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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초식가축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양질 조사료를 일정 이상 급

여해야 한다. 그러나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조사료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

지 우리나라의 조사료 생산과 유통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쌀의 수급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을 축소하고 해당 면적에 다른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

다. 이 연구는 벼 대체작물로서 국내 생산 확대가 요구되는 사료작물을 도

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적인 이용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축산업 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의 원료인 곡물의 국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은

경종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획득 가능성과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경기도, 농

협중앙회 등의 유관기관과 한국초지조사료학회 그리고 학계의 여러 전문

가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연구가 국내산 양질 조사

료 생산과 유통 활성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관련 정책수립과 연구에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1.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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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속적인 쌀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쌀 가격의 하락은 농가의 소득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일정 벼 재배면적을 타작물재배로 전환해야 한다. 그

렇지만 식량상황의 급변을 고려해야 하기에 식량작물의 재배가 항시 가능

하도록 논의 형상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 경우 논에 벼 대체로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의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경종농가의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경제성 유무를 검토하고, 생산 이후 유통까지 벼

대체 사료작물의 효과적인 이용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한다.

정부의 조사료 생산에 대한 각종 지원을 모두 고려할 경우 사료용 옥수

수의 평균 소득은 10a당 88만 2천 원, 사료용 벼는 10a당 77만 9천 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4년간 쌀 소득 10a당 59만 1천 원~70만 2천 원(평균 66

만 2천 원)보다 옥수수의 경우 평균 22만 원, 사료용 총체벼는 11만 7천

원이 더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정부의 보조가 지속될 경우

사료작물 재배의 경제성이 벼 재배보다 더 높다. 그러나 각종 정부 지원과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에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사료작물 생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이 경우 우량 종자의 개발과 품종 개량을 통해 현재의 조

사료 생산 단수를 더 높일 수 있는 다수확품종의 보급과 직접지불제의 도

입을 통한 경종농가에의 유인책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사료작물의 연중생

산이 가능한 작부체계를 도입할 경우 높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농가

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높은 소득과 생산성을 위한 연구가 병행되어

야 한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를 위한 농가와 TMR 업체 대상 설문조

사 결과, 경종농가는 사료작물 재배 후 확실한 판매처 확보와 적정 수준의

소득 보장이 필요하고 축산농가와 TMR 업체는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조사료 품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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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사료 이용체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조사료에 대한 시장기능

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통구조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현재 조사료 품질 수준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박탈되고 생산

자의 품질 관리 및 품질 제고에 대한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

장기구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구매조합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를 조직하고, 이들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가

해당 거점 권역 내에서 조사료 시장기구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방

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의 기본 기능으

로는 물류기능,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와 신뢰 제고, 원활

한 수급 균형과 가격설정 등의 도매시장 기능의 제공, 영세사업자를 위한

자금지원 및 기계장비 임대 기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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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stablishing Rice Replacing Forage Crops
Using-System

This research examines an economic efficiency of growing forage crops in-
stead of rice and establishes effective using-system of forage crops. 
Continuous exceed supply of rice with its decreasing price is pointed out 
as a main factor of farm income decline. To mitigate such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replace rice acreages to other alternative crops. However, con-
sidering food security and North Korea’s food shortage problem, it is im-
portant to maintain certain amounts of paddy field acreages. 

With government’s subsidies, producers’ net income from field corn 
and rice whole crop silage are 8,820,000won and 7,790,000won per a hec-
tare each. These figures show higher net income than from food rice 
production. Without government’s subsidy, meanwhile, food rice growers’ 
net income much higher than forage crops. Thus, introducing more pro-
ductivity and cost reducing technologies with direct payment for forage 
crops are necessary to facilitate replacing rice acreages.  

This study interviewed livestock growers, rice farmers, and TMR 
companies to examine the possible approaches of enlarging forage crop 
productions in paddy fields. The outcomes showed that maintaining stable 
sources of forage crops supply and demand are most important to derive 
income. Livestock industry also demands upgrading forage crop qualities. 

The research argues that a lack of market-based system is the main 
obstacle of restricting the growth of domestic forage crop production. To 
solve market inefficiency in domestic forage production and consump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forage crop exchange center” in a several 
regions. The “forage crop exchange center” will provides several functions 
such as forage crop wholesale market place, supplying information for re-
ducing uncertainties and setting price signals, providing funding op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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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ities for small businesses. 

Researchers: Woo, Byung-Joon; Jung, Min-Kook, Lee, Myung-Gi, Kim, 
Hyun Joong

E-mail address: bjwoo@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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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농지는 국민의 식생활을 위한 식량 공급을 담당하

고,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농업생

산을 통해 농가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며,

축산업과 연계되어 자원순환농업의 토대를 제공하는 등 무한한 가치를 지

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지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재배되는 작물인 벼

는 국민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작물이며, 경종농가 소득의 원천이

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농지, 특히 논의 형상과 면적을 일

정 수준 유지·보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농지는 성격상 일단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면 다시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

복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합리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경우 토양 악화 등으

로 인한 비옥도 감퇴로 그 경제적 가치를 크게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적

정 수준의 논 면적 유지를 위해서는 양적 개념과 질적 개념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김수석 외 2009).

근래 들어 수급불안정으로 촉발된 쌀 재고 증가와 벼 재배농가의 소득문

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일정 수준의 논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벼 대체 작

물 경작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대안으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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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국내 사료작물 이용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논에서의 벼 대체 사

료작물 재배 확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1.1. 벼 재배면적 축소 필요성의 대두

기상여건 등의 영향으로 인해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과 총생산량은 지속

적으로 변동했지만, 벼 재배면적 감소세가 유지되면서 쌀 생산량은 전반적

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연이어 단수

가 평년단수를 크게 상회하면서 감소하던 쌀 생산량은 증가했다. 그 결과

2009년산 수확기(10～12월) 산지 벼 가격은 4만 4,598원/40㎏으로 전년 동

기대비 15% 하락하였고, 2010 양곡연도 수확기 쌀 가격은 14만 2,861원

/80㎏으로 전년대비 12% 하락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98년 100㎏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세

가 지속되어 2009년에는 74㎏으로까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감소추

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에는 1인당 쌀 소비량이 60㎏ 전후 수준으로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까지 국내 쌀 정책은 가격지지와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수매

제도와 소득지지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제와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근간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4년의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등에 대응하면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 대외 경쟁력 제고, 식량안보 확

보 등을 위해 쌀 정책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양정개혁의

실시를 통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공공비축제의 도입, 의무수

입물량(TRQ) 관리, 산지 민간유통 활성화 등의 대책이 추진·시행되었다.

그러나 쌀 수급 불일치에 따른 쌀 공급과잉으로 인해 쌀 생산농가의 소

득은 감소하는 반면, 정부의 쌀 재고 유지를 위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쌀

생산 조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축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는 2010년부터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 원을 지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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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 필요성 대두

국내 양축농가의 현안 문제 중 하나는 농후사료 중심의 급여체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조사료 급여량과 이에 따른 생산비와 생산성 저하 문제이

다. 소의 생리현상을 고려할 때 소에 급여해야 하는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은 60:40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가축사육 두수

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사료 생산면적으로 인해 충분한 양질 조사료

공급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농후사료 의존비율이 높아져 생산비와 생산

성 모두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현재 급여되고 있는 조사료의 상당량은

축산농가에서 저급 조사료로 인식하는 볏짚 중심이기 때문에 사료가치가

더 높은 양질 조사료의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논 기반을 유지하면

서 벼 소득을 보전 및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경종과 축산농가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1.1.3. 사료작물 이용시스템 고도화 필요

정부의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1을 통해 조사료 생산면적과 생산

량은 2007년 164천ha, 3,618천 톤에서 2010년 244천ha, 4,127천 톤으로 높

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보리수매 감소와 휴경지 증가를 이

용한 동계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전용 품종의 개발·보급에 따른 것이

었다. 그러나 조사료 증산이 청보리와 같은 동계 맥류 조사료 작물에 집중

되면서 기후조건이 적합한 호남지역에만 편중되어 수요와 공급의 지리적

불일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청보리 위주의 대책 추진으로 수

요자의 사료작물 재배 선택폭이 제한되어, 벼 재배면적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하계 사료작물을 포함한 조사료의 연중 공급체계 구축 및 생산증대

1 정부는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부존자원 활용을 위해 1998년부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을 통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유통비, 기계·장비, 볏

짚 처리, 종자 구입비, 가공시설, 초지조성·보완, 기반시설지원 등의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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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생산기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자급조사료의 경우 대형 원형 곤포사일리지 중심으

로 구성되어 유통비용 증가와 이용 효율성 저하 문제가 있으며, 품질관리

및 규격화 미비에 따른 수요자의 이용 회피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내 자

급조사료의 생산기반과 유통시스템 등 전체적인 이용시스템의 효율성 제

고도 함께 요구된다.

1.2. 연구 목적

향후 쌀 공급과잉으로 발생하는 수급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

면적 적정 수준으로의 축소가 필요하고 축산농가의 자급조사료 이용 기반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양축농가와 경종농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종농가의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가능성을 확인

하기 위한 경제성 유무를 검토하고, 생산 이후 유통까지 벼 대체 사료작물

의 효과적인 이용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국내 조사료 생산의 경제성

임영철(2009)은 쌀 소비위축과 쌀 수급조절 목적으로 논 2만ha에 사료작

물을 재배할 경우 쌀 재고량을 약 10만 톤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에서 재배되는 옥수수에 정부 보조금 120만 원을 지급할 경우 벼 재배보

다 ha당 3만 1,000원의 소득향상이 있다고 주장하여 논에서의 사료작물 재

배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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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2006)은 논에 벼 대체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물빠짐이

좋은 미사질～사질양토의 논을 선정해야 하며 주위 논으로부터 차단배수

가 가능할 뿐 아니라 파종, 수확 등 대형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고 장마 시

수직배수는 물론 수평배수가 잘 되는 논을 선정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

적했다.

2003년부터 3년간 축산연구소와 작물과학원이 공동으로 사료용 총체벼

생산 이용 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사료용

총체벼의 생산성이 14톤/ha를 넘지 못했는데 이는 재배기술 부족에 의한

것으로 향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가축 급여효과 실험 결과에

의하면 한우의 경우 일당 증체가 9%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젖소의

경우도 체세포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신용광 외(2007)는 조사료 생산확대로 인한 조사료 수입량 감소와 외화

절감 효과가 2015년 4,7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계측했으며, 조사료 공급

및 이용확대에 따른 조농비율 개선으로 한우사육농가의 사료비 절감효과

는 2015년에 4,260억 원, 낙농농가의 사료 절감효과는 204억 원에 이를 것

으로 전망하고 청보리 종자의 검사규격 신설과 청보리 종자보급의 활성화

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2.2. 최적 작부체계 연구

윤세형 외(2007)는 중부지역의 유기조사료 생산에 적합한 작부체계 연

구를 통해 하계 사료작물 중 사료용 옥수수는 잡초 발생으로 생육이 억제

된 반면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은 잡초 발생이 없어 관행 옥수수 대비

높은 생산성을 보이며 동계 사료작물의 경우 생산성 측면에서 이탈리안 라

이그라스(Italian Ryegrass; IRG)보다는 호밀이 더 우수함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지역에서 유기 조사료 생산을 위한 최적 작부체계는 수수×

수단그라스와 호밀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세형 외(2008)는 남

부지역의 경우 유기 조사료 생산을 위한 최적 작부체계는 하계에는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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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그라스이며 동계에는 IRG와 호밀 모두 적합하다고 정리했다.

윤기용 외(2009)는 정부의 조사료 생산 증대정책이 대부분 청보리, IRG,

호밀과 같은 화본과 사료작물 위주임을 지적하고, 그 결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화학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토양 산성화, 유기물 함량 감소, 지표

수 부영양화 등 생산 환경은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공중 질소를 고정하여 토양 질소를 공급하는 역할이 큰 두과

사료작물을 도입하여 지력회복과 조사료 질의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

적했다. 또한 실험 결과 두과 사료작물 중 레드 클로버(red clover)의 생산

성, 사료가치 및 가축사육 능력이 가장 우수하여 중부지방에서의 생산에

적절한 것으로 분석했다.

신재순(2010)은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벼 재배 중심의 간척농지 이용

의 다변화 및 고도화를 위해 벼 대신 사료작물의 적용 가능성 연구에서 중

부지역인 충남 당진 대호간척지와 경기 화성 화옹간척지에서 시범적으로

사료작물 재배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 결과, 간척지 논에서의 안정적인 수

량 확보를 위해서는 총체벼+IRG의 작부체계가 가장 우수한 것을 밝혔다.

김종근(2006)은 논에서 사료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앞으로의 추진 방향

과 관련해서 생산성이 우수한 작부체계 확립, 습해에 강한 품종 개발, 효율

적 작업 가능 기계 개발 등을 지적했으며, 논에서 초지를 조성해서 소규모

방목 가능 여부에 대한 실험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논에서 총체벼 생

산과 관련해서는 전용 품종 개발, 재배기술 확립, 총체벼 사일리지 위주의

섬유질 배합사료 개발, 안정적 작부체계 확립, 전용 수확기기 개발 및 경종

농가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 국내 조사료 생산과 유통 시스템

김찬호(2006)의 연구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4.1%의 응답

자가 조사료 시장의 개설이 필요하며, 95.6%의 응답자가 조사료 유통의 건

전성 확보를 위해 조사료 품질 인증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52.2%의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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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질인증을 국가기관이 수행하여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

다. 또한 이 연구에서 수입조사료에 의존하는 농가들은 국내산 조사료가

품질저하, 공급불안정, 높은 가격을 이유로 수입조사료를 이용한다고 응답

했다. 조사료 유통체계의 문제점으로 적합한 사료작물 재배단지 확보 곤

란, 저장이나 운송 중의 파손 문제, 대형 곤포사일리지의 이용 불편, 조사

료 생산과정에서의 고가 장비 투입 필요, 경종농가와의 연계 미흡, 조사료

생산의 특정 지역 편중 및 수급 불균형 문제 등이라고 정리했다.

허덕 외(2006)는 기존의 조사료 생산 지원정책이 청보리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청보리 생산에 한계가 있는 중부지역에

는 호밀·귀리 등의 대체작목 생산 보급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또는 중부

지역에 적합한 청보리 종자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기계화가 어려

운 토지에 대해서는 방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함께 언급

했다.

3. 연구 내용과 방법

3.1. 연구범위와 보고서 구성

벼 대체 사료작물의 경제성과 이용시스템 검토를 위해 이 연구에서 분석

하는 주된 작물은 식용 벼와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총체벼로 설정한다. 이

는 하계작물로 논에서 무리 없이 재배가 가능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을 올

릴 수 있는 작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료용 쌀도 논에서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생산 및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

으며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연구 실적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일본

의 사료용 쌀 재배 사례 소개로 접근한다.

이 연구에서 이용된 연중조사료 생산을 위한 최적 작부체계는 농촌진흥

청 축산과학원의 최근 연구자료를 이용한다. 다만 최적 작부체계에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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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다양한 조사료 작물의 생산성과 경제적 시장가치에 대한 자세한 자료

가 미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분석에서는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일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청보리의 생산성과 가격을 이용한다. 유통되

는 조사료 제품과 관련해서는 TMR 업체와 농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곤

포사일리지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

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 내용과 방법 등이 설명된다. 2장은

국내 사료작물 이용 동향을 요약하고 있다. 3장은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4장은 해외의 벼 대체 사료작물 이용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TMR 업체를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5장은 사료작물 이용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6장은 보고서 내용의 요약과 결론이다.

3.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논 이용 현황과 미래 전망 및 자급

조사료 생산과 이용 전반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농

촌진흥청, 기타 관련 국내 정부 및 민간기관의 자료를 검토하고 해외의 조

사료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 초지축산종자협회 등의 자

료를 검토한다. 또한 정부의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TF 활동과 함께 연

계하여 국내산 조사료 증산 대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다.

사료작물 생산의 일차적 주체인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하고, 사료작물의 최대 수요처인 TMR 업체와 축산

농가의 조사료 이용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종합적인 이용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산과 유통현장

의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도입 가능한 사료작물 작부체계 정리를 위해 농

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의 자료를 인용한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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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체계도





국내 사료작물 이용 동향 제2장

1. 사료작물의 정의와 중요성

1.1. 사료작물의 정의

사료관리법에 의하면 사료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

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2·배합사료 및 보조사

료”를 지칭한다. 한편 사료의 축산학적 의미는 “가축이 생명유지 및 생산

활동에 필요로 하는 각종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 또는 무기의 물질”

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사료, 농후사료, 특수사료로 구분

할 수 있다.

사료작물(forage crops)이란 가축의 사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재배되는 모

든 작물을 지칭하며 목초(pasture crops)와 청예작물(靑刈作物, soiling crops)

로 나눌 수 있고, 그 외에 다즙질(多汁質) 사료작물로 근채류(root crops)

등이 있다.

조사료(粗飼料, roughages)는 농후사료(濃厚飼料, concentrates)에 대비되

는 단어로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한다. 농업용어사전(1997)은

2 단미사료는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

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사료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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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인 사료"로 조사

료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물의 사료 중 일반적으로 부피에 비하여 가

소화영양소(可消化營養素)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의 총칭, 이에

는 각종 짚류, 건초류, 생초류와 청예작물 그리고 사일리지와 근채류 등이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영양사료용어집 1995).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사료의 정의는 에너지나 단백질 등의 함유량이 낮아 가소화영양소가 적

은 반면 조섬유(粗纖維) 함량이 많고 거칠며 부피가 있는 사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인규 외 1995, 채범석 외 1998, 김동암 1998).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사료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

면 조사료에는 좁은 의미의 단년생 작물인 사료작물(옥수수, 수단그라스,

연맥, 유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밀 등)과 초지로 불리우는 다년생작물

인 목초(화본과 목초, 두과 목초)로 나눌 수 있다.

1.2. 조사료의 특성

조사료는 농후사료에 비해 비교적 구조탄수화물의 함량이 높고 부피가

큰 사료로서 생초, 건초 또는 사일리지 형태로 동물에 급여된다. 조사료는

섬유질 및 리그닌(lignin)3 함량이 높기 때문에 소화율이 비교적 낮고 농후

사료에 비해 에너지 함량이 낮은 편이나 총가소화영양소(Total Digestible

Nutrient, TDN) 단위당 생산비가 낮고 반추동물의 정상적인 소화기관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급여되어야 한다.

조사료는 일반적으로 농후사료에 비해 지용성 비타민의 함량이 높으며

특히 두과목초는 비타민 A, D의 훌륭한 공급원 역할을 한다. 단백질의 경

우 두과목초의 조단백질 함량은 20% 수준 이상인 반면, 볏짚과 같은 고간

3 목재, 대나무, 짚 따위의 목화(木化)한 식물체 속에 20~30% 존재하는 방향족 고

분자 화합물로 세포를 서로 달라붙게 하는 구실을 하는데 이것이 축적되면 세

포 분열이 멈추고 단단한 조직으로 된다. 목질소(木質素)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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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藁稈類)는 3～4%에 머물기도 한다. 따라서 조사료는 종류에 따라 우수

한 사료와 저질사료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출수(出穗)를 앞둔 영양 생장

기의 목초는 소화율이 65～75%에 달하며, 개화(開花) 전의 콩과 목초는 조

단백질 함량이 20% 이상이고 비타민과 광물질 함량이 풍부하여 소가 필요

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노환국 2009).

1.3. 조사료의 중요성

1.3.1. 사료자원으로서 중요성

축산업에서 조사료는 반추동물에게 필히 급여되어야 하는 사료자원으로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초식가축 중 반추동물의 경우 조사료는 되새

김의 생리적 기능을 유지시켜 주므로 일정량 이상의 조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 공급된 조사료는 되새김 과정을 통해 타액분비를 촉

진시켜 위액 생성과 유용 미생물상 및 위액 내 각종 성상을 유지시켜 줌으

로써 사료의 섭취와 흡수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반추위의 휘발성

지방상 조절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찬호 2006).

반추동물에게 전분이나 당류를 많이 함유하는 농후사료를 과다하게 공

급하면 반추위 내에서의 미생물에 의한 발효가 너무 신속하게 진행되어 반

추위가 산성화하면서 타액 분비량이 감소하여 반추위의 산성화가 촉진된

다. 반추위가 산성화됨에 따라 섬유소분해 미생물과 같이 산성에 약한 미

생물의 번식이 약화되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고 정상적인 반추위의 기능

이 불가능해져 소화율 감소와 사료섭취량 감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성에 강한 미생물이 증식함에 따라 휘발성 지방산의 생성비

율이 변화되어 유지방 합성에 이용되는 초산의 생성비율이 감소되며 상대

적으로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의 생성비율이 증가한다. 이 경우 산유량

과 유지율의 감소 등을 초래하고 심할 경우 산(acid) 중독을 거쳐 가축이

폐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농림부·농협중앙회 2006, 노환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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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로피온산의 증가에 따라 생성된 체지방은 간과 번식기관에 축적

되어 대사성 질병과 “과비우증후군”에 따른 분만 후 기립불능, 태반정체,

자궁내막염, 유열, 산욕열 등의 번식장애를 일으킨다. 이렇게 약해진 소는

난소기능의 회복 지연으로 발정 발현이 늦어져 가축의 경제수명을 단축시

킴으로 양축농가의 경영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반추위의 기능과 건강

유지를 위해 반드시 일정량 이상의 조사료를 급여해야 대사장애 예방과 번

식효율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노환국 2009).

1.3.2. 공익적 기능으로서 중요성

목초 중 두과작물의 경우 질소고정 효과를 통해 화학비료 이용을 저감하

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목초는 토양 내 유기물을 증가시켜 토양

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토양의 입단구조형성으로 토양수분과 공기의 확

보력을 강하게 하여 토양보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성경일

외 2010).

사료작물의 재배는 연중 일정하게 푸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변경관

을 개선시킨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와 연계되어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화학비료 대체 및 토질의 산성화 예방 등 친환경축산을 가능하게

하는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조사료는 시비에 있어 벼에 비해 5

배 이상 수준까지 가축분뇨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순환농업에서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1.3.3.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성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수입 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가축 생산

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종별로 40% 이상에 달한다. 따라서

국제 곡물가격과 유가(油價), 환율 등의 대외조건 상승요인 발생에 사료가

격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는 축산농가의 경영 악화로 나타난다.

배합사료의 주요 원료곡물인 옥수수 국제가격(CNF)은 2009년 206 US$/



국내 사료작물 이용 동향 15

톤, 2010년 226US$, 2011년 343US$로 과거에 비해 크게 인상되었으며,

그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질의 조사료를 국

내에서 생산·이용할 경우 사료용 해외 곡물 수입을 대체할 수 있어 사료비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 압박 요인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자급조사료의 경우 국내 생산이 과잉될 경우에도 다른 농산물 가격에 영향

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

히려 축산물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안정에도 긍정적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사료작물 이용 동향

2.1. 조사료 수급 동향

근래 들어 소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사료 공급량도 함

께 증가했다. 2006년 346만 5,000톤이었던 조사료 생산량은 정부의 조사료

증산 시책에 힘입어 2009년 437만 3,000톤까지 증가했으나, 이상기온에 따

른 작황부진으로 2010년에는 412만 7,000톤으로 소폭 감소했다.

구분
국내 생산

수입(B)
합계

(C=A+B)

자급률

(A/C)목초 사료작물 볏짚 등 소계(A)

2006 294 1,032 2,139 3,465 757 4,222 82.1

2007 290 1,200 2,128 3,618 999 4,617 78.4

2008 286 1,506 2,315 4,107 947 5,054 81.3

2009 280 1,821 2,272 4,373 830 5,203 84.0

2010 273 1,597 2,257 4,127 906 5,033 82.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2-1. 연도별 조사료 공급 현황

단위: 천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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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과 같이 우리나라 조사료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80% 이상 수준

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조사료 중 50% 이상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볏짚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는 축산농가가 직접 사료로 이용하거나 또는

보리, 연맥, 수단그라스, 호밀, 옥수수 사일리지 등의 일부 품목은 완전혼

합사료(Total Mixed Ration; TMR)4 생산 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TMR

사료공장의 원료는 크게 조사료, 농후사료, 부산물 등이 포함되며 수입건

초 중 티모시, 연맥, 알팔파, 톨페스큐 등과 수입 옥수수 사일리지 등이 이

용된다. 부산물에는 비지, 미강(米糠), 맥주밥, 효모액 등이 사용된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정부의 조사료 생

산기반 확충사업과 간척지 등의 논을 이용한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노력

등에 힘입어 조사료 재배면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초

지 면적은 초지의 타용도 전환 증가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표

2-2>.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료작물(단년생) 123.4 152.2 200.6 205.2

목초(다년생) 41.4 40.8 40.1 39.4

계 164.8 193.0 240.7 244.6

자료: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1, 농림수산식품부.

표 2-2. 조사료 재배 면적

단위: 천ha

4 TMR은 complete r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TMR은 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가 사료에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고 그 영양소 균형은 혼합된 사료의 어

느 부분을 취하여도 완전히 동일하도록 섞여 있으며, 무제한으로 급여하여 충

분한 양을 먹어도 가축의 건강이나 생산성에 장애가 없이 정해진 목표치를 달

성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사료급여시스템을 의미한다(축산기술연구소·개군한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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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년 2015년 2020년

사육두수(천 두)
한육우 2,950 2,560 2,370

젖소 395 378 365

총사료 소요량(천 톤)
한육우 10,241 8,887 8,227

젖소 2,821 2,699 2,607

조사료 급여비율(%)
한육우 38 53 60

젖소 50 57 60

조사료 소요량(천 톤)

한육우 3,892 4,710 4,936

젖소 1,410 1,539 1,564

합계 5,302 6,249 6,500

주: 사료 소요량 추정을 위해 한육우는 두수×평균체중(350kg)×섭취량(평균체중의

2.5%,건물기준)×연일수(365일)×평균수분함량 8% 제외(100/92), 젖소는 두수×평

균체중(600kg)×섭취량(평균체중의 3%,건물기준)×연일수(365일)×평균수분함량 8%

제외(100/92)를 적용한다.

자료: 한석호 외, 2011. “KREI 농업경제전망(2011년 상반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2-3.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치를 감안 총사료 소요량 분석

2.2. 조사료 수급 전망

국내 축산농가의 조사료 수요 전망을 위해 2015년과 2020년 사육두수

및 조농비율을 설정한 내용은 <표 2-3>과 같다. 조농비율이 2015년 한육우

53:47, 젖소 57:43, 2020년 한육우 60:40, 젖소 60:40으로 변화한다는 가정

을 기초로 추정한 조사료 총소요량은 2015년에 624만 9,000톤, 2020년에

는 650만 톤에 달한다<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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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중점 추진과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조사료 재배면적 및 다수확 우량품종 개발·보급 확대

- 신품종 보급, 재배작물 다양화 및 작부체계 개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 지자체·경영체 경쟁유도, 종자관리 강화, 실수요자 중심 사업

논 이용

재배확대

○국내수급, 토양특성 등 감안, 재배단지 점진적 확대

- (’10)3.1천ha(간척지 1천) → (’11)5천ha(2천) → (’12)1만ha(3천)

○(소득보전) 조사료 재배 소득증대 및 생산 효율화 지원

- 사일리지제조비 인상(3만 원/톤→4만 원), 타작물 재배 보조금(300

만 원/ha), 준경관보전직불금(100만 원/ha),

- 간척지: 사용료 면제, 장기임대(5년) 및 이모작 허용 등

표 2-4. 조사료 생산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3. 조사료 정책 변화

3.1. 과거 조사료 정책 방향

자급조사료 생산과 이용 관련 정부의 과거 정책목표는 2012년까지 조사

료와 농후사료 급여비율을 5:5로 올리고 조사료 재배면적을 275천ha로 확

대하여 자급률을 85%로 제고하는 것이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2020년을

목표로 조농비율을 6:4로 올리고 조사료 재배면적을 360천ha, 자급률은

9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러한 과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의 주요 정책분야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유통활성화 및 품질관리 강

화”, “안전관리 및 홍보교육 강화”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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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중점 추진과제

유통

활성화

및

수급

안정

○ 유통비·운영자금 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

- ’12년 유통비(30억 원), TMR 운영자금 지원(100억 원) 신설

＊장거리운송비(3만 원/톤), 유통촉진비(1만 원/톤), 생산구축비(5천

원/톤) 지원

○계약재배, 공급·구매자간 MOU 확대

○TMR 가공장 지원강화(유통비, 시설장비 등)

○수급상황 고려 할당관세 물량 탄력적 운용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생산실명제 및 품질등급(A, B ,C) 표시제 추진

- 자발적으로 품질 등급이 기재된 생산실명 표기

○조사료 펠렛 등 고품질 가공 조사료 개발

○사료용 볏짚에 대한 농약 검사 실시

- 연도별 사료검사계획에 반영 시행(연간 100건, 농산물품질관리원)

교육·

홍보강화

○순회교육 등을 통한 국내산 조사료의 우수성 홍보

○조사료 생산·이용기술 연구 및 기술보급 확대

표 2-5. 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3.2. 신규 조사료 정책 계획 

양질 조사료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축산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목표는 2014년까지 조사료와 농후사료 급여비율

을 55:45로 올리고 사료작물 생산량을 지금의 2배로 증산하여 양질의 사료

작물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다(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2011). 정부는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사료의 생산·이용·기능보강 등 각각의 측

면에서 세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절

에서는 조사료 생산 증대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 방

향을 제시한다.5

5 3절 조사료 관련 대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현재 검토 중인 “조사료 증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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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생산 분야

가.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정부는 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을 2011년 254천ha에서 2012년 320천ha로

확대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정부지원 면적은 예산 확보 기준으로 2011

년 93천ha에서 2012년 150천ha로 상향되었다. 이를 위해 재배확대 의지가

높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며, 매주 단위로 파종 및 교육·홍보

실적을 취합·점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해 예산지원 및 포상할 계획이다.

사료작물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된다.

첫째, 대규모,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조사료 재배 특구로 지정하고 지속

적인 조사료 생산 유도를 위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조사료 재배실적이 있

으며 향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0개씩

총 50개소를 지정하며 특구 규모는 최소 500ha로 하되, 작업구역이 최소

100ha 이상이다. 특구에 대해서는 기계·장비를 추가 지원하고 조사료 가공

장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을 육성한다. 150ha

이상 면적 또는 연간 3천 톤 이상 조사료 생산·유통을 지정조건으로 매년

5개소씩 4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셋째, 지형과 기후 등 조사료 재배조

건이 열악한 지역에 맞춤형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와 같이 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특구 지정이 불가능한

시·도에 한하여 조사료 육성단지를 매년 5개소씩 총 25개소를 조성하여 기

계·장비를 추가 지원하고 조사료 가공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간

척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위해 간척농지 임대 계획를 2011년

6,503ha에서 2012년 10,013ha로 3,510ha 확대한다. 또한 논 소득기반 다양

화사업과 연계하여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2011년 1천ha, 2012년 2천ha,

2014년 4천ha로 확대한다. 사료작물 재배단지는 작물의 특성상 300ha 이

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이 연구에서 소개된 정책 내용은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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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대규모 단지 및 건답이 가능한 간척농지를 우선 활용한다. 이 외에

펠렛·규브 등의 가공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 연구, 하천부지 등 유휴지

이용 확대 등이 추진된다.

나. 사료작물 생산성 향상

정부는 2011년 대비 2012년 조사료 생산량을 20% 증산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 및 사일리지 손실량 절감

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생산성 향상에 기반이 되는 기술

보급을 위해서 적기 파종, 입모 중 파종, 파종 후 진압, 혼파 재배 등 생산

성 향상 요소를 분석한다. 또한 관·배수시설 지원, 진압기·파종기·수확기

및 정선시설 등 기계·장비 지원 시 사료작물을 우선 지원 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동자원 시설과 연계를 강화하고 초종별 파종 전에 교육·홍보

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적 작부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전국을 지형, 기후 등에 따라 7개 권역

으로 구분하여 세부 작부체계를 개발·보급하며, 작부체계에 적합한 내재해

성, 다수성 종자를 개발·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작부체계 권역별로 표본 조

사지역을 설정하여 생산성 향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종자의 경우에는 보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내 생산 기반 정도에 따라

국내 및 국외 생산을 병행하고, 종자 소요량을 사전 조사하여 계획적으로

생산·보급하는 등 종자 공급 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육성

품종도 수입적응성 심의 위원회 인증품종과 병행 안내함으로써 국내 육성

품종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다. 사료작물 생산·이용 주체 정예화

조사료 생산 경영체 관리 체계 도입으로 사일리지 품질 저하 방지 및 유

통질서 확립을 유도하며 우량 경영체 육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1,173개 전체 경영체 중 2015년까지 상위 30%를 집중 육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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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체 구성 및 생산의 안정성, 재배면적 확대 추이, 생산성, 품질 및

유통 안전성, 경연대회 참가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경영체에게는 조사료

기계·장비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등에 조사료 생산·이용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

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장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연구기관, 학계, 농·축협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인력풀을 구축하고 조사료 생산·이용 기술, 유통, 경영관리, 농가

관리 등 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거점 경영체 등에 대한 현장 문제 해결 등 수요자

맞춤형 지도를 할 방침이다.

3.2.2. 이용 분야

가. 조사료 유통 활성화

조사료 생산지와 소비지 간 원활한 수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등을 지원한다. 장거리 운송비는 타시·도

유통 시 거리별로 차등 지원하고, 연간 1천 톤 이상 타시·도에 공급하는 경

영체에는 생산구축비를 지원, 연간 500톤 이상 구매하는 TMR 가공장에는

유통촉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 및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TMR 가공장과 같은 대량 사용처 간

에 사전 계약재배를 추진한다. 계약재배 참여를 통해 생산경영체는 안정적

유통망을 구축하고, TMR 업계는 수요에 맞는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점조합 및 지자체 인정 경영체를 중심으로 유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매·공급조합, 경영체 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연중 공

급 시스템과 인터넷사이트 개발로 실시간 조사료 온라인 유통 시스템 구축

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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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료 품질관리

조사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조사료 품질검사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

한다. 경영체 관리인, 유통 경영체 품질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

절차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인력이 확인한 물량에 대

하여 유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제도 도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제도도입을 위

해서는 (가칭)조사료 생산·이용 육성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현재 동계 사료

작물 중심의 사일리지 품질 등급 기준을 옥수수, 수단류 등 하계 사료작물

사일리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인터넷을 통한 국내산 조사료 유통을 활성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홈페

이지를 이용한 조사료 장터를 구축 및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농협 축산사

이버 컨설팅 내 조사료 사고팔기 코너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산 조

사료 정보를 제공하며 생산 경영체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3.2.3. 기능 보강

가. 교육·홍보 및 R&D 강화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한 지역별 순회교육을 조사료 경영체, 농가, 공무

원, 조합,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동계작물 파종이 끝나는 10월

말경에 실시한다. 사일리지의 품질균일 및 품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하계

작물 수확이 끝나는 9월 말경에 사일리지 품질평가 및 경연대회를 개최한

다.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참여 확대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계 및 하계

작물 수확시기인 5월과 8월에 조사료 생산 시연회를 개최하고, ‘전국 조사

료의 날’을 지정하여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배포

한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당면 현안 교육을 위해서 지자체,

농·축협, 관련 업계의 조사료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한다.

재배면적, 종자 생산량 기초 통계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조사료 생산·제조·이용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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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의 조사료 생산·이용 선진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나. 제도 개선

일련의 조사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

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의 조직·기능을 확대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료, 해외자원개발, 조사료 관리, 조사료 이용 등을 업

무를 담당하는 사료팀을 신설한다. 농촌진흥청은 축산과학원에 조사료 전

담 연구소를 신설하고 농협중앙회는 조사료팀을 조사료 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선정요건에 조사료 재배면적을 추가함으

로써 축사시설 자금 지원과 조사료 확대 정책을 연계한다. 구매 비용 과다

로 자금회전이 어려워 경영환경이 열악한 TMR 가공장의 운영자금을 융자

로 지원한다. 액비 살포비(20만 원/ha) 지원 농경지와 조사료 재배지역 연

계로 재배면적을 확대하며, 연계한 재배단지에 액비유통센터 등 지정 요구

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 및 지자체 책임 강화를 위해 보조율을 조정한다. 또한 청보리

가 포함된 준경관 보전 직불금 대상에 혼파작물까지 확대하는 등 경관 직

불사업을 조사료 작물 확대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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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 수급추이와 전망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80.7㎏에서 2010년 72.8㎏으로

매년 약 1.6㎏씩 감소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연평균 감소율은 약 2%에 달

한다. 같은 기간 벼 재배면적은 980천ha에서 924천ha로 매년 11.2천ha씩

감소하고 있으며, 연평균 감소율은 약 1.1%에 달한다. 이와 같이 국민 1인

당 쌀 소비량과 벼 재배면적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벼 재배면적

보다 소비량의 감소 추세가 더 크기 때문에 쌀 수급 불안정과 쌀 가격 하

락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박동규 외(2011)는 2011년부터 한시적으로 생산조정제도를 시행하면서

현행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을 고정할 경우와 변동시킬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각각의 중장기 쌀 수급을 전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벼 재배면적은 2015년산 80만～81만

ha, 2020년산 72～77만ha로 전망되며, 1인당 쌀 소비량은 2015년 62.8㎏～

64.6㎏, 2020년 56.6㎏～58.6㎏으로 전망된다<표 3-1, 표 3-2>.

쌀 수급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되며 정부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목표

가격을 조정하고 공공비축제만 관리하는 현행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13년

의 쌀 목표가격은 80㎏당 16만 원 수준으로, 2018년의 목표가격은 80㎏당

14만 원 중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쌀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 수취가격도 목표가격 수준으로 동시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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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농가판매가격

(원/80kg)

1인당 소비량

(kg/인)

2009 924.5 4,916 307 137,040 72.1

2015

시나리오1 812.7 4,331 586 116,429 64.6

시나리오2 812.7 4,331 409 129,108 63.5

시나리오3 811.5 4,324 525 120,847 64.2

시나리오4 813.3 4,334 348 133,839 63.1

2020

시나리오1 774.6 4,195 586 101,516 58.6

시나리오2 776.6 4,206 409 111,121 57.7

시나리오3 775.2 4,198 525 104,711 58.3

시나리오4 777.5 4,211 348 114,756 57.4

자료: 박동규 외, 2011. “통상여건 변화에 대비한 식량정책 보완방안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표 3-1. 중장기 쌀 수급전망(목표가격 고정+생산조정제)

연산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농가판매가격

(원/80kg)

1인당 소비량

(kg/인)

2009 924.5 4,916 307 137,040 72.1

2015

시나리오1 803.1 4,280 586 119,342 64.4

시나리오2 803.1 4,280 409 132,581 63.2

시나리오3 800.4 4,266 525 124,446 63.9

시나리오4 804.1 4,285 348 137,348 62.8

2020

시나리오1 724.9 3,927 586 115,265 57.4

시나리오2 737.5 3,995 409 123,549 56.7

시나리오3 724.1 3,922 525 119,720 57.0

시나리오4 744.5 4,032 348 125,674 56.6

자료: 박동규 외, 2011. “통상여건 변화에 대비한 식량정책 보완방안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표 3-2. 중장기 쌀 수급전망(목표가격 변동+생산조정제)

쌀 직불제 목표가격을 변동하고 일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면

목표가격 하락을 지연하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쌀 가격이 하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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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생산량(A) 총소비량(B) A-B 자급률(%)

2015

목표가격고정

+생산조정제
4,331～4,334 3,109～3,183 1,148～1,225 136～139

목표가격변동

+생산조정제
4,280～4,285 3,098～3,177 1,103～1,187 135～138

2020

목표가격고정

+생산조정제
4,195～4,211 2,829～2,888 1,307～1,382 145～149

목표가격변동

+생산조정제
3,927～4,032 2,792～2,831 1,096～1,240 139～144

표 3-3. 중장기 식량자급률 전망

단위: 천 톤, %

여 목표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 반면 쌀 직불제 목표가격을 현재 수준으로

계속해서 고정할 경우에도 쌀 변동직불금이 생산에 영향을 미쳐 쌀 가격의

하락폭이 커진다(박동규 외 2011).

박동규 외(2011)의 분석결과와 같이 새로운 양정개혁이 시작된 2005년

수준의 쌀 소득의 유지는 목표가격의 고정 또는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가격의 하락 우려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과 <표 3-2>에서 전망된 1인당 쌀 소비량을 바탕으로 2015년

추계인구 49,277,094명과 2020년 추계인구 49,325,689명을 적용하면 국내

산 자급률은 2015년 135～139%, 2020년 139～149%로 추산된다<표 3-3>.

<표 3-1>과 <표 3-2>를 바탕으로 계산된 <표 3-3>에 따르면, 수입쌀을

제외한 후 국내산 쌀 생산량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2015년과 2020년

에 1,000～130만 톤 이상 쌀이 과잉생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재배면

적으로 환산하면 벼 생산단수를 540㎏/10a로 가정하여 약 200천ha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면적이 된다.

근래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따른 벼 생산량의 일시적 급감

이나 갑작스러운 정세변화에 따른 통일 대비 식량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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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일상적인 소비량보다 더 많은 쌀 재고의 확보는 당연히 고려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비축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표 3-1>～

<표 3-2>의 분석결과에서 지적되었듯이 지속적인 쌀 공급과잉과 이에 따

른 쌀 가격의 하락은 농가의 소득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

정 벼 재배면적을 타작물재배로 전환해야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식량상

황의 급변을 고려해야 하기에 식량작물의 재배가 항시 가능하도록 논의 형

상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된 20만ha 중 10%인 2만ha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연간 사료용 옥수수 100만 톤 또는 사료용 총체벼 88만 톤의 추가 확

보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사료작물의 추가적인 생산량 증가는 벼 대체를

위한 다른 경제작물의 재배와 달리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폭락과 농가소득

감소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국내산 양질 조사료 생산 증

가에 따른 수입 건초 등에의 수입대체효과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양질 조사료 급여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 국내 논 면적의 지속적인 유

지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농경지 이용 현황과 사료작물 작부체계 검토

2.1. 농경지 이용 현황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경지 이용면적은 사료작물 재

배 증가 등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조사료

생산 확대 정책에 힘입어서이며, 2008년 이후 전체 조사료 재배면적은 경

지 이용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3-4>.

이미 언급했듯이 벼 재배면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단수

증가로 쌀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지 않다. 반면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어 쌀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쌀 수급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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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 2009 2010

경지면적 1,759 1,737 1,517

경지이용면적(A) 1,834 1,873 1,820

- 논 1,116 1,132 -

- 밭 719 741 -

벼 재배 면적 928 918 887

조사료 재배면적(B) 193 241 244

- 목 초 41 40 39

- 동계작물 110 155 160

- 하계작물 42 46 45

조사료 재배면적 비율(B/A) 10.5 12.9 13.4

자료: 통계청, 농림수산식품부.

표 3-4. 경지 이용면적 및 벼, 조사료 재배면적

단위: 천 ha, %

정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의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통일 대비 및 식량안보,

환경 보전과 논의 공익적 기능 등을 고려해서 일정 면적의 논의 형상은 유

지되어야 한다.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농림수산식

품부는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2010년 5월에 벼 재배 농가

를 대상으로 “타작물 재배사업”을 실시하여 사업 참여 신청 농가에 ha당

300만 원을 지원했다. 벼 대체를 위한 정부의 당초 사업목표는 3만ha이었

으나, 이 중 9,714ha가 약정되어 약정률은 32.4%에 머물렀다.

2010년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벼 대체 작물로 가장 많이 신청된 작물은

콩으로 32.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채소류가 14.7%, 사료용 옥수수

는 10.8%, 고추는 10%를 차지했다. 사료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신

청 면적의 16.1%에 달했다<표 3-5>.

2011년에는 사업명칭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사

업목표 면적은 4만ha로 7월말 현재 39,951ha가 약정되어 약정률은 99.9%

이다. 총 98천 농가가 355개 품목의 벼 대체 타작물 재배를 신청했으며 이

중 조사료 작물에 대한 신청면적은 5,680ha인 14.2%에 달했다. 조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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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면적 콩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총체벼
채소류 고추 감자 기타

약정 면적 9,714.2 3,195.1 1,045.9 514.4 1,427.6 973.5 406.8 2,150.9

점유율(%) 100.0 32.9 10.8 5.3 14.7 10.0 4.2 22.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3-5. 논에 타작물 재배 약정 결과(2010년)

단위: ha

경우 당초 계획면적이 1만ha였으나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한 수요감소 등

의 원인으로 신청 면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료 작물 중 신청면적

은 수단그라스 2,143ha(5.4%), 사료용 옥수수 1,812ha(4.5%), 사료용 총체

벼 1,120ha(2.8%),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150ha(0.4%) 순이다.

2.2. 사료작물 작부체계 검토

작부체계(Cropping System)는 일정한 면적에서 여러 가지 작물을 순차

적으로 조합하거나 배열하여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작부조합 설정을 위

한 작물의 선택은 해당지역의 기상조건, 토양비옥도, 재배작물의 수확시기

및 이용형태,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김종덕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사료작물 작부체계로 고려할 수 있는 작물은 사료용 총

체벼, 옥수수, 수수 및 수수×수단그라스 등의 하계작물과 청보리, 호밀,

IRG 등 동계작물이 있으며, 봄이나 가을철 짧은 기간에 재배하는 귀리, 유

채 등이 있다.

작부체계에 있어 주작물의 선택은 지역, 농가규모, 가축의 종류, 사일로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과거의 경우 청예용 수수×수단스라스

교잡종, 트렌치 사일로용의 사일리지 옥수수, 건조 볏짚 등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원형곤포기의 보급으로 원형곤포(라운드 베일) 사일리지용 수수

×수단그라스 교잡종, 청보리, 생볏짚, IRG, 호밀 등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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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종덕 2009).

논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주작물은 벼고 부작물은 다년생 사료작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작물은 벼와 사료용 총체벼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답리작 작물은 주로 동계 사료작물인 호밀, 귀리, IRG와 월년생(越

年生) 두과작물 등을 이용하는 형태가 된다. 이러한 작부체계는 하계에 논

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이 사료용 총체벼를 포함한 벼이고 농가의

소득도 벼를 재배할 때 가장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양

질 조사료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사료 연중생산 작부체계를 설정할 경

우에는 주작물과 부작물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그림 3-1>은 국내에서 조사료를 생산할 경우 지역별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적기 파종 및 수확시기 작부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볼 경우

강원지역은 기후관계로 사료작물 연중 생산은 불리함을 알 수 있다. 경기

지역은 하계작물로 옥수수 또는 수수류가 적합하며, 동계작물로는 호밀이

적합하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호밀 품종은(종곡우, 이그린, 다그린) 수

입종에 비해 출수기가 1주일 이상 빨라 답리작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다(수입종: 4월 30일, 국내 개발품종: 4월 22～23일).

중부 이남지역은 기후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동계작물로 다양한

작부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 중부 이북지역은 호밀과 하파귀리를 이용한

답리작 작부체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중부 이남지역의 경우 호밀, IRG,

청보리, 트리티케일, 월동 귀리 등을 농가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특

히 충남과 영·호남 지역은 하계작물로 옥수수와 수수류 이 외에 사료용 총

체벼 재배가 가능하다. 동계작물 중 트리티케일은 호밀과 밀을 교잡한 작

물로서 재해적응성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하지만 내한성이 강

해 특히 중북부 지역에 적합하다. 귀리의 경우는 추파용 월동귀리가 개발

되어 재배북방한계선이 대전 이남지역인 -7℃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옥

수수 후작 단기작물로 재배가 가능하며 높은 사료가치와 기호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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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지역별 조사료 연중 생산 작부체계

자료: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내부자료.

3.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의 경제성 검토

3.1. 쌀 생산농가 소득 추이

2007～2010년의 4년간 직접지불금을 제외한 벼 재배 농가의 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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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년산 2008년산 2009년산 2010년산

총수입 854,241 1,013,362 944,438 822,229

생산비 607,354 629,677 624,970 614,339

순수익 246,887 383,685 319,468 207,890

경영비 364,293 389,620 395,126 388,068

소득(A) 489,948 623,742 549,312 434,161

쌀 직불금(B) 101,351 70,000 152,743 165,087

-고정직불금 70,000 70,000 70,000 70,000

-변동직불금 31,351 0 82,743 95,087

총소득(A+B) 591,299 693,742 702,055 599,248

주: 직불금액은 김정호 외. 2009. “2009년산 쌀 증산에 따른 가격 및 소득 분석”

참조.

자료: 통계청, “쌀 생산비 조사결과”, 각 연도.

표 3-6. 논벼 재배농가의 10a당 소득 추이

단위: 원/10a

은 10a당 43만 4천 원~62만 4천 원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에서 쌀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직접지불금(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포함시키

면 벼 재배에 따른 평균 소득은 10a당 59만 1천 원~70만 2천 원으로 증가

한다<표 3-6>.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논의 경우 1ha당 74만 6천 원, 진흥지역 밖

의 논은 59만 7천 원에 달하며, 평균적으로 논 1ha당 70만 원의 고정직불

금이 지원되고 있다. 변동직불금의 지급단가는 (목표가격 - 수확기 쌀 평균

가격) × 85% - 고정직불금으로 계산된다. 2012년까지 목표가격은 쌀 80kg

당 170,083원이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 5년 단위로 변경된다. 2009년까지

매년 증가하던 벼 재배농가의 직불금 포함 소득은 2010년의 쌀값 하락으

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다<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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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총체벼

(목우)나쁜 상황 좋은 상황 평균

수량(톤/ha) 40 60 50 44

단가(원/kg) 170 170 170 135

조수입(A) 680 1,020 850 594

경영비(B) 488 488 488 317

보조금과 지원(C) 490 550 520 502

소득(=A-B+C) 682 1,082 882 779

주: 보조금과 지원은 사일리지 제조비 보조, 고정직불금, 논 소득기반 다양

화사업 보조 등을 포함한다.

표 3-7. 벼 대체 사료작물 소득 비교

단위: 천 원/10a

3.2. 조사료 재배의 경제성 검토

3.2.1. 하계작물만 고려할 경우(정부 지원과 보조금 포함 시)

벼 대체 사료작물 생산의 경제성 분석에 있어, 쌀 생산 후 논에 답리작

동계작물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옥수수와

사료용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재배 소득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2011년

기준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지원 300만 원/ha, 하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톤당 3만 원, 논농업에 대한 고정직불금 등을 적용한다.

<표 3-7>과 같이 정부의 조사료 생산에 대한 각종 지원을 모두 고려할

경우 사료용 옥수수의 평균 소득은 10a당 88만 2천 원, 사료용 벼는 10a당

77만 9천 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4년간 쌀 소득 10a당 59만 1천 원~70만

2천 원(평균 66만 2천 원)보다 옥수수의 경우 평균 22만 원, 사료용 총체벼

는 11만 7천 원이 더 높은 수준이다. 다만 옥수수 수확량은 지역과 일기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 만약 옥수수 생산량이 적어 소득이 낮은 ‘나쁜

상황’일 때 쌀 소득이 조금만 높아지면 정부 보조를 모두 고려해도 옥수수

소득은 쌀 소득보다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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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쌀 평균(4년)
사료용 옥수수

평균
사료용 총체벼

소득(A) 524,290 882,300 779,200

지원 및 보조금 총계(B) 122,295 520,000 502,000

- 고정직불금 70,000 70,000 70,000

- 변동직불금 52,295 0 0

- 논 소득기반 다양화 보조 0 300,000 300,000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0 150,000 132,000

지원 제외 소득 비교(A-B) 454,290 362,300 277,200

주: 지원을 제외한 쌀 평균소득은 변동직불금을 포합한 소득임.

표 3-8. 정부 보조금과 지원을 제외한 품목 간 소득 비교

단위: 원/10a

옥수수를 논에 재배할 경우, 습해 피해, 태풍 피해, 기계 작업 곤란 등의

복합적인 제약 요인이 있다. 이러한 제약 요인 때문에 벼 재배 농가가 논

에 옥수수 재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벼 대체작물로서 옥수수

재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옥수수 재배에 따른 기대 소득이 이러한 제

약요인들을 상쇄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3.2.2. 하계작물만 고려할 경우(정부 지원과 보조금 제외 시)

조사료 생산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과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에는 벼 재

배농가의 소득이 사료작물 생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표 3-8>. 이 경

우 쌀과 사료용 총체벼의 소득차이는 177,090원/10a, 쌀과 사료용 옥수수

의 소득차이는 91,990원/10a에 달한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의 각

종 지원이나 보조금이 없을 경우 경종농가의 경우에는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에 의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종농가의 조사료 생산 유인을 위해서는 각종 보조와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에도 쌀 생산보다 더 높은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량

종자의 개발과 품종 개량을 통해 현재의 조사료 생산 단수를 더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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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콩 고추
사료용 옥수수

(평균)

사료용 총체벼

(목우)

조수입(A) 807 4,650 850 594

경영비(B) 179 1,762 488 317

보조금과 지원(C) 370 370 520 502

소득(=A-B+C) 998 3,258 882 779

주: 보조금과 지원은 사일리지 제조비 보조, 고정직불금,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보

조 등을 포함한다.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통계과 홈페이지 자료.

표 3-9. 벼 대체작물 간 소득 비교

단위: 천 원/10a

있는 다수확품종의 보급이 중요하다.

만약 사료용 옥수수 평균 생산량이 ha당 50톤에서 56톤으로 증대될 경

우 각종 정부 지원을 제외한 경종농가의 소득은 464,300원/10a로 변동직불

금을 포함한 쌀 소득보다 10,010원/10a 더 높아진다. 사료용 총체벼의 경우

도 단수가 ha당 44톤에서 57톤으로 증가할 경우 각종 정부 지원을 제외한

경종농가의 소득은 466,200원/10a로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쌀 소득보다

11,910원/10a 더 높아진다.

3.2.3. 벼 대체 타작물과의 소득 비교

쌀 생산조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서 벼 대체

작물로 많이 선택되는 품목으로는 콩과 고추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의 소득

과 조사료작물 재배의 경제성을 비교하여 벼 대체작물로서 조사료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9>와 같이 벼 대체 소득작물로 고려할 수 있는 콩과 고추 모두 사

료용 작물에 비해 더 높은 소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콩과 고추 모두 논보

다는 밭 재배에 유리한 작물로, 논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수량 감소로 인해

조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콩의 경우 습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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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가 좋지 않은 논에서의 재배가 쉽지 않으며 연작에 따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고추의 경우에도 인근 논의 담수된 물에 의한 습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에서 광범위하게 재배할 수 있는 벼 대체작물로서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추는 관리 및 수확에 많은 노동 투입이 필요하고 고용 인력

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율에도 불구하고 재배면

적 확대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들 작물은 재배면적과 작황에 따른 공

급물량 변동이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가소

득 확보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3.2.4. 조사료 연중 생산의 경제성

앞에서 제시된 벼 대체를 위한 하계 사료작물의 소득 분석 결과는 동계

답리작 작물 재배를 통한 추가적인 소득발생 요인은 제외한 것이다. 남부

지방의 경우 벼 재배와 동계 사료작물 재배의 파종과 수확시기가 크게 충

돌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종농가는 하계작물로 식용 벼를 재배하고 후작으

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작부체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하계 조사료 작물의

생산 단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벼를 대체해서 다른 사료작물

을 재배할 경제적 유인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마땅한 답리작 재배작물이 없는 중부 이북,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그림 3-1>의 작부체계와 같이 하계작물로 옥수수와 수수류를 재배하고

동계작물로 호밀과 하파귀리 등을 재배할 경우 연중 조사료 생산을 통해

벼 단기작 재배보다 더 높은 소득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 호밀 및 하파귀리와 후작물 수량에 큰 차이가 없는 청보리를

분석에 이용한다.

<표 3-10>에 의하면 하계작물로 사료용 옥수수 또는 사료용 총체벼를

재배하고 뒤를 이어 청보리를 후작으로 재배할 경우 연간 총소득은 116만

7,000～127만 1,000원/10a에 달한다. 따라서 식용벼 재배 이후 파종 및 수

확시기의 충돌로 마땅한 후작물이 없는 중부 이북지역의 경종농가의 경우

에는 연중 조사료 생산의 경제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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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료용 옥수수

(평균)

사료용 총체벼

(목우)
청보리

연중생산 시

총소득

조수입(A) 850 594 409

경영비(B) 488 317 154

보조금과 지원(C) 520 502 133

소득(=A-B+C) 882 779 388 1,167～1,270

주: 청보리 단수 22.2톤/ha, 단가 130원/㎏, 동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6만원/톤

적용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3-10. 조사료 연중생산 시 소득 검토

단위: 천 원/10a

장기적으로 쌀값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쌀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경종농가에 벼 대체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적 작부체계를 감안한 탄력적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중부 이남지역은 벼 후작으로 동계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면

서 동시에 간척지와 대단위 기계장비 도입이 어렵고 배수가 상대적으로 불

리한 논에 사료용 총체벼 재배를 유도할 수 있다. 중부 이북지역의 경우

사료작물 연중생산이 가능한 작부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농가 홍보와 함께

인근 대단위 축산단지에의 사료작물 공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해외 사례 및 이해당사자 조사 결과 제4장

1. 일본 사례 검토

1.1. 일본의 조사료 관련 정책

1.1.1. 식량자급률 목표

2010년에 새롭게 수정된 2020년 일본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달성을 위해

일본 정부는 사료용 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료용 쌀 생산면적을 2008년 2천ha에서 2020년 88천ha로

늘려 사료용 쌀 생산량을 9,000톤에서 70만 톤으로 증가시키고, 이를 바탕

으로 2008년 26%였던 사료자급률을 2020년 38%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일본의 사료자급률 신규 목표치 달성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정했다. 먼저 이모작의 적극적인 추진 및 이

를 가능케 하는 품종과 작부체계기술의 개발 및 보급, 둘째 사료생산조직

의 육성과 조사료의 광역유통체계 구축, 셋째 우량품종의 개발 및 보급과

사료생산기반의 확보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 등이다.

사료용 총체벼는 배수상태가 불량한 논에서도 경작이 가능하며 일반적

인 식용벼와 유사한 재배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배가 쉽고, 양호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소의 기호성이 높으며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수확품종 개발을 통한 생산비용 저감,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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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요자 간의 공급계획 수립, 효율적인 보관 및 유통체계 확립, 품질의

안정화 및 향상 등의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1.2. 정부 지원책

가. 정책 전개 과정

일본의 조사료 관련 정부 정책에서 특이한 점은 벼 생산조정과 식량자급

률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사료용 쌀과 사료용 총

체벼 증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일본의 벼 대체 사료용 쌀과 사료용

총체벼 정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정책의 변화과정은 4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단계는 1960년대 중반 쌀 생산과잉에 대한 대책으로 쌀의 사료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큰 제도변화는 없었으나 1980년을 전후하여 농정

심의회와 국회에서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었다. 2단계는 1980

～90년대로 사료용 쌀 생산을 장기적 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러나 식용쌀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쌀의 사

료화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3단계는 1990년대 후

반으로, 식량자급률 향상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사료용 쌀 생산에도

정부 차원에서 전작장려금(轉作獎勵金)이 지급되었다. 특히 2000년 일본

미야기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질병 방역차원에서의 사료생산의 지산

지소 필요성이 강조되고, 사료용 총체벼(Whole Crop Silage, WCS)를 이용

한 조사료 자급화가 큐슈 남부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마지막 4단계는

2007년부터 논 이용의 다각화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료용 쌀

과 사료용 총체벼 생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나. 호별 소득보상제도와 조사료 정책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201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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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대신 “호별 소득보상제도”를 도

입했다. 호별 소득보상제도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전제로 수립된 생산수량

목표에 따라 생산한 판매농가(마을영농을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지불

제도이다. 이 제도는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하회하는 대상품목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불하는 ‘기본 지불’과 특정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지불하는 ‘가

산 지불’로 구성되며 전국에 일률적인 단가로 지불한다.

기본 지불의 지불단가는 품목별로 표준적인 생산비와 표준적인 판매가

격의 차액을 기본으로 수급동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때 표준적인 생산

비는 과거 수년간의 평균 경영비와 가족노동비의 80%로 산정하며 이를 근

거로 하여 보전기준가격을 결정한다. 표준적인 판매가격은 과거 수년간의

평균가격을 기초로 산정한다. 기본 지불은 고정지불로서 당년도 판매가격

수준에 상관없이 지불되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보전기준가격을 상회해도

기본 지불은 일종의 고정지불로서 매년 지불된다. 다만 판매농가의 당해연

도 품목별 생산면적은 매년 확인을 거쳐 결정한다.

위와 같은 보상제도는 쌀에 대한 정부 지원 단가를 낮추고 전작(轉作)작

물에 대한 단가를 높게 설정하여 쌀 감산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

로, 쌀 생산을 감소시키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증산하여 식량자급률

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특히 가산 지불의 경우 쌀 과잉문제 해

결을 위해 논에 벼 대체작물인 사료작물이나 바이오연료작물 등을 재배할

때 지급된다. 이때 지급되는 소득보상교부금의 경우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

할 경우에는 3만 5천 엔/10a, 사료용 쌀 또는 사료용 총체벼 재배시에는 8

만 엔/10a에 달한다.

일본의 사료용 총체벼 도입은 1970년대 전작장려금(7만 엔 /10a 수준)

지급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1995년 냉해 발생으로 장려금 액수가 감소하면

서(3만 엔 /10a 수준) 농가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 이후 쌀 재고 상황에 따

라 장려금 지급 단가가 변동하여 2008년에는 5만 엔 /10a로 인상되었으며,

민주당 집권 이후 최근 들어 8만 엔/10a까지 인상되었다.

사료용 총체벼의 경우 수요자의 구입가격은 10～20엔/㎏ 수준으로 10a

당 수량을 2.5톤으로 가정할 경우 5만엔/10a당 정도의 조수입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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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5 1998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면적 23 48 502 5,214 4,375 4,594 5,182 6,339 9,233 10,306 15,939

자료: 일본초지축산종자협회 내부자료.

표 4-1. 일본의 사료용 총체벼 재배면적 변화 추이

단위: ha

반면, 생산비는 10만엔/10a 수준이다. 따라서 보조금 8만엔/10a이 지급되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구조이다. 근래 들어 장려금 단가 인상과 쌀 생

산농가들의 인식변화로 사료용 총체벼 재배면적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현 민주당 정권의 위기에 따른 관련 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관련 지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여부에 대한 경종농가의 회의적인 시각

이 팽배하다.

1.2. 일본의 벼 대체 조사료 재배 사례

일본의 경우 강우량이 많은 기후관계로 논에서의 배수관리가 어렵기 때

문에 습해에 취약한 옥수수나 채소류가 아닌 사료용 총체벼나 사료용 쌀을

벼 대체작물로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식용벼 대체

작물로서 사료용 총체벼와 사료용 쌀 재배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제시한다.

1.2.1. 사료용 총체벼

가. 나가노(長野)현 키타사쿠(北佐久)군 타테시나(立科)정

타테시나정은 나가노현의 동부에 펼쳐진 사쿠평야의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긴 지형으로 북부는 산기슭, 남부는 고원지대에 접해 있

다. 지역의 남부는 타테시나산(표고 2,530m)의 북쪽 사면에 발달한 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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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타테시나정(立科町)의 사료용 총체벼 재배 추진 체계

대의 농촌으로 쌀농사를 기간작물로 하여 사과나 채소경작을 함께 하는 농

가가 많으며 교잡종 비육우 브랜드를 통해 축산에서 얻는 생산액이 높다.

이 지역의 토양은 점토질의 논이 많아 일반적인 전작작물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편이다.

이 지역은 2001년 3개 농가가 53a에 걸쳐 사료용 총체벼 시험재배를 실

시했으며 그 후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재배면적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3

년 6월에는 경종농가 33호가 “사료용 벼 생산조합”을, 축산농가 10호가

“사료용 벼 수확 이용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타테시나정 벼 발효 조사료 추진연락회의”가 조직되었다. 이 조직들은 사

일리지용 총체벼의 재배와 급여 확대, 생산 및 이용기술의 교류, 적정한 가

격을 위한 협의와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우 사일리지용

총체벼의 수확·조제에서 급여까지 축산농가 측의 “사료용 벼 수확 이용조

합”이 실시하여 재배와 수확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8년

기준 사일리지용 총체벼 재배면적은 약 12ha로 인접한 사쿠시에서도 약

27ha의 면적에서 재배를 시작했다.

자료: 전국사료증산행동협의, “벼발효조사료 생산·급여기술 매뉴얼”, 20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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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벼 생산조합(경종농가) 소속 재배농가의 평균경작면적은 77.4a이

다. 생산조합은 파종에서 수확까지 담당하지만 주로 관여하는 공동 활동은

직파재배에 관한 것이다. 개별 농가가 이식재배에 관한 관리를 하며 육묘

와 묘 주문을 하기 때문에 조합이 사료용 총체벼 전용품종 도입을 강제하

기는 어렵다. 사업은 “타테시나정 벼 발효 조사료 추진연락회의”와 연계하

여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5월 하순 직파재배의 출아조사

와 물 관리 지도, 6월 중순의 생육확인을 위한 중간검토회 실시, 7월 하순

의 순회지도, 8월 상순의 수확계획을 위한 중간검토회 실시 등이 있으며

기타 구체적인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축산농가 측의 사료용 벼 수확이용조합의 경우 수확부터의 작업은 축산

농가가 담당하며, 수확이용조합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구성원인 축산농가

가 자가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용 총체벼를 오퍼레이터에게 의뢰하여 작업

하도록 한다. 농기계 이용에 있어 JA가 소유하고 있는 전용수확기는 감가

상각비가 포함되어 비교적 비싼 연간임대료를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곤포사일리지를 구입할

때의 단가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조합 차원에서는 수수 또는 식용벼 수확 후의 볏짚을 곤포사일리지로 만

들고 유통시켜 기계 운영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줄이도록 장려하고 있

다. 이럴 경우 축산농가가 지불하는 이용료는 사일리지용 총체벼의 수확조

제경비와 함께 정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단가를 낮출 수 있다. 사

료용 총체벼의 수확, 사일리지 조제, 운반에 드는 비용은 사료용 벼 수확이

용조합이 정산하며, 생산자에게는 곤포 1롤당 1,000엔의 판매대금이 지불

된다. 이 판매대금을 포함한 수확/조제/운반비용의 합계를 총 곤포 수로 나

누어 곤포 1개당 이용자 부담액이 정해지며, 이 부담액으로 총체벼 사일리

지를 구입한다.

관계기관인 타테시나정 벼 발효 조사료 추진연락회의는 벼 발효 조사료

생산자와 이용하는 축산농가를 비롯하여 재배위탁자, 작업수탁자, 오퍼레

이터, 농기계 제조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지자체 등의 지원단

체들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추진연락회의는 생산조합과 연계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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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순회와 중간검토회를 열거나 수확이용조합과 연계하여 수확·제조·운반

작업 비용 정산에 관여한다. 그 외에 사료용 총체벼의 재배 및 급여의 확

대와 기술교류, 적정가격의 협의 및 결정, 축산농가에 대한 배분 등을 조정

하고 있다.

총체벼 사일리지의 운송 및 보관은 원칙적으로 이용하는 농가 자신이 담

당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개인이 책임을 진다. 수확한 곤포에는 포장과 수

확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발효품질이 나빠지는 등

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적하여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는 총체벼 사일리지를 급여한 쇠고기도 관례에

따라 기존의 쇠고기와 구별하지 않고 신슈타테시나우(信州蓼科牛)라는 지

역 브랜드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최근 지역에서 생산된 총체벼 조사료를

급여한다는 특징을 살려 기존의 브랜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맛 평가 및 쇠고기 분석 등

을 실시하여, 총체벼 사일리지를 급여한 쇠고기는 비타민E의 함량이 높고

지방의 산화와 고기의 변색이 늦으면서 맛이 <부드럽다>, <깔끔하다>,

<육즙이 풍부하다>, <고기색이 맑다> 등의 특징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총체벼 사일리지를 급여한 쇠고기를 신슈타테시나우 “여

신(女神)”이라고 브랜드화시켰다. 이 브랜드명은 총체벼 사일리지 급여량

에 관한 자체 규정에 따라 비육된 신슈타테시나우에게만 사용되고 있으며,

식육가공 및 도매상과 판매점에 대한 영업활동을 개시하여 소비자가 점포

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나. 미야기(宮城)현 이치엔(一엔)

미야기현은 총면적 7,285km2로 일본 총면적의 약 1.9%(16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경지 면적은 2006년 기준 137,500ha(논 111,300ha, 밭

26,200ha)로 전국 8위, 논 면적은 전국 4위에 해당한다. 농업생산액은 2006

년 기준 1,928억 엔으로 논벼가 863억 엔(45%), 축산 674억 엔(35%), 원예

330억 엔(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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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기현의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최근 증가세로 2007년에는 2006년보

다 600㏊ 증가한 16,000㏊이며 2008년은 1,000㏊ 증가하여 17,000㏊로 늘

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료용 총체벼 재배면적은 2007년 494㏊에서

2008년 805㏊까지 확대되었으며, 그중 사단법인 미야기현 농업공사(農業

公社)의 계약에 의한 수확조제작업은 2007년 214㏊에서 2008년에는 약

1.6배인 337㏊까지 확대되었다. 사료작물의 논 재배비율은 45%로 동북지

역의 약 29%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미야기현 낙농 및 육용우

생산근대화계획(2005년 11월 수립)에 따라 사료자급률은 2003년 28.5%에

서 2007년 39.8%까지 향상되었으며 현재도 자급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야기현의 농업은 수도(水稲), 축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생산조정면적이 확대되어 수도 이 외의 토지이용형 작물인 보리·콩의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연작 장애, 습전 생산으로 인한 품질저하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축산경영에 있어서는 수입조사료에 의존하

지 않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국산조사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해지고 있다. 미야기현의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사단법인 미야기현 농업공사가 주체가 되어 대규모 사료용 총체벼 재배계

약을 체결하고 광역 단위로 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를 하는 것이다. 미야기

농업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기계, 기술력, 기동력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

용하기 위해 1991년부터 전용기계를 계획적으로 도입하여 계약자 수탁시

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 또는 소규모 생산집단과는 달리 넓은 작물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② 농업공사의 목장관리운영을 통한 조사료생산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③ 중장비 등 운반에 필요한 대형운송차량을 보유하고 기동력이 있다.

④ 농업공사 목장을 활용한 급여기술의 실증 및 확보가 가능하다.

⑤ 농업공사 직원은 기계 조종 및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사료용 총체벼 재배 및 관리는 경종농가가 실시하지만 사전에 적기수확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농업공사가 파종시기 및 전용품종을 결정한다. 수확

조제작업은 농업공사와 경종농가가 “벼 수확조제작업위탁신청서”를 교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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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미야기(宮城)현 농업공사 사료용 총체벼 생산·유통체계

후 농업공사가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

농업공사는 사료용 총체벼를 적기에 수확하기 위해 차기 연도의 재배시

기에 관한 회의나 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작업 수탁을 의뢰한다. 또한 수확·제조에 관해서는 관계기관과 연계하며

사료용 총체벼 재배시기 및 전용품종의 재배에 관해 설명하며 품질확보를

위해 재배관리 등의 지도를 실시한다. 수확한 생산물은 지역 내 경종농가

와 축산농가가 소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처리할 수 없는 농산

물은 지역 외 축산농가가 소비하도록 농업공사가 알선 및 판매한다. 이러

한 시스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종농가는 재배관리 및 생산물 공급을 담당한다.

② 농업공사는 경종농가로부터 수확조제작업을 위탁 받아 생산물을 알선

및 판매한다.

③ 축산농가는 생산물을 구입하여 가축에게 급여한다.

자료: 전국사료증산행동협의, “벼발효조사료 생산·급여기술 매뉴얼”, 2009년 3월.

미야기현 농업공사는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총체벼 사일

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생산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라

벨을 곤포마다 부착하고 있다. 라벨에는 ① 수확연월,　② 지역명,　③ 포장

지구,　④ 재배품종,　⑤ 관리번호,　⑥생산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축산농가가 수확연월에서 급여연월까지의 기간과 품종의 기호성 등을 파

악할 수 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이용에 불만이 발생한 경우 수확일 전후

의 기후, 수확작업, 포장 상황을 검증하여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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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마(群馬)현 농업공사의 품질확보 노력

재단법인 군마현 농업공사는 고객에게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1년에 ISO9001(JIS Q9001)인증을 취득하였다. 사료용 총체벼 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작업은 ISO를 취득할 당시에는 사업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

문에 품질매뉴얼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결하는 “작업수탁조직”으로써 활동과 “경축연계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작업과 우수한 총체벼 사일리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중

요하기 때문에 수확물의 품질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

스템을 채용했다.

① 적기수확의 실천

군마현 농업공사가 주로 작업하고 있는 지역은 타카사키(高崎)시와 타테

바야시(館林)시로 두 지역은 6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두 지역 모두 쌀과

보리 이모작 지대로 재배시기가 중복되기 쉽다. 따라서 타카사키 지역(일

부 조생품종을 포함)에서 조기수확을 시작한 후에(수분 측정 후 65% 이하

를 목표) 수확을 개시하는 타테바야시에서 추수가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한

다. 이를 위해 두 지역의 표고차와 기온차에 착안하여 표고가 낮고 기온이

높은 타테바야시 지역은 기본적으로 극만생종을 재배하여 수확적기를 확

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② 재배전후 경종농가와 협의

사료용 총체벼 재배 준비단계에서부터 농협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가하

고, 수확 전에 이루어지는 회의, 농한기에 개최되는 회의에 참가하여 작업

에 대한 평가를 듣고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 및 생산에의 반영

제품구입자인 축산농가에게는 조사료를 평가하고 만족도조사의 일환으

로 운송시점에서 청취조사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표를 바

탕으로 5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각 축산농가의 반응, 총체

벼 사일리지에 관한 의견 등을 파악하여 축산농가의 선호에 맞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의 조사결과 총체벼 사일리지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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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 추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과 함께 과다 수분함량, 가격 불만(20엔/㎏ 이하 요구), 빈 깡통,

쓰레기, 토양 등의 이물질 혼입, 랩핑 파손에 따른 곰팡이 발생, 곤포의 크

기와 수분이 일정하지 못한 점 등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1.2.2. 사료용 쌀

가. 야마가타(山形)현 쇼나이(庄內)

일본 내에서 쌀 생산지로 유명한 쇼나이 지역은 보조금을 위해 휴경지에

대두를 심었지만 단일작물로 대두를 재배할 경우 연작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식용쌀 이 외의 논 재배작물을 찾기 힘든 상황 속에서 논

전작작물로써 사료용 쌀이 검토되었고, 사료용 쌀을 돼지에게 급여하여 고

품질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쇼나이 지역은 1996년부터 사료용 쌀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사료용 쌀 프로젝트를 개시할 때에는 유자정(町)에서만 생산하였었지만,

그 후 사카타시(酒田市), 미야기현(宮崎県) 가미요츠바(加美よつば), 토치

기현(栃木県)의 개척농협, 이와테현의 JA 신이와테가 더해져 2009년에는

재배면적 711.3ha, 수확량 4,131.4톤, 평균수확량 576.5㎏/10a으로 늘어났

다. 2010년도에는 홋카이도가 더해져 재배면적 879.9ha, 수확량 5,251.8톤,

평균수확량 590㎏/10a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사료용 쌀로 이용하는 벼 품종은 식용품종인 후쿠히비키, 코시히카리,

돈비샤리, 나스히카리, 아사히노유메, 공육151, 나나츠보시, 호시노유메, 다

수확품종인 베코아오바, 베코고노미, 유메아오바, 츠부미노리, 츠부유타카,

모미로만 등이다. 또한 사료용 쌀은 사료작물이므로 식용 쌀과 절대 섞이

지 않도록 식용 쌀과 수확시기를 달리하여 건조조제시설로 운반한다. 사료

용 쌀의 생산 및 집하·조제는 지역 JA, 재고관리는 전농(全農), 운반 및 사

료가공은 사료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사료용 쌀은 옥수수의 대체물로 벼를 분쇄하여 비육후기사료와 혼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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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재배면적(ha) 130.0 340 711 880

수확량(톤) 691 2,100 4,313 5,252

쌀 혼합비율(%) 10 10 5 10

급여두수 13,000 26,000 160,000 160,000

자료: “사료용 쌀의 생산·급여기술 매뉴얼”, 독립행정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

기구, 2010.

표 4-2. 쇼나이 지역 사료용 쌀의 재배 및 수확량과 급여체제의 변화

다. 2007년 생산량 690톤은 2008년도에 비육용사료와 1:9로 배합하여 돼

지에게 일부 급여하였다. 그리고 2008년 생산량 2,133톤은 비육후기사료와

5:95로 배합하여 히라다(平田)목장의 생산체계 전체에 공급하였다. 그리고

2009년 8월부터는 비육후기에 사료용 쌀과 1:9로 배합하여 홋카이도를 포

함한 생산체계 전체에 급여하였다. 그 후에도 순조롭게 사료용 쌀 생산은

늘어나 2010년 9월부터 비육전체(사료용 쌀 10% 포함)에 급여하게 되었

다. 사료용 쌀을 배합한 사료를 먹은 돼지고기는 “쌀을 먹은 돼지”라는 브

랜드로 판매되어 생협에서 공동구매를 시작했으며, 히라다목장의 직영점,

전국의 판매점, 백화점, 음식점 등에 제공되고 있다.

사료용 쌀은 수입곡물의 대체물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힘들며 식용

쌀보다 판매가격이 낮다. 그리고 식용 쌀과는 다른 유통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체계로는 채산성이 좋지 않아 사료용 쌀을 계속 생산하

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4년부터는 구조개혁특구

및 지역재생계획 등 정부의 정책을 이용하여 계속 생산하여 오고 있다.

사료용 쌀 보조금으로는 산지만들기교부금(산지확립교부금), 지역논농업

활성화긴급대책, 사료용 쌀 도입정착화긴급대책사업 등의 정책이 도입되어

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논 등 유효활용촉진교부금과 수요즉응형논농

업확립추진사업이 추가되었다. 2010년에는 논이활용(利活用)자급률향상사

업으로 신규 수요 쌀 조성이 이루어져 쌀 생산자가 받는 실수령액은 조성

액과 쌀판매금을 합쳐 10a당 10만 엔을 상회하여 생산확대에 탄력이 붙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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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2010년도 사료용 쌀의 구매가격은 협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기존

의 46,000엔/톤에서 36,000엔/톤으로 변경되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경우 양돈경영을 할 때 사료구입비는 생산비의 약

60%를 차지하므로 사료의 가격변동은 수익에 큰 영향을 준다. 사료용 쌀

생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료용 쌀에 드는 비용을 감소할 수

있도록 재배하며, 정책에 의한 지원을 실시하고 축산농가가 사료용 쌀을

비싸게 사 들이는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사료비가 비싸면 돼지 한 마

리당 드는 비용도 비싸지기 때문에 결국 상품가격의 증가와 소비자 부담으

로 이어지게 된다.

2010년 1～3월 기준으로 사료용 쌀 가격은 46,000엔/톤이었으며 이를

비육후기(79일간)에 10%(19㎏) 배합하여 공급하였다. 그 결과 돼지 한 마

리당 사료비는 354.2엔, 돼지고기 가격은 1㎏당 약 5.06엔으로 비싸졌다.

또한 2010년도 7～9월의 사료용 쌀 거래가격은 36,000엔/톤이었으며, 돼지

한 마리당 사료용 쌀 공급량을 30㎏/마리로 늘린 경우에는 돼지 한 마리

사료비는 406.8엔, 돼지고기 1㎏가격은 5.81엔으로 2010년도 1～3월보다 1

엔 비싸졌다.

사료용 쌀을 급여한 돼지의 육질분석 결과, 사료용 쌀의 급여량 및 급여

시기가 길수록 맛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올레인산(oleic acid)이 증가

하며 리놀레인(linoleic acid)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돼지의 발

육 및 사료의 기호성에 대해서는 급여기간이 길어도 크게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사료용 쌀의 급여기간을 더 늘릴 경우 발육 및 육질에 관해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히라다 목장의 경우에는 사료용 쌀을 10% 배합하고 급여기간을 연장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료용 쌀

을 급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소비자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산 식

재료를 선호하는 동시에 식량자급율 향상에 기여하려고 한다. 한편 사료용

쌀 생산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료용 쌀을 비싸게 사 들이면 돼지고

기 생산비가 비싸져 상품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사료용

쌀 생산에 관한 의지를 설명하고 소비자들의 이해를 얻은 후에 구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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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료용 쌀

생산자, 양돈업자, 소비자가 서로 협력하여 긍정적인 시점을 가지고 노력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각 관계

자가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 제기 및 해결책 모색을 꾸준히 해 나간 결과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사료용 쌀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해서는 유통

과 보관 등의 과제도 있지만, 그 외 식량자급율 향상, 고품질 돼지고기의

생산, 과잉 쌀 대책, 환경보전, 자원순환, 돼지분뇨의 재활용, 순환형 사회

형성의 기폭제, 신규 농업종사자 및 고용자 증대, 지역성을 고려한 생산유

지 품목의 개발 및 정착화, 소비자와 하나가 된 노력,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식량에 관한 교육 촉진 등의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일반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회의 활동은 일본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로 전

국에 소개되었고 소비자와의 교류를 통해 사료용 쌀 생산에 관한 의지를

설명하고 논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꾸준히 알리고 있다.

사료용 쌀 생산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 주도

의 긴급대책으로 사료용 쌀 사업이 시작되었으므로 향후에도 사료용 쌀과

사료용 쌀 생산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이와테(岩手)현 이치노세키(一関)시 다이토(大東)정

일본의 경우 사료용 총체벼 생산과 대형 가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

종연계가 주된 성공사례로 소개되어 왔지만, 사료용 쌀 생산을 계기로 중

소형 가축을 매개로하는 경종연계가 가능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용 쌀을 지역의 축산업자의 가축에

급여하고 그곳에서 배출되는 퇴비 등을 사료용 쌀 생산포장 등에 환원하는

자원순환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휴지 논 문제의 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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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자급률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료용 쌀 급여 생산물에 차별화를 두어 판매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사

료용 쌀을 급여한 생산물의 품질이 높으며 또한 소비자들이 이러한 노력을

평가하여 구입가격이 다소 오르더라도 일부를 부담하여 줄 가능성도 있다.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다이토정의 노력도 사료용 쌀을 축으로 지역 내에

서 자원순환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이토지역의 논은 소구획 논으로 습전이 많아 보리나 대두와 같은 밭작

물의 재배에 적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식용쌀의 생산조정에 의한 전작확대

는 논의 유휴화를 초래하였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도 그 원인

이긴 하지만 유휴논의 증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지역농업에 있어서

큰 과제 중 하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구(旧) 다이토정(町)사무소는 이러한

유휴논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이토지구 내에 농장을 가진

양돈회사는 돼지고기 육질 향상과 사료자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동시에 사

료용 쌀에 주목하였다. 이렇게 지역과 기업의 사고가 일치하면서 2003년부

터 다이토정에서 사료용 쌀 생산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핵심축은 구 다이토정사무소, 양돈회사, 도쿄농업대학에

의한 산·관·학 연계와 사료용 쌀의 유통을 지원하는 지역의 농협, 전농 그

룹 및 사료가공회사가 참가하여 설립한 “다이토정 사료용 벼 생산 프로젝

트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지역 안에서 생산된 사료용 쌀을 지역 내의 돼지

에게 급여하고 해당 농장에서 배출된 돼지 분뇨 등을 사료용 쌀 생산포장

에 환원하는, 즉 사료용 쌀을 축으로 하는 자원순환형 지역농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후 2006년부터는 독립행정법인 농업·

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 등도 참가하여 생산 및 이용방식을 확립시켰다.

2008년부터는 옥수수 대체식품으로 사료용 쌀을 15% 급여한 돼지고기를

칸토/칸사이 지역의 슈퍼마켓 등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다이토지구에서 실시한 2009년도 사료용 쌀 생산 및 이용방식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이토지구에서 생산된 사료용 쌀을 지구 내에

서 결정된 1곳의 라이스센터에 반입하여 건조 조제를 거친 후 유연성 용기

에 넣는다. 그 다음에는 인근 현(県)의 사료공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창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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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및 보관한 후 사료공장에 반입하여 분쇄한 후 배합사료에 섞는다

(15%). 그 후 다이토지구의 양돈장에 반입되어 급여된다. 사료용 쌀을 급

여한 돼지고기는 차별화되어 칸토/칸사이 대도시권의 슈퍼마켓에 판매되

고 있다.

2009년까지 다이토지구에서의 사료용 쌀 판매가격은 현미 1㎏당 63엔으

로 대체사료곡물보다 비싸게 팔고 있다. 사료용 쌀 판매가격은 산지만들기

교부금을 고려하여 행정, 경종측, 축산측 등이 협의하여 결정한 가격이지

만, 대체사료곡물보다 비싸게 팔리는 이유는 사료용 쌀을 주축으로 한 지

역 내에서의 자원순환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모든

사료용 쌀 생산포장에 양돈분뇨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2009년부터 양돈

분뇨를 사용한 면적이 크게 늘어나 지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료용 쌀 생

산포장에서 양돈분뇨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1.3. 시사점

일본 사례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벼 대체작물로 다른 작물보다는 사료용

총체벼와 사료용 쌀 재배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경

우 기후 특성상 논에서 사료용 옥수수류의 재배가 쉽지 않고, 경종농가들

이 언제든지 식용 벼 재배로 전환이 가능한 작물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일

본과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일본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사료용 총체벼 재배의 장점으로는 1) 배수가

불량한 논에서도 재배가 가능, 2) 일반적인의 식용 벼 재배체계와 거의 같

기 때문에 재배하기 쉬움, 3) 양호한 영양성분을 갖고 있으며, 소의 기호성

도 높음, 4) 사일리지 형태로 가공할 경우 장기보존이 가능함 등이 있다.

일본의 사료용 총체벼 재배 사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과제로는 1) 저비용

재배기술의 도입이나 다수품종의 개발에 의한 비용 저감, 2) 생산자와 수

요자간의 적정 공급계획 수립 필요, 3) 효율적인 보관 및 유통체계의 확립,

4) 품질의 향상 및 생산 수량의 안정화·극대화 필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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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사료용 쌀 재배의 장점으로 먼저 경종농가의

입장에서는 1) 논을 유효하게 활용 가능, 2) 일반적인의 식용 벼 재배체

계와 거의 같기 때문에 재배하기 쉬움, 3) 농기계 등의 신규투자가 불필

요, 4) 연작에 의한 피해발생이 없는 것 등이 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의

장점은 1) 수입 옥수수를 대체하는 배합사료 원료곡물로 이용 가능, 2) 수

확 후 장기간의 보존이 가능, 3) 배합사료 원료로 이용할 경우 특별한 설비

나 시간 투자 불필요 등이 있다. 일본의 사료용 쌀 재배 사례에서 제시되

고 있는 과제로는 1) 수입 옥수수와의 가격차이 극복, 2) 생산자와 사료 생

산업자, 수요자간의 연대를 통한 적정 공급계획 수립 필요, 3) 효율적인 보

관 및 유통체계의 확립, 4) 저비용 다수확 품종의 개발 및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 5) 배합사료 원료로의 본격적인 이용을 위한 사료공장 이용 조건 확

립 등이 있다.

한편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식량자급률 50% 달성 목표를 위해 논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에서 출발한

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맥류, 콩, 신규 수요 쌀, 사료작물 등을 전략작물로

지정하여 논에서의 생산을 추진하고, 호별 소득보상제도에서 전략작물이

주식용 쌀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

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농가 및 TMR 업체 대상 조사 결과

2.1. 농가 조사 결과

축산농가의 국내산 조사료 이용 실태, 국내산 조사료 품질 평가, 하계 사

료 작물의 이용 의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관리하는 표본농가 중 한우농가와 낙농가를 대상으

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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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 응답수(명)
조사료 급여 비중(%)

국내산 조사료 수입 조사료 계

한우 201 94.2 5.8 100.0

낙농 93 48.8 51.2 100.0

합계 294 79.8 20.2 100.0

표 4-3. 원산지별 조사료 급여 비중

국내산 조사료 빈도(명) % 수입 조사료 빈도(명) %

볏짚 196 53.7 옥수수 사일리지 21 36.2

청보리 40 11.0 티모시 17 29.3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33 9.0 톨페스큐 6 10.3

옥수수 사일리지 31 8.5 알팔파 5 8.6

수단그라스 26 7.1 연맥 4 6.9

호밀 25 6.8 라이그라스(건초) 2 3.4

기타 14 3.8 기타 3 5.2

계 365 100.0 계 58 100.0

표 4-4. 한우 농가가 이용하는 조사료 종류

2.1.1. 축산농가 조사 결과

한우 농가와 낙농가의 국내산 조사료와 수입 조사료 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국내산 조사료 급여 비중이 79.8%로 조사되어 국내산 조사료 이용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축종별로 구분할 경우에는 조사료의 국

내산 이용률에 차이가 나타났다. 한우 농가의 경우 국내산 조사료 급여 비

중이 9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낙농가의 경우 수입 조사료의 급

여 비중이 51.2%로 국내산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4-3>.

한우 농가가 이용하는 국내산 조사료 중에서는 볏짚이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청보리, IRG, 옥수수 사일리지, 수단그라스 순이었다<표 4-4>. 수

입조사료로는 옥수수 사일리지 이용이 가장 많았고, 티모시, 톨페스큐, 알

팔파 등의 건초가 이용되고 있다. 기타 국내산 조사료로는 수수, 피, 연맥,

보릿짚 등이 있었으며, 기타 수입 조사료로는 클라인 등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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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조사료 빈도(명) % 수입 조사료 빈도(명) %

볏짚 75 38.7 티모시 44 27.3

옥수수 사일리지 26 13.4 알팔파 39 24.2

수단그라스 24 12.4 톨페스큐 34 21.1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19 9.8 연맥 18 11.2

청보리 18 9.3 클라인 6 3.7

호밀 18 9.3 라이그라스(건초) 4 2.5

기타 14 7.2 기타 16 9.9

계 194 100.0 계 58 100.0

표 4-5. 낙농가가 이용하는 조사료 종류

낙농가들도 국내산 조사료로 볏짚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다음

으로 옥수수 사일리지,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청보리 순이었

다. 수입 조사료로는 티모시, 알팔파, 톨페스큐, 연맥, 클라인 등이 이용되

고 있다. 기타 국내산 조사료로는 피, 연맥, 억새 등이 이용되고, 기타 수입

조사료는 면실, 오차드그라스, 버뮤다그라스 등이 이용되고 있다<표 4-5>.

국내산 조사료 이용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체적으로 국내산 조사료의 안

정적인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3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품질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농가 27.6%를 차지하였다. 낙농가는 <표 4-3>과 같이

수입 조사료 급여 비율이 국내산보다 더 높았는데, 낙농가들이 국내산 조

사료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고, 품질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타 응답으로는 TMR을 이용하고 있어서와 수입 조

사료 보다 영양가가 낮아서 등이 있었다<표 4-6>. 따라서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산 조사료 공급의 안정과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

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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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축종

전체
한우 낙농

안정적 확보 어려움
빈도(명) 10 26 36

% 30.3 36.1 34.3

품질이 낮음
빈도(명) 13 16 29

% 39.4 22.2 27.6

가격이 비쌈
빈도(명) 5 11 16

% 15.2 15.3 15.2

수입 이용할 때보다 생산성이 저하
빈도(명) 1 1 2

% 3.0 1.4 1.9

이용 불편(배송 서비스, 부피 등)
빈도(명) 1 1 2

% 3.0 1.4 1.9

기타
빈도(명) 3 17 20

% 9.1 23.6 19.0

전체
빈도(명) 33 72 105

% 100.0 100.0 100.0

표 4-6. 국내산 조사료 이용이 낮은 이유

품질
축종

전체
한우 낙농

매우 나쁘다
빈도(명) 2 4 6

% 1.1 4.4 2.2

나쁘다
빈도(명) 63 42 105

% 35.4 46.2 39.0

비슷하다
빈도(명) 21 17 38

% 11.8 18.7 14.1

좋다
빈도(명) 86 27 113

% 48.3 29.7 42.0

아주 좋다
빈도(명) 6 1 7

% 3.4 1.1 2.6

전체
빈도(명) 178 91 269

% 100.0 100.0 100.0

표 4-7.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에 대한 평가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에 대해 44.6%의 농가가 좋다고 응답하였고, 나쁘다

고 응답한 농가의 비율은 41.2%로 조사되었다. 축종별로 구분할 경우에는

국내산 조사료 품질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낙농가들은 나

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한우 농가들은 좋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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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를 대체하여 재배되는 하계 사료작물에 대해 대부분의 축산농가

들의 이용 의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옥수수 사일리지의 경우

17.1%가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단그라스의 이용 의향은

8.4%였다. 나머지 하계 사료작물들의 경우에도 5% 미만으로 나타나 국내

산 벼 대체 조사료 재배가 확대되더라도 축산농가의 수요가 적어 이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우 농가보다는 낙농가의

이용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우와 낙농농가 모두를 종합하여 선호도를

평가할 경우, 옥수수 사일리지 〉수단그라스 〉총체벼 〉수수×수단그라스

〉풋베기 피 순으로 나타난다<표 4-8>.

축종
옥수수사일리지 수단그라스 총체벼 수수×수단그라스 풋베기피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한우
빈도 24 171 9 186 5 189 3 191 1 193

% 12.3 87.7 4.6 95.4 2.6 97.4 1.5 98.5 0.5 99.5

낙농
빈도 25 66 15 77 4 87 5 86 3 87

% 27.5 72.5 16.3 83.7 4.4 95.6 5.5 94.5 3.3 96.7

전체
빈도 49 237 24 263 9 276 8 277 4 280

% 17.1 82.9 8.4 91.6 3.2 96.8 2.8 97.2 1.4 98.6

표 4-8. 축산농가의 하계 조사료 작물 이용 의향

축산농가에 대한 조사 결과,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

한 것으로 정부 보조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9.7%로 가장

많았고, 27%의 농가는 작업 효율을 고려한 대규모 집단화된 농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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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확대 필요 항목
축종

전체
한우 낙농

품질등급설정 및 공신력 기관의 품질 검사
빈도 3 9 12

% 1.5 9.0 3.9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 설립
빈도 8 1 9

% 3.9 1.0 3.0

작업 효율성 고려한 대규모 집단화된 농지 확보
빈도 48 34 82

% 23.5 34.0 27.0

지역 특성 고려한 우수 품종 개발 및 보급
빈도 9 5 14

% 4.4 5.0 4.6

지속적인 정부 보조 유지
빈도 108 43 151

% 52.9 43.0 49.7

지역 특성 맞는 작부체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빈도 2 0 2

% 1.0 0.0 0.7

기타
빈도 26 8 34

% 12.7 8.0 11.2

전체
빈도 204 100 304

% 100.0 100.0 100.0

표 4-9. 국내산 조사료 이용확대를 위해 필요한 항목

2.1.2. 벼 재배 농가 조사 결과

수도작 농가의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의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1

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관리하는 표본농가 중

300호의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에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를 미연

에 방지하고, 타작물의 식량 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 중인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에 대해 조사 농가 중 96%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해당 사업을 직접 신청한 농가는 19.7%인 59호였다<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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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지여부 신청여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예 288 96.0 59 19.7

아니오 12 4.0 241 80.3

계 300 100.0 300 100.0

표 4-10.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인지 여부 및 신청 여부

구분 콩 고추 옥수수 깨 감자 양파 기타 계

빈도(명) 23 15 8 5 4 3 28 86

비율(%) 26.7 17.4 9.3 5.8 4.7 3.5 32.6 100.0

표 4-11.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에 신청한 작물

구분 빈도(명) 비율(%)

보조금을 포함하여 가장 높은 소득 예상 43 72.9

가축의 사료를 확보하기 위해 5 8.5

정부의 시행에 따라 3 5.1

소득에 상관없이 재배 용이 2 3.4

기타 6 10.2

계 59 100.0

표 4-12.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 참여자의 재배 작물 선택 이유

응답한 농가들이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을 위해 신청한 작물로는 콩이

26.7%로 가장 많았고, 고추가 17.4%, 옥수수는 9.3%이었으며, 기타 작물

로는 과채, 채소, 사료 작물 등 다양하였으며, 2종 이상의 작물을 동시에

신청한 농가도 있었다. 신청 작물 중 사료 작물로는 옥수수, 수단그라스,

수수, 호밀 등이 있었다<표 4-11>.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에 참여한 응답자 중 <표 4-11>에 답한 작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72.9%의 농가가 보조금을 포함하여 가장 높은 소득

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기타 의견으로는 가축의 사료

확보를 위해서(8.5%), 정부시행에 따라(5.1%),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가 쉽

기 때문(3.4%)이라고 응답하였다<표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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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료 작물 재배 의향

빈도(명) 비율(%)

예 32 11.1

아니오 255 88.9

계 287 100.0

표 4-13. 경종농가의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보조금을 포함하여 예상 소득이 증가할 것 같아 10 31.25

가축의 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10 31.25

재배 경험이 있거나 재배가 쉬워서 6 18.75

기타 6 18.75

계 32 100.00

표 4-14. 벼 대체작물로 해당 사료 작물을 선택한 이유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을 이용해서 벼 대신 사

료작물을 재배할 의향에 대해 11.1%의 농가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답변에서 벼 대체로 재배할 의향이 있는 사료작물은 옥수수가

32.4%, 사료용 총체벼가 17.6%를 차지하였다. 기타 작물로는 하계 사료작

물이 아닌 동계 사료작물인 호밀,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이었다

<표 4-13>.

<표 4-13>의 사료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응답 대

상인 사료작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농가가 보조금을 포함해서 예상 소득

이 증가할 것 같아 가축의 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농가 비율

이 각각 31.3%를 차지하였고, 재배가 비교적 쉬울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농가는 18.8%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로 비추어 볼 때, 벼 재배

농가는 소득 확보를 위해 또는 집에서 부업으로 사육하는 가축의 사료 확

보 차원에서 사료 작물을 재배하려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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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사료 작물이 필요 없거나 생각 없음 73 28.3

소득이 줄어들 거 같아서 37 14.3

사료작물은 논에서 재배 부적합 37 14.3

가축이 없어서 29 11.2

판매가 어려워서 13 5.0

나이가 많아서 12 4.7

재배 경험 없어서 9 3.5

기타 48 18.6

계 258 100.0

표 4-15. 벼를 대체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할 의향 없는 이유

벼 대체작물로 사료작물을 재배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종농가에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가축이 없거나 사료작물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응

답한 농가가 39.5%로 나타났다. 이어서 소득이 줄어들 것 같아서, 논에서

의 사료 작물 재배가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각각 14.3%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일손이 부족해서, 이모작 등으로 사료 작물을 충당할 수 있어

서, 지역 여건이 맞지 않아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표 4-15>.

이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 벼 재배 농가에게 기존의 벼농사를 대체하여

사료작물 재배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료작물 재배 후 확실한 판매처

확보가 필요하고, 적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 TMR 업체 대상 조사 결과

2011년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40여개 TMR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TMR 원료 사용 현황, 국내산 조사료 이용 실태와 이용 의향, 국

내산 조사료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



64 해외 사례 및 이해당사자 조사 결과

구분 응답 수 국산 비율 수입 비율 합계

낙농용 18 22.8 77.2 100

한우용 41 42.5 57.5 100

가중평균 - 36.5 63.5 100

표 4-16. TMR 원료의 원산지별 투입 비중

단위: %

하여 52개 업체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조사에 응답한 52개 업체의 경우 TMR 공장 설립 시기는 평균 2004년

이었으며, 응답 지역은 전라도와 경기도 지역이 가장 많았다. 조사에 응답

한 공장들은 여러 원료를 배합하여 수분함량이 낮은 건식 TMR과 수분함

량이 비교적 높은 습식 TMR을 생산하는데, 각각 연평균 7,200톤, 15,000

톤을 생산하고 있었다. 생산된 TMR 공급량 기준 70%는 주로 한우농가에

공급되고 있었으며, 낙농가에의 공급 비율은 30% 수준이었다. 응답한

TMR 업체에서 공급하는 농가는 한우농가가 7,370호, 낙농가는 1,274호로

공급대상 농가의 85% 이상이 한우농가였다.

응답 업체의 경우 TMR 원료 사용에서의 국내산 이용 비율은 평균적으

로 37%였으며, 한우용으로 제조되는 사료의 국내산 비중은 43%로, 낙농용

TMR에서는 2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산 TMR 원료의 이용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1순위로 56%의 공장이

‘국내산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곤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18%를 차지하였다. 2순위로는 국내산 품질이 낮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다<표 4-17>.

TMR의 수입 원료로는 티모시, 알팔파, 귀리(연맥), 톨페스큐, 옥수수 사

일리지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베트남 등에서 수입되

는 옥수수 사일리지 단가는 국내산 옥수수 사일리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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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안정적 확보곤란 25 55.6 7 16.3 3 10.7 92 36.9

가격이 비싸서 8 17.8 10 23.3 6 21.4 50 20.1

품질이 낮아서 4 8.9 12 27.9 6 21.4 42 16.9

TMR의 품질저하로 이어져 4 8.9 5 11.6 8 28.6 30 12.0

농가가 국내산을 원치 않음 2 4.4 4 9.3 5 17.9 19 7.6

기타 2 4.4 5 11.6 0 0.0 16 6.4

합계 45 100.0 43 100.0 28 100.0 249 100.0

주 1) 기타 수입원료는 당밀, 루핀, 비트, 배합사료, 단백피, 대두피, 소맥피, 버뮤다,

오챠드, 옥수수, 효모 등이 있음. 기타 국내산 원료는 버섯배지, 막걸리박, 맥주

박, 미강, 깻묵 등임.

2) 가중합계는 1순위에 3점, 2순위 2점, 3순위에 1점을 부여하여 합계한 것임.

표 4-17. TMR 업체의 국내산 원료 이용이 낮은 이유

단위: 건, %

수입 원료명 가격(원/kg) 수입국

티모시 564 미국, 호주, 중국

알팔파 469 미국, 호주, 중국

귀리(연맥) 450 호주, 미국

클라인 438 미국, 호주, 캐나다

면실 364 중국, 미국, 호주

오챠드 350 미국, 호주

톨페스큐 326 미국, 호주, 캐나다

라이그라스(건초) 318 미국, 호주

야자박 255 중국, 동남아

옥수수 사일리지 178 베트남

표 4-18. 수입 TMR 원료 구입가격과 구입 국가

국내산 원료로는 볏짚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이탈리안 라이그

라스, 수단그라스, 청보리, 옥수수 사일리지 등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조사 결과 국내산 IRG는 수입 라이그라스의 절반 가격에 공급

되고 있는 반면, 옥수수 사일리지는 수입 옥수수 사일리지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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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료비 절감 효과 생산성 향상 효과

빈도(응답수) 비율(%) 빈도(응답수) 비율(%)

1～5% 1 2.1 3 6.7

6～10% 4 8.5 8 17.8

11～15% 8 17.0 5 11.1

15% 이상 13 27.7 3 6.7

효과 없음 21 44.7 26 57.8

합계 47 100.0 45 100.0

표 4-20. 국내산 조사료 급여 확대 시 효과

국내산 원료명 가격(원/kg) 구입지역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152 전남, 전북

수단그라스 139 전북, 충남

볏짚 160 전국

청보리 151 전남, 전북

호밀 136 충북, 전북

옥수수 사일리지 188 전북, 충남

표 4-19. 국내산 TMR 원료 구입가격과 구입 지역

국내산 조사료 급여가 확대될 경우, 사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효과를

조사한 결과, 사료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45%가 ‘효과 없음’ 이라고 응

답하였고, 55%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공장 중 28%의 공장이 15% 이상 사료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응답

했다. 이를 볼 때 국내산 조사료가 수입 조사료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의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에 대

한 조사 결과에서는 58%의 공장이 생산성 향상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

다<표 4-20>.

‘향후 국내산 조사료 이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공장 비율은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확대 의향이 있는 공장의 경우 국내산

원료 이용 확대 비율은 평균 46%로 조사되었다<표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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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안정적 확보 23 47.9 8 18.2 4 13.3 89 34.0

품질 개선 14 29.2 10 22.7 8 26.7 70 26.7

가격 인하 7 14.6 13 29.5 4 13.3 51 19.5

연구개발 3 6.3 10 22.7 8 26.7 37 14.1

국산 포함 TMR 홍보 0 0.0 2 4.5 5 16.7 9 3.4

기타 1 2.1 1 2.3 1 3.3 6 2.3

합계 48 100.0 44 100.0 30 100.0 262 100.0

표 4-22.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해결 과제

단위: 건, %

확대 의향 빈도(응답수) 비율(%) 확대 비율(%)

예 26 56.5 45.8

아니오 20 43.5 -

합계 46 100.0 -

표 4-21. 국내산 조사료 확대 의향 및 확대 비율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48%의 공장이 국내산 원료의 안

정적인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30%의 공장이

조사료 품질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TMR 공장에 고품질

의 국내산 원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된다면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4-22>.

하계 사료작물에 대한 향후 이용 확대 의향과 관련해서는 옥수수 사일리

지에 대한 이용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단그라스, 총체벼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용 의사 가격은 옥수수 사일리지의 경우 kg당 168원으로 나타

났으며, 수단그라스는 160원, 총체벼는 171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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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원료
이용 가능 여부 응답수 이용 의향 가격(원/kg)

예 아니오 계 가격 응답수

옥수수 사일리지 23 24 47 168 17

수단그라스 14 32 46 160 12

수수×수단그라스 5 41 46 121 4

총체벼 9 36 45 171 7

풋베기 피 2 42 44 170 2

표 4-23. TMR 원료로 하계 조사료 작물 이용 여부 및 이용 의향 가격



사료작물 이용시스템 구축 방안 제5장

1. 현행 조사료 생산 및 유통시스템

1.1. 현황 개요

1.1.1. 종자 보급

사료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은 지역 농·축협 또는 시·군에 구매를

희망하는 종자를 신청하고 이를 농협중앙회가 최종 집계하여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주)NH무역에 종자구매를 의뢰한다. (주)NH무역은 입찰에 의해

낙찰된 품종과 가격을 바탕으로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농가에 보급한다. 또

한 (사)한국낙농육우협회도 사료작물 재배 희망농가로부터 직접 종자신청

을 받거나 지역 낙우회 등으로부터 농민들이 신청한 종자를 입찰 후 수입

하여 농민들에게 공급한다(신하용 2008).

하계 사료작물 종자에 대한 농가 신청은 10월에 이루어져 11월에 입찰

이 시작되며 종자는 3월 초에 공급된다. 동계 사료작물의 경우는 3월에 농

가 신청이 이루어져 4월에 입찰 및 보급은 8월 말에 이루어진다. 이 과정

에서 수입종자들은 수입 적응성 인증을 받고 품질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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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작물 재배

(지역조합, 경영체, 재배농가)

- 경영체당 30ha 이상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지역 조합, 영농법인 등)

자체 TMR사료

제조공장

축산농가 및 

TMR사료 제조업체

직접재배
또는 계약재배

조사료 생산
(수확)
공급

자가 소비
사일리지

대금
사일리지
공급

그림 5-1. 국내산 조사료 생산·유통 체계

1.1.2. 생산 및 유통 체계

<그림 5-1>에서 국내산 조사료 재배는 사료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경영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농가, 시범포로 운영되는 농가, 축산농가와 연

계를 위해 사육규모가 많은 지역 인접 농가, 기계화·규모화되고 농지를 확

보한 농가, 복합영농 농가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 농가나 경영체를 통

해 생산된 사료작물은 대부분 경영체를 통해 수요처인 축산농가 또는

TMR 제조업체 등에게 공급된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대책”.

국내산 조사료 생산·유통에서 현재 가장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

체는 조사료 생산 경영체다. 생산 경영체 운영 내용은 조사료 작업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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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자체 TMR 제조 공장 소비 또는 축산농가

및 다른 TMR 제조업체에의 판매 등이다.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는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한우회·낙우회

등이며, 이들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용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운송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1.2.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검토

1.2.1. 생산기반에서의 문제점

종자 수입에 있어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먼저 선발기준에 있어

현재는 생육기간(조생, 만생)을 구분하여 수량성 위주로 평가기준을 삼고

있으나 수량성 이 외에 품종의 생육 특성,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품종

을 선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또한 인증품종으로 선발된 품종의 경우에

도 종자생산이 중단되었거나 상당 기간 동안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품종

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주)NH무역과 (사)한국낙농육우협

회의 경쟁 입찰에 의해 종자구매가 이루어지는데, 경쟁 입찰에 의한 가격

하락 효과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수확물의 수량, 사료가치, 발아율 등을 종

합적으로 감안하여 우수 품종 위주의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미약한 국내 사료작물 육종을 활성화하기 위

해 정부 중심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필요 시 해외채종을 통한 충

분한 종자의 확보 및 국내 반입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신하용 2008).

사료작물 생육기에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작황 부진과 이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조사료 공급 계획 면적과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2010

년의 경우 장기간 지속된 한파와 폭설, 잦은 강우 등의 기후조건으로 인해

조사료 재배 계획면적 26만 5,000ha에 못 미치는 24만 4,000ha만이 이용되

고 생산량도 계획물량인 569만 3,000톤보다 낮은 수준인 503만 3,000톤에

머물렀다. 그 결과 조사료 자급률도 계획치인 84%에서 82%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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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량 품종의 개발과 보급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작부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연중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조사료 생산기반 관련 연구가 청보리와 같은 특

정 품목에 집중되어 다양한 품종의 개발이 어려웠으며 수요자의 선택의 폭

이 좁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중부 이북지역의 경우 재배조건의

불리함 때문에 이모작 작부체계 적용에 한계가 있다.

겨울철 사료작물 답리작 재배 시 쌀 품질이 저하된다는 인식이 많아 사

료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 임차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농지 소유주의 임대

기피 또는 높은 임대료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계작물 수확시기가

벼 이앙시기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경종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

다. 또한 과거에는 동계작물 재배 소득이 쌀보리 수매에 따른 소득보다 낮

아 경제적 유인도 부족했다.

경영체와 같은 중간 생산·유통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축산농가가 직접 사

료작물을 재배하여 자급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계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집단화된 농지 임대

가 어렵다. 또한 축산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자가노동력 투입보다는 수입건

초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을 위한 지역 농·축협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참여가

미흡하다.

1.2.2. 유통분야에서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경제시스템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생산과 수집·분배·소비

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량과 소비량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형

성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이용되는 조사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

기능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통구조가 존재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유통기능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과

유통비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가 조사료 유통 시장 기능을 대행



사료작물 이용시스템 구축 방안 73

⑦조사료 운송

⑥공급량통보⋅공급․구매조정

농협중앙회

구 매 조 합

구매자
(조합, 농가, 법인 
TMR 공장 등)

공급자(조합, 농가, 경영체 등)

공급조합
·경영체

④ 공급량 신청

⑤ 공급량 신청

⑧ 운송결과보고

② 세부요령시달

⑫제품대금및유통비100%지급

②세부요령시달

⑨ 제품대금 및

유통비 50% 역환

농림수산식품부

⑩ 정산 및 자금배정 요청

③ 세부요령 및
공급량 접수안내

⑫ 품대지급

④ 구매량신청

⑨ 품대지급

③세부요령및
구매량접수안내

① 사업계획 시달

⑪ 자금배정

⑤ 구매량 신청

그림 5-2. 조사료 유통비 지원사업 체계도

하고 있는 구조가 운용되고 있다. <그림 5-2>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농협

중앙회 중심의 조사료 유통체계는 생산조합과 구매조합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생산자 조합은 조사료 작업을 경종농가 등 작업단(생산 유통 경영체)

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그림 5-2>와 같이 경종농가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축산농가에게 공급하

는 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이 조사료 유통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참여주체별(생산조합, 구매조합, 농협중앙회, 생산 유통 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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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수료 및 비용이 발생하며, 자금 정산의 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유통되는 자급조사료는 대부분 500～600㎏ 크기의 대형 원형 곤포사일

리지여서 부피가 크고 보관·운송이 어려워 유통비용이 높고 소규모 사육농

가의 이용이 불편하여 유통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TMR

업체와 축산농가의 경우 특정 시기에 대량으로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금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대형 원형 곤포사일리지의 수분 과다함유에 의한 품질관리와 규격화 미

비로 인해 TMR 업체와 축산농가가 이용을 기피하고, 경영체의 경우도 품

질에 의한 가격형성 구조가 없기 때문에 품질관리를 해야 할 경제적 유인

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조사료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볏짚의 경우

잔류농약 등에 의한 사료품질의 안전성 문제 보완이 필요하다.

1.2.3. 제도적 문제점

사일리지 작업을 수행하는 생산주체에 경종농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 많아 경종농가가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대상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

다. 이로 인해 경종농가에 대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지원과 중복 지원

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사업의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 수준이 높아

자급조사료 생산 노력보다 기계·장비를 지원 확대와 같은 정부 지원 강화

에 대한 의존심리가 크게 발생했다. 또한 현재 다른 시·군에 위치한 조합

간의 유통에 대해서만 유통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료의 지역 간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품질 경쟁력 제고도 쉽지 않다.

조사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 정보가 미비하여 합리적인 수급관리와 생산·

이용 계획 수립이 매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정부 지원이 조사료 생산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국내산 조사료에 대한 수요확대 측면에서 TMR

업체와 같은 대량 수요처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사료작물의 생산·이용 확대를 위해 담당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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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영과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식량과학원·국립 종자원, 농협중앙회,

농·축협 조합 등 생산자 및 생산 유통 경영체, 학계 등이 단기 수급관리부

터 장기 운영 계획까지 협의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초지축산종자협회와 같이 효율적인 종자 개량과

관리, 지역에 적합한 작부체계 개발, 조사료 관련 정책 수립 보조와 업계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2. 각 단계별 이용시스템 구축 방안

벼 대체 사료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개념은 1) 종자 및 기술지원

의 활성화, 2) 유통에서의 시장기능 도입을 통한 자율적 수급기능 제고, 3)

정보제공의 활성화, 4) 경쟁 및 협력체계의 강화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

한 각 단계별 이용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2.1. 생산 단계

2.1.1. 재배면적 확보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하계 사료작물 이용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경종농가의 소득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의 제공과 사료작물

의 효과적 재배가 가능한 충분한 농지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우량 사료작물 종자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지역별 적정 작부체계 설정 노

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와 연계하여 제도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는 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입비축사업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농어

촌공사의 농지매입사업을 통한 매입금액은 750억 원이며, 면적은 495h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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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 수 필지수
면 적

금 액
소계 논 밭 과수원

합계 844 1,724 495 462 31 2 74,999

경기 22 45 10 8 2 0 3,779

강원 57 136 42 25 17 0 6,261

충북 37 63 14 14 0 0 3,142

충남 173 357 118 116 2 0 22,871

전북 196 400 126 125 0 0 17,506

전남 275 565 156 148 8 0 15,839

경북 59 108 20 16 2 2 3,584

경남 25 50 9 9 0 0 2,017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표 5-1. 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사업 현황

단위: ha, 백만 원

달한다<표 5-1>. 매입된 농지 중 현재 261ha는 임대사업 중에 있으며,

2010년 9월부터 논의 경우는 벼 이 외의 타작목 재배조건으로만 임대 중

에 있다.

해당 사업 대부분의 매입농지가 규모화되지 않아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

에 적합하지 않지만 축산농가의 자급조사료 생산을 위한 면적으로는 충분

히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급조사료 생산 의욕이 있는 축산농가와의

효과적인 매칭서비스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농지 매입비축사업을 통해

규모화된 농지를 매입하는 정책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정부는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대규

모 우량농지를 조사료 재배 특구로 지정하여 최소 100ha 이상의 작업구역

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에서의 조사료 재

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육성단지 조성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조

사료 재배특구의 성공적인 도입은 해당 지역특성에 적합한 최적 작부체계

의 도입과 참여 농가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 및 생산된 조

사료 산물을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시스템의 구축이 관건이다.

또한 생산된 산물의 품질이 축산농가 또는 TMR 업체가 만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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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어야 하며, 연중 일정한 물량을 상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룬다.

2.1.2. 종자 개량·보급 및 적정 작부체계 설정

우수 사료작물 종자 개량과 보급 및 지역별 적정 작부체계 설정을 위해

서는 기존의 국립종자원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고유

사업을 적극적·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외부 지원단체의 도입이 필요하

다. 즉, 일본의 초지축산종자협회와 같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 품종

의 개발과 개량을 지원하고, 국내의 다양한 토질과 기후조건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중생산 작부체계를 연구·보급하는 단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 학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칭)한국초지

조사료협회를 설립·운영하여 정부조직에서 다루기 힘든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만약 실질적인 행정기능이 없는 협회에서 해당 업

무를 실행하기 어렵다면, 비영리 공공정부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농

촌진흥청의 조사료 관련 담당부서의 기능 보강과 조직 신설을 통해서라도

해당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조직의

신설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우수 종자 개발과 품종 개량 사업 지원

현재 정부 차원에서 종자 개발과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력은 식량작물과 채소류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사료작물은 소외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지원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는 것보다는 협회

와 민간업체 차원에서의 실용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더 비

용·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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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 및 연구기관,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 최적

작부체계 개발 지원

현재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로 특화된 조사료 연

중생산 작부체계를 개발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 운영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갈수록 가시화되는 기후변화 현상과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생산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초지 조성과 조

사료 증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연구체계의 구성이 필

요하다.

특히 축산농가 또는 사용자들이 지역에 적합한 사료작물을 선택할 수 있

고, 재배방법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 관련 내용을 전자

지도로 구축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다. 품종별 종자 요구량 파악 및 보급 지원

앞에서 언급된 종자 개발 및 개량사업과 지역 특화 최적 작부체계 연구

를 통해 집적된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종류와 특성의 조사료 종자에

대한 요구량을 파악하고, 해당 종자를 수요자에게 보급·기술지원을 병행하

는 one-stop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의 종자 보급체계로는 수요자의 다양

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내산 종자와 해외 수입

종자 모두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공익단체로서 협회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수요자에게 각종 기술정보 및 품종·

종자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하고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조사료 재

배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라. 조사료 관련 각종 통계 정리 및 조사료 수급 관측사업 지원

모든 정책과 연구 활동의 기본은 정확한 통계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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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현재 조사료 관련 통계는 해당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통계의 정확

성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특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사료 수급 현황의 기초자료는 종자보급량에 기초한 추정치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차이가 있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권역

별로 조사료 생산량 등에 대한 작황조사가 매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가칭)한국초지조사료협회 또는 해당 권역의 (대학)연구자와

축산과학원이 공동으로 조사료 견본포를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장 기초적인 조사료 수급과 재배면적 등의 통계로부터 품목

별 국내외 가격 자료, 국내외 조사료 생산 및 유통 동향, 장·단기 조사료

수급 관측 및 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정확도의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 관련 자료의 정비 및 통계청을 대신한 국가통계

의 생성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조사료

수급 관측 및 전망의 경우는 현재 농업 품목의 관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생각

할 수 있다.

마. 조사료 품질 평가와 등급 부여 및 기타 정부사업 보조

앞선 축산농가와 TMR 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품질에 대한 불만은 국내산 조사료에 대한 품질표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품질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국내산 조

사료 이용 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료 품질표시 기준의 정립과 품질 평가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

다. 또한 품질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현재 부재하기

때문에 품질표시 기준의 정립과 조사료 품질 평가기관으로 협회를 검토할

수 있다. 지자체나 해당 지역 농·축협에 품질 평가 업무를 위탁할 경우 해

당 지역 조사료 품질을 유리하게 표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80 사료작물 이용시스템 구축 방안

발생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국가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행정력

의 과도한 투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기구(third party)인 협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사료 품질평가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제도로는 조사료생산실명제가

있다. 조사료 생산자의 실명이 제공됨으로써 조사료 품질평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우수 생산자에게 유무형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때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조사료 생산자 또는 생

산단체가 행정적으로 전산 등록되어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잔류농약을

비롯하여 질병 전파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을 때 해당 제품의 추적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문

제발생시 정부에의 정보 제공 기관으로 협회를 검토할 수 있다.

2.1.3. 경종농가 소득 보전

현재 벼 대체 사료작물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과 보조를 고려할 경우 사

료용 총체벼와 사료용 옥수수 모두 경종농가의 최근 쌀 소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벼 대체 사

료작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쌀 공급과잉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소득 감소,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벼 재배농가의 부정적 인식 변화 등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벼 대체 사료작물 생산 확대는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산단계의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 지원과 보조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과 사일리지 비용 지원, 논 직접지불금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

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 각종 지원과 보조를 통합하고 쌀과 같

이 사료작물 생산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경종농가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모든 형태의 정부 지원과 보조금이 폐지되었다

고 가정할 때, 정부의 지원과 보조 대신 (가칭)사료작물 직접지불제를 통해

4년 평균 쌀 소득 수준을 얻기 위해서는 사료용 총체벼의 경우 177,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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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91,990원/10a의 직접지불금이 필요하다. 만약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폐지되고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은 존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직접지불금액은 사료용 총체벼의

경우 45,090원/10a이며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는 직접지불금 없이도 쌀 소

득을 앞선다. 사일리지제조비의 경우 경종농가를 위한 보조가 아니라 기본

적으로는 이용자를 위한 보조임을 감안할 때, 벼 대체 사료작물을 재배하

는 경종농가에 대한 (가칭)사료작물 직접지불금액은 최소 91,990원/10a 수

준에 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유통 단계

현재 국내산 조사료 유통의 문제점은 품질 차이에 따라 적정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시장기구의 부재에서 출발한다. 현재 조사료 품질 수준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수요자의 합리

적인 선택권이 박탈되고, 생산자의 품질 관리 및 품질 제고에 대한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가능한 생산지와 소비지의 지리적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 과도한

물류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방역에서의 문제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하면서 지역 단위의 친환경 경축순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산지소(地産地

消) 개념을 최대한 접목하여 생산과 유통이 한 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유통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조사료의 원거리 유통에

따른 비용 상승 억제와 원거리 유통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소요의 감소효과

도 기대할 수 있다.

2.2.1. 시장역할을 수행하는 대행기구 도입 검토

가.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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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능(안) 사업 내용(안)

물류 기능
- 대형 원형 곤포사일리지 창고 기능
- 사일로 시설을 이용한 사일리지 물류 기능
- 소규모 재포장 제품 생산 및 유통 기능

불확실성 제거와
신뢰 제고

- 유통 조사료 품질 평가 및 각종 인증 제공
- 조사료 생산실명제 적용

도매시장 기능
- 조사료 생산자와 품목, 등급, 수량 정보 공시
- 수요자의 수요 품목별 수량 정보 및 요구사항 제시
- 품목별·품질별 가격 공시

자금지원 기능 -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거래대금 정산소 역할
- 정부, 농·축협과 연계한 대금 지불 보증 기능

기계장비 임대 기능 - 소규모 생산농가 대상으로 기계장비 임대

표 5-2.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의 기본 기능과 사업 내용(안)

앞서 지적한 시장기구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구매조합이 아

닌 새로운 개념의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 조직하고, 이들 거점 조사

료 유통센터가 해당 거점 권역 내에서 조사료 시장기구의 기능을 담당하도

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의 기본 기능으로는 물류기능,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와 신뢰 제고, 원활한 수급 균형과 가격설정 등

의 도매시장 기능의 제공, 영세사업자를 위한 자금지원 및 기계장비 임대

기능 등을 검토할 수 있다<표 5-2>.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는 현재 국내에서 활

성화되어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 생산하는 자급용 조사료나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와의 직접

계약에 의한 조사료 위탁생산물량은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권역별 거점 조

사료 유통센터를 경유할 필요가 없으며, 정보제공과 공급자·수요자 간의

대면(對面)유통의 활성화 도모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성격은 일종의 조사

료 도매시장 기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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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 개념도(안)

나. 사업 운영 주체

<그림 5-3>에서 제시하는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가 운영되는 권역은 시·

군 단위를 기본 단위로 설정하되, 수급물량을 감안하여 복수의 시·군을 하

나의 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가 앞으로 추진 예정

인 대규모 조사료 재배 특구가 있을 경우, 해당 특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의 운영주체는 지역 축협과 농협, 대형 TMR 업체,

지자체 중에서 선정하거나 이들이 공동으로 법인을 결성하여 공동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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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만 조사료 산물의 효과적인 보관과 재가공 제품 수요 충족 등

을 감안할 때, 대형 TMR 업체의 가공영업장을 물리적인 장소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 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가공

장비의 확충과 물류기능의 확충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다. 조사료 산물의 유통

각각의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는 해당 권역 내에서 생산된 조사료

의 이용이 같은 권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만 각각의 권역별로 조사료 부족 또는 과잉이 발생할 경우 인근의 다른 권

역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부족 또는 과잉 조사료를 유통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는 조사료의 원거리 유통을 지양

하여 추가적인 운송비와 물류비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 내에서의 가축분뇨

와 조사료 생산의 연계를 강화하여 자연순환형 농업을 기반을 조성하며,

역량이 결집된 지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조사료 생산도 가능

해진다.

라.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

각각의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조사료 산

물을 품목별·등급별로 생산단체로부터 수매한 후 보관시설에서 보관한다.

수매 기준가격은 해당 지역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연합한 가격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결정하여 고시한다. 조사료 수요자는 유통센터에 필요한 품목별

물량을 신청하고 대금 정산 후 해당 물량을 구매한다. 장기적으로 품질등

급제도가 확립되고 취급물량이 확대되어 수요자가 충분히 증가할 경우에

는 경매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료의 특성상 연중

일정한 물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고 조사료 유통센터가 지역별로 다양

하게 분포하며 단위당 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매제도 도입

실현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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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조사료 유통센터가 TMR 가공공장과 함께 운영되는 것을 기본 개

념으로 설정했기에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원형 곤포 사일리지와 그 외의 사일리지 등 다양한

형태의 조사료 산물을 구입하여 가공할 수 있기에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

라 포장비용이나 기계장비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지며, 가공을 통해 다양한

규격의 제품을 균일한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사료 유통센터의 도입은 조사료 생산농가에 있어 안정적으로

생산물량을 연중 수매해주는 소비처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자신의 원

하는 규격의 제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

서 국내산 조사료 이용에 있어 제약사항으로 지적되던 품질과 수급 안정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주며, 마케팅 기능과 홍보기능 강화, 각종 운송

장비의 불필요한 보유 문제도 경감시켜줄 수 있다.

마. 부가적인 기능

유통센터 내에서 유통되는 조사료의 품질 등급 설정과 검사 역할은 농협

중앙회 또는 (가칭)초지조사료협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구를 이용

해서 수행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신뢰를 높이고 품질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품질차별화가 정착될 경우 해당 권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조사료 제품은 독자적인 브랜드화를 통해 전국 단위로의 유통이 가능해지

며, 이 경우 추가적인 가격 프리미엄의 획득과 해당 지역 조사료 생산면적

의 확대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생산자나 수요자들은 자금력이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유통센터에서 수매 또는 사전계약을 통한 대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신용

거래가 허용될 경우 과거에 빈번하게 발생하던 대금정산과 관련한 문제점

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역 내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의 운영은 장기적으로 조사료

생산과 가축분뇨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이 가능하

도록 간접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또한 지역 내에서 생산과 이용이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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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작물의 보급과 적정작부체계 선택을 촉진하여 다양한 농가 소득원을

제공하게 된다.

2.2.2. 농가 자급조사료 생산 및 직거래 지원 강화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자가 또는 임대 농지와 자체 노동력을 이용한

자급조사료 생산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

나는 소규모 경지 면적에 적합한 조사료 기계 장비의 확보이다. 농가의 자

금 부족으로 기계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작 가능한 농

지와 자급 의지가 있어도 자급조사료를 생산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에서 영세농가가 자급조사료 생

산에 이용 가능한 소형 작업기계를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인근 지역의 경종 및 축산농가가 서로 직거래를 통해 조사료를 이용하는

경우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러한 직거래를 활

성화하기 위해 농협에서 온라인으로 조사료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운영

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하다. 조사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사료 유

통센터에서 지역 내 직거래 이용희망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상호간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래계약 보증업무를 수행할 경우 불확실성이 최소화

되고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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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수급불안정으로 촉발된 쌀 재고 증가와 벼 재배농가의 소득문

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일정 수준의 논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벼 대체 작

물 경작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대안으로 축산업의 국내

사료작물 이용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경종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논에서의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확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종농가의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경제성 유무를 검토하고,

생산 이후 유통까지 벼 대체 사료작물의 효과적인 이용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논 이

용 현황과 미래 전망 및 자급조사료 생산과 이용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해

외의 조사료 관련 현황을 파악했다. 또한 정부의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TF 활동과 함께 연계하여 국내산 조사료 증산 대책 수립 방안을 검토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정부의 조사료 생

산기반 확충사업과 간척지 등의 논을 이용한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노력

등에 힘입어 조사료 재배면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초

지 면적은 초지의 타용도 전환 증가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

라 조사료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8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조사료 중 50% 이상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볏짚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질 조사료 증산이 매우 시급하다.

근래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따른 벼 생산량의 일시적 급감

이나 갑작스러운 정세변화에 따른 통일 대비 식량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

할 경우 일상적인 소비량보다 더 많은 쌀 재고의 확보는 당연히 고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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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비축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서 지적되고 있듯이 지속적인 쌀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쌀 가격의 하락은

농가의 소득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 벼 재배면적을 타

작물재배로 전환해야 하지만 식량상황의 급변을 고려해야 하기에 식량작

물의 재배가 항시 가능하도록 논의 형상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

경우 논에 벼 대체로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의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조사료 생산에 대한 각종 지원을 모두 고려할 경우 사료용 옥수

수의 평균 소득은 10a당 88만 2천 원, 사료용 벼는 10a당 77만 9천 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4년간 쌀 소득 10a당 59만 1천 원~70만 2천 원(평균 66

만 2천 원)보다 옥수수의 경우 평균 22만 원, 사료용 총체벼는 11만 7천

원이 더 높은 수준이다. 다만 옥수수 수확량은 지역과 일기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하기에 생산량이 적어 소득이 낮은 상황일 때 쌀 소득이 조금만

높아지면 정부 보조를 모두 고려해도 옥수수 소득은 쌀 소득보다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옥수수를 논에 재배할 경우, 습해 피해, 태풍 피해, 기계 작

업 곤란 등의 복합적인 제약 요인이 있기에 벼 재배 농가가 논에 옥수수

재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벼 대체작물로서 옥수수 재배를 활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옥수수 재배에 따른 기대 소득이 이러한 제약요인들

을 상쇄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조사료 생산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과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에는 벼 재

배농가의 소득이 사료작물 생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이 경우 쌀과

사료용 총체벼의 소득차이는 177,090원/10a, 쌀과 사료용 옥수수의 소득차

이는 91,990원/10a에 달한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이

나 보조금이 없을 경우 경종농가의 경우에는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에 의

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종농가의 조사료 생산 유인

을 위해서는 각종 보조와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에도 쌀 생산보다 더 높은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량 종자의 개발과 품종 개량을 통

해 현재의 조사료 생산 단수를 더 높일 수 있는 다수확품종의 보급이 중요

하다.

장기적으로 쌀값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쌀 공급과잉이 현상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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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제하에 경종농가에 벼 대체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

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역적 작부체계를 감안한 연중조사료 생산과 이

를 위한 탄력적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중부 이남지역은 벼 후작으

로 동계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간척지와 대단위 기계장비 도

입이 어렵고 배수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논에 사료용 총체벼 재배를 유도할

수 있다. 중부 이북지역의 경우 사료작물 연중생산이 가능한 작부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농가 홍보와 이모작 수확이 벼만 재배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홍보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인근 대단위 축산단지에의 사

료작물 공급체계를 정비해야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료작물 생산의 일차적 주체인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사

료작물 재배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하고, 사료작물의 최대 수요처인

TMR 업체와 축산농가의 조사료 이용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설문조사

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벼 재배 농가에게 기존의 벼농사를 대체하여 사료작물 재배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료작물 재배 후 확실한 판매처 확보가 필요하

고, 적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와

TMR 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물량의 안

정적인 확보와 조사료 품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따라

서 고품질의 국내산 원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된다면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

저 생산단계의 종자 도입에 있어 해외 종자 도입 시 경쟁 입찰에 의한 가

격하락 효과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수확물의 수량, 사료가치, 발아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수 품종 위주의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

다. 또한 아직까지 미약한 국내 사료작물 육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중

심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축산농가가 직접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자급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할 수 있으나 기계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집

단화된 농지 임대가 어렵고, 축산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자가노동력 투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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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수입건초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문제점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을 위한 지역 농·축협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참여가 미흡하다. 또한 축산농가가 자급조사료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전자지도 구축 사업도 필요하다.

유통분야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조사료에 대한 시장기능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통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유통기능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과 유

통비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가 조사료 유통 시장 기능을 대행하

고 있는 구조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주체들이 조사료 유통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참여주체별(생산조합, 구매조합, 농협

중앙회, 생산 유통 경영체)로 수수료 및 비용이 발생하며, 자금 정산의 지

연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유통되는 자급조사료는 대부분 500～600㎏ 크기의 대형 원형 곤포사일

리지여서 부피가 크고 보관·운송이 어려워 유통비용이 높고 소규모 사육농

가의 이용이 불편하여 유통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TMR

업체와 축산농가의 경우 특정 시기에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금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대형 원형 곤포사일리지의 수분 과

다함유에 의한 품질관리와 규격화 미비로 인해 TMR 업체와 축산농가가

이용을 기피하고, 경영체의 경우도 품질에 의한 가격형성 구조가 없기 때

문에 품질관리를 해야 할 경제적 유인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조사료로 가

장 많이 이용되는 볏짚의 경우 잔류농약 등에 의한 사료품질의 안전성 문

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조사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 정보가

미비하여 합리적인 수급관리와 생산·이용 계획 수립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대부분의 정부 지원이 조사료 생산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국내산 조사료에 대한 수요확대 측면에서 TMR 업체와 같은 대량

수요처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조사료 생산 관련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권역별 작황조사 실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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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시된 다양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먼저 사료작물의 생산·이용

확대를 위해 담당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식량과학원·국립 종자원, 농협중앙회, 농·축협 조합 등 생산자

및 생산 유통 경영체, 학계 등이 단기 수급관리부터 장기 운영 계획까지

협의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초지축산종자협회와 같이 효율적인 종자 개량과 관리, 지역에 적합한 작부

체계 개발, 조사료 관련 정책 수립 보조와 업계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새

로운 기구의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조사료 재배 농지의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지 매입비축사업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우수 사료작물 종자 개량과 보급 및 지역별 적정 작부체계 설정을 위해서

는 기존의 국립종자원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고유사

업을 적극적·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외부 지원단체의 도입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일본의 초지축산종자협회와 같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우

수 품종의 개발과 개량을 지원하고, 국내의 다양한 토질과 기후조건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중생산 작부체계를 연구·보급하는 단체로서

민간 학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칭)한국초지조사료협회를 설

립·운영하여 정부조직에서 다루기 힘든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생산단계의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 지원과 보조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과 사일리지 비용 지원, 논 직접지불금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

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 각종 지원과 보조를 통합하고 쌀과 같

이 사료작물 생산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경종농가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산 조사료 유통의 문제점은 품질 차이에 따라 적정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시장기구의 부재에서 출발한다. 현재 조사료 품질 수준에 상관없

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

택권이 박탈되고 생산자의 품질 관리 및 품질 제고에 대한 유인이 발생하

지 않는다. 이러한 시장기구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구매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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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 조직하고 이들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가 해당 거점 권역 내에서 조사료 시장기구의 기능을 담당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

센터의 기본 기능으로는 물류기능,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와 신뢰 제고, 원활한 수급 균형과 가격설정 등의 도매시장 기능의 제공,

영세사업자를 위한 자금지원 및 기계장비 임대 기능 등이 있다.



부록 1

농가 설문조사표

❍ 경종농가

문 1. 정부에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타작물의 식량 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신청하실 경우

10a(300평)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사업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 2. 선생님께서는 작년과 올해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을 신청하셨습

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번 질문으로)

문 2-1. 재배 작물은 무엇입니까? (작물명: )

문 2-2. 위의 작물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위의 작물이 보조금을 포함하여 가장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서

② 소득에 상관없이 다른 작물에 비해 쉽게 재배할 수 있어서

③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서

④ 기후에 영향을 덜 받는 작물이어서

⑤ 기타 ( )

문 3.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을 이용해서 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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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여 사료 작물을 재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3-1번 질문으로) ② 아니오 (3-3번 질문으로)

문 3-1. 어떤 작물을 재배하시겠습니까? 다음 중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

다.( )

① 옥수수 사일리지 ② 수단그라스 ③ 수수×수단라이그라스잡종

④ 사료용 총체벼 ⑤ 풋베기 피 ⑥ 기타 ( )

문 3-2. 위의 사료 작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재배 경험이 있거나 비교적 재배가 쉬워서

② 보조금을 포함한 예상소득이 증가할 것 같아서

③ 논에서 재배하기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④ 재배 후 판매가 쉬워서

⑤ 기타 ( )

문 3-3. 사료 작물 재배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재배 경험이 없어서

② 보조금을 포함하더라도 소득이 줄어들 거 같아서

③ 사료작물은 논에서 재배하기 부적합하기 때문에

④ 재배하더라도 판매가 어려워서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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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조사료 수입 조사료 합계

급여 비중 100%

❍ 한우 및 낙농가

문 1. 선생님께서는 한우 사육 시 주로 이용하시는 조사료는 무엇이 있습

니까?

(작물명: 복수응답 가능 )

예) 국내산: 볏짚, 옥수수 사일리지,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단그

라스

수입조사료: 티모시, 알팔파, 톨페스큐, 귀리, 옥수수 사일리지

문 2. 급여량 기준으로 국내산과 수입 조사료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문 2-1. 국내산 조사료를 많이 이용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다

②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이 낮다

③ 국내산 조사료의 가격이 비싸다

④ 국내산 조사료 급여할 경우 생산성이 수입 조사료 급여할 때보다

좋지 않다

⑤ 배송 서비스, 과도한 부피 등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서

⑥ 기타 ( )

문 3. 수입 조사료와 비교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

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문 4. 다음 하계 조사료 작물 중, 이용할 의향이 있는 국내산 조사료는 무엇

이며 만약 이용하신다면 가격이 어느 수준일 때 이용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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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원료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의향 가격(원/kg)

① 옥수수 사일리지 (예, 아니오)

② 수단그라스 (예, 아니오)

③ 수수×수단라이그라스잡종 (예, 아니오)

④ 사료용 총체벼 (예, 아니오)

⑤ 풋베기 피 (예, 아니오)

⑥ 기타( ) (예, 아니오)

문 5. 선생님께서는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 확대를 위해 다음 중 무엇이 가

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조사료의 품질 등급 설정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의 품질 검사

②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 설립

③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규모 집단화된 농지 확보

④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우수 품종 개발 및 보급

⑤ 정부 보조의 지속적인 유지와 확대

⑥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작부체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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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료명
가격

(원/kg)
수입국 국내산 원료명

가격

(원/kg)
구입지역

한우농가 낙농가 기타( ) 합계

비중 % % % 100%

공급농가

공급두수

호

두

호

두

호

두

호

두

2011년 상반기 2010년 상반기

가동률(일평균) % %

부록 2

TMR 공장 설문조사표

문 1. 귀 공장의 TMR 연간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건 TMR(수분함량 %): 톤

습 TMR(수분함량 %): 톤

문 1-1. 2011년 상반기 TMR공장 일평균 가동률은 %나 됩니까? 지난해 같

은 기간 가동률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동률: 일평균 생산실적/시설 생산능력(8시간 기준)

문 2. 귀 공장에서 생산된 TMR 사료의 농가 유형별 판매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2011년 7월 기준)

문 3. TMR 제조에 이용되는 세부 원료(수입원료, 국내산 원료)에는 어떠

한 것들이 있으며, 각 항목별 가격, 수입국가, 구입지역은 어떻게 됩

니까? (2011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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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사일리지 포함)
농후사료 부산물

기타

( )
합계

비중 100%

국내산 원료 비중 수입원료 비중 합계

낙농가용 100%

한우농가용 100%

국내산 원료명 구입경로

①

②

③

④

사료비 절감효과 ① 1~5% ② 6~10% ③ 11~15% ④ 15% 이상 ⑤ 효과 없음

축산물 생산성 향상 ① 1~5% ② 6~10% ③ 11~15% ④ 15% 이상 ⑤ 향상되지 않음

문 3-1. 국내산 조사료 급여가 확대된다면 사료비 절감 효과와 축산물 생

산성 향상이 어느 정도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표시)

문 3-2. 국내산 주요 원료의 구입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서술

해 주십시오.

문 4. TMR 20kg 한 포대 생산할 때, 원료 유형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문 5. TMR 20kg 한 포에 용도별로 국내원료와 수입원료의 투입비율은 얼

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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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1. 국내산 원료 비중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순서대로

3개까지)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국내산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다

② 국내산 원료의 품질이 낮다

③ 국내산 원료의 가격이 비싸다

④ 국내산 원료 사용시 TMR의 품질이 떨어진다

⑤ 축산농가가 국내산 원료 비중이 높은 TMR 사료를 선호하지 않

는다.

⑥ 기타 ( )

문 5-2. 국내 조사료 수급과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국내산

원료 비중을 늘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향이 있다면 몇 %까지 확

대하시겠습니까?

① 있다 (확대 시 국내산 원료 비중: %)

② 없다

문 5-3. 귀 공장에서 국내산 조사료의 투입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해결해

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순서대로 3개까지)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국내산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계약 생산 또는 직접 생산 등)

② 국내산 원료의 품질 개선

③ 국내산 원료의 가격 인하

④ 국내산 원료의 특성에 맞는 TMR 제조 방법 개발 및 연구

⑤ 축산농가에 국내산 원료 비중이 높은 TMR 사료 홍보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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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20kg)당 가격
용도 기입

(낙농가용, 한우농가 용 등으로 기입)

건 TMR 원/kg

습 TMR 원/kg

평가 항목
대체 가능한 수입 원료명:

예) 중국산 옥수수 사일리지 등으로 기재((복수 기재 가능)

① 원료의 품질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② 공장 도착 가격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비슷하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③ 원료 확보의 용이성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평가 항목
대체 가능한 수입 원료명:

예) 중국산 옥수수 사일리지 등으로 기재((복수 기재 가능)

① 원료의 품질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② 공장 도착 가격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비슷하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③ 원료 확보의 용이성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문 6. TMR 20kg 한 포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문 7. 다음에 제시된 국내산 원료에 대해 대체 가능한 수입 원료명을 기입

하시고, 다음 항목들에 대해 수입원료와 비교하여 평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아래 제시된 국내산 원료 중 이용하지 않을 경우 ‘없음’이라고 표기)

문 7-1. 국내산 옥수수 사일리지 :

문 7-2. 총체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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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대체 가능한 수입 원료명:

예) 중국산 옥수수 사일리지 등으로 기재((복수 기재 가능)

① 원료의 품질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② 공장 도착 가격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비슷하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③ 원료 확보의 용이성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평가 항목
대체 가능한 수입 원료명:

예) 중국산 옥수수 사일리지 등으로 기재((복수 기재 가능)

① 원료의 품질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② 공장 도착 가격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비슷하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③ 원료 확보의 용이성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평가 항목
대체 가능한 수입 원료명:

예) 중국산 옥수수 사일리지 등으로 기재((복수 기재 가능)

① 원료의 품질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② 공장 도착 가격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비슷하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③ 원료 확보의 용이성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평가 항목
대체 가능한 수입 원료명:

예) 중국산 옥수수 사일리지 등으로 기재((복수 기재 가능)

① 원료의 품질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② 공장 도착 가격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비슷하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③ 원료 확보의 용이성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문 7-3. 수단그라스 :

문 7-4. 수수×수단라이그라스 잡종 :

문 7-5. 풋베기 피 :

문 7-6. 기타 원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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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원료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의향 가격

(원/kg)

① 옥수수 사일리지 (예, 아니오)

② 수단그라스 (예, 아니오)

③ 수수×수단라이그라스잡종 (예, 아니오)

④ 총체벼 (예, 아니오)

평가 항목
대체 가능한 수입 원료명:

예) 중국산 옥수수 사일리지 등으로 기재((복수 기재 가능)

① 원료의 품질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② 공장 도착 가격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비슷하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③ 원료 확보의 용이성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평가 항목
대체 가능한 수입 원료명:

예) 중국산 옥수수 사일리지 등으로 기재((복수 기재 가능)

① 원료의 품질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② 공장 도착 가격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비슷하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③ 원료 확보의 용이성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문 7-7. 기타 원료명 :

문 7-8. 기타 원료명 :

문 8. 국내산 원료 투입 비중이 높아질수록 TMR 사료의 품질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문 9. TMR 사료 제조할 때, 다음 하계 조사료 작물 중에서 이용 가능한 국

내산 원료는 무엇이며, 만약 이용하신다면 가격이 어느 수준일 때 이

용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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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풋베기 피 (예, 아니오)

⑥ 기타( ) (예, 아니오)

⑦ 기타( ) (예, 아니오)

⑧ 기타( ) (예, 아니오)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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