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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국제 사회는 과거에 무했던 애그 이션(agflation)을 경험하면서 

식량안보문제와 식량자원확보문제가  세계 인 이슈가 되고 있다. 국, 

동국가들은 국 기업을 통한 해외농지 확보  해외농업 개발을 통한 식

량자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 문회사들은 투자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곡물에 한 투자를 확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도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

고 있다. 가시 인 성과를 거둔 업체도 있지만, 진출 기업 부분이 기 정

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내 도입물량 확보는 아직 미흡한 수 이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규모 투자자 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므로 투자

리스크가 크다. 한 투자 상국의 거시변수의 변동에 직  향을 받으

며, 정치․사회 여건에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은 지 인 이션, 국가신용도 등 투자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보다 심층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 은 기존 해외농업개발 련 사업 타당성 분석과 차별화된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기 진출 기업의 사업성을 재진단하고 해외농업개발사

업과 련한 정책  시사 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 진출기

업을 상으로 재무이론에 근거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지 인 이션과 국가신용도를 고려하여 보다 엄 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한 사업 타당성 분석의 표 화된 통계 로그램인 COMFAR

Ⅲ를 이용하여 분석 결과의 공신력을 높 다. 

  이 연구보고서가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련 사업에 종사하는 실무담당

자에게 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 연구를 해 많은 도움을 주신 (사)돌

나라 한농복구회와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실무담당자들께 감사드린다. 

2011.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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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발생한 세계 식량 기는 유의 애그 이션

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식량안보문제와 식량자원확보문제는  세계

인 이슈가 되고 있다. 국  동국가들은 국 기업을 통한 해외농지 확

보  해외농업 개발을 통한 식량자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문회사들은 투자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곡물에 한 투자를 확 하고 있다. 

  해외농업 개발에 있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도 식랑안보 책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정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기업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진출 기업 부분이 기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내 도입물량 확보는 

아직 미흡한 수 이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다. 한 개발 

상국의 인 이션 등 거시변수의 변동에 직  향을 받으며, 정치․사

회 여건에 제약을 받는다. 이처럼 해외농업개발사업은 투자 리스크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해외농업개발 련 사업 타당성 분석은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져도 지 인 이션, 국가신용도 등 

투자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아 분석 결과가 과 평가될 여

지가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해외농업개발 련 사업타당성 분

석을 재무이론에 기 하되, 인 이션, 국가신용도 등 투자 리스크를 유

발하는 변수도 고려하여 보다 엄 하게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기 진출 기

업  신규 진출 기업의 원활한 해외농업개발사업 수행을 한 정책  시사

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사업타당성 분석은 사업의 환경 측면, 기술 측면, 사업타당성 측면을 종

합 검토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목표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사업타당성 분석 기법은 크게 순 가법(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으로 나뉜다. 순 가법(Net 

Present Value)은 자본 산기법의 하나로 투자 액을 투자로부터 산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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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흐름의 재가치로부터 차감한 것이며 이 순 가가 0보다 크면 투자

안을 선택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안을 기각하는 의사결정기 을 말한다. 내

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어떤 사업에 해 사업기간 동안의 

수익 흐름을 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값이 투자지출과 같아지도록 할인

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한편, 민감도 분석은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어

느 한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그 투자안의 순 재가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

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농업개발 기 진출 기업  성공 으로 정착하고 있는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사업 타당성 분석은 

상기 제시된 이론  틀을 기 하되, 인 이션, 국가신용도 등 투자 리스

크를 유발하는 변수도 고려하여 보다 엄 하게 실시했다. 업체별 사업타당

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돌나라 한농복구회의 라질 해외농업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NPV(355억 1,600만원)>0, IRR(12.60%)>9.33(WACC)로 도출되어 

본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자본회수기간은 9.4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출액  운 비 변동률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매출액이 20% 상

승할 경우, IRR은 20.5%로 Base보다 7.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매출액이 base보다 9.0% 이상 감소하면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 비가 20% 감소할 경우, IRR이 17.6%로 base 비 5.0%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운 비가  수 에서 12% 이상 증가할 

경우, 가 평균자본비용(WACC, 9.3%)을 하회하여 투자안은 기각되었다.  

  라질의 국가신용도(Country Risk)를 고려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라

질의 재 국가신용도 평가등 (B2)일 경우, NPV가 250억5,800만원으로 

‘0’보다 크고, IRR이 12.72로 가 평균자본비용(10.30)을 상회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라질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재 수

(B2)에서 1단계 강등될 경우, NPV(174억100만원)>0, IRR(12.81)>가 평균

자본비용(11.07), 2단계 강등될 경우, NPV(98억6,400만원)>0, IRR(12.91)>

가 평균자본비용(11.89)으로 나타나, 라질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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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더라도 사업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출액  투입비용 변

화율에 따른 라질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별 사업타당성의 임계수 은 국

가신용도 평가등 이  수 (B2)일 경우, 매출액 6% 이상 감소, 운 비 8% 

이상 증가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별로는 1단계 강등 시(C1) 매출액 4% 이

상 감소 운 비 5% 이상 증가, 2단계 강등 시(C2) 매출액  운 비 각각 

3% 이상 감소, 4% 이상 증가하면 IRR이 가 평균자본비용을 하회하여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결

과, NPV(183억3,500만원)>0, IRR(19.58%)>6.15(WACC)로 도출되어 본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자본회수기간은 7.60년이 소

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출액  운 비 변동률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매출액이 20% 

증가할 경우, IRR은 41.7%로 Base보다 22.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액이 base보다 8% 이상 떨어지면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 매출액이 10% 이상 떨어지면 마이 스 수익률이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 비가 20% 감소할 경우, IRR이 39.8%로 

base 비 20.3%p 증가하여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운 비가  수 에서 9% 이상 증가할 경우, 가 평균자본비용

(6.15%)을 하회하여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운 비가 

13% 이상 증가할 경우, 마이 스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Country Risk)를 고려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수 (D1)일 경우, NPV가 76억 

7,800만원으로 ‘0’보다 크고, IRR이 19.76로 가 평균자본비용(12.42)을 상

회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재 수 (D1)에서 1단계 강등될 경우(D2), NPV(66억700만원)>0, 

IRR(19.78)>가 평균자본비용(13.25)으로 나타나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었

다. 더욱이 평가등 이 2단계 강등될 경우(E)에도 NPV가 53억700만원으

로 ‘0’보다 크고, IRR은 19.80로 가 평균자본비용(14.33)을 상회하여 캄보

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낮아지더라도 사업타당성은 유지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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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되었다.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별 사업타당성의 임계수

은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수 (D1)일 경우, 매출액 4.6% 이상 감소, 

운 비는 5.2% 이상 증가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로는 1단계 강등 시(D2), 

매출액과 운 비가 각각 4.1% 이상 감소 4.7% 이상 증가, 2단계 강등 시

(E), 매출과 운 비가 각각 3.7% 이상 감소 4.0% 이상 증가하면 IRR이 가

평균자본비용을 하회하여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 2개 업체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정 으로 평가되었다. 

한 국가별 국가신용도(Country risk) 평가등 을 반 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 건 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액 감소, 운 비 증가,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본 사업의 재무 건 성은 악화되고 

있다. 즉, 매출액 감소, 운 비 증가,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강등됨에 따라 투자

안이 기각되는 IRR의 임계수 이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 인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돌나라 한농복구회의 라질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생산된 곡물을 지에

서 량 매하고, 수출은 배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

하 다. 김용택 외(2010)에 의하면, 라질은 유통, 수출을 곡물 메이 가 장악

해 생산된 곡물의 독자 국내 반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본 사업에서 국내 

반입을 고려할 경우, 산지유통으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일 된 시스템 구

축에 엄청난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 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게 볼 때,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식량 자원의 가용성

(availability)을 높이기 해서는 지 기업농과 계약 계를 맺어 우리 주도로 

곡물 물량을 확보하고, 유통, 수출 분야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단계 인 

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곡물 실

수요자, 해운회사 등 각 기 의 긴 한 력이 요구된다.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지 농가와 조합을 

형성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즉, 원활한 물량 확보

를 해서는 지 농가와의 긴 한 력이 필요하다. 한 옥수수의 생산

성은 개간된 농지의 비옥도, 농가의 재배기술, 기상여건 등에 의해 좌우되

며, 목표 수매 물량을 원활히 확보하려면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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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지 농가의 계약 기, 경쟁업체 진출에 따른 거래교섭력 약화, 

옥수수 생산성 하 등으로 연차별 목표 수매 물량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이는 매출액 감소에 인 향을 미친다. 한 최근 캄보디아는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 등으로 인 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고, 옥수

수의 국내 반입을 한 해상 운임의 증가는 업체 경 에 부담을  수 있

다. 더욱이 낙후된 도로, 기, 용수 등의 사회 인 라는 비용 부담을 더욱 

가 시켜 투자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진출 사업은 안정 인 계약물량 확보와 

열악한 사업 인 라에 따른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건이다. 하지

만 이와 련된 문제들을 민간 기업이 독자 으로 감당하는 데 무리가 따

른다.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히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해

외농업 개발에 있어 지 정부와 상력이 상 으로 높고, 개도국 원조

사업(ODA)과 연계하여 개발자  동원력과 해외원조사업의 시 지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김용택 외, 2010). 이러한 장 을 활용하여 낙후된 

도로, 기 등 사업 인 라를 개선하여 진출 업체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진출 업체는 지 농가와 계약 계하에 물량을 안정 으로 확보

해야 국내 도입 시 운송비 등을 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활한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재 민

간 기업이 사업 주체가 되고 정부는 조사  융자사업을 통해 이를 지원하

는 사업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살리는 동시에 

앞에서 언 한 식량안보, 문성, 신뢰도 문제 등을 보완하기 해서는 해

외농업개발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하는 이른바 ‘공공형’을 극 도입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사업 추진 주체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재 주요 국정과제

로 추진 인 해외자원개발 사업, ODA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등 3가지 

국책사업은 상호 연계해 추진할 경우 엄청난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

다. 셋째,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자  지원을 확 하고, 정부 융자 상 품목 

 시설에 한 범 를 보다 확 하여 진출기업들이 융자 목 을 훼손하지 

않는 범  내에서 탄력 으로 자 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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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ject Feasibility Study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has been rapidly increasing since 
1990s which trend is anticipated to continue in future. Although the im-
portance of overseas development project and the project feasibility study 
increase recently, the financial and the economic studies of those are still 
insufficient. Thus it's necessary to properly set up accuracy of project feasi-
bility study and its thorough analysis in order to win project on successful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The purpose of this re-
search is to evaluate the variation of the projects using feasibility study.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considered the several check factors such 
as country risk, interest rate, and exchange rate for project feasibility study, 
which is to improv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decision making. 
Especially, this research has on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previous 
other feasibility study methods concerns the way in which this study use 
computer program. COMFAR Ⅲ Expert was used and which is a computer 
program which supports project pre-investment studies. It facilitates data 
organization, computations and the production of pro-forma reports on fi-
nan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Thu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study analyzed the economic feasibility study on their projects using 
the analysis of financial statements on two successful projects which are 
'Dol-nara Co.' and 'Chungdam O.A.D. Farm Corp.', respectively, Both of 
them have project feasibility, which indicate NPV-values of them are big-
ger than zero and also IRR of them are bigger than WACC using applying 
the variation conditions which are the fluctuation of country risk, unit 
price, management cost and so on. This research is meaningful for laying 
the foundation of th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he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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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s well as the accuracy of feasibility study. This research put it sig-
nificance in applying the variation conditions of project feasibility anaysis 
and suggesting importance for a successful analysis of project feasibility. 
Especially, the application of the project variation conditions make it possi-
ble to forecast various risks, thus, effective project feasibility being ex-
pected to be actu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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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국제 사회는 2007/2008년의 국제곡물가격 등으로 과거에 무했

던 유의 애그 이션(agflation)을 경험했다. 이러한 곡물가격 상승세는 

2011년에도 이어져 7월에는 FAO 곡물가격지수(258.5)가 2008년 6월 당시 

식품가격지수인 224.1보다 훨씬 높은 수 을 나타냈다. 한 OECD-FAO

의「2011-2020년 농업 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곡물 가격 상

승률은 과거 10년(2000～2010년)보다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망하고 있

다. 개도국의 인구  소득 증가,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 확 , 에 지 가

격과의 연계성 심화, 곡물 수출 지 조치, 주요 곡물 생산국의 이상 기후 

등으로 국제 곡물 수   가격 변동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식량

안보문제와 식량자원확보문제는  세계 인 이슈가 되고 있다. 

  로벌 식량 기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랑스 사르코지 통령은 식량

안보를 G20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 다. G20 재무장 회의에서 식

량가격 등은 세계 경제에 악 향을  것이므로 가격변동 원인을 분석하

는 연구그룹을 구성하고, 선진국의 과잉 자본이 국제곡물시장으로 유입되

는 것에 한 감시체제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 동국가, 일

본  민간투자 문회사들의 해외농지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  동국가들은 국 기업을 통한 해외농지 확보  해외농업 개발을 

통한 식량자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문회사들은 투자포트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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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의 일환으로 곡물에 한 투자를 확 하고 있다. 

  해외농업 개발과 련한 자본과 문지식이 제한된 우리나라가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해외농업 개발의 효율  운 체계 확립이 필수다. 

그동안 시행해 왔던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

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이다. 더욱이 FAO 

식량정상회의(2009. 11)에서 해외농지 확보와 련하여 일년 내에 국제규

범(Code of Conducts for Foreign Land Investment)을 제정하는 것에 합의

하는 등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해외농업개발 투자 상국을 보호하기 한 

국제 규범설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은 농업개발투자 시 투자

상국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투자 상국과 투자자 간 계를 발

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곡물비축제도(  이외),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해외농업개발, 

조기경보시스템 운  등 정부 차원의 식량안보 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외의 곡물( , 옥수수 등)에 한 비축제도는 검토 이며, 곡물조달

시스템 구축은 올해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하여 일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

다. 하지만 국내 책들은 아직 기 단계로 즉각 인 효과를 기 하기 어

려운 실정이어서 각종 책들의 실효성 강화가 시 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랑안보 책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 정책을 도입․시행하

고 있다. 정부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사업 지원액

은 240억원이며, 2010년까지 해외농업개발자 을 지원받아 해외농업개발

에 참여한 기업은 7개국 18개 업체이다. 이들 업체의 부분은 지에서 

토지를 임차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획득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형이

며, 러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 진출한 일부 기업은 유통형으로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출 기업 부분이 기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내 도입물량 확보는 아직 미흡한 수 이다. 

  일반 경제 분야에서의 사업타당성 분석은 이론 으로 분석 기법이 오랫

동안 잘 개발․발 되었고, 실제 많은 사업들에 용되어 왔다. 하지만 해

외농업 개발 련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타당성 분석이 체계 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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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았고  이루어져도 이론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 

  일반 으로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지표(NPV, IRR 등)값

이 이론에 부합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단하지만 지 인 이션, 국가신

용도 등 투자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분석 결과가 

과 평가될 여지가 높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해외 지에서 규모 투자 

자 이 소요되므로 인 이션과 같은 거시지표의 변동에 따라 사업성 여

부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 개발 상국의 국가신용도(Country 

Risk)도 사업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더욱이 해외농업개발사

업에 진출한 업체는 자산 규모가 세한 농조합법인, 농기업이 부분이

다. 가령, 이들 업체의 투자 사업에 한 재무 분석 결과가 이론에 부합하여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상국의 물가 상승은 투자비 상승을 래하

고, 개발 상국의 불안정한 정치․경제 여건 등은 투자 리스크를 높여 진

출 기업의 사업 건 성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사업타당

성 분석 시, 인 이션, 국가신용도도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인 것이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사업 련 사업타당성 분석은 재

무이론에 근거한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인 이션, 국가신용도도 고려하

여 보다 엄 한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기존 해외농업개발 련 사업타당성 분석과 차별화된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기 진출 기업의 사업성을 재진단하고, 해외농업개발사

업 련 정책  시사 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 으로는 1)해외농업개발

련 사업타당성 분석을 재무이론에 기 하되, 평가 지표에 인 이션, 

국가신용도 등 투자 리스크를 유발하는 변수도 고려하여 보다 엄 하게 사

업타당성을 평가하고 2) 기 진출 기업  신규 진출 기업의 원활한 해외농

업개발사업 수행을 한 정책  시사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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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

  사업타당성 분석을 한 업체 선정은 재까지 해외농업 개발에 진출한 

기업  성공 으로 정착하고 있는 6개 업체를 상으로 하 다. 하지만 

사업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기 자료는 외비  성격을 가져 업체의 극

인 조가 필요하다. 업체는 기 자료 제공 시, 사업의 공과를 평가받는

다는 부정 인 인식이 강해 자료를 외부에 노출하는 데 거부감이 강하다. 

이로 인해 다수의 기업을 사례로 제시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을 해 선정한 6개 업체  자료 조를 얻은 (주)

돌나라 한농복구회, 충남해외농업개발을 상으로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

하 다. 

  본 연구는 1) 사업타당성 분석을 한 이론  배경 제시 2) 해외농업개

발 진출 기업의 사업타당성 사례 분석 3) 민간 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사업 

진출 시, 성공 인 사업 수행을 한 정책  시사  제시로 연구의 범 를 

한정한다.  

3. 연구방법

  사업타당성 분석은 개별 업체가 계획 는 추진 인 사업 계획(생산계

획, 투자계획, 자 조달 계획 등)을 기 하여 실시하 고, 분석 시 을 기

으로 그간 변경된 사업 내용을 분석에 반 하 다. 구체 으로 지 가

격 추세치(2011～2020년)는 2010년 지 가격에 FAPRI(2010)의 가격 

망치의 변동률을 용하여 추정하 고, 여기에 품목별로 가 보정률( 장

기간, 유통마진율, 유기농산물 리미엄 등) 용하여 최종 가격을 산출하

다. 화폐 단 는 원화로 설정하 다. 품목별 단수는 업체의 지 조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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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이용하 으며, 법인세 등 각종 세 은 해당 국가가 규정한 세율을 

용하 다. 국가신용도(Country Risk)는 수출입은행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

트1와 국의 융 문지인 유로머니(Euromoney)의 자료를 이용했다. 국

가신용도 평가등 별 이자율은 국가 기 (한국은행, 정부, 증권거래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융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 다. 한 이 지표를 이용하여 

라질과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별 가 평균자본비용을 도출하

다. 라질과 캄보디아의 농업 개황은 김용택(2010)「식량안보체계 구축

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2/3차 연도)」에서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 으며, 개발 상 지역에 한 농업 개황은 업체가 조사한 내부 자

료  련 문헌을 검토하 다. 

  사업타당성 분석은 분석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국제연합공업개발기

구(UNIDO)에서 개발한 COMFARⅢ를 이용하 다. COMFARⅢ는 사업타

당성 분석의 표 화된 통계 로그램으로 합작․단독 투자 등 각종 투자사

업에 해 계획 단계에서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이용된

다. 이 로그램은 자료 이용에 있어 자의성을 최 한 배제할 수 있고, 계

산 차상의 오류를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사업성 단을 한 기본 

지표로는 NPV, IRR, 자본회수기간 등이며, 매출액 변화에 따른 IRR의 변

화를 계측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한 물가 상승에 따른 투자비

용(고정비용, 운 비용) 상승과 국가신용도(Country Risk)에 따른 주요 지

표(NPV, IRR, 자본회수기간)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사업성 여부를 재

진단하 다. 

  COMFARⅢ 운 은 크게 5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상  항목들이 설

정되어 있다. 자료 입력 시, 필요에 따라 상 항목을 여러 개의 하  항목

으로 나 어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업 련 기  자료를 입력하는 차로 사업명  사업

성격(Project identification), 사업 기간(Planning horizon), 생산물(Products), 

1 수출입은행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에는 국제 신용평가 기 별(OECD, S&P, 

Moody's, Fitch) 라질과 캄보디아의 국가신용평가 등 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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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단 (Currencies), 할인율(Discounting)이 해당된다. 할인율은 자기자본

비용(Total equity capital)과 총투자자본비용(Total investment capital)으로 구

분된다. 총투자자본비용(Total investment capital)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자본비용을 가 평균하여 산출하며, 사업타당성 유무를 결정하는 지표로 이

용된다. 가 평균자본비용은 국가 기 (한국은행, 정부, 증권거래소)에서 제

시하고 있는 융 자료(이자율, 국고채 수익률, 기 수익률, 곡물 련 상장

기업의 β계수)를 이용하여 도출했다. 한 이를 근거로 국가신용도 평가등

에 따른 이자율 지표를 도출했고, 이 지료를 이용해 국가신용도 평가등 에 

따른 가 평균자본비용(WACC)을 산출했다. 

  두 번째 단계는 투자 비용을 입력하는 차로 고정투자비용(Fixed invest-

ment costs), 생산비용(Production costs), 운 자본 (Working capital)이 해

당된다. 고정투자비용(Fixed investment costs)은 토지(Land purchase), 건물

(Site preparation and development), 기계  설비(Machinery and equipment), 

비비용(Auxiliary and service equipment), 환경보호시설(Environmental 

protection) 등이 포함된다. 감가상각(Depreciation)은 건물  기계설비에 

해 개별 국가의 세법이 허용하는 내구연수를 용하여 산출한다. 생산비용

(Production costs)은 품목별 생산비 자료를 입력하는 것으로 투입재

(Agricultural inputs), 원재료 가공(Processing plant raw material), 인건비

(Labour), 자산  시설 간 비(Estate and factory Overhead costs), 간 리

비(Administrative overhead costs), 로열티(Royalties), 수리  유지보수비

(Repair, maintenance, material) 등이 포함된다. 품목이 2개 이상일 경우, 생

산비용은 상기 제시된 항목들을 품목별로 입력하는 방법과 개별 품목의 생

산비용을 합한 총 비용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흐름표에서는 총 

흐름(유입액, 유출액)이 제시되기 때문에 생산비 입력은 자료 확보 여부

에 따라 두 방법  어느 방법을 택해도 무 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품

목의 생산비를 합한 총 액을 분석 자료로 이용하 다. 운 자본

(Working capital)은 재고량(Inventory), 외상매출 (Accounts receivable), 

보유액(Cash-in-hand), 외상매입 (Accounts payable)으로 구성된다. 각 항

목의 기간(Days coverage)을 설정하면 회 율 값(Coefficient of turnove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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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운 자본 이 계산된다. 

  세 번째 단계는 매 계획(Sales programme)으로 해당 품목의 연차별 매

출액을 입력한다. 기 설정(defaults)은 수량(Quantity), 단가(Price), Total(매

출액)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면 매출액은 자동으로 계산된

다. 네 번째 단계는 자 조달(Sources of finance) 계획을 입력하는 단계이며, 

이 부분에서는 자기자본(Equity shares)과 장기자본(Long-term loans)  단

기자본(Short-term loans)이 해당된다. 업체별로 수립된 자 조달 계획(이자

율, 원  상환 시기 등)을 용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 세 (Tax)은 개발 상국가의 법인세율을 용한다. 

  마지막으로 사업타당성 분석 단계이다. 사업타당성 분석은 상기 1～4단계

에 걸쳐 자료 입력이 완료되면 COMFARⅢ의 모듈 메뉴에서 “Calculation”을 

실행한다. 분석결과는 "Show results"를 통해 확인하며, 재무 이론의 평가 기

(NPV>0, IRR>가 평균자본비용)과 계산된 NPV  IRR의 값을 비교하여 

사업타당성 여부를 단한다. 

4. 연구내용

  이 연구는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

(3/3차 연도)｣의 세부과제인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이며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사업타당성 분석을 

한 이론  배경, 제3장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 제4장은 

요약  정책  시사 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재무  에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개념과 범 에 해 

설명하 다. 일반 인 재무  이론에 근거한 사업타당성 분석의 개념을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룰 해외농업개발의 사업타당성 분석에 한 개념을 

재정립하 고, 환경분석, 시장분석, 기술분석, 사업 수행분석, 사업타당

성․재무 분석 등 분석 범 를 구체 으로 설명하 다. 한 재무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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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기 해 사업타당성 분석의 성립요건과 

분석 차를 제시하 다. 

  제3장에서는 기 진출 기업을 상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사업타당성 분석에 앞서, 유형별 표 해외농업

개발사업을 선정하고자 해외농업개발 진출 유형을 살펴보았고, 이  성공

으로 정착하고 있는 해외농업에 진출한 국내 기업 2곳을 선정했다. 분석 

상 업체는 라질에 진출한 (사)돌나라 한농복구회(농장형)와 캄보디아

에 진출한 충남해외농업개발(유통형)이다. 사업타당성 분석을 한 기 자

료는 업체 황, 진출 국가의 정치․사회 등 투자환경, 농업 황, 사업 

상 지역의 농업 황, 실질 으로 사업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투자계획, 생

산계획, 자본조달 계획, 세  등을 구체 으로 제시하 다. 사업타당성 평

가는 재무 이론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 에 하여 순수 사업계획 하에서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했고, 매출액과 운 비의 변동률에 따라 사업

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해 검토하 다. 한 라질과 캄보디아의 재 

국가신용도 평가등 에 따라 자본비용에 한 리스크 리미엄을 반 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 다. 아울러 두 국가의 국가신용

도 평가등 이  단계에서 1단계, 2단계 강등 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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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제시한다. 

5. 선행연구 검토

  일반 경제 련사업과 련해서는 이론 으로 경제  타당성 분석 기법

이 오랫동안 잘 개발․발 되어 왔으며, 실제 많은 사업들에 용되어 왔

다. 그러나 농업개발사업 특히 해외농업개발 련 사업에 있어서는 경제  

타당성 분석이 체계 으로 이루어지 않았고  이루어져도 이론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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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외농업개발의 타당성 분석과 련

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Boramy․권용 ․구승모(2009)는 캄보디아 캄 지역의 통합식량안보사

업(IFSP: Integrated Food Security Project)의 경제  타당성 분석을 수행했

다. 주요 내용은 사업지역의 곡물생산성 분석, B/C ratio, NPV, IRR 분석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 식량안보, 빈곤완화, 농가소득 향상을 한 농업정책

의 시사 을 제시하 다. 분석 결과 B/C ratio는 1.68, NPV는 $407,490, 

IRR은 32.27%로 추정되어 사업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김경덕(2009)는 경상남도의 러시아 연해주 농장 개발의 필요성과 경제

 타당성을 임차 규모별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했다. 재무분석 결

과, 재무내부수익률(FIRR)은 14.07%로 도출돼 재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남의 련 산업(축산업, 화훼  원  작물, 련 농기계 

산업)의  효과, 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국 동북 3성 출신 조선족, 

북한 동포 등에 일자리  소득원 제공 등 정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망하 다. 기본 시나리오를 상으로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생산량 10% 

감소, 농작물 가격 10% 하락, 기투자비용 10% 상승, 투입물 비용 10% 

상승 가정), 생산량 감소 시 민감도 지수가 3.98로 도출되어 단수 증가가 

연해주 농장 개발에 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경상남도의 연해주 농장 

개발이 안정 인 사업으로 진행되기 한 방향으로 1) 지 사정에 능통한 

문농업경 인 채용을 통한 투자 창기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 2) 지 

도시를 심으로 농업 련 네트워크 구축 3) 지 고용인들과의 유 계

를 강화하여 지 법인의 조직력 극 화 4) 단계 인 사업 규모의 확 를 

꾀하는 보수  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 

  UNIDO & 한상공회의소(2008)는 사업타당성 분석기법의 이론과 실제

를 제시하고, 실제로 사업타당성을 분석할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

시하 다. 

  Kurt A. Barrow(2006)은 바이오 디젤 로젝트 타당성 분석을 시행하

다. 주요 내용으로 바이오 디젤의 가격 형성과 시장을 분석하고 사료와 부

산물 활용 방안을 검토했으며 필리핀 로젝트의 경우 손익분기 은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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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IRR을 12.1%로 추정하 다. 

  한편, 한국농어 공사는 세계 주요 농업지 의 농업 개발 잠재력이 풍부

한 국가들(베트남, 우크라이나 등)의 농업정책, 농업일반 황, 농업경제, 

법률  제도, 농업토목, 유통․ 장․가공, 축산․사료, 무역․투자 등 농

업투자환경조사를 통해 해외농업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는 단체가 

해외 진출 시 할 수 있는 많은 문제 에 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 다. 

  해외농업 개발은 투자 상국에서 직면할 수 있는 장애요인 즉, 국가신

용도(Country Risk)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 상국의 농업투자환경에 

한 철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진출기업의 략에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반 되어 있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 이론과 장을 모두 

고려한 해외농업 개발의 유형별․지역별 성공모델을 개발하여, 해외진출기

업들의 조직, 기구, 지원체계, 지 략 등에 용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농업 개발 사업 련 사업타당

성 분석을 재무이론에 근거한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지 인 이션  

국가신용도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 한 사업성 평가실시를 통해 기

존연구와 차별 을 두었다. 사업타당성 분석은 재무  분석의 표 화된 

로그램인 COMFARⅢ를 이용하여 외 인 공신력과 분석 결과의 정확성

도 높이고자 했다. 



사업타당성 분석을 한 이론  배경  제2장

1. 사업타당성 분석의 개념  범

1.1. 사업타당성 분석의 개념

  사업타당성 분석은 사업의 환경 측면, 기술 측면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목표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과정

이다. 즉, 인구, 경제여건, 리 등 거시지표와 사업부지의 입지조건, 면 , 

임 료 등의 미시  요인들을 종합해서 고려하여 특정 사업의 성공 가능성

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서는 사업환경분석 

 시장분석 분야, 목 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한 기술 분야, 소요 

자 을 조달하고 이를 분배할 수 있는 자 조달  분배 분야, 투자시설물

에 한 운  분야, IRR  NPV 등과 련한 사업타당성 분석 분야, 매출

액, 투자비  제조원가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요구된다. 

  재무  에서 보면 사업타당성 분석은 차 조표(재무상태표)의 오

른편 항목인 자 조달, 즉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투하자 을 조달하고 

이를 왼편 항목의 자산으로 운 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매한 후 

을 창출하게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 으로 자본을 활용하는가를 측정

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사업타당성 분석을 한 이론  배경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 로 기업은 사업의 우선 순 를 결정하여 경

자원의 효율  분배를 추구하고, 기업 형성 요소를 사업 개시 에 확인

하여 기업경 의 강‧약  악  기 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한 

사업타당성 결과는 투자자들의 단 자료로 활용되며, 로젝트의 순 기능

성 부분을 확 시키고 역기능성을 가능한 축소 내지 보완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

그림 2-1.   흐름 분석에 한 이해 

  사업타당성의 분석 요소는 략  타당성 분석을 한 요소로서 사업의 

역, 사업의 매력도, 내부의 합도 등이 포함되며, 요소  타당성 분석을 

한 요소로서 사업아이템, 기술, 자 , 인력 등이 포함된다(배성률, 2010). 

이러한 분석 요소를 기 로 사업타당성 분석은 사업의 성격, 투자규모 등

에 따라 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타당성 분석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1년 정도만의  흐름을 계산하는 것에서 수년간에 걸친 시장조사

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게 볼 때,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은 사업 규모가 크

고, 막 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논리 이고, 과학 인 분석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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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즉, 해외농업 개발의 사업타당성 분석은 해외농업 개발에 한 시

장성 분석, 소요자  추정, 원가 계산, 재무제표   흐름표 작성, 사업

의 사업타당성  수익성 등을 종합해서 검토하는 것이다. 

1.1. 사업타당성 분석의 범위

  규모 로젝트에 한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분석해야 할 

요소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사업에 한 의사결정에 있어

서 합리 이고 논리 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분석 요소를 선택해야만

한다. 일반 으로 사업타당성의 분석 범 는 환경분석, 시장분석, 기술분

석, 사업 수행 분석, 사업타당성‧재무 분석으로 나  수 있다. 

  환경분석의 목 은 해당 투자 지역에서 사업성에 향을  수 있는 여

러 요소들을 종합 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환경분석의 항목으로는 일반사

업환경(정치체제  외교 계, 국가신용도 수 , 인구성장률, GDP 규모, 1

인당 국민소득, 산업구조  정책, 국제수지동향  망, 인 이션, 경

제개발계획의 추진실 , 지역발 정책 등), 시장환경(미래시장 측, 재무

상황, 국제 지명도 시장 유율, 고객 충성도 등), 규제환경(외국인에 한 

투자정책, 무역  외환 리, 조세  회계제도, 지법인 설립 차, 합작 

차 등), 생산환경(설비, 원료  부품 조달, 기술요소, 입지, 지 융제도 

등), 융환경( 융제도, 해외자 조달 등), 합작선 분석(합작 후보사, 합작

조건, 합작선 신용조사, 합작사 평  등) 등이 있다. 

  시장분석은 사업타당성 조사 에서 단의 기 가 되는 부분이며, 제품

의 수요실태, 잠재 수요, 경쟁 상황, 유통경로, 가격, 원재료 공  등을 조

사한다. 시장분석은 수요 측과 경쟁자 분석  마  환경분석 등으로 

나  수 있으며, 수요 측을 통하여 목표 시장 유율, 매출 목표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경쟁자 분석  마  환경분석은 가격 략, 유통 경로 

략, 고․  략 등 마  략을 수립하는 데 이용된다. 수요 측

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고, 사업타당성 분석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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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이므로 수요조사는 문가와 력 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 범 내용

환경분석
일반사업환경, 시장환경, 규제환경, 생산환경, 융환경, 

합작선 분석

시장분석 수요 측, 경쟁분석, 마  략, 생산계획, 출규모

기술분석
부지 선정, 생산제품, 생산규모, 원․부재료, 공공설비, 

인 라구조, 환경 향분석, 운 유지보수

사업수행분석
사업수행계획, 조직인력계획, 사업수행비용, 사업인력계

획, 리스크 분석

경제․재무분석
자 조달분석, 제조원가분석, 투자비분석, 이익분석, 재

무분석, 민감도분석 

표 2-1.  사업타당성 분석의 범

  한 시장분석은 크게 SWOT 분석, STD(Segmentation, Targeting, Posi-

tioning) 분석, 4P(Product, Price, Placement & Promotion) 분석으로 나뉜다. 

SWOT 분석은 기업의 내부환경을 분석하여 강 (Strength), 약 (Weakness)

을 발견하고,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기회(Opportunity), (Threat) 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토 로 마  략을 수립하는 기법이다. 

  STD 분석은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 시장 선택(Targeting), 포지셔

닝(Positioning)으로 나뉜다. 시장세분화(Segmentation)는 수요층별로 시장을 

분할화 는 단편화하여 각 층에 해 마  략을 집  수립하는 것이다. 

기업이 마  략 수립 시 시장 세분화를 하는 목 은 1)시장기회를 탐색

하기 하여 2)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충족시키기 하여 3)변화하는 시

장 수요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하여 4)자사와 경쟁사의 강․약 을 효과

으로 평가하기 한 것이다. 표 시장 선택(Targeting)은 시장을 세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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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 세분된 시장을 평가한 후 어떤 시장을 표 시장으로 선택하고 몇 개

의 세분시장을 공략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포지셔닝(Positioning)은 소비자들

의 마음 속에 자사 제품의 바람직한 치를 형성하기 하여 제품의 효익을 

개발하고 커뮤니 이션하는 활동을 말한다. 

  4P 분석은 제품(Product), 가격(Price), 장소(Placement), 진(Promotion)으

로 구분된다. 제품(Product)은 기업 경 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한 요소로 

기존 제품의 개량  새로운 용도의 개발과 신제품 개발이 포함된다. 가격

(Price)은 고객에게 정한 가격인 동시에 생산자와 매업자에게도 정이

익이 보장되는 가격수 을 결정(가격정책, 할인정책, 지불조건의 결정)한다. 

장소(Placement)는 시간 ․공간  차원의 마  활동으로 표  고객에게 

정한 상품을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제공한다. 이 부문에서는 유통경로

와 물 유통 리가 주요 심 분야다. 진(Promotion)은 고, 인 매, 홍

보  기타 매 진 활동 등 제품의 수요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의

미한다. 

  기술분석은 생산설비 능력, 규모의 경제, 기술의 선택, 공장부지 분석(생

태  환경 향평가), 기술의 평가와 결정, 기술료 상, 설비투자 분석 등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시장분석을 통해 제품에 한 매계획이 결정되면, 다음은 생산계획을 

세운 후 계획된 생산량을 어떤 생산설비로 생산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기

술분석은 직  생산설비뿐만 아니라 토목, 공장, 사무실 건물, 기, 용수, 

스  등의 제반시설, 공장이 치할 지역  공장부지 등 다양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공장생산능력(기계 공 자가 보증하는 생산능력)을 기 으로 기

계 공 업자는 제반시설의 소모량을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운 조건을 

과하는 생산은 설비에 무리를 주어 단 당 생산원가를 증가시킨다. 따라

서 생산원가와 랜트의 수명 등을 고려해서 최 의 생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설비투자 시 우선 고려해야 될 사항은 생산제품의 제조원가이다. 특히, 시

장에서 가의 량 생산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시장에서의 승패를 좌우하

게 되는데 이 가격 경쟁력은 생산량에 큰 향을 받는다. 따라서 공장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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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규모를 결정할 때 생산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제조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와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조원가를 맞추기 한 

설비규모를 동시에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 선택은 여러 안  생산 제품의 가격  품질 경쟁력, 투자 략, 

환경  생태학  향의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기술  설비투자의 결

정을 해서는 생산제품, 투자 상국의 련 정책, 원․부자재의 지 조달

가능성, 공장 운 요원의 채용 가능성, 투자환경과 기업의 투자목  등을 면

히 검토해야 한다. 공해 방지는 생산시설의 환경에 한 역기능에 한 보

호조치와 사용 후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 

  환경 향평가는 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

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향을 미리 측․분석하여 환경 

향을 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생산기술의 선정 시 각 안기

술의 제조 험, 유해원료  유해 배출물( 기, 수질, 소리 등)의 종류와 

험  유해성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한 방지나 감기술 등을 세 히 검

토해야 한다. 

  다수의 기술 안  여러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최 기술을 결정하려면 단

 시간당 생산량, 제조시간, 제조원가 등의 정량 평가와 제품의 질, 외형, 

시장성 등의 정성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기술평가 시 주요 평가항목

은 상 기술이 ‘검증된 기술’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험실 수 의 Pilot 기

술’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실험실에서 소규모 생산에 성공하 다고 

해서 규모의 상업 생산이 보장되는 것을 아니며 기술 험이 수반되기 때

문이다. 

  기술료 상 시 외 으로는 유사 기술료, 기술의 독보성, 기술의 진화 속

도 등을 고려해야 하고 내부 으로는 마  략에 따른 제품의 질과 양을 

생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경쟁제품가격, 제조원가상 부담, 그밖에 기술의 

사용으로 얻게 될 경제  이득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술의 종류

에 따라 기술료 차이는 있지만 통상 매출액의 2∼5%를 러닝로열티(Running 

Royalty)로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설비투자 분석 항목은 고정투자비, 생산  비용, 이자비용, 기 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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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 구성된다. 고정투자비는 부지, 기계  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건설

비, 생산  비용은 회사설립비, 주식발행비, 엔지니어링비, 타당성 분석비,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된다. 이자비용은 외부차입비에 한 건설 기간  발

생하는 이자를 의미하며, 기 운 자본은 원부자재, 소모품비, 연료 등이 

포함된다. 

  사업수행분석은 투자비 산정  실제 건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미리 비하기 하여 투자가 결정되기 이 에 수행한다. 한 본 분석 

단계에서는 투자 결정 이후에 융 계획  상을 한 주요 활동이나 주

요 발생 사건을 명확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원활한 로젝트의 수행을 

하여 실제 사업에 투입될 로젝트 매니 와 지원 그룹이 직  참여하여 

사업수행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수행분석이 완료되면 정식

으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다. 

  경제  재무분석은 자본조달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민감도 분석이 해당

된다. 자본조달 분석에서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달 계획과 타인자본 

조달 시 융환경에 따른 상환조건을 면 히 검토해야 한다. 자기자본은 단

독투자를 포함, 규모 투자에 따른 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주식을 발행

하여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자기자

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 건 도가 낮다’라고 하며 시장 상황이 나빠질 경

우 유동성 험이 커지게 된다. 

  타인자본은 장기타인자본과 단기타인자본으로 나뉘며, 자본사용기간 1년

을 기 으로, 1년이 넘는 경우는 ‘장기타인자본’, 1년 미만인 경우는 ‘단기

타인자본’이라고 말한다. 표 인 장기타인자본은 회사채인데 원 상환조

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회사채가 있다. 단기차입의 경우 지 융기 으

로부터 기업의 일시  자  부족을 차입받기 하여 융기 과 융거래 

약정을 맺고 단기자 을 융통하게 된다. 일반 으로 개발도상국가인 경우 

은행의 단기차입을 해서 여러 제약조건이 따르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단기차입 이나 혹은 장기차입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한 융환경 분석이 

필수이며 이때 차입요건 즉, 출한도, 이자, 기간 등을 살피는 것이 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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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자 소요  조달분석 체계 

  사업타당성 분석은 로젝트의 사업성 여부를 종합 으로 검토하고 최종 

단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사업타당성 분석의 핵심은 투입과 산출의 문제

를 정량 으로 검토하여 투자자가 투자를 통해 기 할 수 있는 수익률과 

창출 능력을 최종 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사업타당성 분석 기법은 크게 순 가법(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법

(Internal Rate of Return)으로 나뉜다. 순 가법(Net Present Value)은 자본

산기법의 하나로 투자 액을 투자로부터 산출되는 순 흐름의 재가치

로부터 차감한 것이 순 가이며 이 순 가가 0보다 크면 투자안을 선택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안을 기각하는 의사결정기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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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시 의 순  유입

  : t=0 시 의 순  유출(순  유출의 가)

 : 자본비용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어떤 사업에 해 사업기간 동안의 

수익 흐름을 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값이 투자지출과 같아지도록 할

인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 t시 의 순 유입

  : t=0 시 의 순 유출(순 유출의 가)  

  만약 미래의 상황이 불확실하다면 이용되는 모든 변수가 확실한 상황임을 

가정하고 분석하는 자본 산은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오류를 감소시키

기 하여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어느 한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그 투

자안의 순 재가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

라고 한다. 즉, 민감도 분석은 측에 사용된 목표시장 유율, 매가격, 설

비투자항목인 설비투입비, 융이자, 환율, 법인세율 등 주요 변수들을 상

으로 최  용되었던 가정이나 수치 신에 다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수치를 용시켜 순 가, 내부수익률 등과 같은 사업타당성 지표가 어

떻게 변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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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타당성 분석의 성립요건  분석 차

2.1. 사업타당성 분석의 성립요건

  사업의 타당성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필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제품의 생산 에 있어서 시장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제품을 만들기 한 

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 로젝트 수행을 한 자 이 마련

되어 재정  여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조직 구성의 에 있어서는 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 으로 유익한 사업인가에 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 환경 보 에 한 책도 필수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업타

당성의 성립 요건  특히, 시장  사업성이 없거나 환경 향에 한 책

이 미미한 사업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성립요건 내용

시장  사업성 제품 시장성 확보 여부

기술력 제품의 품질  생산원가를 구 할 수 있는 기술 수

자 조달 투자원 확보  자  회수 조건

리
효율 인 조직 운 과 충분한 사업 수행을 한 내부 

인력의 역량 수

경 CEO의 기업가 마인드

사업타당성 국가 으로 유익한 사업인가에 한 타당성 확보 여부

환경 로젝트의 환경 향에 한 내외  수용 가능 여부

표 2-2.  사업타당성 분석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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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타당성 분석 절차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차는 크게 3단계로 사업 기회 탐색, 비 타당

성 분석, 본 타당성 조사로 구분된다. 첫째, 사업 기회 탐색(Opportunity 

Study)은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실 할 기회를 탐색하는 과정이며, 기

존 사업 환경을 총 으로 분석․검토하여 수행한다. 둘째, 비 사업타당

성 분석(Pre-Feasibility)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이 에 시장성과 기술  요건

을 충족하는지 인력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에 한 검토가 이루어

지는 단계이다. 셋째, 본 사업타당성 분석(Feasibility)은 비 사업성 분석을 

토 로 환경 분석  각종 투자 분석 등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주로 수

행한다. 

그림 2-3.  사업타당성 분석 차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  제3장

1. 유형별 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선정

1.1. 해외농업개발 진출 유형

  해외에 진출하는 농업인이나 농기업체는 일반 으로 농장형․유통형의 

두 가지 형태를 가진다. 농장형은 토지를 임차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획득

하여 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형태이다. 농장형은 농지 획득, 운 , 생

산 리, 매  유통의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진출 조합이 가능

하다. 농지는 부분 장기 임차와 매입을 혼용하여 운 하고, 업체는 지 

단독법인 는 공동법인 형태로 운 된다. 생산 리는 농작물 생산은 직

경작, 부분 탁, 리경작, 계약재배 등의 형태를 가지며, 부분 직 경작

과 계약재배를 병행한다. 생산된 농산물은 국내로 반입되거나, 지 매 

는 인  국가로 수출된다. 농장형 진출 방식의 장 은 1)사업에 한 통

제 정도가 높고 2)세계 인 식량 기에 보다 극 으로 응할 수 있으며 

3)기존 시설  인력 등을 그 로 인수하여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4) 기존 기업의 농장 경  노하우와 기존 자원의 시 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단 은 1)경 에 필요한 모든 생산요소의 이 이 필요하고 2)유통형

에 비해 험도가 높고 비용 부담이 크며 3)인수․합병 방식의 경우, 기존 

인력에 한 구조조정  새로운 기술  경  방식의 도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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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운 생산 리 매, 유통

○ 사용권 획득

○ 장기 임차

○ 매입

○ 지 단독법인

○ 지 공동법인

○ 리 임

○ 직 경작

○ 부분 탁

○ 리경작

○ 계약재배

○ 국내반입

○ 제3국 수출

○ 지 매망

○ 집하상

○ 북한 지원

표 3-1.  해외농업의 농장형 진출 방식

 

자료: 허장 외,「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1/3차연도) -

해외농업개발 략의 기본방향 수립에 한 연구-」,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9. 

  유통형은 지에서 지인, 지 농기업체 등이 생산한 농산물 혹은 단

순 가공농산물을 수집하거나 장, 건조, 가공, 유통하는 등 생산 후 단계

에 참여하는 것이다. 부지 확보, 원료 획득, 매  유통, 유통 인 라 구

비 등의 분야에서 진출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가능하다. 유통

형은 생산 요소  자본․경 ․노동의 일부 이 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산형에 비해 험도가 낮고, 비용 부담도 다. 하지만 사업에 한 통제

정도가 낮아 식량 기에 극 으로 응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부 지 원료획득 매, 유통 유통 인 라

○ 사용권 획득

○ 장기 임차

○ 자체 경작

○ 계약재배

○ 산지 구매

○ 집하장 구매

○ 국내반입

○ 제3국 수출

○ 내수유통

○ 산지 매

○ 장(단순집하)

○ 건조

○ 1차(단순) 가공

○ 용 운송수단

○ 사일로, 엘리베이터

표 3-2.  해외농업의 유통형 진출 방식

 

자료: 허장 외,「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1/3차연도) -

해외농업개발 략의 기본방향 수립에 한 연구-」,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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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의  다른 진출 방식은 농장형과 유통형을 동시 병행하는 혼합

형이다. 혼합형은 게 농장을 직  개발 운 하는 방식과 유통거 을 확

보하는 방식이 병행 추진된다. 혼합형의 추진 방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로 나  수 있다. 첫째, 농장형에서 출발하여 유통형까지 확 한 경우로, 

시범농장에서 농활동을 시작한 뒤 2단계로 농을 확 하면서 가공공장

을 건립하는 경우다. 둘째, 농장형과 유통형을 병행하여, 혹은 거의 같은 

시기에 진출하는 경우이다. 시범농장을 경 하는 동안 유통 분야로의 진출

을 모색하다가 본격 인 농장 개발에 착수함과 동시에 이를 가공할 수 있

는 장비와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 유통형으로 시작했다가 농장을 

획득하여 농장형까지 포 하게 되는 경우다.  

1.2. 유형별 해외농업개발사업 선정2

  유형별 해외농업개발사업 선정에 앞서, 그간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해

외농업개발사업 실태를 살펴보면, 2010년 정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

액은 240억원(장기 리 융자)이다. 이  융자자 은 210억원이며, 지원조

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에 이자율 2%이다. 

  보조사업의 표 인 사업은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과 해외농업개발 기

반 구축사업이다.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은 2년(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총 17개 기업이 원하는 투자환경조사를 시행했으며, 이 사업에 투자한 

액은 총 7억5,800만원이다. 해외농업개발 기반구축사업은 해외농업개발 

문인력 양성과 해외농업개발 정보지원사업  컨설 사업 등이다. 

  해외농업개발기업이 생산형으로 확보하려고 계획한 면 은 2만3,256ha이

며 2010년의 생산면 은 1만3,203ha이다. 유통형으로 지에서 확보하기로 

계획한 물량은 총 7만5,000t이고 2010년에 실제 확보하려는 물량은 5만

2 이 부분은 김용택 외,「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과 략」,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0의 내용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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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t이다. 두 유형의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확보하려고 계획한 총 물량은 39

만5,000t이며, 2010년 한 해에만 계획한 물량은 11만t이다. 

  2010년까지 해외농업개발자 을 지원받아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한 기업

은 7개 국가에 진출한 총 18개 기업으로 직  생산하는 농장형은 7개 국가

의 14개 기업, 유통형은 4개 국가의 4개 기업이다. 농장형의 경우, 국가별 

진출 업체 수는 러시아가 5개 업체((주)아로, (주)남양, (주)서울사료, (주)

바리의 꿈, 코리아통상(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캄보디아(3개 업체: 

(주)충남농업자원개발, 성문주식회사, (주)MH에탄올), 라질(2개 업체: 

(주)돌나라통상, 지비루트) 순이다. 그 밖에 진출 국가는 라오스, 인도네시

아, 뉴질랜드, 필리핀이다. 유통형 진출 국가는 러시아((주)셀트리온), 인도

네시아((주)팜스코), 캄보디아((주)코지드), 라오스((주)코라오에 지)이다. 

  주요 품목은 , 콩, 옥수수이며 수익성이 높은 카사바는 재배규모가 최

근 증가하는 추세다. 지 기상 여건에 따라 귀리, 보리, 메  등이 작

목으로 재배되고 있다. 러시아는 부분 , 콩 재배가 주를 이루며, 캄보

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옥수수를 주로 생산한다. 

  재 성공 으로 정착하고 있는 해외농업 진출 국내 기업은 서울사료(연

해주), 자원개발(연해주), 돌나라통상( 라질), 팜스코(인도네시아), 코

지드(캄보디아), 충남해외농업자원개발(캄보디아) 등 총 6개 업체이다. 

유형 국내 기업 진출 국가

생산형

○ 서울사료, 자원개발 ○ 연해주

○ 돌나라통상

  - 포르모사시 오아시스 농장
○ 라질

유통형

○ 팜스코 ○ 인도네시아

○ 코지드 ○ 캄보디아

○ 충남해외농업자원개발 ○ 캄보디아

표 3-3.  성공 으로 정착하고 있는 해외농업 진출 국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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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로 다양한 해외농업개발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한 사

업타당성 분석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따라서 사례로나마 표 인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한 사업타당성 

분석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외농업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기업

은 부분 기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가시 인 성과를 거둔 기

업은 무한 상황이다. 부분의 업체는 사업 련 자료 제공 시, 사업의 

공과를 평가받는다는 부정 인 인식을 가져 사업 련 정보를 외부에 노출

하는 데 거부감이 강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기업을 사례로 제시하는 데 한

계가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한 5개의 후보 업체  자료 조를 

얻은 2개 업체를 상으로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외농업개발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 을 진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사)돌나라 한농복구회의 라질 농장투자 사업타당성 분석 

2.1. (사)돌나라 한농복구회 현황

2.1.1. 조직 황

  (사)돌나라 한농복구회(이하 ‘한농복구회’)는 1994년 설립된 ‘한국 농

복구청년 불빛회’의 후신으로 2002년 농림수산식품부 허가를 얻어 사단법

인으로 설립되었다. 단일 단체로는 국내 최  규모의 유기농업 문 NGO 

단체이다. 2003년에는 국제 유기농운동연맹(IFOAM)에 가입하여 국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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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수입 유기농산물 품질인증 기 으로 승인되었다(민간 인증 1호). 

연도 내용

1994
· ‘한국 농 복구청년 불빛회’ 창립 총회

· 일본, 랑스, 벨기에, 미국 등 해외 유기농업 연구단 견

1995∼1996

· 천연 농법 미생물 연구소 설치

· 필리핀 민다나오에 해외 유기농업단지 조성(500ha)

· 국내 농조합법인 11개 등록

1997∼1998 · 돌나라 한농 문화제 개최, 아 리카 냐 유기농업단지 조성

1999∼2000
· 러시아 연해주에 해외농업개발 착수(500ha)

· 키르기스스탄에 해외농업개발 착수(1,000ha)

2002 · 농림부 설립 허가를 얻어 사단법인 돌나라 한농복구회 설립

2003

· 국제 유기농운동연맹(IFOAM) 가입

· 국내 최  해외 수입 유기농산물 품질인증 기  승인(민간  

  인증 1호)

· 주한농 능학교 4․19문화상 수상, 환경회복 공로로 환경  

  부장 상 수상

2004
· 농림부에 비 리 민간단체 등록

· 공익성 기부  단체 승인(재정경제부 공고 제2004-96호)

2005
·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유기농 시범포 운 ( 통령상 수상)

· 울진, 청송 한농마을 농림부 녹색농 체험마을 지정

2006∼2009

· 농림수산식품부 비 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유기농 음식 품  

  평회 등 유기농축제’

· 행정자치부 비 리민간단체사업 ‘ 똥만들기’

· 국 학생 생태환경체험교실 시행(2008～2009)

2010∼ 재 · 라질 해외농업개발 착수

표 3-4.  한농복구회 주요 연

자료: 한농복구회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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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에는 울진세계친환경엑스포에서 유기농 시범포를 운 하 고, 그 

밖에 유기농 음식 품평회 개최, 국 학생 생태환경체험 교실을 운 하는 

등 국내 유기농업 변 확 에 크게 기여했다. 

  조직은 국내 11개 농조합법인, 해외 9개 농조합, 그 밖에 유  단체

로 구성되며, 회원은 약 3,000명이다. 이  한농복구회는 체 조직의 

략 수립, 사업  자 리 업무를 총 하는 표 법인이다. 한농복구회는 

국내 각 지역에 농조합법인을 세워 지역 특색을 살린 친환경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하 으며, 해외 지부는 장기 인 국내 식량 확보를 목 으로 

규모 유기농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포 인 친환경 유기농업의 발 을 

하여 (주)농제약, (유)돌나라유기인증 코리아, 한농유통센터  한농강재 

등의 유  단체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외 유기농 농산품의 보 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그림 3-1.  한농복구회 조직도 

자료: 한농복구회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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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라질 농장 운 실

2. 1. 2. 1.  농장 황

  한농복구회는 라질 지법인 Bom Amigo Doalnara(이하 “Bom Amigo”)

를 통해 3개의 농장(Santo Antonio 농장, Laranjal 농장, Santa Rosa 농장)

을 운 하고 있다. 

그림 3-2.  한농복구회 라질 농장 소재 

자료: 한농복구회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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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to Antonio 농장의 소재지는 Bahia이며, 농장 총 면 은 1,400ha이다. 

농실 은 2009년 12월에 두 470ha를 재배한다. 향후 재배 규모를 

8,200ha까지 확 할 계획이며, 작목도 옥수수,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Laranjal 농장은 Sao Paulo에 치하며, 농장 규모는 293ha이다. 농실

은 2009년 8월과 10월에 사탕수수 1만3,000톤을 수확하여 인근 바이오에

탄올 생산공장에 매한다. Santa Rosa농장은 Bahia에 치하며, 농장 규

모는 총 1만600ha이다. 농실 은 2009년 12월에 벼,  각각 100ha를 

종했으며, 향후 옥수수, 콩 등 곡물과 과수를 추가로 재배할 계획이다. 

2. 1. 2. 2.  라질 이외 주요 해외농장 황

  라질 이외에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해

외농장을 운 하고 있으며, 이  필리핀과 키르기스스탄의 농장이 비교  

활발히 운 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1995년부터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있는 라베리아시의 발

라투칸산 지역에 500ha 규모의 농장을 운 하고 있다. 표 품목은 야콘으

로 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고랭지채소, 선인장, 활성탄 등

을 생산하고 있다. 1997년과 2000년에는 필리핀 모범 농조합으로 선정

되어 최우수 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농장은 2000년 이후 농장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재 

400ha의 농장 운 하며, 2,900ha는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동아제분과 연

간 2,500t 규모의  공 계약을 체결하여 공 하 으며, 10ha 규모의 농장

에서는 벼, 채소를 재배하여 지 교민과 미군에게 매하고 있다. 

  그 밖에 미국 테네시주, 일본 나가노 , 냐 키탈 , 러시아 연해주 달

네친스크 등에서 농장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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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브라질의 농업환경 개황3

  라질 국토 면 은 851만1,965㎢(2008년 기 )로 한반도의 37배, 남한

의 85배이며, 세계에서 5번째로 넓다. 인구는 약 1억9,800만명이며, 렴하

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지면 (2007년 기 )은 8,459만 ha

로 국토면 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 생산액은 체 GDP의 30%, 

농업 종사자는 총 고용인구의 40%, 농산물 수출액은 체 수출액의 41%

를 차지한다. 

  지하자원으로는 철 석, 천연가스, 보크사이트, 망간, 알루미늄 등 50여 

종이 있고, 해안선이 8,400㎞, 경제수역은 450만㎢로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풍부한 농업 자원뿐만 아니라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세계 산림 면 의 

10% 차지)으로 임업자원도 풍부하다. 

  라질은 1980년  군사 정권으로부터 민주 정부로 이양되었고, 민주화 

이후 정부 간섭을 이고 시장 기능을 확 하여 농업 투자와 농산물 수출

에 우호 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라질의 통화 단 는 라질 통화는 

헤알(real)이며 1994년 도입 시 미국 달러화와 연동되었으나 1999년 연동

을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하 고, 최근에는 헤알화 평가 하로 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라질은 부분의 무역 장벽이 1990년  철폐되어 비료, 농약, 농기계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상품이 주 경계를 넘어 이동될 때 주간 이동세

(ICMS)가 부과되어 두 가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1996년에 원

자재  반가공품의 주간 이동세가 철폐되었고 두, 두박, 두유의 수

출세를 폐지하 다. 수출세는 연방정부가 수출품에 한 주간 이동세를 반

환(refund)해 으로써 간 으로 철폐되었다. 

  라질 정부는 농업연구  지도 기 으로서 EMBRAPA(Brazilian Ag-

3 이 부분은 김용택 외,「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2/3차연도)」의 내용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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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y for Research on Agriculture and Animal Husbandry)를 설치하 고 

이곳에서는 주로 도지역에 합한 두  옥수수의 품종 개량을 연구하

고 있다. 콩 연구소(Embrapa-Soja)는 콩 품종 206종을 육성 보 하 고, 연

구소에서 보 한 콩은 라질의 재 콩 생산량의 50%를 차지한다. 옥수

수는 국의 모든 환경에 응하는 260개 품종이 보 된다. 한 리의 

장기 융자 등 농  융시스템 구축으로 두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1970~1980년  라질 두 생산 확 에 큰 도움이 되었다. 

품목 순 /국가 생산량 품목 순 /국가 생산량

오 지

 1. 라질 18,685  

사탕수수

 1. 라질 549,707

 2.미국 7,357  2.인도 355,519

 3.인도 4,266  3. 국 113,731

 4.멕시코 4,248  4.태국 64,365

 5. 국 3,172  5. 키스탄 54,741

커피

 1. 라질 2,249

옥수수

 1.미국 331,175

 2.베트남 915  2. 국 152,418

 3.콜롬비아 757  3. 라질 52,112

 4.인도네시아 676  4.멕시코 23,512

 5.에티오피아 325  5.아르헨티나 21,755

잎담배

 1. 국 2,397

콩

 1.미국 72,860

 2. 라질 908  2. 라질 57,857

 3.인도 520  3.아르헨티나 47,482

 4.미국 353  4. 국 12,725

 5.아르헨티나 170  5.인도 10,968

표 3-5.  세계 농업에서 라질의 주요 작물의 생산량 순 (2008년)

단 : 천t

자료: 김용택 외,「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2/3차연도)」,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0. 

  라질의 주요 농산물은 콩, 옥수수, 사탕수수, 잡두, , 커피, 오 지 등

이며 생산량이 꾸 히 증가하고 있다. 라질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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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순 를 살펴보면(2008년 기 ), 커피, 사탕수수, 오 지 등은 세계 1

, 두박, 두, 후추, 잎담배는 세계 2 , 닭고기, 옥수수는 세계 3 이다. 

  품목별로는 , 을 제외한 부분의 농산물 생산량이 2004년 이후 꾸

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요 곡물인 옥수수, 콩 생산량은 2004∼2008

년 각각 연평균 7.1%, 6.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품목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잡두
재배면 4,332 4,141 3,979 4,034 3,788 3,781

생산량 3,038 3,064 2,967 3,458 3,169 3,461

카사바
재배면 1,722 1,675 1,755 1,897 1,894 1,839

생산량 23,336 23,066 23,927 26,639 26,541 25,878

커피
재배면 2,268 2,371 2,368 2,312 2,264 2,216

생산량 1,904 2,650 2,466 2,573 2,249 2,791

옥수수
재배면 11,615 11,751 12,411 12,613 13,767 14,445

생산량 31,879 35,933 41,788 42,662 52,112 59,018

오 지
재배면 856 829 823 806 821 833

생산량 21,330 18,531 18,314 18,032 18,685 18,390

재배면 3,655 3,146 3,733 2,971 2,891 2,862

생산량 11,090 10,457 13,277 11,527 11,060 12,100

콩
재배면 13,640 16,365 21,539 22,047 20,565 21,272

생산량 32,735 32,735 42,769 49,550 52,465 57,857

사탕수

수

재배면 4,846 5,100 5,632 6,355 7,081 8,141

생산량 327,705 364,391 412,521 477,411 549,707 648,921

잎담배
재배면 310 344 462 496 459 431

생산량 578 670 921 900 909 850

재배면 1,066 2,105 2,807 1,560 1,853 2,374

생산량 1,662 3,106 5,819 2,485 4,114 5,886

표 3-6.  라질의 주요 농산물 재배 면   생산량 추이  

단 : 천 ha, 천t

자료: 김용택 외,「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2/3차연도)」,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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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라질은  국토의 20%가 원으로 풍부한 목축 여건을 갖추고 

있고, 라질 정부는 규모 축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라

질은 닭고기의 최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닭고기 1,922 2,424 2,762 2,586 3,007

쇠고기 3.5 4.5 3.2 2.8 7.7

표 3-7.  라질의 축산물 수출량

단 : 천t       

자료: 김용택 외,「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2/3차연도)」,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0. 

2.3. Bahia주의 농업개황

  Bahia주는 라질 체 코코아 생산량의 92%를 생산하고 있으며, 커피

는 Minas Gerais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양을 생산한다. 

  1970년  후반 정부 차원의 내륙지역 개발 로젝트(Cerrado Project)가 

시작되었고, 라질 정부는 서부지역으로의 이주 장려 정책 마련, 리의 

차 을 제공하는 등 서부지역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로 인해 105만ha

에 이르는 지역이 개발되고 4만ha에 해서는 개 작업이 실시되어 콩, 

커피, 면화, 과일류의 2∼3기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재 Cargill, AgBrazil 

등 곡물메이   미국의 규모 농기업들이 서부 Bahia지역에 진출해 있다. 

  Bahia주의 농산물시장 규모는 89억달러에 달한다. Bahia주의 GDP는 

615억달러(2007년)로 라질 체 GDP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 GDP는 89억달러로 Bahia GDP의 14% 수 이다. 

  Bahia주는 토질이 다양하고 기후조건이 작물 생육에 좋아 콩, 면화 외에

도 과일, 곡물, 사탕수수, 커피, 꽃, 가축, 어류까지 다양한 농․축산물의 생

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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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로 살펴보면, 콩 생산량은 229만8,000t으로 2001년(140만8,000t) 

이후 연평균 7.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옥수수 생산량은 2001년 99만 

3,000t에서 2007년 167만3,000t으로 연평균 7.7%로 증가추세이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콩

재배면 690 800 850 821 870 873 851 

단수 2.04 1.83 1.83 2.88 2.76 2.28 2.70 

생산량 1,408 1,464 1,556 2,365 2,402 1,991 2,298 

옥수수

재배면 559 513 674 753 773 721 716 

단수 1.77 1.66 1.81 2.14 2.09 1.56 2.34 

생산량 993 850 1,217 1,611 1,616 1,126 1,673 

표 3-8.  Behia주의 주요 농산물 생산실

단 : ha, t, 천t

자료: SEAGRI, Department of Agriculture, Irrigation and Agrarian Reform, Bahia Govern-

ment, Brazil.

2.4. 한농복구회의 해외농업개발 사업 개요

2.4.1. 본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한농복구회가 라질 Bahia주 Formosa do Rio Preto시 지역

의 농장 부지 1만5,000ha를 매입하여 콩, 옥수수, 면화를 생산․ 매하기 

해 추진되었다. 본 사업의 궁극 인 목 은 한농복구회의 농작물 재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여 안정 인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있다. 한 유기농산물에 해 큰 심을 가지고 있

는 국내외 주요 식품가공회사와 면화 수요자가 투자자로 참여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제고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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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사업명 · Protecting Korea Project(PKP)

사업추진 

주체

· (사)돌나라 한농복구회

 - 라질 지법인 Fazenda Doalnara Ltda)

사업 상지 · 라질 Bahia주 Formosa do Rio Preto 시

사업 방식

· 사업 범  : 농장 부지 매입→개간→경작→ 매

· 기 2년 : Soybean, Corn 2 모작

· 3년차 이후 : Soybean, Corn 2/3 면 (2모작), Cotton 1/3 

면  윤작

· 무경운 유기농(No-till organic)

· 생산 후 인근 곡물 메이  업체(Bunge) 장소  Local 

Dealer에 매

· 국내 유통망/Off-taker 확보 시 Business Model 확  계획

경작 정면 · 1차 투자 : 30,000ha(총 부지면  : 11만5,000ha)

상임직원 수 · 약 315명

표 3-9.  한농복구회의 해외농업개발사업 개요 

자료: 한농복구회.

  

  한농복구회는 본 로젝트 수행을 해 2009년 10월에 별도 지법인인 

Fazenda Doalnara Ltda를 설립했으며, 자본 은 1억3,900만원이다. 한농복구

회는 사업부지 매입  임차를 해 2009년 10월 19일자로 재 토지 소유

자인 Canabrava AgropecuariaLtda.와 토지매입  임 차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은 형식 인 토지임 차계약으로 토지 6만ha에 해 유 기간 3년 

동안은 무상으로 임 하고 이후 10년간은 유상으로 임 하는 조건이다. 

  토지 매입 조건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인근 토지 5만 5,000ha를 

포함한 총 11만5,000ha의 토지를 약정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토지매입

옵션이 포함된다. 동 계약서상 약정된 토지 매입가격은 2010년 매입 시 

두 100자루/ha이며 이후 매년 ha당 10자루씩 연차 으로 확 하는 조건이

다. 매입 가는 두 물 는 Luis Eduardo Magalhaes 거래가격 기 으

로  지 이 가능하다. 매입계약서상 매입 가는 최  계약 의 20%

를 지 한 후, 4년(총 5개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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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사업부지의 농업환경 여건

2. 4. 2. 1.  Formosa시 개요

  Formosa시는 Bahia주 서부지역의 농업 심지인 Luis Eduardo Magal-

haes시로부터 200km 떨어진 곳에 치한다. 면 은 1만6,185㎢(161만 ha), 

인구는 2만1,827명(2008년 기 ), 1인당 GDP는 7,230달러이다. 

  사업 상지는 라질 Bahia주 Formosa do Rio Preto시(이하 “Formosa”)

의 서쪽 60km 지 에 치하며 농업에 합한 자연 환경과 인 라가 잘 갖

춰져 있어 새로운 곡창지 로 부상하고 있다. 

그림 3-3.  Formosa시의 지리  치 

자료: 한농복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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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2. 2.  사업부지 치

  사업부지 총 면 은 11만5,000ha(1차 투자 규모 30,000ha)이며, 해발고

도는 750m로 고지 이다. 사업부지의 교통 여건은 BR-135 국도, BA-225, 

BA-451, PI-255 등 주요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농산물 수송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단된다. 재 Luis Eduardo Magalhaes시를 통과하는 동서, 

남북 횡단철도공사가 진행 에 있으며, 사업 상지는 Bahia주의 주요 도

시이자 표 항구인 Salvador로부터 947km 거리에 치한다. 

  사업 상지의 남쪽과 북쪽으로 2차 증류수 수 의 맑은 강인 Rio Preto

강과 Rio Sapao강이 있으며, 한농복구회는 추후 용수시설의 투자가 이루어

지면 우수한 농업용수 공 이 가능할 것으로 상한다.  

  사업 상지는 라질의 콩, 옥수수, 면화 주요 생산지역이다. 두, 옥

수수, 면화 등 주요 농작물은 라질 내륙 사바나 기후지역을 심으로 생

산되고 있다. 

- 사업부지 치 - - 지 도 -

그림 3-4.  사업부지 치  지 도 

자료: 한농복구회.



40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

2. 4. 2. 3.  기후여건

  사업 상지의 토질은 테라토사 사양토(sandy loam)로 공기와 물의 유통

이 양호하며 비료의 분해가 빨라 농사에 합하다. 한 암반이나 자갈이 

없어 농장 개발 시 유리하다. 

  사업 부지는 라질 내륙 원인 사바나 기후지역에 치한다. 사바나 

기후지역의 특성상, 우기(10월∼익년 4월)에 강수량이 집 되는 경향을 보

이며(평균 강우량 154㎜, 총 강우량 1,000㎜ 이상), 연평균 최고 기온은 3

4℃이며, 최  기온은 15℃이다. 별도의 개시설 없이도 농산물 재배가 

가능하며 건기와 우기 구분이 뚜렷해 두, 면화 재배 후 자연건조  보

에 합한 기후 조건이다. 

구분
우기 건기 우기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수량 215 146 154 83 22 3 2 5 20 115 165 197 94

최고기온 33 33 33 33 34 31 31 33 35 36 36 34 34 

최 기온 17 18 18 16 14 12 11 14 12 16 17 17 15 

표 3-10.  Formosa지역의 강수량  기온 

단 : ㎜, ℃

자료: Agritempo, Weather Research Center and Change on Agriculture, Brazil.

2. 4. 2. 4.  농계획

  한농복구회는 유기농법(무경운 경작)을 이용한 콩, 옥수수를 재배할 계

획이다. 일반 으로 휴경지 개간은 탱크형 트랙터 2 에 쇠 을 연결하여 

2 가 일렬로 진하면서 잡목들을 쓰러뜨리고 뿌리까지 뽑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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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다. 이후 쇄기를 이용하여 나무나 잡목을 직  쇄하여 쇄된 

유기물을 토양에 혼입시키고 석회(4t/ha)와 석고가루(Gesso: 1t/ha)를 살포

한다. 2년차 이후는 작물별로 석회, 석고가루(Gesso)가 필요할 경우 추가비

료 살포시 펠릿이나 과립 형태로 제조하여 살포한다. 

  무경운 농법에서는 피복작물(Cover crop)을 먼  종하여 토양을 피복할 

수 있을 만큼(20cm 이상) 충분히 자라도록 재배한다. 피복작물(Cover crop)

은 경제작물(Cash crop)을 수확하기 1개월 에 종․재배하며, 경제작물

(Cash crop) 종과 동시에 크롭 롤러(Crop roller)를 이용하여 피복한다. 

  두, 면화는 건기에 수확할 경우 노천에서 자연건조가 가능하나, 본 사

업과 같이 규모 농장의 경우 리스크 리 차원에서 건조기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한 수확기에 나타나는 일시 인 지 곡물거래가격 하

락  운송비용 증가를 리하기 해 건조 후 보 이 가능한 사일로(Silo)

를 건설할 정이다.  

2.5.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 분석

2.5.1. 기본 가정

  사업타당성 분석을 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1)사업타당성 검토는 

2011년 9월을 기 으로 한다. 2)향후 상손익  흐름의 추정기간은 

산정 기 일로부터 10년 6개월(2010년 7월 1일∼2020년 12월 31일)이며, 

추정기간 이후부터는 2020년과 동일한 흐름이 구히 발생하는 것으

로 가정한다. 3)화폐 단 는 국내 환율 매매가를 용하여 원화로 환산하

다. 2010년은 연평균 환율(646.84원/BRL)을 용하 고, 2011년은 1∼9

월의 평균 환율(686.27원/BRL)을 용했다. 2011년 이후로는 2011년 평균 

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했다. 4)거시지표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는 추정 

시 물가상승률에 의한 단가 상승률을 용하 다. 운 비는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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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한 라질의 연도별 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용하 다. 인건비는 상 임 상승률을 용하 으며, 2014년 이후부터

는 2013년과 동일한 상승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5)사업타당성 분

석의 상 품목은 자 률은 낮으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은 

곡물인 콩, 옥수수로 한정하 다. 

2.5.2. 투자  자본 운  계획

2. 5 . 2. 1.  투자 계획

  본 사업의 총 투자비는 2,143억6,400만원이다. 항목별로는 토지 구입비

가 889억500만원, 운 자 은 660억원, 건설비(숙소  사일로)는 233억

8,000만원, 기계장치(농기계 등) 195억4,900만원이다. 체 투자액  토지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 은 4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기 운 자  

30.8%, 건설비 10.9%로 나타났다. 토지는 2010～2014년에 걸쳐 매년 매입

할 계획이다.   

구분 액 비

농지 개간 16,530 7.7 

토지 구입 88,905 41.5   

숙소  사일로 건축비 23,380 10.9   

기계장치 19,549 9.1   

운 자 66,000 30.8   

합계 214,364 100.0   

표 3-11.  총 투자액( 라질)

단 : 백만원, % 

  주: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자료: 한농복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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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자본(기업자본 에서 일상 인 기업 운 에 필요한 비용)은 투입 

자재  산출물의 보유 기간, 외상매출 의 회수기간, 보유액, 외상매

입 의 지불 기간에 의해 산출된다. 투입재(종자, 비료, 제 재 등)  연료 

보유 기간은 각각 10일, 5일로 가정했으며, 콩과 옥수수 장기간은 30일

로 가정했다. 외상매출 의 회수기간은 5일, 보유액은 15일4, 외상매입

 지불기간은 10일을 가정하 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 산출된 운 자본은 

<표 3-12>와 같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운

자본
327 7,882 8,392 7,332 6,982 7,276 7,561 7,854 8,167 8,470 8,783 

운 자본 

순증분
327 7,555 509 -1,060 -349 293 285 293 313 304 313 

표 3-12.  운 자본 순증분( 라질)

단 : 백만원 

2. 5 . 2. 2.  자본 운  계획

  체 투자 액  자기자본은 1,459억6,800만원으로 체의 67.5%를 차

지한다. 타인자본은 702억8,300만원이며, 이  장기자본은 625억5,800만

원으로 총 자본의 28.9%를 차지하고, 단기자본5은 77억2,500만원으로 총 

자본의 3.6%를 차지한다. 장기자본의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이며, 

이자율은 2.0%이다. 단기자본의 융자 조건은 2010～2014년 원리  균등 

상환으로 설정하 다. 이자율은 국내 기업의 일반자  출 리인 5.6%

를 용하 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 보유액은 임시자 을 의미하며, 보수 인 입장에서는 30일, 공격 인 입장

에서는 7일, 보통의 경우 15일 동안 사용할 기업의 운  자 을 확보해 둔다. 

5 단기 자본은 COMFARⅢ 운  과정에서 발생한 당좌 월액(Overdraft)을 운

자 에 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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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장기

자

총액 626 0 0 0 0 0 0 0 0 0 0 

상환액 0 0 0 0 89 89 89 89 89 89 89 

잔고 626 626 626 626 536 447 357 268 179 89 0 

이자 1 13 13 13 13 11 9 7 5 4 2 

단기

자

총액 77 0 0 0 0 0 0 0 0 0 0 

상환액 15 15 15 15 15 0 0 0 0 0 0 

잔고 62 46 31 15 0 0 0 0 0 0 0 

이자 4 3 3 2 1 0 0 0 0 0 0 

합계

총액 703 0 0 0 0 0 0 0 0 0 0 

상환액 15 15 15 15 105 89 89 89 89 89 89 

잔고 687 672 656 641 536 447 357 268 179 89 0 

이자 5 16 15 14 13 11 9 7 5 4 2 

표 3-13.  연차별 타인자본 지불 계획( 라질)

단 : 억원 

  

  자기자본비용은 기업이 조달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유지하기 해 최소

한 벌어들어야 하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즉, 비용 이상으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자기자본의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식 1>에 의해 도출된 자기자본

비용은 12.2%이다. 한농복구회는 비상장기업이므로 베타(β)계수는 상장기

업  수입 곡물을 취 하는 련 기업의 평균치를 용하 다. 

식 1) 자기자본비용무위험이자율계수×기대수익률무위험이자율6

  타인자본비용의 추정식은 <식 2>와 같다. 추정식에 의해 도출된 타인자

6 베타(β)계수는 시장 평균 수익률이 1% 변할 때 개별종목 는 포트폴리오 주가

가 몇 퍼센트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베타(β)계수가 1보다 커지면 시장

평균보다 그 증권의 험  기 수익률이 크고, 반 로 베타(β)계수가 1보다 

작으면 험과 기 수익률도 작아진다. 일반 으로 상승장에서 베타(β)계수가 

높은 종목이 투자수익률이 높다. 베타(β)계수는 최근 3년 동안의 주별 수정주가

수익률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통상 으로 고베타(β) 상 업종은 기 자, 

융, 의료정  등이며, 베타(β) 상 업종은 화학, 의약품, 비 속 물, 음식료 

등 경기에 둔감한 방어주들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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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비용은 장기자본이 1.3%, 단기자본이 3.7%이다. 

식 2) 타인자본비용이자율×법인세율

  가 평균자본비용은 사채․차입  등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산정한 후 자본조달 비 을 용해서 도출하며, 투자결정의 기 으로 삼는

다. 가 평균자본비용의 추정식은 <식 3>과 같다. 추정식에 의해 도출된 

가 평균자본비용은 9.3%이다.  

식 3) 가중평균자본비용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용타인자본비율×타인자본비용  

구분 액 용비율

기 수익률 15.0

무 험 이자율 4.3

β계수 0.74 

법인세율 34.0

장기차입이자율 2.0

단기차입이자율 5.6

자본조달 비

자기자본 145,968 67.5

장기자본 62,558 28.9

단기자본 7,725 3.6

합계 216,251 100.0

자본비용

자기자본 12.2

장기자본 1.3

단기자본 3.7

가 평균자본비용(WACC) 9.3

표 3-14.  가 평균자본비용 산출을 한 기본가정( 라질) 

단 : 백만원, %

주 1) 무 험 이자율은 2010년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용(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β계수는 수입 곡물을 취 하는 련업체  상장업체( 한제분 0.54, 우성

사료 0.60, 사조해표 0.90, 삼양식품 0.90)의 평균치를 이용함. 

   3) 장기차입이자는 해외농업개발사업 련 정부 융자 에 한 이자율임. 

   4) 단기차입이자는 2010년 기업일반자  출 리를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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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조건에 의해 도출된 가 평균자본비용은 사업타당성 분석에 의해 도

출된 IRR과 비교하여 사업성 여부를 단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2.5.3. 연차별 매출액 산정

2. 5 . 3. 1.  재배면   단수

  콩, 옥수수 재배면 은 2011∼2012년에 각각 3만ha이며, 2013년부터 각

각 2만ha를 재배할 계획이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콩

면 30 30 20 20 20 20 20 20 20 20

단수 3.0 3.3 3.6 3.7 3.8 3.9 4.1 4.2 4.2 4.2

생산량 90 99 72 74 76 79 81 84 84 84

옥수수

면 30 30 20 20 20 20 20 20 20 20

단수 8.1 9.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생산량 244 275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체
면 60 60 40 40 40 40 40 40 40 40

생산량 334 374 275 278 280 282 284 287 287 287

표 3-15.  연차별 생산계획( 라질)

단 : 천 ha, 톤/ha, 천 톤 

자료: 한농복구회

  단수는 Bahia주의 과거 5개년 평균 단수와 사업 부지 인근에 치한 농장

의 단수를 고려하여 추정했다. 콩 단수는 ha당 1년차에 3.0t, 2년차에 3.3t, 3

년차에 3.6t을 용하 고, 8년차에는 목표 수량인 ha당 4.2t을 용했다. 사

업 상지역의 과거 5년간(2005∼2009년) 콩 평균 단수는 ha당 2.7t이며, 사

업 부지 인근 4개 농장의 평균 단수는 ha당 3.2t으로 조사되었다. 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간 후 콩 단수는 ha당 1차연도에 3.0t, 2차연도에 3.3t이 

상되며, 3년차 이후에는 ha당 3.6t까지 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 

호조로 작황이 매우 좋을 경우, 콩 수확량은 ha당 최소 4.2t에서 최  4.8t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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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옥수수 단수는 사업 부지 인근 3개 농장

의 옥수수 평균 단수(10.2t/ha)를 용했다. 단, 사업 1년차와 2년차에는 

10.2t/ha보다 각각 20%, 10% 감소할 것으로 가정했다. 

2. 5 . 3. 2.  품목별 가격 추정

  품목별 추정 가격은 Bahia주 서부지역의 2010년 평균 거래가격을 기

으로 1)FAPRI U.S. and World Agricultural Outlook, 2010의 측 가격 변

동률을 용하 고, 2) 지 가격의 과거 추세, 사일로 장 후 매 등에 

따른 가보정률을 용하 으며, 3)유통마진율과 유기농산물 리미엄 등

을 감안하여 최종 매 가격을 산정했다. 단, 콩과 옥수수의 2010∼2011년 

가격은 CBOT 실측치를 용하여 최근 가격의 상승 추세를 반 했다. 

구분 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FAPRI 　 361 472 498 502 509 518 524 530 537 541 544 

FAPRI 
증감률

　 　 30.7 5.6 0.7 1.4 1.7 1.2 1.1 1.3 0.8 0.5

지가격 　 383 500 528 532 540 549 556 561 569 574 577 

사일로 
장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가격
상승률

9.01 　 　 　 　 　 　 　 　 　 　 　

가조정
후 가격

　 417 546 576 580 588 599 606 612 620 625 629 

추가 
조정률

30.0 　 　 　 　 　 　 　 　 　 　 　

시장 매
가격

　 596 779 823 829 840 855 865 874 886 893 898 

원화 　 386 535 565 569 577 587 594 600 608 613 617 

표 3-16.  콩 가격 추정( 라질)

단 : 달러/t, BRL/t, %, 천원/t 

주 1) 두는 사일로에 100% 장 후 매할 계획에 있어 가조정률은 가격 상승률

(9.01%) 용 

   2)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2011년 686.27원/BRL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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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가격은 Bahia주 서부지역의 2010년 평균 거래가격(383BRL/t)을 기

으로 FAPRI 측 곡물가격 변동률을 용했다. 한농복구회는 계  가격

변동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 생산수 에 맞추어 사일로를 건설할 계

획이며, 이에 따른 가를 보정했다. 콩은 100% 장을 가정하여 연평균 

가격 비 9.01% 가격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시장 매 가격

은 유통마진(유통비용, 경 이윤, 친환경농산물 리미엄) 고려하여 30%의 

추가 조정율을 용했다.  

  옥수수 가격은 Bahia주 서부지역의 2010년 평균 거래가격(130BRL/t)을 

기 으로 FAPRI 측 곡물가격 변동률을 용했다. 옥수수도 사일로에 

장 후 매할 계획이어서 지 가격의 연평균 가격상승률(8.35%)과 장 

비율을 고려하여 연도별 가조정률을 용했다. 시장 매 가격은 유통마

진  유기농산물 리미엄을 고려하여 30%의 추가 조정률을 용했다. 

구분 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FAPRI 　 143 245 248 250 253 255 258 257 259 259 256 

FAPRI 
증감률

　 　 71.3 1.0 0.8 1.2 1.0 1.3 -0.4 0.6 0.0 -1.2

지가격 　 130 222 224 226 229 231 234 233 235 235 232 

사일로 
장 비율

　 　 45 37 63 62 61 60 58 57 57 57

가격
상승률

8.35 　 　 　 　 　 　 　 　 　 　 　

가
조정률

　 3.76 3.09 5.26 5.18 5.09 5.01 4.84 4.76 4.76 4.76

가조정
후 가격

　 141 231 231 238 241 243 246 244 246 246 243 

추가 
조정률

30.0 　 　 　 　 　 　 　 　 　 　 　

시장 매
가격

　 201 329 331 340 344 347 351 349 351 351 347 

표 3-17.  옥수수 가격 추정( 라질)

단 : 달러/t, BRL/t, %, 천원/t 

주: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2011년 686.27원/BRL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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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 3. 3.  매출액 추정

  상기 제시된 추정 생산량과 가격에 근거하여 콩, 옥수수 재배 시 상되

는 연차별 매출액(품목별 생산량×시장가격)은 <표 3-18>과 같다. 총 매출

액은 2011년에 1,032억9,300만원에서 2020년에는 1,428억9,400만원으로 

연평균 3.3%의 증가율이 상된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콩 48,140 55,901 40,950 42,772 44,823 46,712 48,628 51,074 51,507 51,790

옥수수 55,154 62,279 47,496 48,021 48,444 49,014 48,739 48,999 49,002 48,417

합계 103,294 118,180 88,446 90,793 93,267 95,726 97,367 100,073 100,509 100,207

표 3-18.  추정 매출액( 라질)

단 : 백만원 

2.5.4. 비용 산출

2. 5 . 4. 1.  농지개간․토지․건물․기계장치 투자 비용 산출

  농지 개간 비용은 최  경작지의 잡목 제거와 휴경지에 한 최  1회 

밭갈이 비용과 석회  석고 가루(Gesso) 살포 비용이다. 이 비용은 최  

개간이 이루어지는 1차연도에 발생하며, 총 액은 106억9,200만원이다. 

구분 투입내역 투입량 단가 액
농지개간 개간  최  밭갈이 　 　 1,941 

직 재료비
석회 4 51,100 6,132 

석고 가루(Gesso) 1 61,450 1,843 

살포비용
석회 　 16,171 485 

석고 가루(Gesso) 　 9,703 291 

합계 　 　 　 10,692 

표 3-19.  농지 개간 비용 추정( 라질)

단 : t/ha, 원, 백만원 

  주: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용

자료: 한농복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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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입 계약서상 연차별 매입가격은 지 일 당시의 콩 물가격에 연

동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매입 가의 1/5에 해당하는 액을 납부 

한후 총 5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안정  자 조달  사업성 제

고를 해 토지 매입 은 계약 조건에 따라 5년간 분할 납부하며, 지  

가는 두 가격에 연동되므로 지  시 별 추정 두 가격을 용하여 

토지 취득액을 산정했다. 연도별 토지 구입에 한 지출액은 <표 3-20>과 같다. 

취득면 구분 단 2010 2011 2012 2013 2014 

30,000 

ha당 지 액 자루/ha(천원) 13 13 13 13 13 

콩 추정가격 자루(천원) 27 27 28 29 30 

토지매입 가 원(백만원) 16,368 17,433 17,954 18,349 18,800 

표 3-20.  토지에 한 지출액 추정( 라질) 

주 1)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2011년(1∼9월 평균) 686.27원/BRL 용 

   2) 1자루는 60kg임. 

자료: 한농복구회

  건물은 크게 임직원 숙소  기반시설과 농산물 장을 한 사일로로 

구성되며, 총 투자 비용은 233억8,000만원(숙소  기반시설 46억2,000만

원, 사일로 187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구분　 용치
기
면

기 면 당 
건축비(천원)

총 건축비
(백만원)

숙소

총디 터 3 30 1,126 102 

매니 33 25 1,126 929 

기타 279 10 1,126 3,140 

소계 315 　 　 4,171 

부 설비 숙소 건축비의 10% 　 　 　 147

식수용 우물 정 3 1만ha 11,255 32

합계　 　 　 　 4,620 

표 3-21.  숙소  기반시설에 한 지출액 추정( 라질) 

  주: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용

자료: 한농복구회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  51  

구분
당 20만t 기

용량 건축비 용량 건축비

사일로 모델  STC-2217/p 6,154 450 20,000 14,639 

부 비용 6,154 127 20,000 4,120 

합계 　 577 　 18,760 

표 3-22.  사일로 건축비  부 비용 추정( 라질)

단 : 백만원

  주: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용

자료: 한농복구회

  

  농 설비는 트랙터, 종기 등의 기계장치이며, 면화 수확 시 필요한 장

비는 추가로 여할 계획이다. 농설치 투자 총액은 195억4,900만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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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명 제조사 Model No. 용량 수 당 가격 총액

트랙터 Johe Deere 8430 310 마력 6 242 1,452 

트랙터 Johe Deere 7815 202 마력 7 158 1,109 

트랙터 Johe Deere 7515 140 마력 7 122 856 

트랙터 Johe Deere 5603 75 마력 3 55 165 

트랙터 Johe Deere 6415 106 마력 6 72 435 

종기 Johe Deere 2126/26 26hole 6 194 1,164 

종기 Johe Deere 2117/17 17hole 7 120 838 

종기 Johe Deere 2113/13 13 hole 7 97 679 

종 롤러 　 　 　 19 3 63 

종자 코  기계 　 　 　 6 37 223 

콤바인 Johe Deere 9750 325 마력 9 440 3,959 

콤바인 Johe Deere 1570 225 마력 9 310 2,794 

농약기계 Johe Deere 4730 245 마력 9 295 2,654 

혼합기 　 　 　 1 22 22 

평탄작업 농기계 Johe Deere 　 　 2 42 84 

비료살포기 Johe Deere 　 24,000kg 1 127 127 

로더 Johe Deere 　 　 1 226 226 

석회살포기 Johe Deere 　 　 6 45 272 

트럭 Johe Deere 　 　 1 10 10 

종자운반기계 Johe Deere 24000 　 2 107 215 

종자운반기계 　 16000 　 2 62 124 

종자운반기계 　 14000 　 2 49 98 

토양성분검사기 　 　 　 1 22 22 

수질분석기 　 　 　 1 22 22 

펠릿형비료제조기계 　 　 　 1 1,100 1,100 

미생물(EM)배양기 　 　 　 1 22 22 

트럭(자재 운반용) 　 　 5 ton 3 110 330 

옥수수 수확용 칼날 　 　 　 5 97 485 

합계 　 　 　 　 　 19,549 

표 3-23.  농설비 투자액 추정( 라질)

 단 : 백만원 

   주: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용

자료: 한농복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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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 4. 2.   종자 투입 비용

  종자 투입 비용은 라질 농업부 산하 기 인 Conab(National Supply 

Company)에서 발표한 Barreiras 지역의 ha당 종자 투입 비용을 이용하

다.  Barreiras지역의 2010년 ha당 종자 투입비용은 콩 3만8,000원, 옥수수 

16만2,000원이다. 종자 총 투입 비용은 2011년 63억2,800만원에서 2020년 

60억690만원으로 연평균 0.4%의 감소율을 나타낼 것으로 망된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콩

ha당 

투입비용
42 44 46 48 50 52 54 56 58 61

총 

투입비용
1,255 1,308 909 946 984 1,025 1,067 1,110 1,156 1,204

옥수수

ha당 

투입비용
169 176 184 191 199 207 216 224 234 243

총 

투입비용
5,073 5,286 3,672 3,823 3,979 4,142 4,313 4,489 4,673 4,865

합계 6,328 6,594 4,581 4,769 4,963 5,167 5,380 5,599 5,829 6,069

표 3-24.  종자 총 투입비용 추정( 라질) 

단 : 천원, 백만원 

주 1) 환율은 686.27원/BRL(2011년 1∼9월까지의 평균) 용 

   2) ha당 투입비용은 연차별 물가상승률 반

   3) 총 투입비용은 연차별 ha당 투입비용에 재배면 을 곱한 값임. 

2. 5 . 4. 3.  비료 투입 비용 추정

  한농복구회는 유기농법으로 콩, 옥수수를 재배할 계획에 있어 유기 비료

를 자체 제작하여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2010년 ha당 비료 투입 비용은 

콩 31만6,000원, 옥수수 42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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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회 투입량 단가 살포 횟수 ha당 비용

콩 1,630 194 1 316 

옥수수 2,192 194 1 425 

면화 1,630 194 2 633 

표 3-25.  ha당 품목별 비료 투입 비용 산정( 라질)  

단 : kg/ha, 원/kg, 회, 천원 

   주: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용 

 자료: 한농복구회

  비료 총 투입비용은 2011년 246억 2,300만원에서 2020년 236 1,300만원

으로 연평균 0.4%로 감소할 망이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콩

ha당 

투입비용
350 364 380 395 411 428 446 464 483 503 

총 

투입비용
10,490 10,931 7,594 7,904 8,229 8,566 8,917 9,283 9,663 10,060 

옥수수

ha당 

투입비용
471 491 512 532 554 577 601 625 651 678 

총 

투입비용
14,133 14,727 10,230 10,650 11,086 11,541 12,014 12,507 13,019 13,553 

합계 24,623 25,658 17,824 18,554 19,315 20,107 20,931 21,790 22,682 23,613

표 3-26.  비료 총 투입 비용 추정( 라질) 

단 : 천원, 백만원 

주 1) 환율은 686.27원/BRL(2011년 1∼9월까지의 평균) 용 

   2) ha당 투입비용은 연차별 물가상승률 반

   3) 총 투입비용은 연차별 ha당 투입비용에 재배면 을 곱한 값임. 

2. 5 . 4. 4.  제 제 투입 비용 추정

  한농복구회는 유기농산물 재배를 해 모든 경작물에 화학  제 제 

신 자체 제작한 목 액과 미식 를 사용할 계획이다. 2010년 ha당 제

제 투입비용은 콩과 옥수수 각각 6만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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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회 투입량 단가 살포 횟수 총 비용

콩  옥수수

목 액 50 647 1 32 

미식 50 647 1 32 

합계 　 　 　 65 

표 3-27.  ha당 품목별 제 제 투입 비용 산정( 라질)  

단 : kg/ha, 원/kg, 회, 천원

  주: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용 

자료: 한농복구회

  제 제 총 투입 비용은 2011년 42억9,100만원에서 2015년 33억6,600만

원으로 연평균 4.7%의 감소율을 나타낼 망이며, 이후로는 지속해서 증

가하여 2020년에는 41억1,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상된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콩 

옥수수

ha당 

투입비용
72 75 78 81 84 88 91 95 99 103

총 

투입비용
2,145 2,235 1,553 1,617 1,683 1,752 1,823 1,898 1,976 2,057

합계 4,290 4,470 3,106 3,234 3,366 3,504 3,646 3,796 3,952 4,114

표 3-28.  제 제 총 투입비용 추정( 라질) 

단 : 천원, 백만원 

주 1) 환율은 686.27원/BRL(2011년 1∼9월까지의 평균) 용 

   2) ha당 투입비용은 연차별 물가상승률 반

   3) 총 투입비용은 연차별 ha당 투입비용에 재배면 을 곱한 값임. 

2. 5 . 4. 5 .  연료비 산정

  연료비는 종자 종, 비료  제 제 살포, 수확 시 발생하는 비용이며, 

ha당 품목별 연료비는 콩 8만원, 옥수수 8만3,000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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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 비료  제 제 살포 수확 시 장비 여 합계

콩 29 19 31 80 

옥수수 29 23 31 83 

표 3-29.  ha당 품목별 연료비 추정( 라질)   

단 : 천원

  주: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용 

자료: 한농복구회

  총 연료비는 2020년에 51억4,300만원으로 2011년 비 4.1% 감소할 것

으로 상된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콩

ha당 

투입비용
88 92 95 99 103 108 112 117 122 127

총 

투입비용
2,628 2,738 1,902 1,980 2,062 2,146 2,234 2,326 2,421 2,520

옥수수

ha당 

투입비용
91 95 99 103 107 112 116 121 126 131

총 

투입비용
2,735 2,850 1,980 2,061 2,145 2,234 2,325 2,420 2,520 2,623

합계 5,363 5,588 3,882 4,041 4,207 4,380 4,559 4,746 4,941 5,143

표 3-30.  총 연료비 추정( 라질) 

단 : 천원, 백만원 

주 1) 환율은 686.27원/BRL(2011년 1∼9월까지의 평균) 용 

   2) ha당 투입비용은 연차별 물가상승률 반

   3) 총 투입비용은 연차별 ha당 투입비용에 재배면 을 곱한 값임. 

2. 5 . 4. 6 .  운송비 산정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사업 상지에서 40km 거리에 치한 벙기 사

일로(Bunge Silo)  산지 면화 수집상(Local Cotton Dealer)에 매할 계획

이다. 한농복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t당 운송비는 약 1만9,000원

(30BRL, 40km 기 )으로 추정된다. 총 운송비는 2011년 71억6,600만원에

서 2020년 88억6,800만원으로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나타낼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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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당 투입비용 21 22 23 24 25 26 27 28 30 31

콩
총 

투입비용
1,931 2,213 1,677 1,798 1,928 2,067 2,217 2,392 2,490 2,592

옥수수
총 

투입비용
5,235 6,137 4,737 4,931 5,133 5,344 5,563 5,791 6,028 6,276

총 투입비용 합계 7,166 8,350 6,414 6,729 7,061 7,411 7,780 8,183 8,518 8,868

표 3-31.  운송비 추정( 라질)

단 : 천원, 백만원  

주 1) 환율은 686.27원/BRL(2011년 1∼9월까지의 평균) 용 

   2) 톤당 투입비용은 연차별 물가상승률 반

   3) 총 투입비용은 연차별 톤당 투입비용에 생산량을 곱한 값임. 

2. 5 . 4. 7 .  보험료 산정

  한농복구회는 콩을 재배할 때 폭우, 서리, 강풍 등의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가의 일부를 보 해주는 농업활동보호 로그램(Proagro)을 

활용할 계획이다. Conab(National Supply Company)의 자료에 따르면, 

2009/10년 콩 ha당 보험료는 1만7,000원(27BRL) 수 이다. 총 보험료는 

2011년 5억7,600만원에서 2020년 5억5,200만원으로 연평균 0.4%의 감소

율을 나타낼 망이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콩

ha당 

투입비용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총 

투입비용
576 600 417 434 452 470 489 510 530 552

표 3-32.  콩 보험료 산정( 라질)

단 : 천원, 백만원 

주 1) 환율은 686.27원/BRL(2011년 1∼9월까지의 평균) 용 

   2) 톤당 투입비용은 연차별 물가상승률 반

   3) 총 투입비용은 연차별 톤당 투입비용에 생산량을 곱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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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 4. 8 .  인건비 산정

  라질의 노동법은 퇴직 립 (FGTS)  사회복지부담 (INSS)으로 기

본 의 각각 8%, 2.7%를 Caixa Economica(국책은행)  Instituto Nacional 

do Seguro Social(사회복지원)에 립해야 한다. 상여   휴가수당으로 

각각 1개월의 기본 에 해당하는 액을 지 하며, 식비는 인당 월 16만

2,000원(250BRL)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기본 과 기본 에 연동하는 비

용은 라질의 추정 임 상승률을 용하 으며, 식비는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총 인건비는 2011년 68억600만원에서 2020년 

107억6,100만원으로 매년 4.7%씩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구분 인원 1인당 기본 연 합계

총디 터 3 101 303 

경 / 리 3 39 116 

장비매니 3 23 70 

장비정비사 12 39 466 

장비노무자 120 12 1,397 

농약매니 3 23 70 

비료매니 3 23 70 

병해충담당자 12 23 279 

생산매니 3 23 70 

생산직노무자 120 12 1,397 

작목별매니 6 23 140 

조리사(장) 3 6 19 

조리사(원) 24 4 93 

합계 315 　 4,490 

표 3-33.  직 별 기본  추정( 라질)

단 : 백만원 

  주: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용 

자료: 한농복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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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본 2,245 5,026 5,297 5,572 5,861 6,167 6,487 6,824 7,180 7,553 7,946 

퇴직 립 180 402 423 446 469 493 519 546 574 604 635 

사회복지부담 61 136 143 150 159 167 175 185 194 204 215 

상여 187 419 441 465 489 514 541 569 598 629 662 

휴가수당 62 139 147 155 163 172 180 189 200 210 221 

식비 306 684 721 758 798 839 883 929 977 1,028 1,082 

합계 3,041 6,806 7,172 7,546 7,938 8,352 8,786 9,243 9,723 10,228 10,761 

표 3-34.  총 인건비 추정( 라질)

단 : 백만원 

주 1) 기본 은 3만ha 기 , 총 315명의 인원에 한 액이며, 2010년은 6개월간 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2)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2011년(1∼9월까지 평균) 686.27원/BRL 용 

2. 5 . 4. 9 .  간 비 산정

  간 비는 매년 발생하는 토양분석 비용, 녹비 재배 비용과 기타 공통비

로 구성된다. 2010년에는 토양분석 비용, 녹비 재배 비용은 액 발생하며, 

이외 비용은 6개월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후 연차별 간 비는 물

가상승률을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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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가 단 용치 연간 비용

변동비

토양분석 323 원/1,000ha 30,000ha 10 

녹비 65 원/ha 30,001ha 1,941 

통역비 23,286 원/인 2명 49 

차량유지비 7,762 원/ 3 23 

장비수선비 9,703 원/개월 12개월 116 

시설유지, 보수비 582 원/개월 12개월 7 

비품  재산비 388 원/개월 12개월 5 

사무비 194 원/개월 12개월 3 

여비교통비, 비 776 원/개월 12개월 9 

고정비

기타소액지출 23,286 원 고정비 23 

공과   통신비 7,762 원 고정비 8 

비비 388,104 원 고정비 388 

합계 　 　 　 2,582 

표 3-35.  간 비의 항목별 추정 내역( 라질) 

단 : 천원, 백만원

  주: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용 

자료: 한농복구회

  총 간 비는 2010년 22억6,600만원에서 2020년 41억400만원으로 연평

균 5.5%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상된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변동비

토양분석 10 11 11 12 12 12 13 14 14 15 15 

녹비 1,941 2,145 2,235 2,329 2,425 2,524 2,628 2,735 2,847 2,964 3,086 

통역비 25 54 56 58 61 64 66 69 71 75 78 

차량유지비 12 26 27 28 29 30 32 33 34 36 37 

장비수선비 58 129 134 139 145 151 158 164 171 178 185 

시설유지, 보수비 3 8 8 8 9 9 10 10 10 11 11 

비품  재산비 3 5 5 5 5 6 6 7 7 7 8 

사무비 1 3 3 3 3 3 3 3 3 3 3 

여비교통비, 비 5 10 11 11 12 12 12 13 14 14 15 

고정비

기타 소액지출 4 9 9 10 10 10 10 11 12 12 12 

공과   통신비 12 26 27 28 29 30 32 33 34 36 37 

비비 194 429 447 465 485 504 525 546 569 592 616 

합계 2,266 2,856 2,973 3,097 3,224 3,357 3,494 3,638 3,788 3,943 4,104 

표 3-36.  연차별 간 비 추정( 라질)
단 : 백만원 

주 1)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2011년(1∼9월 평균) 686.27원/BRL 용 

   2) 2010년의 경우, 토양분석, 녹비 재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6개월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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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 4. 10 .  감가상각비 산정

  감가상각비는 라질 세법이 허용하는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

으로 계산하 다. 건물은 25년에 걸쳐 매년 4.0%, 기계장치는 10년에 걸쳐 

매년 10.0%씩 감가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COMFARⅢ 분석결과, 감가상

각비는 매년 28억9,000만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감가상각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표 3-37.  감가상각비 추정( 라질)

단 : 백만원 

주 1)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2011년(1∼9월 평균) 686.27원/BRL 용 

   2) 감가상각비는 건물  기계설비에 해 COMFARⅢ로 추정된 결과임.  

2.5.6. 세

  세 은 법인의 소득, 매출에 한 과세소득의 일정률에 해 부과하는 

법인세와 매출의 일정률로 부과하는 사회부담   농업기 으로 구분한다. 

  법인세율은 약 34%가 부과되는데, 세목별로는 IRPJ(연방소득세, 15%)

와 CSSL(사회보장세 9%)의 세목으로 구분되며, 결손  공제 후 과세소득

이 1억6,500만원(240,000BRL)을 과하는 부분에 해서는 10%가 추가 

부과된다. 

  농업기 의 정식 명칭은 농 노동자 지원  복지기 (Fund of Assistance 

and Welfare For Rural Workers, Funrural)으로 농업을 하는 기업의 매

출액에 일정률로 부과되는 세 이다. 농업기 은 총 매출액의 2.85%를 부

과한다. 

사회부담 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 으로서, 매출액에 일

정 비율을 부과하며, 수출하는 재화, 용역에 해서는 과세가 면제된다. 본 

사업성 분석에서는 수출물량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회부담 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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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사회부담  용 비율은 총 매출액의 3.65%(사회보장 기 조성 로

그램 부과세 3.00%, 사회통합기여  0.65%)이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농업기 2,944 3,368 2,521 2,588 2,658 2,728 2,775 2,852 2,864 2,856 

사회보장 3,770 4,314 3,228 3,314 3,404 3,494 3,554 3,653 3,669 3,658 

표 3-38.  농업기   사회부담  추정( 라질)

단 : 백만원 

   주: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용 

자료: 한농복구회

2.6.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2.6.1. 기  분석 결과

  상기 제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COMFARⅢ를 이용한 한농복구회의 라

질 해외농업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사업의 상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표 3-39> 참조), 매출액에

서 매원가를 뺀 총 업이익은 2015년에 323억4,900만원, 2020년에는 

275억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이익에서 지 이자를 공제한 세 순이

익은 2015년 312억7,600만원, 2020년 274억원이며, 세 순이익에서 법인

세를 공제한 세후순이익은 2015년 202억7,800만원, 2020년 180억2,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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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5 2020 

매출액 0 93,267 100,207 

매원가 5,844 60,918 72,628 

업이익 -5,844 32,349 27,579 

지 이자 538 1,072 179 

세 순이익 -6,382 31,276 27,400 

법인세 0 10,999 9,377 

세후순이익 -6,382 20,278 18,023 

표 3-39.  상손익계산서( 라질)

단 : 백만원 

  사업 실행계획에서 추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본 사업의 흐름을 작성

하면 <표 3-40>과 같다. 2014년까지 토지 구입에 한 지출이 매년 발생하

여 2014년까지는 순 흐름이 둔화된 양상을 보이나, 이후로는 고정투자비

에 의한  유출이 없어 220억원 후를 유지할 것으로 상된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유입
0 1,033 1,182 884 908 933 957 974 1,001 1,005 1,002 

매출액 0 1,033 1,182 884 908 933 957 974 1,001 1,005 1,002 

유출
1,416 1,009 1,027 798 847 683 708 731 758 777 794 

고정
투자비

1,360 174 180 183 188 0 0 0 0 0 0 

운 자본
순증분

3 71 5 -19 2 3 3 3 3 3 3 

운
자

53 647 691 526 548 571 595 620 646 672 697 

법인세 0 116 152 107 108 109 110 108 109 102 93 

순
흐름

-1,416 24 154 87 61 249 249 243 242 228 208 

표 3-40.  흐름표( 라질)

단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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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NPV는 355억1,600만원, IRR은 12.60%로 도출되

었다. 따라서 NPV>0, IRR>9.33(WACC) 이므로 본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자본회수기간은 9.4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평가 기

(WACC)
평가지표 분석결과 평가결과 평가

9.33
NPV 35,516 NPV>0 타당

IRR 12.60 IRR>9.33 타당

표 3-41.  본 사업의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라질)

단 : 백만원, % 

주: 평가기 은 가 평균자본비용(WACC)임. 

그림 3-5.  자본회수기간( 라질)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  65  

2.6.2. 매출액  운 비 변동률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 실행계획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NPV>0, IRR>9.33%로 도

출되어 본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산물은 기상

이변에 따른 수 의 불규칙 변동이 많이 발생하고, 농산물가격은 시장에 

출하되어 공 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수 실세가격이므로 변동이 심하

다. 따라서 농산물이 가지는 태생  속성상,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재의 수익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낙 하기는 어렵다. 

  민감도 분석은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어느 한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그 투자안의 타당성을 단하는 주요 지표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매출

액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매출액 변동률은 base를 기 으로 ±4%씩 최  ±20%까지 변화하는 것

으로 가정하 다. 분석 결과, 매출액이 20% 상승할 경우, IRR은 20.5%로 

Base보다 7.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액이 base보다 

9.0% 이상 감소하면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6.  매출액 변화에 따른 IRR 변화( 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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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운 비 변동률 따른 IRR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의 물

가 상승으로 인해 투입비용이 오를 경우,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져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운 비 변동률에 따른 사업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운 비 변동률은 base를 기 으로 4%씩 최  20%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분석 결과, 운 비가 20% 감소할 경우, IRR이 17.6%로 base 

비 5.0%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운 비가  수 에서 

12% 이상 증가할 경우, 가 평균자본비용(WACC, 9.3%)을 하회하여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 비용은 사업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물가상승에 직  

향을 받아 기업은 운 비 증가에 따른 업수지 자를 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7.  운 비 변동률에 따른 사업성 분석( 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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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브라질의 국가신용도(Country Risk)를 고려한 사업성 평가

  이 부분에서는 라질의 국가신용등 에 따라 자본비용의 리스크 리미

엄을 반 하여 가 평균자본비용(WACC)을 도출하고 이를 IRR과 비교하

여 사업성 여부를 평가하 다. 국가신용도의 평가등 별 이자율은 국가 기

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자율(<표 3-15> 참고)을 A등 으로 가정하고, 여

기에 시 은행의 신용등 별(1～9등 ) 출 리 비율7을 용하여 도출하

다. 이 지표에 근거하여 라질의 재 국가신용도 평가등 과 시나리오

별 가 평균자본비용을 도출하 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3개 주요 투자국을 상으로 국가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등  분류 기 은 험 수 에 따라 9단계8로 나뉜다. 2011년 

상반기 재 라질의 국가신용도는 B2 수 이다9. 한편, 국의 융 문

지인 유로머니(Euromoney)에서는 라질의 국가 험도(ECR Score)를 

63.22( 체 186개국  41 )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한국(72.28, 

체 186개국  29 )보다 라질의 국가 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10.

  사업성 평가는 재 라질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의 리스크 리미엄이 

반 된 가 평균자본비용과 IRR을 비교하여 검토하 다. 한 라질의 

7 국가신용도 평가 등 별 이자율의 용 비율은 신용정보업체인 KCB allcredit에

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 다. 

8 험수 에 따른 9단계 등 은 A(최상  신용도), B1(상  신용도), B2(상하  

신용도), C1( 상  신용도), C2(  신용도), C3( 하  신용도), D1(하상  

신용도), D2(하  신용도), E(최하  신용도)로 분류된다.  

9 한국수출입은행(2011)에 따르면, 라질의 국가신용등 은 투자 격등 을 유

지하고 있으며, 수용  송  험도 보통 수 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기업

경 여건과 로벌 경쟁력지수 평가가 좋지 않은 편이나, 시장동향  제도변

화 등은 양호한 수 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신용평가 기 별 라

질의 국가신용도는 OECD 3등 , S&P BBB_, Moody's Baa2, Fitch BBB이며, 

이는 수출입은행의 평가등 인 B2에 해당하는 수 이다. 

10 유로머니(Euromoney)의 ECR Score는 수가 높을수록 국가 험도가 낮은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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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수 (B2)보다 1단계 강등(C1), 2단계 강등(C2)

일 경우를 가정하여 각각의 가 평균자본비용과 IRR을 비교․분석하 다. 

한 국가신용도 평가등 별 매출액  투입비용 변화율에 따른 사업성 검증

도 실시하 다.  

  국가신용도(Country Risk)를 고려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라질의 

재 국가신용도가 평가등 (B2)일 경우, NPV가 250억5,800만원으로 ‘0’보

다 크고, IRR이 12.72로 가 평균자본비용(10.30)을 상회하여 사업성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라질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재 수

(B2)에서 1단계 강등될 경우, NPV(174억100만원)>0, IRR(12.81)>가 평균

자본비용(11.07), 2단계 강등될 경우, NPV(98억6,400만원)>0, IRR(12.91)>

가 평균자본비용(11.89)로 나타나, 라질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낮아

지더라도 사업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국가신용도 평가등

 수 (B2)
시나리오

1단계 강등(C1) 2단계 강등(C2)

NPV 25,058 17,401 9,864

IRR 12.72 12.81 12.91

가 평균

자본비용
10.30 11.07 11.89

평가결과
NPV>0 NPV>0 NPV>0

IRR>WACC IRR>WACC IRR>WACC

평가 타당 타당 타당

표 3-42. 라질의 국가신용도를 고려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단 : 백만원, %

  

  한편, 라질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낮아질수록 NPV는 감소하는 반

면, IRR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질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에 따른 이자율의 증가로 순 (총 유입-총 유출)에 한 재가

치는 떨어지는 반면, 자본비용 증가에 따른 업이익의 감소분이 업이익

에 부과되는 법인세액의 감소분보다 어 수익률은 개선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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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투입비용 변화율에 따른 라질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별 사

업타당성의 임계수 은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수 (B2)일 경우, 매출

액 6% 이상 감소, 운 비 8% 이상 증가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별로는 1

단계 강등 시(C1)에는 매출액은 4% 이상 감소하고 운 비는 5% 이상 증

가하며 2단계 강등 시(C2) 매출액  운 비가 각각 3% 이상 감소한다. 

4% 이상 증가하면 IRR이 가 평균자본비용을 하회하여 본 사업은 타당성

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국가신용도 평가등

 수 (B2)
시나리오

1단계 강등(C1) 2단계 강등(C2)

매출액 6% 이상 감소 4% 이상 감소 3% 이상 감소

운 비 8% 이상 증가 5% 이상 증가 4% 이상 증가

표 3-43. 매출액  투입비용 변화율에 따른 신용등 별 사업타당성의 임계  

수 ( 라질)

2.8. 시사점

  이상 살펴본 바, (사)돌나라 한농복구회의 라질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은 정 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라질의 국가신용도평가등

(Country risk)을 반 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도 재무 건 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최근 라질 정부가 경제개 정책을 극 추진하

고 있고, 3개 국제신용평가기 (S&P, Moody's, Fitch)들이 투자 격등

을 부여하는 등 해외 기업의 투자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투자에 한 리스

크 리미엄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사업은 매출액 감소, 운 비 상승, 국가신용도 평가등 의 하

향 조정으로 인해 재무 건 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라질의 투

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2008년 이후 3년 연속 경상수지 자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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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국제수지 불균형이 확 되고 있고, 경제 성장 가속화로 인해 인

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등 부정 인 요소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base의 경우), 사업성 유무를 결정

하는 매출액 감소율의 임계치는 8%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몇 년간 

국제 곡물가격의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가격은 강보합세 내지 상향 안정

세가 유지될 것으로 상되어 가격 폭락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을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하

향 조정될 경우 사업성 유무를 결정하는 매출액의 감소율이  낮아져 

가격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운 비는 사업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인 이션에 직  

향을 받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재무 건 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 국가신용 등 별 리스크 리미엄을 반 할 경우, 사

업성 유무를 결정하는 운 비 증가율의 임계치가 낮아진다. 만약 국가신용

도가  수 에서 2단계 강등될 경우, 사업성 유무를 결정하는 운 비 증

가율의 임계치는 base(13% 이상 증가)보다 9%p 감소한 4% 이상으로 낮아

져 험도가 높아진다. 라질의 해외농업개발 투자에 있어 렴한 인건비와 

토지 임 료는 이 으로 작용하나,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인 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어 비용 증가에 따른 투자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본 사업은 생산된 곡물을 지에서 량 매하고, 수출은 배제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김용택 외(2010)에 의하면, 

라질은 유통, 수출이 곡물 메이 에 의해 장악되고 있어 생산된 곡물의 

독자 인 국내 반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본 사업에서 국내 반입을 고

려할 경우, 산지유통으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일 된 시스템 구축에 엄

청난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 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게 볼 때,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식량 자원의 가용성

(availability)을 높이기 해서는 지 기업농과 계약 계를 맺어 우리 주도

로 곡물의 물량을 확보하고, 유통, 수출 분야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단계

인 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

사, 곡물 실수요자, 해운회사 등 각 기 의 긴 한 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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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농장 투자 사업타당성 분석 

3.1. 해외농업개발 진출 배경 및 추진 경위

  충남해외농업개발 이우창 표는 2007년 푸른들 농조합법인 소속으로 

소 2,000마리를 입식하여 유기축산에 참여하고 있었다. 푸른들 농조합법

인(충남 아산시 음 면 소재)은 (사)한살림 아산시 생산자연합회의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지역 내 자원순환농업을 실 하고자 경종―축산을 연계한 

지역 내 유기축산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원유가격이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유가가 지속

되자 원유의 체연료인 바이오에탄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 고, 바이오

에탄올의 주 원료인 옥수수 가격도 크게 상승하 다. 이로 인해 이우창 

표를 포함한 유기축산 참여농가들은 친환경 사료원료 수 이 단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축산농가, 양돈  양계업 경 인들은 사료 

원료의 안정 인 공 과 우리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한 목 으로 2008

년 해외직 농장 운 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구 인 움직임과 함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

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한 장려 정책에 힘입어 이우창 표는 푸른들 

농조합장으로서 2008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09년 농림

수산식품부의 ‘해외 농업 환경조사사업’에 신청해 캄보디아 개척에 본격

으로 나섰다. 2008년 9월에는 충청남도와 캄보디아 반티엔민체이 주 간 농

업기술교류  투자 MOU를 체결하 고, 11월에는 충남도청, 충남도농업

기술원, 천안․당진․홍성축 , 서산한우조합, 푸른들 농조합 계자들로 

구성된 지조사단과 제4차 캄보디아 농업환경 조사를 실시하 다. 12월에



72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

는 농조합법인 충남해외농업자원개발을 설립하 다(참여주주: 천안․당

진․홍성축 , 서산한우조합, 푸른들 농조합). 

연도 날짜 내용

2008년

3.20 ․해외직 농장 운 검토(러시아, 국, 동남아 등 검토)

5.24 ․2008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자선정(농림부-푸른들 농조합)

6.17 ․충남도지사 동남아 순방(캄보디아와 농업교류 정 체결)

7.11 ․충남도지사 극동아시아 순방(아무르주, 연해주, 국)

8.7 
․제1차 캄보디아 농업환경 조사(충남도청, 천안축 , 푸른들   
  농조합, 농업기술원 계자)

8.19 
․제2차 캄보디아 농업환경 조사(농 진흥공사, 한국농 경
제연구원, 농 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 푸른들 농조합
법인 계자)

9.16 
․제3차 캄보디아 농업환경 조사(농업인 조사단 16명, 토
양 합성 조사)

9.30 
․충청남도와 캄보디아 반티엔민체이 주 간 농업기술교류 
 투자 MOU체결

11.23
․제4차 캄보디아 농업환경 조사  상단 지조사(충남
도청, 충남도농업기술원, 천안․당진․홍성축 , 서산한
우조합, 푸른들 농조합 계자)

12.26
․ 농조합법인 충남해외농업자원개발 설립(참여주주: 천
안․당진․홍성축 , 서산한우조합, 푸른들 농조합)

2009년

1.18
․제5차 토양정 조사  합지 조사(前농 진흥청 농업 
과학기술원 정석재 박사 외 7명)
․캄보디아 지 「Komer-CN」법인 설립(100% 단독 출자)

1.20
․반티엔민체이 주와 충남해외농업자원 개발 간 5,000ha 계
약재배 체결

5.20 ․캄보디아 캄 스푸주 474ha 토지 매입 계약

5.22 ․제1차 옥수수 시험재배(3ha / 수확 21.3t)  국내 반입

6.27 ․제2차 옥수수 시험재배(추가 1ha, 합계 4ha)

8.12 ․국내반입 물량 천안축  입고(상품 최우수 정)

11.19 ․캄보디아 실사단 방문(농 공사, 농진청, 유통공사, 한화, 농  외)

2010년

1.9 ․옥수수 수확 후 건조  포장 작업(17ha)

3.5 ․천안축 사료공장 3차 입고

3.28 ․옥수수 종

6.30 ․3월 28일 종분 옥수수 수확

표 3-44.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사업 추진 경  

자료: 충남해외농업개발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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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에는 캄보디아 캄 스푸주 월톤지역에 ‘코메르씨엔(KO-

MERCN)’이라는 농업회사를 설립하 다. 3월에는 사료용 옥수수 39t을 처

음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료용 옥수수 200여t을 추가로 

도입했다. 7월에는 지 옥수수 농가들과 조합을 결성하여 그들에게 종자 

 재배기술을 제공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수매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

하게 되었다. 

  2010년에는 3월에는 천안축 사료공장으로 3차 입고를 완료했으며, 

2011년에는 그동안 지역주민들과의 긴 한 력 계를 바탕으로 ‘농장형’

에서 ‘유통형’으로 환하 다. 

  해외농업개발 상국  캄보디아를 정한 이유는 첫째, 기후조건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이다. 옥수수농장이 있는 캄 스푸주 월톤지역은 평균 기

온이 30℃ 안 , 건기(11~3월)를 제외하면 한 해에 최  세 차례 옥수수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즉, 연해주처럼 겨울이 긴 지역보다 상 으로 따뜻

한 캄보디아가 농작물 생산성이 낫다고 단한 것이다. 둘째, 캄보디아 내 

곡물 수  상황이 비교  여유로운 것도 유리한 조건이다. 국토 면 은 18

만1,040㎢로 한국(9만9000㎢)의 약 두 배이나, 인구는 1500만명이 채 되지 

않아 농사 지을 땅이 여유로운 편이다. 셋째, 자국 내 농산물 수요 때문에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국․러시아에 비하면 캄보디아는 자유롭게 

농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넷째, 1970년  킬링필드 

학살로 체 인구  10∼20  비 이 압도 으로 높아 노동 생산성이 좋

고, 인건비가 렴한 이 이 있다. 

3.2. 캄보디아 농장 운영 현황

  사업 상 지역인 캄 스푸주 월톤지역은 오랜 내  기간 부상당한 상

이군경 가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체 약 3,00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4번 국도에 인 하고 있다. 

  지역 거주민들은 국가로부터 가구당 4~5ha의 토지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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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역 체의 토지 면 은 약 8만5,000ha이며, 이  7만ha는 국유지

이며, 1만5,000ha는 개인 소유지이다. 아직까지 지역 내 력이 공 되지 

않아 발 기로 력을 공 하고 있다.  

  충남해외농업개발이 운 하고 있는 농장은 크게 직 농장과 조합원 농

장으로 구분된다. 직 농장은 옥수수 종자 재배단지이며, 규모는 약 30ha 

정도이다. 그 외 6ha, 7ha 정도의 작은 규모의 농장이 상이군경 마을 내에 

치하고 있다. 농장은 국유지이며 임차기간은 70년, 임차료는 ha당 250달

러 수 이다. 한편, 캄 스푸주에 매입했던 474ha의 토지는 나무 뿌리가 

깊고 도로 조건 등이 열악해 개간 작업을 단한 상태이다. 조합원 농장은 

2011년 8월 재 지역 내 조합원 1,047명을 상으로 1,370ha에서 옥수수

와 녹두를 계약재배하고 있다. 2011년 계약 수매 면 은 4/4분기에 130ha

를 추가하여 총 1,500ha까지 늘릴 계획이다. 2012년에는 상이군경 마을 내 

계약재배면 을 3,000ha까지 확 할 계획이다. 

그림 3-8.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옥수수 직 농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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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농장 치 

  농장에서 놈펜까지(97km)는 약 2시간이 소요된다. 농장으로부터 캄폿 

신항까지 거리는 약 120km로 2시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시하 크빌 항구

까지는 2시간 50분이 소요된다. 시하 크빌 안 능력은 1만2,000t이며, 

재 일본으로부터 7,200만달러의 차 을 지원받아 3만t  안이 가능한 다

목  부두로 건설 이다. 

구 분 이동방법 이동거리 소요시간

놈펜 4번국도 97 2시간

캄폿 신항 4번국도 120 2시간 20분

시하 크빌 항 4번국도 150 2시간 50분

표 3-45.  농장에서 주요 도시  항만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단 :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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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충남해외농업개발 농장에서 주요 지역까지의 소요 시간

3.3. 캄보디아의 농업환경11

3.3.1. 농업 개황

  2008년 캄보디아 경제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 은 34.4% 다. 농

림어업부문 내에서는 농업이 52.7%, 어업이 25%, 축산이 15.5%, 산림이 

6.9%를 차지하고 있다. 

11 이 부분은 김용택 외,「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2/3차연도)」의 내용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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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 산업 농업 비고(농업의 부문별 비 )

’08～’09년 41.8 23.8 34.4
농작물 52.7, 어업 25

축산 15.5, 산림 6.9

표 3-46.  캄보디아의 산업별 비  

단 : %

자료: 김용택 외,「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2/3차연도)」,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0.

  캄보디아는 일반 으로 농토가 풍부한 농업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실

에 있어서는 가구당 평균경작면 이 1ha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 실 도 미미한 편이다. 

  2007년 재 캄보디아의 총 경작면 은 285만ha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 

 90% 이상인 257만ha는 벼농사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벼농사는 농

의 주요 경제활동인 동시에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재 벼의 ha

당 수확량은 2.6t 정도로 인근 태국과 베트남에 비해 수확량이 히 낮은 

상태이다. 우기 때  수확면 은 건기 때의 6.5배이고 옥수수의 경우는 

11.7배에 이른다. 따라서 농 지역 빈곤 해소를 해서는 재 체 벼농

사 면   약 17%인 수리안 답 비율을 높여 안정된 농기반을 조성하

여 벼농사의 수익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체 인구의 약 85%가 농 지역에 살고 있으며, 부분이 벼농사를 

심으로 한 자  농업을 경 하고 있다. 논의 개면 은 20% 내외로 부

분의 농민은 천수에 의존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다. 한 채소, 과일, 식육

은 인 국인 태국이나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들 품목

의 국내 매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태국이나 베트남은 경제발 에 따라 

농장의 규모화․기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캄보디아는 거의가 자

 소규모 세농가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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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생산량(t) 수확면 (ha) ha당 생산량(t)

계 우기 건기 계 우기 건기 계 우기 건기

6,727,127 5,363,690 1,363,437 2,566,952 2,222,596 344,356 2.621 2.413 3.959

옥수수 522,703 499,722 22,981 142,341 131,114 11,227 3.672 3.811 2.047

카사바 2,215,427 2,195,063 20.364 108,122 105,841 2,281 20 20,739 9

채소 226,426 125,875 100,551 42,360 24,577 17,783 5.345 5.122 5.654

사탕수수 286,811 239,450 47,361 10,458 8,228 2,230 27.425 29.102 21.238

표 3-47.  캄보디아의 작물별 생산량(2007년) 

자료: 김용택 외,「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2/3차연도)」,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0.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을 보면 2005년 재 벼생산량은 약 600만t(ha당 

벼 생산량은 약 2.5t), 카사바는 연간 약 53만6,000t이 생산되며, 옥수수 24

만8,000t, 콩 17만9,000t, 사탕수수 11만8,000t, 채소 17만3,000t 등이 생산

되고 있다. 생산되는 농산물은 캄보디아 내 도정업자의 자 능력 부족 

는 가공산업의 불비로 벼․카사바 등은 태국, 베트남 등지의 간상인에 

의해 인  국경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2004년 재 농지 없는 농가 수가 체 농 지역 농가의 12%를 차지하

고 0.5ha 미만 농가도 46%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농 지역 등학교의 

퇴학률은 10%에 달하고 있다. 2000년 조사에서 고산지역 소수민족의 문명

자 비율은 겨우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수민족인 여성

의 경우는 문명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재 농

지역 가구  8.5%가 력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농

가구의 59.7%는 노지웅덩이(Unprotected dug well)나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

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농업은 고용의 77%,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캄보디

아 경제에서 가장 요한 산업이지만 여 히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리  여건과 측하기 곤란한 기후 조건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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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의존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캄보디아 농업의 장단 은 다음과 같다. 캄보디아 농업의 장 으로는 첫

째, 방 한 미개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리  이 으로 

한국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여러 련 자재의 조달이 용이하고, 해상 운

임에 있어 경쟁력이 있다. 를 들면, 조달 기간으로 미국 Gulf는 35일, 남

미는 45일이 소요되지만, 캄보디아는 10일에 지나지 않는다. 한 2008년 

3월 기 으로 해상 운임은 t당 미국 Gulf는 115달러, 남미는 130달러이지

만, 캄보디아는 50달러에 불과하다. 셋째, 캄보디아 정부의 시장친화  정

책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시장 친화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하여 제도상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를 들면, 1994년 투자 련 원스톱 서비스 기 으로 훈센 총리를 원장

으로 하는 CDC(캄보디아 개발 원회)가 설립되었고, 최근에는 외국인 투

자 련 제반사항을 CDC에 일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로젝트 성격에 따

라 정부 우선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농업 포함)는 최장 6년간 법인세

가 면제되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자재  부품에 해서는 수입 세 

100%를 면제하고 있다. 한 기업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분

에 하여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한 외화의 해외 송 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단 으로는 조차(租借) 가능한 국유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장으로 

개발 가능한 규모 국유지는 지  외국기업에 이미 조차된 상태이며 

옥수수 경작면  부족으로 개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낮은 토지 이용률). 

한 토지 사용권에 한 법 , 제도  장치가 미흡하다. 토지 사용권과 

련하여 지역민과 마찰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토지 사용권 인가

를 획득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지역민이 유한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기

도 한다. 외국인은 토지 소유가 불가하며 최  99년간 토지를 임차하여 사

용할 수 있다. 다른 단 으로는 도로  항만 등 주요 산업 인 라가 열악

하다는 것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부족하며 특히 농업 생산성과 직결되

는 개시설이 부족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심하다. 

  농지와 련된 법과 제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국유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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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련된 기본 법령(장기 임 권  국유지 조차권)이 있으나, 명확한 

세부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국토의 80%가 정부 소유이나 이 

 15%만 정부에 등록되어 있어 토지 소유권 분쟁이 많다. 민간의 불법 

토지 유로 인한 토지 사용권의 분쟁 소지가 많으며, 이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당사자 간 해결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유자와 합의해야 

하거나 그들의 이주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캄보디아 기

업으로서 주식의 51%를 캄보디아인 는 캄보디아 법인이 소유한 경우에

만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

  농산물의 유통 매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 특히 내륙 물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농 도로의 총 연장은 2만8,000㎞이나, 이  1만1,000㎞만이 흙 

포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도로의 부분은 차량 통과가 불가능하고 특히 우

기에 더욱 열악하다. 한 항만시설이 부족하다. 형 항구는 놈펜과 시

하 크빌 정도이며 부두 장비가 열악하고, 희소성으로 크 인 등을 사용하

는 비용이 매우 비싸다. 놈펜항은 300m짜리 부두와 2곳의 부교, 우기에 

5,000t, 건기에는 2,000t 의 선박만 입항이 가능하다(건기와 우기의 수심 

차이는 10m에 달한다). 시하 크빌 항구는 250m짜리(수심 10～11m), 

350m짜리(7～8m) 부두가 각 1곳씩 있으며, 선박 운송이 가능한 수로의 총 

연장은 1,800㎞이다. 통  등  조세 성격의 비용이 과다지출되며, 각종 

행정서류 발  비용이 과다하고, 통  수속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창

고보 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수출입 통 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외국인은 농업 이용 시 99년간 토지 임 가 가능하며, 법인 한 곳의 조

차 가능 토지는 최  1만ha이다. 조차 신청기 은 면 이 총 1,000ha 미만 

일 경우에는 주정부이며 1,000ha 이상일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이다. 마스터

랜은 국유지 조차, 계약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농 경제의 활성화를 하여 캄보디아 국가 경제개발 

계획(NPRS), 국가 략 개발 계획(NSDP, 2006 2010), 산업별 발  계획(  

농  분야 략 계획(RSSN)) 등 여러 경제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인 경제개발정책에 기본 방향과 농  개발의 우선 순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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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 있지만 정작 정책목표를 달성할 구체 인 정책 수단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농업발   농 개발정책은 

캄보디아의 정부 여러 부처가 서로 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부처 간 복

된 기능이 다수 존재한다. 를 들면, 농업 생산과 농산물 유통과 련해서

는 농림수산부가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농  개발부와는 일부 복된 기

능을 담당하고 있다. 

3.3.2. 캄보디아의 옥수수산업 황

  캄보디아의 재 생산량과 재배면 으로 볼 때 옥수수는  다음으로 

요한 식량작물이다(ACIAR, 2009). 캄보디아에서 재배되는 옥수수는 red 

maize( 는 yellow maize)와 white maize이다. 통 으로 white maize(waxy 

maize)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17세기부터 재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d 

maize는 가축 사료용으로, white maize는 식용으로 소비된다. 

연도

white maize red(yellow) maize 합계

면
(ha)

생산량
(t)

단수
(t/ha)

면
(ha)

생산량
(t)

단수
(t/ha)

면
(ha)

생산량
(t)

2002/03 71,594 148,897 2.08 50,265 117,344 2.33 121,859 266,241

2003/04 83,953 314,601 3.75 65,556 287,664 4.39 149,509 602,265

2004/05 77,304 256,665 3.32 57,418 223,656 3.90 134,722 480,321

표 3-48.  캄보디아 옥수수 생산 황 

 

자료: 김용택 외,「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2/3차연도)」,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0.

  red maize는 주로 캄보디아 서부지방에서 재배되며, 부분 태국으로 수

출되고 있어 주로 태국산 종자로 재배한다. 주요 생산지역은 Battambang, 

Banteay Meanchey, Pailin지방으로 2004/05년 기 으로 이들 지역의 red ma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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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은 체 red maize의 91%를 차지하 다. 기타 다른 옥수수는 놈펜

에 있는 지방 시장이나 베트남으로 수출된다. 기타 주요 재배지역으로는 메콩 

강 유역의 Kampong Cham, Takeo province이다. 

지방
White maize

(t)
비

(총생산 비, %)
Red(Yellow)
maize(t)

비
(총 생산 비, %)

BANTEAY 

MEAN CHEY
10,489 2 10,082 5

BATTAMBANG 155,030 32 150,409 67

PAILIN 43,354 9 43,151 19

총액 208,873 43 203,642 91

표 3-49.  캄보디아 서부의 옥수수 생산(2004～2005)   

 

자료: 김용택 외,「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2/3차연도)」,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0.

  캄보디아의 옥수수 무역은 주로 가공되지 않은 원료 형태로 수출되는데, 

거의 부분이 태국의 사료가공회사인 Charoen Pokphand-Cambodia(CP- 

Cambodia)로 모인다. 캄보디아 내에서 소비되는 사료는 놈펜에 있는 

CP-Cambodia의 지사에서 가공된 사료로 지방 가축사료로 소비된다. 

  최근까지 캄보디아 옥수수 재배농가는 수확된 옥수수(wet maize)를 산지

수집상들에게 팔고, 이들은 태국 무역업자에게, 태국 무역업자는 최종 으로 

CP-Cambodia사에 매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캄보디아 내에 5개의 식 건조  장시설(Sampow Loun, Malai, 

Kamrieng, Pailin, Phnom Proek)이 마련되었다. 이 장시설들은 3만t 규모

의 원료 옥수수(wet maize) 장과 시간당 30t을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 농

가와 산지수집상에게 직  옥수수를 받아 장하고 건조하며 태국 무역업자

나 CP-Cambodia에 직  매한다. 이 시설들은 주로 옥수수를 한 것이나, 

콩 장시설로도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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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 분석

3.4.1. 기본 가정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을 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타당성 검토는 2010년 1월을 기 으

로 한다. 둘째, 향후 상손익  흐름의 추정 기간은 산정 기 일로

부터 9년(2010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이며, 추정기간 이후부터는 

2019년과 동일한 흐름이 구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셋째, 화

폐 단 는 국내 환율 매매가를 용하여 원화로 환산하 다. 2010년은 연

평균 환율(1,156.26원/달러)을 용하 고, 2011년은 1∼9월의 평균 환율

(1,095.44원/달러)을 용했다. 2011년 이후로는 2011년 평균 환율이 지속

될 것으로 가정했다. 넷째, 물가상승률은 국의 융 문지인 유로머니

(Euromoney)의 자료를 이용하 으며, 2011년 이후로는 평년치인 5.53%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다섯째, 사업타당성 분석의 상 품목은 옥

수수로 하 다.

3.4.2. 투자  자본 운  계획

3. 4. 2. 1.  투자 계획

  본 사업의 총 투자비는 114억9,600만원이다. 항목별로는 직 농장 토지 

매입비 8,300만원, 농지조성비용 3,500만원, 농업학교  R&D 센터 17억

3,400만원, 건조․ 장  생산시설 각각 61억7,400만원, 11억5,600만원이

며, SPC 설립  운 컨설  비용은 각각 11억 5,600만원이다. 체 투자

액  건조․ 장시설 건설비가 체 투자비의 53.7%로 가장 큰 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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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한다. 다음으로는 농업학교  R&D센터 15.1%, 사료생산시설, SPC 

설립비용, 운 컨설  비용은 10.1%를 차지한다. 직 농장 구입단가는 ha

당 277만원(2,400달러) 내외이며, 직 농장은 옥수수 종자 생산을 해 운

할 계획이다. 

구분 액 비

직 농장 토지매입 83 0.7

농지조성 35 0.3

건물 련비용 농업학교  R&D센터 1,734 15.1

기타유형자산
건조 장시설 6,174 53.7

사료생산시설 1,156 10.1

기타 비용
SPC 설립비용 1,156 10.1

운 컨설 비용 1,156 10.1

합계 11,496 100.0

표 3-50.  총 투자비(캄보디아)

단 : 백만원, % 

  주: 환율은 1,156원/달러임. 

자료: 충남해외농업개발 내부 자료.

  운 자본(기업자본 에서 일상 인 기업 운 에 필요한 비용)은 투입 

자재  산출물의 보유 기간,  외상매출 의 회수 기간, 보유액, 외상

매입 의 지불 기간에 의해 산출된다. 투입재(종자, 비료 등)  연료 보유 

기간은 각각 10일, 옥수수 장기간은 30일로 가정했다. 외상매출 의 회

수기간은 5일, 보유액은 15일, 외상매입  지불기간은 10일을 가정하

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 산출된 운 자본은 2011년 6억9,000만원에서 

2019년 84억7,000만원으로 연평균 32.1%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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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 

운
자본

690 1,382 2,305 3,352 4,311 5,270 6,459 7,454 8,448 8,470 

운 자본 
순증분

690 692 922 1,047 959 959 1,190 995 994 304 

표 3-51.  운 자본 순증분(캄보디아)

단 : 백만원 

주: 환율은 2011년 1～9월의 평균 환율(1,095.44원/달러) 용 

3. 4. 2. 2.  자본 운  계획

  본 사업의 총 운 자본은 261억9,600만원이다. 이  자기자본은 20억원

으로 체 운 자본의 7.6%를 차지한다. 타인자본은 241억9,600만원이며, 

이  장기자본은 94억9,600만원으로 총 운 자본의 36.2%를 차지하고, 

단기자본은 147억원으로 체의 56.1%를 차지한다. 단기자본은 연차별 사

업 운  과정에서 발생한 당좌 월액(Overdraft)을 운 자본에 반 한 것

이다. 

구분 액 비

자기자본 2,000 7.6

타인자본
장기자본 9,496 36.2

단기자본 14,700 56.1

합계 26,196 99.9%

표 3-52.  자본운  계획(캄보디아) 

단 : 백만원, %

  본 사업에서 타인자본은 시 은행의 기업 출 자 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 다. 장기자본의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이며, 이자율은 국내 기

업의 일반자  출 리인 연 5.6%를 용하 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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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단기자본의 융자 조건은 2010～2016년 원리  균등 상환으로 설정하

고, 이자율은 연 8.0%로 하 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장기
자

총액 95 0 0 0 0 0 0 0 0 0 

상환액 0 0 0 14 14 14 14 14 14 14 

잔고 95 95 95 81 68 54 41 27 14 0 

이자 5 5 5 5 4 3 2 2 1 0 

단기
자

총액 147 0 0 0 0 0 0 0 0 0 

상환액 21 21 21 21 21 21 21 0 0 0 

잔고 126 105 84 63 42 21 0 0 0 0 

이자 10 8 7 5 3 2 0 0 0 0 

합계

총액 242 0 0 0 0 0 0 0 0 0 

상환액 21 21 21 35 35 35 35 14 14 14 

잔고 221 200 179 144 110 75 41 27 14 0 

이자 15 14 12 10 7 5 2 2 1 0 

표 3-53.  연차별 타인자본 지불 계획(캄보디아)

단 : 억원 

  

  가 평균자본비용은 (사)돌나라 한농복구회의 라질 해외농업개발 사

업타당성 분석에서 제시한 비용 산출식(<식 1>～<식 3>)을 이용하여 도출

하 다. 

  <식 1>에 의해 산출된 자기자본비용은 12.2%이다. 이때 충남해외농업

개발도 비상장기업이므로 베타(β)계수는 상장기업  수입 곡물을 취 하

는 련 기업의 평균치(0.74)를 용했다. 한 무 험이자율은 2010년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4.3%)이며, 자기자본에 한 기 수익률은 15.0%를 

용했다. <식 2>에 의해 도출된 타인자본비용은 장기자본비용이 4.5%, 단

기자본비용이 6.4%이다. 이때, 캄보디아의 법인세율은 20%를 용하

다(Euromoney). 상기 제시된 <식 3>에 의해 도출된 가 평균자본비용은 

6.2%이며, 이는 사업타당성 분석에 의해 도출된 IRR과 비교하여 사업성 여

부를 단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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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비율

기 수익률 15.0

무 험 이자율 4.3

β계수 0.74 

법인세율 20.0

장기차입이자율 5.6

단기차입이자율 8.0

자기자본 비 7.6

장기자본 비 36.2

단기자본 비 56.1

자본비용

자기자본 12.2

장기자본 4.5

단기자본 6.4

가 평균자본비용(WACC) 6.2

표 3-54.  가 평균자본비용 산출을 한 기본 가정 

단 : %

주 1) 무 험 이자율은 2010년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용(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β계수는 수입 곡물을 취 하는 련 업체  상장업체( 한제분 0.54, 우성사료 

0.60, 사조해표 0.90, 삼양식품 0.90)의 평균치를 이용함. 

   3) 장기차입이자는 2010년 기업일반자  출 리를 용함(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 단기차입이자는 충남해외농업개발이 시 은행으로부터 출받은 시설자 의 이자

율을 용함. 

3.4.3. 연차별 매출액 산정

3. 4. 3. 1.  수매 면   단수

  충남해외농업개발은 지 농가와 조합을 형성하여 옥수수를 수매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조달할 계획이다. 옥수수 수매면 은 2011년에 1,500ha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3,000ha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후로는 매년 2,000ha씩 

늘려 2019년에는 1만7,000ha까지 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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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매 면 1.5 3.0 5.0 7.0 9.0 11.0 13.0 15.0 17.0 

단 당 수확량 6.0 6.0 6.0 6.5 6.5 6.5 7.0 7.0 7.0 

경작 횟수 2 2 2 2 2 2 2 2 2 

수매물량 18.0 36.0 60.0 91.0 117.0 143.0 182.0 210.0 238.0 

표 3-55.  연차별 옥수수 수매 계획(캄보디아)

단 : 천 ha, t/ha, 회, 천 t 

자료: 충남해외농업개발

  기상 호조로 작황이 매우 좋을 경우, 옥수수 단 당 수확량은 ha당 최소 

6t에서 최  7t까지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옥수수 단 당 수확량

은 2011～2013년은 6t, 2014～2016년은 6.5t, 2016년 이후로는 7t으로 가

정했다. 옥수수 경작 횟수는 연2회이다. 옥수수 수매 물량은 2011년 1만

8,000t에서 2019년 23만8,000t으로 연평균 33.2%의 증가율을 나타낼 망

이다.

3. 4. 3. 2.  매출액 추정

  옥수수 가격은 사업 상 지역인 캄 스푸주 월톤지역의 2011년 거래

가격을 기 으로 FAPRI U.S. and World Agricultural Outlook(2010)의 

측 가격 변동률을 용하여 망했다. 2011년 지 매 가격은 t당 30만 

6,723원(280달러), 국내 도입 가격은 t당 38만3,404원(350달러)이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FAPRI 245 248 250 253 255 258 257 259 259 

FAPRI 증감률 1.0 0.8 1.2 1.0 1.3 -0.4 0.6 0.0

지 매가격 307 310 312 316 319 323 322 324 324 

국내 도입가격 383 387 391 395 399 404 402 405 405 

표 3-56.  옥수수 가격 추정(캄보디아)

단 : 천원/t 

주: 환율은 2011년 1～9월의 평균 환율(1,095.44원/달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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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해외농업개발은 체 수매 물량의 80%는 지 매, 20%는 국내로 

도입할 계획이다. 지 매 매출액은 2011년에 44억원에서 2019년엔 617

억원에 이를 것으로 상되며, 국내 매 매출액은 2011년에 14억원에서 

2019년에는 193억원이 상된다. 총 매출액은 2011년에 58억원이며, 2019

년에는 809억원에 달할 것으로 망된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 매

물량 14 29 48 73 94 114 146 168 190 

가격 307 310 312 316 319 323 322 324 324 

소계 44 89 150 230 299 370 469 544 617 

국내 도입

물량 4 7 12 18 23 29 36 42 48 

가격 383 387 391 395 399 404 402 405 405 

소계 14 28 47 72 93 116 146 170 193 

합계 58 117 197 302 392 485 615 714 809 

표 3-57.  매출액 추정(캄보디아)

단 : 천 t, 천원, 억원 

주: 환율은 2011년 1～9월의 평균 환율(1,095.44원/달러) 용 

3.4.4. 비용 산출

3. 4. 4. 1.  직 비용 산출

  직 비용은 연 2기작 재배를 고려하여, ha(t)당 비용에 연차별 수매 면

(물량)을 곱하여 산출했다. 총 직 비는 2011년에 55억원에서 2019년에는 

6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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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a당(t) 
단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종자비 92 1 3 5 6 8 10 12 14 16 

비료비 65 1 2 3 5 6 7 8 10 11 

기계작업비 585 9 18 29 41 53 64 76 88 99 

인건비 533 8 16 27 37 48 59 69 80 91 

운송비 557 8 17 28 39 50 61 72 84 95 

해상운임 219 8 16 26 40 51 63 80 92 104 

수매비용 104 19 37 62 95 122 149 189 219 248 

기타 부 비용 69 1 2 3 5 6 8 9 10 12 

합계 55 110 184 268 344 421 516 596 675 

표 3-58.  직 비 산출(캄보디아)

단 : 천원/ha(t), 억원 

주 1) ha(톤)당 비용은 연 2기작 기 임. 

   2) 해상운임과 수매비용은 물량 기 임. 

   3) 환율은 2011년 1～9월의 평균 환율(1,095.44원/달러) 용 

자료: 충남해외농업개발 내부 자료. 

  수매비용은 t당 10만4,000원(95달러/t)이며, 연차별로는 2011년 19억원에

서 2019년에는 2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수매비용은 체 직 비

의 36.7%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한다. 

  해상 운임은 t당 21만9,000원이며, 체 직 비의 15.4%를 차지한다. 연

차별로는 2011년에 약 8억원에서 2019년에는 104억원까지 증가할 망이

다. 지에서 국내 항구까지의 도착가격은 t당 15만5,552원이며, 이후에는 

국내 내륙 운송비(t당 3만672원), 통 잡비(t당 5,477원), 인건비  제반 

경비(t당 2만7,386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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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내용 액

생산비 종자비  인건비 비료 제 리비 외 73,394   

포장건조비 기   포장재 21,909   

지내륙운송비 운임 21,909   

해상운임 선임 38,340   

한국내륙운송비 항구에서 축 30,672   

통 잡비 서류  기타 5,477   

기타 인건비  제반경비 27,386   

총계 　 219,088   

표 3-59.  해상운임 산출 근거(캄보디아)

단 : 원/t 

  주: 환율은 2011년 1～9월의 평균 환율(1,095.44원/달러) 용 

자료: 충남해외농업개발 내부 자료. 

  기계작업비는 ha당 58만5,000원이며, 체 직 비의 14.7%를 차지한다. 

연차별로는 2011년에 9억원에서 2019년에 99억원까지 증가할 망이다. 

기계작업비  탈곡비는 ha당 15만8,152원이며, 건조비는 10만5,905원, 기

타 잡비는 ha당 2만8,481원으로 추정된다. 

구분 단가 단가(2기작)

탈곡비 158,152 316,304 

건조비 105,905 211,810 

기타 28,481 56,963 

합계 292,538 585,077 

표 3-60.  기계작업비 산출 근거(캄보디아)

단 : 원/ha 

  주: 환율은 2011년 1～9월의 평균 환율(1,095.44원/달러) 용 

자료: 충남해외농업개발 내부 자료. 

  인건비와 운송비의 ha당 비용은 각각 53만3,000원, 55만7,000원으로 추

정된다. 인건비는 2011년 약 8억원에서 2019년에는 91억원으로, 운송비는 

동 기간 약 8억원에서 95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종자비는 ha당 9만2,000원이며, 연차별로는 2011년에 약 1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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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16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상된다. 체 직 비에서 종자비가 

차지하는 비 은 2.5%이다. 비료비는 ha당 6만5,000원으로 추정되며, 2019

년에는 약 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비료비는 체 직 비의 1.8%

를 차지한다. 

3. 4. 4. 2.  간 비용 산출

  총 간 비는 2011년에 6억8,200만원에서 2019년에는 77억3,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상된다. 

구분 단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리스료 273,860 411 822 1,369 1,917 2,465 3,012 3,560 4,108 4,656 

수선비 21,909 33 66 110 153 197 241 285 329 372 

비 65,398 98 196 327 458 589 719 850 981 1,112 

연료․ 기․수도 11,743 18 35 59 82 106 129 153 176 200 

일반 리비 65,398 98 196 327 458 589 719 850 981 1,112 

합계 682 1,364 2,274 3,183 4,093 5,002 5,912 6,821 7,731 

표 3-61.  간 비 산출(캄보디아)

단 : 원, 백만원 

  주: 환율은 2011년 1～9월의 평균 환율(1,095.44원/달러) 용 

자료: 충남해외농업개발 내부 자료.  

  총 간 비  리스료, 비, 일반 리가 체의 89.0%로 부분을 차

지한다. 리스료는 2011년 4억1,100만원에서 2019년 46억5,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상되며, 비는 동 기간 9,800만원에서 11억1,200만원까지 증

가할 망이다. 

3. 4. 4. 3.  감가상각비 산정

  감가상각비는 캄보디아 세법이 허용하는 자산별 내용 연수에 따라 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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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straight line method)을 용하여 산출하 다12. 건물은 20년에 걸쳐 

매년 5.0%, 기계장치는 10년에 걸쳐 매년 10.0%씩 감가되는 것으로 가정

하 다. 분석결과, 감가상각비는 매년 4억4,900만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산

출되었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감가상각 449 449 449 449 449 449 449 449 449 

표 3-62.  감가상각비 추정

단 : 백만원 

주: 환율은 2011년 1～9월의 평균 환율(1,095.44원/달러) 용 

3.4.5. 세

  캄보디아의 법인세는 기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세율이 용된다. 투자기

업체는 면세(0%) 는 9%, 보험회사는 5%, 천연자원개발 30%, 일반기업

은 20%이다. 

  CDC(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의 승인을 받은 투자 기업

체는 최고 8년간의 면세 혜택을 받거나(면세혜택조건 해당 시) 는 9%의 

특별 세율을 용받는다. 생명, 재산, 기타 험의 보험 업무를 취 하는 

보험, 는 재보험회사는 연간 수신보험료(premium)의 5%를 소득세로 납

부해야 한다. 유 , 천연가스 등을 개발하는 기업과 목재, 지하자원, , 보

석류 등을 탐사․개발하는 기업은 30%의 소득세율을 용받는다. 본 사업

1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소득세 공제 상이 된다. 단 그 자산이 기업의 활동

에 사용 이어야 하며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건물  그 부속시설의 감

가상각 계산은 직감가법(straight line method)을 용하고 다른 자산은 직감가

법이나 진 감가법(declining methode)을 용하여도 좋다. 투자법의 용을 

받는 기업은 직감가법을 용하여야 한다.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

률은 다음과 같다. 건물  그 부속시설 5%, 4년의 수명을 가진 자산 25%, 

4~8년의 수명을 가진 자산 12.5%, 기타 유형 자산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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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의 법인세율이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본 사업은 업이익이 201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법인세는 

2016년에 6,200만원, 2019년에는 10억5,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산출되었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법인세액 0 0 0 0 0 62 621 877 1,058 

표 3-63.  법인세액 산출 결과(캄보디아)

단 : 백만원 

주: 환율은 2011년 1～9월의 평균 환율(1,095.44원/달러) 용 

3.5.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3.5.1. 기  분석 결과

  상기 제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COMFARⅢ를 이용한 충남해외농업개발

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사업의 상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표 3-64> 참조), 매출액에서 

매원가를 뺀 총 업이익은 2016년에 3억1,000만원, 2019년에는 52억

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이익에서 지  이자를 공제한 세 순이익은 

2016년에 1억1,000만원, 2019년에 52억8,800만원이며, 세 순이익에서 법

인세를 공제한 세후순이익은 2016년 1억1,000만원, 2019년 42억3,000만원

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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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6 2019

매출액 5,797 48,528 80,939

매원가 7,081 48,218 75,651

업이익 -1,284 310 5,288

지 이자 1,400 200 0

세 순이익 -2,684 110 5,288

법인세 0 0 1,058

세후순이익 -2,684 110 4,230

표 3-64.  상손익계산서(캄보디아)

단 : 백만원 

  사업 실행계획에서 추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본 사업의 흐름을 작성

하면 <표 3-65>과 같다. 2013년까지는 사업 정착 단계이므로 매출액 증가분

이 비용 증가분보다 어 순 흐름이 마이 스를 나타냈지만, 이후로는 

수매면   옥수수 생산성 증가로 흐름이 개선되었다. 순 흐름은 

2014년 16억원에서 2019년 96억원으로 연평균 34.4%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상된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유입
0 58   117   197   302   392   485   615   714   809   

매출액 0 58 117 197 302 392 485 615 714 809 

유출
115 65 121 199 286 364 443 548 630 713 

고정
투자비

115 0 0 0 0 0 0 0 0 0 

운 자본
순증분

0 7 7 9 10 10 10 12 10 10 

운
자

0 58 114 190 275 354 433 530 611 693 

법인세 0 0 0 0 0 0 1 6 9 11 

순
흐름

-115 -7 -4 -2 16 29 42 67 84 96 

표 3-65.  흐름표(캄보디아)

단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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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NPV는 183억3,500만원, IRR은 19.58%로 도출되

었다. 따라서 NPV>0, IRR>6.15(WACC)이므로 본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자본회수기간은 7.6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평가 기

(WACC)
평가지표 분석결과 평가결과 평가

6.15
NPV 18,335 NPV>0 타당

IRR 19.58 IRR>6.15 타당

표 3-66.  본 사업의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캄보디아)

단 : 백만원, % 

주: 평가기 은 가 평균자본비용(WACC)임. 

그림 3-11.  자본회수기간(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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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매출액  운 비 변동률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한 기  타당성 

분석 결과, NPV>0, IRR>6.15%(WACC)로 도출되어 본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탔다. 

  매출액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변동률은 

base를 기 으로 ±4%씩 최  ±20%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분

석결과, 매출액이 20% 증가할 경우, IRR은 41.7%로 Base보다 22.1%p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액이 base보다 8% 이상 떨어지면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매출액이 10% 이상 떨어

지면 마이 스 수익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2.  매출액 변화에 따른 IRR의 변화(캄보디아) 

  

  운 비 변동률에 따른 사업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운 비 변동률

은 base를 기 으로 4%씩 최  20%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분

석결과, 운 비가 20% 감소할 경우, IRR이 39.8%로 base 비 20.3%p 증

가하여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운 비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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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9% 이상 증가할 경우, 가 평균자본비용(6.15%)을 하회하여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운 비가 13% 이상 증가할 경우, 

마이 스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3.  운 비 변동률에 따른 사업성 평가(캄보디아)

3.6.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Country Risk)를 고려한 사업성 평가

  이 부분에서는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등 에 따른 자본비용에 해 리스

크 리미엄을 반 하여 가 평균자본비용(WACC)을 도출하고 이를 IRR과 

비교하여 사업성 여부를 평가하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재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는 D1 수 이다13. 한 국의 융 문지인 유로

13 한국수출입은행(2011)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투자 여건은 심각한 부정부패, 인

라 미비 등 여 히 열악한 수 이며, 시장동향  제도변화도 추가 인 개

선사항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 기 별 캄보디

아의 국가신용도는 OECD 6등 , S&P B+, Moody's B2로 나타나 하  수 으

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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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Euromoney)에서는 캄보디아의 국가 험도(ECR Score)를 26.45( 체 

186개국  146 )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72.28, 체 186개국  

29 )보다 캄보디아의 국가 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비용에 한 리스크 리미엄은 분석의 일 성을 유지하고자 제2 에

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 도출한 국가신용도 평가등 별 이자율 지표를 

이용했다. 지표에서 제시된 A등 의 이자율과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

등 에 해당하는 이자율의 차이를 자본비용에 한 리스크 리미엄으로 반

했다. 한 이를 이용하여 캄보디아의 재 국가신용도 평가등   시나

리오별 가 평균자본비용(WACC)을 도출하 다. 

  사업성 평가는 재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의 리스크 리미엄

이 반 된 가 평균자본비용과 IRR을 비교하여 검토하 다. 한 캄보디

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수 (D1)보다 1단계 강등될 경우(D2)와 2

단계 강등될 경우(E)를 가정하여 각각의 가 평균자본비용과 IRR을 비

교․분석하 다. 한 국가신용도 평가등 별 매출액  투입비용 변화율에 

따른 사업성 검증도 실시하 다.  

구분

국가신용도 평가등

 수 (D1)
시나리오

1단계 강등(D2) 2단계 강등(E)

NPV 7,678 6,607 5,307

IRR 19.76 19.78 19.80

가 평균
자본비용

12.42 13.25 14.33

평가결과
NPV>0 NPV>0 NPV>0

IRR>WACC IRR>WACC IRR>WACC

평가 타당 타당 타당

표 3-67.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를 고려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단 : 백만원, %

  국가신용도(Country Risk)를 고려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수 (D1)일 경우, NPV가 76억7,8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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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보다 크고, IRR이 19.76로 가 평균자본비용(12.42)을 상회하여 사업성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재 수

(D1)에서 1단계 강등될 경우(D2), NPV(66억700만원)>0, IRR(19.78)>가

평균자본비용(13.25)으로 나타나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더욱이 평가등

이 2단계 강등될 경우(E)에도 NPV가 53억700만원으로 ‘0’보다 크고, 

IRR은 19.80로 가 평균자본비용(14.33)을 상회하여 캄보디아의 국가신용

도 평가등 이 낮아지더라도 사업타당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별 사업타당성의 임계수 은 국가신용

도 평가등 이  수 (D1)일 경우, 매출액 4.6% 이상 감소, 운 비는 

5.2% 이상 증가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로는 1단계 강등 시(D2), 매출액과 

운 비가 각각 4.1% 이상 감소, 4.7% 이상 증가, 2단계 강등 시(E), 매출과 

운 비가 각각 3.7% 이상 감소, 4.0% 이상 증가하면 IRR이 가 평균자본

비용을 하회하여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국가신용도 평가등

 수 (D1)

시나리오

1단계 강등(D2) 2단계 강등(E)

매출액 4.6% 이상 감소 4.1% 이상 감소 3.7% 이상 감소

운 비 5.2% 이상 증가 4.7% 이상 증가 4.0% 이상 증가

표 3-68. 매출액  운 비용 변화율에 따른 신용등 별 사업타당성의 임계  

수 (캄보디아)

3.7. 시사점

  이상 살펴본 바,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정 으로 평가되었다. 더욱이 캄보디아는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낮아 투

자리스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도 평가등 (Country risk)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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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도 재무 건 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충남해외농업개발이 농장 개발 유형을 개간작업에 막 한 비용과 시

간이 소요되는 농장형에서 작물을 수매하고 유통시키는 유통형으로 환

했고, 이로 인한 수익구조의 개선 효과가 분석에 반 되었기 때문이다. 하

지만 매출액이 감소하고, 운 비가 증가함에 따라 본 사업의 재무 건 성

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매출액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base의 경우), 사업성 유무를 결정

하는 매출액 감소율의 임계치는 8%로 분석되었다.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하향 조정될 경우 사업성 유무를 결정하는 임계수 이  낮아져 가격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운 비는 사업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인 이션에 직  향을 받기 때문에 물

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재무 건 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 

국가신용 등 별 리스크 리미엄을 반 할 경우, 사업성 유무를 결정하는 

운 비 증가율의 임계 수 이 낮아진다. 만약 국가신용도가  수 에서 2

단계 강등될 경우, 사업성 유무를 결정하는 운 비 증가율의 임계치는 

base(9% 이상 증가)보다 5%p 감소한 4% 이상으로 낮아져 험도가 높아

진다. 

  본 사업은 직  농장을 운 하여 옥수수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 

농가와 조합을 형성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물량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되

고 있다. 즉, 원활한 물량 확보를 해서는 지 농가와의 긴 한 력이 

필요하다. 한 옥수수의 생산성은 개간된 농지의 비옥도, 농가의 재배 기

술, 기상여건 등에 의해 좌우되며, 목표 수매 물량을 원활하게 확보하려면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만약 지 농가의 계약 기, 경쟁 업체 

진출에 따른 거래교섭력 약화, 옥수수 생산성 하 등으로 연차별 목표 수

매 물량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이는 매출액 감소에 인 향을 미친다. 

한 최근 캄보디아는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 등으로 인 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고, 옥수수의 국내 반입을 한 해상 운임의 증가는 업체 

경 에 부담을  수 있다. 더욱이 낙후된 도로, 기, 용수 등의 사회 인

라는 비용 부담을 더욱 가 시켜 투자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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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성공 여부는 안정 인 계약물량 확보와 열악한 사업 인 라에 

따른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건이다. 하지만 이와 련된 문제들

을 민간 기업이 독자 으로 감당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민간과 공공의 역

할을 히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해외농업 개발에 있어 

지정부의 상력이 상 으로 높고, 개도국원조 사업(ODA)와 연계하여 

개발자  동원력과 해외원조사업의 시 지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김용택 외, 2010). 이러한 장 을 활용하여 낙후된 도로, 기 등 사업 인

라를 개선하여 진출 업체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진출 업체는 

지 농가와 계약 계하에 물량을 안정 으로 확보해야 국내 도입 시 운

송비 등을 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약  정책  시사  제4장

1. 요약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발생한 세계 식량 기는 유의 애그 이션

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식량안보문제와 식량자원확보문제는  세계

인 이슈가 되고 있다. 국  동국가들은 국 기업을 통한 해외농지 확

보  해외농업 개발을 통한 식량자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문회사들은 투자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곡물에 한 투자를 확 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에 있어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도 식랑안보 책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 정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기업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진출 기업 부분이 기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내 도입물량 확보 면

에서 아직 미흡한 수 이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다. 한 개발 

면에서 상국의 인 이션 등 거시변수의 변동에 직  향을 받으며, 

정치․사회  여건에 제약을 받는다. 이처럼 해외농업개발사업은 투자리스

크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해외농업개발 련 사업타당성 분석은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석이 이루어져도 지 인 이션, 

국가신용도 등 투자리스크를 높이는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아 분석 결과가 

과 평가될 여지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해외농업개발 련 사업

타당성 분석을 재무이론에 기 하되, 인 이션, 국가신용도 등 투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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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를 유발하는 변수도 고려하여 보다 엄 하게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기 진출 기업  신규 진출 기업의 원활한 해외농업개발사업 수행을 한 

정책  시사 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사업타당성 분석은 사업의 환경측면, 기술측면, 사업타당성 측면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목표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사업타당성 분석 기법은 크게 순 가법(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으로 나뉜다. 순 가법(Net 

Present Value)은 자본 산기법의 하나로 투자 액을 투자로부터 산출되는 

순 흐름의 재가치에서 차감한 것이며 이 순 가가 0보다 크면 투자안

을 선택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안을 기각하는 의사결정기 을 말한다. 내부

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어떤 사업에 해 사업기간 동안의 

수익 흐름을 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값이 투자 지출과 같아지도록 할인

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한편, 민감도 분석은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어

느 한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그 투자안의 순 재가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

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농업개발 기 진출 기업  성공 으로 정착하고 있는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사업타당성 분석은 상

기 제시된 이론  틀을 기 하되, 인 이션, 국가신용도 등 투자 리스크

를 유발하는 변수도 고려하여 보다 엄 하게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했다. 

업체별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돌나라 한농복구회의 라질 해외농업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NPV(355억1,600만원)>0, IRR(12.60%)>9.33(WACC)로 도출되어 본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자본회수기간은 9.47년이 소

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출액  운 비 변동률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매출액이 20% 

상승할 경우, IRR은 20.5%로 Base보다 7.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액이 base보다 9.0% 이상 감소하면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운 비가 20% 감소할 경우, IRR이 17.6%로 base 비 

5.0%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운 비가  수 에서 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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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증가할 경우, 가 평균자본비용(WACC, 9.3%)을 하회하여 투자안은 기

각되었다.  

  라질의 국가신용도(Country Risk)를 고려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라

질의 재 국가신용도 평가등 (B2)일 경우, NPV가 250억5,800만원으로 

‘0’보다 크고, IRR이 12.72로 가 평균자본비용(10.30)을 상회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라질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재 수

(B2)에서 1단계 강등될 경우, NPV(174억100만원)>0, IRR(12.81)>가 평균

자본비용(11.07), 2단계 강등될 경우, NPV(98억6,400만원)>0, IRR(12.91)>

가 평균자본비용(11.89)로 나타나, 라질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낮아

지더라도 사업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출액  투입비용 변화

율에 따른 라질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별 사업타당성의 임계수 은 국가

신용도 평가등 이  수 (B2)일 경우, 매출액 6% 이상 감소, 운 비 8% 

이상 증가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별로는 1단계 강등 시(C1), 매출액 4% 

이상 감소, 운 비 5% 이상 증가, 2단계 강등 시(C2), 매출액  운 비 각

각 3% 이상 감소, 4% 이상 증가하면 IRR이 가 평균자본비용을 하회하여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결

과, NPV(183억3,500만원)>0, IRR(19.58%)>6.15(WACC)로 도출되어 본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자본회수기간은 7.60년이 소

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출액  운 비 변동률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매출액이 20% 

증가할 경우, IRR은 41.7%로 Base보다 22.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액이 base보다 8% 이상 떨어지면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 매출액이 10% 이상 떨어지면 마이 스 수익률이 나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 비가 20% 감소할 경우, IRR이 39.8%로 base 

비 20.3%p 증가하여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운 비가  수 에서 9% 이상 증가할 경우, 가 평균자본비용(6.15%)을 

하회하여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운 비가 13% 이상 

증가할 경우, 마이 스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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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Country Risk)를 고려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수 (D1)일 경우, NPV가 76억 

7,800만원으로 ‘0’보다 크고, IRR이 19.76로 가 평균자본비용(12.42)을 상

회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재 수 (D1)에서 1단계 강등될 경우(D2), NPV(66억700만원)>0, 

IRR(19.78)>가 평균자본비용(13.25)으로 나타나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었

다. 더욱이 평가등 이 2단계 강등될 경우(E)에도 NPV가 53억700만원으

로 ‘0’보다 크고, IRR은 19.80로 가 평균자본비용(14.33)을 상회하여 캄보

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낮아지더라도 사업타당성은 유지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별 사업타당성의 임계수

은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수 (D1)일 경우, 매출액 4.6% 이상 감소, 

운 비는 5.2% 이상 증가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로는 1단계 강등 시(D2), 

매출액과 운 비가 각각 4.1% 이상 감소, 4.7% 이상 증가, 2단계 강등 시

(E), 매출과 운 비가 각각 3.7% 이상 감소, 4.0% 이상 증가하면 IRR이 가

평균자본비용을 하회하여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 2개 업체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정 으로 평가되었다. 

한 국가별 국가신용도 평가등 (Country risk)을 반 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 건 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액 감소, 운

비 증가,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본 사업의 수익성은 낮

아진다. 즉, 매출액 감소, 운 비 증가, 국가신용도 평가등 의 강등에 의해 

투자안이 기각되는 IRR의 임계 수 이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리스크

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 인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

요하다. 

  (사)돌나라 한농복구회의 라질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생산된 곡물을 지

에서 량 매하고, 수출은 배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김용택 외(2010)에 의하면, 라질은 유통, 수출이 곡물 메이

에 의해 장악되고 있어 생산된 곡물의 독자 인 국내 반입이 어려운 상황이

다. 만약 본 사업에서 국내 반입을 고려할 경우, 산지유통으로부터 수출에 이

르기까지 일 된 시스템 구축에 엄청난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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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게 볼 때,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

을 통한 식량 자원의 가용성(availability)을 높이기 해서는 지 기업농과 

계약을 맺어 곡물을 우리 주도로 물량을 확보하고, 유통, 수출 분야에 교두보

를 확보하는 등 단계 인 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농림수산식품

부, 농수산물유통공사, 곡물 실수요자, 해운회사 등 각 기 의 긴 한 력이 

요구된다.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지 농가와 조합을 형

성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즉, 원활한 물량 확보를 

해서는 지 농가와의 긴 한 력이 필요하다. 한 옥수수의 생산성은 

개간된 농지의 비옥도, 농가의 재배 기술, 기상여건 등에 의해 좌우되며, 

목표 수매 물량을 원활히 확보하려면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만약 지 농가의 계약 기, 경쟁 업체 진출에 따른 거래교섭력 약화, 옥

수수 생산성 하 등으로 연차별 목표 수매 물량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이는 매출액 감소에 인 향을 미친다. 한 최근 캄보디아는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 등으로 인 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고, 옥수

수의 국내 반입을 한 해상 운임의 증가는 업체 경 에 부담을  수 있

다. 더욱이 낙후된 도로, 기, 용수 등의 사회 인 라는 비용 부담을 더욱 

가 시켜 투자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진출 사업은 안정 인 계약물량 확보와 열

악한 사업 인 라에 따른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건이다. 하지만 

이와 련된 문제들을 민간 기업이 독자 으로 감당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히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해외농업 

개발에 있어 지 정부와 상력이 상 으로 높고, 개도국원조 사업

(ODA)와 연계하여 개발자  동원력과 해외원조사업의 시 지 효과를 창출

할 가능성이 높다(김용택 외, 2010). 이러한 장 을 활용하여 낙후된 도로, 

기 등 사업 인 라를 개선하여 진출 업체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

다. 진출 업체는 지 농가와 계약 계하에 물량을 안정 으로 확보해야 

국내 도입 시 운송비 등을 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의 연착륙을 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재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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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업 주체가 되고 정부는 조사  융자사업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사업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살리는 동시에 앞

서 언 한 식량안보, 문성, 신뢰도 문제 등을 보완하기 해서는 해외농

업개발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하는 이른바 ‘공공형’을 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추진 주체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재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인 해외자원개발 사업, ODA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등 3가지 국책

사업은 상호 연계 추진할 경우 엄청난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셋

째,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자  지원을 확 하고, 정부 융자 상 품목  시

설에 한 범 를 보다 확 하여 진출 기업들이 융자 목 을 훼손하지 않

는 범  내에서 탄력 으로 자 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시사

  해외농업개발의 목 은 국제 곡물 가격 폭등 등 상치 못한 기 상황

에 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안정 으로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다. 

한 이러한 공익  기능과 함께 사업 주체의 수익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수

익성이 보장되려면, 해외농업개발은 재 국내에서 수입되는 곡물 가격보

다 더 낮은 가격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주요 곡물메이  업체들

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우 를 확보하는가가 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

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해외농업개발은 규모 투자자 이 요구되는 

장치산업이므로 장기간․고 험․ 수익률 사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게 때문에 민간 기업이 독자 인 힘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한 해

외농업개발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부분의 진출 기업이 곡물을 

국내로 도입하는 것보다 지 내수 매에 의존하는 것도 수익성의 문제와

무 하지 않다. 

  (사)돌나라 한농복구회  충남해외농업개발의 해외농업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는 정 으로 평가되었다. 한 국가별 국가신용도(Country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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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 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 건 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액 감소, 운 비 증가, 국가신용도 평가등 의 강등에 의해 투자안

이 기각되는 IRR의 임계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업체가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사업의 연착륙(Soft landing)을 도모하기 해서는 진

출 국가별 특성에 맞는 략  근이 필요하다. 

  (사)돌나라 한농복구회의 경우, 농장형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질은 농지가 풍부하고 상 으로 지가가 렴하여 생산기지를 

확보할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통 으로 곡물메

이 가 유통과 물류를 잡고 있어 생산된 곡물의 국내 반입 등이 어려워 신

규 진입에 매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물류 기반이 낙후되

어 매우 취약하다. 하지만 이러한 곡물메이 가 강세인 지역에 일본이 진입

하여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도입을 한 

유통 채 은 단기 으로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장기 으로는 합작투자의 

형태를 띠며 유통형으로 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독자 인 체제 구축을 

한 마스터 랜이 필요하다. 독자 인 추진 체제를 해서는 자 이 많이 소

요되며, 가치사슬의  단계에 한 통제  리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 추진 주체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공동형으로 그리고 통제 리 주

체는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형의 근이 필요하다. 

  캄보디아의 경우, 베트남, 태국 등에 비해 토질이 우수하고, 캄보디아 정

부는 해외농업투자에 해 매우 우호 이므로 투자 상지로 합하다. 국

유지의 장기임 (최  99년, 갱신 가능)가 가능하고, 단순기술 가미(볏짚 

멀칭 등)에도 생산성이 매우 높다. 캄보디아에서 국내에 도입되는 옥수수

는 국내산보다 생산비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미국산에 비해서도 양과 

품질, 그리고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캄

보디아의 해외농업개발은 사업 기에 농업생산기반사업에 막 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인 수익성 확보를 기 하기 어렵다. 투자한 자본의 

회임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 민간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이유로 충남해외농업개발은 사업 기에 농장형으로 진출하 으나, 재는 

유통형으로 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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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안정 인 계약물량 

확보, 열악한 사업 인 라  체제 불안정에 따른 국가  험도(Country 

Risk)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건이다. 하지만 이와 련된 문제들을 민

간 기업이 독자 으로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

담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토지개발방법과 이용권 확보 등의 문제에 한 

지 정부와의 상력이 높고, 개도국원조사업(ODA)과 연계하여 개발자

 동원력과 해외원조사업과의 시 지 효과 창출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장 을 활용하여 낙후된 도로, 기 등 사업 인 라를 개선하여 진출 업체

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진출 업체는 지 농가와 계약 계하

에 물량을 안정 으로 확보해야 국내 도입 시 운송비 등을 제하고 경쟁력

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라질  캄보디아 진출 기업의 해외농업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 로 원활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 민간 기업이 사업 주체가 되고 정부는 조사  융자사업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사업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의 효율성

을 살리는 동시에 앞에서 언 한 식량안보, 문성, 신뢰도 문제 등을 보완

하기 해서는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하는 이른바 ‘공공형’을 

극 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정부는 단순히 민간 심의 해외

농업 개발보다 민․ 이 력하는 공익형 해외농업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민간형과 공익형은 각각 장단 이 있으나 해외농업 개발이 가지는 재원 조

달  정치․외교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공공부문과 민간이 력하는 

체제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매우 효과 인 방식이 될 수 있다. 

  둘째, 사업 추진 주체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재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인 해외자원개발 사업, ODA사업, 해외농업개발 사업 등 3가지 국책사업

은 상호 연계 추진할 경우 엄청난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이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연계성 없

이 독립 으로 추진됨으로써 상당한 재원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3가지 사업을 연계 추진할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여 사업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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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을 극 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해외자원 

확보 사업에는 연간 7,000억～8,000억원 규모의 산이 지원되는 데 반해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한 정부지원은 연간 300여억원에 불과하여 매우 열

악한 수 이다. 즉, 해외농업개발 지원자 은 행 농지 리기 의 일부를 

정부융자에 사용하게 하는 방식에서 ‘해외농업개발  력기 ’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할 필요가 있다. 기 이 조성되기 까지는 융자

액의 상향 조정과 이자율  거치기간 등 융자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 정부 융자 상 품목  시설에 한 범 를 보다 확 하여 진출 기

업들이 융자목 을 훼손하지 않는 범  내에서 탄력 으로 자 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부록 1

COMFARⅢ 분석 결과(Baseline)  단계별 FS 스캔 자료

1. COMFARⅢ 분석 결과(Baseline)

1.1. 돌나라 한농복구회

1.1.1. Profit and loss statement(Income statement)

단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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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NPV, IRR

단 : 천원 

1.1.3. Paybeck year

1.1.4.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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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충남해외농업개발

1.2.1. Profit and loss statement(Income statement) 

단 : 백만원

1.2.2. NPV, I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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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Paybeck year

1.2.4.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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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FS 스캔(교육자료)

2.1. 초기화면

2.2. Project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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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lanning Horizon

2.4.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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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urrencies

2.6. Dis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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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Fixed Investment Costs

2.8. Produc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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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Indirect Costs

2.10. Sale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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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Working Capital

2.12. Source of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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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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