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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육묘는 농작물 생산의  단계로서 생산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요한 

원천산업으로 부터 모종을 기르는 일은 ‘ 반농사’라고 할 정도로 육

묘의 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더욱이 육묘는 발아, 목‧활착, 생장조 , 

병해충 리 등 재배 련 모든 기술이 집 성되는 정 산업이다. 특히, 육

묘는 조기 수확  증수 효과는 물론, 경지 이용도 향상과 함께 종자 발아

율 상승과 소요량 감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가 육묘보다는 문 육묘장에서 생산한 묘를 구입하여 작물

을 재배하는 원 농가 비 이 높아짐에 따라 육묘장 면 이 크게 확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묘산업 보호와 육성을 한 법 ‧제도  장치

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 인 실태 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농업의 원천산업으로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육묘산

업의 동향과 실태 악을 통해 육묘산업이 성장동력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기 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자문 원과 한국육묘산업연합회, 

한국종자 회  한국공정육묘연구회 계자, 설문조사에 극 조해주신 

육묘업체 분들과 농가, 육묘 문가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정부의 육묘산업 정책 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고품

질의 우량묘 공 을 통해 궁극 으로는 농업생산의 분업화‧ 문화 실 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2011.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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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육묘는 농작물 생산의  단계로서 생산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요하

며, 육묘산업은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 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원천산업

이다. 한, 육묘는 조기 수확  증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경지 이용도 

향상과 함께 종자 발아율 상승  소요량을 감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는 육묘를 이용하는 농가가 증가하면서 육묘장 면 은 1997년 약 20ha에

서 2010년 159ha로 크게 확 되었으며, 향후에도 육묘장 면 은 2015년 

187ha, 2020년 224ha로 증가할 망이다.

  이와 같이 육묘산업이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면서 육묘장의 

종자공  → 육묘생산‧ 매 → 육묘이용의 연계 메커니즘 실태 악을 통

해 육묘산업의 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종자회사의 육묘장 종자공  실태를 살펴보면, 채소류의 경우 종

자회사의 매처 가운데 육묘장 매비 은 6.9%에 불과하고, 부분 종

자상(61.6%) 등에 매하고 있는 반면, 과채류는 육묘장 매비 이 평균 

33.6%로 높은 편이다. 한, 향후 육묘장의 종자 매 비 을 확 할 의향

이 있는 종자회사는 66.7%로 크게 높아 농업부문에서 육묘장의 역할은 앞

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상된다.

  육묘업체 조사를 통한 육묘생산‧ 매 실태를 분석한 결과, 종자 구입처

로 벼는 국립종자원이나 농가로부터 구입하는 비 이 가장 높으며, 배추와 

고추는 종자회사, 양상추 등은 종자상 구입비 이 상 으로 높은 데 비

해 과채류는 부분 종자회사에서 종자를 직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묘 기술 수 은 육묘 문가의 델 이(Delphi) 조사로 평가하 으며, 

환경조 , 병해충 리, 포장 유통 기술이 선진국보다 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 육묘 시설 설비나 자동화 장치 기술 수 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고용노력비가 많이 소요되는 목 공

정의 자동화율은 13.6%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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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묘업체의 주요 매처는 농가가 73.1%로 압도 으로 높으며, 다음이 

농약상 12.4%, 일반 소비자 9.0%, 묘 도매상 2.9%, 수출 0.3% 등의 순으

로 조사되었다. 육묘 매 가격은 노임과 시설자재,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년에 비해 2～7%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육묘업체의 2010년 평균 매출액은 9억 3,696만 원이며, 항목별 경 비 

지출 비 은 종자비 30.1%, 고용노력비 27.4%, 트 이‧상토 구입비 

14.1%, 열동력비 13.7% 등이다. 한편,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육묘업체의 경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체 기술효율성은 0.9258, 순수경 효율성은 0.9759로 일반 농가에 비해 상

으로 효율성은 높지만, 소득률은 10% 내외로 상당히 낮다.

  육묘이용 실태는 농가 조사를 통해 악하 는데, 벼 재배농가의 경우 

육묘 구입 비 은 17.6%인 데 비해 자가 육묘 비 은 81.1%로 압도 으로 

높아 개별 육묘가 주도 인 구조이다. 채소류는 체로 자가 육묘 비 이 

높은 가운데, 고추의 경우 육묘 구입 비 이 51.9%로 나타났다. 육묘 구입 

비 은 과채농가가 가장 높으며, 품목별로는 토마토 70.8%, 수박 67.1%, 

오이 60.8%, 호박 27.0%, 참외 25.2% 등이다.

  육묘 주문 시 농가는 품목, 품종, 정식(모내기), 묘 길이 등 상당히 구체

인 사항들을 육묘업체에 알려주고 묘를 주문하는데, 이는 추후 발생될 

수도 있는 분쟁 문제로 인해 육묘장이 육묘 상태의 추천을 꺼리고 있기 때

문이다. 농가의 구입 육묘에 한 가격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지만, 육묘 이

용 비 이 높은 토마토, 오이 등의 과채류는 상 으로 불만 비 이 높다. 

품질 만족도는 가격과는 달리 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묘산업의 단계별 실태 악으로 도출된 당면과제로는 첫째, 육묘 생산

시설이 노후화되어 양질의 육묘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공정과정의 

자동화가 미흡한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육묘 생산 기술수 이 선진국에 

비해 여 히  수 이며, 목 등의 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육묘 가격이 품목에 따라서는 높다고 단하는 농가가 많

아 가격 인하를 한 방안 마련은 물론, 육묘업체의 소득률 향상을 한 

경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육묘를 둘러싼 각종 문제가 빈번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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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분쟁 경험이 있는 종자회사‧육묘업체‧농업인이 50～90%나 되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마련이 시 하다.

  상기의 실태 악과 당면과제 도출을 기 로 설정된 육묘산업 발 의 목

표는 ‘농업생산 안정을 한 고품질 우량묘 공 의 선진육묘 체계 구축’이

며, 이를 통해 궁극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비 은 “농업생산의 분업화‧

문화 실 ”이다. 설정된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구체  육묘산업 발  방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묘 기술 수 이 선진국에 비해 인 경우가 많으므로 육묘업

체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 학계, 연구기  문가 등을 심으로  단계 

기술수 을 정  진단하고, 육묘장 환경에 합한 기술을 개발하여 육묘업

체에 교육‧보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량종자의 육종‧개발을 한 종자회사의 R&D 투자 확 와 함께 

정부의 극 인 지원 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 

육묘용 자재  상토 제조 기술 향상을 한 련 주체들의 노력이 뒤따라

야 하며, 특히 육묘 자동화 장치 기술을 고도화하여 육묘업체의 인건비 등 

경 비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문 인력의 확보‧자동화 설비 도입, 에 지 감형 시설 도입, 육

묘 수출의 극 추진이나 도시농업 확  응 등의 새로운 수요 개척 등을 

통해 육묘업체의 경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요하다.

  넷째, 육묘산업 발 을 해서는 각 부문별 인 라 조성이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하므로 이에 한 정부의 극 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 육묘와 

련하여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

히 구축하고, 양질의 균일묘 공 과 육묘산업의 보호‧육성을 해 육묘

업 등록제 등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vi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Raising Seedlings Industry

   Raising seedlings is the precondi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t 
is so important tha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e success of agricultural 
production depends on it. The seedling industry is also the base industry 
of agricultural production since it can induce division of labor and 
specialization. As the number of farmers who use a seedling farm has been 
increasing in recent years, the size of land for raising seedlings was sig-
nificantly expanded from 20 ha in 1997 to 159 ha in 2010, and it is antici-
pated that the size will increase further in the futur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industry trends, analyze the cur-
rent state of the seedling industry, and present a strategy to develop the 
industry.
   In order to identify the state of seed supply at seedling farms, 17 seed 
companies, which are members of Korean Seed Association, were 
surveyed. As for the state of production and sale of seedlings, 70 seedling 
suppliers were surveyed. The results of a survey of 740 farmers were ana-
lyzed to identify the state of seedling usage, and 51 experts who are mem-
bers of the seedling research club 'Plugseedling' were surveyed to identify 
the technology level of the seedling culture and make a priority list for pol-
icy support. To examine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seedling companies,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was used, and the Delphi method 
was used to examine the level of seedling technology. As for the method 
of drawing up the policy priority list,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used.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s that were found in the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seedling industry, an advanced system of raising 
seedlings has to be established to supply high-quality, superior seed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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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tabilize agricultural production. The detailed development strategies to 
achieve this goal are as follows:
   First, as the technology level of raising seedlings lags behind advanced 
countries in many aspects, individual effort by the seedling companies is 
required.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a precise diagnose of the current 
technology level with the assistance of academic researchers and develop 
technologies suitable for the seedling environment of each seedling farm. 
The edu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seedling technologies should then be 
carried out through a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R&D investment for seed breeding 
companies to develop superior breeds and link it with active support poli-
cies of the government. Also, it is necessary to seek higher efficiency of 
seedling production by developing advanced seedling materials and auto-
mation technology. 
   Third,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seedling 
companies through professional manpower, automation facilities, and en-
ergy-saving facilities and promote seedling export to secure the new de-
mand created by increased urban agriculture.
   Fourth, creation of infrastructure for each phase of seedling production, 
as well as active government support, is essential for the seedling industry's 
development. Also,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solve 
seedling-related disputes and prepare systematic means, such as a seedling 
supplier registration system, to supply uniform seedlings and protect and 
foster the seedling industry. 

Researchers: Ki-Hwan Park, Hyun-Tae Park and Hye-Sung Han
E-mail address: kihwa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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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1.1. 연구의 필요성

  원 작물이 주산지를 형성하여 단 로 재배되면서 일부 작목반 단

에서는 공동 육묘를 하는 등 경 비 감과 육묘환경 개선을 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부분의 농가는 소규모 개별 자가육묘에 의존하여 왔다.

  1990년  들어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한 다양한 책들이 제시되었으며, 그 의 하나로 육묘사업이 시

설원 농업 육성을 한 생산‧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육묘는 산업 으로 개되어 원 농산물 생산농가의 상당부분은 

육묘장의 육묘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육묘장이 설치되기 시작하면

서 채소의 경우 공정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내외로 추산될 정도로 

격히 신장되고 있다.

  국의 공정육묘장 면 은 1997년 약 20ha에서 2010년 159ha로 7.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정육묘장 수도 같은 기간 50여 개에서 

200여 개로 4배 정도 크게 늘어났다.

  육묘산업의 성장은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 문화를 유도하 을 뿐만 아

니라 상토비와 리비 감효과  공간 이용의 극 화를 가능  하 으



서 론2

며, 종자 품질 향상은 물론 종자 소요량이 어들면서 농가의 생산비 감

에도 기여하 다. 즉, 문 인 육묘 생산업체의 등장으로 종자 발아율은 

1980년 70% 내외에서 2005년 90% 이상으로 향상되었으며, 종자 소요량

도 1970년  포트당 3립에서 2000년  러그 트 이 셀당 1.5립이 소요

되어 종자비 감에 이바지하 다.

  육묘산업의 성장과 농업부문의 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유

가와 농자재비의 상승 등으로 육묘산업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목

작업, 환경 리 등에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나 농 인력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문 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육묘시설은 약 70%가 기존의 작물재배용 비닐온실로 육묘 용 시설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나마 1990년 에 설치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난방비 상승과 고품질 균일묘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한, 육묘 련 자격증, 품질인증 등 육묘산업 보호와 육성을 한 법 ‧

제도  장치도 미흡한 상태로 기 인 육묘산업 련 통계 자료조차도 구

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공정육묘장 수는 재 200여 개소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에서는 3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실태 악이 이

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숫자 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농업의 원천산업으로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육묘산업의 동향 

악과 실태 분석을 통해 육묘산업이 성장동력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 이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육묘산업의 황 악을 통해 육묘산업의 기  통

계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육묘의 공 ‧이용 실태를 심층 으로 분석

하여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 이 있다. 한, 육

묘산업 구조와 실태 분석을 기 로 발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육묘산업에 

한 정부의 시책 마련에 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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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문헌과 조사자료 등을 기 로 육묘산업의 생산 황과 유통 

실태를 악한다.

  둘째, 육묘 생산의  단계인 종자의 공  실태, 육묘 생산  매 상

황, 육묘의 이용 실태 등을 악함으로서 육묘를 둘러싼 문제 과 개선과

제를 제시한다.

  셋째, 육묘의 기술수 을 진단하고, 경 효율성을 분석하여 육묘업체의 

마  략 수립의 기 자료를 제공한다.

  넷째, 육묘산업 발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육묘와 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육묘산업 각 부문별 관련 연구

2.1.1. 육묘산업 황과 발 방안 련 연구

  박상근(1994)은 공정육묘의 발  과정, 공정육묘 시스템의 구성, 러그

묘의 단계별 생산 실태 등을 살펴보고, 이를 기 로 공정육묘 산업의 효과

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공정육묘 산업의 효과로서 종자 약과 품질 향

상, 종‧육묘 시 노동력 감을 들 수 있으며, 공정라인의 능률 향상과 시

설  기계 개발을 과제로 제안하 다. 그러나 이 연구는 도입 기 단계

인 공정육묘 시스템을 소개하는 수 에 머물러 있다.

  박세묵(1995)은 채소농가의 개별육묘 실태와 문제 을 악한 후, 공정

육묘의 농가 실용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공정육묘사업의 발  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 채소농가의 육묘 과정에서 문제 으로 육묘 규모의 세성, 육

묘시설 낙후, 육묘기술 부족 등을 지 하면서 공정육묘 생산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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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역설하 다. 한, 공정육묘 발 방안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공정육묘 온실 모델 설정, 공정육묘 련 기술 개발, 정부 지원체계 개선을 

제시하 다. 이 논문은 육묘산업의 기 단계 던 1990년  반에 연구된 

논문으로 공정육묘의 도입 확  필요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육묘산업 

반의 실태 악과 최근의 상황을 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 용‧이지원(1999)은 러그묘 생산과 련된 시설, 시비 리, 배지 

사용, 용기 이용, 생육조정 기술 이용, 목묘 생산 기술의 황  문제

을 제시하면서 육묘장 경 상의 애로사항도 검토하 다. 이 연구는 러그

묘 생산의 각 단계별 기술  황과 문제 은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이를 해결하기 한 과제는 별도로 언 하고 있지 않아 러그묘 생

산 과정의 문제  악에 그치고 있다.

  김사균(2004)은 육묘산업을 둘러싼 농업여건을 검토하고, 육묘산업 발

과제와 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육묘산업 발 과제로는 크게 비용 감 

략과 수익확  략 등의 2가지를 명시하 다. 비용 감을 해서는 ‘육

묘종합경 리 로그램’ 도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수익확  략

으로는 품질의 획기  제고, 마  워 향상, 리스크 리, 순수익 개념

으로의 환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육묘경 체에 한 구체 인 

실태 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발 방안도 육묘산

업 측면보다는 육묘생산 경 체의 소득 증  심으로 제한 이다.

  柳京熙(2005)는 한국육묘산업연합회의 회원사 심으로 육묘장 운 (개

별 혹은 농법인)과 시설형태, 묘의 출하가격 등을 살펴보고, 사례조사를 

통해 묘 생산실 과 경 황, 출하실태  묘 수출 상황을 악함으로서 

향후 일본의 한국산 육묘 수입 망과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육묘

장 1개 업체를 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 기 때문에 체 육묘업체의 

실태를 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육묘의 수입확

 가능성에 을 맞추고 있어 국내 육묘산업 발  방안 수립과는 연계

성이 낮은 연구이다.

  고 달(2008)은 우리나라 채소묘와 주요 과채류의 목묘 재배비율 

황을 검토한 후 공정육묘의 특징을 정리하 다. 한, 공정육묘장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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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애로사항, 육묘시설, 배지, 시비 리, 생육조  기술, 목묘 생산기술 

등 주로 육묘생산의 기술  한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육묘의 발

방향과 망을 간략히 언 하고 있다. 우리나라 육묘산업 체 황을 

정리한 사실상 첫 번째 연구로 연구 의의가 높지만, 심포지엄 발표 자료

로서 황과 문제  악에 머물러 발  방안 제시의 구체성은 결여되어 

있다.

  淸水耕一(2008)은 일본의 채소묘 생산  매 황과 과제를 정리한 연

구로서 채소묘 생산의 문제 으로는 묘 장기술이 아직 기  연구단계이

기 때문에 농번기에 생산량이 집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병묘의 안정  

공 이 미흡하고, 여름철 고온 책이 부족한 을 지 하고 있다. 채소묘 

매는 수송 시 사고 발생과 수송비 증 가 주요 제약요인이며, 유가와 자

재비 상승 등으로 묘의 단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이에 한 책 마련을 

제안하 다.

  장윤아(2009)는 국내 공정육묘장 면 과 지역별 분포 등 육묘 황을 

악하고, 공정육묘장 42개소 설문 조사를 통해 작물 생산, 경 비, 환경조  

방법 등 운  실태를 분석하 다. 한, 이를 기 로 육묘산업 보호‧육성

을 한 제도  장치 마련, 육묘산업 활성화를 한 기술개발, 연구개발 성

과의 체계  지원, 육묘분쟁 해결을 한 책 수립 등 공정육묘 발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육묘생산업체의 직  조사를 통해 경  

실태를 면 히 악한 후 발  방안을 도출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서 그 가

치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아닌 토론회 발표 자료로 한계가 

있으며, 종자 보 이나 농가의 육묘 이용 실태는 악하지 못해 육묘경

체 실태 분석에 그치고 있다.

2.1.2. 육묘산업 경제성 분석 련 연구

  박 춘‧이 만‧김진일(1994)은 정부의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94 공동육묘장 설치의 표 모델을 근거로 주요 채소의 품목별‧작부체계

별 경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으나, 실제 육묘장의 경 비 조사가 아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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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묘 표 온실의 경 계획 수립을 한 모형별 수익성 비교이다.

  이 만‧설인 ‧박 춘(1997)은 공정육묘농장의 경 사례를 조사하여 투

자실태에 한 시설형태별 경제성 분석을 통해 공정육묘농장의 경 합리

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리온실의 경제성 분석결과, 행 작목의 재배

를 한 투자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닐온실의 경

우 고정자본의 투자비 이 유리온실에 비해 낮아 투자수익률은 유리온실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순례(2000)는 러그묘의 정의와 특징을 설명한 후 고추를 상으로 

행육묘와 러그육묘의 노동비  생산비를 산정하 다. 노동시간의 경

우 러그육묘가 행육묘에 비해 1/3 게 소요되며, 육묘비용도 50% 내

외 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사균‧이민수(2003)는 22개의 육묘경 체를 상으로 9개 항목(경

계획, 경 분석, 온실결함 정도, 과건과습 정도, 리 정도, 시비수 , 수

질검사 결과, 환경 리 수 , 병해충 리 수 )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우수경 체와 열 경 체로 나 어 비교‧분석하 다. 연구 결과를 기

로 환경 리 기술에 한 요성과 경 기술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주

장하고 있다.

  김사균‧이민수‧최 찬(2005)은 상기 선행연구의 조사내용을 활용하여 

우수경 체와 열 경 체를 비교‧분석하 으며, 육묘경 체의 지도사업 

방향으로 환경 리 기술 지도와 경 기술 능력 향상 지도 이외에 공정육묘

장과 육묘수요자인 농가 간  시장구조 형성을 한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선행연구와 거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1.3. 육묘 기술 련 연구

  장성호‧ 익조‧박용철‧김일섭(2003)은 공정육묘 시 triazole계 약제처리

가 과채류 묘 도장억제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 가장 효과 인 약제 선

발과 정 처리농도‧처리 시기 등을 설정하 다.



서 론 7

  박성태‧김상열‧황동용‧홍연규(2004)는 비용이며 육묘 리가 간편한 

육묘기를 개발하여 그 시험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개발된 벼 육묘기 

이용 시 기존 자동화 육묘시설‧장비에 비해 시설비가 43% 감되었으며, 

노력시간과 물 사용량도 크게 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홍 표‧정완규‧김완규(2005)는 채소공정 육묘장이 벼 육묘환경으로 

합한가를 단하고, 최 의 모 생산을 해 벼 육묘장을 상으로 조사

를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채소공정육묘장의 벼 육묘 가능시기는 4월 하

순에서 6월 하순이었으며, 벼 육묘 횟수는 연간 3~4회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남정권 외(2006)는 벼 면  기계이앙재배에 따른 육묘기술 개발의 필

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육묘기술은 체 벼농사의 17%를 차지할 만큼 노

동력이 많이 필요하며, 작업이 용이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기

술 인 개발을 통해 육묘의 노동력 감이 시 하다고 제시하 다.

  林硏(2008)은 육묘 상토 조제에서 발아까지의 기계 이용 황, 묘 

리와 목묘 생산 기계화 등 주요 채소묘 생산용 기계의 개요  개발 동

향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육묘 기술과 련된 선행연구는 다수 있으나, 자연과학 인 

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과제의 연구범 에 벗어나기 때문

에 이와 련된 선행연구는 제시하지 않았다.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육묘산업 실태와 발 방안에 한 선행연구는 고 달(2008)과 장윤아

(2009)를 제외하면 거의 무한 실정이며, 이들 선행연구도 세미나 발표자

료(PPT 자료)로서 제시된 발 방안의 구체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기존의 연구들은 육묘생산 는 육묘경 체 측면에서만 근하고 있으며, 

육묘를 한 종자 공 이나 육묘의 매, 최종 생산된 육묘의 이용 실태 

악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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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는 육묘 이  단계인 종자 공  실태와 육묘단계인 육묘 

생산‧ 매 실태, 육묘 이후 단계인 육묘 이용 실태를 종합 으로 조사함으

로서『종자공  → 육묘생산‧ 매 → 이용』의 연계 메커니즘을 악하는 

데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실증  분석을 기 로 

각 단계별 문제 과 과제를 도출하고, 육묘산업이 앞으로 더욱 발 하기 

한 구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육묘산업의 실태와 발 방안 도출을 해 총 8개의 장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육묘산업의 발 과정과 농업생산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고, 육묘장 면 과 유통  시장규모 등 육묘산업 동향

을 기존문헌과 실태조사 자료에 기 하여 분석한 후 과제를 정리하 다. 

한, 문가 델 이조사를 통해 육묘산업의 망치를 제시하 다.

  제3장에서는 육묘 생산 이  단계인 종자의 생산동향과 육묘장 공  실

태를 종자회사 조사를 통해 악하 으며, 이를 기 로 문제 을 짚어보았

다.

  제4장에서는 육묘업체를 조사하여 육묘 생산 실태와 함께 육묘 기술 수

을 진단하 으며, 매처나 매가격 등 육묘 매 실태도 악하 다. 

한, 육묘업체의 경  상황을 조사하고, 경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서 육묘

업체의 효율  경 략 수립 방안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은 육묘업체의 

생산‧ 매‧경  실태 분석을 토 로 당면과제를 도출하 다.

  제5장에서는 육묘의 주요 소비자인 농업인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육묘 이용 실태와 만족도 등을 악하 으며, 육묘 이용 확

를 한 개선과제도 제시하 다.

  제6장에서는 해외선진국인 일본의 육묘산업 황을 살펴보고, 일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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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시사 을 정리하 다.

  제7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6장까지 조사‧분석된 내용을 토 로 육묘산업 

발 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 으며, 이 기본 방향하에서 구체 인 실천 방

안을 마련하 다.

  제8장에서는 재까지 연구된 연구결과를 주요 핵심사항별로 요약하고, 

결론을 유도하 다.

4. 연구범 와 방법

4.1. 연구범위

  본 연구의 연구범 는 육묘 상 부류와 상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상 부류는 채소류와 과채류 육묘를 심으로 하되, 철 채소류 육묘 

매 완료 후 일시 으로 벼를 육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용 개 과정

에서 벼 육묘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과수의 경우 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

이 거의 부분 외국 품종이며, 육묘는 아직까지 무등록업체가 많이 하고 

있어 본 연구범 에서 제외한다.

  육묘산업은 크게 육묘 생산‧ 매‧이용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단계를 연구 상으로 선정한다. 즉, 육묘용 종자 

공  단계에서는 종자회사, NH 종묘센터 등을 상으로 하며, 육묘의 생

산‧ 매 단계는 민간 육묘업체, 농  운  육묘장, 종자회사 직  육묘장 

등을 상으로 한다. 한, 육묘의 이용 단계에서는 각 품목별 농업인을 

상으로 설정한다.

  육묘산업 발 을 지원하기 해서는  단계의 육묘기술 수 과 향후 

우선 으로 필요한 기술  정책 악이 요하므로 이를 연구범 에 포함

시킨다. 단, 육묘산업을 둘러싼 기자재산업은 육묘산업과 직  연계가 

있기보다는 후방 산업이라 볼 수 있어 연구범 에는 제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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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본 연구의 연구범

  주: □안이 본 연구의 연구범 임.

4.2. 연구방법

  육묘산업의 기  통계 악을 해 농림수산식품부, 농 진흥청 등의 통

계자료  선행 조사연구 등을 활용하 으며, 해외선진 사례 악을 해 

일본의 농림수산성, 일본채소육묘 회 등의 자료도 이용하 다.

  육묘를 한 종자 공 , 육묘 생산‧ 매, 육묘 이용 실태는 해당 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악하 다. 육묘장 종자 공  실태 악을 해 한국종

자 회 회원 종자회사 47개사  주소 불명인 1개사를 제외한 46개를 

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응답은 17개사로 37.0%의 회수율

을 나타냈다.

  육묘의 생산‧ 매 실태는 총 199개(한국육묘산업연합회 회원사 6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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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133개소) 육묘업체 가운데 응답한 70개사(회수율 35.2%)의 설

문조사를 통해 악하 다. 한, 육묘 이용 실태는 품목별로 총 3,000명을 

상으로 실시한 우편 설문조사에서 740명의 응답결과(회수율 24.7%)를 

기 로 정리하 다.

  한편, 육묘업체의 경 효율성 분석을 해 조사에 응답한 육묘업체  

20업체를 직  방문하여 상세 경 실태를 악하 으며, 이  유효한 조

사결과는 16업체이다.

표 1-1.  육묘의 생산‧ 매‧이용 련 조사 개요

조사 상  기간 회수
회수율
(%)

종자회사

∙ 상: 한국종자 회 회원사 46개사

∙기간: 2011.5.24～6.30

∙내용: 종자 매 실태  분쟁 발생 황 등

17개사 37.0

육묘업체

∙ 상: 총 199개사(한국육묘산업연합회 회원사 

        66개사, 비회원사 133개사)

∙기간: 2011.7.8～8.31

∙내용: 육묘 생산‧ 매 실태  애로사항 등

70개사 35.2

∙ 상: 조사응답 육묘업체  20업체 선발

∙기간: 2011.9.5～9.16

∙내용: 육묘업체의 상세 경 비 분석

16개사 70.0

농업인

∙ 상: 총 3,000명(본 연구원 통신원 1,500명  

       농업 측센터 품목별 표본농가 1,500명)

∙기간: 2011.5.13～7.15

∙내용: 품목별 육묘 이용 실태  향후 이용 

       의향 등

740명 24.7

  육묘의 기술수 과 정책 우선순  도출을 해 한국공정육묘연구회 소

속 회원  육묘업체를 제외한 공무원, 교수, 연구원 등 115명을 상으로 

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1차 응답한 문가는 51명으로 회수율은 

44.3%이며, 1차 응답 결과를 토 로 2차 문가 조사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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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육묘산업 련 기술수   정책 우선순  결정 문가 조사 개요

조사 상  기간 회수
회수율
(%)

1차 

조사

∙ 상: 한국공정육묘연구회 회원 115명

∙기간: 2011.8.30～9.30(우편 설문조사)

∙내용: 공정육묘 기술수 , 향후 망, 정책 우선순  등

51명  44.3

2차 

조사

∙ 상: 1차 응답 문가 51명

∙기간: 2011.10.12～10.20(인터넷 설문조사)

∙내용: 1차 응답 내용 확인  보정 등

51명 100.0

  육묘업체의 경 효율성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

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 으며, 경 효율성의 요인 분석은 Tobit 모형

을 사용하 다. 육묘 기술 수 진단은 문가 델 이(Delphi) 조사 방법을 

이용하 으며, 정책의 우선순  도출은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방법론을 채택하 다. 육묘산업 망은 연도별 통계 데이터가  없어 

계량경제학  방법론 사용이 불가하여 문가 조사를 통한 델타이 조사 방

법으로 체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육묘산업 발  방안은 계 문가 의회 등을 

통해 피드백하 다.

  보고서의 문성 제고를 해 육묘의 과학  용어와 발달과정, 일본의 

육묘산업 동향은 련 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정리하 다.

표 1-3.  육묘 련 외부 문가 원고 의뢰 황

성 명 소속  직 원고 의뢰 내용

엄 철 국립원 특작과학원 연구
육묘 련 용어 정의  육묘산업 

발달과정

柳京熙
日本 酪農學園大學校 農食環

境學群 準敎授
일본의 육묘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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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의 연구범 와 연구방법에 따른 각 구성별 연구 추진체계는 그

림 1-2와 같다.

그림 1-2.  본 연구의 연구 추진체계도



육묘산업의 동향  망  제2장

1. 육묘산업의 발  과정1과 농업생산 향

1.1. 육묘와 관련된 용어 정의

  육묘는 공정육묘, 러그육묘, 트 이, 목, 활착 등 자연과학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이에 한 개 인 용어의 정의를 정리한 후, 발달과

정 등을 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육묘’는 종자의 종에서부터 정식에 이르기까지 일정기간 동안 

정식하기에 가장 합한 묘를 키워내는 작업과정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종

자 선택, 상토 비, 육묘상 설치 등 모든 련 자재의 선택도 육묘에 결정

인 향을 미치므로 육묘과정에 포함된다.

  ‘공정육묘’란 육묘의 생력화, 효율화, 안정화  연  계획생산을 목 으

로 일  체계화  장치화한 묘 생산 시설에서 질이 균일하고 규격화된 묘

를 연  계획 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러그육묘’란 여러 개의 작은 용기(셀, cell)가 연결된 러그 트 이2

1 육묘와 련된 용어 정의  육묘산업 발  과정은 농 진흥청 국립원 특작과

학원의 엄 철 연구 에 의뢰한 원고 내용을 기 로 재정리하 다.
2 러그 트 이는 러그묘를 기르기 한 육묘상자의 일종이다. 육묘용 러그 

트 이는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며, 재질도 경질 poly와 연질 poly 등으로 성형

되고 있다. 재 한국공정육묘 회에서 표  규격을 28×56cm로 정하여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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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불리는 육묘 용 용기를 이용하여 묘를 키우는 것을 일컬으며, 양질

의 균일한 묘를 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육묘 용 시설‧

장비  자재를 갖추고, 상토 제조  충진(充塡), 종, 수, 시비  환

경 리 등 종 비에서부터 육묘 종료까지의 작업이 유기 으로 연결되

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공정육묘라고 하기도 한다. 러그 

육묘를 통해 생산된 묘를 통칭하여 러그묘라고 하는데3, 과거에는 셀묘, 

성형묘, 공장묘 등으로도 불렸으나 지 은 일반 으로 러그묘로 불리고 

있다.

  육묘를 해서는 ‘육묘벤치’나 ‘베드’를 시설 내 러그 트 이에 치

시킨다. 러그 트 이 내 배지는 배수  산소공 을 용이하게 해주는데, 

고설 는 설 베드가 있으며, 베드 폭은 2～2.5m(장치  설치 여건에 

따라 가감) 정도로 간이형 벤치도 가능하다.

  ‘상토’는 식물 생육에 합한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을 갖춘 물질로서 

식물체를 기계 으로 지지해주고,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각종 양분과 수분

을 공 해주는 활성화된 물질로서 작물재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재이다. 

이 상토는 ‘상토혼합기’라는 기계를 통해 분쇄  혼합하거나, 무게가 다른 

상토를 균일하게 섞어 다. ‘상토충 기’는 육묘 용기( 러그 트 이)에 자

동으로 상토를 채워주는 기기이다.

  공정육묘는 규격화된 트 이의 셀 1구에 1립을 종하는 일련의 작업과

정에서부터 상토의 조제( 쇄 혼합), 트 이에 충 , 종구 형성(진압), 

종, 복토, 수, 발아실 이송 등의 과정으로 작업단계가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작업을 일  처리하는 시스템을 ‘자동 종시스템’이라 정의하고 있

다.

  종종자는 발아를 진하기 하여 최 의 환경이 설정된 일정 시설 

내에 옮겨두는 데 이곳을 ‘발아실’이라 한다. 발아실에서는 동시발아, 발아

고 있다.
3 러그묘는 모종의 뿌리가 모여 있는 모양이 아래쪽으로 뾰족하게 생겨 기 

콘센트에 꽂는 러그(plug)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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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높임에 의해 트 이 상의 모종의 결주를 일 뿐만 아니라 모종의 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묘소질을 높일 수 있어 육묘장에서는 필수 인 

시설 의 하나이다.

  발아된 묘는 그 상태 그 로 재배하여 생산하는 ‘실생’과  는 이 

붙은 기( 수), 뿌리가 있는 기 는 뿌리( 목)에 착시켜 붙이 묘

를 생산하는 ‘ 목(grafting, 接木)’ 형태가 있다.4 목은 목과 수의 형

성층에서 형성된 유상조직에 의하여 서로 착하고 유 속으로 연결되어 

완 한 식물체로 생장하게 된다.5 

  ‘ 목활착실’은 목 후 활착을 진시키기 한 시설로서 일반 으로 

시설 내 육묘 벤치 에 이  비닐과 차 막, 반사필름 등을 이용하여 터

을 만들어 리한다.

1.2. 육묘산업 발전 과정

1.2.1. 창기 양열육묘 방식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육묘재배가 본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육묘법

이 개발되어 농가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당시의 육묘는 부분 자가소비를 

목 으로 하 다. 각종 채소류나 화훼류의 모종을 기르는 곳을 묘상(苗床)

이라고 하며, 묘상의 온도를 조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 으로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을 온상(溫床)이라고 한다.

4 오이나 참외 등은 목 시 목과 수의 단면을 서로 맞물린 후 목클립으

로 고정해주는 ‘합 ’이 많이 사용된다. 합 은 목조작이 쉽고, 목활착 후 

생육이 잘되는 장 이 있으나, 목 시 수의 뿌리를 단하기 때문에 목 

후 온도와 상 습도 리를 철 하게 해야 한다. 가짓과 작물인 토마토, 가지 

등은 세라믹 소재의 핀(두께 0.5mm, 길이 1.5cm)을 이용하여 목과 수를 연

결하는 목방법인 ‘핀 ’ 방법이 합하다.
5 목은 가지 , 뿌리 ,  등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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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상은 열원(熱源)의 종류에 따라서 양열(釀熱)6온상, 온돌(溫突)온상, 

열(電熱)온상 등으로 구별되며, 모 흙의 높이에 따라서 고설(高設)온상과 

설(低設)온상으로 나 는 데 한국과 같은 조건에서는 설‧양열 온상이 

가장 유리하다. 양열재료로는 볏짚, 낙엽 등과 같은 탄소원(C)인 주재료와 

깻묵, 계분, 요소와 같은 질소원(N)인 부재료를 사용하 다. 그러나 양열온

상을 이용한 육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후 열선이나 

온수보일러를 이용한 온상으로 체되었다.

1.2.2. 포트 육묘 이용

   원 작물 육묘에서 육묘분(盆)을 이용한 육묘는 정식 시 이식 몸살(식

상)을 일 수 있으며, 이동과 운반이 편리하다. 한, 큰 모종의 육묘가 가

능하고 정식의 기계화는 물론, 이식이 곤란한 작물도 가능해짐으로서 여러 

가지 종류의 육묘분이 이용되었다.

  원 작물 육묘에 이용되는 육묘용기는 종이 분, 질그릇 분, 폴리에틸  

분, 스티로폼 분, 지피포트‧성형포트 등이 있었다. 특히, PE 필름을 이용한 

포트와 라스틱 포트는 상토를 넣기가 용이하고, 정식 시에 포트를 분리

시키는 작업도 능률 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포트 육묘가 도입되었다.

1.2.3. 러그 육묘기술 도입

  러그묘 생산기술은 1960년 미국에서 개발되어 1965년에 묘목생산에 

실용화되었으며, 1975년 채소‧화훼묘 생산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본격

으로 러그묘가 생산‧ 매되었다. 1980년 에 들어서 러그묘의 이용이 

격히 증가하 으며, 1980년  후반에는 유럽  일본에 보 되었다. 우

리나라는 농 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1990년 시험 으로 도입하

6 양열(釀熱)이란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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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1992년 흥농종묘에서 러그묘를 생산‧ 매하기 시작하 다.

  이후 소비의 연 화에 따른 시설면  확   연  묘 생산 증가, 농업 

노동력의 감소 등 채소 생산여건의 변화에 따라 채소 러그묘를 문으로 

생산하는 공정육묘장의 수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러그 육묘와 기존 행 육묘와의 근본 인 차이는 용기의 크기에 있

다. 러그 트 이의 포트 크기는 육묘 비용의 감을 해 체로 행 

육묘 시 사용하는 크기의 1/5～1/10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러그육

묘 시에는 식 환경이 조성되고, 이에 따라 , 온도 등의 지상부 환경  

수분, 양분 등의 지하부 환경이 불량하기 쉽다. 반면, 러그 육묘는 집약

 리와 자재 감으로 묘 생산비를 낮출 수 있으며, 종, 목 작업 등

을 생력화할 수 있다. 한, 운반이나 정식 등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감할 

수 있으며, 생산 자재  묘소질의 규격화는 물론, 근괴 발달  성형화로 

이식 시 식상이 경감되어 묘의 활착이 진되는 장 이 있다.

표 2-1.  행 육묘와 러그 육묘의 차이

일반 육묘 러그 육묘

○ 육묘용기

○ 재식간격

  - 생육조  필요성

  - 환경 

○ 상토내 비료량

  - 추비의 필요성  

    비종

○ 육묘상토 

  - 상토 조건

○ 근 도

○ 정식

○ 육묘 리  정식

○ 묘소질

○ 묘 생육조

크다, 단순

넓다, 임의조  가능

다

좋다

많다

다, 요소 는 4종복비

토양  경량혼합상토

폭이 넓음

(공극률 50% 이상)

낮다

활착 지연

어렵다, 비용 상승

불균일

조  불가능

작다, 다양

좁다, 임의조  제한

크다

나쁘다→도장하기 쉬움

다→비 이 나타나기 쉬움

불가피, 완  액비(미량 원소 

포함)

경량혼합상토

엄격(공극률 80% 이상)

높다

활착 용이

용이, 비용 감

균일

조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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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업생산 과정에서 육묘의 영향

  육묘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향은 정  측면과 부정  측면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육묘 이용을 통한 정  측면으로는 첫째, 조기 수확  증수 효과이다. 

농가는 육묘를 사용함으로서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수확기간도 그 

만큼 연장되어 수량 증  효과를 가져온다. 즉, 온기 정식 시 품질 하 

문제가 발생되나, 고온에서 보호하여 육묘한 후에 정식하면 안정  재배가 

가능하며, 시설 내 집약 리를 통한 입모율 향상으로 작물 생육의 균일성 

유지는 물론, 리의 효율성 등이 제고되어 수량성이 증 한다.

  둘째, 경지 이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육묘기간 만큼 농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작물 재배기간이 후작물 종기와 겹치는 경우 육묘를 

통해 이를 피할 수 있다.

  셋째, 종자의 발아율 상승과 종자 소요량 감소를 들 수 있다. 문 인 

육묘업체가 생산한 육묘 사용으로 종자 발아율이 1980년 70% 내외에서 

2005년 90% 이상으로 향상되었으며, 종자 소요량도 1970년  포트당 3립

에서 2000년  러그 트 이 셀당 1.5립으로 감소하 다.7

  이와 같이 육묘 구입을 통해 자재비, 노동력 등의 감, 발아율 상승 등 

여러 가지 장 이 있으나, 많은 농가들은 자가 육묘에 비해 경 비가 상승

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는 자가 육묘는 주로 자가노동력을 투입하므로 

소요되는 노동비를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며, 육묘 구입비는 

추가 경 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8

7 고 달(2008).
8 육묘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농가 조사결과, 구입한 육묘의 가격 만족도는 체

로 높게 나타났음에도(제5장의 표 5-8 참조) 육묘 이용을 경 비 상승 요인으

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농가가 재 매되는 육묘 가격이 자재비, 인건비 등

을 고려했을 때 한 수 이라고 인정하고, 자가 육묘로 환할 의향도 없지

만, 행 인 자가 육묘와 비교했을 때 어 든 경 비는 상승했다고 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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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재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육묘 가격이 올

라감에 따라9 육묘 구입을 농가 경 비 상승의 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농가

가 체의 43.9%로 나타났다.

그림 2-1.  육묘 구입과 자가육묘 비교 시 경 비 변화

경영비 절감

(39.3%)

경영비 상승

(43.9%)

큰 변화 없음

(16.8%)

         자료: 농가조사결과.

  육묘 구입으로 경 비가 상승하 다고 응답한 농가  경 비가 5% 미

만 상승한 농가는 8.2%, 6～10% 21.2%, 11～20% 38.9%, 21% 이상은 

31.8%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육묘 매가격 인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육묘 구입으로 농가 경 비가 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한편, 육묘 구입을 통해 경 비가 감소하 다고 응답한 농가의 경우 5% 

미만 감한 농가는 16.3%, 6～10% 31.4%, 11～20% 35.3%, 21% 이상은 

17.0%로 나타났다. 조사 농가의 과반 정도는 육묘 구입으로 경 비를 1～

10% 감하 지만, 경 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70% 내외의 농가는 11% 

이상 경 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육묘 구입이 결국 농가 부담으로 

9 육묘업체의 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2010년 가격이 2009년보다 품목에 따라 

게는 2%, 많게는 14% 내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자세한 사항은 제4장

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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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육묘 구입으로 인한 경 비 변화 정도

단 : %

1～5% 6～10% 11～15% 16～20% 21～25% 26% 이상 계

경 비 상승  8.2 21.2 11.8 27.1 11.2 20.6 100.0

경 비 감 16.3 31.4 13.7 21.6  8.5  8.5 100.0

자료: 농가조사결과.

2. 육묘산업의 황 분석과 문제

2.1. 육묘장 면적 동향

  원 작물이 주산지를 형성하여 단 로 재배되면서 일부 작목반 단

에서는 공동 육묘를 하는 등 경 비 감과 육묘환경 개선을 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부분의 농가는 소규모 개별 육묘에 의존하여 왔다.

  1990년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

를 한 다양한 책들이 제시되었으며, 그 의 하나로 육묘사업이 시설원

농업 육성을 한 생산‧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 처음으로 실시

되었다. 이후 육묘는 산업 으로 개되어 원 농산물 생산농가의 상당부

분은 육묘장의 육묘를 사용하고 있다.

  농가조사 결과, 채소 농가의 육묘 구입 비율은 평균 30～40%이며, 품목

별로는 배추 37.0%, 고추 51.9% 등으로 나타났다. 과채 농가의 육묘 구입 

비율은 50～60% 이상이며, 품목별로는 토마토가 70.8%, 수박은 67.1%, 오

이 60.8% 등으로 육묘 구입률이 상당히 높다.10

10 자세한 사항은 제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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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공정육묘장이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채소의 경우 공정묘가 차지하

는 비율이 20% 내외로 추산될 정도로 격히 신장되고 있다. 국의 공정

육묘장 면 은 1997년 약 20ha에 불과하 으나,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9

년 110ha로 1997년 비 5배 이상 증가하 다. 이에 따라 공정육묘장 수도 

동 기간 50여 개에서 200여 개로 4배 정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2010년

도 공정육묘장 면 은 2009년 비 44.5% 증가한 159ha로 추정된다.11 

그림 2-2.  공정육묘장 면   육묘업체 수

  자료: 농 진흥청.

  지역별 육묘장 면 을 살펴보면, 경남이 37.2%인 41ha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충북(22.4%), 남(11.8%) 등의 순으로 이들 세 지역이 7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와 강원을 제외한  지역의 육묘장 면 이 증가 

추세이며, 2009년도 비 은 경남이 2003년도에 비해 8.8%p의 가장 높은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11 조사 상 육묘업체 평균 면  2,386평(제4장 표 4-1 참조)에 200업체를 곱해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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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지역별 육묘장 면  변화

             (2003년)                    (2009년)

       자료: 농 진흥청.

2.2. 육묘 유통 및 시장규모

  육묘의 유통경로는 첫째, 일반 육묘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 둘째, 농

앙회  지역농 이 운 하는 육묘장에서 유통되는 경우, 셋째, 종자

회사가 직 하는 육묘장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의 3가지로 별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유형 가운데 문 인 육묘업체가 운 하여 육묘를 생산‧

매하는 것이 가장 일반 인 유통형태이다. 일반 육묘업체는 육묘이용 농

가 등의 주문에 의해 국내 종자회사에서 부분의 종자를 구입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자는 종자상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벼의 경우 수입하는 경

우도 있다.

  종자회사 등에서 구입한 종자는 일정기간 육묘과정을 거쳐 주문한 생산

농가에 주로 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약상 등 도소매업자에게도 묘를 

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도시농업의 확 로 묘를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많아 일반 소비자에게 직  육묘를 매하기도 하며, 일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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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출하기도 하나 극히 소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  일반 육묘업체 운  육묘 유통경로

자료: 지조사결과.

  농 앙회는 사업소로서 NH 종묘센터를 운 하여 종자생산은 물론 안

성육묘장  암육묘장 2곳의 직  육묘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

농 도 육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NH 종묘센터는 생산한 종자를 계통출

그림 2-5.  농  운  육묘장의 육묘 유통경로

자료: 지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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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 하기 때문에 지역농 이나 육묘장에 종자를 공 한다. 농 운  육묘

장은 부분의 종자를 NH 종묘센터로부터 구입하지만, 농가 주문에 따라 

일부 타 종자회사 종자를 구입하기도 한다. 육묘는 부분 생산농가에 

매하며, 도소매업자나 일반 소비자에게도 소량 공 해 주고 있다.

  민간 종자회사에서 육묘장을 직 하는 경우는 재 농우바이오 1곳이 

유일하며, 직  육묘장은 본사로부터 종자를 공 받아 육묘 후 매하고 

있다. 종자회사 직  육묘장은 생산농가나 농약상 등에게 묘를 매하지

만, 일반 육묘업체와는 달리 농약상 등 도소매업자 매 비 이 농가에 비

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림 2-6.  종자회사 직  육묘장의 육묘 유통경로

자료: 지조사결과.

  육묘 생산, 재배면  등 기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묘 시장규모와 련된 정부 공식 통계는 없다. 육묘업계 계자

들의 인터뷰 결과, 통상 채소 육묘 시장규모는 1,500억 원 정도로 추정하

고 있다. 농 진흥청 국립원 특작과학원의 채소 공정육묘장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육묘장의 평균 매출액은 10억 원 내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12, 

육묘업체가 200여 개인 을 감안할 경우 시장규모는 약 2,000억 원 내외

로 산정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도 2010년 육묘장의 평균 매출액이 9억 3,696만 원13으로 육

12 장윤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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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업체 수를 고려할 때 시장규모는 1,87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통

해 우리나라 육묘시장 규모는 1,500억～2,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상

할 수 있다.

표 2-3.  육묘시장 규모 추정

단 : 억 원

육묘업계 계자 농 진흥청 추정치 본 연구조사 추정치

시장 규모 1,500 2,000 1,870

2.3. 육묘산업 관련 정책

  정부는 1990년  반부터 원 특작산업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선진

국형 첨단시설에 의한 화로 연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  

생산과 수출산업 육성을 해 투자를 추진하 다.

  본격 인 투융자사업은 1992년 이후 꾸 히 추진되었으며, 채소부문의 

경우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이 표 인 정부지원사업이다. 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은 1996년도까지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으나, 1997

년도에는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변경되었다. 1999년에는 보

조 20%, 융자 60%, 자부담 20%로 보조비율이 더욱 감소하 으며, 2000년

부터는 보조 없이 융자 80%, 자부담 20%로 환되었다.

  육묘의 경우도 채소로 분류되어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시

설의 정부지원이 있었으며, 이때 첨단시설을 갖춘 육묘장이 본격 으로 건

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정부지원 첨단시설에는 토마토, 오

이 등 과채류 심의 품목이 재배되었다.

  정부의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일부 육묘장이 건립된 이후 육묘에 한 

13 자세한 사항은 제4장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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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정부지원은 없었으며, 재 육묘 련 담부처도 모호한 상황이다. 

육묘분야 자조 과 련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원 산업과(구 채소특작

과)에서 할하고 있으며, 육묘 반은 종자생명산업과 소 이다.

  육묘와 련된 제도 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육묘장이 종자 

유통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종자산업법』내에 육묘부분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

표 2-4.  채소부문의 정부지원사업 황: 산업특정사업

상
품목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노지

채소

고추, 

마늘,

양 , 

무,

배추 등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고랭지채소생산유통사업

∙채소수 안정사업

∙고품질우량채소종자개발보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

-생산자조직 심 생산유통시설 

 종합지원

-무, 배추, 고추, 마늘, 양  등  

 상계약재배로 출하조

-육채종시설  신품종육종 지원

-산물출하 농산물(무, 배추, 수박  

 등) 포장상자 지원

시설

채소

시설

채소류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고품질우량채소종자개발보

-생산자조직 심 생산유통시설 

 종합지원

-육채종시설  신품종육종 지원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농어 구조개선사업백서(1992～98)」, 2000.

2.4. 현황 분석을 통한 과제

  육묘는 조기 수확  수량 증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

묘기간만큼의 농지 이용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종자의 발아율 상승

에도 크게 기여하 다. 이처럼 육묘산업이 농작물 생산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는 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면 , 육묘장 수, 시장규모 등 기

황 악도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육묘와 련된 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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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한 지속  조사가 필요하다.

  육묘의 정  성과에도 여 히 많은 농가들은 육묘사용으로 인해 경

비가 상승한 것으로 단하고 있어 육묘가격 인하를 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육묘업체 경 상황의 진단을 통해 비효율  

부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도출함

으로서 농가의 육묘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요하다.

  육묘는 일반 육묘장, 농  육묘장, 종자회사 직  육묘장 등 200여 곳이 

넘는 육묘장에서 공 되고 있으나, 농  육묘장의 경우 3～4곳을 제외하고

는 육묘장의 기능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아14 가격형성 과정에서 견제세력의 

역할 정립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육묘산업 기에는 생산시설이 정부지원을 통해 건립되는 등 정부사업

과 련 제도가 구축되어 있었으나, 재는 농가로서 혹은 사업주체로서 

명확한 구분이 없으므로 육묘산업과 련된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한 담부서 설정도 필요하다.

3. 육묘산업 망

  육묘 재배면 은 매년 지속 으로 증가해 오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과 

노령화 등의 향으로 육묘 이용은 확 될 가능성이 커 향후 육묘 면 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 측해 볼 필요가 있다.

  육묘 재배면  망을 해 당  모형설정을 시도하 으나, 육묘면 에 

한 시계열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량경제학  모형

14 농 앙회와 지역농 이 운 하는 육묘장 가운데 육묘장으로서의 기능을 제

로 수행하고 있는 곳은 NH 종묘센터의 안성 육묘장, 주원 의 육묘사업

소, 곡성농 의 공정육묘장, 산포농  육묘사업소 정도로 알려져 있다. 기타 지

역농 에서도 벼 육묘 등을 취 하고 있으나, 육묘장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해 

타 용도로 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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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추정은 불가능하 다. 이 때문에 육묘 련 문가 집단을 상으

로 한 델 이(Delphi) 조사를 통해 망치를 추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최선

의 방법이다.

  육묘 련 문가 집단 델 이 조사는 한국공정육묘연구회15 소속 회원 

가운데 학계  연구계 소속 문가 115명을 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 으며, 51명이 응답(회수율 44.3%)하 다. 1차 집계 분

석된 조사결과는 10월 12～20일 동안 인터넷 설문 방법으로 2차 델 이 

조사를 재실시하 으며, 2차례 조사를 통한 보정 작업을 거쳐 최종 집계하

다.

  조사결과, 육묘장 면 이 향후 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단하는 문가

는 체의 72.4%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할 것으로 상하

는 문가는 2.1%에 불과하 다.

표 2-5.  육묘 재배면 의 확  가능성 여부

단 : %

재보다 증가 재와 비슷 재보다 감소 계

구성비 72.4 25.5 2.1 100.0

자료: 문가 조사결과.

  육묘장 면 이 증가할 것으로 상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농가의 

노동력 부족’이 46.2%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농업부문의 문화‧분업화 

추세(19.2%)’, ‘양질묘‧규격묘 수요 증가(19.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도시농업 확 의 향도 육묘 재배면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상된다.

15 한국공정육묘연구회는 공정육묘에 한 최신정보를 공유함으로서 회원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리나라 공정육묘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 으

로 2008년에 창립한 연구자들의 모임이다. 회원은 학계, 연구계, 육묘업체, 종

자업체 등의 육묘 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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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육묘 재배면 의 증가 망 사유

단 : %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화‧분업화 
추세

양질묘‧규격묘 
수요 증가

농업의
규모화 진

도시농업
확

계

구성비 46.2 19.2 19.2 7.7 7.7 100.0

자료: 문가 조사결과.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기 로 육묘 재배면 을 추정해 보면, 2015년은 

186.4ha로 2010년 비 17.2%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2020년에는 

40.7% 증가한 223.7ha로 망된다.

표 2-7.  향후 육묘 재배면  망치

단 : ha

2010년

2015년 2020년

재배면
2010년 비 
증가율(%)

2020년
2010년 비 
증가율(%)

망치 159 186.4 17.2 223.7 40.7

자료: 문가 조사결과.

  육묘 품목 가운데 향후 육묘 생산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되는 품목

은 고추가 25.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토마토(20.9%), 수박(13.2%)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벼의 경우 재는 80% 이상이 자가 육묘하고 

있으나, 향후 육묘장 묘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표 2-8.  향후 육묘 생산 증가 상 품목

단 : %

벼 배추 고추 토마토 수박 멜론 리카 딸기 계

구성비 8.8 12.1 25.3 20.9 13.2 5.5 9.9 4.4 100.0

자료: 문가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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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자회사의 종자 생산 동향

1.1. 채소종자 품목별 생산 현황16

  국내 종자회사의 채소 종자 생산량(국내생산+해외채종)은 124만kg으로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종자 생산량이 가장 많은 

배추와 무의 재배면 이 었기 때문이다. 종자회사의 채소종자 생산량 

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품목은 무로 체 생산량의 47.6%를 차지하

고 있으며, 다음이 시 치(14.3%), 배추(7.2%), (6.4%)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종자의 경우 통 으로 무의 생산 비 이 가장 높으나, 매년 그 비

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시 치와 양배추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종자회사의 생산 채소종자는 무, 시 치, 배추, 양배추 

등 엽근채류 심이며, 육묘 이용률이 높은 과채류의 생산 비 은 낮아 토

마토, 리카 등과 같은 과채류의 상당 부분은 수입종자에 의존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16 우리나라 종자의 경우 식량작물과 과수는 국립종자원이나 국립원 특작과학원 

등 정부기 에서 생산‧보  등을 주도하고 있으며, 화훼는 민  혼합주도형이

다. 반면, 채소종자는 민간 주도형으로서 일반 종자기업이 주도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박기환 외(2010)). 본 연구는 채소류 심의 일반 민간 종자회사가 

연구 상이므로 채소종자를 심으로 생산 황을 정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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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종자회사의 품목별 채소종자 생산량

단 : kg, %

엽 채 류 근 채 류 과 채 류 조미채소
계

배추 양배추 시 치 당근 무 수박 호박 고추

1995
187,634

(10.3)

 4,840

(0.3)

145,783

 (8.0)

76,171

(4.2)

1,149,896

(63.0)

29,454

(1.6)

11,652

(0.6)

55,739

(3.1)

 65,909

(3.6)
1,826,002

2000
292,511

(14.3)

26,010

(1.3)

235,929

(11.5)

63,267

(3.1)

1,079,154

(52.6)

30,519

(1.5)

20,892

(1.0)

56,037

(2.7)

107,782

(5.3)
2,052,373

2005
212,949

(12.7)

79,247

(4.7)

223,501

(13.3)

43,412

(2.6)

 862,183

(51.4)

12,432

(0.7)

23,248

(1.4)

62,837

(3.7)

 44,079

(2.6)
1,677,347

2010
 89,734

 (7.2)

68,018

(5.5)

176,622

(14.3)

39,672

(3.2)

 589,105

(47.6)

13,123

(1.1)

16,956

(1.3)

35,907

(2.9)

 79,350

(6.4)
1,238,173

  주: (  ) 내는 계에 한 구성비임.

자료: 한국종자 회.

  민간 종자회사가 담당하는 채소종자의 매출액은 2001～2007년까지 큰 

변화 없이 1,600억 원 내외를 유지하다가 2008～2010년 1,700억 원 까지 

그림 3-1.  연도별 채소종자 매출액 추이

단 : 억 원

1,850

1,800

1,750

1,700

1,650

1,600

1,550

1,500

1,450

1,400

1,35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매출액 1,616 1,533 1,518 1,597 1,631 1,592 1,616 1,796 1,797 1,753

 자료: 한국종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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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업부문의 축소 등으로 인해 매출

액 증가가 뚜렷하지 않아 채소종자의 시장규모는 상당기간 정체 상태가 지

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육묘를 생산하고 있는 품목 심으로 매출액을 살펴보면, 

엽채류의 배추, 상추, 양배추, 양념채소의 고추, 과채류인 토마토, 오이, 수

박, 참외, 호박이 체 종자 매출액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  품목별 채소종자 매출액: 2010년 기

단 : 백만 원(%)

　 배추 상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수박 오이 참외 호박

매출액
14,864

(8.5)

4,490

(2.6)

1,316

(0.8)

29,163

(16.6)

13,405

(7.6)

10,793

(6.2)

4,321

(2.5)

6,867

(3.9)

6,593

(3.8)

  주: (  ) 내는 체 채소종자 매출액에 한 구성비임.

자료: 한국종자 회.

  한편, 채소종자 수출액은 1990년 610만 달러에서 2010년 2,302만 달러

로 3.8배 이상 증가하는 등 꾸 히 확 되고 있는 반면, 순 수입액은 2000

년을 기 으로 600만～900만 달러 수 까지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

자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2000년 648만 달러에서 2010년 1,329만 달러로 

증가하 다.

표 3-3.  연도별 채소종자 수출입 추이

단 : 천 달러

　 1995 2000 2005 2009 2010

수 출 액 (A) 7,388 18,002 15,277 19,563 23,017

순 수입액(B) 7,835 11,521  5,710  7,954  9,729

A-B △447  6,481  9,567 11,610 13,288

  주: 순 수입액은 총수입액에서 해외채종 액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종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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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종자 수출은 1990년 까지만 해도 무와 배추 심이었으나, 2000년

 들어 고추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추 비 (2010년 기  30.2%)이 

가장 높은 구조로 변화하 다. 특히, 양배추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출량

도 늘어 1990년 수출비 이 0.5%에서 2009년 14.3%까지 증하 다.

  채소종자의 순수입액은 1990년 까지만 해도 시 치와 양 가 상당 부

분을 차지하 으나, 2000년 에는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재배품목 변동으

로 토마토와 단고추 비 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육묘 이용 

비 이 높은 토마토는 2000년  반 이후 웰빙붐에 따라 재배면 이 크

게 늘면서 채소종자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 1995년 15.3%에서 2009

년 17.4%로 증가하 다. 이 때문에 토마토의 육묘 품종은 요요미니토마토, 

도태랑 요크 등 주로 외국 수입종자를 사용하고 있다.17

1.2. 종자회사 수 및 육묘장 보유 현황

  종자업 등록업체는 채소의 경우 2009년 173개소로 1998년의 50개소에 

비해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종자회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종자 회에 소속된 47개 종자회사의 규모가 비교  

큰 편에 속하며, 이  상  6개사가 체 채소종자 매출액의 62.3%를 차

지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농우바이오가 체의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몬산토 코리아(19.7%), 신젠타종묘(9.4%), 코 곤(8.6%), 동부한

농(6.2%) 등의 순이다.

17 이른바 착색단고추라 불리는 리카의 종자는 량 네덜란드 등에서 수입하

고 있으며, 토마토 종자도 70～80% 이상은 일본 는 유럽계 품종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토마토 종자는 1980년 까지 ‘서 ’ 등 국내 종묘회사에서 육

종한 품종이 재배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  이후 ‘도태랑’으로 표되는 

완숙계 토마토가 보 되면서 일본계 수입품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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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종자회사별 매출액 유율: 2008년 기

농우
(19.3%)

몬산토
(19.2%)신젠타(9.2%)

코레곤
(8.4%)

동부(6.2%) NH종묘(3.8%)

     자료: 한국종자 회.

  채소 종자업에 등록된 업체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육묘장을 보유하고 

있는 종자회사는 농우바이오와 NH 종묘센터밖에 없으며, 이들 회사는 각

각 1개소, 2개소의 육묘장을 직  운 하고 있다.

표 3-4.  종자회사 직  육묘장 개요

육묘장명 설립연도
재배면
(평)

시설형태

농우바이오 농업회사법인 ㈜그린텍 1999 5,000 비닐온실

NH 종묘센터
NH 종묘센터 육묘장 1997 1,365 유리온실

NH 종묘센터 호남육묘장 1994 1,383 유리온실

자료: 종자회사 조사결과.

  특히, NH 종묘센터 직  육묘장의 매출액은 2005년 14억 원에서 2010

년 26억 원으로 증가하 으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6억～27억 원 내외로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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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NH 종묘센터 육묘장의 매출액

단 : 억 원

2005 2008 2009 2010
연평균성장률(%)

’05∼’08 ’08∼’10 ’05∼’10

매출액 14 26 27  26 22.9 0.0 13.2

자료: NH종묘센터.

2. 종자의 육묘장 공  실태

  종자회사의 품목별 종자 매처, 육묘장 종자공  실태, 종자 련 분쟁 

경험 등의 악을 해 한국종자 회의 회원사 46개사(주소 불명 1개사 제

외)를 상으로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에 응답한 종자회사는 총 17개사로 회수율은 37.0%이다.

2.1. 품목별 종자의 육묘장 공급 비중

  종자회사의 종자 매처로는 종자상이 체의 56.1%로 가장 높으며, 다

음이 육묘장 19.6%, 농 이나 타 종자회사 13.0%, 농업인 11.2% 순으로 

나타났다.

  채소의 경우 종자회사의 육묘장 매비 은 평균 6.9%에 불과하며, 

부분 종자상(61.6%) 등에 종자를 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

별로는 배추의 육묘장 매비 이 11.9%로 가장 높으며, 고추도 9.1%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이 육묘업체의 표 인 채소 육묘 품목인 것으로 

단된다.

  과채류는 종자회사의 육묘장 매비 이 평균 33.6%로 채소에 비해 육

묘과정을 거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회사의 육묘장 종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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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이 가장 높은 품목은 오이로 매비 이 68.0%로 나타났으며, 다

음이 수박(48.1%), 토마토(31.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참외는 자가 

육묘 비 이 타 과채류에 비해 높기 때문에 육묘장 매비 은 2.3%로 가

장 낮다.

표 3-6.  종자회사의 품목별 종자 매처

단 : %

육묘장 종자상 농업인
농 ‧

타 종자회사 등
계

채소

배추 11.9 63.9 12.6 11.6 100.0

상추  2.3 27.3 33.7 36.7 100.0

고추  9.1 70.1  9.8 10.9 100.0

평균  6.9 61.6 15.9 15.6 100.0

과채

토마토 31.4 36.3 12.4 19.8 100.0

수박 48.1 38.9  0.5 12.5 100.0

참외  2.3 96.5  1.3 - 100.0

오이 68.0 31.4  0.6 - 100.0

호박 22.2 56.8 11.0 10.0 100.0

평균 33.6 50.1  6.1 10.2 100.0

체 평균 19.6 56.1 11.2 13.0 100.0

  주: 1) 각 종자회사마다 표 인 매 품목 10가지를 선정한 결과를 집계한 것임.

2) 채소평균은 배추, 상추, 고추 이외에 양 , 당근, 시 치,  등이 포함된 평균임.

3) 과채평균은 토마토, 수박, 참외, 오이, 호박 이외에 멜론, 가지, 로콜리 등이 포

  함된 평균임.

자료: 종자회사 조사결과.

  채소의 육묘장 종자 매 비 은 낮은 편이나, 과채류의 경우 품목에 따

라 육묘장 매비 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종자회사에서는 육종‧개발한 

신품종을 육묘장에 매하기 해 별도의  략을 수립하는 경우도 많

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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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회사 가운데 육묘업체를 상으로 다양한  략( 고, 가격할인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비 은 56.3%로 나타났으며, 육묘업체를 상으

로 한 별도의  행  없이 주로 농업인을 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종자

회사는 43.7%로 조사되었다.

표 3-7.  종자회사의 략 수립 여부
단 : %

육묘업체에 한 

다양한  략 

수립하여 시행

육묘업체 겨냥  

행  없으며, 주로 

농업인을 상

특정 매처 겨냥 

략 추진하지 않고, 

고 등의 홍보에 주력

계

구성비 56.3 43.7 - 100.0

자료: 종자회사 조사결과.

2.2. 육묘장 공급 확대 의향

  향후 육묘장의 종자 매 비 을  수 으로 유지할 계획인 종자회사

는 33.3%로 나타난 반면, 확 할 의향이 있는 종자회사는 체의 66.7%로 

그림 3-3.  종자회사의 육묘장 종자 매 비  확  의향

0 10 20 30 40 50 60 70

현재보다

확대계획

현재수준

유지계획

66.7%

33.3%

     자료: 종자회사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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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높아 앞으로 종자의 육묘장 매 비 은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더

욱이 농가 에서 육묘업체를 통한 묘 구입을 확 하거나(23.4%) 재의 

수 을 유지할(58.1%) 의향이 있는 비 이 체의 81% 이상으로 나타나18 

농업부문에서 향후 육묘장의 역할은 최소한 재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망된다.

3. 종자공  과정에서의 문제

  과채류는 육묘 이용률이 높은 농산물이며, 일반 채소류 등에 비해 부가

가치가 높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채류의 육묘 생산에 필요한 종자는 

생산 비 이 체 종자 생산량의 4% 내외로 많지 않으며, 토마토나 

리카 등은 상당량의 종자를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종

자 수입은 로열티 부담, 물류비 등으로 인해 매 가격이 국내 육종 종자

보다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육묘 가격에 반 되어 농가 부담 증

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육묘 이용이 많은 품목, 특히 과채류를 심

으로 국내 육종 종자 개발을 한 투자와 지속 인 노력으로 수입 체 효

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재 농가가 종묘상 등에서 종자를 구입하여 자가 육묘하는 비 이 채

소류는 60～70%로 높지만, 과채류 농가의 경우 육묘장에서 묘를 구입하는 

비 이 50～60% 이상으로 오히려 자가 육묘보다 높다.20 향후에는 과채류 

농가를 심으로 육묘장에서 묘를 구입하는 비 이 재보다 더욱 높아지

는 추세로 환될 것으로 상되는 등 육묘장의 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18 제5장의 표 5-10 참조.
19 2010년 기  경지면 에서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 은 11.9%이며, 농업생산액

에서의 비 은 9.9%인 데 비해 과채류는 각각 3.7%, 10.2%로 과채류가 상

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임을 알 수 있다.
20 자세한 사항은 제5장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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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된다. 이로 인해 종자회사의 육묘장 종자공  비 은 더욱 확 될 것

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인기품종의 종자 확보를 한 종자상과 육묘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단되므로 육묘장이 우수종자를 우선 공 받을 

수 있는 략 수립이 필요하다.

  종자회사가 타 종자회사에 종자를 매하는 비 이 13.0%로 농업인 

매 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회사 → 타 종자회사 → 육묘장의 

경로를 거쳐 공 되는 종자의 경우 매 수수료 인상으로 육묘가격이 상승

하는 요인 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종자회사가 생산한 종자를 육

묘장이 직  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자회사는 육묘장의 종자 매 비 을 확 할 계획이나,  수 을 유

지하려는 회사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는 육묘장 직  공  시 품종에 

한 농업인 지도 등 여러 가지 문제 의 노출 때문이다. 따라서 육묘업체는 

종자회사로부터 신품종 등을 직  공 받는 경우 재배특성 등을 사 에 충

분히 숙지한 후 농가에 묘를 매할 때 이에 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육묘업체에 매한 종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종자회사는 

50.0%로 과반의 회사가 클 임을 당해본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묘업체와 종자와 련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의 부분은 종자의 발아 

불량 문제(88.9%)이며, 병해충 발생이 11.1%로 나타났다.

표 3-8.  종자회사 매 종자로 인한 육묘업체와의 분쟁경험 여부

단 : %

분쟁경험 있음 분쟁경험 없음 계

구성비 50.0 50.0 100.0

자료: 종자회사 조사결과.

  분쟁 발생 시, 종자회사는 체로 상을 통해 종자 매 액의 부를 

보상해주거나 체 종자를 지 하고 있는 반면,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책

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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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종자회사의 육묘업체와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단 : %

육묘업체와 상 체 
종자 
지

소송으로 
해결

입증이 
어려워 
미보상

기타 계액  
보상

일부  
보상

다음번 구입 
시 할인

구성비 11.1 - - 66.7 11.1 - 11.1 100.0

자료: 종자회사 조사결과.

  종자는 특성상 종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육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므로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기구나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발아율

이 높은 우수한 고품질의 종자생산은 물론, 내병성‧내충성 품종이나 가뭄

항성 품종 등의 육종‧개발 노력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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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묘 생산 실태  기술 수  진단

  육묘업체의 육묘 생산  매 실태 악을 해 한국육묘산업연합회21 

소속의 회원사 66업체와 비회원 133업체 등 총 199업체를 상으로 7월 8

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응답한 육묘업체는 총 

70업체이며, 회수율은 35.2%이다.

표 4-1.  조사 상 육묘업체의 개요

육묘장 평균 면 (평) 육묘업체 운  형태(%)
평균
육묘
경력(년)

평균
연평
(세)

유리
온실

P.C
온실

비닐
온실

노지 계
일반업체 농  

운
종자회사
직

계
개인 법인

구성비 530 29 1,827 1 2,386 55.1 37.7 5.8 1.4 100.0 14.8 51.6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21 사단법인 한국육묘산업연합회는 육묘 기술의 개발과 선진 농업 기술의 핵심을 

집약하고, 회원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기술정보 교환, 경 기법 수, 첨단 육

묘기술 정립을 통한 농업인들의 재배 편리성 추구 등을 해 국의 육묘업체

들이 자율 으로 모여 2000년에 결성되었다. 2007년에는 농림부(  농림수산식

품부)로부터 육묘 자조  단체로 승인받았으며, 2011년 재 66개 회원사가 가

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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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 응답한 육묘업체의 육묘장 평균 면 은 2,386평이며, 체 평균 

면 의 76% 이상이 비닐온실이다. 육묘장 운 형태는 개별 육묘업체가 

55.1%, 농조합법인 37.7%, 농  소속 육묘장 5.8%, 종자회사 직  1.4%

로 나타났다. 육묘업체 표자의 평균 육묘 경력은 14.8년이며, 평균 연령

은 51.6세로 조사되었다.

  한편, 육묘장의  단계 기술수  진단은 육묘업체에 문의할 경우 객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문가 집단인 한국공정육묘연구회 회원 115

명을 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51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44.3%이며, 1차 조사는 8월 30일～9월 30일에 걸쳐 실시한 후 집계결과의 

확인과 보정을 해 2차 조사(10월 12～20일)를 거쳤다.

1.1. 육묘장 면적 및 시설 현황

  육묘 재배면 은 2010년 평균 0.8ha(2,386평)로 2003년 0.5ha, 2005년 

0.6ha에 비해22 확 되었으나, 농가 호당 경지면  1.1ha보다는 약간 하회

하는 수 이다. 시설형태별 면 비 은 2003년 비닐온실, 유리온실, P.C 

온실 비 이 각각 60.1%, 37.4%, 2.5%에서23 2010년에는 76.5%, 22.2%, 

1.2%로 비닐온실 비 이 16.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로 육

묘에 참여하는 업체가 상 으로 비용이 렴한 비닐온실 심으로 시설

을 설치하기 때문이다.

  육묘업체의 운  주체별로는 일반 육묘업체가 운  인 육묘장의 경우 

평균 면 은 2,404평으로 농  운  육묘장의 1.6배로 넓지만, 민간 종자회

사의 직  육묘장 면 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육묘산업연합회 소속 66개 육묘업체의 육묘장 면 은 2,784평으로 조

사 평균보다 400평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 2003년과 2005년의 육묘장 평균면 은 장윤아(2009) 자료를 참조.
23 장윤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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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육묘업체 운 주체별 육묘장 면

단 : 평

유리온실 P.C 온실 비닐온실 노지 계

일반 육묘장  486 31 1,885 2 2,404

농  운  육묘장 1,360 -  100 - 1,460

종자회사 직  육묘장 - - 5,000 - 5,000

평 균  530 29 1,826 1 2,386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육묘장은 육묘 재배시설 이외에 발아실, 목활착실 등이 필요한데, 발

아실은 평균 18평, 목활착실은 286평, 창고 112평 등 총 526평의 육묘시

설 면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종자회사 직  육묘장

은 목활착실이 1,000평으로 타 운  주체보다 상당히 넓어 생산되는 

부분의 육묘가 목 형태일 것으로 추측된다.24

표 4-3.  육묘업체 운 주체별 육묘시설 면

단 : 평

발아실 목활착실 창고 사무실 기타 계

일반 육묘장 18  229 118 15  92  472

농  운  육묘장 14  323  68 38 129  572

종자회사 직  육묘장 20 1,000  10 20   5 1,055

평 균 18  286 112 17  93  526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육묘장의 평균 설치비용은 7억 4,274만원이며, 운  주체별로는 시설의 

부분이 유리온실인 농  운  육묘장의 비용이 17억 5,642만원으로 평

24 실제 조사에서도 종자회사 직  육묘장은 수박과 오이는 100% 목묘를 생산

하고 있으며, 고추의 목묘 생산비 은 90%로 목의 생산비 이 높다(표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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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의 2배 이상 소요되었다. 육묘장 설치비용  정부지원을 받은 업체는 

체의 44.8%이며, 이들 업체의 평균 정부지원 비율은 17.8%로 나타났다.

표 4-4.  육묘장 설치비용  정부지원 황

단 : 만원, %

설치비용
정부지원 평균 정부

지원 비율받음 받지않음 계

일반 육묘장  67,319  42.6  57.4 100.0 18.2

농  운  육묘장 175,642 100.0 - 100.0 20.8

종자회사 직  육묘장 100,000 - 100.0 100.0 -

평 균  74,274  44.8  55.2 100.0 17.8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일반 으로 육묘장은 자동화 과정이 포함된 공정육묘장 형태이나,  과

정이 자동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 공정 단계별 평균 자동화율은 44.4%

에 그치고 있다. 자동화율이 가장 높은 공정단계는 종으로 평균 78.8%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토배합(65.2%), 발아(63.6%) 등의 순이다. 문

가 집단 조사결과에서도 종, 상토배합, 발아의 자동화 수 이 타 공정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25

표 4-5.  육묘장의 공정 단계별 자동화율

단 : %

상토배합 종 수 발아 목 기타 평균

일반 육묘장 65.6  77.0 39.3  62.3 13.6 6.1 44.3

농  운  육묘장 75.0 100.0 50.0  75.0 - - 50.0

종자회사 직  육묘장 - 100.0 - 100.0 - - 33.3

평 균 65.2  78.8 39.4  63.6 13.6 6.1 44.4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25 자세한 사항은 표 4-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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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묘 생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항목이 목을 한 고용노

력비이나 목의 자동화율은 13.6%에 불과하여 목 자동화 실 을 한 

연구‧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육묘장의 재배 품목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

에 자동 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수의 자동화율도 낮은 편

이다.

1.2. 주요 품목별 생산량 및 종자 구입처

1.2.1. 평균 생산량  목묘 비

  육묘업체가 생산하는 육묘 품목은 상당히 다양하며, 업체에 따라서는 15

품목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도 많다. 조사 상 업체의 주요 생산 품목을 

10품목으로 한정한 결과, 평균 생산품목 수는 5.4품목이며, 이  10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비 은 10.8%로 나타났다.

  일반 육묘장의 생산 육묘는 벼, 채소, 과채 등 다양한 반면, 농  운  

육묘장은 배추, 고추, 토마토, 수박, 오이, 호박 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민

간 종자회사 직  육묘장은 고추 육묘가 심이며, 과채류 에서는 토마

토, 수박, 오이를 육묘하고 있다.

  각 품목별로 묘를 생산하는 육묘업체의 주요 품목별 평균 생산량을 살

펴보면, 채소류의 경우 배추는 연간 평균 147만 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양

배추 100만 주, 양상추 82만 주, 상추 217만 주, 고추 112만 주를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채류인 토마토는 평균 85만 주, 가지 16만 주, 수박 69만 주, 참외 16

만 주, 오이 95만 주, 호박 17만 주를 연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작기의 채소류 묘를 공 하고 난 이후의 비수기철인 4～6월에 벼 

육묘를 하고 있는데, 연간 평균 생산량은 3만 5,000  내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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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육묘업체의 품목별 육묘 평균 생산량: 2010년 기

단 : 천 , 천주

일반 육묘장
농  운  
육묘장

종자회사 
직  육묘장

평 균

벼   35 - -   35

채소

배추 1,509  881 - 1,469

양배추 1,000 - - 1,000

양상추  817 - -  817

상추 2,170 - - 2,170

고추 1,077  331 2,000 1,118

과채

토마토  857  915  300  850

가지  156 - -  156

수박  300  303  500  694

참외  162 - -  162

오이  881 2,005  300  949

호박  166  205 -  170

  주: 1) 벼는 21업체 평균임.

     2) 채소류  배추는 47업체, 양배추 6업체, 양상추 3업체, 상추 7업체, 고추 58업체 

평균임.

     3) 과채류  토마토는 47업체, 가지 10업체, 수박 45업체, 참외 11업체, 오이 41업

체, 호박 19업체 평균임.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벼와 고추를 제외한 채소는 100% 실생묘를 생산하고 있으며, 채소 가운

데 고추가 유일하게 목묘를 생산하여 평균 목 비 은 29.4%로 나타났

다. 과채류는 부분의 품목이 목묘를 생산하고 있으며, 품목별 목묘 

비 은 수박이 93.5%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목묘 생산 비 이 높은 

품목은 오이(75.4%)이며, 참외(68.9%), 토마토(45.8%), 가지(42.5%), 호박

(38.2%) 순이다. 1999년의 목묘 생산 비 이 수박 95%, 오이 70%, 가지 

20%, 토마토 10% 등인 것과 비교해 보면26, 목묘 생산이 크게 증가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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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는 종자 상태, 재배환경, 기술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육묘 과정

에서 발아되지 않거나 균일하지 못한 묘가 발생될 수 있어 주문량 이상의 

묘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묘 생산율은 실생보다는 목이 더 높

다. 실생의 비 생산율은 벼가 9.0%, 채소류  과채류는 10～18% 내외

이며, 목은 16～24%의 비묘를 주문량 비 생산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상추(17.9%), 배추(16.3%), 참외(18.0%)의 비묘 비 이 높

은 반면, 양상추(10.0%), 가지(10.0%), 오이(10.1%), 호박(10.7%)은 상

으로 낮은 편이다.

표 4-7.  육묘업체의 품목별 목묘 생산 비 : 2010년 기

단 : %

일반 육묘장 농  운  육묘장 종자회사 직  육묘장 평 균

목비 비묘 목비 비묘 목비 비묘 목비 비묘

목 실생 목 실생 목 실생 목 실생 목 실생 목 실생 목 실생 목 실생

벼 - 100.0 -  9.0 - - - - - - - - - 100.0 -  9.0

채소

배추 - 100.0 - 17.0 - 100.0 -  6.7 - - - - - 100.0 - 16.3

양배추 - 100.0 - 11.7 - - - - - - - - - 100.0 - 11.7

양상추 - 100.0 - 10.0 - - - - - - - - - 100.0 - 10.0

상추 - 100.0 - 17.9 - - - - - - - - - 100.0 - 17.9

고추  25.1  67.5 18.2 11.5  42.5  57.5 26.7 15.0  90.0  10.0 20.0 20.0 29.4  70.6 18.9 12.4

과채

토마토  46.2  53.8 19.5 11.8  43.3  56.8 18.8 16.3  40.0  60.0 20.0 20.0 45.8  54.2 21.3 12.6

가지  42.5  57.5 20.0 10.0 - - - - - - - - 42.5  57.5 20.0 10.0

수박 100.0 - 20.0 - 100.0 - 28.8 - 100.0 - 20.0 - 93.5   6.5 24.0 12.0

참외  68.9  31.1 19.3 18.0 - - - - - - - - 68.9  31.1 19.3 18.0

오이  73.3  26.7 19.7  9.8  94.9   5.1 26.7 15.0 100.0 - 20.0 - 75.4  24.6 20.3 10.1

호박  38.2  61.8 15.7 10.7  45.5  54.5 15.0 10.0 - - - - 38.9  61.1 15.6 10.7

  주: 1) 벼는 21업체 평균임.

     2) 채소류  배추는 47업체, 양배추 6업체, 양상추 3업체, 상추 7업체, 고추 58업체 

평균임.

     3) 과채류  토마토는 47업체, 가지 10업체, 수박 45업체, 참외 11업체, 오이 41업

체, 호박 19업체 평균임.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26 김 용‧이지원(1999).



육묘업체의 육묘 생산‧ 매 실태와 당면과제52

1.2.2. 품목별 종자 구입처

  육묘업체는 묘 생산을 해 종자를 부분 종자회사에서 직  구입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종자상의 구입 비 이 높게 나타났다. 벼는 국립종자

원이나 농가로부터 구입하는 비 이 46.0%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종자회

사(42.5%), 수입(7.5%) 등의 순이다.

  종자를 생산하는 회사가 많고, 타 품목에 비해 국내 종자 생산 기술이 

뛰어난 배추와 고추는 종자회사로부터 종자를 구입하는 비 이 높은 반면, 

양상추 등은 종자상 구입비 이 상 으로 높다. 수박, 오이, 참외 등 과

채류는 부분 종자회사에서 직  종자를 구입하며, 수입종자에 의존하는 

토마토의 경우도 수입을 종자회사가 담당하고 있어 종자회사 구입비 이 

높은 편이다.

표 4-8.  육묘업체의 품목별 생산 육묘용 종자 구입처

단 : %

일반 육묘장 농  운  육묘장 종자회사 직  육묘장 평 균

종자
회사

종자
상

수입 기타 계
종자
회사

종자
상

수
입

기
타

계
종자
회사

종자
상

수
입

기
타

계
종자
회사

종자
상

수
입

기
타

계

벼 42.5  4.0 7.5 46.0 100.0 - - - - - - - - - - 42.5  4.0 7.5 46.0 100.0

채소

배추 79.2 19.1 -  1.7 100.0  66.7 33.3 - - 100.0 - - - - 100.0 78.4 20.0 -  1.6 100.0

양배추 90.0 10.0 - - 100.0 - - - - - - - - - - 90.0 10.0 - - 100.0

양상추 40.0 60.0 - - 100.0 - - - - - - - - - - 40.0 60.0 - - 100.0

상추 66.3 23.8 - 10.0 100.0 - - - - - - - - - - 66.3 23.8 - 10.0 100.0

고추 82.5 17.1 -  0.4 100.0 100.0 - - - 100.0  95.0 5.0 - - 100.0 83.9 15.7 -  0.4 100.0

과채

토마토 92.9  4.7 -  2.4 100.0  74.7 25.0 - 0.3 100.0 100.0 - - - 100.0 91.6  6.2 -  2.4 100.0

가지 85.4  8.5 -  6.2 100.0 - - - - - - - - - - 85.4  8.5 -  6.2 100.0

수박 89.0  9.1 -  1.9 100.0  99.9 - - 0.1 100.0 100.0 - - - 100.0 90.2  8.2 -  1.7 100.0

참외 80.9  9.1 - 10.0 100.0 - - - - - - - - - - 80.9  9.1 - 10.0 100.0

오이 89.5  9.9 -  0.5 100.0  95.3  3.3 - 1.3 100.0 100.0 - - - 100.0 90.2  9.3 -  0.6 100.0

호박 87.0  9.0 -  4.0 100.0 100.0 - - - 100.0 - - - - - 88.2  8.2 -  3.6 100.0

  주: 벼의 기타는 국립종자원, 농가 등임.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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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운  육묘장은 일부 품목의 경우 종자상 구입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가의 주문에 의해 NH 종묘센터 생산 종자 외의 타사 

종자를 구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민간 종자회사 직  육묘

장은 자사 종자 사용 비 이 높아 거의 부분 종자를 회사에서 직  구매

하고 있다.

  한편, 종자회사의 육묘장 종자 공  비 은 19.6%이며, 부분 종자상으로 

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7 육묘업체의 종자상 구입 비 은 높지 않아 종

자상으로 유통된 종자의 부분은 농가에 매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육묘업체가 생산하는 묘의 품종은 76.2%가 농가의 주문에 의해 선택하

며, 육묘업체가 추천하는 비 은 15.3%이다. 이처럼 품종 선택을 농가 주

문에 의존하는 것은 묘 매 이후 발생될지도 모를 분쟁에서 책임 소재 문

제를 최소화하기 해서이다.

표 4-9.  생산 육묘의 품종 선택 주체

단 : %

농가 주문
육묘업체 
추천

종자회사 
추천

기타 계

일반 육묘장 75.5 15.7 7.2 1.6 100.0

농  운  육묘장 82.5 11.3 5.0 1.3 100.0

종자회사 직  육묘장 95.0  5.0 - - 100.0

평 균 76.2 15.3 7.0 1.5 100.0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1.3. 육묘의 기술 수준 진단

  육묘는 작물 생산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기 인 원천산업으로서 육

묘 련 기술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가 상당히 요한 요소로 작용한

27 제3장의 표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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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육묘 기술을 7단계로 구분하여 선진국과 기술수 을 평가한 

결과, 선진국보다 약간 우수한 기술은 수  목 선택 기술(3.7 ), 발아

율 향상 기술(3.8 ), 목 활착률 제고 기술(3.7 )이며, 선진국과 비슷한 

수 은 시비기술(3.1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진국에 비해 수 이 

낮은 기술은 환경조 , 병해충 리, 포장 유통 기술인 것으로 분석되어 이

들 기술의 향상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4-10.   단계 공정육묘의 선진국 비 기술수  진단

단 : 

수  
목선택

발아율 
향상

목활착률 
제고

시비
( 수포함)

환경조
(생장조 )

병해충 
리

포장 
유통

5  척도  3.7  3.8  3.7  3.2  2.7  2.7  2.7

100  환산 74.1 75.3 74.9 63.1 54.1 54.5 54.1

  주: 선진국 비 매우미흡 1 , 미흡 2 , 비슷 3 , 우수 4 , 매우우수 5 .

자료: 문가 조사결과.

  육묘 련 설비‧자재 기술은 육묘용 자재  상토 제조 기술이 선진국 

수 과 비슷하나, 육묘 시설 설비나 자동화 장치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수

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4-11.   단계 공정육묘의 선진국 비 설비‧자재 기술수  진단

단 : 

육묘 시설 
설비

육묘 자동화 
장치

상토 제조
육묘용 자재 생산
(트 이, 목자재등)

5  척도  2.7  2.5  3.0  3.3

100  환산 54.1 50.2 59.6 66.3

  주: 선진국 비 매우미흡 1 , 미흡 2 , 비슷 3 , 우수 4 , 매우우수 5 .

자료: 문가 조사결과.

  특히, 육묘는 공정육묘장 심으로 육묘 과정의 자동화가 필수 이므로 

이에 한 문가의 진단 결과, 상토배합‧충진, 종, 발아의 자동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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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비해 벤치이동이나 환경 리, 포장

의 자동화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의 자동화 달성에 한 문

가 평가는 보통 정도이나, 육묘업체의 목 자동화율은 13.6%에 불과하다. 

이것은 자동 목기가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육묘장으로의 보 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28 따라서 

재의 자동 목기 성능을 보다 향상시켜 육묘장 보 을 확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표 4-12.  공정육묘의 자동화 달성 정도 진단

단 : 

상토배합
‧충진

종 수 발아 목 방제
벤치
이동

환경
리

포장

5  척도  3.6  3.5  3.2  3.6  3.1  3.0  2.5  2.6  2.9

100  환산 73.3 71.8 63.5 71.0 62.0 59.2 49.8 51.6 58.0

  주: 상당히 미달 1 , 조  미달 2 , 보통 3 , 략 달성 4 , 상당히 달성 5 .

자료: 문가 조사결과.

2. 육묘 매 실태

2.1. 육묘 판매처 및 배송 방법

  육묘업체의 주요 매처는 농가가 73.1%로 압도 으로 높은 가운데 농

약상(12.4%)이나 묘 도매상(2.9%)이 15.3%, 일반 소비자가 9.0% 등으로 

조사되었다. 육묘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며, 수출 비 은 0.3%에 불과하

28 재 자동 목기가 개발되어 육묘장에 보 되어 있지만, 목의 불량률이 높

을 뿐만 아니라 자동 목기 1  사용에 4명 정도의 인원이 작업을 보조해 주

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는 등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때문에 

부분의 육묘업체는 자동 목기를 사용하지 않고 문 인력을 고용하여 수

작업으로 목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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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수출 확 를 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육묘장 운  주체별로는 일반 육묘장의 경우 농가 외에 농약상, 묘 도매

상, 일반 소비자, 수출 등 매처가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농  운  

육묘장은 생산량의 부분(97.0%)을 농가에 매하고 있는 반면, 종자회사 

직  육묘장은 농가(40.0%)보다는 농약상이나 묘 도매상 매비 (60.0%)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육묘업체의 주요 매처

단 : %

농가 농약상
묘 
도매상

일반 
소비자

수출 기타 계

일반 육묘장 72.1 12.4  3.0 9.6 0.3 2.6 100.0

농  운  육묘장 97.0  1.8 - 1.3 - - 100.0

종자회사 직  육묘장 40.0 50.0 10.0 - - - 100.0

평 균 73.1 12.4  2.9 9.0 0.3 2.4 100.0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생산된 묘는 부분 육묘장이 거래처까지 직  운송해 주고 있으나

(72.5%), 일부는 육묘장, 일부는 거래처에서 운송하는 비 도 21.7%로 조

사되었다. 농  운  육묘장의 경우 육묘장이 직  거래처까지 운송해 주

는 비 이 가장 낮은데, 이는 농  육묘장의 인근 농가에 묘를 매함으로

표 4-14.  육묘의 매처 배송 방법

단 : %

육묘장이 
직  운송

거래처가 
운송

일부는 육묘장, 
일부는거래처운송

계

일반 육묘장  73.8 6.2 21.7 100.0

농  운  육묘장  50.0 - 50.0 100.0

종자회사 직  육묘장 100.0 - - 100.0

평 균  72.5 5.8 21.7 100.0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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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농업인이 손쉽게 운송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종자회사 직

 육묘장은 매 육묘 체를 거래처까지 운송해 주고 있어 육묘 이용자 

측면에서는 편리하게 묘를 공 받는 장 이 있다.

  육묘 배송을 한 탑차 보유 황을 살펴보면, 평균 83.0%의 육묘장이 

탑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보유 수는 1.8 이다. 일반 육묘장은 탑차

가 아닌 일반 화물차로 배송하는 경우가 10.4%인데, 이는 여름이나 겨울

철 육묘 배송 과정에서 상품성 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농  운  육

묘장은 인근 농가를 상으로 매하기 때문에 탑차 보유율이 타 운 주체 

업체보다 낮으나, 운송 과정에서의 상품성 하 방지를 해서도 탑차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표 4-15.  육묘업체의 탑차 보유 황

단 : %, 

탑차 보유 여부 평균 
보유
수보유 미보유

일반 
화물차

계

일반 육묘장  85.4  4.2 10.4 100.0 2.0

농  운  육묘장  50.0 50.0 - 100.0 1.0

종자회사 직  육묘장 100.0 - - 100.0 1.0

평 균  83.0  7.5  9.4 100.0 1.8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2.2. 품목별 육묘 판매 가격

  육묘업체의 품목별 육묘 매 가격은 벼의 경우 1 당 평균 2,743원이

며, 배추는 1주당 53원으로 2009년의 45원에 비해 상승하 다. 고추의 평

균 매가격은 목이 322원, 실생은 147원으로 2009년 비 각각 2.2%, 

4.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과채류인 토마토의 매가격은 

목 453원(실생 271원), 목 수박 469원(실생 258원), 목 오이 332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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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205원)으로 년도에 비해 2.0～6.9%(실생은 3.2～13.9%) 상승하 다.  

이와 같이 육묘 매가격이 년보다 높은 것은 노임과 시설자재, 유류비 

등의 가격 상승이 요인으로 작용하 다.

  한편, 실생묘의 가격은 목묘의 46～62% 수 인데, 이는 목 시 목 

구입뿐만 아니라 목을 한 고용노동력이 필요하여 가격이 상 으로 

높을 수밖에 없으며, 목묘는 실생에 비해 활착이 좋기 때문이다.

표 4-16.  육묘의 품목별 매 가격: 2010년 기

단 : 원/ , 원/주

일반 육묘장 농  운  육묘장 평 균

목 실생 목 실생 목 실생

벼 - 2,743.1 - - - 2,743.1

채소

배추 -   53.2 -  46.5 -   52.5

양배추 -   47.0 - - -   47.0

양상추 -   33.5 - - -   33.5

상추 -   35.0 - - -   35.0

고추 324.2  148.2 290.0 129.5 322.3  146.8

과채

토마토 452.8  271.5 451.5 267.5 452.6  271.2

가지 418.3  226.8 - - 418.3  226.8

수박 473.4  258.3 420.5 - 468.7  258.3

참외 508.6  240.0 - - 508.6  240.0

오이 334.3  206.8 306.7 185.0 332.0  205.2

호박 363.2  218.8 322.0 192.5 359.8  216.1

  주: 민간 종자회사 직  육묘장은 국에 1개소만 있어 분류하여 가격을 제시할 경우 

업 략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육묘장에 포함시켜 계상하 음.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일반 육묘장의 묘 매가격 비 농  운  육묘장 가격을 살펴보면, 고

추, 수박, 호박은 10% 내외, 오이는 8% 정도 농  운  육묘장 매가격이 

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때문에 농가가 농  운  육묘장에서 묘를 

구입할 경우 경 비 감에 유리하나, 농  육묘장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

지 못해 이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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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일반 육묘장 비 농  육묘장의 육묘 매가격 비교

(일반 육묘장 판매가격 = 100)

100.0

95.0

90.0

85.0

80.0

  고추  토마토 수박 오이 호박

      주: 가격은 목묘 기 임.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3. 육묘업체의 경  황과 효율성 분석

3.1. 매출액 및 항목별 경영비 비중

  육묘업체의 2010년도 평균 매출액은 9억 3,696만 원이며, 규모별로는 매

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업체가 체의 30.5%로 가장 많은 가운데 2억～4

억 원이 20.3%, 2억 원 미만은 15.3%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29

29 육묘업체의 매출도 운  주체별로 조사되었으나, 매출액을 구분하여 제시할 경

우 특히, 민간 종자회사 직  육묘장의 업 략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평균만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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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육묘업체의 매출액 분포: 2010년 기

평균 
매출액
(만 원)

매출액 분포 (%)

2억 원 
미만

2억～
4억 원

4억～
6억 원

6억～
8억 원

8억～
10억 원

10억 원 
이상

계

평균  93,696 15.3 20.3 11.9 13.6 8.5 30.5 100.0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육묘업체의 항목별 경 비 지출 비 을 살펴보면, 종자비가 30.1%로 가

장 높으며, 다음으로 고용노력비 27.4%, 열동력비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종자비와 인건비가 체 경 비의 57.5%를 차지하고 있다. 한, 

육묘를 한 트 이와 상토비 비 도 14.1%로 나타나 이를 구입하기 한 

비용도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18.  육묘업체의 항목별 경 비 비 : 2010년 기

단 : %

종자비
비료‧
양액비

농약비
열

동력비
트 이 
구입비

상토비
고용
노력비

기타 계

일반 육묘장 29.6 3.7 2.7 13.7 5.8 8.3 27.4  8.6 100.0

농  운  육묘장 36.5 1.5 1.0 14.3 3.3 5.3 22.0 16.3 100.0

평 균 30.1 3.6 2.6 13.7 5.8 8.3 27.4  8.8 100.0

  주: 민간 종자회사 직  육묘장은 국에 1개소만 있어 분류하여 경 비 구조를 제시할 

경우 업 략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육묘장에 포함시켜 계상하 음.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70개 육묘업체 가운데 20업체를 선정하여 직  방문 

조사를 통해 상세 경 실태를 악하 다. 이  유효한 응답을 한 16업체

의 조사치를 분석한 결과, 조사한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10a당 1억 6,531

만 원이며, 총 경 비는 1억 4,875만 원으로 단 면 당 소득은 1,656만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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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항목은 역시 종자비(28.6%)

이며, 다음이 고용노력비(27.1%), 유류비(7.1%) 등의 순이다. 특히, 고용노

력비는 목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목 자동화를 

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표 4-19.  상세 경 실태 조사 상 육묘업체의 소득: 2010년 기

단 : 천 원/10a

매출
액

항목별 경 비

소득

종자비
비료‧
양액비

양제, 
농약비

유류비
기
료

박스‧
트 이
구입비

모종
구입비

상토
구입비

고용
노력비

농
시설
상각비

농구
상각
비

차입
이자
상환

사무실 
운 비

기타 계

평균 165,306
42,570
(28.6)

1,243
(0.8)

813
(0.5)

10,507
(7.1)

1,211
(0.8)

10,282
(6.9)

1,805
(1.2)

6,614
(4.4)

40,275
(27.1)

6,306
(4.2)

553
(0.4)

3,251
(2.2)

8,848
(5.9)

10,965
(9.7)

148,748
(100.0)

16,558

  주: 1) (  ) 내는 경 비 체에 한 구성비임.

     2) 기타는 차량운 비, 소모품비, 개보수비 등이 포함된 액임.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일반 농산물과 육묘의 소득 수 을 비교하면, 조수입의 경우 육묘가 시

설채소보다 게는 8배, 많게는 35배 내외 많지만, 소득은 최  6배, 최소 

1.5배로 차이가 상당히 축소된다. 이는 육묘가 종자비나 인건비 등 경 비

가 많이 소요되어 소득률이 일반 농산물의 49～58%에 비해 크게 낮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표 4-20.  일반 농산물과 육묘업체의 소득 비교

단 : 만 원/10a

오이 토마토 수박 시설가지 시설고추 육묘

조수입 1,620 1,318 464 1,891 1,962 16,531

소  득  939  709 261  920 1,081  1,656

소득률(%) 58.0 53.6 56.3 48.7 55.1 10.0

  주: 오이, 토마토, 수박은 반 성 기 임.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농 진흥청,「농축산물 소득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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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영효율성 분석

3.2.1. 분석모형

  경 효율성을 측정하기 한 기법으로 비모수  기법의 표 인 형태

인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모형을 사용한다. 

DEA는 다른 효율성 측정 방법과는 달리 사 에 구체 인 함수형태를 가

정하고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계획법에 근거하여 평가 상의 

경험 인 투입요소와 산출물 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  효율 론티어

를 도출한 후 평가 상들이 효율  론티어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의 여부로서 비효율성을 측정하는 기법이다.

  이 방법은 Charnes, Cooper & Rhodes(1978)가 Farrell의 상 인 효율

성 개념을 새로 해석하고 이를 다수 투입물과 다수 산출물과의 비율모형으

로 연장하여 비선형계획법으로 나타냈다. 이를 DEA 모형이라 하며, 비

리 로그램의 상  효율성을 평가하기 해서 개발되었다. 그 후 

Banker, Charnes, Cooper & Schinner(1982)는 효율 인 론티어를 추정하

고 이를 평가하기 한 이론을 개하 으며, Chanes, Cooper, Seiford & 

Stutz(1982)는 DEA 기법으로 ‘multiplicative model’을 개발하 다. 이후 

Banker, Charnes & Cooper(1984)는 DEA를 이용하여 다수의 투입요소로 

다수의 산출요소를 생산하는 DMU에 한 기술  효율성과 규모의 효과

를 투입요소의 약 측면과 산출요소의 증가 측면이라는 두 가지 에서 

선형계획모형을 설정하여 효율성 정도를 평가하 으며, 나아가 최 생산

규모를 추정하 다.

  일반 으로 DEA 모형 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형은 Charnes, 

Cooper & Rhodes(1978)의 CCR 모형과 Banker, Charnes & Cooper(1984)

의 BCC 모형이다.30 한, 이 두 모형은 투입요소에 을 두는가 혹은 

산출물에 을 두는가에 따라 투입지향(Input Oriented)과 산출지향

30 DEA 모형의 이론  개는 박만희(2008), pp.53-80을 인용‧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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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Oriented)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투입량 선정이 주요 의

사결정변수로 두되기 때문에 투입지향 모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므

로31 본 연구에서도 투입지향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DEA 모형 분석은 EnPAS(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alysis System) 

1.0을 이용하 으며, 분석모형의 산출  투입변수 선정을 해 기존문헌 

자료를 참조하 다. 본 연구에서는 DEA 모형 분석을 해 산출변수로는 

매출액을 선정하 으며, 투입변수로 종자구입비, 유류비, 트 이구입비, 모

종구입비, 상토구입비, 고용노력비, 농시설상각비의 7개를 선정하 다.

표 4-21.  DEA 모형 련 기존문헌의 변수 선정 비교

참고
문헌

분석
상

산출  투입 변수

조석진 

외
낙농

산출 우유 매수입

투입 농후사료비, 조사료비, 경 비, 토지면 , 자가노동시간

장 동 백합
산출 조수입

투입 종구비, 비료비, 농약비, 열동력비, 감가상각비, 노력비

이순석 

외

친환경
사과

산출 수량

투입 무기질 비료비, 유기질 비료비, 농약비, 노력비, 기타 비용

황진수 

외

지역
농

산출 매액, 구매액, 출

투입 조합원수, 직원수, 사업 리비, 수 평잔

이용건 

외
낙농

산출 조수입

투입 농후사료비, 조사료비, TMR 사료비, 자가노임, 기타 비용

본연구
육묘
업체

산출 매출액

투입
종자구입비, 유류비, 트 이구입비, 모종구입비, 

상토구입비, 고용노력비, 농시설상각비

31 박만희(2008), p.81.



육묘업체의 육묘 생산‧ 매 실태와 당면과제64

가.  CCR 모형

  CCR(Charnes, Cooper & Rhodes) 모형은 규모수익불변(CRS; Constant 

Rate to Scale)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평가 상이 되는 DMU들의 투입물의 

가 합계에 한 산출물 가 합계의 비율이 1을 과해서는 안되며, 각 투

입요소와 산출요소의 가 치들은 0보다 크다는 제약조건하에서 DMU의 

투입물 가 합계에 한 산출물 가 합계의 비율을 최 화시키고자 하는 

선형분수계획법이다. 따라서 CCR 모형은 투입요소 가 치와 산출요소 가

치의 비율로서 실 을 요약한다.

즉, 








 





                                         (1)

       ⋯ 

  의 효율성 측정치, 를 구하기 한 수리계획모형은 다음과 같은 

분수형계획문제(Fractional Programming Problem)로 표 할 수 있다.

 









  





     


 






  




≤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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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효율성

       ; 번째 산출물에 한 가 치

      ; 번째 산출물에 한 가 치

      ;  의 번째 산출물의 양

      ;  의 번째 투입물의 양

      ; 평가 상  0의 번째 산출물의 양

      ; 평가 상  0의 번째 산출물의 양

      ; non-Archimedean 상수

      ; 의 수

      ; 투입물의 수

      ; 산출물의 수

  (2) 식은 목 함수가 비선형(Nonlinear), 제약조건이 비볼록(Nonconvex)

이므로 목 함수의 투입물의 가 합을 1로 고정하고, 제약조건식을 변 한 

후 개별 DMU에 해서 아래 선형계획법 문제를 풀면 된다.

    
  





     
  



 
 



≤    ⋯             (3)

        
 



 

         ≥∀ 

  (3)식을 문제로 변형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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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  

  
 

은 각각 투입부등식과 산출부등식에 련된 비음수의 여유변수

(Slack Variable)의 벡터를 나타낸다. (4)식을 통해 효율성을 측정하기 해

서는 2단계 해법(two-stage solution)을 용할 수 있다.

  
 




 

  






     
 



 
    ⋯              (5)

        
 




   ⋯ 

        
 

 ≥∀  

  즉, 1단계는 수식 (4)를 이용하여 를 구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구한 를 수식 (4)에 입하여 여유변수들의 값 
 

를 구함으로서 


를 구할 수 있다.

  효율 인 DMU들은 효율성지수(
  )를 제공하고, 비효율 인 DMU

들은 1보다 작은 효율성 지수(
  )를 제공한다. 즉 식 (4)의 가 


  로서 효율 이라고 평가되기 해서는   과 여유변수 

  ,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DEA에 의한 평가결과는 상 으로 비효율 인 DMU들에 해서 효율

성 개선을 한 참조집합(Reference Set)을 제공한다. 문제를 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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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부터 개별 DMU의 참조집합을 찾는 방법은 첫째, 효율 (  )인 

DMU의 경우에는   인 DMU가 참조집합이 된다. 이에 따라 비효율

인 DMu는 투입, 산출과 련된 여유변수  참조집합이 제공하는 가 치

(
)의 결합을 통해서 비효율성의 정도를 투 할 수 있으며, 비효율성의 원

인에 하여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 비효율 인 DMU가 효율 인 DMU

로 되기 해 감소시켜야 할 투입물의 과분과 증가시켜야 할 산출물의 

부족분은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의 투  (Projection Point)

  투입물의 과분 =  
                             (6)

     여기서 
 




  

 
∀

  산출물의 부족분 =  
                             (7)

     여기서 
 




   

∀

나.  BCC 모형

  CCR 모형은 규모에 한 수익불변이라는 가정하에 모형이 도출되기 때

문에 규모의 효율성과 순수 기술  효율성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 을 지

니고 있다. BCC(Banker, Charnes & Cooper)는 이러한 CCR 모형에서 가

정하고 있는 규모수익불변을 완화하여 규모수익가변(VRS; Variable 

Returns to Scale)이란 가정을 용하고 볼록성 필요조건을 추가하 다. 주

어진 투입물 수 을 유지하면서 생산되는 산출물을 극 화하려는 산출극

화 형태의 투입지향 BBC 모형은 다음과 같은 분수계획법 형태로 주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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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 

         ≥   ⋯

   수식의 목 함수의 분모인 투입요소의 가 합을 1로 고정시킨 후 일

반 인 선형계획법 문제로 변형시키면 다음과 같다.

    
  



 

     
  



 
 



 ≤    ⋯         (9)

        
 



 

         ≥∀ 

  식 (8)과 식 (9)의 는 부호제약을 받지 않는 규모지수(Scale Indicator)

를 나타내는데 이 이 투입지향 CCR 모형과의 차이 이다. 최  해를 구

한 후 도출되는 
를 통하여 평가 상 DMU의 규모수익 상을 악할 수 

있다. 만약, 
  이면 규모수익체증, 

  이면 규모수익불변, 
  이

면 규모수익체감이 된다. 식 (9)를 문제로 변형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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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  

  BBC 모형과 CCR 모형의 차이 은 제약조건식 
 



 이 추가된 것

뿐이다. 이것은 BBC 모형이 규모에 한 가변성을 완 히 허용하기 해

서 제약인 
 



 을 인 DEA 문제에 추가 으로 포함한 것이다.

  투입지향 BBC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효율성을 바탕으로 비효율 인 

DMU가 효율 인 DMU가 되기 해서 감소시켜야 할 투입요소의 과분

과 증가시켜야 할 산출물의 부족분은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의 투  (Projection Point)

  투입물의 과분 =  
                            (11)

     여기서 
 




  

 
∀

  산출물의 부족분 =  
                            (12)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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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분석결과

  육묘업체 체 기술효율성은 0.9258로 체에서 가장 효율 인 육묘업

체의 경 효율성까지 경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0.0742, 즉 7.4%의 경  

효율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2.  육묘업체의 투입 지향 CCR 모형 효율성

DMU 효율성 거집단 참조횟수 DMU 효율성 거집단 참조횟수

1 0.8473 2, 13, 14, 15 0  9 1.0000 9 3

2 1.0000 2 8 10 1.0000 10 2

3 0.7408 2, 8, 9, 10, 14 0 11 0.8120 2, 10, 13, 15 0

4 0.8391 2, 9, 15 0 12 1.0000 12 1

5 0.9807 2, 15 0 13 1.0000 13 4

6 0.8202 2, 9, 12, 15 0 14 1.0000 14 3

7 0.9068 2, 13 0 15 1.0000 15 6

8 1.0000 8 1 16 0.8657 2, 13, 14, 15 0

평균 0.9258

그림 4-2.  DMU별 CCR 모형 효율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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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 수 별 육묘업체 분포는 1의 효율성 값을 가진 업체가 체 조사 

상 업체의 50.0%인 8개소이며, 약 비효율  업체는 6개소로 37.5%를 차

지한다.32 실제 소득은 약 비효율  업체가 효율  혹은  효율  육묘업

체에 비해 18～42%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투입 지향 효율성 수 별 육묘업체 수  실제 평균소득
단 : 개소, 천원/10a

업체 수 (구성비, %) 평균소득

1.00(효율 )  8  (50.0) 16,366

0.90～0.99(  효율 )  2  (12.5) 22,884

0.70～0.89(약 비효율 )  6  (37.5) 13,358

0.70 미만(비효율 ) - -

계 16 (100.0) 16,558

  순수경 효율성은 0.9759로 조사 상 육묘업체 체가 재의 규모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경 의 비효율 인 부분을 개선함으로서 2.4%의 경

효율성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4.  육묘업체의 투입 지향 BCC 모형 효율성

DMU 효율성 DMU 효율성

1 1.0000  9 1.0000

2 1.0000 10 1.0000

3 0.7706 11 0.8434

4 1.0000 12 1.0000

5 1.0000 13 1.0000

6 1.0000 14 1.0000

7 1.0000 15 1.0000

8 1.0000 16 1.0000

평균 0.9759

32 효율성이 1.00인 경우를 ‘효율 (not violated)', 0.90 이상 1.00 미만은 ‘  효율

(weakly violated)’, 0.70 이상 0.90 미만을 ‘약 비효율 (moderately violated)’, 

0.70 미만의 경 을 ‘비효율 (strongly violated)’이라고 해석한다(장 동(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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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R 효율과 BCC 효율의 비율로 정의되는 규모효율은 평균 0.9490으로 

재 규모의 비효율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육묘업체 규모를 투입

요소가 가장 게 투입되는 규모로 변경할 경우 육묘업체 체에서 투입량 

수 을 5.1%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규모수익체감(drs)인 육묘업체는 운

상의 효율성 향상 방안 수립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바람직하며, 규모수

익체증(irs) 업체는 규모 확 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DMU
체

기술효율
(CRSTE)

순수
기술효율
(VRSTE)

규모
효율
(SE)

규모
보수
(RTS)

DMU
체

기술효율
(CRSTE)

순수
기술효율
(VRSTE)

규모
효율
(SE)

규모
보수
(RTS)

1 0.8473 1.0000 0.8473 drs  9 1.0000 1.0000 1.0000 -

2 1.0000 1.0000 1.0000 - 10 1.0000 1.0000 1.0000 -

3 0.7408 0.7706 0.7408 irs 11 0.8120 0.8434 0.8120 drs

4 0.8391 1.0000 0.8391 drs 12 1.0000 1.0000 1.0000 -

5 0.9807 1.0000 0.9807 drs 13 1.0000 1.0000 1.0000 -

6 0.8202 1.0000 0.8202 drs 14 1.0000 1.0000 1.0000 -

7 0.9068 1.0000 0.9068 irs 15 1.0000 1.0000 1.0000 -

8 1.0000 1.0000 1.0000 - 16 0.8657 1.0000 0.8657 drs

평균 0.9258 0.9759 0.9490

표 4-25.  육묘업체의 투입 지향 효율성 분석결과

  육묘업체의 경 효율성을 농가나 농 과 비교해 보면, 평균 효율성이 타 

부문보다 비교  높아 육묘업체의 경 효율성이 상 으로 양호한 것으

로 단된다. 이는 육묘업체의 경우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어 농가의 범주

에 속하기도 하나, 생산물을 매하는 업체  성격도 강해 일반 농가에 비

해서는 경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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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육묘업체와 타 부문 간 경 효율성 비교

참고문헌 체기술효율 순수기술효율

낙농 조선진 외 0.806 0.879

백합 장 동 0.840 0.901

친환경사과 이순석 외 0.815 0.984

북 농 황진수 외 0.876 -

육묘업체 본 연구 0.926 0.976

 3.2.3. 비효율 업체의 경  개선목표

  체기술효율이나 순수기술효율이 가장 낮은 DMU3을 로 들어 경

효율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례 육묘업체는 분석결과 경 비 가

운데 종자구입비와 고용노력비의 투입과다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의 개

선을 통해 상당부분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육묘업체는 발아나 활착의 문제로 주문량보다 많은 비묘를 생산하고 

있으며, 실생묘는 비묘 생산율이 평균 10～18%, 목묘는 16～24%로 

조사된 바 있다. 사례 업체의 경우 실생의 비묘 생산율이 많게는 60～

70%이며, 목묘도 20～25% 내외인데, 이는 종자비가 추가로 소요될 뿐

만 아니라 목에 따른 고용노력비가 과다 지출되게 되며, 트 이와 상토 

구입비도 더 소요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비묘 생산율을 낮출 수 

있도록 육묘 련 기술 향상 노력이 무엇보다 요하다.

  한, 사례 업체의 시설형태가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유류비가 비닐온실 

등에 비해 많이 소요되므로 정부 보조가 많은 지열히트펌  등 신재생에

지 시설을 극 도입하여 냉난방비를 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육묘업체의 육묘 생산‧ 매 실태와 당면과제74

표 4-27.  비효율  육묘업체의 경 효율 개선안

단 : 천 원/10a

순수기술효율 0.7706

거집단(가 치 λ)
DMU 2(0.3383), DMU 8(0.0679), DMU 13(0.4514),

DMU 14(0.1340), DMU 15(0.0085)

구 분 실제값 투입과다분 효율  가상값

산출변수 매출액 93,000 - 93,000

투입변수

종자구입비 30,000 -8,497 21,503

유류비  7,500 -1,719  5,781

트 이구입비  5,400 -1,238  4,162

모종구입비   750 - 733    17

상토구입비  4,500 -1,088  3,412

고용노력비 27,000 -6,190 20,810

농시설상각비  2,250 - 516  1,734

3.3. 경영효율성의 요인 분석

  개별 특성변수가 효율성에 미치는 요인을 종합 으로 분석하기 하여 

경  특성변수에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선형계획법에 의해 계

산된 육묘업체의 효율성 값의 범  0과 1 사이에 있다. 이러한 경우 효율

인 육묘업체의 효율성 값은 1을 갖게 되므로 이 업체에 한 효율성 차

이는 구분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선행계획법에 

의하여 계산된 효율성 값의 역수를 구하 다. 이때 종속변수는 단 된

(Truncated) 형태가 되므로 Tobit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하다.

  
 

′ 
    i f ≤                                 (13)

   
 i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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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번째 육묘업체의 효율성 값의 역수,  는 육묘업체의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특성변수, 오차항 는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한다.

  효율성의 역수 값이 1보다 작은 
의 값은 정확히 측될 수 없기 때

문에 1의 값으로만 표 된다. 종속변수의 값이 단 된 경우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결과는 편의를 갖게 되므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에 근거한 Tobit 모형을 통하여 추정한다.

   
  

 
  

                          (14)

  여기서 는 표 정규 도함수이고, 는 표 분포함수를 나타낸다. 

식 (14)를 로그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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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DEA 분석에 의해 계산된 육묘업체의 체기술효율성 값을 역수로 취한 

다음 Tobit 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 다. 설명변수로는 육묘 경력, 종자

리사 보유여부, 육묘장 운  형태, 육묘장 시설 형태, 육묘장 면 의 5가

지를 설명변수로 고려하 다.

  육묘 경력은 분석 상 업체의 평균 경력 미만일 경우 0, 이상이면 1로 

나타냈으며, 종자 리사 미보유는 0, 보유는 1로 설정하 다. 육묘업체의 

운  형태에서 농조합법인은 0, 개별 운  형태면 1로 하 다. 한, 육

묘장 시설 형태는 유리온실일 경우 0, 비닐온실이면 1로 나타냈으며, 육묘

장 면 은 ha로 환산하여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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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Tobit 모형 분석 변수

변수

종속변수 체기술효율성 효율성 값의 역수

독립변수

육묘 경력 평균 경력 미만=0, 이상=1

종자 리사 보유 미보유=0, 보유=1

육묘장 운  형태 농조합법인=0, 개인=1

육묘장 시설 형태 유리온실=0, 비닐온실=1

육묘장 면 면 (ha)

  Tobit 모형 분석결과, 유효한 변수는 종자 리사 보유와 육묘장 면 이었

다. 종자 리사를 보유하고 있는 육묘업체일수록 체 기술효율성은 낮게 

나타나며, 육묘장 면 이 클수록 기술효율성은 높음을 알 수 있다33. 육묘는 

종자생산과 직  련이 없기 때문에 종자 리사를 고용하더라도 효율성 

향상보다는 추가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육종 문

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보유하고 있는 재배면 의 정성 

여부를 신 히 검토하여 경 능력에 합당한 면 을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표 4-29.  Tobit 모형에 의한 효율성 요인 분석결과

변수 추정치 t값

육묘 경력 -0.1490 -0.1806

종자 리사 보유    1.1310***  2.1928

육묘장 운  형태 -0.5497 -0.5112

육묘장 시설 형태 -6.5604 -0.0606

육묘장 면   -0.0027*** -1.9767

상수항 -0.4231 -0.2268

Log-Likelihood 2.0401

주: ***은 p<0.1.

33 Tobit 모형의 분석결과에서는 종속변수가 효율성 값의 역수이므로 독립변수의 의미는 부

호와 반대방향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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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묘 생산‧ 매 단계의 당면과제

4.1. 생산시설 노후화 및 자동화 미흡

  조사 상 육묘장의 평균 설립연도는 1998년이며, 시설은 유리온실보다

는 비닐온실 심으로 시설비  20% 내외의 정부보조를 받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처럼 육묘장 시설을 설치한 지 평균 13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

설 노후화가 당면 문제로 두되고 있으나, 시설 설치 당시 시행되었던 정

부보조가 단됨에 따라 노후 시설에 한 환경 개선 노력이 미흡한 실정

이다. 시설 환경 불량은 양질의 균일묘 생산에 향을 미치게 되며, 육묘업

체의 자부담으로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매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 농

가의 육묘 이용에 차질을 빚게 된다.

  육묘장은 공정육묘 심으로 각 공정 단계별 자동화가 필수이나, 상토배

합, 종, 발아를 제외하고는 자동화가 여 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고용노력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목의 자동화는 13.6%에 불과하여 

재보다 개선된 자동 목기 개발이 시 한 과제이다.

4.2. 육묘 생산 기술수준 저위 및 인력 부족

  육묘 생산과 련하여 수  폭 선택, 발아율 향상, 목 활착률 제

고 기술은 선진국에 근 해 있으나, 환경조 이나 병해충 리 기술수 은 

여 히 미흡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수  는 불량묘 

생산의 원인이 되며, 주문량 비 비묘 생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육

묘업체의 경 비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단계의 공정 기술 수

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육묘는 발아와 목 등의 과정에서 문 기술이 필요하여 련 문 인

력이 상당히 요한 과제이나, 투입 인력의 노령화와 업 등으로 우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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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문가 육성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4.3. 육묘업체의 소득률 저위

  육묘업체의 10a당 매출액은 1억 6,500만 원 정도로 일반 농가의 조수입

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경 비를 제외한 소득률은 

10% 에 불과하여 경 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육묘업체의 경 효율성은 농가에 비해 높아 경  합리화에 노력을 기울

이고는 있으나, 여 히 비효율  경 체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배 기술 

향상이나 경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육묘업체의 매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 은 ‘외상거래'(48.4%)이며, 기

상이변 등으로 인한 주문 취소(26.6%)도 주요 애로사항 의 하나로 조사

되었다. 농가의 경우 농작물 매로 자 이 확보되면 비용을 정산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보다 원활한 묘의 거래를 

해 외상 행은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4-30.  육묘업체의 매 과정상 애로사항

단 : %

외상거래
매처 
도산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주문 취소

거래처 
확보 곤란

기타 계

평균 48.4 8.2 26.2 6.6 10.7 100.0

  주: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4.4. 육묘를 둘러싼 분쟁문제 발생

  육묘와 련된 분쟁은 구입한 종자와 매한 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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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체가 구입한 종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험은 체의 79.7%로 상

당수의 업체가 종자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  육묘업체의 구입 종자로 인한 문제 발생 경험

경험있음
79.7%

경험없음
20.3%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발생된 문제로는 발아 불량이 50.7%로 과반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다

음으로 종자의 세균 감염(26.1%), 균일성 하(14.5%) 등의 순이다. 종자

회사 조사결과에서도 종자회사가 공 한 종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이 발아 불량(88.9%)이었으므로34 종자의 발아율 

향상을 한 종자 업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표 4-31.  육묘 시 구입 종자로 인해 발생된 문제

단 : %

발아 불량
종자의 
세균 감염

균일성
(상품성) 하

타 품종 
혼재

기타 계

평균 50.7 26.1 14.5 4.3 4.3 100.0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34 제3장 p.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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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 종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는 육묘업체 비 은 79.7%인 

데 반해, 클 임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종자회사 비 은 50.0%로 상당수

의 업체는 분쟁 없이 자체 해결을 한 것으로 상된다. 실제 조사결과에서

도 구입한 종자로 발생된 문제로 종자 매처와 상을 통해 보상을 받은 

육묘업체는 45.9%이며, 발생 손실을 육묘업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45.9%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입증하기 곤란한 종자의 특성 때문

이다. 따라서 종자 련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내려 근본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표 4-32.  구입 종자로 발생된 문제의 해결방법

단 : %

종자 매처와 상을 
통해 보상받음

소송을 통해 
해결

발생 손실을 
육묘업체가 부담

기타 계

평균 45.9 - 45.9 6.6 100.0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다음으로 육묘업체가 매한 묘로 인해 발생된 분쟁 여부이다. 매된 

육묘로 인해 매처와 분쟁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육묘업체는 90.8%로 압

도 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  육묘업체의 매 육묘로 인한 분쟁 발생 경험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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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묘업체가 매한 육묘로 발생한 분쟁의 원인으로는 병해충 발생이 

40.7%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활착‧발육 부진(19.8%), 종자 문제로 인한 

바이러스 발생(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품종이 혼재된 경우

도 9.3%나 되어 육묘업체는 종 시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표 4-33.  육묘 매로 인한 분쟁 발생 원인

단 : %

병해충 발생
활착‧발육 
부진

바이러스 
발생(종자 원인)

타 품종 
혼재

기타 계

평균 40.7 19.8 12.8 9.3 17.4 100.0

  주: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매한 육묘로 발생한 분쟁은 국립종자원 등 문기 에 분석을 의뢰하

여 해결하는 경우가 22.5%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원인 분석 없이 농업인 

등 거래처와의 상으로 조정하거나(18.8%) 그냥 육묘업체가 손해를 부담

하는 경우(11.3%)도 많다. 이는 분쟁 원인이 육묘 자체에 있는 것인지 아

니면 종자 혹은 매처의 재배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정확히 입증하기 곤

란할 뿐만 아니라 지속 인 거래처 확보를 해 육묘업체가 어쩔 수 없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표 4-34.  매 육묘로 인한 분쟁 발생의 해결방법

단 : %

문기 에 

분석 의뢰 

후 해결

체 묘 

구입 

지원

거래처와 

상으로

조정

할인

등 일부 

보상

그냥 

육묘업체

손해 부담

재배

지도로 

해결

소송을 

통해 

해결

종자회사

잘못으로

배상

농가 

잘못으로 

미보상

계

평균 22.5 16.3 18.8 6.3 11.3 12.5 5.0 5.0 2.5 100.0

  주: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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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거나 종자 문제로 종자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비 은 높지 않다. 이러한 육묘 련 분쟁문제로 인해 육묘업체가 육묘 

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품종이나 묘 길이 등을 추천이나 지정하지 않고 농업

인의 주문에 의존하여 매하고 있다. 이는 농업부문의 분업화‧ 문화 취

지를 퇴색시키는 요인 의 하나이므로 육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정확한 

규명을 해 정부 공인기 이 분석을 담당하고, 재해  수 있는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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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묘 이용 실태

  육묘 이용 실태 악을 해 본 연구원 통신원 1,500농가, 농업 측센터

의 , 채소, 과채 표본농가 1,500농가 등 총 3,000농가를 상으로 5월 13

일～6월 30일 사이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회수된 조사표는 740

농가로 회수율은 24.7%이다.

  조사 상 농가  1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체의 21.4%이며, 2～3품

목 51.2%, 3～4품목 32.7%, 5품목 이상이 14.2% 등으로 나타나 과반 이상

은 2～3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  조사농가 재배품목 수

단 : 농가(%)

1품목 2품목 3품목 4품목
5품목 
이상

무응답 계

농가 수
159

(21.4)

219

(29.5)

161

(21.7)

80

(11.0)

105

(14.2)

16

(2.2)

740

(100.0)

자료: 농가조사결과.

  조사 상 농가의 부분이 2품목 이상을 재배하고 있어 품목별로 분류

한 분석 상 체 수는 2,025농가이다. 품목별로는 벼 581농가, 배추 353

농가, 고추 471농가, 토마토 91농가, 가지 83농가, 오이 106농가, 호박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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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등이다.35

표 5-2.  품목별 분석 상 농가 수

단 : 농가

벼
채소 과채

계
배추 양배추 양상추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 수박 참외 오이 호박

농가 
수

581 353 26 6 92 471 91 83 68 35 106 113 2,025

  주: 고추는 건고추와 풋고추를 합한 수치임.

자료: 농가조사결과.

1.1. 품목별 육묘 구입처 및 선택 사유

  벼는 문 육묘업체에서 묘를 구입하는 비 이 7.9%, 농  운  육묘장 

4.3%, 농활동을 하면서 소규모 육묘장을 운 하는 곳에서의 구입 비

이 5.4%로 육묘 구입은 17.6%이다. 이에 비해 자가 육묘 비 은 81.1%로 

압도 으로 높아 벼는 아직까지 농가의 개별 육묘가 주도 인 구조이다.

  채소류는 체로 자가 육묘 비 이 높은 가운데 배추, 양배추 등 엽채류

의 육묘 구입 비 은 25～34% 내외로 나타났다. 채소 에서는 양념채소

인 고추의 육묘 구입 비 이 51.9%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문 육묘업체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면서 육묘장을 운 하는 소규모 육

묘업체에서도 상당량 육묘를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묘를 구입하는 비 은 과채농가가 타 품목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육묘는 과채류 심임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는 토마토(70.8%), 수

박(67.1%), 오이(60.8%)가 육묘장 등에서 묘를 구입하는 비 이 높은 반

면, 참외(25.2%)와 호박(27.0%)은 낮아 자가 육묘 심 품목이다.

35 조사 당시 딸기 재배농가도 24농가가 있었으나, 딸기의 경우 양번식하는 작

물이기 때문에 일반 인 육묘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본 연구범 에서는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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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농가의 품목별 육묘 구입처

단 : %

자가
육묘

농업에 종사하며 
육묘장도 
운 하는 곳

농 의 
육묘장

문 
육묘업체

농조합 
등에서 
공동육묘

시험장 
등

기타 계

벼 81.1  5.4  4.3  7.9 1.5 0.2 0.5 100.0

채소

배추 61.1  7.0  5.9 24.1 1.0 - 0.9 100.0

양배추 65.7  4.8 - 29.5 - - - 100.0

양상추 75.0 - - 25.0 - - - 100.0

상추 70.9  9.1 - 18.3 - - 1.8 100.0

고추 44.9 17.4  3.2 31.3 1.2 0.2 1.9 100.0

과채

토마토 23.8  5.0  4.7 61.1 2.7 - 2.7 100.0

가지 42.4 15.6 10.0 24.0 6.0 - 2.0 100.0

수박 27.5  2.8 11.3 53.0 5.3 - - 100.0

참외 71.1 14.8 - 10.4 3.7 - - 100.0

오이 36.6  9.9  7.1 43.8 1.3 - 1.3 100.0

호박 68.2  6.2  4.6 16.2 3.4 - 1.5 100.0

  주: 육묘단계에서 고추는 건고추와 풋고추 구분이 의미가 없으므로 건고추와 풋고추를 

합하여 계상한 수치임.

자료: 농가조사결과.

  문 육묘업체에서 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농가의 구입처 선택 사유

는 ‘구입한 묘의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 33.4%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과거부터 계속 거래하고 있어서'(20.5%), ‘거리가 가까워'(12.8%), ‘노령

화로 인한 인력 부족'(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 으로 육

묘를 생산하는 업체의 육묘 품질이 우수하여 묘를 구입하는 비 이 가장 

높아 구입한 육묘의 품질만족도는 체로 높을 것으로 상된다. 품목별로

는 문 육묘업체 선택 이유 패턴이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

  농가가 육묘 구입 시 농  운  육묘장을 선택하는 사유로는 ‘구입한 묘

의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 체의 26.8%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노령화

로 인한 인력 부족'(16.9%),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13.1%), ‘가격이 

싸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문 육묘업체 선택 사유는 다소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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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특히, 농 의 육묘장을 통해 묘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  일

부를 환원받거나 농자  출에 유리 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

기 때문에 선택하는 비 이 높다.

  문 육묘업체에서 묘를 구입하는 농가 가운데 가격이 렴하여 이용한

다는 비 은 3.8%에 불과한 반면, 농  운  육묘장은 11.2%로 나타나 농

 운  육묘장의 매가격이 상 으로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36

표 5-4.  농가의 육묘 구입 시 일반 문 육묘업체 선택 사유
단 : %

가격 
렴

품질 
우수

거리가 
가까워

과거부터 
거래

주  
평

주문사
항 부합

인력 
부족

비묘 
비

기타 계

벼  3.3 32.4 12.5 21.0  4.4  9.5 13.9  0.5 2.5 100.0

채소

배추  4.9 34.6 13.5 18.9  4.9  7.0 11.4  1.6 3.2 100.0

양배추  5.6 33.3 11.1 11.1 16.7  5.6  5.6 11.1 - 100.0

양상추 16.7 33.3 - 33.3 - - 16.7 - - 100.0

상추  4.3 32.9 12.9 25.7  4.3  1.4 11.4 - 7.1 100.0

고추  3.1 34.5 11.7 20.6  4.9  9.2 12.3  0.9 2.8 100.0

평균  4.0 34.3 12.3 20.5  5.1  7.5 11.8  1.3 3.3 100.0

과채

토마토  3.5 29.1 12.8 22.1  2.3  7.0 14.0  2.3 7.0 100.0

가지  3.7 44.4  7.4 18.5  3.7  7.4 13.0 - 1.9 100.0

수박  5.9 36.8 10.3 19.1  4.4  8.8 11.8 - 2.9 100.0

참외  8.3  8.3 25.0 25.0 - 16.7 16.7 - - 100.0

오이  3.0 32.3 13.1 21.2  4.0  8.1 15.2  1.0 2.0 100.0

호박  3.3 30.0 20.0 18.9  6.7  5.6 11.1 - 4.4 100.0

평균  3.9 32.8 13.7 20.1  4.2  7.6 13.2  0.7 3.7 100.0

체 평균  3.8 33.4 12.8 20.5  4.6  8.0 12.8  0.9 3.2 100.0

  주: 1) 육묘단계에서 고추는 건고추와 풋고추 구분이 의미가 없으므로 건고추와 풋고추
를 합하여 계상한 수치임.

     2)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농가조사결과.

36 실제로 농  운  육묘장의 묘 매가격이 일반 육묘장에 비해 8～10% 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제4장 그림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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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농가의 육묘 구입 시 농  운  육묘장 선택 사유

단 : %

가격 
렴
품질 
우수

거리가 
가까워

과거
부터 
거래

주  
평

주문
사항 
부합

인력 
부족

비묘 
비

각종 
혜택

기타 계

벼 13.3 23.3 10.0  8.9 1.1  6.7 18.9 2.2 11.1 4.4 100.0

채소

배추 10.2 30.6  8.2 16.3 -  6.1 10.2 2.0 10.2 6.1 100.0

양배추 - - - - - - - - - - -

양상추 - 50.0 - - - - 50.0 - - - 100.0

상추 23.5 23.5  5.9  5.9 - - 23.5 - 17.6 - 100.0

고추  9.2 26.2  7.7 12.3 1.5  7.7 15.4 3.1 12.3 4.6 100.0

평균 11.3 27.8  7.5 12.8 0.8  6.0 15.0 2.3 12.0 4.5 100.0

과채

토마토 17.6 23.5 -  5.9 -  5.9 17.6 - 23.5 5.9 100.0

가지 - 33.3 -  8.3 - 16.7 25.0 - 16.7 - 100.0

수박 18.2 27.3  9.1 - - - 18.2 - 18.2 9.1 100.0

참외 - - - - - - - - - - -

오이  5.6 30.6  2.8  5.6 - 22.2 13.9 - 13.9 5.6 100.0

호박  5.6 22.2 11.1 16.7 - 11.1 16.7 - 11.1 5.6 100.0

평균  8.9 28.9  4.4  7.8 - 10.0 17.8 - 16.7 5.6 100.0

체 평균 11.2 26.8  7.3 10.2 0.6  7.3 16.9 1.6 13.1 4.8 100.0

  주: 1) 육묘단계에서 고추는 건고추와 풋고추 구분이 의미가 없으므로 건고추와 풋고추

를 합하여 계상한 수치임.

     2)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농가조사결과.

1.2. 육묘 주문 시 요구사항

  육묘 주문 시 농가는 품목, 품종, 정식(모내기)시기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육묘장에 일임하는 경우가 과반 이상인 53.0%로 나타났으며, 품목, 품종, 

묘길이 등 체 사항을 알려주고 사  주문하는 비 은 24.2%로 조사되어 

육묘장에서 묘를 구입하기  상당부분이 사  주문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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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육묘장 계자의 추천에 따라 구입 묘의 상태를 결정하는 비 은 

16.7%에 불과한데, 이는 추후 발생될 수도 있는 분쟁문제로 인해 육묘장

이 이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표 5-6.  농가의 육묘 주문 시 사  요청사항

단 : %

품목, 품종, 
묘 길이 등 
알려주고 이에 
맞는 묘 구입

품목,품종,정식 
시기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육묘장에 일임

종자만 제공, 
나머지는 
육묘장에 
일임

체 
육묘장 
추천

기타 계

벼 24.1 51.8  5.8 17.6 0.7 100.0

채소

배추 21.5 53.1  1.5 23.1 0.8 100.0

양배추 20.0 70.0 10.0 - - 100.0

양상추 50.0 25.0 - 25.0 - 100.0

상추 18.8 58.3 - 22.9 - 100.0

고추 21.9 50.9  3.9 22.4 0.9 100.0

평균 21.7 52.6  2.9 22.1 0.7 100.0

과채

토마토 23.3 55.0  5.0 16.7 - 100.0

가지 27.0 45.9  2.7 24.3 - 100.0

수박 20.0 75.0 -  5.0 - 100.0

참외 21.4 57.1  7.1 14.3 - 100.0

오이 25.4 52.2  3.0 19.4 - 100.0

호박 23.5 51.5  4.4 19.1 1.5 100.0

평균 23.8 55.2  3.5 17.1 0.3 100.0

체 평균 24.2 53.0  5.2 16.7 0.9 100.0

  주: 육묘단계에서 고추는 건고추와 풋고추 구분이 의미가 없으므로 건고추와 풋고추를 

합하여 계상한 수치임.

자료: 농가조사결과.

  농가는 품종선택, 묘길이 등 구입 묘 상태를 육묘를 문 으로 생산하

는 육묘장에 맡기지 않고 농가 스스로 사 에 결정하여 주문하고 있는 가

운데, 실제 농가의 재배품목 품종 선택 기 은 자신의 단이 29.2%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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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의 경우 미질)이 좋은 품종을 선택하는 비 은 17.0%로 나타난 

반면, 문 육묘장이나 농 의 추천은 각각 3.5%, 6.5%에 불과하 다. 물

론, 앞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입 육묘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로 육묘장 추천 비 은 을 수밖에 없겠으나, 향후 농업생산의 문

화‧분업화를 해서는 구입 묘 상태는 육묘장에 맡길 수 있는 신뢰 구축이 

요구된다.

표 5-7.  농가의 재배품목 품종 선택 기

단 : %

종자회사

리  

농약상

추천

지인

추천

육묘장

권유

자신

단

좋은 

품질

농

추천
홍보물

시장

계자

반응

병해충 

등에 강한 

품종

기타 계

벼 10.8  653 3.0 29.2 21.2 7.4  3.9  5.7 10.6 1.8 100.0

채소

배추 14.0  9.5 3.5 26.3 15.3 6.5  4.3  8.8 10.5 1.5 100.0

양배추 13.2 10.5 - 39.5 10.5 5.3 -  7.9 10.5 2.6 100.0

양상추 22.2 11.1 - 22.2 11.1 - 11.1 22.2 - - 100.0

상추 12.4 10.9 4.4 27.0 13.1 8.8  6.6  6.6  8.8 1.5 100.0

고추 13.4  7.4 4.1 27.6 17.7 6.8  4.8  6.8 10.4 1.0 100.0

평균 13.5  8.6 3.8 27.4 16.2 6.8  4.7  7.5 10.2 1.3 100.0

과채

토마토 15.0  6.4 3.6 35.7 12.1 4.3  6.4 10.7  4.3 1.4 100.0

가지 16.8  6.9 3.1 29.8 16.0 6.9  6.1  6.1  8.4 - 100.0

수박 14.3  5.1 5.1 28.6 19.4 5.1  2.0 13.3  5.1 2.0 100.0

참외 18.0  2.0 2.0 30.0 10.0 6.0  2.0 18.0 10.0 2.0 100.0

오이 12.3  8.2 2.9 35.1 12.3 5.3  6.4  8.2  8.2 1.2 100.0

호박 16.8 11.6 4.0 30.6 11.6 4.0  6.4  6.9  7.5 0.6 100.0

평균 15.2  7.6 3.5 32.1 13.5 5.1  5.5  9.3  7.1 1.0 100.0

체평균 13.2  7.7 3.5 29.2 17.0 6.5  4.7  7.5  9.5 1.4 100.0

  주 1) 육묘단계에서 고추는 건고추와 풋고추 구분이 의미가 없으므로 건고추와 풋고추

를 합하여 계상한 수치임.

     2)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농가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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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 육묘의 만족도  향후 의향

2.1. 가격 및 품질 만족도

  농가의 구입 육묘에 한 가격 만족도는 보통이 47.6%, 만족 41.0%, 불

만 11.3%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품목에 따라서

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육묘 이용 비 이 높지 않은 엽채류의 경우 가격

표 5-8.  농가의 구입 육묘 가격 만족도

단 : %

매우 만족 체로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계

벼  4.6  37.3 46.1 11.1 1.0 100.0

채소

배추  5.6  43.8 40.3  8.3 2.1 100.0

양배추 -  26.7 53.3 13.3 6.7 100.0

양상추 - 100.0 - - - 100.0

상추  1.7  37.9 51.7  6.9 1.7 100.0

고추  3.1  38.4 47.8  9.8 0.8 100.0

평균  3.6  39.9 46.0  9.1 1.5 100.0

과채

토마토  1.6  28.6 49.2 17.5 3.2 100.0

가지  7.8  29.4 52.9  7.8 2.0 100.0

수박  6.3  31.3 54.2  8.3 - 100.0

참외 -  35.7 50.0 14.3 - 100.0

오이  4.1  38.4 43.8 12.3 1.4 100.0

호박  6.8  39.2 44.6  9.5 - 100.0

평균  5.0  34.1 48.3 11.5 1.2 100.0

체 평균  3.9  37.1 47.6 10.5 0.8 100.0

  주: 육묘단계에서 고추는 건고추와 풋고추 구분이 의미가 없으므로 건고추와 풋고추를 

합하여 계상한 수치임.

자료: 농가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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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불만족 비 이 체로 낮은 반면, 육묘 이용 비 이 높은 토마토, 

오이 등의 과채류는 육묘 가격에 해 상 으로 불만 비 이 높다. 즉, 

토마토 재배농가의 20.7%, 오이 농가의 13.7%가 가격에 불만을 보이고 있

어 평균치에 비해 각각 9.4%p, 2.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육묘 

이용 확 를 해서는 육묘 가격 인하를 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가가 구입한 육묘의 품질 만족도는 만족이 56.1%, 보통 38.8%, 불만 

4.9%로 나타나 가격과는 달리 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소의 경우 과반 이상인 58.2%가 구입한 묘의 품질에 만족하고 있으며, 

4.7%만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과채도 채소와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농

표 5-9.  농가의 구입 육묘 품질 만족도

단 : %

매우 만족 체로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계

벼  4.6 51.5 39.1  3.9 1.0 100.0

채소

배추  6.2 52.4 37.2  2.1 2.1 100.0

양배추  6.7 46.7 33.3 13.3 - 100.0

양상추 - 50.0 50.0 - - 100.0

상추  3.4 56.9 32.8  3.4 3.4 100.0

고추  3.9 53.9 38.3  3.1 0.8 100.0

평균  4.6 53.6 37.2  3.2 1.5 100.0

과채

토마토  1.6 46.0 41.3  7.9 3.2 100.0

가지  9.8 47.1 41.2  2.0 - 100.0

수박 12.5 50.0 33.3  4.2 - 100.0

참외  7.1 42.9 42.9  7.1 - 100.0

오이  5.5 58.9 32.9  1.4 1.4 100.0

호박  6.8 54.1 35.1  1.4 2.7 100.0

평균  6.8 51.4 36.8  3.1 1.9 100.0

체 평균  4.7 51.4 38.8  3.9 1.0 100.0

  주: 육묘단계에서 고추는 건고추와 풋고추 구분이 의미가 없으므로 두 폼목을 합하여 

계상하 음.

자료: 농가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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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구입 묘의 품질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품목별로는 수박, 오이, 호박의 

만족도가 높다. 이에 비해 토마토의 경우 상 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나 토마토 육묘 품질 향상을 한 육묘업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2.2. 향후 육묘 구입 의향

  향후 육묘 구입을 확 할 의향이 있는 농가는 23.4%, 재 수 을 유지

할 농가는 58.1%로 나타나 농가의 육묘 이용률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품목별로 확  비 축소 계획 비 을 살펴보면, 벼의 경우 확  비

표 5-10.  농가의 향후 육묘 구입 확  의향

단 : %

확  계획 유지 계획 축소 계획 계

벼 23.5  58.0 18.5 100.0

채소

배추 28.3  52.0 19.7 100.0

양배추 30.8  53.8 15.4 100.0

양상추 - 100.0 - 100.0

상추 26.2  52.5 21.3 100.0

고추 24.3  57.4 18.4 100.0

평균 26.2  54.8 19.0 100.0

과채

토마토 17.2  68.8 14.1 100.0

가지 28.0  58.0 14.0 100.0

수박 22.7  61.4 15.9 100.0

참외 12.5  68.8 18.8 100.0

오이 22.7  62.7 14.7 100.0

호박 26.9  53.8 19.2 100.0

평균 22.9  61.2 15.9 100.0

체 평균 23.4  58.1 18.5 100.0

  주: 육묘단계에서 고추는 건고추와 풋고추 구분이 의미가 없으므로 두 폼목을 합하여 

계상하 음.

자료: 농가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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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3%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소류  배추와 양배추는 각각 

8.6%p, 15.4%p 확  비 이 축소 계획보다 높으며, 고추는 5.9%p 높다. 

과채류는 자가 육묘 비 이 높은 가지와 호박의 육묘 구입 확  계획이 축

소보다 각각 14.0%p,  7.7%p 높아 향후 육묘 이용률이 증 될 것으로 

상된다. 육묘 이용 비 이 높은 수박과 오이도 각각 6.8%p, 8.0%p 확  계

획이 축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육묘 이용이 확 될 것으로 상되면, 기존 육묘장의 면  확

나 신규 진입 등으로 인해 육묘 재배면 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격한 면  확 는 과당경쟁 발생의 원인이 되는데, 이 경우 육묘 가격 

인하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육묘 품질이 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육묘업체의 신뢰 하로 이어져 육묘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수  

측을 통해 격한 면  확 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육묘 이용상의 개선과제

  육묘 이용 시 조기 수확  수량 증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경지 이용

도 향상은 물론 종자 발아율도 상승시킬 수 있는 정  효과가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자가 육묘 비율이 여 히 높아 농업생산의 분업화

가 미흡한 실정이다.

  육묘 이용은 종자 사용량 감소와 노동력 감 효과는 있으나, 자가노동

력을 활용하여 육묘하는 농가 특성상 육묘 구입을 통해 경 비 감소 효과

를 가져왔기보다는 오히려 경 비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단하고 있어 육

묘 이용 확 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가 조사결과에서도 구입 육묘의 품질 만족도는 비교  높은 반면, 가

격 만족도는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육묘 구입 가격 인하를 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육묘 이용 확 를 해 종자회사는 합리 인 

수 에서 종자 가격을 형성하여 육묘장에 매하고, 육묘업체는 회 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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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 경  효율화 도모로 육묘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농가의 구입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 농 앙회 사업소인 NH 종묘센터 직  육묘장과 지역농 의 육

묘장이 운  에 있으나, 이들 육묘장의 상당수는 문 육묘업체와 경쟁

할 만한 수 은 아니며, 심지어 유명무실한 수 인 육묘장도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그러나 농  육묘장이 운 되고 있어 문 육묘업체가 육

묘 매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할 수 없으므로 일정 부분 농  육묘장

의 역할이 요하다. 더욱이 농가가 농  운  육묘장을 이용하는 이유로 

‘가격이 렴하기 때문’이라는 비 이 일반 육묘장보다 높아 농  육묘장

의 가격경쟁력은 높다.

  이 때문에 농가경  안정을 해 농 의 육묘사업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 의 육묘

장 확충을 통해 일반 문 육묘업체를 견제함으로서 일방 인 육묘 가격 

상승을 방지하여 농가의 육묘 이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5-11.  농가의 농  육묘사업 확충 의향

단 : %

농가경  안정을 해 
농 의 육묘사업 확충 

필요

재로도 
충분

육묘는 문 육묘업체 
담당, 농 은타사업에 

매진
계

구성비 54.2 16.9 28.9 100.0

자료: 농가조사결과.

  농가의 구입 육묘에 한 품질 만족도는 체로 높은 편이나, 비규격 묘 

발생, 목 불량, 정식 후 활착  발육 부진 등 재배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입한 육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는 농가는 

체 평균 26.7%이며, 육묘 이용률이 높은 과채의 경우 문제 발생 경험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입 육묘를 많이 이용하는 토마토는 

체의 39.3%, 수박은 39.1%, 오이 33.8%가 구입 묘로 인해 재배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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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벼나 채소류에 비해 발생비율이 

상 으로 높다.

표 5-12.  농가 구입 육묘의 재배과정에서 문제 발생 여부

단 : %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벼 25.2  74.8 100.0

채소

배추 20.4  79.6 100.0

양배추 46.2  53.8 100.0

양상추 - 100.0 100.0

상추 25.0  75.0 100.0

고추 22.4  77.6 100.0

평균 22.7  77.3 100.0

과채

토마토 39.3  60.7 100.0

가지 22.0  78.0 100.0

수박 39.1  60.9 100.0

참외 40.0  60.0 100.0

오이 33.8  66.2 100.0

호박 22.7  77.3 100.0

평균 31.4  68.6 100.0

체 평균 26.7  73.3 100.0

  주: 육묘단계에서 고추는 건고추와 풋고추 구분이 의미가 없으므로 건고추와 풋고추를 

합하여 계상한 수치임.

자료: 농가조사결과.

  특히, 육묘 구입을 통해 농가가 불만을 가지는 것 의 하나는 묘가 병

해충에 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육묘기술 향상을 통해 일부 해결할 수 있겠

으나, 근본 으로는 종자회사가 내병성‧내충성 품종을 개발해야 하므로 

R&D 투자와 정부의 극 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정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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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착‧발육이 부진(14.5%)하거나 비규격묘가 발생(13.0%)하는 등 육묘 이

용률 상승을 해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표 5-13.  농가 구입 육묘의 재배과정에서 발생된 문제

단 : %

병해충 
약함

종자
소독 
불량

뿌리
형성 
불량

비규격 
묘

목 
불량

정식 후 
활착‧
발육 부진

수확
농산물 
품질
하

주문한 
품종과 
다름

수확
시기 
불일치

기타 계

구성비 39.1 4.3 3.3 13.0 6.5 14.5 7.6 5.4 3.3 3.3 100.0

자료: 농가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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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육묘산업 동향37

1.1. 채소묘 생산‧구입 현황

1.1.1. 목묘 생산  매 실태

  일본은 채소 생산을 둘러싼 환경이 상당히 엄격해져 생산자가 원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육묘업자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 채소묘 생산에서 피할 수 없는 최 의 과제는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이다.

  채소묘 특히, 목묘의 수요는 내병성‧수세강화  부가가치 에서 

향후에도 리농가‧가정원 와 함께 이용 확 가 상되지만, 철 노지 

 여름철 억제재배 피크기와 기타 시기의 수요 차이가 확 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재에도 노동집약생산이 주류인 채소묘 생산은 성수기 

생산량이 제한되는 큰 문제 을 안고 있다.

  가장 노동집약형 작업인 목 작업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여 고정 인 

37 일본의 육묘산업 동향은 일본 酪農學園大學校 農食環境學群 柳京熙 準敎授에

서 원고 의뢰한 내용과 련 일본 문헌, 지 일본출장 조사결과 등을 참조하

여 재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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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타임 사원이나 정규직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격히 생산량을 

증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채소묘의 성수기‧비수기 차이의 책으로 유효

한 것은 성수기 목 책이며, 목 로 에 의한 생산성 향상, 채소묘 장

에 의한 목 수량 표 화가 커다란 사업 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채소 특히 과채류 심으로 목묘 비 이 높은 편인데, 목은 

병충해 방지, 세 유지‧향상, 온 비, 수량  품질 향상 등을 해 실

시하고 있다. 주요 품목별 2009년도 목묘 이용 비 은 수박이 93.9%로

표 6-1.  일본의 주요 품목별 과채류 목묘 면  비

단 : %

재배형태
목 비

1980 1990 1998 2009

수박

노지‧터 95.3 91.7 88.3  91.8

하우스 90.0 98.3 97.2  97.9

계 95.7 92.8 91.1  93.9

오이

노지‧터 31.0 55.0 64.2  88.8

하우스 85.3 96.0 95.8  97.4

유리온실 - 95.5 97.2  99.8

계 48.5 71.7 78.7  92.6

멜론

노지‧터 64.7 38.8 17.5  21.3

하우스 60.3 22.4 17.7  37.9

유리온실 - - -   6.1

계 63.0 30.3 17.6  32.0

토마토

노지‧터  5.2  8.1 19.0  26.4

하우스 16.1 39.7 48.9  63.0

유리온실 15.4 66.6 53.8  64.5

계  9.8 31.5 40.8  57.7

가지

노지‧터 20.0 42.9 49.4  74.9

하우스 96.4 94.4 95.9  97.7

유리온실 - - - 100.0

계 28.6 49.9 57.1  79.0

  주: 온실 멜론은 제외하 음.

자료: 獨立行政法人 農業‧食品産業技術總合硏究機構 野菜茶業硏究所, 「野菜の接ぎ木栽

培の現況と課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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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오이 92.6%, 가지 79.0%, 토마토 5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38 수박은 통 으로 목묘를 이용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큰 변

화가 없으나 오이, 토마토, 가지의 목묘 이용 비 은 크게 증가하 다.

  과채류 묘 가운데 구입묘39 비 은 리카가 71.4%로 가장 높으며, 다

음이 가지(69.2%), 오이(62.2%), 피망‧고추(59.8%), 토마토(48.5%) 등의 순

이다. 피망이나 리카 같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구입묘의 상당부분은 

목묘인 것으로 나타나 매용 육묘는 목묘 심임을 알 수 있다.

표 6-2.  일본의 주요 품목별 과채류 묘 구입 비 : 2009년 기

단 : %

재배면  비 구입묘 비

이  목묘 비

수  박 36.7 96.2

오  이 62.2 96.4

멜  론 18.6 67.9

토마토 48.5 70.9

가  지 69.2 95.6

피망‧고추 59.8 16.4

리카 71.4 34.5

자료: 獨立行政法人 農業‧食品産業技術總合硏究機構 野菜茶業硏究所, 「野菜の接ぎ木栽

培の現況と課題」, 2011.

  일본에서 육묘 업계는 ① 묘 생산업자, ② JA 육묘센터, ③ 육묘기업, ④ 

종묘회사, ⑤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묘 생산업자는 가족 경  농가가 모

체로 육묘 탁과 주문에 응하면서 육묘를 문 으로 하는 업체로 발

38 우리나라의 목묘 생산 비 은 수박이 93.5%로 일본과 비슷한 수 이나, 토마

토(45.8%), 가지(42.5%), 오이(75.4%)는 일본에 비해 생산 비 이 낮다.
39 일본에서는 육묘업자가 생산, 매하는 묘를 구입(購入)묘 혹은 유통(流通)묘라 

칭한다( 창후(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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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주요 품목은 과채류 목묘 심이다. JA 육묘센터는 (縣) 조

직과 단  농 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지역 수요에 응한 묘를 생산하

고 있다. 생산 품목은 과채류 목료, 과채류와 엽채류 자근묘, 화훼묘, 벼 

묘 등 다양하다. 육묘기업은 많지 않으며, 유한회사 혹은 주식회사 형태이

다. 종묘회사는 자사의 종자를 이용하여 묘를 매하는데, 자사 생산도 있

으나 육묘업체 혹은 육묘기업에 탁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기타로는 시

설  련 자재 생산업체가 묘를 생산하는 경우이다.40

  생산된 목묘의 매처로는 종묘회사(42.2%)와 JA(33.6%)가 체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자에 매하는 비 은 4.9%로 상당히 

낮다. 이는 품목에 따라서는 과채류 목묘의 상당부분을 종묘회사나 JA 

육묘센터에서 구입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6-3.  일본의 과채류 목묘 매처: 2009년 기

단 : %

종묘
회사

JA 소매 생산자
묘생산
업자

홈센터
묘 매
상사

기타 계

구성비 42.2 33.6 7.5 4.9 4.1 3.2 3.2 1.3 100.0

  주: 비 은 일본채소육묘 회  국농업 동조합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기 하여 

산정하 음.

자료: 獨立行政法人 農業‧食品産業技術總合硏究機構 野菜茶業硏究所, 「野菜の接ぎ木栽

培の現況と課題」, 2011.

1.1.2. 목묘 구입 실태

  농가가 구입한 과채류 묘를 자근묘41와 목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

근묘의 경우 토마토와 피망‧고추는 JA 육묘센터에서 구입하는 비 이 높

40 창후(2008).
41 일본에서는 목하지 않은 실생묘를 자근(自根)묘라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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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면, 오이와 리카는 묘 문업자 구입비 이 높다. 자근묘는 JA 

육묘센터나 묘 문업자와 함께 기타 련 자재 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비 도 지 않은 특징이 있다. 목묘는 체로 묘 문업자에게 구입하

는 비 이 높은 가운데, 리카는 JA 육묘센터 구입비 이 64.4%로 상

당히 높다. 목묘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필요하여 련 자재 생산업체 등

에서 구입하는 비 은 자근묘에 비해 크게 낮다.

표 6-4.  일본의 주요 품목별 과채류 묘 구입처: 2009년 기

단 : %

자근묘 목묘

JA육묘
센터

묘 문
업자

종묘
회사

기타 계
JA육묘
센터

묘 문
업자

종묘
회사

기타 계

수  박  8.2 36.7  6.2 48.9 100.0 21.3 67.8  9.0 2.0 100.0

오  이 11.0 49.2 17.5 22.3 100.0 24.5 56.2 13.8 5.4 100.0

토마토 50.8  6.0 22.3 20.9 100.0 36.0 40.7 20.4 2.8 100.0

가  지 33.0 31.0 18.5 17.5 100.0 25.1 61.7 11.8 1.4 100.0

피망‧고추 40.3 39.5 11.3  8.9 100.0 31.2 66.9  1.6 0.3 100.0

리카 29.8 44.2 26.0 - 100.0 64.4 19.9 14.5 1.2 100.0

자료: 獨立行政法人 農業‧食品産業技術總合硏究機構 野菜茶業硏究所, 「野菜の接ぎ木栽

培の現況と課題」, 2011.

  일본은 묘 문업자 이외에 JA 육묘센터에서 육묘를 구입하는 비 이 

높은데 JA 육묘센터에서 직  육묘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농가 주문 시 묘 

문업자에게 탁하여 묘를 공 하는 경우도 많다. 오카야마 (岡山縣) 

JA 앙회 자료에 의하면, 34개소의 JA 육묘센터는 부분 벼 육묘를 취

하고 있으나, 회 율 등의 문제로 인해 직  생산하기보다는 내 육묘

업체에 탁한 후 농가에 묘를 공 하고 있다. JA 육묘센터가 직  채소 

묘 등을 생산하는 경우는 채소 주산지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42

  종묘회사는 다키이(Takii)나 사카타(Sakata) 종묘회사와 같이 세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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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종묘회사뿐만 아니라43 형 규모의 회사도 육묘 생산‧ 매에 참

여하고 있어 농가의 구입처로서 종묘회사 비 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높은 

편이다.

1.2. 채소묘 생산용 기계 개발 동향44

  일본은 1980년  반부터 구입묘 이용이 확 되었으며, 셀 성형묘 생산

시스템45 보 이 시작되었다. 즉, 육묘상토의 충진부터 종, 발아, 리(

수)의 각 공정에 장치가 도입된 것이다. 더욱이 1990년  들어서 목장치

나 양생장치도 실용화되어 기존의 육묘업자뿐만 아니라 JA 육묘센터 등이 

각 지역에 건설하 으며, 묘 생산용 기계를 이용한 상업  묘 생산이 진

되었다. 량 육묘시설에서 사용된 주요한 묘 생산용 기계에 해 공정 과

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1. 상토조제기  상토충진기

  육묘상토는 작물에 따라 조제된 상토가 다양하게 시 되고 있지만, 종 

 수분조제나 종 자재를 혼합해 독자 으로 상토를 제작하는 경우 상토

조제기를 이용한다. 혼합기구로서 1축 는 2축의 교반우근(攪拌羽根) 방

식이나 회 드럼식 등이 있다.

  셀 트 이 육묘는 1셀당 용량이 작기 때문에 셀에 충진할 상토량에 차이

가 있을 경우 묘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균일한 양의 상토를 

42 일본 지 출장(2011.10.31～11.4) 결과.
43 다키이 종묘회사는 매출액 규모는 2007년 기 으로  세계의 9 이며, 사카타 

종묘회사는 10 를 기록하고 있어 세계 10  종묘회사에 2개사가 포함되어 있

다(社團法人 農林水産先端技術産業振 センタ―(2009)).
44 채소묘 생산용 기계 개발 동향은 林 硏(2008)의 자료를 기 로 정리하 다.
45 공정육묘는 일본에서 셀 성형묘(セル成型苗)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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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으로 충진할 기계를 사용한다. 셀 트 이 용 타입 이외에 폴리포트 

 범용 타입이 있다.

1.2.2. 종기

  종기는 진공으로 종자를 흡인하여 종하는 방식과 진공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공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에서는 코  종

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종자의 입경에 맞춰 구멍을 일정 간격으로 설

계한 롤 는 목 (目血)을 회 시켜 종한다.

  진공방식은 템 릿형, 바이 이터형, 드럼형 등으로 분류된다. 템 릿

형은 종자 형성  트 이 구멍 수에 따라 뚫려진 종 에 종자를 흘려 

구멍에 종자를 흡착시켜 종한다. 반자동식으로 정 도가 높고, 소량 

종에 합하다. 바이 이터형은 종자를 진동시켜 하나씩 분리하고, 그것

을 노즐에 흡착하여 종 튜  속에 불어 넣어 종한다. 드럼형은 일정 

간격으로 구멍이 열려 있는 회  드럼에 종자를 흡착시켜 종하는 것으로 

다른 방식에 비해 10배 정도 작업능률이 높아 동일 품목을 량 종하는 

데 합하지만 종 정 도는 낮다.

1.2.3. 목기

  과채류 목을 자동 으로 해주는 장치로 묘를 1주씩 장치에 손으로 공

하는 반자동 타입과 셀 트 이 등에 이식한 상태에서 일  공 하는 

자동 타입이 있다. 반자동 타입은 작업인부 3인으로 시간당 800주, 자동 

타입은 작업인 1인으로 시간당 800～1,200주 정도를 목하고 있다.

  재 보 되어 있는 목장치의 80% 이상이 반자동 타입이며, 주로 박

과류 목에 이용되고 있다. 자동 타입은 반자동 타입에 비해 가격이 비

싸지만, 두 타입 모두 가격 능률비는 거의 비슷하여 보 이 그다지 진 되

고 있지 않다. 반면, 수작업에서도 새로운 목방법의 채용이나 조작업에 

의한 인원 배치‧분담의 정화 등으로 작업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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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최근은 반자동 타입의 보 도 정체하고 있다.

  구입묘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묘 생산시설  목 작업의 생

력화 요구가 높다. 이 때문에 생물계특정산업기술연구지원센터46는 가격 

능률비를 2배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농기계 제조회사와 함께 새로

운 반자동 타입의 목기 개발을 추진 에 있다.

1.3. JA 육묘센터 운영 사례 및 최근의 육묘 관련 동향

1.3.1. 북해도(北海道) A JA 육묘센터

  북해도의 단  농  사례를 통해 생산지의 종묘 유통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산 농가는 주로 JA를 통해서 종묘도매상에 직  발주하고, 

종묘도매상이 종묘기업을 통해 JA를 경유하여 생산 농가에게 매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다. 유키지루시종묘(雪印種苗)와 같이 기업이자 종묘 도매

업을 겸업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가와다(河田)상회같이 종묘 도소매업에만 

종사하는 기업도 있다.

  각종 종묘 도매상은 다른 산지와도 거래하고 있어 농 과 생산 농가로 

부터의 주문을 받는 동시에 타 산지와의 수 조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매업이 

존재함으로서 동시다발  주문과 이에 따른 산지 간 수  조 , 매 후 

응 등에 많은 비용을 감할 수 있는 장 이 존재한다.

46 生物系特定産業技術硏究支援센터(약칭 生硏센터)는 독립행정법인 農業‧食品

産業技術總合硏究機構 내 조직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에 한 민간 연구개

발의 지원, 경쟁  자 을 활용한 기  연구 지원, 농업기계 분야의 공동연

구 실시 등의 사업을 개하고, 산학  연휴의 거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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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묘업체 사례 조사 >

  오카야마  내 육묘생산업체인 주식회사 美和リ―フ의 총재배면

은 노지를 포함하여 4ha이며, 시설은 비닐온실 심이다. 철에는 

토마토, 가지 등의 과채류를 심으로 육묘하고 있으며, 4～5월은 JA

로부터 탁을 받아 벼 육묘를 실시하고 있다. 벼 육묘 생산이 완료

되면, 여름철 채소류 육묘를 하며 10월부터는 화류 등의 화훼 육묘

를 하고 있다.

  연간 1억 엔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오카야마 에서 매출액 규

모로는 5～6  정도의 꽤 큰 규모이다. 연간 수익은 500만～600만 

그림 6-1.  일본 사례지역 JA의 종묘구입 황

종묘메이커
종묘
매상

JA 개
별
생
산
자

七宝　

渡辺採種場(오타나베)

タキイ(타키이)種苗

山口(야마구치)園芸

協和(쿄와)種苗

林(고바야시)農園

みかど(미카도)

ホクレン(호쿠 )

サカタ(사카타)

清水(시미즈)種苗

雪印(유키지루시)種苗

萩沢(하기사와)育種　

大学農園
林農園

ホクレン
雪印種苗 
등

종묘
유통

→ → →

← ← ←

발주

→

←

  한편, 상기 사례지역의 JA 육묘센터와는 계가 없지만, JA 육묘센터로

부터 탁받아 묘를 재배하여 납품하는 종묘생산업자의 사례를 지 조사 

출장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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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정도로 경 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항목은 고용노

력비이며, 다음이 열비이다. 주 의 육묘생산업체 가운데 매가격 

정체, 경 비 상승 등으로 인해 도산한 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이 업

체의 육묘 생산 회 율은 6회 정도이며, JA의 벼 탁은 품질 등 조

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일반 육묘업체는 재배를 기피하고 있다.

< 육묘업체 주식회사 美和リ―フ 경 >

 

1.3.2. 최근 육묘 동향

  일본의 종묘산업 황은 련된 기업의 폐쇄성으로 인해 조사가 여의치 못

할 뿐만 아니라 조사 가능한 농 도 상업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공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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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 각종 통계자료의 주무부처인 일본 

농림수산성 농산원 국 종묘과의 조사가 1995년 이후 공식 인 통계 집계가 

폐지됨에 따라 종묘의 시장 규모 등조차도 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종묘 유통의 가장 큰 특징은 셀 성형모종

이나 가공 종자 등의 유통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즉, 고령화나 후계자 부족 

등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육묘‧ 종‧모심기 작업의 축소  외부화

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가 생산모종에서 구입모종으로의 환을 

진하고 있다.

  신 형태의 종묘에는 ①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한 바이러스 리모종, ② 

모심기의 기계화를 제로 개발‧도입된 셀 성형모종, ③ 종의 합리화나 

모종 생산 용으로 발아율을 높인 가공 종자 등의 보 이다. 이  성형

모종의 보 은 채소 주산지 등에서 극 으로 도입되고 있어 보  비율도 

10～30% 정도 되고 있으며, 특히 성형모종의 공 은 제3섹터(농 과 지방

자치제)가 운 하는 종묘센터가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JA)의 농기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종묘센터는 민간 사업자를 

포함하여 약 400개 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농업시험장(정부‧지자체)이 개

량하고 있는 양 번식성 작물을 제외하면 종묘 회사가 주요 공 원이다.

  가공 종자나 셀 성형모종 등의 형태로 종묘회사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보유 시설 는 탁처인 농가에서 증식하여 내 생산자에게 공 하고 있

는 종묘센터의 역할도 결코 작지는 않으나, 자 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

다. 공공시설이 공통 인 문제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보조 과의 계로 

타 지역으로의 공 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육묘 시설의 가동률의 향상이 

제도상으로 곤란한 이 이러한 자경 의 최  원인이다.

2.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

  일본은 노령화와 인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묘를 구입하는 비 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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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며, 구입묘 수요 증가와 함께 육묘를 문으로 하는 육묘산업의 규

모가 확 되고 있다. 특히, 기업 종묘회사에서도 육묘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규모를 확 할 계획으로 있다.

  한, JA 육묘센터가 지역 수요에 응한 묘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육묘센터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 한 의 수요를 보완할 수 있는 

생산 탁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과채류 농가의 묘 구입처는 품목에 따

라서는 JA 육묘센터를 이용하는 비 이 최  64.4%( 리카 목묘의 경

우)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아47 육묘 공 에 있어 JA의 

역할이 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농가의 고령화 향 등으로 육묘 수요가 증가 추세

이며, 농 뿐만 아니라 종자회사도 육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육

묘업체의 문화 단계는 여 히 미흡한 실정이며, 농  운  육묘장 가운

데 제 로 운 되는 육묘장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자회사 직  육묘

장은 1개소에 불과하여 농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확 하는 육묘 수요에 응하기 해 육묘업체의 문화와 규모

화 노력과 함께 농 이 운 하는 육묘장의 확충을 통해 보다 효율 으로 

농가에 육묘가 공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육묘 수요는 증가하나, 육묘업체의 가동률 문제 등으로 경  상

황이 좋지 않아 수요에 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

에 소량이기는 하나 한국으로부터 육묘를 일부 수입하고 있다. 일본의 종

묘 회사는 한국의 일본 모종 수출에 주목하고 있으며, 만약 그 범 가 

커질 경우 종자 공  단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 측면에서 향후 균일묘 생산을 통해 일본 육묘 

수출 확 를 도모할 필요는 있다.

47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가 농  운  육묘장에서 묘를 구입하는 비 이 3～11% 

내외(자세한 사항은 제5장의 표 5-3 참조)로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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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육묘 수입 사례 >

  K 의 토마토 유통센터는 자체 유통가공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

며, 동경도매시장 내에 자사 랜드를 상장할 만큼 국 인 지지도

를 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K유통센터는 자체 재배면 만도 

6ha에 이르고 출하 약정을 맺고 있는 생산자는 70～80명이며, 그 밖

에도 유한회사를 통해 채소 종묘(성형모종)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

나 2002년 토마토 황화잎말림병이 발생하여 당해년 토마토 수확이 

어려워져 생산에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토마토 모종 50만 주를 수입하게 되었는

데, 이후 한국으로부터 모종을 지속 으로 수입함에 따라 계약 생

산자를 포함한 지역생산자 200명에게 모종을 공 하고 있다. 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모종 구입비율은 40% 정도까지 증가

하 다.

  일본은 육묘과정의 자동화를 해 다양한 련 기계를 개발‧보 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노력비가 많이 소요되는 목기의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자 정부 연구기 과 민간 농기계회사가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자동화 

개선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 진흥청 농업공학

부에서 자동 목기의 기능 향상을 한 연구‧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

며, 개발된 기계의 육묘장 보 으로 공정과정 자동화와 함께 인건비 감

을 통한 경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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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묘산업 발 의 목표와 방향

  육묘는 농작물 생산의  단계로서 생산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요

한 원천산업으로 부터 모종을 기르는 일은 ‘ 반농사’라고 할 정도로 

육묘의 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더욱이 육묘는 종자의 발아, 목‧활착, 

환경(생장)조 , 병해충 리 등 재배 련 모든 기술이 집 성되는 정 산

업이다.

  특히, 육묘는 정식하기에 가장 합한 묘를 키워서 환경이 불량한 본포

에서도 잘 생장하여 궁극 으로는 수량을 증 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한 수

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생산시기를 단축시키는 등 작부의 효율을 높이

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원 농가가 자가 육

묘보다는 문 육묘장에서 생산한 묘를 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비 이 

높아져 고품질 우량묘 공 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육묘산업 발 의 목표로 ‘농업생산 안정을 한 고품질 우량묘 

공 의 선진육묘 체계 구축’을 설정하 으며, 이러한 육묘산업 발 을 통

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 인 비 은 “농업생산의 분업화‧ 문화 실 ”

이다.

  앞장에서는 육묘산업 동향과 망, 종자회사의 육묘장 종자공 , 육묘업

체의 육묘 생산‧ 매, 농업인의 육묘 이용 등의 실태를 실증 으로 면 히 

분석하 으며, 이를 기 로 도출된 문제 과 과제는 크게 기술  측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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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측면, 제도  측면으로 별할 수 있다. 즉, 기술  측면으로는 육묘 

기술과 육묘용 시설‧자재 생산 기술 향상, 산업  측면은 육묘업체의 경

성과 제고, 제도  측면으로 정부의 정책 정립이 큰 과제이다.

  이에 따라 육묘산업 발 의 목표 달성을 한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의 4

가지를 설정하 다.  첫째, 생육환경 조 , 병해충 리, 생장 조  기술 등 

육묘 기술 향상이다. 둘째, 내병성‧내충성 우량종자 개발‧보 , 육묘용 시

설이나 자재 생산 기술 구축을 들 수 있다. 셋째, 육묘 문인력 확보, 자

동화 설비 도입 등 육묘업체의 경 효율화 도모로 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한다. 넷째, 분쟁 해결 장치 마련, 육묘 련 제도 마련 등 정부지원  제

도 정비를 추진한다.

그림 7-1.  육묘산업 육성의 목표와 기본 방향



육묘산업의 발  방안 113

2. 육묘산업의 효율  발 을 한 과제

  육묘산업 발 의 기본방향으로 육묘 기술 향상, 육묘 설비 구축, 정부지

원  제도 정비, 육묘업체 경 효율화 도모의 4가지를 설정하 으나, 이

들 기본방향은 각각 별개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상호 유기  력

계가 유지되어야 시 지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다. 컨  육묘 기술 향

상과 우량종자 생산을 해서는 업계는 물론, 정부의 극 인 R&D 투자

가 요구되며, 정부가 육묘 수출을 한 인 라를 구축하면 육묘업체는 고

품질 육묘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각각의 기본방향이 서

로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에서는 각 기본방향하에서 보다 효율 으로 육묘산업을 발

시킬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상호 유기  계가 되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단, 체 과제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어려우며 단계  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묘 련 문가 집단의 조사결과를 AHP 분석 방법을 통해 과제의 

우선순 를 도출해냄으로서 추진 과제의 효율성 극 화 방안을 마련한다.

2.1. 과제의 효율적 추진 방안

2.1.1.  육묘 기술 향상

   단계 우리나라의 육묘 기술 수 은 체 평균이 5  만 에 3.2  정

도로 평가되어 비슷한 정도는 되는 것으로 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

히, 수  목 선택 기술이나 발아율 향상 기술, 목 활착률 제고 기술

은 선진국 수  이상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묘의 본격

인 생장에 필요한 환경조 ‧생장조  기술, 병해충 리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 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들 기술의 향상을 한 노

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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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묘의 환경조 은 작물이나 생육단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 환경

리가 필요하나, 이에 합한 환경조 이 곤란한 상황이다. 생육조 은 

주로 화학조 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경험에 의존해 조 하고 있기 때

문에 생육단계에 따라 균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약제의 무분별한 사용으

로 인해 육묘분쟁을 래할 소지가 높다.48 한, 병해충 발생은 육묘 매

‧이용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사안으로49 이의 개선 방안 마

련이 시 하다.

  이와 같은 육묘 기술의 개선을 해 육묘업체는 정부 연구기 이나 한

국공정육묘연구회 등이 주최하는 환경‧생장 리 기술 교육  토론회에 

극 참여하고, 련 기술에 한 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양질의 규격묘 

생산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병해충 리를 해 련 기술 

개발 노력과 함께 육묘장 내 방충망 설치 등 시설 설비도 보완하는 것이 

요하다.

  한편, 발아율이나 목 활착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우수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착률이 계 별로 차이가 심한데 특

히, 고온기 육묘 시 문제 발생률이 높아50 농업인의 육묘 이용 과정에서 불

만이 다소 제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목 활착률 개선을 한 지속 인 

노력이 요구된다.

  육묘 기술 향상을 해서는 육묘업체의 자체 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요하다. 그러나 육묘업체의 자구책만으로 기술수 이 향상되는 데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 진흥청 국립원 특작과학원이나 학계, 

연구기  문가를 심으로  단계 기술수 을 정  진단하고, 육묘장 

환경에 합한 기술을 개발하여 육묘업체에 교육‧보 하는 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48 고 달(2008).
49 자세한 사항은 제4장 표 4-33 참조.
50 고 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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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우량종자 생산  육묘 설비 구축

가.  우량종자 생산 확

  육묘의 기술 향상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은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묘의 품질 하이다. 종자는 최종 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의 하나이므로 생산 이후의 유통, 가공, 장

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독특한 치에 있다. 이 때문에 고품질의 육묘 생산

을 통해 우수한 농산물을 재배하기 해서는 우량종자 생산이 필수 인 요

소이다.

  양질의 균일묘 생산은 내병성‧내충성 등 우량종자의 생산을 통해 달성

될 수 있는 과제이므로 우량종자의 육종‧개발을 한 종자회사의 R&D 투

자 확 가 요하다. 이 때문에 로벌 종자회사는 막 한 규모의 연구‧개

발비를 투입하여 우량종자 생산에 극 으로 투자하고 있다.51 그러나 우

리나라의 종자회사는 규모가 세하여  단계에서는 막 한 R&D 투자비

의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극 인 지원 정책과 연

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2020 종자산업 육성 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책 가운

데에는 종자산업 R&D 투자확 로 기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품종개발을 

진함으로서 종자산업 발 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종

자분야 R&D에는 2012년 682억 원, 2020년 1,4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최근에는 ‘Golden Seed 로젝트’를 추진하여 상당 규모를 종자산

업에 투자하고자 한다.52

51 세계 최  로벌 종자회사인 몬산토(Monsanto)의 2008년 R&D 투자 액은 우

리나라 종자시장 규모의 2배 이상으로 막 한 액을 투입하고 있다(김 한

(2009)).
52 Golden Seed 로젝트는 2012년 품종보호제도 면 시행과 세계 종자산업의 

속한 성장, 국내 종자산업 육성  다국  종자기업 응을 목표로 ‘ 값보

다 비싼 종자(Golden seed)’를 개발하여 2020년 종자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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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정부가 추진 인 정책과제에 종자업계가 극 참여함으로서 우

량종자 생산을 확 하고, 이를 육묘장에 공 하여 고품질의 육묘를 생산한 

후 농업인 등 수요자에 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육묘용 시설‧자재 생산기술 구축

  국내 육묘장 시설의 평균 설치 연도는 1998년으로 10년 이상 된 시설들

이 많아 생산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그러나 비용

에 한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이다. 생산시설 노후화는 육묘의 생육환경을 해하여 양질묘 생산이 곤란

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방지하기 한 책 의 하나로 지자체 등이 육묘장의 시설개보

수 비용을 지원하되, 육묘의 농가 매가격에 지원 부분이 반 되도록 함

으로서 가격 인하 효과를 유발하여 농가의 경 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조치

를 마련하는 것이다.53

  육묘용 자재  상토 제조 기술은 선진국 수 과 비슷한 수 으로 문

가가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과소)한 양분으로 제작된 불

량 상토54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토 품질 향상을 

한 련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육묘용 시설‧자재 생산 기술 가운데 

선진국에 비해 수 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기술은 육묘 자동화 장

치 기술이다. 육묘는 공정육묘장이 심이기 때문에 육묘 과정의 자동화가 

다는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정부지원 산 규모는 2012년부

터 10년간 총 3,985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53 경남 김해시의 경우 벼 육묘 시 상토비를 육묘업체에 보조해 주며, 육묘장 시

설개보수 비용의 일부도 지원하여 이를 육묘 매가격에 반 하도록 함으로서 

농업인의 육묘 구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지 조사결과).
54 농 진흥청 상토품질 리기  지침에 의하면, 벼 육묘용 상토는 pH 4.5～5.8, 

EC 2.0 dS m-1 이하, 원 용 상토는 pH 5.5～7.0, EC 1.2 dS m-1 이하로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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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이다. 그 지만 자동화가 거의 달성된 상토배합‧충진, 종, 발아 공

정을 제외하고, 특히 고용노력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목은 자동화가 

여 히 미흡한 수 이다.

  자동 목기는 농 진흥청, 각 학 등에서 개발하여 보 하 지만, 효

율성이 낮아 자동 목기를 이용하는 육묘장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과 같이 정부기 과 민간 농기계 제조회사가 공동으로 고성능 자

동 목기를 개발하여 육묘장에 보 할 경우 육묘 과정의 자동화 달성은 

물론, 육묘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1.3. 육묘업체 경 효율화 도모

가.  문 인력 확보와 자동화 설비 도입

  육묘장 운 에 있어 가장 요한 부분은 수‧ 목 선택과 목묘 생산

인데 이는 문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가 집 된 문 인

력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육묘 련 문 인력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기존 인력도 노령화되어 있어 우수인력의 지속 인 공 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

  육묘업체는 문 인력 확보를 해 임  인상 등과 같은 고용 조건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고용 조건을 개선하면 경 비 상승

을 래하게 되지만, 양질의 육묘 생산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투자 가

치는 충분하므로 인력 확보에 우선 투자할 수 있는 마인드 환이 요구

된다.

  육묘업체의 극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문 인력이 배출되지 

못한다면,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인력 확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인력 양성에 한 정부 역할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육종인력의 확보를 해 농업계 학을 심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육종 문가 고령화와 공학생 부족으로 업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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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에 직면하자 정부는 연구 인력이 집 되어 있는 학을 거 으로 육

종 공 학생에게 장학 을 지원하는 등 원 , 식량, 축산, 수산 등 분야별 

문 인력을 2014년까지 150명 양성 목표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55 여기

서 양성된 우수 인력을 종자업계뿐만 아니라 육묘장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육묘장은 공정육묘장 심이나, 공정 과정의 자동화가 여 히 미흡한 단

계이며, 특히 인건비 부담이 많은 목 과정의 자동화가 시 한 과제이다. 

육묘용 시설‧자재의 자동화는 육묘업체 자체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는 아니며, 정부, 연구기 , 육묘업체, 련 시설‧자재 제조업체 등의 력

을 통해 장치의 고도화가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개선된 자동 목기를 

개발하여 육묘장에 보 할 경우 목 인력 감소를 통한 비용 감으로 

매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 인력의 확보와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육묘업체의 경

효율화를 도모할 경우 재와 같은 낮은 소득률(10%)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나.  에 지 감형 시설도입  경 컨설  진단

  육묘업체의 경 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항목은 종자비

이며, 다음으로 고용노력비, 열동력비 등의 순이다. 종자비는 육묘 특성

상 기본 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항목이며, 고용노력비는 자동화 설비 

확충 등의 방안으로 감이 가능하다. 열동력비는 최근 국제 유가 등 

등의 향으로 육묘업체 부담이 더욱 확 될 가능성이 높다.56 이 때문에 

지열히트펌  등과 같은 신재생에 지 시설 도입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55 농림수산식품부,「2020 종자산업 육성 책」, 2009.
56 국제 원유가(Dubai 기 )는 2010년 10월 배럴당 80.28달러 으나, 2011년 9월 

105.75달러로 31.7%나 상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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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농업부문의 에 지이용 효율화를 해 2009년까지 총 520억 원

을 투입하 으며, 2011년 2,241억 원, 2011년 이후에도 9,790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1조 5,20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표 7-1.  농어업에 지이용효율화사업의 정부 재정투입 계획

단 : 백만 원

2009년까지 2010 2011 2011년 이후 계

계 52,000 265,500 224,060 979,000 1,520,560

국  고 15,600 139,650 125,450 533,700  814,400

지방비 15,600  59,650  45,130 213,700  334,080

융  자 10,400  13,100  16,700  35,800   76,000

자부담 10,400  53,100  36,780 195,800  296,08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010.

  이 사업의 지원조건은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 

80%(국고 60%, 지방비 20%), 자부담 20%이며, 목재펠릿 난방기  에

지 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 60%, 융자 20%(융자 리 3%, 3년 거

치 7년 분할상환), 자부담 20%이다. 따라서 육묘업체가 지열냉난방 시설을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할 경우 냉난비 등 열동력비의 상당부분을 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실제 지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한 육묘장이 여러 군데 있으며, 시설 설치 

육묘장의 사례조사 결과, 열동력비의 상당부분이 감된 효과를 얻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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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묘업체의 지열히트펌  설치 사례 >

○ A 육묘업체는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농림수산식품

부로 이 되기 이 , 지식경제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시설을 설

치하 다.

○ 이 사업은 설치 당시 보조 이외에 자부담 부분이 있어 기투자

비 부담이 있었으며, 천공 설치를 한 별도의 부지 확보에 난

항이 있었으나, 유류비 감을 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겨울에만 지열히트펌 를 이용하고 있는데, 월 평균 5만㎘의 

기를 소비하며, 재 기료는 평균 250만원 수 (비용 tax 포

함 30원 수  용)이다.

○ 이  경유를 이용하여 난방할 경우 월평균 600만～800만 원 정

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던 을 감안해 보면, 지열난방을 통해 

60～70% 정도의 열동력비 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단하

고 있다.

  육묘업체의 경 효율성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 인 농가에 비해 효율성 

지표는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육묘업체가 효율성 제고를 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 인 육묘

업체도 있어 과다 투입되는 비용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컨설 을 통한 

정확한 경 진단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문 인 컨설  업체에 정기 인 

진단을 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새로운 수요 개척

  육묘 재배면 은 증가할 것으로 많은 문가들이 망하고 있어 외연

인 확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으며,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의 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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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농가의 육묘 구입 비 도 지속 으로 확 될 것으로 망된다. 그

러나 농업부문의 축소 기조하에서 육묘시장이 언제까지나 확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한 자칫 육묘업체 간 과당경쟁이 심각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출을 확 하거나 도시농업 확 에 비하는 

새로운 수요 개척으로 사 에 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

  재 육묘 수출은 보 단계로 체 매의 0.3%에 불과한 실정이며, 주

요 수출국은 일본으로 시험  수출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새로운 수요 개

척 측면에서 극 으로 수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 향상을 통해 

균일한 양질묘를 생산하여 수출 확 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일본 육묘

수출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묘업체를 벤치마킹하고 모니터링하여 

수출 시 애로사항 등을 수집‧분석함으로서 향후 발생될 문제에 미리 처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 정부는 수출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농

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주체가 되어 시장 개척을 한 다양한 정보 수집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육묘업체의 수출 사례 >

○ A 육묘업체는 2006년부터 육묘를 수출하기 시작하 으며, 체 

매량의 10%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 수출국은 일본으로 일본 종자를 사용하여 토마토, 가지, 오이, 

수박의 육묘를 생산한 후 3～4월에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품

종이나 묘의 길이 등은 미리 일본측 바이어의 주문을 받아 이

에 맞추어 생산하고 있다.

○ 국내 수출업체를 통해 선박으로 육묘를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가격이 국내 매가격보다 높아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최근 도시민은 텃밭농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채소나 꽃을 재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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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삶의 질 향상을 해 농업에 참여하는 이른바 “도시농업”이 확 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시농업의 다원  기능을 보 하기 한 서울

시민의 지불의사 액은 742억～8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

다.57 이로 인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2010년 ‘도시농업활성화 국 의

회’를 구성하여 도시농업의 발 과 활성화를 한 장기 계획수립  

련 법률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육묘이용과 직결되어 있어 육묘업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비하여 소비자 지향  육묘 생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매용 

육묘는 문 농업인 이용 육묘와 달리 양질의 균일묘보다는 소량‧다품목 

묘 심이기 때문에 이에 합한 마  략 수립 시 새로운 수요를 확보

할 수 있다.

2.1.4. 정부지원  제도 정비

가.  정부 지원 확

  육묘와 련된 정부지원은 1990년  원 작물의 시설 화 정책의 일

환으로 일부 육묘장이 건립된 이후, 육묘산업에 한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육묘산업은 원 작물 생산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요한 원천기술이 집약된 산업이며, 육묘 이용 농가도 지속 으로 확 하

고 있으므로 안정 인 농산물 생산을 해서는 육묘산업의 발 이 요한 

과제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육묘산업 발 은 육묘 기술 향상, 우량종자 생

산, 시설‧자재 생산 기술 발달 등을 한 R&D 투자 확 가 반드시 필요하

며, 문 인력 양성, 수출 등의 새로운 수요 개척을 한 인 라 조성 등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들은 육묘업체나 련 제조회사 등의 극

57 김태곤 외(2010),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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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자와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실  가능하지만, 재 련 업계의 규

모 등을 고려할 때 막 한 자 을 투입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육묘산업 발 의 인 라 구축에 정부가 재정 지원함으로

서 농산물의 안정  생산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 농 이 운  인 육묘장의 확충 지원을 통해 육묘 가격 형성의 

견제 세력으로서의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해

야 한다. 농  운  육묘장은 일반 종자회사보다 20～40% 렴한 NH 종

묘센터의 종자를 사용하는 비 이 높아 매가격이 일반 육묘장보다 10% 

내외 렴하여 농가의 경 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농  운  육묘장의 역할이 요함에도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일

부 육묘장은 운  부실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  육묘장 본연의 임

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7-2.  NH 종묘센터  일반 종자회사의 주요 품목별 종자 매가격

단 : 원, %

NH 종묘센터(A) 타 회사(B) 비(A/B)

고추(1,200립) 30,000 50,000 60.0

배추 (200립)  7,000 10,000 70.0

수박 (200립) 27,000 40,000 67.5

오이 (500립) 30,000 35,000 85.7

  주: 회사명  각 품목별 종자명은 익명 처리하 음.

자료: NH 종묘센터.

나.  분쟁 해결 장치 마련  제도 구축

  육묘 련 문가 집단 조사결과에서 육묘와 련한 가장 큰 문제 으로 

분쟁문제 해결 장치 미흡과 육묘산업 보호‧육성을 한 정부지원  리 

체계 부재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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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문가 집단의 에서 본 육묘산업 련 문제

단 : %

분류 항 목 구성비

육묘업체

련

품  품종 선택   3.2

자재비 상승   1.1

문 인력 부족  10.6

육묘 재배과정상 기술 수    1.1

육묘장 시설 화 미흡  19.1

육묘장의 시설 노후화 문제   4.3

육묘업체의 문 경 기법 도입 미흡   9.6

연 산업 육묘용 자재(상토, 트 이 등) 생산기술 수    5.3

농업인 련 묘(병해충 발생묘, 활착 부족묘 등) 공   8.5

정책 련

육묘를 둘러싼 분쟁문제 해결 장치 미흡  19.1

육묘산업 보호‧육성을 한 정부의 지원  리 체계 부재  14.9

기타   3.2

계 100.0

  주: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문가 조사결과.

  육묘와 련하여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문제는 ‘종자회사와 육묘업체’ 

간의 종자 련 분쟁과 ‘육묘업체와 농업인’ 간의 육묘 상태와 련된 분

쟁 문제이며, 크고 작은 분쟁을 경험해본 이 있는 비율이 50～90%로 상

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분쟁 발생 시 국립종자원 등의 정부기 에서 원인 규명을 한 검증 작

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자나 육묘의 특성상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워 

신속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기도 하여 분쟁 당사자 간 정신 ‧물질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분쟁 해결을 해 정확한 원인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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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는 문가 양성과 함께 분쟁조정 원회 구성 등의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

  품종보호 침해사안 발생 시 종자산업법에 따른 조정 차, 한국소비자원

을 통한 구제 차 는 침해소송 등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비용부담, 구

제기간 장기화  이용 차의 복잡성 등으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국립

종자원에「품종보호상담센터」를 설치‧운 하고 있다.

  이처럼 품종보호에 한 정부 차원의 해결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품종보호상담센터 내 ‘육묘 련 분쟁조정 원회’(가칭)를 설립하여 분쟁 

발생 시 검증 작업은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조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

송으로 인한 시간 ‧경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분쟁 발생에 비하여 보험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으나, 

육묘업체 체가 가입하더라도 200여 업체에 불과하여 상품성 하, 보험

료 상승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육묘생산자연합

회를 심으로 보상비 기 을 조성하는 방안도 신 히 고려해 볼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와 같이 마련하는 것도 

요하지만, 사 에 문제의 소지를 방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 의 하

나가 해외채종 종자의 검역 강화이다. 국내 종자회사의 해외채종 비 은 

1991년 15.4%에서 2000년 70.5%, 2010년 82.6%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

며58, 해외채종 종자의 국내 반입 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행의 검역 

기 에서는 해외채종 종자의 바이러스 허용기  2%이나, 이보다 더욱 강

화된 검역 기 을 마련한다면, 최소한 불량 종자로 인한 분쟁문제는 상당

부분 사 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육묘 재배면 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

으로 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묘와 련된 제도는  구축되어 있

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술력이 부족한 육묘업자도 참입이 자유로

58 해외채종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지가  노임 상승에 의한 생산비 증가로 채종 

여건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장마 같은 기후조건 등 품목 특성에 따

른 국내 채종의 어려움 때문이다(박기환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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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 병해충 피해 방지 등을 한 시설 설치 기 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양질의 균일묘 공 과 육묘산업의 보호‧육성을 해서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 임에도 육묘업체 조사결과, 육묘업체의 종자업 

등록에 해 66.1%가 반 하고 있다. 이는 등록 시 각종 기  충족의 부담

감(40.5%), 종자 리사 고용 의무(33.8%)59, 육묘장 시설 기  충족 문제

(14.9%) 때문에 육묘의 종자업 등록제를 반 하는 의견이 많다.

그림 7-2.  육묘의 종자업 등록제 도입 찬반

종자업 등록

찬성(33.9%)

종자업 등록

반대(66.1%)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표 7-4.  육묘장의 종자업 등록 추진 시 발생 문제

단 : %

종자 리사 
고용 의무 문제

육묘장 시설 
기  충족 문제

제도권 진입으로 인한 각종 
기  충족 등의 부담감

기타 계

구성비 33.8 14.9 40.5 10.8 100.0

자료: 육묘업체 조사결과.

59 육묘업체 조사결과, 종자 리사를 보유하고 있는 육묘장은 체의 12.3%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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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만 균일한 양질묘의 농가 공 으로 농업 생산의 안정을 도모하기 

해서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갖추어야 하므로 어떤 형태든 제도  장치

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육묘업체를 종자업이 아닌 ‘육묘업’의 업

종형태를 별도로 마련하여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육묘업체의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하고60, 병해충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 내 방충망 등의 설

치 의무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 육묘장을 운  인 업체는 육묘업 등록과 시설 내 방충망 

등의 설치를 권고하도록 하며, 새롭게 육묘업에 참여하려는 업체에 해서

는 일정 요건을 갖춘 후 육묘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 육묘장 시설, 시

설 내 장치 등의 조건은 육묘 련 주체들과의 의를 통해 구체  기 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육묘의 담부처가 모호한 상황이므로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

산업과 소 부처임을 정확히 명시하고, 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구체  

기 안이 마련되면,『종자산업법』내에 육묘 부분이 포함되도록 법률 개

정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  농작물 수  측 연계

  재 우리 연구원 농업 측센터에서는 곡물, 채소, 과채, 과일, 축산 등 

31개 농축산물의 2～3개월 이후 수 상황과 가격을 측하고, 이를 매월 

월보 발행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   가격 망은 물가안정을 

한 정부 정책 수립의 요한 기 자료가 된다. 이러한 망을 해 각 

산지별로 모니터, 표본농가 등을 지정하여 화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모형과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 등 여러 차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나, 육묘

60 육묘업체 조사 과정에서 종자업으로의 등록에 해 상당한 반발감을 표출하

다. 육묘업체가 종자를 다루기는 하지만, 종자생산과 직  련이 없이 종자

를 발아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종자업이 아니라 별도의 육묘업으로 업종

을 만들어  것을 요구하는 업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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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조사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채소와 과채 재배농가 가운데 고추와 배추, 토마토, 수박, 오이, 호박 등

은 육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화 조사에 육묘업체를 추가하여 육묘 주

문량이 년 동기에 비해 증가하 는지 혹은 감소하 는지를 악할 경우 

다음 작기의 수  상황을 비교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물가 리의 효율화 도모를 해서도 채소  과채 측월보 작성  

시 육묘업체 조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단, 조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정부 산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림 7-3.  농업 측월보 작성 과정에서 육묘업체 조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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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진 과제의 우선순위 선정

  상기에서는 육묘산업의 효율  발 을 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하

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 체가 동시에 추진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시 이 다루어야 할 우선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과제의 우선순 는 육묘 련 문가 집단 조사결과를 AHP 분

석 방법을 통해 선정하 다.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계층 분석  의사결정방법) 분석 방법

은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에 해서 평가기 들을 계층화하고 구성 요소들

을  비교하여 수치로 환, 계층별로 가 치(weight)를 도출하는 기법

이다.61

  AHP 분석 결과, 가장 우선 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육묘 기술 향상이

며, 다음이 육묘 설비 구축, 육묘업체 경 효율화 도모, 정부 지원  제도 

정비이다. 그러나 이들 과제는 단계 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아니며, 

같이 연계하여 추진될 경우 시 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분석 결

과의 각 기본 방향별 요도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 방향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요도가 가장 높은 육묘 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해 로 있는 생육환경 조  기술, 생장 조  기술, 병해충 

리 기술로서 이들 기술의 향상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육묘 설비는 우량종자 생산 기술이 가장 우선 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이 육묘 시설 제조‧설비 기술로 나타났다. 육묘업체의 

경  효율화를 해서는 련 문 인력의 확보가 가장 우선 으로 해결되

어야 할 과제이다. 정부 지원  제도 정비는 분쟁 해결 장치 마련이 0.492

로 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시 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 AHP 분석 방법의 자세한 이론  검토는 木下營藏(2005)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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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AHP 분석을 통한 육묘산업 발  방안의 요도

주 1) 제1계층의 CI=0.00, CR=0.00임.

   2) 육묘기술 향상의 제2계층 CI=0.00, CR=0.00, 육묘 설비 구축의 제2계층 CI=0.00, 

CR=0.00, 정부 지원  제도화의 제2계층 CI=0.01, CR=0.01, 육묘업체 경 효율성 

제고의 제2계층 CI=0.01, CR=0.01임.

2.3. 육묘산업 관련 주체별 역할 정립

  앞에서 제시한 육묘산업 발  방안을 통 로 각 주체별 역할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육묘 시설업체는 육묘용 시설 설비  제조 기술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육묘용 상토와 트 이 등 자재업체도 련 자재의 성능 향상을 도모

해야 한다. 한, 공정육묘의 자동화 설비 고도화를 해 시설‧자재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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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농기계 제조업체 등도 개발에 극 참여한다.

  종자회사는 우량종자 육종‧개발의 주체로서 재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

되며, 향후 육묘 이용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응한 매 시

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육묘업체는 기술 향상을 해 극 으로 노력해야 하며, 철 한 농가 

교육으로 매한 육묘의 정상  성장을 돕도록 한다. 한, 공정 자동화 설

비 도입, 문 인력 확보, 에 지 감형 시설 도입 등 경 효율화 도모로 

산업으로서 육묘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주체의 역할을 담

당한다.

  농업인은 문 육묘장의 육묘 이용률 제고로 농업생산의 분업화를 진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농가 주도에 의해 육묘 상태를 결정하여 주문하

지 않고 육묘업체의 추천에 따름으로서 문화를 유도한다. 그리고 지나친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육묘업체의 경  건 성에 이바지한다.

표 7-5.  육묘산업 발 을 한 주체별 역할

역  할

시설‧자재업체
∙육묘용 시설 설비‧제조 기술 향상, 육묘용 상토‧트 이 제조 
기술 향상, 육묘 공정자동화 설비 개발 극 참여 등

종자회사
∙내병성‧내충성 등의 우량종자 육종‧개발을 한 투자 확 , 
육묘산업 확  비 매 시스템 환 등

육묘업체
∙육묘 기술 향상 노력, 육묘 특성에 한 농가 교육 강화, 공
정 자동화 설비 도입, 문 인력 확보, 에 지 감형 시설 
도입 등 경 효율화 도모 등

농업인
∙ 문 육묘장 육묘 이용률 확 로 농업생산의 분업화‧ 문화
에 기여, 주문 시 육묘 문가인 육묘업체 의견 우선 고려, 
지나친 외상거래 지양 등

연구기 ‧학계
∙육묘 기술 보 , 공정과정 자동화 설비 연구‧개발, 육묘 련 
각종 정보 제공 등

농
∙일반 육묘장의 독단  매가격 산정의 견제 세력 역할 강
화, 농  육묘장 운  정상화 추진 등

정부
∙육묘산업 인 라 조성 지원, 연구‧개발 투자 확 , 분쟁 해결 
장치 마련  제도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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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 과 학계는 육묘 기술을 보 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공정

과정 자동화 설비의 연구‧개발 주체로서 노력한다. 한, 육묘와 련된 

각종 국내외 자료 등을 수집하여 육묘 계자에 제공하도록 한다.

  농 은 재 운  인 육묘장 정상화 추진을 통해 육묘 매가격 형성

의 견제 세력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며, 보다 렴한 육묘 공 을 통해 농

가의 경 비 감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정부는 육묘를 둘러싼 각종 인 라(연구‧개발, 문 인력 양성, 수출 기

반 마련 등) 조성의 주체로서 자 을 지원하도록 하며, 육묘 련 분쟁 문

제 해결을 한 방안 마련  각종 제도를 신설‧정비하여 육묘산업의 균형

 발 을 총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요약  결론  제8장

  1990년  들어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한 다양한 책들이 제시되었으며, 그 의 하나로 육묘사업이 시

설원 농업 육성을 한 생산‧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육묘는 산업 으로 개되어 원 농산물 생산농가의 상

당부분은 육묘장의 육묘를 사용하고 있으며, 육묘장 면 은 1997년 약 

20ha에서 2010년 159ha로 크게 증가하 다.

  육묘는 농작물 생산의  단계로서 생산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요

하며, 육묘산업은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 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원천산

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묘산업 련 기  통계조차 구비되어 있지 

못하며, 육묘산업의 실태 분석도 제 로 수행된 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육묘산업의 황 악을 통해 육묘산업의 기  통

계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육묘의 공 ‧이용 실태를 심층 으로 분석

하여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범 는 채소류와 과채류 육묘를 심으로 하되, 내용 

개 과정에서 벼 육묘를 포함시켰다. 육묘산업은 크게 육묘 생산‧ 매‧이용

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 이들 단계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한,  단계의 육묘기술 수 과 향후 우선 으로 필요한 기술  정책 

악이 요하므로 이를 연구범 에 포함시켰으나, 육묘산업을 둘러싼 기

자재산업은 육묘산업과 직  연계가 있기보다는 후방 산업이라 볼 수 

있어 연구범 에는 제외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요약  결론134

□ 육묘산업의 동향과 망

  국의 공정육묘장 면 은 1997년 20ha에 불과하 으나, 2009년 110ha

로 1997년 비 5배 이상 증가하 으며, 2010년도에도 2009년보다 44.5% 

증가한 159ha로 추정되는 등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다. 한, 육묘는 크

게 3가지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데, 가장 일반 인 유통형태가 문 육묘업

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이며, 다음으로 농 앙회  지역농 이 운 하

는 육묘장에서 유통되는 경우, 종자회사 직 의 육묘장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이다.

  재 육묘와 련된 기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육묘 시장규모와 련된 정부 공식 통계는 없기 때문에 육묘업계 

계자들의 조사결과를 통해 추정해 본 결과, 1,500억～2,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상된다. 육묘는 1990년  반의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시설의 정부지원이 있었으며, 이때 첨단시설을 갖춘 육묘장이 본

격 으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육묘와 련된 정부 지원은 거

의 이루어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육묘는 조기 수확  증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경지 이용도 향상과 

함께 종자 발아율 상승  소요량을 감할 수 있다. 그 지만 많은 농가

들은 자가 육묘에 비해 경 비가 상승한 것으로 느끼고 있어 육묘가격 인

하를 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 육묘는 일반 육묘장, 농  육

묘장, 종자회사 직  육묘장 등 200여 곳이 넘는 육묘장에서 공 되고 있

으나, 농  육묘장이 제 기능을 거의하고 있지 않아 가격형성 과정에서 견

제세력의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육묘산업 기에는 생산시설이 정부지원을 통해 건립되는 등 정부사업

과 련 제도가 구축되어 있었으나, 재는 농가로서 혹은 사업주체로서 

명확한 구분이 없으므로 육묘산업과 련된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한 담부서 설정도 필요하다.

  한편, 육묘산업은 문가 집단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5년 육묘 재배면

은 186.4ha로 2010년 비 17.2%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202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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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증가한 223.7ha로 망된다. 육묘 품목 가운데 향후 생산이 더욱 증

가할 것으로 상되는 품목은 고추, 토마토, 수박 등이며, 특히 벼의 경우 

재는 자가 육묘 심이지만 향후 육묘장 묘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 종자회사의 육묘장 종자 공  실태와 문제

  종자회사의 종자 매처로는 종자상이 체의 56.1%로 가장 높으며, 다

음이 육묘장 19.6%, 농 이나 타 종자회사 13.0%, 농업인 11.2% 순으로 

나타났다. 채소류는 종자회사의 육묘장 매비 은 평균 6.9%에 불과하며, 

부분 종자상(61.6%) 등에 종자를 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

채류는 육묘장 매비 이 평균 33.6%로 채소에 비해 높은 가운데, 그 비

이 가장 높은 품목은 오이로 매비 이 68.0%로 나타났다. 다음이 수

박(48.1%), 토마토(31.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품목에 따라서는 육묘장 매비 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종자회

사에서는 육종‧개발한 신품종을 육묘장에 매하기 해 별도의  

략을 수립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한, 향후 육묘장의 종자 매 비 을 

확 할 의향이 있는 종자회사는 체의 66.7%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농업부문에서 향후 육묘장의 역할은 최소한 재보다 더욱 커질 것

으로 망된다.

  과채류는 육묘 이용률이 높으나, 육묘 생산에 필요한 종자는 체 종자 

생산량의 4% 내외로 많지 않아 상당량의 종자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로열티 부담, 물류비 등의 반 으로 인한 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농가 부담이 증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육종 종자 개발을 한 

투자와 지속 인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과채류 농가를 심으로 육묘 이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

되어 종자회사의 육묘장 종자공  비 은 더욱 확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인기품종의 종자 확보를 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육묘장은 우

수종자를 우선 공 받을 수 있는 략 수립이 요구된다. 한, 육묘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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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회사로부터 신품종 등을 직  공 받는 경우 재배특성 등을 충분히 숙

지한 후 농가에 묘 매 시 이에 한 지도를 철 히 해야 한다.

  종자회사 가운데 육묘업체에 매한 종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자회사는 발아율이 높은 우수한 고품질의 종자생산은 물론, 

내병성‧내충성 품종이나 가뭄 항성 품종 등의 육종‧개발 노력이 필요하

다.

□ 육묘업체의 육묘 생산‧ 매 실태와 당면과제

  육묘업체 조사결과, 육묘 재배면 은 2010년 평균 0.8ha(2,386평)이며, 

시설형태별 면 비 은 비닐온실 76.5%, 유리온실 22.2%, P.C온실 1.2%

로 나타났다. 육묘장의 평균 설치비용은 7억 4,274만원이며, 이  정부지

원을 받은 업체는 체의 44.8%이다. 조사 상 육묘업체의 공정 단계별 

평균 자동화율은 44.4%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고용노력비가 많이 소요되

는 목의 자동화율은 13.6%에 불과하다.

  일반 육묘장의 생산 육묘는 벼, 채소, 과채 등 다양한 반면, 농  운  

육묘장은 배추, 고추, 토마토, 수박, 오이, 호박 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민

간 종자회사 직  육묘장은 고추 육묘가 심이며, 과채류 에서는 토마

토, 수박, 오이를 육묘하고 있다.

  벼와 고추를 제외한 채소는 100% 실생묘를 생산하고 있으며, 고추의 경

우 목묘 생산 비 은 29.4%로 나타났다. 과채류의 품목별 목묘 비

은 수박이 93.5%, 오이 75.4%, 참외 68.9%, 토마토 45.8%, 가지 42.5%, 호

박 38.2%로 조사되었다. 비묘 생산율은 실생의 경우 벼가 9.0%, 채소류 

 과채류는 10～18% 내외이며, 목은 16～24%로 나타났다.

  육묘업체는 종자 구입처로 벼는 국립종자원이나 농가로부터 구입하는 

비 이 46.0%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종자회사(42.5%), 수입(7.5%) 등의 

순이다. 배추와 고추는 종자회사로부터 종자를 구입하는 비 이 높은 반

면, 양상추 등은 종자상 구입비 이 상 으로 높다. 수박,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부분 종자회사에서 직  종자를 구입하며, 수입종자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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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마토의 경우도 수입을 종자회사가 담당하고 있어 종자회사 구입비

이 높다.

  육묘업체가 생산하는 묘의 품종은 76.2%가 농가의 주문에 의해 선택하

며, 육묘업체가 추천하는 비 은 15.3%인데, 이는 이후 발생될지도 모를 

분쟁에서 책임 소재 문제를 최소화하기 해서이다.

  육묘의 기술 수 을 문가 집단의 델 이 조사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선진국보다 약간 우수한 기술은 수  목 선택 기술, 발아율 향상 기

술, 목 활착률 제고 기술이며, 선진국과 비슷한 수 은 시비기술인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은 환경조 , 병해충 리, 포장 유통 기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묘 련 설비‧자재 기술은 육묘용 자재  상토 제

조 기술이 선진국 수 과 비슷하나, 육묘 시설 설비나 자동화 장치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수 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벤치이동이나 환

경 리, 포장의 자동화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묘업체의 주요 매처는 농가가 73.1%로 압도 으로 높은 가운데 농

약상(12.4%)이나 묘 도매상(2.9%), 일반 소비자가 9.0% 등으로 조사되었

으며, 육묘 수출 비 은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육묘업체의 육묘 매 

가격은 노임과 시설자재,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년에 비해 2～7%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농  운  육묘장의 매가격은 

일반 육묘업체에 비해 8～10% 내외 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묘업체의 2010년도 평균 매출액은 9억 3,696만 원이며, 항목별 경 비 

지출 비 은 종자비가 30.1%로 가장 높다. 다음이 고용노력비 27.4%, 트

이‧상토 구입비 14.1%, 열동력비 13.7%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육

묘업체의 경 효율성 측정을 해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

포락분석) 모형을 사용하 다.

  DEA 모형 분석 결과, 육묘업체 체 기술효율성은 0.9258로 체에서 

가장 효율 인 육묘업체의 경 효율성까지 경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7.4%의 경  효율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순수경 효율

성은 0.9759로 조사 상 육묘업체 체가 재의 규모를 유지하는 상태에

서 경 의 비효율 인 부분을 개선함으로서 2.4%의 경 효율성 향상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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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묘업체 실태 조사를 통해 도출한 당면과제로는 첫째, 육묘 생산시설이 

노후화되어 양질의 육묘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공정과정의 자동화가 

미흡함을 들 수 있다. 둘째, 육묘 생산 기술수 이 선진국에 비해 여 히 

 수 이며, 목 등의 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육묘업체의 소득은 일반 농가에 비해 크게 높으나 소득률이 10% 내

외로 낮아 이에 한 경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육묘를 둘러싼 각종 분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정확한 규명을 해 정부 공인기 이 

분석을 담당하고, 재해  수 있는 제도  장치 마련이 시 하다.

□ 농업인의 육묘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

  벼의 육묘 구입 비 은 17.6%인 데 비해 자가 육묘 비 은 81.1%로 압

도 으로 높아 벼는 아직까지 농가의 개별 육묘가 주도 인 구조이다. 채

소류는 체로 자가 육묘 비 이 높은 가운데, 고추의 경우 육묘 구입 비

이 51.9%로 나타났다. 육묘 구입 비 은 과채농가가 가장 높으며, 품목

별로는 토마토 70.8%, 수박 67.1%, 오이 60.8%인 반면, 참외(25.2%)와 호

박(27.0%)은 상 으로 낮다.

  육묘 주문 시 농가는 품목, 품종, 정식(모내기), 묘 길이 등 상당히 구체

인 사항들을 육묘업체에 알려주고 묘를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추후 발

생될 수도 있는 분쟁문제로 인해 육묘장이 육묘 상태의 추천을 꺼리고 있

기 때문이다.

  농가의 구입 육묘에 한 가격 만족도는 보통이 47.6%, 만족 41.0%, 불

만 11.3%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육묘 이용 비

이 높은 토마토, 오이 등의 과채류는 육묘 가격에 해 상 으로 불만 

비 이 높다. 품질 만족도는 만족이 56.1%, 보통 38.8%, 불만 4.9%로 나타

나 가격과는 달리 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묘 이용 시 조기 수확  수량 증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경지 이용

도 향상은 물론 종자 발아율도 상승시키는 정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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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농가의 자가 육묘 비율이 여 히 높아 농업생산의 분업화가 미흡

한 실정이다. 한, 농가 조사결과에서 구입 육묘의 품질 만족도는 비교  

높은 반면, 가격 만족도는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육묘 구입 가격 

인하를 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구입 육묘로 인해 재배과정에

서 병해충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육묘기술 향상

과 함께 우량종자 품종의 개발을 한 종자회사의 R&D 투자  정부의 

극 인 지원이 요구된다.

□ 해외선진국의 육묘산업 동향과 시사

  일본은 노령화와 인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묘를 구입하는 비 이 증가 

추세이며, 구입묘 수요 증가와 함께 육묘를 문으로 하는 육묘산업의 규

모가 확 되고 있다. 한, JA 육묘센터가 지역 수요에 응한 묘를 생산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육묘센터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 한 의 수

요를 보완할 수 있는 생산 탁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육묘 수요는 증가하나, 육묘업체의 가동률 문제 등으로 경  상

황이 좋지 않아 수요에 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

에 소량이기는 하나 한국으로부터 육묘를 일부 수입하고 있다. 일본의 종

묘 회사는 한국의 일본 모종 수출에 주목하고 있으며, 만약 그 범 가 

커질 경우 종자 공  단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 측면에서 향후 균일묘 생산을 통해 일본 육묘 

수출 확 를 도모할 필요는 있다.

  일본은 육묘과정의 자동화를 해 다양한 련 기계를 개발‧보 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노력비가 많이 소요되는 목기의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자 정부 연구기 과 민간 농기계회사가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자동화 

개선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자동화 기계의 연구‧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육묘장 보 을 통

해 경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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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묘산업의 발  방안

  육묘산업 발 의 목표로 ‘농업생산 안정을 한 고품질 우량묘 공 의 

선진육묘 체계 구축’을 설정하 으며, 이러한 육묘산업 발 을 통해 달성

하고자 하는 궁극 인 비 은 “농업생산의 분업화‧ 문화 실 ”이다.

  육묘산업의 동향과 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 과 과제는 크게 기

술  측면, 산업  측면, 제도  측면으로 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육묘

산업 발 의 목표 달성을 한 기본 방향으로 첫째, 육묘 기술 향상, 둘째, 

육묘용 시설  자재 생산기술 구축, 셋째, 육묘업체의 경 효율화 도모, 

넷째, 정부지원  제도 정비를 선정하 다.

  이러한 목표와 기본방향하에서 구체  육묘산업 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묘 기술 수 이 여 히 선진국에 비해 인 경우가 많으므로 

육묘업체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요하다. 그러나 육묘업체의 자구책

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학계, 연구기  문가 등을 심으로  단계 기

술 수 을 정  진단하고, 육묘장 환경에 합한 기술을 개발하여 육묘업

체에 교육‧보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육묘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종자는 최종

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수한 농산물을 재배하기 해서는 우량종자 생산이 필수 인 요소이다. 

따라서 우량종자의 육종‧개발을 한 종자회사의 R&D 투자 확 와 함께 

정부의 극 인 지원 정책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 육묘용 자재  상토 제조 기술 향상을 한 련 주체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특히 육묘 자동화 장치 기술을 고도화하여 육묘업체의 인

건비 등 경 비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문 인력의 확보‧자동화 설비 도입, 에 지 감형 시설 도입, 새

로운 수요 개척 등을 통해 육묘업체의 경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요하

다. 육묘업체는 고용 조건 향상으로 문 인력 확보를 해 노력하고, 정부

가 양성한 우수한 육종인력이 육묘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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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한, 육묘 계자들이 연구‧개발한 자동화 시설‧자재를 도입

하여 비용 감은 물론, 매가격 인하를 유도하도록 한다. 육묘업체는 고

용노력비 이외에 열동력비 부담도 많으므로 정부 보조를 받아 지열 냉난

방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육묘시장이 언제까

지 확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육묘 수출을 극 추진하는 등의 새로운 수요

를 개척함으로서 육묘업체의 경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요하다.

  넷째, 육묘산업 발 은 육묘 기술 향상, 우량종자 생산, 시설‧자재 생산 

기술 발달 등을 한 R&D 투자 확 가 반드시 필요하며, 문 인력 양성, 

수출 등의 새로운 수요 개척을 한 인 라 조성 등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한 정부의 극 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 육묘와 련하여 가

장 빈번히 발생되는 분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 히 구축해야 

하며, 양질의 균일묘 공 과 육묘산업의 보호‧육성을 해 육묘업 등록제 

등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육묘는 사  주문에 의해 생

산되기 때문에 농업 측사업과 연계할 경우 수  망에 유용한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으며, 이를 기 로 물가 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육묘는 농작물 생산의  단계로서 생산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요

한 원천산업으로 모종을 기르는 일은 ‘ 반농사’라고 할 정도로 육묘산업

은 요하다. 이러한 요성에 불구하고 육묘산업의 기  데이터조차 구축

되지 않은 상황이며, 육묘산업 실태 악은 본 연구가 거의 처음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본 과제 이후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발성 연

구로 끝나 자료의 연속  축 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 등 육묘 련 주체들은 육묘산업 발 의 필요성을 인식하

여 육묘산업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

률 개정이나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육묘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효율 으로 

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련 주체들의 극 인 노력

을 통해 육묘산업이 발 하여 궁극 으로는 농업생산의 분업화‧ 문화가 

달성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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