  콩 수입은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TRQ 조건부 이 세 구조이다. 식용

과 채유·박용의 TRQ 콩 세는 각각 5%이며 TRQ 과 물량에 한 양허

세율은 487%로 고율 세가 부과된다. 수입 콩의 TRQ 추천 행기 은 식

용이 농수산물유통사, 채유·박용이 한국 두가공 회이다. 식용의 경우 국

내외 가격편차가 심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직  물량을 도입하여 실수요

자에게 매하고 수익 은 농안기 에 귀속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하는 NON-GM 콩은 연식품조합, 한국콩가

공 회, 식품공업 회 등으로 공 이 이루어지고 이를 개별 회원사  업

체로 제공된다. 이 단계에서 해당업체들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행한 

구분 리에 한 증명서와 공 자에 한 정보를 개별업체에 발부한다(한

재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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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의 실수요업체는 연식품연합회, 장류조합, 메주조합, 콩가공식품 회, 

두체 회 등에서 식용을 취 하며, CJ, 사조해표가 채유·박용을 취 한다. 

채유회사는 당  CJ제일제당, 사조해표(  동방유량), 삼양유지 3사체제로 

운 되었으나 최근 삼양유지가 CJ 제일제당에 합병되어 재는 2개 회사

가 운 된다. 2008년도 매실 은 CJ제일제당이 58%, 사조해표가 42%를 

차지한다(이 섭, 2009).

부도 5-10.  수입 콩 유통경로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at.or.kr).

  콩의 용도별 유통비 (2008년 기 )은 식용이 체의 87%로 가장 높고, 

장류박용과 콩나물 콩은 각각 7%, 6%로 매우 낮은 수 이다. 식용 콩의 

사용용도는 두부용, 두유용, 장류용, 메주용, 군 수용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부용이 체의 53%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장류

용 19%, 메주용 15%, 두유용 1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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