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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11년 7월 이후 유럽발 융 기 향으로 지난 3개월간 국제식량가격

이 다소 하락하 지만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홍수를 계기로 다시 오르면서 

 세계는 2008년에 발생한 로벌 식량 기가 재발하는 것이 아닌지 우

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 여러 나라는 국제  공동 응과 함께 자국의 

식량자원 확보에 최 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로벌 식량 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비하여 여러 식량안

보 책을 극 마련하고 있지만, 국제 으로는 식량 기의 원인을 제공하

고 있는 곡물의 바이오 연료 사용, 곡물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 투기성 자

본의 유입 등에 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

어 실효성 있는 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우리나라가 마련하고 

있는 국내 책도 아직 시행 기에 있어 즉각 인 효과를 기 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연구를 통해 식량안보와 식량자원 확보를 한 해외농업개발의 략을 

수립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로벌 식량 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

토해 보고, 해외농업개발이 식량안보 책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인

지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의 해외직 투자와 해외농

업개발사업의 실태를 악하고 련 정책과제를 도출해 보며 국, 일본, 

동국가들과 같은 량 식량 수입 국가들의 경우 해외농업개발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인 시

행을 하여 해외농업개발 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농업개발

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 다.

  이 보고서가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련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 담당자

에게 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 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해외농업진출기업 련자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1.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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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8년에 발생한 로벌 식량 기 이후 경제 력개발기구(OECD)와 유

엔식량농업기구(FAO) 등 여러 국제기 은 이제 식량을 싼 가격에 얻는 시

는 지났고, 향후 수십년간 수시로 식량가격 등을 경험할 것으로 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들이 해외에서 농지를 확보하기 한 경쟁

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으로 농지 확보를 비롯한 해외농업개

발투자에 경쟁이 확산되는 시 에 해외농업개발과 련한 자본과 문지

식이 제한된 우리나라가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해외농업개발을 보다 

략 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해서는 해외농업개발의 략과 

성공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식량안보와 식량

자원 확보를 한 해외농업개발 략을 수립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

공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로벌 식량 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견하게 되면 이에 응하는 식량

안보 책이 필요하게 된다. 재 로벌 식량 기에 응하는 국제 식량안

보 책으로는 긴 구호지원의 확 , 바이오연료정책의 재검토, 공정한 무

역정책의 시행, 제2차 녹색 명의 시행, 사회 안정망 투자의 확  등이 있

다. 그러나 로벌 식량 기 해결에 핵심이 되는 바이오 연료정책의 검토

나 수출국들의 수출제한조치에 한 논의는 기본 원칙만을 천명하는 수

에서 끝났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국제 책을 기 하기보다 국내정책으로 

조정 가능한 책을 잘 수립·운 하는 것이 로벌 식량 기에 보다 실

으로 응하는 방안이다.

  재 국내 식량안보 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국내생산의 확 , 비축

제도, 국가곡물조달시스템, 해외농업개발, 선물거래 확 , 장기계약 확 , 

음식물 쓰 기 축소 등이다. 특히 국내 생산의 확 는 우선 으로 시행해

야 하는 과제이지만 국내 경지면 과 정부 재정을 고려하면 국내 생산의 

확 를 통한 식량안보 응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실 인 식량안보 책은 국내 생산 확 와 더불어 식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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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정되게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로벌 식량 기 상황에

서도 식량을 안정되게 수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은 해외농업개

발의 확 , 국가식량조달시스템의 구축 등이다. 비록 선물거래의 확  등

이 보다 효율 인 책이지만 이는 국제곡물시장이 정상 으로 거래된다

는 제에서 가능한 책이다. 식량안보 책이라면 국제곡물시장이 작동되

지 않는 경우에도 식량 공 이 가능하도록 해외 식량공 선을 확보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의 확 와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로벌 식량 기 이후에 해외 곡물을 보다 안정되게 확보하

기 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 으며, 이후

에 해외농업개발정책을 본격 시행하 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2009. 6)’은 농림수산식품부가 3년마다 10년 단 로 수립하는 해외농업개

발에 한 장기 이고 종합 인 기본계획이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이후에 시행된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농업개발 10개년 이후 정부의 정책

자 을 받아 진출한 지역들은 주로 체제 환국가이다. 둘째, 정부의 자  

지원이 식량안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지원의 우선 순 가 곡물 생

산에 놓여 있다. 셋째, 진출기업의 부분은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를 택

하 다. 넷째,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최종 목표가 해외에서 생산된 것을 국

내로 반입하거나 일차로 해외 지 매를 우선 고려하는 기업들이 많다. 

다섯째,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을 확보하는 유통형보다 국내 기업이 

지에서 직  생산하는 생산형의 비 이 높다. 여섯째, 해외농업개발 진

출 기업들은 자  규모, 자  지원조건, 문인력 확보, 련 법과 제도에 

한 정보, 련 농업기술 지원, 외교 지원, 농업 인 라 등에서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런 특징을 볼 때 재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소

규모로 시행되고 있으며, 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며, 

상 으로 고 험 투자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정책자

의 지원 조건도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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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개발 략을 수립함에 있어 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1) 

품목별(옥수수, 콩, )로 진출 지역을 선정하는 일(생산입지의 선정과 진

입시장의 선택) (2) 우리나라가 해외농업개발로 확보해야 할 물량( 체 해

외농업개발 목표 물량  지역별 목표 물량)과 진출방법을 정하는 일(진출

방법의 선택) (3)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

성을 유지할 수 있는 략을 수립하는 일(통제와 리), (4) 해외농업개발을 

활성화하기 한 정부의 지원 략(정부 지원 략)을 수립하는 일 등이다.

  품목별로 우선 진출할 지역들은 옥수수의 경우 아르헨티나와 라질을 

우선 설정할 수 있다. 콩의 경우는 라질, 라과이, 아르헨티나, 미국, 연

해주 순서로 진출 지역의 우선 순 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의 경우는 호주 

다음으로 캐나다와 러시아 등을 선정할 수 있다.

  통일 이후의 북한 식량 수요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확보

해야 할 물량은 략 1,800만t에서 2,000만t 내외로 추정된다. 따라서 해외

농업개발 목표 물량은 수입 수요량의 10%인 180만∼200만t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순히 생산형만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한다고 할 경우 세계 

곡물 평균단수를 3t/ha로 가정하면 해외에서 확보해야 할 농지는 략 60

만∼67만ha에 달한다. 해외농업개발의 목표 물량을 200만t으로 가정할 경

우, 옥수수의 해외농업개발목표 물량은 120만t, 의 물량은 50만t, 콩은 

30만t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을 개발하기 해 필요한 것이 로벌 가치체

계를 인식하고 가치체계를 구성하는 경로를 악하여 각 단계별로 비용과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며 얼마만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지를 조사하는 것

이다. 한 각 단계에서 어느 주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지를 악해야 한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선도 기업들이 어떤 경 략

을 수립 운 하는지를 벤치마킹하며, 해당 산업에 한 SWOT 분석을 통

하여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비교우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진출 기업들이 로벌 가치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고 수익을 창출하

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

한 략으로는 먼  자본과 기술  경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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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우선 진출하는 략, 추진 주체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투자방식은 합작투자  통합형 략, 해외농업개발

과 국제농업개발 력의 연계 강화 략, 가치사슬 단계에서 단계 으로 기

능⋅역할  투자를 확 하는 략, 정부의 체계 인 지원 략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농업개발 기 진출 기업  성공 으로 정착하고 있는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사업타당성 분석은 경

제이론에서 제시된 이론 틀을 기 로 하 으며, 인 이션, 국가신용도 등 

투자 리스크를 유발하는 변수를 고려하여 보다 엄 하게 실시하 다. 2개 

해외농업개발 진출 업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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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명되었다. 한 자본 회수기간은 9.47년으

로 도출되었다. 라질의 국가신용도를 고려할 경우 재보다 라질의 신

용도가 2단계 강등되더라도 (사)돌나라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사업성이 유

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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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해외농업개발사업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자본 회수기

간은 7.6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국가신용

도를 고려할 경우 (사)돌나라의 해외농업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의 국가신용도가 재보다 2단계 하락하더라도 이 사업은 사업성을 확보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모델 개발을 하여 해외농업

개발사업의 유형을 (1) 직 단독투자 (2) 합작투자(joint venture) (3) 인수

합병(M&A) (4) 계약 농(Contract Farming) (5) 임 와 경 계약 농 (6) 

후방산업과의 연계모형 (7) 포  모형 등 7가지 유형을 제시하 다. 

  국내 기업이 상기 해외농업개발유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재 해외농업개발을 하여 해외로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분은 직  단독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게 단독투자를 택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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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투자 상국에서 한 합작 트 를 찾지 못하 거나, 합작법인을 

만들었을 때 여러 이유로 인하여 합작법인에 한 통제 리가 어렵기 때

문이다. 그러나 단독투자는 합작투자에 비하여 투자의 험성이 높기 때문

에 해외농업개발 상 지역으로 국가 험도가 높은 국가를 선택할 때에는 

먼  지 합작법인의 설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합작투자 모형은 소농들로 하여  농기업회사의 경 활동에 주도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단 1회의 보상이나 지  는 농

장 매가격의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 된 경 이익에 한 분배참

여권을 제공한다는 에서 매력 이다. 그러나 합작투자가 성공 으로 정

착하기 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이며 올바른 사업수행체계와 법

률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많은 해외농업개발기업들은 빠르게 해당 시장에 진입하기 하여 

인수합병방식을 택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하

여 인수합병방식을 극 활용할 정이다. 미국 등 해외의 곡물유통시장에 

빠르게 참여하기 하여 주요 곡물 수출국의 곡물회사를 인수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효과

으로 기존 곡물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느냐에 달려 있다. 

  넷째, 계약 농은 1930년 와 1940년 를 거쳐서 북미와 서유럽지역에

서 범 하게 채택되었던 농 방식으로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역, 즉 농작물과 과수, 채소 분야, 가 , 낙농 분야  수산 분야까지 다

양한 형태로 발 하 다. 특히 계약 농은 계약된 수매자 이외의 다른 

안 시장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패되기 쉽고 노동집약 인 작물 

생산에 효과 인 생산체계이다. 계약 농은 농기업과 소농 간 거래교섭력

불균형 시정, 거래비용의 축소 등과 같은 장 을 지닌 반면, 소농들의 계약

생산의 불이행 가능성, 높은 리비용의 발생 가능성, 농기업의 시장 조작 

가능성 등과 같은 단 들도 있다.

  다섯째, 임 와 경 계약모형은 농장경 회사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빌

려서 농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임 계약은 고정 지 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 인데, 경 계약은 다양한 이윤분배모형에 기 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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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 임 와 경 계약은 토지 소유자와 농장 경 자 

간의 다양한 수익과 험배분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임 와 

경 계약 모형들을 용하여 경 하는 농장경 약은 농지 소유자와 농

장경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미국, 라질, 호주, 캐나다, 남아 리카 등지

에서 지배 인 경  형태이다. 

  여섯째, 후방산업과의 연계 모형에서 농기업들은 농업생산활동에 

한 직  참여 없이 농산물 공 사슬의 처음과 끝 부분에서 소농의 생산활

동에 기여하면서 사업기회를 찾는다. 방흐름의 는 종자, 비료, 농약, 

미소(微 ) 융, 보험, 자문 등 생산자재와 사업서비스의 공 활동과 련

한 활동이고 후방흐름은 특화된 도매와 소매유통  가공활동과 련한 활

동이다. 후방산업과의 연계모형은 고부가가치의 틈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제공, 지역경제의 활성화  여성 취업기회 확  등과 

같은 장 이 있는 반면, 지역의 통 인 소규모 기업의 붕괴, 지역 경제의 

불안정성 유발, 통시장의 퇴출 등과 같은 단 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방산업과의 연계모형에는 소규모 농가가 국제시장의 표 에 근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한 꾸 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최근 해외농지 확보 경쟁이 확 되면서 국제사회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에 있어서는 국제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투자 원칙을 존 하면서도 투자사업의 경제성과 식량안보잠재력 향

상 등 공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천 인 사업모델의 개발과 용이 필

요하다. 과거에는 규모 토지 확보를 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포 인 

농업투자방식에 한 심은 상 으로 었다. 포 인 농업투자방식은 

외부의 농업투자주체와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  지역사회와의 동 농업

개발방식이 주류를 이루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계약 농조직 형태나 합작

투자, 투자 주체와 지역사회와의 경 계약, 그리고 새로운 공 사슬형성 

등의 형태들이 포함된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한 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과 2008년에 있었던 로벌 식량 기와 최근 식

량가격의 등을 계기로  세계는 식량안보 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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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 일본, 동국가 등과 같은 규모 식량 수입국가  규모 민

간 문투자운 회사들이 앞을 다투어 해외식량자원 확보와 해외농업개발

에 규모 투자를 확 하고 있어 문 인력이나 자본 등이 부족한 우리나

라는 우선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에 한 인식 환이 필요하다. 국과 

일본, 그리고 동국가들이 국부펀드과 종합상사 등을 통하여 방 으

로 해외농업개발을 확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해외농업개발에 

한 부정  측면이 강조되고 련 투자도 소극  투자로 일 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을 한 정책 개발에 앞서 왜 

식량안보가 요하고 해외농업개발이 필요한지 인식의 환이 필요하다.  

  둘째, 농식품산업 해외직 투자에 있어 식음료 제조업체나 종합상사의 

략  투자 확 가 필요하다. 식량자원의 실수요자라 할 수 있는 식품업

체나 종합상사들은 아직 해외농업개발투자에 소극 이다. 최근 일부 규

모 식품업체나 종합상사들이 해외농업개발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에 있지만 보다 극 으로 해외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해외농업개발 련 정책 수립에 있어 다양한 해외농업개발 진출방

안을 제시하는 보다 다양한 정책 로그램의 운 이 필요하다. 해외농업개

발투자 시 직  생산을 통하여 경 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되지만 실 으로 토지 이용이나 직  경작에 있어 많은 어려

움이 따르는 것을 고려할 때 유통형 투자의 비 을 높여야 한다. 한 지

분 참여가 경 권 확보에 안정 일 수 있으나, 반드시 지분 투자의 형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지 기업과의 강력한 트 십 구축, 장기 공  계

약, 계약 재배 등도 해외농업개발투자의 일환으로 고려하는 략  추진이 

필요하다. 한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해서는 농산물 재배 이외에도 연

 산업에 한 다양한 투자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식

품 련 기술 개발에 보다 극 인 투자가 필요하며, 생산기술뿐만 아니

라 해외진출 략, 업 략, 재무 리 략 등과 같은 분야에 문 인력

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에 한 투자 집

도가 매우 높고 향후로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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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역별 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생산 환경, 시장 규모, 시장 특성에 따른 차별화한 지역별 해외

농업개발 략이 필요하다. 태국 CP사의 미국시장 진출 실패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  많은 농식품 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있어 실패한 경

험이 있다. 따라서 진출 국가에 한 충분한 사  조사와 진출 목표국가의 

선정, 차별화한 진출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해외

시장에 한 체계 인 정보수집/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해외농업개발사업 운 에 있어서는 보다 지화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농식품산업은 지의 노동력을 우선 활용해야 하며, 특히 농지 개

발의 경우 신식민주의라는 부정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 문

화 수용과 지역사회 기여를 통하여 사업의 지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

주해야 한다.

  한편, 농업 부문은 경제성과 더불어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국가  

요성이 높은 산업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에 극 지원

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책은 첫째, 해외농업개발에 

한 다양한 지원이다. 정책자 의 규모를 확 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성공불 융자 등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을 통한 민간 자본의 참여 유도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해

외진출기업에 한 세제 혜택, 농업  련 산업의 녹색 산업 지정, 자연재

해 발생 시 손실 보  등 다양한 제도·정책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농업개발을 통하여 생산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해외생산비용을 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 매출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지법인의 매출은 지에서 부분 이루

어지고 있어 국내로의 도입 효과는 크지 않다. 국내 도입이 극 이루어지

기 해서는 정책 으로 생산비와 운송비를 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도 있다.

  셋째,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등 ODA와 연계한 해외농업개발을 차 

확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 리카와 동남아시아국가들의 농업개

발 잠재력이 크므로 농업개발모델을 이용한 극 인 투자 지원이 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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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한 최근 정부의 극 인 지원하에 공기업들이 직  해외에서 

석유, 가스, 물 등 에 지 자원 개발을 늘리는 것과 같이 공공 부문을 통

하여 해외농업개발투자를 확 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사업 추진 방식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 진행되고 있는 민

간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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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의 장 을 가미하는 이른바 ‘공공형’을 극 으

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추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재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인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국제농업개발 력사업을 

상호 연계·추진하여 이들 주요 국정과제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요

하다. 

  여섯째,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자원 확보 

사업에는 연간 7,000억～8,000억원 규모의 산을 지원하는 데 반해 해외

농업개발사업에 한 정부 지원은 연간 300여억원에 불과하다. 해외농업개

발의 후발국으로 선두주자들을 따라잡기 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해외농

업개발기 ’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에 한 직  지원 강화 외에도 

사업 상국가가 필요로 하는 농업·농  분야에 한 체계 이고도 지속

인 개발 력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 국의 농업·농 문제 해

결에 보탬이 되어 양국 간 계가 상생 계라고 인식될 때 비자기간 연장

이나 통  지연, 세 이외에 별도의 비용 요구 등과 같은 진출기업의 노

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보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일곱째,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반입되는 농산물은 최소시장 근 규정에 

의해 율 세로 의무 수입하는 물량의 일부를 할당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기 으로는 콩과 옥수수에 세 수 을 폭 낮추는 것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고용 책 간 연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

다. 농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문성을 갖춘 고  인력들이 50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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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직을 하게 되고 이  상당수가 유휴 인력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정

부가 이들 유휴 인력의 문 분야를 악한 후 인력풀로 이른바 ‘해외농업

기술지원단’을 구성·운 하면 분야별 문가를 필요로 하는 민간기업과 고

용을 창출·확 해야 하는 정부 모두가 혜택을 입는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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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for Food Security

  After the global food crisis in 2007 and 2008, world grain prices have rap-
idly soared. This brought about significant influences on global economy 
causing the ‘agflation’ phenomenon which describes inflation led by rises in 
agricultural commodity prices. The world grain market is also unstabilized 
by uncertain changes in weather and productions. Since Korea is one of the 
huge food import countries, food security has become one of serious chal-
lenges to Korea.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is emerging as one of 
promising policy options to stably secure foods.
   This is the third and final report which is a third year report of the 
three-year research. This study has tried to seek an alternative model and 
policy to establish an effective operating system fo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given that Korea's entry into this field is relatively 
new and competition ove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is getting in-
tense around the world. Additionally, the study suggested a model and 
strategies fo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reviou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bout several issues as follows:
   In the first year research, the study attempted to provide a future direc-
tion and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by grasping 
the historical progress and constructing a reasonable definition of the inter-
nat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ossibilities of the oversea agricultural development in Russia, Brazil, 
Myanmar, and Cambodia. Especially, the conceptual scope of oversea agri-
cultural development includes physical and economic access to safe, suffi-
cient, and nutritious food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a food security 
system.
   In the second year research, the study focused on evaluating the im-
plementation of a 10-yea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lan. In ad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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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the second year study provided necessary complementary measures 
and developed a new food security index to consider some elements influ-
encing the world food supply & demand and th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final year research, the study provided action plans for promoting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by regions, commodities, and types by 
reviewing successful private companies' strategies and evaluating their busi-
ness models and analyzed the economic feasibility studies by analyzing fi-
nancial statements and business performances. Finally, Based on the vari-
ous results, the study drew up various desirable business models for suc-
cessful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Researchers: Yong-Taek Kim, Byeong-Ryul Kim, Byoung-Hoon Lee,  
Ik-Su Jun, Jong-Yeol Yoon, Ja-Hye Min, Jeong-Seung Kim, Jin-Keun 
Seong, Wan-Bae Kim, Jong-Ho Kim
E-mail address: yong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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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2011년 7월 이후 3개월간 국제식량가격이 하락하 지만 최근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홍수를 계기로 다시 오르면서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망된다. 유엔식량농업기

구(FAO)는 지난 세계 식량의 날1에 ‘식량가격: 기에서 안정까지’를 주제

로 선정하 다. 이 게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식량 문제를 안정시키기 하

여 강한 의지를 표방한 것은 역설 으로 세계 식량 문제의 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다. 이미 포사이트(Foresight)2, 경제

력개발기구(OECD),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 들은 이제 식

량을 싼 가격에 얻는 시 는 지났고, 향후 수십년간 수시로 식량가격 등

을 경험할 것이라고 망한 바 있다.

  이에 국, 일본, 동국가와 같이 식량을 량으로 수입해야 하는 국가

들은 국 기업을 통하여 해외 농지를 확보하거나,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

발을 통하여 식량자원을 보다 안정 으로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한 국제 인 형 민간투자 문회사들도 투자포트폴리오의 일

환으로 세계 곡물 투자를 확 하고 동시에 해외농지확보 경쟁에도 참여하

1 2011년 세계 식량의 날은 10월 16일이었음.

2 국의 표 인 싱크 탱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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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듯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다시 등하자  세계는 2008년에 

발생한 로벌 식량 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으

며, 련 비책으로 자국의 식량안보와 식량자원 확보에 최 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다시 로벌 식량 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랑스 사르

코지 통령은 G20 의제로 식량안보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 다. G20 재무

장 회의에서는 식량가격의 변동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그룹을 구성하고, 

선진국의 과잉 투기자본이 국제곡물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에 한 감시체

제를 정비하기로 합의하 다. 우리나라도  이외의 곡물에 한 비축제도

의 운 , 곡물조달시스템의 구축, 해외농업개발의 확  등 과거와는 달리 

식량안보 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로벌 식량 기에 한 국내외 책들이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국제 으로는 식량 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곡물의 바이오 연료 사용, 

곡물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 투기성 자본의 유입 등에 하여 세계 여러 

나라(미국, 러시아, 라질, 아르헨티나, EU 등)들이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국제 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외의 

곡물에 한 비축제도 시행,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해외농업개발 확 , 

조기경보시스템 운  등 다양한 식량안보 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시

행 기에 있어 즉각 인 효과를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계 으

로 농지 확보를 비롯한 해외농업개발투자에 한 경쟁이 확산되는 시 에 

해외농업개발과 련한 자본과 문지식이 제한된 우리나라가 성과를 높

이기 해서는 해외농업개발의 효율  운 체계 확립이 필수다. 즉, 그동

안 시행해왔던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 으

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국가곡물조

달시스탬 구축과 연계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시행,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하

는 기업에 한 종합 자 지원제도의 운 , 조기경보시스템을 운 하기 

한 세계식량수  정보체계 확립 등을 보다 극 검토 운 해야 할 때이다.

  한편 로벌 식량 기에 응하는 방안으로 해외 농지 확보는 국제 으

로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해외농지확보에 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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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쟁으로 인하여 국제 으로 농지 수탈(Land Grab) 논란이 확 되자 

이에 한 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정상회

의(2009. 11)에서는 해외 농지 확보와 련하여 일년 이내에 해외 농지 투

자에 한 국제규범(Code of Conducts for Foreign Land Investment) 제정

을 합의하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외농업개발투자에 한 규범을 제

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 으로 식량 수입국의 해외 농지 확보는 크게 신식

민주의(Neo-Imperialism)와 농지 수탈(Land Grab)로 보는 부정  시각과 

새로운 기회의 창출(New Development Opportunity) 는 국가간의 

(Win-Win) 략으로 보는 정  시각이 공존한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

투자가 투자 상국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투자 상국과 투자자 간 

계를 발 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요한 

시 이다.

  일반 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장기간 고 험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들 민간기

업들이 보다 효과 으로 해외농업개발에 참가하기 해서는 해외농업개발

에 한 성공 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을 수립

하려면 지역별․품목별․유형별 진출 략을 수립하는 한편,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들의 경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2010년(2차연도) 연구에서는 주로 지역별⋅유형별 해외

농업개발 진출 략을 수립하 으나 진출 기업들의 경 사례를 바탕으로 

한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이 개발되지 않았다. 동시에 유형별로 다양한 

해외농업개발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한 경제  타당성 분석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따

라서 사례 이나마 표 인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한 경제성 분석과 경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연도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하는 한편, 유형별 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이에 한 경

제성 분석과 경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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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식량안보와 식량자원 확보를 한 해외농업개발의 

략 수립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모델을 구축함에 있다. 구체 으로 3

차연도의 세부 연구목 으로는 첫째, 향후에 로벌 식량 기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로벌 식량 기의 가능성이 있

다면 여러 식량안보 책 에서 해외농업개발이 식량안보 책의 하나로 

활용할 만한지 그 의의를 살펴본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이상 농

식품분야에 있어 해외직 투자가 있었으며,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정부 정책사업의 하나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시

행되었다. 따라서 이들 농식품산업의 해외직 투자 실태와 정부 정책사업

인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아 과 동시

에 국, 일본, 동국가들과 같은 략 식량 수입국가들은 정책 으로 해

외농업개발을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알아보고, 재 두되고 있는 정책과

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도출한다. 셋째, 장기간 고 험사업으로 인

식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성공 으로 시행되기 해서는 어떤 해

외농업개발 략이 필요한지 그 략을 도출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농

업개발의 성공 모델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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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3.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해외직 투자에 한 선행연구들은 매우 범 하며 부분의 선행연구

들은 해외직 투자의 원인 규명과 효과 분석에 을 맞추고 있다. 각 선

행연구들에서는 해외직 투자의 원인을 문 인 생산기술과 문경 기

술 이용(수평  통합), 필요한 해외원자재 개발  해외시장에 한 지배권 

확보(수직  통합), 수입 세  기타 무역 제한 회피  생산보조 을 지

원받지 한 것, 해외과 시장으로의 진입, 해외기업의 매입으로 앞으로의 

경쟁 회피, 자  조달 능력 등으로 분석하 다.

  그러나 농식품 분야의 해외직 투자 연구는 상 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2007년 기   세계 농식품 분야 해외직 투자(FDI) 량은 320억

달러로 체 FDI 량의 2% 수 에 지나지 않아 체 FDI에서 농식품 

FDI가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낮고, 한 농식품 련 FDI 자료가 제한되

어 있는 다국 기업들에 의해서 FDI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농식품 FDI를 다룬 주요 논문들로는 Paul Riethmuller(1992), Yulin 

Ning and Michael R. Reed(1995), J.C. Bunhan and J.E. Epperson(1998), 

Peter D. Goldsmith and Thomas L. Sporleder(1998), Munisamy 

Gopinath(2000) Peter Walkerhorst(2001), Csaba Jansik(2003), W.H. Furtan 

and J.J. Holzman(2004), Elibariki Msuya(2007), Lucie Weissleder(2009), 

Patrick E. McNelis(2009) 등을 들 수 있다. 의 선행연구에서는 특정 국

가(일본, 미국, 유럽 등)들의 농식품 FDI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 다. 그러

나 최근 농식품 FDI가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종 의 효율성 추구

(efficiency seeking)나 시장 추구(market-seeking)와는 달리 식량안보나 재

정수익의 확보를 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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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외농업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일반 경제 련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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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을 바탕으

로 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체 으로 Boramy․권용 ․구승모(2009)는 캄보디아 캄 지역의 통

합식량안보사업(IFSP: Integrated Food Security Project)의 경제  타당성 

분석을 수행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사업 지역의 곡물생산성 분석, B/C 

ratio, NPV, IRR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 분석, 식량안보, 빈곤완화, 농가

소득 향상을 한 농업 정책의 시사 을 제시하 다. 분석결과 B/C ratio는 

1.68, NPV는 $407,490, IRR은 32.27%로 추정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

되었다.

  다음으로 김경덕 외(2009)는 경상남도의 러시아 연해주 농장 개발의 필

요성과 경제  타당성을 임차규모별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연해주 농장개발사업의 재무분석 결과, 재무내부수

익률(FIRR)은 14.07%로 도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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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망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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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의 연해주 

농장 개발이 안정된 사업으로 진행되기 한 방향으로는 지 사정에 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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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농업경 인 채용을 통해 투자 창기에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 

지 도시를 심으로 농업 련 네트워크 구축, 지 고용인들과의 유

계를 강화하여 지 법인의 조직력 극 화, 단계 으로 사업 규모의 확

를 꾀하는 보수  근이 필요하다고 하 다.

  UNIDO & 한상공회의소(2008)는 사업타당성 분석기법의 이론과 실제

를 제시하고, 실제로 사업타당성을 분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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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며, 주요 내용으로 바이오 디젤의 가격 형성과 시장을 분석하고 사료와 

부산물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필리핀 로젝트의 경우 손익분기 은 27.2

달러이고, 내부 수익률(IRR)은 12.1%로 추정하 다.

  한국농어 공사는 세계 주요 농업지 의 농업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국

가들(베트남, 우크라이나 등)의 농업정책, 농업 일반 황, 농업경제, 법률 

 제도, 농업토목, 유통․ 장․가공, 축산․사료, 무역․투자 등에 한 

농업투자환경조사를 통해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는 단체

가 해외 진출 시 할 수 있는 많은 문제 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 다. 

구체 으로 베트남 농업투자환경조사보고서(2009)에서 제시된 베트남의 

농업투자 련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과 농기계, 수확 후 리 기술, 농축수

산물 가공기술을 심으로 하여 진출 시 베트남시장 선  가능성이 높으며, 

과 련하여 기계화를 통한 생산 규모화, 수확 후 리, 가공  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화 농법인의 진출 타당성을 검토하 으며, 수산물가

공산업에 진출하여 미국 등으로의 우회수출 진기지로 활용 가능하다고 하

다. 그리고 베트남 농산물의 생산기반․유통구조․물류시스템이 낙후되

어 직  투자하는 것은 험 부담이 크므로 농산물 가공  장사업에 단

계  근이 필요하다고 하 다. 베트남에 한 투자는 지인과 력체계

를 구축하는 방안과 기진출한 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하는 방안이 성

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사료원료의 연간 삼모작

이 가능하여 옥수수 개량 종자 보  확 와 외부 자본 유치로 생산성 향상

이 제될 경우 해외 사료자원 공  루트로도 진출이 유망하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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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농업투자환경조사보고서(2008)에서는 우크라이나

의 내부 정치  문제, 외환 기 등으로 인해 투자에 따른 환차를 면 히 

검토해야 하고 토지개 , 조세, 투자 인센티  등과 같은 제도 인 면도 고

려할 것을 제시하 다. 그리고 로를 고려하여 투자를 해야 하고, 내수시

장이나 유럽시장을 목표로 할 것을 제안하 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창고, 

장시설을 통한 농축산물 유통 부문의 투자가 유망하고 식품가공시설이 

부족하므로 농축산물의 가공산업도 망이 좋다고 하 고 시설농업을 통

한 과수, 채소, 원 작물도 망이 좋다고 하 다. 한 지하경제 규모가 

크고 소비자의 구매력이 커 고품질의 농축산물 유통도 가능하다고 하 다.

3.3.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의 경영성과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

구 검토

  해외농업개발 진출의 반 인 황에 한 검토는 꾸 히 수행되었으

나, 개별 으로 진출 기업 등 시행 주체의 경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아, 련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유병규(2001)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농장개발형과 개발수입형으로 나

어 유형별로 개 과정을 요약․분석하 다. 한 사업의 시행 주체를 정

부와 민간기업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지자체와 기업의 사례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그 에서도 지자체지원형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례

로 경상북도와 K 농조합법인의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시사 을 도출

하 다.

  개별 진출기업의 사례를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구 상

지역의 해외농업개발 황을 분석과 련해서 윤재희·강명구(2006)는 연해

주지역의 농업 부문에 진출한 농기업  단체의 투자 황과 계약형태 등

을 분석하 고, 김완배·김 수(2008)는 몽골지역에서 시행 인 한국농어

공사와 KOICA의 사업 진행 황을 제시한 바 있다. 제민·허가형(2010)

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여러 분야  농수산자원 분야의 황과 지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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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를 분석하 다.

  해외진출기업에 한 경 이론  근은 여러 경 학 련 문헌( , 

Hitt, Ireland, Hoskisson, 2010)에 소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진출

의 방법, 략  장단 에 한 논의들이 다루어졌다. 먼  해외 진출 방법

으로는 수출(Exporting), 면허(Licensing), 략  제휴(Strategic Alliances), 

인수합병(Acquisition), 벤처 설립(Greenfield Venture) 등에 한 방안들이 

다루어졌다. 다음으로 해외 진출에 한 인센티 로는 시장의 확

(Increase of Market size) 측면, 투자수익(Return on Investment)의 측면, 규

모의 경제와 지식의 경제(Economies of Scale and Learning) 측면, 지역입

지  측면(Location Advantage) 등이 소개되었으며, 해외문화  환경의 어

려움(Liability of Foreignness)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다루어졌다.

3.4. 선행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의 융

기로  세계 국가들의 해외직 투자 규모와 마찬가지로 농식품 분야의 

해외직 투자도 크게 었으나, 최근 다시 해외직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

다. 이 게 해외직 투자 규모가 늘고 있는 이유는 종 의 효율성 추구

(efficiency seeking)나 시장 추구(market-seeking) 이 외에도 식량안보나 재

정수익의 확보가 주요 요인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 차원에

서 국제식량 수 구조를 매우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것과 식량 확보를 새

로운 수익창출의 기회와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둘째,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들의 해외진출 략이 경제학 ·

경 학  검토에 바탕을 둔 진출 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농업개발은 투자 상국에서 직면할 수 있는 장

애요인 즉, 국별 험(Country Risk)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 상국의 농

업투자환경에 한 철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진출 기업의 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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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반 되고 있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제까지 정부 정책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해 온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실태를 객 으로 평가해 보고 향후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성공

으로 시행되기 해서는 어떤 보완 책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이론과 장을 모두 고려한 해외농업개발의 유형별․지역별 성공

모델을 개발하여, 해외진출기업들의 조직, 기구, 지원체계, 지 략 등에 

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첫째 해외 진출 농식품기업

이 해외직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농식품기업의 해외 진

출 진하는 요인을 구체 으로 규명하 다. 둘째, 품목별(옥수수, 콩, ), 

지역별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효과 인 해외농

업개발 시행 방안을 제시하 다. 셋째, 국제  토지 수탈 논의에 응하여 

국제  논의 동향과 일치되면서 국내기업이 효과 으로 해외농업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외농업개발 투자 규범을 마련한 이다. 넷째, 유형별

로 표 인 해외농업개발사업 사례를 선정하여 이 사업이 경제 으로 타

당한지를 분석해 보고 해외농업개발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도출한 것이다. 다섯째, 농식품 분야에서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을 성공 사례와 철수 사례로 구분하여 이들 경  사례를 분석한 후

에 성공요인과 철수 요인을 도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농업 진출 

략과 해외농업개발의 경제성 분석  경 성과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해외

농업개발사업의 성공 모델을 도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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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먼  식량안보 책으로 해외농업개발의 의의를 제시하기 

하여 식량 기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식량 기의 효과를 분석한 후 

재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의 식량안보 책을 검토한 후 이들 식량안보 책

의 효과를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식량안보 책으로 해외농업개발은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종합 제시하 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 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의 실

태를 분석하기 하여 해외농업개발의 범주를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시행

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실태를 악해 보았다. 이후 우리나라와  세계

의 농림어업  식품 련 산업의 해외투자동향을 분석하고 농림어업 분야 

해외직 투자의 요인  투자 목 을 분석하 다. 이후 국, 일본, 동국

가의 최근 해외농업개발 사례와 해외농업개발의 국제규범 제정 동향을 제

시하 다.

  제4장에서는 해외농업개발의 략 수립을 하여 해외농업개발의 략 

수립 단계에서 시행되는 품목별 진출 지역의 결정, 해외농업개발 물량 등

을 분석하 다. 다음으로는 해외농업개발 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사

항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인 시행을 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모색

하 다. 

  제5장에서는 재무 에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개념과 범 에 해 설

명하고 이미 해외농업으로 진출한 표 기업을 상으로 해외농업개발사

업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일반 재무이론에서 제시하고 있

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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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재무 분석 등 분석 범 를 구체 으로 설명하 다. 

  한 재무이론에 근거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기 해 사업타당성 

분석의 성립요건과 분석 차를 제시하 다. 사업타당성 분석에 앞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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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표 인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선정하고자 해외농업개발 진출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  재까지 해외농업개발로 성공 으로 정착하고 있는 2

개 국내 기업으로 라질에 진출한 (사)돌나라 한농복구회(농장형)와 캄보

디아에 진출한 충남해외농업개발(유통형)을 선택하여 이들 업체들의 해외

농업개발사업에 한 경제  타당성 분석을 시도하 다. 사업의 타당성 분

석을 한 기 자료인 업체 황, 진출 국가의 정치․사회 등 투자환경, 농

업 황, 사업 상 지역의 농업 황, 실질 으로 사업타당성 분석에 필요

한 투자계획, 생산계획, 자본조달 계획, 세  등을 구체 으로 제시하 다. 

  사업타당성 평가는 재무 이론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 에 하여 순수 사

업계획하에서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했고, 매출액과 운 비의 변

동률에 따라 사업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검토하 다. 한 라질과 캄보

디아의 재 국가신용도 평가 등 에 따라 자본비용에 한 리스크 리미

엄을 반 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 다. 아울러 두 국가

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단계에서 1단계, 2단계 낮아질 때의 사업타

당성 분석 결과도 제시하 다.

  제6장에서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경 성과를 분석하기 하여 우리나라 

농식품 련 산업의 해외직 투자에 한 경 성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일본의 농식품산업의 지법인의 경 성과와 비교하 다. 다음으로 외국 

기업의 해외투자 사례 분석에는 태국 CP사와 일본 Mitsui사의 사례에 

하여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앞의 경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종합 으로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한 정책  시사 을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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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종합보고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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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범

  2009년 기  의 자 률은 0.5%, 옥수수는 1.0%, 콩은 8.4%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3개 곡물의 수입액은 5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자

률은 낮으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은 곡물인 , 콩, 옥수수를 

상 품목으로 선정하 다.

  그리고 곡물별 진출 상 지역으로는 은 서호주, 미국, 우크라이나, 옥

수수는 우크라이나, 연해주, 남미, 캄보디아, 콩은 연해주, 미국, 남미( 라

질, 아르헨티나)를 선정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는 3차연도 과제  3년차이므로 내용 으로는 1, 2차 연도 연구

를 바탕으로 해외농업개발의 사업타당성 분석,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의 

경 사례 분석,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해외농업개발 모형 제시를 시행하

다. 그리고 1차연도 연구결과부터 3차연도 연구결과까지를 종합 정리하 다.

  사업타당성 분석을 한 업체 선정은 재까지 해외농업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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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나

라 한농복구회, 충남해외농업개발을 상으로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우리나라의 우수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의 경 성과  성공요인 분석

을 해서 연구 상으로는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서울사료 에꼬호즈 농

장’ ‘아로– 리모리 ’와 캄보디아 지역의 ‘충남해외농업개발’ ‘MH에탄

올’을 선정하 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의 애로사항의 극복방안  성공요

인을 분석하 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농림어업  식품 련 해외직 투자 기업의 경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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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석을 해서는 UNCTAD의 2009년 World Investment Report에서 시

도한 방식을 따라 농업뿐만 아니라 가치사슬(Value Chain)상 연 성이 높

은 식음료 제조업, 농식품 도소매업, 농자재 제조업을 포함하여 시행하 다.

  농어업, 농어   식품산업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의 경우도 련 산업을 농림어업뿐만 아니라 식품의 생

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 , 수송 는 매하는 산업을 포 하고 있

다는 에서 이러한 분류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림 1-2.  농업 부문의 로벌 가치사슬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의 로벌 가치사슬의 단계별 분류를 해 표 산업분류표 세분류를 

기 으로 업종을 재분류하 으나, 세계  주요 국가의 통계는 농림어업과 

식음료 제조업만 입수 가능하여 제한 으로 비교, 분석하 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가장 요한 산업이자, 가치사슬의 심인 농림어업

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세 분석을 시행하도록 노력하 으며, 형 유통업

체의 해외투자는 농식품뿐만 아니라 자․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들과 

련되어 있다는 에서 분석 상에서 제외했다.

  단, 해외직 투자 동향의 경우 표 산업분류를 기 로 재분류하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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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산업은 반드시 상품 분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를 들면, 식료

품 제조업 매출이 가장 큰 지법인이 일부 농업에 속하는 농지 개발 투자

를 하는 경우라도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식료품 제조업에 속한다. 경

분석의 경우 해외직 투자 기업의 수가 으므로 산업  국별 분석에서 

연도별로 오차의 가능성이 크므로 해석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샘 의 수가 

작을 경우 규모 기업의 포함 여부, 그리고 특정 기업의 경  실 에 따

라 이 기업이 포함된 산업  국가 등의 통계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먼  해외농업 직 투자  해외농업개발

력 등 해외농업개발의 유형별로 선행 연구를 고찰한 후 정책 시사 을 도

출하 다. 

  국제기구의 농업투자 규범 논의 동향  규범 제정을 해서는 World 

Bank, FAO, IFAD, ADB 등 국제기구의 해외농업투자원칙에 한 선행 연

구 자료와 선진국 기업에 의한 개도국 농지의 확보  농장 운  방식과 

련한 농업투자사업의 근방법과 효과에 한 국제  선행 연구, 바람직

한 투자 사업 모형에 한 실증  선행연구결과에 한 문헌조사를 실시하

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외농업투자를 한 한국농어 공사의 ‘해외농

업투자환경조사보고서’ 등 해외농업개발을 한 국내선행연구결과에 한 

문헌조사와 조사자에 한 청취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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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분석에 반 하 다. 구체 으로 지 가

격 망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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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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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폐 단 는 원화로 설정하 다. 품목별 단수는 업체의 지 조사 자

료를 이용하 으며, 법인세 등 각종 세 은 해당 국가가 규정한 세율을 

용하 다. 그리고 국별 험(Country Risk)에 한 지표로 수출입은행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3와 국의 융 문지인 유로머니(Euromoney)의 

국가신용도는 자료를 이용했다. 국가신용도 평가등 별 이자율은 국가 기

(한국은행, 정부, 증권거래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융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 다. 한 이 지표를 이용하여 라질과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 평

가등 별 가 평균자본비용을 도출하 다. 라질과 캄보디아의 농업 개황

은 김용택(2010)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

안(2/3차 연도)’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 으며, 개발 상 지역에 한 농

업 개황은 업체가 조사한 내부자료  련 문헌을 검토하 다.

  사업타당성 분석은 분석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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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 험에 따른 주요 지표(NPV, IRR, 자

본회수기간)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사업성 여부를 재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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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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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 (한국은행, 정부, 증권거래소)에서 제시

하고 있는 융 자료(이자율, 국고채 수익률, 기 수익률, 곡물 련 상장기

업의 β계수)를 이용하여 도출했다. 한 이를 근거로 국가신용도 평가등 에 

따른 이자율 지표를 도출했고, 이 자료를 이용해 국가신용도 평가등 에 따

른 가 평균자본비용(WACC)을 산출했다.

  두 번째 단계는 투자 비용을 입력하는 차로 고정투자비용(Fixed investment 

costs), 생산비용(Production costs), 운 자본(Working capital)이 해당된다. 고정

투자비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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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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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Processing plant raw material), 인건비(Labour), 자산  시설 간 비(Estate 

and factory Overhead costs), 간 리비(Administrative overhead costs), 로열

티(Royalties), 수리  유지보수비(Repair, maintenance, material) 등이 포함된

다. 품목이 2개 이상일 경우, 생산비용은 상기 제시된 항목들을 품목별로 입력

하는 방법과 개별품목의 생산비용을 합한 총 비용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흐름표에서는 총 흐름(유입액, 유출액)이 제시되기 때문에 생산비 입력

은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두 방법  어느 방법을 택해도 무 하다. 본 연구에

서는 개별품목의 생산비를 합한 총 액을 분석 자료로 이용하 다. 운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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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Cash-in-hand), 외상매입 (Accounts payable)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의 기간

(Days coverage)을 설정하면 회 율 값(Coefficient of turnover)이 정해져 운 자

본 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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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단계는 매 계획(Sales programme)으로 해당 품목의 연차별 매출

액을 입력한다. 기 설정(defaults)은 수량(Quantity), 단가(Price), Total(매출

액)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면 매출액은 자동으로 계산된다. 

네 번째 단계는 자 조달(Sources of finance) 계획을 입력하는 단계이며, 이 부

분에는 자기자본(Equity shares)과 장기자본(Long-term loans)  단기자본

(Short-term loans)이 해당된다. 업체별로 수립된 자 조달 계획(이자율, 원  

상환 시기 등)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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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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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쳐 자료 입력이 완료되면 COMFARⅢ의 모듈 메뉴에서 ‘Calculation’을 실행

한다. 분석결과는 ‘Show results’를 통해 확인하며, 재무 이론의 평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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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타당성 여부를 단한다.

그림 1-3.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

  해외농업개발 투자기업의 경 성과 분석을 시행하기 해서는 한국수출

입은행의 농식품 분야 해외직 투자기업의 경 성과 분석 자료를 이용하

다. 농식품 부문 해외농업투자기업의 경 성과분석을 해서는 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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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연보의 원자료를 획득해야 하나 이는 통계법상 문제가 되므로 한국 수

출입은행 해외투자기업 경 성과를 분석하는 부서에 탁 연구를 의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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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로벌 식량 기가  세계에  시사는 국제곡물교역에 

한 불신과 식량안보에 한 우려 확산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자 률이 

27% 수 이고 국내 생산 확 만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구조

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 남아돌고 국제시장에서 식량을 사

올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로벌 식량 기에 지나치게 민

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제법 있다.

  그리하여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이 논의될 때마다 제기되는 

반론은 첫째, 과거 식량가격 추세를 볼 때 몇 년에 한 번씩 식량가격 동

이 있었지만 곧 다시 정상화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식량가격 등도 곧 정

상화될 것이다. 둘째, 국제 식량가격이 올라도 요한 것은 식량에 한 

근성이므로 언제라도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문제이지 식량가격 

상승 자체는 그 게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량안보에서 요한 것은 

식량의 가용성보다 근성이다. 셋째, 식량안보를 논의한다면 우선 시 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내 생산의 확 이며 해외농업개발은 국내 생산 확  

다음의 문제이다. 넷째, 식량안보 책이 필요하다면 선물거래 등과 같은 

효율 인 책을 마련해야지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식량안보 논의의 근거인 로벌 식량 기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  검토해 보고, 만약 로벌 식량 기가 발생할 

경우 국제 으로나 국내 으로 응할 수 있는 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

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여러 식량안보 책들 에서 해외농업개발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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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특징과 효과는 무엇인지를 고찰해 본다. 이와 같은 논의를 할 때 비

로서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 필요성을 논의할 때 제기되는 반론들에 

한 답변이 가능해진다.

1. 로벌 식량 기의 가능성

  우리나라가 보다 극 으로 식량안보 책을 마련해야 하는 당 성은 

이미 구조 으로 변한 국제식량수 구조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언제라도 

로벌 식량 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

한다. 우리나라가 ‘ 로벌 식량 기에 처해 있다’라는 인식은 다음의 두 가

지 상황에 처할 때 발생한다. 첫째, 비상시에 국제곡물가격이 지나치게 높

아 우리나라가 정상 으로 국제곡물을 수입하기 곤란하거나, 주요 곡물수

출국의 수출제한조치로 국제곡물시장으로부터 식량을 확보할 수 없는 상

황일 때(해외식량공 조건), 둘째, 해외로부터의 식량 확보가 어려운 와

에 국내 생산의 확 로 국내식량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일 때(국내

식량공 조건) 발생한다.

  일반 으로 국제곡물시장구조는 다른 상품교역시장구조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국제곡물시장구조의 특성이 바로 해외 식량공 조

건의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식량공

조건을 단하기 에 먼  국제곡물시장구조가 다른 일반교역상품시장

구조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국제곡물시장의 구조

  일반 으로 국제곡물시장구조는 다른 국제교역상품구조와는 다른 구조

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국제곡물산업구조가 식량 수입국의 식량 확보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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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 

   세계 농산물은 아래 <표 2-1>에서와 같이 분류된다. 농산물은 크게 

축산물과 작물로 구분되며 작물은 다시 일년생과 다년생 작물로 구분된다. 

축산물은 다시 유제품, 고기, 섬유제품 등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되며, 일년

생 작물은 섬유, 곡물, 채소, 기름 채취하는 종유 작물로 구분되고 다년생 

작물은 팜유 나무, 음료, 과일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하여 로벌 농산물시

장은 세계 유제품시장, 세계 고기시장, 세계 섬유시장, 세계 곡물시장, 세

계 채소 오일시장, 세계 음료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1.  농산물 분류

  산업 구조가 산업의 집 도에 따라 달라지듯이 상기 <표 2-1>에서 분류

된 농산물은 체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 과 국제교역량 등이 각기 

다르고 주요 생산자( 는 생산국가)가 국제 교역자(교역 국가)가 되는지 여

카놀라

콩 36%
카 놀 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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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따라 다른 산업구조를 갖는다. 2007~2008년 로벌 식량 기도 근원

으로는 국제곡물시장이 다른 상품시장과 다른 구조  특징을 지니고 있

다는 사실에 기인하므로 로벌 식량 기를 심층 으로 이해하기 해서

는 먼  국제 곡물시장이 다른 상품시장과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를 

악해야 한다. 

  국제곡물시장의 첫째 특징은 기후 등 자연 의존도가 높고 수 에 매우 

비탄력 인 시장이라는 이다. 교역되는 상품이 식량이므로 가격변동에 

상 없이 일정량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비탄력 인 상품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곡물이란 상품 자체의 특성으로 공 량이나 수요량이 약간만 변해

도 가격이 크게 변하는 특징을 지닌다.

  둘째, 생산량에 비하여 국제간 교역량의 비 이 낮다.  세계 곡물 생산

량에서 국제 교역량은 10~12%이다. 2010년도 세계 곡물 총 생산량은 21억

9,454만t, 소비량은 22억3,129만t으로 추정된다.  세계 소비량은 1980년 

14억t 에서 2010년 22억t 로 60% 이상 증가하 지만 국제 교역량은 

1980년  2억t 가량에서 2010년 2억 7,779만t으로 38.9% 증가하 다. 즉,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생산량과 소비량에 비하여 상 으로 교역량

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처럼 국제곡물시장은 국내 소비를 한 나머지를 

유통하는 즉, 국내에서 먼  소비하고 난 나머지를 국제시장에 유통한다. 

따라서 국제 교역량은 국내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크게 향을 받고, 국제

교역량이 다 보니 국제 곡물시장은 엷은 시장(thin market)의 특징을 지

닌다. 곡물과 비곡물의 교역량을 비교해 보면 석유 교역량이 62%, 승용차

는 44%인 데 반해 의 교역량은 20%, 은 7% 수 에 지나지 않아 엷은 

시장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주요 곡물 생산은 미국, 국, 캐나다, 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러시아 등 소수 국가에 집 되어 있으며, 곡물 수출도 주요 생산국들이 담

당하는 매자 독과  형태를 취하고 있다(<그림 2-1> 참조). 를 들어 

의 경우 교역량은 생산량의 20% 수 으로 1억3,000만t이며, 주요 수출국

가는 미국(22.2%), 캐나다(17.7%), EU(11.8%), 호주, 러시아, 아르헨티나순

이다. 주요 곡물은 미국의 생산 집 도가 매우 높아, 옥수수의 경우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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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은 37.7%, 소맥은 8.2%가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세계 

곡물 생산량의 13.8%를 차지하지만 교역량은 35.5%를 차지하고 있어 곡

물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 이 으로 높은 편이다(<그림 2-1> 

참조).

  넷째, 곡물 국제거래에 있어 소수 곡물메이 의 향력이 매우 크다. 곡

물수출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만, 실제 수출가격에 있어서는 소수의 곡물메이 들이 큰 향을 미치고 

있다.4 이들은 막 한 정보력과 정보망을 동원해 세계 식량가격에 큰 향

을 다. 이처럼 국제곡물시장은 소수의 수출국과 곡물메이 들이 향을 

미치는 독과  구조를 지니고 있다. 독과  구조하에서는 각 공 자들은 

다른 공 자의 행동에 향을 받으며 다른 공 자의 가격 결정에도 향을 

받는다. 이처럼 국제곡물시장의 가격 결정에는 가격 선도가 있고, 시장분

할도 발생하며 때로는 정치경제 변수도 작용한다5.

  다섯째, 주요 곡물 수입국은 일본, 한국, 만 등으로 아시아의 비 이 

높다. 콩을 포함할 경우  세계 곡물 수입에서 수입량이 높은 순서는 

국, EU, 일본, 멕시코, 한국의 순이다. 최근 들어서는 국, 멕시코 등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여 사료용 곡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

고 있다. 

  여섯째, 주요 곡물 생산에 있어서 유 자변형농산물(GMO) 비 이 높으

며 갈수록 GMO 비 이 더 높아질 것으로 망된다. 를 들어 콩의 국제

시장 규모는 7,000만t인데 GMO콩의 비율은 64%이며, 옥수수의 경우 국제

시장 규모가 8,700만t인데 GMO 옥수수의 비율은 25% 수 이다. 주요 곡

물의 수출 비 이 높은 미국과 라질에서 GMO 재배가 증가하고 있어 국

제곡물시장에서 GMO의 비 이 더 높아질 망이다.

  일곱째, 2006년부터 세계 곡물시장 구조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4 주요 곡물메이 로는 카길(Cargill), ADM, 벙기, 루이스 드 피스(Louis Drey-

fus) 등이 있다.

5 농 앙회, 한일 농 의 수입사료 곡물 구매방식에 한 비교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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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료용(바이오 에탄올)으로 옥수수 사용을 확 하면서 세계 곡물가

격이 상승하기 시작하 고, 최근에는 속도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국제곡물수 이 이상 기후 등과 같은 공  측 요인에 크게 향

을 받아 왔으나 이제는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 국과 같은 거  인구국가

들의 소득 증가, 상품시장으로서 곡물 투자 수요 증가 등 수요 측 요인이 

더 크게 향을 받는 구조로 환하 다.

그림 2-1.  세계 곡물 교역 구조

  이상과 같은 국제곡물시장구조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첫째, 곡물의 규모 생산국(big players)의 국내 농업정책  농

산물무역정책이 세계시장가격에 향을 주므로 규모 생산국가와 교역국

가(larger producers & traders)가 국제곡물무역에 향을 미치게 된다. 둘

째, 국제가격경쟁이 없고, 규모 생산국가와 규모 수출국가가 같다면 

국제무역시장(concentration)이 안정 이다. 셋째, 규모 생산자가 규모 

수출국가가 아니며, 곡물 교역이 엷은 시장(thin market)인 경우는 생산국

의 국내 정책이 세계 곡물시장에 큰 향을 다. 넷째, 같은 국제곡물이라

도 품종에 따라서는  다른 시장을 형성한다. 를 들어, 자포니카

(Japonica), 인디카(India), 바스마티(basmati)는 모두 이지만 이들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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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공 자들은  달라 이들 시장은 서로 다른 국제 시장을 형성한

다. 마찬가지로 연성 흰색겨울 (soft white winter wheat)은 붉은 (red 

spring wheat)의 체재가 아니며, 황색 옥수수(yellow-maize)는 사료용으

로 사용되며 흰색 옥수수(white maize)는 식용으로 사용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제곡물시장은 소수의 생산국가 는 수출국

가가 큰 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주요 생산국가 는 수출국가의 농업정책

이 국제곡물수 에 직  향을 미치고 이들 국가들에서의 은 물량의 변

화에도 국제곡물가격이 크게 변하는 변동성을 지니고 있다. 한 국제곡물

은 큰 범 에서 보면 환율, 인 이션 등과 같은 거시경제변수에 크게 

향을 받는 석유, 속, 물자원, 목재 등과 같이 국제원자재 시장에 속한

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도 거시경제변수에 크게 향을 받는 국제투자자

본의 상이 된다.

2.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동향

  최근 유럽발 국제 융 기 이후 국제곡물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

지만 동남아시아의 홍수를 계기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와 

같이 2011년 9월의 농산물가격과 곡물가격이 2010년 9월 비 각각 

16.0%와 17.7% 상승한 수 을 보이고 있어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세계 식

량 기라고 불 던 지난 2008년 수 까지 근 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게 최근 국제곡물가격은 2007~2008년의 로벌 식량 기 수 까지 상승하

면서 지난 로벌 식량 기때와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그림 2-2>와 

<그림 2-3> 참조).

  <그림 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국제곡물가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콩과 옥수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

다. 옥수수는 미국과 EU 등의 바이오연료 수요의 증가로 국제가격이 높아

지고 있다. 한  세계 으로 식물성 기름에 한 수요와 사료곡물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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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분 재 최고

변동률(%)

최고
비

2009. 9월
비

2010. 9월 
비

FAO

농산물

가격지수
225.0

237.7

(2011. 2)
-5.3 40.8 16.0

곡물

가격지수
245.1

274.3

(2008. 4)
-10.7 55.4 17.7

가 높아지면서 콩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둘째, 2010년 이 에는 항상 

 가격이 옥수수가격보다 높았지만, 2011년에 들어와 옥수수가격이 가

격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2007년 로벌 식량 기 이

후에 국제곡물가격은 에 지 가격과 동조화 상을 보이고 있다.

표 2-2.  국제 곡물가격 지수(2011. 9 기 )

단 : 지수, %

자료: http://www.fao.org/worldfoodsituation/en/

그림 2-2.  국제곡물가격 추이(선물가격)

자료 : C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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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와 원인

  지난 2008년에 국제곡물가격이 등하여  세계는 식량 기를 경험하

다. 2008년 4월 당시 FAO 곡물가격지수가 274까지 상승하여 국제곡물

가격이 2006년 에 비하여 거의 3배가량 등한 바 있다(<그림 2-4> 참

조). 당시 로벌 식량 기(Food Crisis)는 로벌 유가 기(Fuel Crisis), 

로벌 융 기(Financial Crisis)와 함께 나타나(3F Crisis)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세계은행은 식량가격 등으로 정치와 사회가 불안

해진 나라로 33개 국가를 들었다. 아이티, 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카메

룬, 키스탄, 우츠베키스탄 등  세계 20여개 국가에서는 격렬한 식량 폭

등이 일어났다. 식량가격이 등하면서 우선 어려워지는 계층은 경제력이 

약한 소득국가와 빈곤계층이다. 그러나 식량가격 등으로 고통 받는 것

은 개도국만이 아니었다. 당시 미국과 유럽 등과 같이 선진국들도 높아진 

식품가격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 되었고 농산물 물가가 일반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애그 래이션(agflation)이란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

어졌다.

  <표 2-3>은 2007/08년 세계 식량 기의 원인을 요약한 표이다. 2007년 

후반부터 국제곡물가격이 등한 요인을 수요 측면에서 보면  세계의 인

구증가와 소득증가  빠른 도시화의 진행 그리고 바이오연료 수요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세계 곡물수요는 연간 2-3%씩 증가하게 된 

반면, 곡물산출량은 1970년 의 연 3% 정도의 증가율이 1-2% 증가로 감

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제곡물재고량은 2000년의 7억t 수 에서 2007

년 4억t 수 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특히 바이오연료수요의 증가로 당시 

국제곡물가격 등을 발시켰는데 당시 국제곡물가격 상승의 30%는 바

이오 연료수요의 증가에 기인하 다는 연구가 있다.

  공  요인으로는 유가와 비료가격의 상승, 농업 R/D투자 감소, 기후변화 

등이 있으며 곡물이 석유, 물자원, 기타 원자재 등과 같이 국제자본투자

의 상이 되면서 달러와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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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기자본이 국제곡물거래에 들어오면서 곡물수요를 크게 증가시킴과 동

시에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게 되었다. 아울러 주요 곡물수출국들의 곡물가격 

등으로 국내물가가 불안해지면서 국내물가 안정을 하여 주요 곡물들에 

하여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곡물가격이 더욱 오르게 되었다. 

IFPRI 연구(2009)에 따르면 주요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조치로 말미암아 

2008년 국제곡물가격이 30% 이상 오르게 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 다.

  <그림 2-4>는 2006년 1월과 2008년 4월의 국제곡물가격을 비교한 그림

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수요 증가에 맞추어 공 을 증가시켰다면 새로운 

국제곡물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크게 작용하

지 않았던 기후변화, 유가상승, 수출제한조치 등과 같은 공 요인으로 말

미암아 공  증가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제곡물가격이 크게 

오르게 된 결과를 만들었다.

그림 2-3.  2008년의 로벌 식량가격의 변화

2008. 4
274

․ 기후변화
․ 유가상승
․ 수출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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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향 방식 효과

수요 요인

•곡물수요가 연간 2-3% 증가

  산출은 1970년  3% 증가에서

  1-2%로 감소 

•재고 7억t이 

4억t으로 

감소(2000

년-2007년)

 •소득 증가

 •인구 증가

 •도시화 등

에탄올/

바이오 연료

•2008년 5월 유가가 120$/배럴, 미국과 EU

의 바이오 연료 보조 으로 작물이 바이오 

연료로 환

•바이오연료로 

국제곡물가

격 30% 

상승

공 요인

•유가인상

•공공투자에서 농업투자 감소

•주요 곡물생산국에서 가뭄 등 

  기후변화로 농업생산 감소

•수송비에 

직 효과, 

비료가에 

간 효과

•농업생산성 

하락

•기후변화

•유가/비료

  가격 인상

•R/D 투자 

  감소

•가뭄/기후

  변화

기타 요인

•곡물가격을 달러로 표시•달러 약세 

•유동성 심화 • 규모 국제유동성 자본의 유입

간 효과 요인

•수출제한  수출세(15개국 

  용)로 로벌 시장 규모 축소 

2008년 

곡물가격 

상승의 30% 

(IFPRI)

•보호주의

  수단

•투기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투기성 

자본 유입이 크게 증가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의 

연계 심화

표 2-3.  2007년/2008년 세계 식량 기의 원인

자료: Maximo Torero, Alternative mechanisms to reduce food price volatility and price 

spik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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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계 금융위기와 국제곡물가격

  이 게 등하던 국제식량가격은 2008년 9월 로벌 융 기가 발생하

면서 식량 수요가 감한 결과 국제곡물가격이 락하고 로벌 식량 기 

논란도 해소되었다. <그림 2-5>는 당시 융 기로 인하여 어떻게 국제곡

물가격이 하락하 는지를 보여 다. 2009년 9월 당시  세계는 미국의 리

먼 라더스 사태로 융 기에 처하게 되었다. 세계 융 기로 말미암아 

유가 수요가 감하면서 국제유가 하락하게 되었고 유가하락으로 곡물의 

바이오 연료수요가 감소하게 되었으며, 융 기로 달러가치가 변하게 되

면서 곡물수출의 경쟁력도 변하게 되었으며 주요 곡물 수입국들도 곡물수

입수요가 감하면서 체 으로 국제곡물가가 락하고 불안정성이 더욱 

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단 로벌 식량 기는 잠재워졌지만, 식량 

수입국과 소득 개발도상국들을 심으로 국제곡물시장에 한 불신

(distrust)과 식량안보(food security) 의식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다. 

많은 국제기구들이나 문가들은 지난 로벌 식량 기가 발생한 원인이 

근본 으로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언제 다시 로벌 식량 기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 다. 2009년 10월에 있었던 FAO 식량 문가 회

의에서는 지난 로벌 식량 기가 식량문제에 한 사 경고(Wake-up 

Call)란 진단이 있었다. 아울러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은 지난 로벌 

식량 기는 국제곡물수 구조가 변하면서 나타났던 것으로 국제곡물수

구조가 공  심에서 수요 심으로 환하 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날씨나 생산비 등과 같은 공 요인이 가격에 주로 향을 주었으나, 지난 

로벌 식량 기에서는 인구, 소득, 바이오연료, 투기  수요 등과 같이 수

요 요인이 가격에 주된 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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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08년 세계 융 기와 국제곡물가격 변화

2.3.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원인

  최근에는 2010년 7월의 러시아와 인근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국제  

가격의 상승과 미국 옥수수 가격의 상승 등으로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지난 2008년과 같은 로벌 식량 기가 다시 닥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한 

원인으로 크게 다음 4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바이오 연료 수요(바이오 에탄올)가 지속 증가하여 옥수수 

수출 물량이 어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로 미국

의 옥수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국제 옥수수 가격이 

등하게 되었다. 기말재고율이 최  수 으로 하락하여 당분간 국제옥수

수 선물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망된다. 이 게 국제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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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가격을 상승시킨 근본 원인이 되는 미국의 바이오 에탄올 소비량을 살

펴보면, 2010/2011년 미국의 에탄올 연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50억부셸로 

년 비 9.5% 증가하고, 2006/2007년보다는 136% 증가할 것으로 망

된다. 2006/2007년 미국의 체 옥수수 소비량  에탄올 연료용 비 은 

23.3%를 차지하 으나, 2010/2011년 43.3%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둘째, 국제 유동성 자본의 투기 수요가 증가하 다. 최근 국제유동성자

본의 투기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  선물투기 순매수포지션은 2만1,571

계약을 기록하 고, 옥수수 선물투기 순매수포지션은 4만9,573계약을 기록

하면서 월 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콩의 기말재고율 망치가 

상향되어 수  상황이 호 되면서 두 선물투기 순매수포지션은 15만

1,479계약을 기록하 다.

  셋째, 이상 기후로 인한 주요 곡물생산국  수출국들의 생산 감소다. 

2011년 여름 러시아와 인근 국가  캐나다의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세계 

 가격 폭등,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홍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이 최근의 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생산이 감소하고 수출량이 어들면서  세계 곡물

재고율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주요 곡물의 기말재고율이 하락하면서 곡물가격 상승을 주도하

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바이오 연료 수요의 증가 등으로 곡물기말

재고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국제투기 수요가 가세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이 게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한 원인을 살펴보면 <표 2-4>의 

요약과 같이 지난 2007년/2008년 세계 식량 기 당시 국제곡물가격이 크

게 오른 것과 최근 곡물가격 상승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6. 

6 Marco Lagi 외(2011)는 2008년과 2010년 후반 이후의 국제식량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바이오에타올과 투기 수요를 지 하 다. 그러나 투기 수요를 가능하

게 하는 요인을 언 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식량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을 지나치

게 단순화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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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은 지난 2008년 세계 식량 기 당시와 거의 유

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세계 곡물재고율 수 이다. 2008년 세계 식량

기 상황에서는  세계 곡물 재고가 15% 이하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국제

곡물가격상승에서는 재고율이 19.5% 수 이다. 재 재고율 수 은 체

으로 보면 우려할 만한 수 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가격은 2008년 

세계식량 기 수 까지 근 하여 있다. 이는 지난번 식량 기를 경험한 식

량 수입국과 개발도상국을 심으로 사 에 식량을 확보하려는 가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 아닌가 단된다.  다른 큰 차이는 세계곡물수 구

조가 수요 심으로 바  와 에 이상기후의 향으로 공  감소의 효과가 

과거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과거 식량 기 때보다 정

인 것은 각 국가별로 식량안보 책을 마련하고 있고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세계식량 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바이오연료 수요 정책이나 주요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조치에 한 어

떤 책도 마련되고 있지 않아 근본 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

는 공통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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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8년 식량 기
2010/2011년 
식량 기

재고 수 ▪재고 15%까지 하락 ▪재고 수 이 19.5%

세계 곡물

수 구조

▪공  주도에서 수요 주도로 

  구조 환
▪공  증가율 < 수요 증가율

가격 수 ▪1973년 이후 최고 수 ▪2008년 최고 수 에 근

주요 요인

▪바이오 연료

▪거시경제변수

  (유가, 환율, 유동성 자본)

▪수출제한 

▪바이오 연료

▪이상 기후

▪거시경제변수

(유가, 환율 등)

환 요인 ▪국제 융 기로 수요 감 ▪국제 융시장 회복

효과

▪국제곡물교역시장 불신

▪식량안보 강화

▪해외농지확보 증

▪식량안보 구체 책 마련

▪국제  공조 강화

특징 ▪국제곡물수 구조 환 
▪국제곡물수 구조 환, 

▪식량안보용 가수요 증

표 2-4.  2008년 식량 기와 최근 식량 기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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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국제곡물가격 망

  여기서 우리가 정책 으로 심을 두어야 할 사항은 최근 상승하는 국제

곡물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할지 아니면 상승을 멈추고 다시 하락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이번 에서는 먼  국제곡물가격에 한 단기 망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여러 국제기구들이 망한 장기 국제곡물가격에 

하여 알아본다.

3.1. 단기 전망

  국제곡물시장 재고 수  하락과 투기 자 이 유입됨에 따라 향후 4~5개

월간 국제곡물가격은 높은 수 을 유지할 망이다. 이는 국제곡물가격 상

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가격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거시경제변수(유가, 환율, 바이오연료 등)의 향이 커지고 있으며 바이

오 연료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옥수수 선물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망에 

기인한다.

  한국농 경제연구원(2011)은 2010/2011년의 국제곡물 망을 2009/2010

년에 비하여 크게 오를 것으로 망하 다. <표 2-5>와 같이 2010/2011년

의 국제 , 옥수수, 콩의 가격은 t당 각각 275달러, 517달러로 망하 다. 

이는 2009년에 비하여 최소한 44% 이상 오를 것으로 망한 것이며 옥수

수와 콩은 2007/2008년 평균가격보다 높게 망한 것이다. 다만  가격은 

2007/2008년보다 다소 낮은 10.5% 하락할 것으로 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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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2007/
2008

2008/
2009

2009/2010
(추정)

2010/2011
( 망)

변동률(%)

2009/2010 2007/2008

308 233 185 275 48.8 -10.5

옥수수 202 154 146 269 84.5 33.3

콩 461 376 359 517 44.0 12.2

표 2-5.  주요 곡물 가격 단기 망

단 : 달러/t

  주: 국제가격은 CBOT 선물가격을 기 으로 망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 망치, USDA

3.2. 중장기 전망

  OECD–FAO가 향후(2010-2019) 국제곡물가격을 망한 것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과 사료작물의 실질가격(평균)은 1996～2006년의 평균가격

보다 15～40% 상승할 것으로 망하 다. 그러나 2009년에 OECD-FAO

가 망한 수치는 향후 10년간 10～30% 상승할 것으로 망한 바가 있다. 

이는 OECD-FAO도 갈수록 국제곡물가격을 비 으로 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곡물가격의 망과 함께 OECD–FAO가 망치에서 강조한 것은 

첫째, 상업농의 확 , 농산물가격에서 가공과 수송이 차지하는 비 의 증

가, 바이오 연료산업의 확  등으로 농업과 에 지산업의 상 계가 심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에 지와 곡물의 연계가 심화될수록 가격 변

화는 보다 불규칙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 국제곡물수 이 구조 으로 변

하여 이제 국제곡물가격은 과거 수 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며 공 의 변

화나 거시경제변수 변화 등으로 수시로 가격이 빠르게 바 는 것을 경험하

게 될 것으로 망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제곡물시장구조의 특징과 국제기구들의 국제곡물수

  가격 망에 따르면 갈수록 국제곡물수 이 악화될 것이고 수 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국제곡물가격은 상승 추세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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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가격의 불규칙한 변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와 에 지난 로벌 식량 기에서 주는 시

사 은 식량 기 상황에서는 주요 곡물 수출국가들이 자국 이익을 우선으

로 하여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국제곡물시장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식량 수입국과 소득 개발도상국들을 

심으로 식량안보 논의가 더욱 확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향후 10년간 식량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가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된다는 망은 종 의 보수 인 망과 달리 향후 세계 식량가격

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향후에 세계 식량가격이 등할 가능

성이 있으며 각 나라마다 식량 기에 한 압박이 커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세계 식량 실질가격은 몇 년마다 동이 있었지

만 반 으로 하향 추세를 겪었음을 보여 다(<그림 2-6> 참조). 이는 그

동안 왜 우리가 식량가용성(availability)보다 식량 근성(accessability)을 

강조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국제 곡물 수  

구조가 변하 고, 한 기후온난화에 따른 작황부진, 이머징 마켓(BRICs)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곡물 수요 증 , 국제 원유가격의 지속 인 

등과 바이오 연료 수요 증  등의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가능

성이 희박하다는 , 그리고 우리나라가 량 식량수입 국가라는  등을 

고려하면 보다 비 인 입장에서 향후 곡물가격을 망하는 것이 타당하

다. 더욱이 낙 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OECD-FAO가 최근 망보고

서에서 향후 곡물의 실질가격이 상승한다고 밝힌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량 식량 수입국의 경우 식량의 안정  공 을 하여 국가 차원의 책 마

련이 필요함을 말해 다. 향후 2020년까지 국제 으로 제2의 녹색 명을 

통하여 성공 으로 식량 생산을 크게 확 하거나 바이오 연료로 제 2세  

등을 활용하여 식량 수요 증가율을 둔화시킨다면 국제곡물가격이 하락 안

정화 추세로 환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 을 조정할 수 있는 요

인에 한 근본 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제곡물가격은 지속 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그림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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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주요 곡물 실질 가격의 장기 추세

단 : 달러/t

3.3.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식량 공급 중단의 가능성

  이제 국제곡물시장에서 곡물 교역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 않을 가능성

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앞에서 언 했듯이 국제곡물시장은 본질 으로 수

물량이 조  변해도 가격이 크게 변하는 불안정성을 지니며 국제시장에

서 곡물메이 나 규모 생산국가와 교역국가(larger producers & traders)

의 향이 지 하기에 주요 생산국가 는 수출국가의 국내농업정책이 국

제곡물수 에 직  향을 미친다.

  2007~2008년 로벌 식량 기는 국제곡물가격이 등할 경우(price 

spike)는 국제 교역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었다. 당시 국제곡물가격이 계속 등하자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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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을 하여 오히려 수출제한조치를 취하 다. 그리하여 당시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국제기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곡물수출제한조치를 취

하 고, 그 결과 국제곡물시장가격이 더 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국제기구들은 수출제한조치(수출물량동결(export embargo)과 수출세(export 

taxes) 등)가 인근 국가 궁핍 상으로 자유무역을 헤치고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 시키는 조치임을 강조하 으나 개별 수출국들은 자국

의 이해에 따라 곡물수출제한을 지속해서 시행하 다7. 그 결과 IFPRI는 

2008년 곡물가격상승의 30%는 수출제한조치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 다

(IFPRI, 2009).

  2007~2008년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한 시기에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취

한 곡물수출제한조치를 살펴보면, 작년부터 세계 3 의  수출국인 러시

아는 이상기후로 , 보리, 호 , 옥수수 등과 같은 곡물 수출을 지하

고 최근 다시 수출제한 조치를 2011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하 다. 이미 아

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도 곡물수출세나 수출할당제를 실시하여 곡물수출

제한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2011년 2월 말부터 미얀마도 국내 식품가격 인

상에 한 응으로  수출을 지하 다8. 이처럼 이미 일부 곡물 수출

국들은 자국의 국내 물가안정을 하여 곡물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만약 기상이변과 더불어 국제곡물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한다면 지난 2008

년과 같이 곡물수출제한조치는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일반 으로 수출세

나 수출제한이 국제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수입 세와 수입제한과 같다. 따

라서 곡물수출제한조치는 국제곡물가격을 올리고 이는 다시 곡물수출제한

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결국에는 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은 

등한 국제곡물가격으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여도 일시 인 곡물공 물량의 축소로 높은 가격으로도 공

7 2008년 3월 기  곡물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로는 러시아, 국, 아르헨티

나, 인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라질, 키스탄, 호주 등이었으

며,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곡물 수출국들이 곡물수출제한조치를 취하 다. 

8 미얀마의  수출은 국제  수출물량인 3,000천만t 에서 약 100만t 정도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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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제곡물시

장에서 물량이 은 비유 자조작(Non-GM) 곡물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등 시에 물량 확보가 더욱 어렵다. 즉, 국제곡물시장은 가격이 

등할 경우 일정 기간 국제간의 교역 기능을 멈출 수 있는 것이다.

3.4. 국내 생산 확대의 가능성

  앞 에서 언 했듯이 국제곡물시장에서 식량 공 이 단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국내 생산으로 국내 식량 수요를 채울 수 있다면 식량안보를 거

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늘어나는 국내 식량 수요에 비하여 국내 식량자

률은 떨어지고 있어 식량안보에 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식량안보문제를 고려하여 정책 으로 국내 생산을 확 하려

고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확 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향후 식량안

보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요한 정책 고려사항이 된다.    

  2009년 재 우리나라의 식량자 률은 26.7%이다.  자 률은 0.5%, 

옥수수는 1.0%, 콩은 8.4%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과 옥수수는 거의 

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콩도 식용을 제외하면 거의 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들 곡물 수입의 해외 의존도를 살펴보면, 2009년 

재 은 체 수입량의 86%를 미국, 호주, 캐나다 3개국에, 옥수수는 체 

수입물량의 81%를 미국 한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 한 콩의 주요 수입국

은 미국, 라질, 국 등 3개국이다. 곡물 체로는 미국이 60.4%, 호주가 

6.3%, 라질이 4.1%를 차지하고 있어 3개국에 의존하는 비 이 70%를 

넘어선다. 한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은 주로 회를 통한 행 수입이기 

때문에 국제곡물가격 상승기에 안정 인 곡물 조달이 어렵다. 아울러 곡물

메이 의 시장지배력이 높아 구매자(Buyer)의 시장교섭력이 낮다. 4  곡

물메이 가 수입 곡물의 60%, 축산사료의 90%를 취 하고 있어 소 곡

물상들이 신규로 진입하는 것이 어렵고, 가격경쟁을 하기도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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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국가 물량 비

1 일본 25.5 9.3 

2 이집트 15.7 5.7 

3 멕시코 14.9 5.4 

4 한국 13.3 4.8 

5 사우디아라비아 12.5 4.5 

6 이란 11.3 4.1 

7 유럽연합 9.9 3.6 

8 라질 9.1 3.3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곡물수입물량과 수입 비 으로 볼 때9 

2009/2010년 재 우리나라는  세계 4 의 식량수입국이다. 일본의 수입 

물량은 세계 수입물량의 9.3%인 2,550만t으로 세계 제일의 곡물 수입국이

며, 다음은 이집트와 멕시코순이었다(<표 2-6> 참조).

표 2-6.  주요 곡물수입국의 수입물량  비 (2009/2010)

단 : 백만t, %

자료: USDA,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Online. 

  이처럼 우리나라의 식량안보10는 매우 취약하며 식량안보 책 한 미흡

하다. 재 우리나라는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에 식량안보의 

개념, 목표 달성을 한 정책, 추진 체계 등을 언 하고 있으나11 구체 인 

정책 수단이 반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책이 법 으

로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12.

  이런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한 일차 책은 국내 생산을 확 하는 것이

9 콩을 제외한 곡물 수입량으로, 콩을 포함하면 국이 최  곡물 수입국임.

10 식량안보의 개념, 식량안보지수 개발  다른 나라들의 식량안보 책들에 

해서는 김용택 외(2010)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11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의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  공 ), 

제14조(농업․농   식품산업 발 계획의 수립),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  공 ) 등에 명시되어 있음.

12 다만, 내란․외환․천재․지변 는 한 재정·경제상의 기 시에 긴 조

치를 취할 수 있음(김명환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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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지면 이 소하여 식량 자 을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이정환(2008)에 따르면 2004년 재 우리나라의 

체 경작면 은 194만ha이나, 완 식량자 을 하려면 경지면 이 715만ha

가 필요하고 축산물을 완 자 하기 해서는 521만ha의 경지면 이 필요

하다. 즉 국내에서 축산물을 완 자 하려면 경지면 이 추가로 217만ha

가 필요하지만, 실제 국내 경작면 은 194ha에 지나지 않아 국내 경작면

을 모두 축산물 공 에 사용해도 축산물 자 률이 70% 수 에 이르지 못

하는 것으로 추정하 다.

  여기서 재 26.7%인 식량자 률 수 을 국내생산의 확 로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는지도 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국내 곡물가격과 국제곡물가격

과의 차이를 재정자 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식량자 률을 1% 높

이기 해서는 최소 연 2,000억원 이상의 재정자 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

산할 수 있다. 재 농림수산 산에서 융자와 소득보 용 재정자 을 제외

하고 순수 재정투자재원 모두를 식량자 률을 높이는 데 사용하여도 식량

자 률을 50% 이상 넘길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생산을 최 한 확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50% 이상

을 해외에서 공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실 으로 국내 생산 확 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책 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평시나 비상시나 계 없이 해외로부터 식량을 안정 으로 공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다.

3.5. 곡물 구입구조의 비효율성

  이번 에서는 재 우리나라가 곡물을 수입함에 있어 어떤 문제를 지니

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우리나라는 회를 통하여 곡물을 행 수입 하는 

구조로 수입 모델이 단순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시

기에는 곡물을 안정 으로 조달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상되는 구조이

다. 한 곡물메이 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구매자(Buyer)의 시장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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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낮은 구조로 되어 있다. 4  곡물메이 가 수입 곡물의 60%, 축산사

료의 90%를 취 하면서 소 규모의 곡물상들이 신규로 진입함에 있어 애

로가 있으며, 가격경쟁의 어려움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세계 곡물시장은 

주요 곡물메이 인 카길, ADM, 벙기, LDC에 의한 독  시장구조로 이

들 업체들이 체 곡물 유통량의 60% 이상을 유하고 있는 구조이다. 곡

물메이 들은 세계 곡물의 생산, 유통, 장 등 가치사슬(Value Chain) 단

계별로 기반산업에 하여 안정 인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 수직

․수평 인수합병을 통해 다국  기업의 향력을 확 하여 시장지배력

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에서 4  곡물메

이 의 수입 비 은 46.8%를 차지하며 이  카길이 체의 28.9%, ADM

이 15.4%이다. 4  곡물메이 의 수입 비 이 2003년에 34.6%으로부터 

2008년에 58.5%로 늘어나 연평균 7.0%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카길은 

2003년∼2005년 큰 폭의 물량 변화 없이 정체 상을 보 지만, 이후로는 

연평균 2.8%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ADM의 수입 비 은 2005년 이

후에 15% 미만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곡물 에서 비메이  곡물업체에 속하는 곳은 호

주의  국 무역회사인 AWB(Australian Wheat Broard)으로 체의 

30.3%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본계

와 캐나다계(CWB)의 비 이 각각 15.3%와 0.8% 수 이다. 2003년∼2006

년 사이에는 AWB의 수입 비 이 평균 32.3%로 4  곡물메이 인 카길

(22.8%)과 ADM(16.3%)보다 높았지만 이후로는 연평균 5.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2007∼2008년 가뭄으로 인한 호주  생산량 

감소로 자국 내 물량 확보가 어려워 세계 곡물시장에서의 카길의 유율이 

상 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본계 수입업체의 비 은 2003∼2007년

평균 17.5% 으나, 2008년에는 2.1%로 크게 감소하 다. 국내  수입시

장에서 일본계업체의 입지가 차 면서 상 으로 U.H.L., CJ PACIFIC, 

AG-CAL 등 기타 수입업체들의 시장 유율이 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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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공 사별  수입 황

단 : 천t, % 

구분
메이

AWB CWB
일본
계

기타 계
카길 ADM 벙기 LDC 소계

2003
도입량 544 351  0   6   901  898 0   664   139 2,602  

비 20.9 13.5 0.0 0.2 34.6 34.5 0.0 25.5 5.3 100.0  

2004
도입량 624 525 75 0 1,224 960 0 672 166 3,022 

비 20.6 17.4 2.5 0.0 40.5 31.8 0.0 22.2 5.5 100.0  

2005
도입량 579 612 220 0 1,411 859 0 480 351 3,101 

비 18.7 19.7 7.1 0.0 45.5 27.7 0.0 15.5 11.3 100.0  

2006
도입량 910 425 0 0 1,335 1,032 0 352 216 2,935 

비 31.0 14.5 0.0 0.0 45.5 35.2 0.0 12.0 7.4 100.0  

2007
도입량 1,160 329 110 0 1,599 699 13 341 101 2,753 

비 42.1 12.0 4.0 0.0 58.1 25.4 0.5 12.4 3.7 100.0  

2008
도입량 1,015 336 0 0 1,351 620 115 49 176 2,311 

비 43.9 14.5 0.0 0.0 58.5 26.8 5.0 2.1 7.6 100.0  

체
도입량 4,832 2,578  405  6   7,821  5,068  128  2,558  1,149  16,724  

비 28.9 15.4 2.4 0.0 46.8 30.3 0.8 15.3 6.9 100.0 

  주: 1) 도입량은 제분공업 회와 사료 회 도입량의 합을 나타냄.

2) 일본계 공 사에는 MITSUI, MITSUBISHI, KANEMATSU, SOJITZ, ITOCHU, 

NISSHO IWAI, NICHIMEN가 포함되었음.

3) 기타 공 사에는 U.H.L., CJ PACIFIC, AG-CAL, U.G.C., 코그라, CONCO-

RDIA, 피스, 우 등이 포함됨.

자료: 제분공업 회, 사료 회 내부 자료. KREI(20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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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공 사별 옥수수 수입 황

 단 : 천t, % 

구분

메이 일본계

기타 계
카길 ADM 벙기 LDC 소계

미쓰

비시

마루

베니
소계

2003
도입량 2,156 1,105  231  165  3,657  0   0   0   2,196  5,853  

비 36.8 18.9  3.9 2.8 62.5  0.0 0.0 0.0 37.5  100.0  

2004
도입량 3,385 736 722 42 4,885  0 0 0 975 5,860  

비 57.8 12.6  12.3  0.7 83.4  0.0 0.0 0.0 16.6  100.0  

2005
도입량 2,398 1,395  374 31 4,198  328 0 328 2,067  6,593  

비 36.4 21.2  5.7 0.5 63.7  5.0 0.0 5.0 31.4  100.0  

2006
도입량 2,628 1,859  577 580 5,644  958 55 1,013  1,677  8,334  

비 31.5 22.3  6.9 7.0 67.7  11.5 0.7 12.2  20.1  100.0  

2007
도입량 1,123 876 583 369 2,951  611 1,769 2,380  2,154  7,485  

비 15.0 11.7  7.8 4.9 39.4  8.2 23.6  31.8  28.8  100.0  

2008
도입량 1,716 1,328  448 308 3,800  294 328 622 1,728  6,150  

비 27.9 21.6  7.3 5.0 61.8  4.8 5.3 10.1  28.1  100.0  

체
도입량 13,406 7,299 2,935 1,495 25,135  2,191 2,152 4,343  10,797 40,275  

비 33.3 18.1  7.3 3.7 62.4  5.4 5.3 10.8  26.8  100.0  

  주: 1) 도입량은 사료 회와 농 사료 옥수수 도입량의 합을 나타냄.

2) 기타에는 우, 평원, 모헌, 송강, 신송, 산, 콘그라, CONCORDIA 가 포함됨.

자료: 사료 회, 농 사료 내부 자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  곡물 메이 들은 , 옥수수, 콩의 주요 

생산국가인 미국, 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 단계

별로 포 인 사업체계를 구축하 기 때문에 국내 곡물수입시장에 한 

향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상된다. 한편, 일본계 곡물 수입업체

는 최근 곡물 수입의 안정을 기하기 해 소 곡물 메이 의 인수합병  

육성을 통해 로벌 곡물유통시장에서 경쟁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이

섭, 2009). 이러한 시장경쟁력 강화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국제 곡물가격 

등에 따른 향을 게 받아 수입곡물시장이 상 으로 안정된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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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컨 , 옥수수와 콩의 국제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시기에 한시 이지

만 마루베니와 같은 일본계 곡물 수입업체의 국내 수입시장 유율이 4  

곡물메이 보다 높았다. 국제 곡물유통시장에서 일본계 곡물 수입업체의 

성장 속도를 고려해 볼 때 향후 국내 곡물수입시장은 4  곡물메이 와 일

본계 곡물 수입업체 간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상되며 시장구조도 재 

4  곡물메이 의 과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3.6. 통일 후 북한 식량(곡물) 수급 전망13

  국내 식량안보를 고려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의 하나는 통일 이후에 북

한이 직면할 부족한 식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재까

지 련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구체 인 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먼  

구체 인 책을 마련하기 에 통일 이후에 북한 식량을 하여 얼마만큼

의 식량이 필요할 것인지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까지 련 연구에서 당해연도나 차기연도의 북한식량수 을 추정한 

것은 있어도 통일 이후에 식량수 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검토한 연구는 

한국농 경제연구원(1997)의 ‘곡물의 장기 수 망과 응 정책’이 유

일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북한 곡물 수  망이 오랜 에 이

루어진 것이지만 북한 식량사정이 1990년 말보다 더 악화된 을 감안할 

때 이 연구의 망치를 사용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1997년의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연구에서는 변 통일과 통일 연도를 

2000년으로 가정하고 식량을 곡물에만 한정하여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망하 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이 필요할 곡물 소요량을 다음 <표 

2-9>와 같이 추정하 다.14 통일된 2000년에 북한의 곡물 소비량은 580만t 

정도로 추정하 고 2010년에는 839만t까지 증가할 것으로 상하 다.

13 한국농 경제연구원(1997), 곡물의 장기 수 망과 응정책에서 인용

14 1997년에 망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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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통일 후 북한지역 곡물 소요량

단 : 천t

구  분 2000 2004 2010

미  곡 2,865 3,169 3,619

 - 식  용 2,843 3,147 3,597

 - 종자용 22 22 22

기타곡물 2,932 3,640 4,773

 - 식  용 2,843 2,640 2,237

 - 종자용 13 14 15

 - 사료용 76 987 2,520

합  계 5,797 6,809 8,391

  주: 1) 식용에는 가공용 포함(가공용은 모두 식용으로 계상)

2) 소수  이하 반올림으로 인해 끝자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한국농 경제연구원, 곡물의 장기 수 망과 응실태, 1997

  한편 통일 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2000년에 358만t으로 2010년에는 

단수가 늘어 494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망하 다. 그리하여 2000년과 

2010년에 북한이 직면할 곡물 부족량을 각각 221만t과 345만t으로 망하

다(<표 2-10> 참조). 

  이상에서 논의한 통일 이후 북한 식량수 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통

일 이후의 북한 식량문제를 고려한다면 재 우리 수입수요량에서 350만t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통일 이후에는 재 략 1,400만t을 

수입하는 것에서 략 1,800만t의 수입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재 국

제곡물시장이 엷은 시장임을 감안할 때 추가 교역량이 300만t 이상 늘어나

는 것은 국제곡물가격의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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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4 2010

생산량 3,583 4,062 4,939

 - 미 곡 1,464 1,883 2,546

 - 기타곡물 2,119 2,179 2,393

소요량 5,797 6,809 8,391

 - 미 곡 2,865 3,169 3,619

 - 기타곡물 2,932 3,640 4,773

부족량 2,214 2,747 3,453

 - 미 곡 1,401 1,286 1,073

 - 기타곡물 813 1,461 2,380

표 2-10.  통일 후 북한지역 장기 곡물수  망

단 : 천t

  주: 통일이 연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2000년도의 생산과 소비량이 보정되

어야 함. 따라서 이 표에 나타난 2000년 양곡연도의 생산량과 소요량, 부족량 자료

는 실제  의미가 없음.

자료 : 한국농 경제연구원, 곡물의 장기 수 망과 응실태, 1997

  이상에서 살펴 본 것을 종합 정리해 보면 향후 국제곡물가격은 국제곡물

시장구조의 특성과 최근 국제곡물수 구조의 환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

할 것으로 망된다. 이는 비단 국내 문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도 같

은 망을 내놓고 있다. 즉 향후에는 국제곡물가격은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로벌 식량 기에서 

보았듯이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제한조치가 항시라도 일어날 수 있으

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세계 식량 기가 발생할 험이 높다는 것

이다. 이런 로벌 식량 기가 닥치면 국내 생산의 확 로 문제를 해결해

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건상 국내 생산 확 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많

은 식량을 해외에서 여 히 수입해야만 한다. 한 통일 이후의 북한을 고

려한다면 해외 식량수입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량 식량수

입국가인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 극 비하여야 하며 이를 해서는 다

양한 시나리오별로 구체 인 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에서는 

로벌 식량 기에 응하는 식량안보 책들을 알아보고 로벌 식량 기

에서 해외농업개발이 가지는 의의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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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량안보 책과 해외농업개발

  로벌 식량 기에 한 책은 크게 국제 책과 국내 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국제식량안보 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4.1. 국제식량안보대책

  지난 2008년 로벌 식량 기에서 국제사회가 실제로 용했거나 용

하려고 했던 책으로는 긴 구호지원의 확 , 곡물을 바이오 연료로 사용

하는 각 국가의 바이오연료정책의 재검토,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제한도 일

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공정한 무역정책의 시행, 지난 1970년  아시아에

서 성공하 던 녹색 명과 같은 농업기술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획기 인 

증 를 한 제2차 녹색 명의 시행, 식량 기에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개

도국에 한 사회 안정망 투자의 확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었다. 먼  

국제교역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검토한 방안으로는 식량수입 융기구

(Food Import Financing Facilitity, FIFF)의 창설과 수출제한조치의 지 등

과 같이 방안이 있었다. FIFF 창설 방안은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에는 도

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고 2008년의 식량 기에도 용되지 

않았다. 이는 FIFF를 이용하는 조건이 무 까다로워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조건이 완화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다른 방안으로 검토되었

던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 지는 실제로 국제규범으로 용되

지 못하 다. 이는 곡물수출국이 곡물 수출에 한 국제 약을 따를 것인

지 아니면 자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결정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실제 

지난 로벌 식량 기 때에도 국제기구들의 권고에도 거의 모든 곡물 수출

국들이 자국민의 이익을 하여 수출제한조치를 취하 다. 수출세는 수입

세와 같이 국제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WTO 규범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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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실행방안

단기

식량 기 국가에 한 긴  식량지원 확

소득국가에 한 국제수지  재정지원

소득국가 소농 식량증산을 한 씨앗, 비료, 동물사료지원

소득국 식량비축 능력 확보에 의한 식량안보 리스크 강화

장기

주민 생계 지원  농업투자 증 를 한 주민 주의 정책 

기후변화 처와 련한 융시스템  투자 우선 순  부여

식량  농업에 한 과학기술에 한 투자 가속화

식량수출 지, 규제조치 최소화, 국제무역자유화 지속 추진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특히 규모 수출 국가들이 기 상황에서 국

제사회의 권고를 따를 것인지는 의문시된다.

  이 게 국제 응방안을 단기와 장기 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 책으로는 식량 기 국가에 한 긴

 식량지원 확 , 소득국가에 한 국제수지  재정지원, 소득국가 

소농 식량 증산을 한 씨앗, 비료, 동물사료지원, 소득국 식량비축 능력 

확보에 의한 식량안보 리스크 강화 등이며, 장기 책으로는 주민 생계 

지원  농업투자 증 를 한 주민 주의 정책, 기후변화 처와 련한 

융시스템  투자 우선 순  부여, 식량  농업에 한 과학기술에 

한 투자 가속화, 식량수출 지, 규제조치 최소화, 국제무역 자유화 지속 추

진 등이다.

표 2-11.  국제 책

  이런 안들이 실행 가능한 책이 되기 해서는 식량 책 마련에 있어 

몇 가지 고려해야 사항이 있다. 먼  로벌 식량 기문제는 ‘ 로벌 공공

재(Global Public Goods) 제공’ 문제와 같으므로 로벌 식량 기를 해결

하기 해서는 개별 국가의 차원을 넘어선 국제 인 정책의사결정에 한 

합의가 필요하다. 로벌 공공재 제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20세기 

후반에 미국이 국제통화시스템을 안정화했던 것과 같이 강 국의 헤게

모니  추진에 의하여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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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제 력기구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국제 으로 따라야만 하

는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공공재 문

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과 련된 정책을 유

도할 수 있는 인센티 (유인) 시스템이 고안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로벌 식량 기에서는 상기에서 제시된 책들이 국제

으로 실효성 있는 책으로 환되기에는 매우 제한 이라는 것을 보여 주

었다. 당시 로벌 식량 기가 최고 에 달했을 때 UN의 표 인 농업기

구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여러 차례 식량안보정상회의와 련 문

가 회의를 개최하여 로벌 식량 기의 원인 분석과 책들을 마련하고 해

결 방안까지 많은 노력을 하 다. 그러나 실제 실효성 있는 책들은 시행

되지 않고 기본 원칙을 천명하는 수 에 머무르고 말았다. 를 들면 당시 

로벌 식량 기의 주요 원인으로 바이오연료정책의 확 와 주요 곡물수

출국들의 수출 제한이 지 되었다. 그러나 바이오연료정책에 해서는 미

국, 라질, EU 등 바이오연료를 주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국가들이 바이오

연료에 한 정부보조  축소나 곡물을 바이오연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등과 같은 사항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바이오연료

가 국제곡물가격에 향을 주므로 이에 한 구체 인 효과를 악하

고 련 책을 마련하자는 기본 원칙만을 천명하는 수 에 머무르고 말았

다. 한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상은 표 인 인근 국가 궁핍화 

상(beggar-my-neighbor countries)이므로 이에 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

는 주장이 있었지만, 실제로 구체 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 곡물 공 의 증가율이 곡물 수요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세계 으로 농업 투자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므로 농업투자 확

가 필요하고, 이를 하여 개발도상국 농업에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이 개발

원조 확 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지난 로벌 식량 기를 겪으면서 

확인된 것은 국제기구들이나 선진국들을 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국제

책을 기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곡물 수입국들은 

로벌 식량 기를 비한 식량안보 책을 자체 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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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 대책

  식량안보를 한 국내 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내 생산 확  

 식량자 률 제고, 선물시장 극 활용, 수입선 다변화, 장기조달계약의 

확 , 비축제도 운용, 국제식량조달시스템의 구축, 해외농업개발, 조기경보

시스템(EWS) 구축, 음식물 쓰 기 축소 등 다양하다. <그림 2-8>은 우리

나라가 식량안보를 하여 재 시행 는 검토하고 있는 책을 공  

책과 수요 책으로 구분하여 도식 으로 표시한 것이다. 우선 공  책

으로는 국내생산의 확 , 해외로부터 안정 인 수입, 비축제도, 해외농업개

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국내 농업생산의 확 로 식량자 률을 행 

27% 수 에서 30%까지 높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해외로

부터 안정 인 수입 방안으로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통

하여 해외로부터 연간 400만t의 식량을 안정 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비축

제도로는 재 시행 인  공공비축제도 이외에도 필요시 , 옥수수, 콩 

등과 같은 곡물에도 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하여 연간 국내수입수요량의 10%인 138만t을 안정 으로 들여오는 방

안 등이 있다. 수요 책으로는 음식물쓰 기를 축소하여 수입물량을 간

으로 이는 방안과 소비자들의 무조건  Non-GMO 소비 선호에 한 

인식 환을 통한 식량수입액 감소 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제무역

거래를 바탕으로 한 선물거래나 장기계약의 활성화 등도 시장거래의 활성

화를 통한 효율 인 식량확보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상기에서 언

한 공  책과 수요 책  시장 책들이 유효한 책이 되기 해서는 

국내외 식량수   가격에 한 종합정보시스템을 운 하는 것이 필요하

고 이런 효과 인 식량정보운 체계를 바탕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도 식량안보에 비하는 요한 책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국내 책

으로 고려할 수 있는 책들의 장단 들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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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국내 책

(공급 측

(수요 측

․138만t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400만t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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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밭

밥 용
기능성

가공용

지역특화

작목
콩 옥수수 조사료 잡곡 기타

4.2.1. 국내 생산 확

  국내 생산을 확 하는 방안이다. 우선 농지이용계획을 제도화하고 통합

이용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구체 인 

방안으로 하계 논농업을 다양화해 콩, 사료, 잡곡 생산을 확 하는 것이 식

량자 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유인하기 해 2013년

까지 매년 4만ha의 논 상으로 타작물 재배 시 소득차를 보 (300만원/ha)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밭작물 산업을 육성해 콩, 옥수수, 잡곡 

생산을 확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해 밭작물 기반정비를 확 하고, 

기계화를 진하며, 생산, 유통, 장 등 품목별 특성에 맞는 육성 략 마

련도 필요하다. 2012년부터 정부의 보리 수매가 단될 정이다. 따라서 

보리 재배 신에 2모작  생산을 확 하고 유휴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

하여 사료 자 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해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 농 앙회, 농업기술센터 등이 연계하여 콩, , 조사

료 등의 생산 확 를 추진해야 한다.

표 2-12.  농지 이용 모델( 시)

  그럼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 면 이 제한된 나라에서는 국내 생산을 

확 하는 것에 기본 으로 한계가 많다. 늘어가는 유휴농지에 사료작물이

나 콩 재배를 확 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자 률을 높일 수 있지만,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국내 생산만으로 식량을 완  자 하는 것은 어렵다. 따

라서 식량안보를 해서는 주어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 생산을 최

한 확 하는 한편, 다른 정책 안들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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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재 26.7% 수 의 식량자 률 수 을 국내 생산의 확 로 얼마

까지 높일 수 있는가도 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국내곡물가격과 국제곡물

가격과의 차이를 재정자 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식량자 률을 1% 

높이기 해서는 최소 연 2,000억원 이상의 재정자 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재 농림수산 산에서 융자와 소득보 용 재정자 을 

제외하고 순수 재정투자재원 모두를 식량자 률을 높이는 데 사용하여도 

식량자 률을 50% 이상 넘길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생산을 최 한 확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50% 이상

을 해외에서 공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실 으로 국내 생산 확 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비상 

시에 계 없이 해외로부터 식량을 안정 으로 공 할 수 있는 체제를 갖

추고 있는지 여부다.

4.2.2. 선물거래와 장기계약 확

  선물거래와 장기계약을 확 하는 방안이다. 일본과 국 등은 선물시장

(Futures Market)을 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입물량의 20∼

30%를 선물시장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일 물거래방식(flat buying)을 이

용한다. 일 물거래방식은 가격변동이 심한 경우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

며, 가격 험이 높고 가격 담합에 취약한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선물 문

가가 부족하고 련 기 들도 소극  자세로 임하고 있어 선물거래 확 가 

제한되고 있다. 한편, 장기 계약의 장 은 계약기간 동안 곡물이 안정 으

로 도입되고, 단기 인 공  변화에 향을 받지 않으며, 주요 곡물수출국

과의 유 계를 강화하는 것 등이지만 도입 물량을 조 하고자 할 때 신

축 으로 응하기가 곤란하다든지, 장기공 계약에 의한 거래가격이 물

거래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것과 같은 단 도 있다.

  선물거래는 물가격의 변동 험을 선물시장을 통해 회피(헷징)하는 거

래방식이나 련 문가에 한 체계 인 육성 없이는 쉽게 활용하기 어려

운 거래 방식이다. 그런 에서 우선 선물거래 련 문가에 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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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이 필요하다. 한 다양한 략변수를 다각 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

하다. 선물거래, 직  구매( 지에 진출하여 구입하는 것), 장기계약 등 다

양한 략변수들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 략도 필요하다. 이

를 해 선물가격의 변동성(선물가격- 물가격=베이시스)을 지속해서 찰

하고 모니터링해서 곡물선물시장에 나타나는 계 성이나 일정한 패턴 등

을 연구하여 활용해야 한다. 한, 이러한 선물거래나 장기계약 등에는 시

계열 자료가 요한 만큼 련 자료들을 DB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2.3. 비축제도의 활용

  비축제도는 긴  비상비축(Emergency Reserves, ERs), 국제조정곡물비

축제도(International Coordinated Grain Reserves, ICGRs), 지역비축제도

(Regional Reserves, RRs), 국별비축제도(Country reserves, ICRs) 등과 같

은 여러 유형이 있다. 그동안 국제 으로 비축제도를 운 해 온 나라는 

국과 인도다. 미국도 오랫동안 농가 비축제도를 운 했으나 농업법이 바

면서 없어졌다. 한 1975∼1980년에 아 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식량안보

재고 운 제도를 시행하 다. 그러나 비축량의 정확한 측 문제, 정부 공

기업에 의한 재고 운 , 비축을 보충하기 한 자원의 불충분성, 시스템을 

지지하기 한 원조국들의 은 지원 등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실제 국제기구가 제안한 비축제도로는 FAO의 EAERR(Asean East Asia 

Emergency Rice Reserves, EAERR)가 있다. 지역 비축제도로 표 인 것

은 FAO의 Asean Food Security Reserve)로 아세안 10개국 러스 3개국이 

제안한 지역 력 로그램이다. 이 EAERR는 13개국 간  재고를 공유하

는 상호 지원 로그램이다. 2차세계  이후에 개별 품목의 가격안정화

를 하여 국제상품 정(International Community Agreement, ICA)을 맺었

다. ICA는 품목의 가격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가격안정보다는 통계 

조사 등과 같은 역할에 한정하고 있다. International Grain council( 에 

International Wheat Council)은 기에 작동하 지만 1973~74년의 로벌 

식량 기에는 정이 깨졌다.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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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and Development)는 개별 국가들이 재고를 보유하고 국제 으로 

리하는 방식으로 International Grain Reserves(IGR)를 제안하 다. 그러나 

IGR은 운 리의 수 , 재고수 , 개발도상국 특별제공 등과 같은 주제에 

한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하 다. ER은 비상사태를 비하여 30만~50만t

의 Coarse Grain을 비축하자는 것이다. G8 +5는 이를 주요 개발도상국 근

처에 설립하여 긴  시에만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 다. 세계식량 로그램

(WFP)이 운  책임을 지고 식량 기가 닥치기 의 가격으로 곡물을 거래

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아울러 리비용을 하여 긴 자 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격 안정이 목 이기보다 비

상 시 긴  상황을 비하는 방안이다.

  비축제도는 기본 으로 최고가격과 최 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운 하는 

marketing board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왜곡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략 으로 비축제도를 운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은 정 재고

수  결정, 비용과 손실처리수  결정, 시장 매시기 결정 등 많은 불확실

성이 있다. 특히 운 의 투명성 확보, 책임 운 방식, 곡물수  측의 어

려움, 민간 부문과의 경쟁 등과 같은 문제로 부패, 시장왜곡, 운 리문제 

등 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를 들어 IEA와 같이 비축을 책임지는 조직체

가 설립되면 기구의 운 리 문제, 실제 운 의 확정, 투명성 확보, 국제

융과 에 지․식량(상품시장)과의 연계에 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문

제 등이 야기된다. 결국 비축제도는 높은 장비용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잘못하면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하여 비축제도는 비축 장시설의 건설비, 비축물자의 구입비, 이에 

한 이자비용, 비축시설의 유지 리비, 비축 곡물의 감모 등으로 추가비

용이 소요되어 비축 비용이 해외식량개발이나 장기계약보다 높다는 단

을 지닌다. 비축제도를 효율 으로 운용하기 해서는 비축의 경제성을 보

장할 수 있는 정 물량 수 을 악하는 것과 국제곡물가격이 등할 때, 

비축곡물의 정 방출시기와 정 규모 등을 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최근 정부는 국제곡물가격의 등에 비하여  이외의 보리, 콩, 

옥수수, 도 비축제도 운 을 검토하기로 하 다. 정부는 2005년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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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asis 거래(1안) 물비축+Basis(2안) 선물거래(3안)

장

- 매입, 리비용 감으

로 재정 부담 최소화

- 물 확보와 동시에 곡

물가격 변동 험 회피 

가능

- 가격폭등 등 비상 시 

즉시 곡물공  가능

- 시장 불안심리 해소로 

투기성 가수요 방지

- 매입, 리비용 감으

로 재정 부담 최소화

- 물 매입을 하지 않아 

운송비 등 비용 감

단

- 가격폭등 등의 비상 시 

신속한 처 곤란

- 확보한 물 처리 시 손

실 발생 가능

- 물 보 에 따라 재정

부담 증가

- 비축창고(18만8000t 

규모) 건축 시 약 900

억원 소요

- 선물을 물로 환 시 

필요물량 확보에 애로

- 가격폭등 등의 비상시 

신속한 처 곤란

제도를 폐지하면서 공공비축제를 도입해 국내  소비량의 17%(3개월 소

비물량)인 72만t을 비축하고 있으며 매년 36만t 수 을 매입해 회  비축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보리, 콩, 옥수수, 도 처럼 3개월 소비물량이

나 연간 소비량의 10% 안 을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 이다. 이러한 비축

제도는 기본 으로 비용 최소화, 시장 왜곡 발생 방지, 필요 시 기 시장

공  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운 되어야 한다. 구체 인 도입  비축방식은 

시카고 곡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 지보유), 베이시스 거래( 지보유), 일부 

국내비축+베이시스거래( 지보유) 등 다양한 방식들이 검토되고 있다.

표 2-13.  비축제도 운용 안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4.2.4.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은 해외에서 식량을 확보해 국내에 반입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다 체계 으로 확립해 안정 으로 식량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지에서 곡물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혹은 확보된 곡물을 장하거나 가공

하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지에서 수출하는 지역(항구 등)으로의 운송 기

반이 미흡할 경우 곡물 조달이 안정 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곡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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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공, 지운송, 수출·선 , 해상운송 등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 로 

작동하지 않으면 비용 측면에서 조달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에서 곡물 확보에서 반입에까지 이르는 조달시스템상 비용 상승 요

인들을 략 으로 제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산지엘리베이터 시설투자, 

지 내륙운송시설 투자, 수출선 시설 투자 등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시

설투자, 인수  략  제휴 등의 진출 략 등은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략들이다. 그러나 일반 으로 시설투자는 상

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험성이 높은 이 단

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과 공기업의 장 들을 고려한 략  

역할 분담을 통한 진출 략이 필요하다. 한, 시설투자  인수·제휴와 

같은 략들은 진출하는 국가의 지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철

한 지조사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2015년까지 민 합동 ‘해외곡물 유통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한 략을 수립하고 있다. 유통공사와 민간기업(4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곡물유통회사를 설립해, ․콩․옥수수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1년까지 콩, 옥수수 10만t 도입, 2015년까지 

400만t을 도입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 구매, 장, 운송, 매에 이르는 

종합유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략이다. 이러한 곡물조달시스템을 보다 체계

으로 운용하기 해 농식품부, 농진청, 곡물유통회사, 농어 공사, 제분

회사, 사료 회 등으로 구성된 ‘민 합동 의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방식

의 공동 도입 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 계약재배, 도입특약체결, 

선물거래, 베이시스 거래, 해외농장 개발 등을 통한 물량 확보 략뿐 아니

라, 농자재(종자, 비료 등) 지원, ODA 등 국제원조, 농기술 수 등과 연

계한 해외 생산 곡물의 국내 도입 계약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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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체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4.2.5. 해외농업개발의 시행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다른 책에 비하여 투자비용이 과다하고 상 국

가에 따라서는 험성이 높은 단 이 있지만, 이미 앞에서 언 한 다른 

책들의 한계를 고려할 때 식량안보의 요한 책 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은 식량안보를 한 유일한 책이라기보다 여

러 정책조합, 를 들면 국내생산 확 , 선물거래 확 , 장기계약 확 , 비

축 리제도 운용, 음식물 쓰 기 축소 등과 같은 책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조합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의 의의  63

   우리나라는 로벌 식량 기 이후에 보다 안정 으로 해외 곡물을 확

보하는 방안으로 ‘해외자원개발법’ 제4조에 근거하여 ‘해외농업개발 10개

년 계획(2009. 6)’을 수립하 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은 농림수산

식품부가 3년마다 10년 단 로 수립하는 해외농업개발에 한 장기 이고 

종합 인 기본 계획이다. 이 계획의 기본 목표는 첫째, 2018년까지 주요 

곡물 국내 소비량의 10% 물량에 한 해외 공 망을 확보하고, 둘째 우리

나라 농업  연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며, 셋째 해외농업개발 

상국과 상생 력 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다. 해외농업개발의 추진 방향은 

실수요자인 민간이 주도해 추진하며, 정부는 간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되

어 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유형별․지역별․품목별 추진 략을 수립하며,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인 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4.2.6. 음식물 쓰 기 축소

  식량안보를 한 국내 안  하나는 음식물 쓰 기를 이는 방안이

다. 이는 공  측면의 안이기보다 수요 측면의 안이다. 소득 수 의 향

상에 따른 음식소비 증가, 외식확산, 푸짐한 상차림 등으로 음식물 쓰 기

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이후 1인당 음식물 쓰 기 발생량이 

연간 2% 수 으로 증가해왔다. 2002년 하루 평균 1만1,397t이었던 음식물 

쓰 기는 매년 증가해 2006년엔 하루 1만3,372t으로 4년 만에 17.3%가 늘

어났다. 이는 국민 1명이 매일 약 275g의 음식물 쓰 기를 버리는 것으로 

이를 조 만 여도 매년 식량 수입량을 크게 일 수 있다15. 이러한 음식

물 쓰 기로 인해 식량자원가치 18조원(2005년 기 ) 비 약 6,000억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식생활 개선운동 등

을 통해 음식물 쓰 기를 임으로써 음식물 쓰 기로부터 발생하는 온실

가스와 행정 비용, 그리고 불필요한 농산물 수입을 일 수 있다.

15 하루 3,000t 정도의 음식물 쓰 기를 일 수 있다면 매년 식량 수입량을 100

만t 이상 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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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까지 음식물 쓰 기 발생량 20% 이상 감을 목표로 하는 음식

물 쓰 기 이기 종합 책이 2010년 2월 녹색성장 원회에서 발표되었

다. 세부 실천 책으로 음식물 쓰 기 종량제 도입, 지자체 음식물 쓰 기 

감량화 시책 도입, 소형‧복합 찬기 보 , 식품 나눔 문화 확산, 간소하고 

품격 있는 한식 세계화 추진, 식재료 공  단계에서 사  감, 생활패턴 

변화를 한 홍보  교육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목표 달성 시 약되는 

식량‧에 지 등의 경제가치는 연 5조원에 이르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약 

42만t/연(승용차 약 15만 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보다 깊은 

의와 보완을 거쳐 정책의 극 실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수의 소비자

가 참가해야 종합 인 효과가 나타나므로 홍보  교육 비 단기간에 효

과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다소 장기 인 문화운동으로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

4.2.7.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세계 곡물재고에 한 정확한 정보가 국제곡물시장에 한 신뢰를 높이

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국제에 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와 같은 국제곡물기구(International Food Agency, IFA)를 구성하거나, 조

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Mechanism, EWM)을 구축하는 것 등이 제안

되었다. 그러나 국제곡물기구의 설립엔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지 되었다. 

첫째, 부분의 국제기구들이 IFA 창설에 반 한 이유는 긴 한 국제 력

과 높은 비용 부담이 없으면 국제곡물재고에 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

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국과 같은 나라의 공공재고물량에 한 정

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언제, 가, 얼마만큼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셋째, 만약 

IFA가 창설된다면 정보의 비 칭 문제로 회원국들이 얼마의 재고 수 에

서 력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비상 시 회원국들의 책 

마련에 한 합의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로벌 수 의 재고를 

악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는 단 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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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곡물의 조기경보시스템은 국제 곡물수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

을 하고 험요인들을 사 에 알려 국제곡물 기에 응하는 시스템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970년   세계식량정보  조기경보시스템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GIEWS)을 구축하여 세계 

각국의 식량생산  식량안보에 한 정보를 선도 으로 제공하고 있다. 

GIEWS는 세계 각국의 작황, 식량수 , 수출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향

후 발생할 식량 기에 선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조기경보시스템은 

많은 정 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여 히 신뢰성 있는 정보 확보와 비용 

부담 문제를 갖고 있다.

  최근 바이오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가격, 사료곡물 가격, 축산물 가격, 

국제유가 등이 상호 연동되어 동반 상승하는 상이 발생하고 있어 국제곡

물은 물론 국내 축산업  식품산업 부문의 불안정성이 더욱 가 될 것으

로 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 식량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곡물수입량과 가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국제 

곡물 부문, 축산 부문, 식품 부문들의 수   가격에 한 모니터링을 포

함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 경보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국제곡물 정보 수집을 한 해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

다. 모니터링 요원을 확충하고, 각국 농업뉴스를 항시 모니터링하며, 주요

국 측연구소와도 제휴  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한, USDA, 

FAPRI 등과 공동연구로 품목별 국제수 과 가격 측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측모형은 국제 곡물수   가격변동의 국내 향 분석 

 정책방향 제시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농업 측센터 내 국제곡

물 측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해서는 국제곡물분석 문가

의회를 통해 곡물수  단계별 조기경보를 발령해야 한다. 문가 의회에

는 시스템 내부의 경제지표에 한 분석  경보발령뿐 아니라 련 부문

의 사후 응책도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한, 련 기본 매뉴얼을 작

성해 의회의 문가 구성이 시기별로 바뀔지라도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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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조기경보의 발령단계는 정상, 심, 주의, 경

계, 심각의 5단계로 구분하여, 기단계 진입 시에는 민 합동 곡물수  

비상 책반을 구성,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8. 식량안보 책의 효과 비교

  상기에서 언 한 여러 식량안보 책은 정책수단으로서 각기 다른 효과

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책 수단으로서 식량안보 책의 효과를 비교하기 

하여 각 식량안보 책이 얼마나 재정 는 융의 역할이 큰지 한 이

들 식량안보 책이 얼마나 정부 는 시장의 역할이 클 것인지 등을 비교

한다. 따라서 식량안보 책들의 효과를 비교하는 기 은 (1)재정과 융의 

역할, (2)정부와 시장의 역할이다. 

  이 게 4개의 기 에 따라 앞에서 언 한 식량안보 책들의 효과를 비

교 분석하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  <그림 2-10>에서 

A 유형은 재정자 의 수요가 높고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매우 큰 유형

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식량안보 책으로서는 국내생산 확 와 비축제도

가 있다. B유형은 정부의 역할은 크나 재정자 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유

형이다. 이들 유형에 속하는 책으로서는 곡물수   식량안보의 기본 

인 라 역할을 담당하는 책들로 곡물수   가격 등과 같은 곡물 련 

정보 인 라의 구축과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등이다. C유형은 정부나 시

장의 역할이 크지 않지만, 재정자 도 크게 소요되지 않는 유형이다. 이 유

형에 속하는 책으로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과 해외농업개발이 있다. D유

형은 시장의 역할과 융의 기능이 큰 유형이다. 여기에 속하는 책으로

는 공개입찰, 장기계약, 농업펀드, 선물거래 등이 있다. 

  각 유형 간 식량안보에 한 기여와 효율성을 비교해 보면 먼  A유형

은 가장 식량안보에 한 효과가 가장 높은 책이다. 재정자 은 많이 들

어가지만 비상 시 식량안보 책으로서의 효과는 가장 높다. B, C유형은 정

부가 제한된 재정투융자자 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식량안보 책들이다. D

유형은 시장친화 이고 효율성이 높은 식량안보 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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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식량안보 책들의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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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보다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비상 시에 한 책을 극

으로 실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A유형의 책들인 국내생산 확 와 

비축제도에 한 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정부의 산 제약을 

고려하고 해외로부터 보다 안정 인 물량 확보하여 식량안보에 비한다

면 국가식량조달시스템 구축이나 해외농업개발과 같은 책을 마련⋅시행

하여야 한다.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이나 세계곡물정보 리시스템 구축 같

은 책은 정부 산도 크게 소요되지 않으면서 인 라  성격을 띠고 있

는 책이므로, 즉, 산 비 효과가 높은 재정사업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할 책이라 할 수 있다. D유형은 시장친화  책들이므로 국제

곡물시장이 안정 일 때 이를 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효율

성이 높은 책들이므로 지속해서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

면 선물거래 활성화는 련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평상시

에 장기 인 입장에서 지속해서 리 육성해 나가야 한다. 

  상기 식량안보 책의 내용과 효과 분석에서 보았듯이 해외농업개발은 

로벌 식량 기에 응하는 하나의 책이며 은 재정자 으로 식량안

보를 비할 수 있는 책의 하나이다. 식량안보는 국내 생산의 확 , 해외

농업개발, 국가식량조달시스템, 선물거래, 등과 같이 어느 한 책으로 해

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제곡물수 여건과 국내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

려하여 한 정책조합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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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농업개발의 특징과 실태

1.1. 해외농업개발의 범주16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련 기업이 해외농업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해

외로 진출하여 투자하는 농식품 분야의 해외직 투자이다. 두 번째는 갈수

록 불균형해지는 국제식량수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을 안정 으로 확보하

기 하여 해외농업을 개발하는 경우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기 하여 개발도

상국 원조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농 을 발 시키려는 개발원

조 성격의 해외농업개발이다(<그림 3-1> 참조).

16 김용택 외(2010),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확보 방안

(2/3차 년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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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범

  식량안보 차원으로 해외농업개발을 하는 경우는 국이나 동국가와 

같이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로 부분의 형태가 공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직  곡물을 확보한다. 그리고 순수 경제  이익을 얻기 한 

목 으로 해외농업개발을 하는 경우는 일반 민간투자가 곡물펀드 등과 같

은 것을 조성하여 투자하는 형태이다. 일반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투자

의 표 사례는 일본의 종합상사와 동국가의 농식품 무역  가공기업이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 외에도 골드만 삭스 등과 같은 유

명 해외투자 문회사가 식량생산 혹은 농지확보에 참여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이 게 민간 기업들이 식량생산과 해외농지 확보에 극 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식량생산이 다른 투자 못지않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오래 부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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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곡물유통사업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자 곡물의 가공, 유통, 무역,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71

소매 등에 극 참여하고 있다(<표 3-1> 참조).

표 3-1.  해외 국가  민간 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황

목 참여 국가 는 기업 비고

식량

안보 

- 아시아: 국, 인도, 일본, 

말 이시아, 한국

- 아 리카: 이집트, 리비아

- 동: 바 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 국, 일본, 동국가들

수익성 

일본과 동국가의 농식품 무역 

 가공 기업

-일본의 종합상사(미츠비시, 

  이토추, 미츠이, 마루베니, 

  수미모토 등)

- 해외에서 수익 창출

-가공, 유통, 무역, 소매에 참여

- Deutsche Bank, Goldman Sachs: 국 축산업 투자

- Black Rock Inc.: 해외농지 확보 자 으로 3,000만달러 배정

- Morgan Staley: 우크라이나 4만ha 확보

- Black Earth Farming(스 스 투자그룹):러시아 33만1,000ha 확보

- 다른 스 스 투자회사: 12만8,000ha

- 국 투자그룹: 우크라이나 10만ha 확보

1.2. 해외농업개발의 특징

  일반 으로 다른 해외진출사업과 비교할 때 해외농업개발이 지닌 특징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업생산과 가공  유통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져 국내 생산에 

비하여 유통 물량 확보가 훨씬 어려우며, 해외 지의 자연조건에 응하

는 데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지의 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응하

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아울러 지 진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환

경변화로 인하여 높은 험이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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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해외농업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규모 투자자 이 소요되는 특징

을 지닌다. 규모 농지를 지닌 국가라고 하더라도 농지 구입 후 인 라 

조성에 규모 자 이 소요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장기

간 투자해야 한다. 한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농지를 구입한 후 상업  생

산을 시작한 후 국내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3년 이

상이 걸리며 보통은 5년에서 10년이 소요될 정도로 투자 수익을 얻기까지

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셋째,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고 험사업이다. 앞에서 언 했듯이 투자진출

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여건으로 높은 험과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그리고 

국제식량가격도 변동이 심하여 재배 작물의 경제성 측이 곤란하며, 장기

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상 으로 투자 수익률이 낮아 민간 기업들이 투자

를 기피한다. 즉,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지 자연조건 험, 기술 험, 경

험, 가격 험 등 여러 험이 존재하는 고 험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해

외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도 어렵다. WTO 규정에 따르

면 국내 농업인이 해외로 진출하여 생산한 농산물도 해외 농산물로 인정되

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

려면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김용택, 2008).

  따라서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규모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 장기간․고 험․ 수익사업의 특징을 지닌

다. 일반 으로 장기간의 고 험 투자사업은 수익이 높아야 하지만, 해외

농업개발은 이와 달리 수익성이 낮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고, 이미 투자한 기업 에서도 성공한 기업이 많지 않다. 그럼에

도 최근  세계 으로 해외농업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

제식량수 구조가 변하면서 식량가격이 상승 추세로 환되어 식량으로도 

수익창출의 기회가 생겼고, 각 국가들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사 에 식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근본

으로 다른 사업보다 장기간의 고 험사업이므로 정부가 기술 지원, 지 

법과 제도에 한 정보 제공, 자  지원 등을 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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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실태

2.1. 해외농업개발의 정책

  우리나라는 로벌 식량 기 이후에 해외 곡물을 보다 안정 으로 확보

하기 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 으며, 이

후에 본격 으로 해외농업개발정책을 시행하 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

자원개발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09년 6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본격 시행하 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

획’은 농림수산식품부가 3년마다 10년 단 로 수립하는 해외농업개발에 

한 장기 이고 종합 인 기본 계획으로 ①2018년까지 주요 곡물 국내 

소비량의 10% 물량에 해 해외로부터 안정 인 공 망을 확보하고 ②우

리나라 농업  연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며 ③해외농업개발 상

국과 상생 력 계를 구축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외농업

개발 추진의 기본 방향은 민간 주도, 실수요자 심의 해외 개발을 추진하

고 정부는 측면 지원하며, 국제사회와 상생하는 력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다. 주요 추진 과제는 유형별․지역별․품목별 추진 략을 수립하며, 진출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인 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더욱이 2011년 6월 23일에 국회에서 ‘해외농업개발 력법’이 통과되어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 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한 법  기반이 마

련되었다. 본 법안으로 그동안 지식경제부 소 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포함되어 시행되었던 농․축산물  임산물 자원에 한 해외농업개발사

업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독자 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법안에서는 10

년 단 로 해외농업개발사업 목표와 략 등이 포함된 해외농업개발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는 해외농업개발투

자 문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이 회사에 하여 지원  융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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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등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해외농업개발사업 종합정

보시스템을 구축․운 할 수 있으며, 문 인력 육성  해외농업개발 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본 법안에서는 ‘개발자원의 국내 반입 명령’ 조항(제33

조)이 있어 국내․국외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 에 한 차질이 생

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 경제에 향을 미칠 경우 해외에서 생산된 

곡물에 해 국내 도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본 법안에서

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해외농업개발사업 계획을 농

림수산식품부 혹은 산림청에 보고하도록 하 다.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같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에 지나 물

자원 등 해외 자원을 확보하고자 할 때 정부가 자 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는 여러 사업이 있다. 이들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는 해외에 지개발, 해외

물개발, 해외수산자원개발, 해외임업자원개발, 해외농업개발 등이 있다. 

이들 해외자원개발사업 에서 해외농업개발사업이 가장 늦게 시행된 사

업이다. 이들 해외자원개발사업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비교해 보면 해외농

업개발사업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표 3-2>는 이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소  부처, 사업 목 , 사업 목표, 주요 진출국, 시행

기 , 사업시행의 근거법, 지원 형태 등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농업개발사업도 다른 자원개발사업과 마찬

가지로 국내에서 부족한 식량을 안정 으로 확보하기 한 것이 사업 목표

임을 알 수 있다. 에 지와 물자원 등을 확보하기 한 자원개발사업은 

해외 진출 국가도 많고 자  규모도 해외농업개발사업보다 훨씬 크다. 이

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모두 장기간의 고 험사업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

지만 가장 늦게 시작되었으면서도 다른 자원개발사업보다 수익이 낮을 것

으로 상되는 사업이다. 한 물자원이나 에 지 자원보다 아직 자  

지원 조건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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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외에 지

개발

해외 물

개발

해외농업

개발

해외수산자원

개발

해외산림자원

개발

소

부처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목

장기 ‧안정  

에 지자원 

확보

장기 ‧안정  

물자원 확보

장기 ‧안정  

식량자원 확보

장기 ‧안정  

수산자원 확보

장기 ‧안정  

목재자원 확보

목표

2030년까지 

자주 개발률 

40%

2030년까지 

자주 개발률 

50%

2018년까지

138만t 확보

2013년까지 

13개 사업

2050년까지 

100만ha

진출국

37개국 86개 

업체(조사탐사, 

개발, 생산)

30개국 81개 

업체(22 종) 

(조사탐사, 

개발, 생산)

7개국 18개 

업체

(생산  유통)

1개국 1개 

업체 (양식,

가공, 유통)

11개국 18개 

업체(20만7,449ha)

(조림, 육림)

집행

기

한국

석유공사

한국

물자원공사

한국

농어 공사

한국

원양산업 회

산림청 

산림조합 앙회

근거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해외농업개발

력법
원양산업발 법

․해외농업

  개발 력법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지원

형태

출자,  융자, 

보조
출자, 융자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표 3-2.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업 황

자료: 김용택 외(20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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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실태17(2009년 이후)

  정부는 2010년 기  해외농업개발사업액 240억원을 장기 리(융자)와 

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이  융자자 은 21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3년 거

치 7년 상환에 이자율이 2%이다(<표 3-3> 참조). 보조사업의 표 인 사

업은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과 해외농업개발 기반 구축사업이 있다. 해외

농업환경조사사업은 2년(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총 17개기업이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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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다. 해외농업개발 기반구축사업으로는 해외농업개발 문인력 양성과 

해외농업개발 정보지원사업  컨설 사업 등이 있다. 해외농업개발 문

인력은 2009년에 44명을, 2010년에는 40명을 양성하 다. 해외농업개발정

보지원사업으로는 홈페이지(www.oads.or.kr)를 운 하고 9개국에서 해외

통신원을 운 하 다. 아울러 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 한 물

류시스템 조사연구  농업개발펀드 조성에 한 연구 용역 사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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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여기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실태 분석은 정부가 정책자 을 지원하여 해외농

업개발을 시행한 사업만을 상으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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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 조건(2010년 기 )

구분
산

(억 원)
지원 조건 사업시행 주체

해외농업개발 

사업(융자)
210

- 소요사업비의 70% 이하

-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2%

- 시행주체: 한국

  농어 공사

- 지원 상: 해외

  농업 진출 법인

해외농업개발 

지원(보조)
30

- 보조 100%, 단 해외농업 환경

  조사는 보조 70%, 자부담 30%

- 시행주체: 한국

  농어 공사

- 지원 상: 해외

  농업 진출 법인

 주: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농장형(10년 거치)과 유통형(5년 거치)으로 구분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이후 진출국가·업체수·투자액

이 크게 증가하 다. 구체 으로 2010년 기  68개 기업이 16개 국가에 진

출하여 2만3,600ha를 경작하 고, 이는 2007년 비 투자액은 6.6배, 곡물

생산면 은 7.9배 증가한 것이다.

그림 3-2.  해외농업개발 투자액

단 : 백만달러/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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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해외농업개발의 경지면

단 : 천ha

  해외농업개발 융자 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부분 소규모 기업이며, 

규모 투자에 의한 해외농장 개발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기업당 투

자규모가 2008년 110만달러, 2009년 150만달러, 2010년 90만달러인 것으

로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업당 경작면 은 2007년 417ha에서 2009년 

537ha, 2010년 347ha로 변화하 다.

표 3-4.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 황(2009～2010)

유형 기업수 액(백만원)

2009년

농장형 7 12,110

유통형 4 8,890

소계 11 21,000

2010년

농장형 8 16,350

유통형 2 4,650

소계 10 21,000

합계 합계 18 42,000

  주: 총 7개국 8개 기업(농장형 14개, 유통형 4개), 2011년 300억원(PPP 모델 90억원 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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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특징

이 게 해외농업개발 10개년 이후에 시행한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사업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해외농업개발 10개년 이후 정부 융자

자 을 받아 진출한 지역은 주로 체제 환국가(transition economy country)

다. 구체 으로는 라질, 필리핀,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사회주의 국가이

거나 사회주의국가에서 시장경제로 체제를 환하는 국가들이다. 이 게 

주로 체제 환국으로 진출하는 이유는 우선 이들 체제 환국들이 다른 나

라보다 극 으로 농업개발투자를 유치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은 과거 집단농장체제에서 시장경제로 환하면서 농업기반이 

거의 붕괴되어 농업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 다. 더욱이 국가재정이 부족하

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한 투자를 극 으로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체할 수 있는 해외농업투자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진출하려는 우리나

라 해외농업개발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가 지리 으로 인 해 있고, 

생산비가 렴하며, 아직 곡물메이 들이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손쉽게 시장에 근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런 진출 여건

에도 불구하고 이들 체제 환국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계 정립, 

공무원 부패, 농업 인 라 재정비에 따른 고비용, 곡물 수출제한의 가능성 

등 국가 리스크가 높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재 진출하는 지역이나 

진출 방식을 살펴보면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지니는 고 험에도 불구하고 

험이 높은 지역과 진출방식을 택하고 있어 험 리가 보다 강화될 필

요가 있다.

둘째, 정부의 자  지원이 식량안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지원의 

우선 순 가 곡물 생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옥수수, 콩, 과 같은 식용 는 사료용 작물이다. 즉 사업의 주 목

은 국내 생산과 경합되지 않는 옥수수, 콩, 과 같은 곡물을 생산․확보

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다.

셋째, 진출 기업의 부분은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형태 다. 이는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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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지에서 트 할 기업을 찾기가 어려웠던 문제 이외에도 지 

합작법인인 경우 지 리에 어려움이 상되기 때문이었다. 한 단독투

자가 선호되는 이유는 합작 투자할 기업 간 이해 계가 복잡하여 의견조정

이 어렵고 탄력  사업 운 이 어렵기 때문으로 단된다. 

넷째,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최종 목표가 해외에서 생산된 것을 국내로 반

입하는 것임에도 우선 일차 으로 지 매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

았다. 이는 지 매를 통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한 것으로 단

된다. 재 국내반입물량이 매우 지만, 향후 본격 으로 국내로 반입할 

경우 세나 TRQ물량의 배정 등과 같은 문제가 두될 것이다.

다섯째,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을 확보하는 유통형보다 국내 기업이 

지에서 직  생산하는 생산형 지원 규모가 훨씬 크다. 사업 기엔 진출 

지역에서 유통망 확보가 어렵지만, 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진출 기업

이 생산한 생산물은 무용지물이 된다. 재 부분의 진출 기업들은 종자

부터 매⋅유통까지의 가치사슬 체를 고려하기보다 우선 어떻게 생산

을 잘 할 것인지에 집 한다. 이런 추세를 보이는 것은 아직도 생산농지를 

확보하면 최소한 농지가격 상승분에 해서는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

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생산 심의 사고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과를 제약할 수 있다.

여섯째,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들은 자  규모, 자  지원조건, 문 인

력 확보, 련 법과 제도에 한 정보, 련 농업기술 지원, 외교 지원, 농

업 인 라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부분은 개별 기업들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정부의 극 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 조건이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지원 조

건에 비하여 불리하여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재 해외농업개발사업

이 장기간 투자사업임에도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다. 다른 해외자

원개발사업은 운 자  지원을 제외하고 보통 15년 내외의 기간을 제공하

고 있으며 성공불융자, 련 세제 지원, 후취담보제 등 해외자원개발투자

의 어려움을 많은 인센티 로 보 해주고 있다.

결론 으로 해외에서 곡물을 생산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해외농업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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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장기간․고 험․ 수익사업이므로 문화․규모화․철 한 험

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기 단계의 해외농업개발

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험이 높은 지역으로 진출하며, 상 으로 고

험 투자방식을 택하고 있다. 더욱이 정책자 의 지원 조건도 다른 자원

개발사업보다 불리하여 이에 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농식품산업 해외투자 동향18

  이번 에서는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의 해외직 투자 실태를 분석하고

자 한다. 농식품 분야의 해외직 투자에는 곡물 이외에도 축산, 원 , 임업, 

수산업, 식품업, 농자재업 등이 포함되어 농업  농업유 사업이 모두 포

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식품 분야의 해외직 투자 실태 분석

은 보다 포 인 차원에서의 해외농업개발 실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3.1. 농림어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농림어업 분야에 한 해외직 투자는 2011년 6월 재까지 

 세계 73개국에 걸쳐 총 822개의 법인이 설립되고, 액으로는 약 9억

7,900만달러가 투자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체 산업 신규 해외법인 수의 

0.6%, 투자 액의 1.6%에 해당한다.

  시기별 투자 액을 살펴보면, 1980년  이 에는 임업 투자가 주를 이

루었으며, 1980년 와 1990년 에는 수산업체들의 원양어업 진출에 따라 

어업에 한 해외 투자가 크게 증가하 다. 2000년  들어서는 식량 기 

의식의 확산에 따라 농업 투자가 가장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 한국수출입은행, 농식품산업 해외직 투자 요인  성과분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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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농림어업의 해외직 투자 동향

  신규법인의 설립 황을 보면, 농업은 1990년 부터 상당수 지법인들

이 설립된 바 있으며 2000년  들어 본격 인 해외 진출이 이루어졌다. 어

업은  기간에 걸쳐 고르게 설립되었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지법인 설립

이 거의 없다. 임업은  기간에 걸쳐 소수의 지법인들이 설립되어 있는

데 농업이나 어업에 비해 법인당 투자 규모가 크다.

그림 3-5.  농림어업의 신규 해외 지법인 수 동향

  농업을 심으로 2005년 이후 투자가 증하 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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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이 81년～90년 91년～00년 01년～10년

투자 액 24.3% 4.7% 0.6% 0.4%

신규법인수 11.6% 5.7% 2.0% 1.3%

업에 한 투자는 체 산업과 비하여 여 히 낮은 비 을 차지하고 있

다. 1980년  이 에는 투자 액의 24.3%, 신규법인 수의 11.6%를 차지하

기도 하 으나 2000년  들어 투자 액은 0.4%, 신규법인 수는 1.3% 비

까지 감소하 다. 제조업, 업 등 타 업종에 한 투자가 상 으로 높아 

농림어업에 한 투자 비 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표 3-5.  농림어업의 연도별 투자 비  추이

3.2. 누적 투자금액 및 신규법인 수19

3.2.1. 세부 업종별 황

  농림어업   기  투자 비 이 가장 높은 업종은 농업으로, 체 

농림어업 신규법인 수의 57.2%, 투자 액의 43.0%를 차지하고 있다. 임업

의 신규법인 수는 67개로 체 농림어업  8.4%에 불과하나, 투자 액은 

32.8%를 차지하여, 신규법인 수에서 체의 34.7%를 차지하는 어업보다 

투자 액 면에서는 더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19 투자 액  신규법인 수는 1968년부터 2011년까지, 2011년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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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규법인수 투자 액

법인수 비 액 비

농림어업 822 100.0% 979,102 100.0%

   농업 470 57.2% 421,034 43.0%

   임업 67 8.4% 321,371 32.8%

   어업 285 34.7% 236,697 24.2%

표 3-6.  농림어업의 투자 비

단 : 개, 천달러

  농업의 법인당 평균 투자액은 89만6,000달러이며, 가장 많은 투자 액

을 기록한 업종은 곡물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농업 투자의 55.8%

에 해당하는 2만3,500만달러가 투자되었다. 이어 작물재배  축산 복합농

업이 3,300만달러로 7.8%, 산물 건조, 선별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이 

2,700만달러로 6.6%를 차지하고 있다.

  어업의 법인당 평균 투자액은 83만1,000달러이며, 최  투자업종은 2만

2,400만달러를 기록한 원양어업으로 어업 투자의 94.8%를 차지했다. 임업

의 법인당 평균 투자액은 479만7,000달러로 매우 높아 농업과 어업에 비해 

투자 규모가 매우 크다. 64.9%에 해당하는 2억800만달러라는 가장 많은 

액이 벌목업에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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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분류

업종
분류

업종명
신규
법인 수

투자 액

농림어업

농업

곡물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280 234,792 

과실작물 재배업 20 11,562 

그 외 기타 축산업 18 11,517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7 9,756 

기타 작물 재배업 33 27,214 

농산물 건조, 선별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23 27,851 

양계업 1 251 

양돈업 10 19,287 

육우 사육업 5 2,490 

음료용  향신용 작물 재배업 3 11,235 

작물재배  축산 복합농업 21 32,86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10 12,870 

젖소 사육업 1 2,000 

종자  묘목 생산업 10 2,631 

채소, 화훼  과실작물 시설재배업 10 2,394 

채소작물 재배업 6 8,608 

축산 련 서비스업 1 80 

화훼작물 재배업 11 3,636 

임업

벌목업 50 208,494 

육림업 4 630 

임산물 채취업 2 4,629 

임업 련 서비스업 9 90,267 

임업용 종묘 생산업 2 17,351 

어업

내수면 양식 어업 5 1,374 

내수면 어업 2 291 

수산물 부화  종묘 생산업 4 4,543 

어업 련 서비스업 3 331 

연근해 어업 4 1,245 

원양 어업 259 224,355 

해면 양식 어업 8 4,557 

총 합계 822 979,102 

표 3-7.  농림어업의 업종별  해외직 투자

단 : 개,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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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북미 아시아 아 리카 유럽 남미 동

투자

액

농림어업 209,821 90,950  412,108  9,775  123,637  132,666  145 

  농업 46,496  35,250 201,656 1,241 117,220 19,027 145 

  임업 150,617  6,108 147,951 0 1,641 15,055 0 

  어업 12,708  49,592 62,501 8,534 4,776 98,585 0 

신규

법인

수

농림어업 56 100 492 24 65 84 1 

  농업 28  60 332 2 38 9 1 

  임업 9 5 44 0 4 5 0 

  어업 19  35 116 22 23 70 0 

3.2.2. 지역별 황

  농림어업에 한 투자는 아시아에 492개의 지법인이 설립되고, 4억

1,200만달러가 투자되어 가장 높은 비 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체 농

림어업 신규법인의 59.9%, 투자 액의 42.1%에 해당한다.

  투자 액 측면에서는 양주와 남미가 뒤를 이었고, 아 리카와 동

에 한 투자 비 은 매우 낮다. 신규법인은 북미, 남미 순으로 많은 

지법인이 설립되었다.

표 3-8.  농림어업의 지역별  투자

단 : 개,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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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농림어업의 지역별 투자 비

3.2.3. 국가별 황

  국가별로 가장 많은 농림어업 지법인이 설립된 곳은 292개의 법인이 

설립된 국(비  35.5%)이며, 미국 84개, 인도네시아 55개, 러시아 54개, 

캄보디아 32개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 액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가 최  투자국으로, 체 농림어업 투

자 액의 19.1%인 1억8,700만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국 1억

2,000만달러, 러시아 1억100만달러, 오스트 일리아 8,200만달러, 미국 

7,500만달러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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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신규법인수 국가명 투자 액

국 292 35.5% 인도네시아 186,793 19.1%

미국 84 10.2% 국 120,308 12.3%

인도네시아 55 6.7% 러시아 100,650 10.3%

러시아 54 6.6% 호주 82,268 8.4%

캄보디아 32 3.9% 미국 74,568 7.6%

필리핀 30 3.6% 푸아뉴기니 52,347 5.3%

나마 24 2.9% 뉴질랜드 49,944 5.1%

아르헨티나 21 2.6% 나마 49,356 5.0%

베트남 20 2.4% 아르헨티나 29,434 3.0%

뉴질랜드 19 2.3% 말 이시아 23,318 2.4%

표 3-9.  농림어업의 주요 투자 국가

단 : 개, 천달러

3.3. 최근 투자 동향

3.3.1. 개요

  2001년부터 신규법인 수와 투자 액 모두 반 으로 상승 추세에 있던 

농림어업 투자는 2008년 세계 융 기 이후 2009년까지 2년 연속 감소하

다. 그러나 2010년에 다시 증가세로 환되었으며, 투자액은 역  최고

치인 1억800만달러를 기록하 다.

  신규법인 수도 2008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 다가, 2010년에는 년 

비 소폭 증가한 37개 지법인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는 2007년의 78개

사에 비해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 이다.

  2010년에 투자 액이 증가하 으나, 이는 기업의 일부 지법인에 

한 규모 투자에 따른 것이며, 융 기 이후 아직은 농림어업 분야의 해

외 신규 진출이 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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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연도별 농림어업 해외직 투자 황

 한편, 체 해외직 투자 비 농림어업 투자의 비 은 투자 액 기 으

로 0.2~0.5%, 신규 법인 수는 0.7~1.6% 사이의 미미한 수 에서 등락을 거

듭하고 있다.

그림 3-8.  연도별 체 해외직 투자 액 비 농림어업 투자 비

  농업의 2010년 투자 액은 년 비 11.4% 증가한 4,800만달러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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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업 2,907 6,445 16,666 17,412 24,006 26,147 84,324 62,338 43,474 48,441 

임업 3,978 12,423 9,512 14,559 3,479 13,684 8,365 21,994 20,922 58,001 

어업 1,357 501 1,332 2,665 2,614 2,894 7,904 1,329 1,865 2,02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업 12 27 38 35 47 45 56 57 20 32 

임업 1 1 2 5 3 4 6 5 4 0 

어업 2 4 4 10 8 7 16 4 2 5 

했다. 2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기는 하 으나, 2007년 최고치 8,400만

달러에 비해서는 43% 감소한 수치이다. 농림어업  신규법인은 주로 농

업 부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0년에는 32개사가 설립되어 년 비 

60.0% 증가하 으나, 역시 2007년과 2008년에 비하면 낮은 수 이다.

표 3-10.  연도별 농림어업 세부 업종 투자 황

단 : 천달러

표 3-11.  연도별 농림어업 세부 업종 신규법인 수 황

단 : 개사

3.3.2. 지역별 동향

  농립어업에 한 투자는 2007년부터 아시아 지역에 집 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반면, 양주와 북미에 한 투자 액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91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양주 3,665 12,329 16,840 14,512 3,799 14,249 19,534 2,739 1,720 1,621 

북미 1,555 1,058 1,665 2,811 5,847 6,185 9,598 4,007 4,385 25 

아시아 2,912 4,488 6,986 13,062 12,540 16,119 51,278 49,599 34,185 80,620 

아 리카 0 0 0 339 308 283 1,383 930 0 0 

유럽 110 840 1,132 3,912 7,606 5,442 17,051 28,278 21,683 19,134 

남미 0 654 887 0 0 447 1,750 108 4,288 7,069 

표 3-12.  농림어업의 지역별 해외직 투자 동향

단 : 개, 천달러

   아시아 농림어업 투자는 2001년 35.3%에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에는 50.0%를 상회하 으며, 2010년에는 74.3% 비 을 차지했다. 양주

는 2002년에 63.7%를 차지하기도 하 으나 2010년에는 1.5% 비 에 그쳤

다. 유럽은 2001년 1.3%에서 2008년과 2009년에 30.0%를 상회했다.

그림 3-9.  농림어업의 지역별 해외직 투자 비  동향

  농림어업의 신규법인은 아시아에 집 으로 설립되었는데 융 기 직

인 2007년에는 59개사가 설립되기도 했으며, 2010년은 년 비 소폭 

증가하 으나, 2007년의 반 수 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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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양주 1 4 4 3 1 4 3 1 0 0 

북미 1 5 3 6 9 10 7 6 1 0 

아시아 11 16 27 34 44 40 59 50 18 29 

아 리카 0 0 0 2 3 0 3 1 0 0 

유럽 2 4 8 5 1 1 6 7 6 5 

남미 0 3 2 0 0 1 0 1 1 3 

표 3-13.  농림어업의 지역별 신규법인 수 동향

단 : 개사

  신규 법인의 아시아 집  상이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2010년에는 

그 비 이 78.4%에 달해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 3-10.  농림어업의 지역별 신규법인 수 비  동향

  최근 미국, 뉴질랜드, 호주는 차 투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투자는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

가 농림어업의 신흥 투자 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 진출도 활발한 편이며, 특히 인

도네시아에 한 투자 액이 2008년부터 격히 증가하 는데, 이는 임업 

련 서비스에 한 규모 투자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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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도네시아 448 0 563 44 395 770 2,693 20,223 18,171 60,142 

국 1,989 3,750 4,875 11,373 10,161 12,269 19,754 7,844 6,665 7,108 

러시아 110 510 1,132 3,694 7,606 5,442 17,051 9,123 21,683 19,134 

호주 1,248 7,602 5,539 8,063 0 11,690 9,228 508 0 0 

뉴질랜드 2,417 4,727 11,239 5,419 2,960 1,315 6,505 2,231 1,720 1,621 

미국 463 864 1,348 1,604 5,239 4,968 6,292 3,515 350 25 

말 이시아 0 0 163 717 400 0 15,671 5,277 403 255 

캄보디아 0 0 0 0 0 270 3,995 6,188 2,689 4,442 

루마니아 0 0 0 0 0 0 0 16,427 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 8 12 22 31 36 28 24 12 7 11 

미국 1 4 2 4 8 10 5 5 1 0 

러시아 2 3 8 4 1 1 6 2 6 5 

인도네시아 2 　- 0 1 2 2 7 7 5 2 

캄보디아 　- 　- -　 　- 　- 1 8 13 2 4 

필리핀 　- 　- 　- 　- 3 3 6 5 0 2 

베트남 1 0 2 1 2 2 3 4 0 1 

말 이시아 　- 　- 2 1 1 　 4 2 1 1 

뉴질랜드 1 4 2 1 0 0 1 0 0 0 

표 3-14.  최근 농림어업의 국가별 해외직 투자 동향

단 : 천달러

표 3-15.  최근 농림어업의 국가별 신규법인 수 동향

단 :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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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농림어업 해외직 투자 동향

4.1. 농림어업

  2007~2009년의  세계 농림어업 해외직 투자 액은 유출 기 으로 

19억2,300만달러를 기록하여, 1990~1992년 투자 액보다 3.8배가량 증가

하 다. 2009년 말 유출 잔액도 311억8,600만달러로 1990년의 43억7,400

만달러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 다.

  유입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 비 이 인 바, 개도국 경제 상황에서

는 농업이 상 으로 요 산업으로 외국인 투자 진 정책의  산업

에 해당하고, 경작을 한 토지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유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과거에는 선진국의 비 이 으

로 높았던 것이 최근 유량과 량 모두 개도국의 비 이 선진국 비 을 

과하 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세계 해외직 투자의 특징  하나인 개도

국의 유출 비  증가, 특히 개도국 간 투자(South-South Investment)의 증

가가 농림어업 부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다.

  투자 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 산업 투자 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1%에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상기 기간  투자 비 이 0.24%에서 오

히려 0.11%로 감소하 다. 유출 잔액의 비 도 역시 0.21%에서 0.16%로 

감소하 다.

  이와 같이 농림어업에 한 해외직 투자가 조한 이유는 농업 부문에 

한 높은 산업 규제, 외국인들에 한 농지 소유권 제한, 직  경작보다는 

후방산업의 공 망(Supply Chain) 지배를 선호하는 기업 략 등에 기인

한다.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95

　

FDI 유량(Flows) FDI 량(Stock)

유입 유출 유입 유출

1990
～92

2007
～09

1990
～92

2007
～09

1990 2009 1990 2009

선진국
13 468 472 950 3,733 16,328 4,014 14,855 

0.01 0.03 0.22 0.05 0.18 0.09 0.19 0.08

개도국
696 5,705 35 955 4,850 31,053 360 16,310 

0.40 0.35 0.02 0.05 0.23 0.67 0.02 0.08

남동유럽

CIS

0 592 18 2,995 21 

0.04 0.001 0.02 0.0001

세계
709 6,765 508 1,923 8,582 50,377 4,374 31,186 

0.40 0.41 5.81 0.11 0.41 0.28 0.21 0.16

표 3-16.  농립어업의 세계 해외직 투자

단 : 백만달러, %

  2008년 세계 융 기 이후 체 업종에 한 국경 간 M&A 거래 수가 

폭 감소한 가운데서도 농림어업의 M&A 거래 수는 2000년  반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70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 수를 기록

했다. 체 국경 간 M&A 거래 수  농림어업 비 은 2010년 기 으로 

1.3% 수 이다.

그림 3-11.  농림어업의 연도별 국경간 M&A 거래 수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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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산업의 2010년 M&A 유출액이 년 비 상승한 가운데 농림어업

은 2009년보다 5배 증가한 54억달러를 기록하 다. M&A 유출입 모두에

서 2005~2010년 반 이 에 비해 많은 투자가 집 되었다.

그림 3-12.  농림어업의 연도별 국경간 M&A 유출액과 비

단 : 백만달러

그림 3-13.  농림어업의 연도별 국경간 M&A 유입액과 비

단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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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유량(Flows) FDI 량(Stock)

유입 유출 유입 유출

1990～
92

2007～
09

1990～
92

2007～
09

1990 2009 1990 2009

선진국
4,706 56,694 12,367 58,242 76,100 487,649 85,289 573,556 

2.68 3.47 5.78 3.32 3.66 2.72 4.07 2.99

개도국
2,393 10,662 77 2,829 11,036 67,670 343 5,800 

1.36 0.65 0.04 0.16 0.53 0.38 0.02 0.03

남동유럽

CIS

56 1,701 -　 99 　- 13,172 -　 592 

0.03 0.1 - 0.01 - 0.07 - 0.003

세계
7,155 69,056 12,444 61,169 87,136 568,491 85,631 579,948 

4.07 4.23 5.81 3.49 4.19 3.17 4.09 3.02

4.2. 식음료 제조업

  식음료제조업의 해외직 투자는 상 으로 농림어업 투자보다 높은 수

을 기록하고 있는데, 2007~2009년  투자 액이 611억6,900만달러를 

기록하여 1990~1992년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하 다.

  식음료 제조업의 경우 유입은 선진국이 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

고 있다. 이는 가치사슬상 농업 련 산업  고부가가치 활동이 부분 

선진국에 집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식료품 제조업의 유출 통계에서도 선진국의 비 은 감소하고, 개

도국의 비 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농림어업과는 달리 선진국

의 비 이 아직도 으로 높은 상황이다.

  유출액 기 으로 체 업종 비 비 은 유량의 경우 5.8%에서 3.5%로, 

량의 경우 4.1%에서 3.0%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투자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표 3-17.  식음료 제조업의 세계 해외직 투자

단 :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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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세계 융 기 이후 체 업종에 한 국경 간 M&A 거래 수가 

폭 감소한 가운데 식음료 제조업의 M&A 거래 수는 2008년 220건에서 

2009년 109건으로 감소하 다. 2010년에는 167건으로 다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4.  식음료 제조업의 연도별 국경간 M&A 거래 수와 비

  식음료 제조업의 국경 간 M&A 유출액은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감의 빈도

와 폭이 크며, 특히 세계 융 기 후로는 그 변화폭이 2007년 500억달

러, 2008년 1,319억달러, 2009년 96억달러로 매우 심했다.

  2010년 M&A 유출액은 2009년보다 4배가량 증가한 391억달러를 기록

했다. 국경 간 M&A의 유입액 역시 유출액 기 과 유사한 추이를 보 는

데, M&A 액의 변동폭이 심한 것은 형 M&A가 많이 이루어지는 산업

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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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식음료 제조업의 연도별 국경간 M&A 유출액과 비

단 : 백만달러

그림 3-16.  식음료 제조업의 연도별 국경간 M&A 유입액과 비

단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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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현황20

4.3.1. 일본

  일본의 농림어업 분야에 한 순 외직 투자는 2005년 마이 스를 기

록한 후 2009년까지 지속 으로 순유출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에는 투

자 액이 감소하 으나, 2010년 들어서는 년 비 315% 증가한 1억

9,100만달러를 기록하 으며 이는 6년 내 최고치에 해당한다.

  일본 기업들의 투자 회수(Divestment) 기조에 따라 체 산업의 투자

액이 2010년에도 감소한 상황에서 증가한 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도  세계 황과 유사하게 농림어업에 한 투자 비 이 

0.3%에 그치고 있다.

  농림어업의 외직 투자 규모와 비교할 때 식음료 제조업 투자는 체 

투자액 비 상 으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년 비 

77% 감소한 575억2,300만달러를 기록하 으며 이는 체 산업 해외투자

액의 3.5%에 해당한다.

20 해외직 투자통계는 각국의 해외직 투자 유출액에서 유입액을 뺀 국제수지

표(Balance of Payment) 기  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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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비 증감률

농림어업 70  158  178  46  191  0.3  315  

  농림업 42 93 59 10 145 0.3 1,380 

  어업 28 64 119 36 47 0.1 29 

식음료 제조업 1,025 12,776 3,601 8,954 2,017 3.5 -77 

 산업 50,165 73,483 130,801 74,650 57,223 100.0 -23 

표 3-18.  일본의 연도별 순 외직 투자

단 : 백만달러, %

자료: 일본 JETRO, 순유출액 기

그림 3-17.  일본의 농림어업 연도별 해외직 투자 액

단 : 백만달러, 개, 개사

  한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기에 농림어업 해외 진출이 활발하

여 1951년부터 2004년까지 44억5,500만달러를 농림어업에 해외직 투자

하 다.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투자한 액의 4.6배에 달한다.

  사업 수로는 1970년 부터 1980년 에 많은 해외투자사업이 이루어졌

으며, 투자 액으로는 상기 기간 투자 액의 반이 넘는 23억4,300만달러

가 1988년부터 1997년 사이 이루어졌다. 아시아 외환 기 발생 직후인 

1998년부터는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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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농림업 어업 식료품제조업 산업

아시아 844 218 626 40,575 676,911 

북미 0.12% 0.03% 0.1% 6.0% 100%

그림 3-18.  1971～1994년 일본의 연도별 해외직 투자 액과 사업 수

단 : 백만달러, 개, 개사

  일본의 2010년 말 해외직 투자 잔액 황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844

억엔으로 체 산업의 0.13%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투자 비  0.16%보

다 소폭 낮다. 일본이 수산물 소비가 높아 어업의 투자잔액이 농림업에 비

해 높은 이 특징 이다.

  식료품 제조업의 해외투자 잔액은 4조575억엔으로 농림어업에 비해 크

게 높으며, 체 산업 투자 잔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비  

3.0%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3-19.  일본의 순 외직 투자 잔액

단 : 억엔

  투자 잔액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농림업의 경우 북미, 아시아, 유럽순이

며, 어업은 북미, 양주, 아시아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식료품 제조업의 투자 잔액은 유럽이 48.1%로 가장 높고, 아시아와 

양주가 20.8%, 20.2%로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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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잔액

농림어업 105 185 272 172 342 2,028

비 0.86 0.87 1.03 0.31 0.61 0.83

산업 12,261 21,164 26,507 55,907 56,529 245,755

농림어업 농림업 어업 식료품제조업 산업

아시아 13.5% 21.1% 10.9% 20.8% 25.6%

북미 58.9% 41.4% 65.0% 7.3% 31.6%

유럽 4.7% 17.2% 0.4% 48.1% 23.3%

남미 5.4% 3.1% 6.2% 3.6% 12.9%

양주 16.5% 13.3% 17.6% 20.2% 5.3%

동 0.0% 0.0% 0.0% 0.0% 0.6%

아 리카 1.0% 3.9% 0.0% 0.0% 0.7%

표 3-20.  일본의 지역별 순 외직 투자 잔액 비

4.3.2. 국

  국의 농림어업 분야 순 외직 투자는 2008년에 년 비 36.8% 감

소하기도 하 지만, 2009년에는 년 비 2배에 달하는 투자 증가를 기록

하여 체 으로 투자의 증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5년 1억100만달러에서 2009년에는 3억4,300만달러로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 기 이 다를 수 있으나, 2008년을 

제외하면 일본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09년 투자액의 체 산업에서의 비 은 0.61%이며, 2009년 말 투자 

잔액은 20억2,800만달러로 체 산업의 0.83%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평균

보다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표 3-21.  국의 연도별 순 외직 투자

단 : 백만달러, %

자료: 국국가통계국 Statistical China Yearbook(2010년 통계 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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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국의 농림어업 연도별 해외직 투자 액

단 : 백만달러, 개, 개사

4.3.3. 미국

  미국의 농림어업 분야의 순 외직 투자는 융 기가 발생한 2008년에 

마이 스를 기록하기도 하 으나, 2009년에는 1억2,900만달러를, 2010년

에는 년 비 31.8% 감소한 8,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체 산업의 해외투

자  농림어업은 0.27%, 식료품 제조업은 1.42% 수 이며, 투자 잔액 역

시 각각 0.04%, 1.19%에 그치고 있다.

  체 업종 비 농식품산업에 한 순 외직 투자 비 이 매우 낮은 편

이며, 이는 농림어업 부문에서 풍부한 자원과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직 투자에 한 유인이 타국들에 비해 비교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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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잔액

농림어업 80 150 -68 129 88 1,542

   비 0.036 0.038 -　 0.046 0.027 0.04 

식료품제조업 2,736 11,045 3,845 3,166 4,669 46,441

비 1.22 2.81 1.25 1.12 1.42 1.19

 산업 224,220 393,518 308,296 282,686 328,905 3,908,231

표 3-22.  미국의 연도별 순 외직 투자

단 : 천달러

주: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자료

그림 3-20.  미국의 농림어업 연도별 해외직 투자 액

단 : 백만 달러, 개,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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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림어업 해외직 투자의 요인  투자 목

5.1. 요인 분석

  본 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해외직 투자의 결정 요인으로 단되는 

요소들을 시장 확장 요인, 내부 압박 요인, 시장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상 계를 분석해 보았다.

  외부 확장 요인은 기업이 이윤 추구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해 해

외시장으로의 확장을 추구하는 요인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과 수입 액을 

사용하 다.

  내부 압박 요인으로는 국내에서의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윤폭 감소

로 인해 해외에서의 직  생산을 모색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생산자 물가지

수를 사용하 다.

  시장 환경 요인으로는 해외직 투자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 경제 

지표들의 변화로 인한 요인으로 환율과 국내 회사채 수익률을 사용했다.

  해외직 투자 액은 수출입은행 통계를, 각 변수는 해당 통계기 의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30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 다. 농림어업과 

체 산업과의 상 계를 비교하 으며, 농업․임업․어업의 분류별 상

분석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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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외부 확장 요인

가.  국제식품가격

  국제식품가격의 상승은 농림어업 해외직 투자와 (+)의 상 계를 보

이고 있으며, 매우 강한 상 계를 보이고 있다. 국제식품가격은 GSCI 

Agicuture Index와 FAO Food Price Index를 활용하 으며, 각각의 상  계

수는 0.80과 0.92를 나타냈다.

그림 3-21.  국제 식품 가격과 해외직 투자 상  계

자료: S&P

  세부 업종별 상 계 분석을 보면 농업은 0.75의 (+)의 상 계를, 어

업의 경우 -0.09의 (-)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임업의 경우 농식품가격과

의 상 계 분석이 무의미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나.  수입 액

  농식품 수입 액은 해외직 투자와 (+)의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

계수 0.78로 강한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체 수입 액과 해외직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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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상 계수가 0.96에 달하는 을 감안하면 타 산업 비하여 상 계

는 다소 낮은 편이다.

  농림어업을 각 세부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 농업의 경우 0.86으로 매우 

강한 (+) 상 계를, 임업은 0.42의 (+) 상 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어

업은 -0.36으로 (-) 상 계를 보 다.

그림 3-22.  농림어업 수입 액과 해외직 투자 상  계

5.1.2. 내부 압박 요인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와 농림어업 해외투자의 상 계는 (+)의 

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  계수는 0.60 수 이다. 매 가격에 향을 미

치는 생산 비용의 감이 해외투자 요인으로 작용함을 입증한다.

  한편, 체산업의 생산자물가지수와 해외투자 액은 농림어업보다 높은 

0.86의 (-) 상 계를 보이고 있어, 농림어업의 생산원가 상승 압박에 따

른 해외직 투자 요인이 타 산업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 분류별로는 농업이 0.70, 임업이 0.45로 (+)의 상 계를 나타냈

으며, 어업은 -0.31로 (-)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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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생산자 물가지수와 농림어업분야 해외직 투자 상  계

5.1.3 시장 환경 요인

가.  환율

  환율은 농림어업 해외투자와 (-)의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 계수

는 -0.19 수 이다. 체 산업의 해외투자와 환율 역시 (-) 상 계를 갖는

데, -0.53의 상 계수보다는 낮은 상 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농림어업의 세부 업종으로 살펴보면, 농업이 -0.38, 임업이 -0.24

로 (-)의 상 계를 나타냈으며, 어업은 0.57로 (+)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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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환율과 농림어업분야 해외직 투자 상  계

  과거 우리나라의 해외직 투자가 외환 규제의 차원에서 억제되어 오다 

2000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을 감안하여, 최근 10년간의 기간

을 보면 농림어업은 0.38의 (+)의 상 계를 나타냈으며, 특히 농업은 

0.54, 어업은 0.76의 (+) 상 계로 체 산업 0.3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5.  최근 10년 환율과 농림어업 해외직 투자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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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사채 수익률

  농림어업에 한 해외투자 액과 회사채 수익률과의 상 계수는 -0.39 

이고 체산업은 -0.65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을 농업, 임업  어업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면, 농업의 경우 -0.6으로 (-) 상 계를, 임업 한 -0.42의 

(-) 상 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어업은 0.68로 (+)의 상 계를 보 다.

그림 3-26.  회사채 수익률과 농림어업 해외직 투자 상  계

5.1.4. 요약

  농림어업에 한 해외직 투자는 외부확장요인인 국제식품가격, 농림수

산물 수입 액, 그리고 내부압박요인인 생산자 물가지수와 (+)의 상  

계를 나타냈다. 다만, 체산업의 상 계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는 농업의 경우 (+)의 상 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어

업은 (-)의 상 계를 나타냈다. 이는 외부 확장 요인이나 내부 압박 요인

의 변화에 따른 응 시 농업이나 임업의 경우 토지 소유권 는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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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림어업
체
산업농업 임업 어업

외부확장요인
국제 식품가격 0.80 0.75 - 0.71 -

수입 액 0.78 0.86 0.42 -0.36 0.96

내부압박 요인 생산자물가지수 0.60 0.70 0.45 -0.31 0.86

시장환경요인
환율 -0.19 -0.38 -0.24 0.57 -0.53

회사채 수익률 -0.39 -0.60 -0.42 0.68 -0.65

확보 등 투자가 필요하나, 어업은 해외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 어선을 

통한 원양 어업 등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시장환경요인인 환율과 회사채 수익률은 모두 (-)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세부 업종  어업은 (+)의 상 계를 보 다. 이는 체산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IMF 외환 기를 후한 우리 경제의 특수 상황이 

반 된 것으로 단한다.

표 3-23.  변수별 상  계수

5.2. 투자 목적 분석

5.2.1.  기

  농림어업 투자목 별 구조를 기간으로 살펴 보면, 투자 액 기 으로

는 자원개발이 63.3% 비 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시장 진출, 

13.0%, 임  활용 6.6%, 수출 진 6.2%의 순이다.

  신규법인 수 기 으로는 자원개발이 여 히 가장 높은 38.0%의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임  활용 15.0%, 지시장 진출 12.5%, 수출

진 9.7%순이다. 투자 액과 신규법인 수 기 의 자원개발 비 이 다른 것

은 자원개발형 투자가 통상 법인당 투자 액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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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농림어업의 투자목 별 비

5.2.2. 추이

  농림어업의 투자목 별 황을 시계열로 볼 때 가장 특징이 되는 은 

지시장 진출의 비 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다. 지시장 진출 목

의 해외직 투자가 2000년 에 들어 투자 액으로는 22.0%, 신규법인 

수 기 으로는 21.3%를 차지하 다.

  한편 자원개발 목 의 투자는 2000년  들어 투자 액 기  54.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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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이

81년～
90년

91년～
00년

01년～
10년

체

투자 액

자원개발 85.9% 89.1% 60.5% 54.1% 63.3%

원자재 확보 0.0% 0.0% 6.0% 1.3% 1.9%

수출 진 14.1% 0.0% 9.0% 6.9% 6.2%

보호무역 타개 0.0% 0.0% 1.0% 0.1% 0.2%

임 활용 0.0% 0.0% 8.6% 8.6% 6.6%

선진기술 도입 0.0% 0.0% 0.9% 1.0% 0.8%

지시장 진출 0.0% 0.0% 0.8% 22.0% 13.0%

제3국 진출 0.0% 0.0% 0.0% 0.4% 0.3%

기타 0.0% 10.9% 13.3% 5.5% 7.8%

신규법인수

자원개발 97.6% 98.5% 34.8% 25.8% 38.0%

원자재확보 0.0% 0.0% 12.4% 5.4% 6.7%

수출 진 2.4% 0.0% 16.3% 8.5% 9.7%

보호무역타개 0.0% 0.0% 1.7% 1.0% 1.1%

임 활용 0.0% 0.0% 13.3% 19.2% 15.0%

선진기술 도입 0.0% 0.0% 0.9% 1.0% 0.9%

지시장 진출 0.0% 0.0% 0.4% 21.3% 12.5%

제3국 진출 0.0% 0.0% 0.0% 0.6% 0.4%

기타 0.0% 1.5% 20.2% 17.1% 15.8%

규법인 수 기  25.8%를 차지하여 과거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이 외에도 

수출 진, 임  활용, 원자재 확보 등의 다양한 목 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표 3-24.  농림어업의 투자목 별 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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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의 해외농업개발 동향

  2007년 이후  세계가 식량 기를 경험하고 국제곡물시장에 한 불신

이 높아지자, 국, 일본, 동국가 등 주요 곡물 수입국을 심으로 해외

농업개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에서는 최근 해외농업개발을 크게 

확 하고 있는 국, 일본, 동국가들의 해외농업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들의 동향이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에 어떤 시사를 주는지를 살

펴본다. 

6.1. 중국

  국의 1998년 비 2007년 곡물, 콩(유지 작물), 고무, 면화 등 주요 농

산물의 수입량은 6배 증가하 고, 이  특히 미주지역에서 체 콩 수입

량의 76%, 의 48%, 옥수수의 46%를 수입하고 있다. 이처럼 국은  

세계 인 규모 곡물 생산국으로 2003년 이 까지는 순수출국이었으나 

2003년 이후 곡물 순수입국이 되었다. 이는 국이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것에 반해 경작지는 7%를 차지하고 있어 농지가 부족하기 때문

이다. 한 국 정부의 바이오 연료 사용 증가 정책과 곡물 생산에서 채

소, 과일류 등으로 국 농민들이 작목을 환한 데도 기인한다. 그리고 

국이 곡물 순수입국이 된 이유에는 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수입 세를 인하한 것도 있다.

  2008년 국제 곡물가의 등 이후 국 정부는 안정 인 농산물의 공

이 국가 안보에 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안을 고려하 다. 첫째로 국 내부에서 농업 분야에 한 투자로 생산

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국은 이를 하여 농업 분야에 한 정부 지출

을 증가하 다. 한 2008년 10월 국공산당 앙 원회는 2020년까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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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소득을  수 의 2배로 증 시키는 농업․농  분야에 한 개

을 실시하기로 하 고, 본 원회에서 안정 인 곡물 공 에 기반한 식

량 안보가 요함을 강조하 다. 둘째 장기 으로 수입 농산물에 한 

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셋째는 의 경우 수출 제한 등을 통하여 자국 내 

공 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2008년 곡물가가 등함에 따라 태국, 미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 지나 수출세 등을 부과하 고, 국도 

2008년 1월 5%의  수출 세를 부과하 다. 넷째 해외의 농업 생산량 증

를 한 농업 분야에 한 원조 증가이다. 2008년 10월 국 공산당 앙

원회의 문건에서는 곡물 생산을 한 국제 인 력을 강조하고 있고, 

2007년 국–아 리카 개발 펀드도 조성하 다. 마지막은 해외에 한 농

업 분야 투자 증 이다.

  2008년 5월 국 농업부에서는 자국의 식량안보를 하여 해외의 농지

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것이라고 발표하 다. 이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국 정부의 농업뿐만 아니라  분야에서의 세계화(Go-Gloal) 기조에 부

합하는 것이다. 구체 으로 국 정부는 세계화 기조하에 기술 력, 해외 

투자 유치, 발 된 경제 제도  정책의 도입, 수출입 증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 정부에서는 세계화를 한 외 투자를 해 2가지 

정책을 시행하 다. 먼  외투자사업에 한 승인, 외국환  외국 자본

에 한 투자에 한 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다

음은 해외 투자에 인센티 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 정부의 해외 투자 증  정책의 목 은 2006년 ‘Outward Investment 

Sector Direction Policy(Outward Investment Policy)'에 나타나 있다. 이 정

책에서는 외 투자에 하여 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권장, 국 정부

에서 지원을 해 주지는 않는 허용, 지의 3가지 분야로 구분하 다. 해외 

투자 권장 분야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포함한 자원 채굴, 제조업, 

서비스업이다. 농림수산업 분야에는 특히 천연고무 재배, 유지종자 재배, 

목화, 채소, 벌목, 목재 수송, 축산, 수산 등이 포함된다.

  다양한 지원 정책 에서도 가장 요한 것은 재정 지원이다. 국 정부

의 지원 제도 에는 세  감면 등의 혜택은 없으나, 재정부와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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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FCOM)에 의해 운

되는 해외 경제  기술 력 특별 펀드(Special Fund for Foreign Eco-

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Special Fund))를 통한 보조  지  등이 

있다. 보조 은 투자 상국의 법률, 기술, 사업  컨설  비용, 조사 비용 

등의 사 투자비용 등에 하여 지 하고 있다. 농림수산 력사업은 원칙

으로 운  비용에 해서는 보조를 받을 수 없으나, 융자 에 한 이자 

지원 등을 통한 지원을 받고 있다. 한 국 정부는 와 같은 인센티  

이 외에도 정부의 지침이 담겨 있는 해당 분야 외 투자 가이드라인 제

공, 시장 조사, 외교부와 상공부를 통한 외교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 정부는 앙 정부를 통한 직  지원 이외에도 국수출입은행

(Import-Export Bank of China)를 통한 양허성 차 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

히 농업 분야에서는 국–아 리카 개발 펀드를 운 하고 있는 국개발

은행(Development Bank of China)이 아 리카지역에 10개의 시범포 조성 

등을 하고 있다. 한 국수출신용공사(China Export and Credit Insurance 

Corporation) 등도 국 기업의 외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 기  국의 농림수산 분야 외 투자액은 1억9,000만달러로 

체 외 투자의 0.9%다. 2006년까지 국의 농업 분야 외  투자액은 

8억 2,000만달러로 국 체  외투자액의 0.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원 개발 분야에 한 2006년 기  투자액은 체 외 투자액

의 40.4%를 차지하고 있다.

  국의 농업 분야 외 투자는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국 앙정부의 기 과 연계된 주요 국  기업의 투자이고, 두번째는 지

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주요 지방기업의 외 투자로, 지방정부의 투자는 

외 원조와 상업  목 의 해외 투자와 병행된다. 세번째는 개인 소규모 

기업의 투자활동으로 이는 통계치로 추산되지 않는다.

  국은 자국 내의 많은 인구와 부족한 토지, 수자원, 오염  토지 손실

로 인한 자원 부족으로 농업 분야 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 농업 분야 외 투자는 다음의 세가지 이유로 비 받고 있다. 먼

 해외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국으로 반입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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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부분의 농업 분야 외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국들의 빈약한 투자 환경과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해 험성이 높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외 투자보다는 국 내부의 농업 문제 해결이 우선

이라는 의견이다.

  국 정부는 2011년 외경제 기술 력 특별기  신청업무의 효과 인 

운 에 한 통지를 발표하고 ‘ 국기업의 해외 진출( 우추취) 략(go 

abroad)’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증

하 으나 농기업의 해외 진출은 상 으로 미약하여 국 농업부의 장

은 국의 국내 농업자원이 유한한 상태에서 국 농기업들의 해외 확장이 

확 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해외투자방식으로는 해외의 농림어업의 력

사업을  지원하며 해당 기업은 당해연도에 최  3,000만 안의 정부 

보조 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 우추취 략의 특징은 유 자변형농산물 생산, 바이오 농약과 가

축용 백신 등의 동식물 보호, 채소 재배 심의 농업설비 등에 기술 우

를 하는 것이다. 재 국은 동남아시아, 러시아, 아 리카, 남미 등

의 국가에서 농업자원개발 력을 시행하지만 규모가 크지는 않다. 국의 

농업자원개발 력 사례로 흑룡강성 농지개간공사는 2004년 러시아 극동지

역에서의 양곡 생산을 하여 4,200ha(2007년)를 임차하고 비료공장 건설

에도 투자하고 있고, 동성 농지개간공사는 천연고무 생산계획을 수립하

여 2002년부터 태국과 베트남에 고무가공공장을 건설하 고, 말 시아에 

천연고무생산기지사업을 안정 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은 라질 농업에 많은 심과 투자를 계획․시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국의 라질 체 투자 317억달러  농업직

투자의 비 은 1.7%(5.4억달러) 수 이었으나, 2010년에는 총 17억불  

농업투자가 3억달러 수 (1.7%)까지 증가하 다. 국의 Sanhe Hopefull이

라는 회사는 라질 앙 Goias에 연간 600만t 농산물 공 을 확보할 로

젝트를 의하 다. 그리고 충칭의 Red Dragonfly Grain & Oil Co(공기업)

은 바이아 주에서 콩 생산과 식용유 가공공장 건설을 하여 24억달러 투

자를 계획 의하여 115만t의 콩 가공, 40만t의 장시설, 비료공장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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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투자 비

업⋅철강(mining and steel) 56.5

석유⋅가스(oil and natural gas) 28

기(electrical power) 5.2

자동차(automobile industry) 4

운송(transportation) 1.9

농업(agriculture) 1.7

합계 100(317억 달러) 

한 후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라질 정부는 100ha의 지와 세

감면을 제공하기로 하 다.

표 3-25.  국의 라질 직 투자 내역(2003～2010)

단 : %

자료: Brazil's Ministry of Development, Industry and Foreign Trade 

6.2. 일본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은 원칙 으로 민간 기업을 심으로 추진되고 있

으며 정부는 외 원조사업을 심으로 련 기 (JICA, JBIC 등)이나 

련 회를 통하여 조사․연구사업의 시행, 기술 지원, 자  지원 등을 담당

하고 있다. 즉, 규모 곡물생산과 국제유통은 종합상사가 담당하고, 사료

곡물의 확보는 젠노  종합상사가 담당하며 정책 입안, 련 법과 제도의 

제정  정비, 조사․연구 시행은 농림수산성에서, 조사사업, 기술지원과 

자 지원(원조자 의 활용)은 JICA에서 하고 있으며, 조사사업과 자 지원

은 JBIC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본 해외농업개발은 일본 민간 기업과 농업 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사

료곡물의 안정  확보와 해외농업개발 수입, 농업개발 력에 의한 해외농

업개발 이 게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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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일본의 사료곡물 확보 방식

가.  종합상사의 역할

  일본은 종합상사(미츠이물산, 미츠비시상사 등) 심의 해외 농업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미츠이물산(三井物産)은 식량소매본부21의 곡물유지부, 사료축산부 등에

서 콩, , 옥수수, 기타 곡물을 취 하고 있으며, 사업 역은 식량자원확

보와 원재료 수입, 해외시장에서의 매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M&A 방식

으로 해외시장에서 사업 역의 확 도 시행하여, 1996년 미츠이물산이 

70%, 미국 미츠이물산이 2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Wilsey가 미국 최

의 농 과 50%씩 출자해서 Ventura Foods(미국 최  규모의 가공유지 

식품제조업 체인)를 설립하 다. 그리고 미츠비시상사의 생활산업그룹 농

수산본부22는 원료 생산·수확 장에서 수송·가공, 제품 유통·소매까지를 

일  리하는 Value Chain Management(VCM)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들은 미국과 호주에 거 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집하하고, 집하한 농산물을 

원료가공업체에 공 하며 그 제품인 가루, 설탕, 분, 식용유, 사료 등

을 식품가공업체 등 수요자에 매하고 있다.

  일본 미츠이물산은 세계 인 곡물 수요 증가와 경쟁 격화에 응하여 일

본에서의 식량 안정 공 과 식량사업을 확 할 목 으로 라질 지농업

개발투자를 확 하 다(일본경제신문, 2007년 11월 13일).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 10억달러를 상하고 있고 아그리콜라 신구에 약 70억엔을 투자하

고 지분의 25%를 차지하 다. 미츠이물산이 라질에 투자한 3개 농장의 

면 은 각각 9,864ha(Xingu농장, 콩, 옥수수 재배), 80만898ha(Tabuleiro농

장, 콩, 면화, 옥수수, 콩류 재배), 9,969ha(Demeter/Bocaina농장, 콩, 면화, 

21 미츠이물산 홈페이지 http://www.mitsui.co.jp/

22 미츠비시상사 홈페이지 http://www.mitsubishicorp.com/jp/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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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콩류 재배)이며, 이를 통한 콩의 연 생산량은 일본의 연간 소비량

의 3%에 해당되는 약 11만t이고 생산된 콩은 일본 이 외에도 국과 유럽

에 수출되고 있다. 재 생산된 농작물은 식용으로만 수출하고 있으나 향

후 사탕수수를 사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도 검토 이다. 한 미츠이물

산은 자신들의 물류 노하우를 살려 수송 경로를 강화하여 PMG, CHS와 

라질에서 곡물 수출기지를 운 하고 있으며 출자를 계기로 생산에서 집

하  수출까지 일 체제를 정비하 다. 한 미츠이물산은 라질 종합농

업 콤 스 안건(MULTIGRAIN)에 한 식량자원 투자도 시행하 다.

  일본에서는 최근 국 등 신흥경제국이나 바이오 연료용 수요 증 등으

로 곡물의 안정 공 이 차 어려워지면서 종합상사가 직  농장 경 에 진

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를 들어 AGREX INC.(www.agrexinc.com)

는 미국 캔자스에 본사를 둔 곡물집하 매회사(취  품목: 옥수수, , 마일

로, 콩, 두박 등)이고, California Oils Corporation(www.caloils.com)은 미

국 서해안에서 청제․가공유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옥수수 식용유, 팜 

식용유, 야자 식용유를 원료로 한 가공유지제품도 취 하며 미국에서 업무

용․가정용을 심으로 아시아와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다. 한 Ri-

verina(Australia) Pty. Ltd.(www.riverina.com.au)는 퀸즐랜드주 리즈번에 

본사를 둔 곡물집하 매회사로 맥, 소맥, 유채, 마일로 등의 곡물, 유량종

자  쇠고기 수출과 호주에서의 사료 제조 매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일본 종합상사의 곡물 유통 황을 보면 먼  옥수수는 CHS 등 유력 곡

물회사와 조체계 하에 곡물을 구입한 후 자사의 벌크선 등을 이용하여 

내륙 운송 후 일본으로 수입한다. 그 후에는 사료업체 등에서 사일로를 이

용하여 항구에 보 하 다가 수요자의 요구를 악하고 이를 가공하여 

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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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단계

산지 선 , 수입 원료 매
제품 매, 
간유통

사업
내용

곡물회사에서 구입

곡물회사에 출자

Non-GMO 

분별 리

United Harvest 

보유

엘리베이터 

이용하여 효율 

운

입찰에 의한

정부 매도

식품·제유업체에 

안정공

제품의 국내 

비즈니스

주체 곡물회사
Country/수출

Elevator
정부, 제조업체

략

Viterra, LDC, CHS, 

ABB 등 유력기업과 

트 십, CHS과의 

공동 출자회사 UH

활용

규모경제로 

비용으로 운

고부가가치상품, 

안정 공 으로 

매처 확보

생산지에서의 

원료 조달력과 

retail support 

기능 발휘로 

식품업체와의 

계 강화

유통단계 산지 선 , 수입 원료 매 제품 매, 간유통

작업
곡물회사 구입

Non-GMO 

분별 리

벌크선 

자사용 배

사일로 회사 

출자

제조업의 

사업 경

주체 곡물회사
선박 회사 

사일로

사료업계, 

당화 분업계

축산물 생산가공업자, 

식육 도매 

략
CHS, LDC 등 

유력 기업과의

트 십 

규모경제로 

비용 운

사일로 략에

의한 안정 매

처 확보

수요자 요구 악

표 3-26.  일본 종합상사의 옥수수 유통 황

  다음으로 , 콩은 산지에서 LDC 등의 유력 곡물 회사와 트 쉽을 이

루거나 공동출자 혹은 자체 으로 구입하여 내륙 엘리베이터와 수출 엘리

베이터를 이용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로 상 으로 비용으로 일본으로 

수송한다. 이 후 일본 정부와 제조업체 등에서 이를 구입․가공하여 식품

업체 등에 매한다.

표 3-27.  일본 종합상사의 , 콩 유통 황

자료: 미츠이물산주식회사 식량․리테일본부 사업설명회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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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의 해외 사료자원 개발 투자 사례

  일본의 경우 해외 사료자원 개발을 해 상 국의 토지를 임차하는 등 

직  생산하는 방식을 1960년 에 주로 일본종합상사가 주도하 으나, 생

산성  수익성 하로 부분 실패하 다. 구체 으로 1968년에 종합상사 

미츠이가 인도네시아에 농장 개설(옥수수, 수수 생산)을 하 고, 1971년에

는 이토추, 1973년에 미츠비시도 동일 지역의 농장에 투자하 으나 실패하

다. 한 1970년  반에는 수미토미상사가 호주에 농장을 설립하고 운

하면서, 태국에 유니온 트 이드라는 옥수수 농장을 시작하 다. 그리고 

1978년에는 일본 정부가 라질에 CAP 농장을 개설하 고, 미츠이는 호

주 오드리버 지역에서 수수  목축을 시도하 으나 실패하 다.

다.  장기공 계약의 시도

  일본은 1960년 에는 태국과 연간 80만～90만t의 옥수수 공 계약을 맺

었다. 그 후 1973년에는 미국과 ‘안배, 버츠신사 정’을 통해  300t, 사료

곡물 800만t, 콩 300만t을 3년간 공 계약을 맺었고, 1980년  반에는 오

스트리아, 캐나다와 각각 140만t, 100만t의  수입 장기계약을 맺었다. 그

러나 1980년 반 이후 일본의 사료곡물에 한 장기공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단되며, 이후 일본의 사료곡물 확보는 소  해외 유통시설 투자

(Post Harvest) 략으로 환되었다.

라.  “Post Harvest"( 해외 유통시설 투자)  략 추진

  해외 유통시설 투자 략은 생산은 지에 맡기고, 생산 이후의 구매․

장시설 등의 유통구조에 투자하여 이를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유통시설과 련하여 1966년 일본 농업 동조합이 미국 내 서부 

옥수수 주산지에 7개의 수출기구(FEM, Farmer Export Co)를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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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68년에는 뉴올리언즈 상류에 12만8,000톤의 사일로 시설에 투자

하 고, 1978년에 미츠이물산이 미국 미시시피 하구에 진출하여 도산한 곡

물메이  Cook Industry를 인수하 다. 이후 1979년에는 일본 농(ZEN-

NOH Grain Co)이 뉴올리언즈 상류에 10만4,000t 규모의 사일로 시설에 

투자하여 이를 기반으로 미국 서부에서 직  옥수수를 매입하 다. 한 

1988년에는 젠노․종합상사의 공동투자로 CGB(Consolidate Grain & 

Barge)를 인수하 다. 이후 1980년 반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의 종합상사

(주로 미츠비시, 미츠이)는 미국 내 곡물 장시설(지방 도시 집산시장의 

터미  엘리베이터, 미시시피, 미주리, 일리노이 등 강변 엘리베이터)에 

한 투자를 하 다.

마.  일본의 사료곡물 수입시스템

  일본의 사료 곡물 수입 주체는 크게 젠노가 30%, 종합상사가 70%로 양

분되어 있다. 젠노  미츠비시는 미국 지 자회사를 통해 구입( 량 혹은 

일부)하며, 이 외의 종합상사는 카길 등 곡물 메이 를 통해 구입하고 있다.

  일본 내 사료 제조업체는 젠노  종합상사로부터 부분의 사료원료곡

물을 구매하고 곡물 메이 들로부터 구매하는 양은 극히 미미하여 이는 우

리나라의 구매시스템과 구별된다.

  젠노의 원료확보시스템은 지 투자 자회사인 CGB, ZGC가 각각 역할

을 분담하고 있다. 사료 원료 확보(구매) 시에 CGB는 지 생산자로부터 

물구매를 하고 ZGC는 CGB로부터 구매하며 젠노는 ZGC로부터 원료를 

구매한다. CGB는 지에서의 집하․운송을 담당하고 29개 강변 엘리베이

터를 운 하고 있으며, ZGC는 뉴올리언즈항에 수송․보 ․수출 기능의 

수출용 엘리베이터를 소유하고 운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ZGC는 사료

곡물을 CGB로부터 베이시스 방식으로 구매를 하며 젠노는 ZGC로부터 입

찰방식을 통한 베이시스(약 90% 이상) 거래로 구매하고 있다.

  반면, 종합상사  미츠비시는 곡물 메이 로부터의 구매와 직 구매를 

병행하고 있고, 직 구매는 자회사(2개)를 통해 부분 베이시스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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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고 있다. 미츠비시는 거래물량 70%를 메이 로부터 확보하고 있으

며 연간 총 수입량은 400만t으로 이  300만t을 일본으로 반입하고 100만

t은 해외로 공 하고 있다.

  기타 종합상사는 미국 내에 엘리베이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메이 로

부터 FOB 방식으로 곡물을 확보하고 있다. 이 게 확보한 곡물을 일본 내 

상사계열  일반 사료공장에 부분 입찰방식으로 공 하고 있으며 일부 

상사계열 사료공장에는 직  공 하고 있다. 단, 이토추 상사는 젠노와 함

께 CGB 지분을 공유하고 있어 산지에서의 집하  매를 실시하고 있다.

  부분의 일본계 종합상사는 일본 내 사료 제조업체와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젠노와 종합상사 계열 사료공장(6  메이 )의 일본 내 시장

유율은 약 70%이다. 일본에서 종합상사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표

인 사료 제조업체는 丸紅사료(丸紅), 일본배합사료(미츠이), 일본농산공업

(미츠비시), 아미소사료, 河田사료(이토추), 니폰사료(니쇼이와이), 月淸사

료, 淸水産사료(수미토모)가 있다.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국가 험(Country risk)이나 기후 험 때문에 해

외에서 곡물을 생산하는 데 소극 이었으나 최근 해외에서 곡물 등 농산물

을 생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미츠이물산은 2007년 8월 콩의 집하와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라질의 곡물업자 마치그 인SA사를 산하에 두고 

있는 스 스의 마치그 인AG사에 출자(출자 비율 25%)하 고, 2008년 10

월에는 130억엔을 추가 출자하여 미츠이물산의 출자 비율은 종래의 25%

에서 39%로 상향되었다. 이를 통해 라질에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여 콩, 옥수수, 면화 증산을 도모하 다. 그 결과 2008년 10

만t의 두를 생산하여 이  2만t은 일본에 수출하 다.

  双日사는 2007년 10월 라질의 AD에네르지아사의 발행 주식 33.3%를 

취득하여 사탕수수의 재배에서 바이오 에탄올  설탕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 사업에 참여하 고, 丸紅은 2008년 8월 미국의 자회사를 통해 AGB그

인사에 출자하여 곡물엘리베이터 8기와 농자재 창고 2곳을 취득하 다.

  일본의 민간 기업은 해외농업개발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첫

째, 농지의 토양, 인 라, 심 품목의 재배 가능성, 생산물 품질 등 해외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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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생산 등에 한 정보, 투자  사업에 한 해외정보, 정보의 공유 등 민

력 사항, 둘째, 해외에서 농업 지도 등이 가능한 기술자를 소개하는 네

트워크 구축, 해외 농업 력 경험이 있는 인재의 소개, 농업생산기술의 활

용 여부, 셋째, 농업에 한 물류 등 인 라 지원, 농업투자와 련한 ODA

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민간 기업 참여 등 ODA 활용 가능 여부, 넷째, 장

기로 안정 인 융이 가능한 공 융의 활용 가능성, 다섯째, 무역보험

에 의한 투자국의 국가 험(Country risk) 경감 여부, 마지막으로 수출세 

등 수출규제 지나 규제로부터의 보호 여부다.

  일본의 식량안보를 한 해외농업투자 진 지침에서는 먼  해외농업

개발 상이 되는 농산물은 국제수 동향, 식생활 요도, 수입의존도 등

을 감안하여 콩, 옥수수를 우선 순 에 두고 있으며, 상 지역은 남미, 

앙아시아, 동유럽 등이고 투자환경의 정비와 더불어 농업투자 련 정보

의 수집과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한 구체 인 민  력 모델을 

구축하기 하여 투자 정의 체결 등 투자환경의 정비, 생산  유통인

라 정비 등 ODA와 연계성, 공 융, 무역보험, 공동 기술연구, 기술지원 

등 농업기술지원체계, 농업투자 련 정보의 제공 같은 공 지원체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일본 외무성  농림수산성에는 종합지원창구를 개설

하여 기업이 요청하는 사항을 정리, 검토한 후 ‘식료안 보장을 한 해외

투자 진에 한 회의’에서 지원책을 마련하여 민간 기업의 요청 사항을 

반 하고 있다.

6.2.2. 일본 공 원조(ODA)에 의한 해외농업개발23

  일본의 ODA는 지 까지 자국의 경제  이윤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

어 왔다. 이는 농업분야뿐 아니라 일본의 ODA 계획을 수립하는 데 민간 

기업과 의를 하 다는 에서 알 수 있다. 일본은 이 에는 무상원조와 

23 김용택 외(2010),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

(2/3차연도) pp. 123~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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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원조를 구분하여 시행하 으나 2009년 말부터 새로운 일본 국제개발

력단(New JICA)을 설립하여 유무상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림 3-28.  일본 ODA 지원체계

자료: 김경덕 외(2010), OECD/DAC 가입에 따른 개발도상국 농업기술지원 략, p. 64 참조

  일본의 ODA를 이용한 해외농업투자의 표 인 사례는 라질 세라도 

농업개발사업이다. 라질 세라도 농업개발사업은 1973년 미국이 콩 수출

지를 선언하자 식량 수입국의 다각화  해외식량공 기지 건설을 목

으로 일본이 일본 국제 력단(JICA)을 통해 라질 정부와의 농업 력사

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식량자원외교 논의가 활발히 이

루어지며 식량 수입국 다각화, 농업개발 수입, 식량공 기지 건설 등이 방

안으로 제시되었다. 라질은 1975년 ‘세라도 거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농업개발정책을 시행하 으나 토양의 화학  요인 때문에 진척되지 못하

는 상황에서 일본이 두 공 기지로 세라도를 개발하기로 하자 일본과 

라질 양국의 이해가 합의되어 ‘세라도 농업개발 력사업’이 추진되었다.

  세라도 농업개발은 라질 국내의 지역개발, 세계에 한 식량공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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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력기 (  국제 력은행) 주체로 실시되었다. 본 사업은 197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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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까지 총 22년간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단계는 1979～1983년에 

추진되었으며 시장 근성이 유리하고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춘 미나스 제

라이스(Minas Gerais) 주 3개 지역의 5,000ha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2단계 

사업은 1985～1993년에 추진된 사업으로 기후가 다른 2개의 지역 마토구

로수(Mato Grosso), 바이아(Bahia) 주의 6만5,000ha를 상으로 각각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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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이 재배되었으며, 총 3억7,500만달러가 투자되었다. 3단계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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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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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가 개발되었으며, 총 1억3,790만달러가 투자되었다.

  본 사업의 결과로 재 세라도에서 생산하는 곡물은 라질 체 생산 

곡물의 25%를 차지하며 콩의 경우 50%를 차지하고 있다. 세라도 지역의 

콩 생산량은 2001년 기  2,382만t으로 증가하여 세계 두 생산량의 10%

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질의 체 콩 생산량은 4,100만t으로 증

가하 다24. 일본은 미국 일변도의 콩 수입에서 탈피하여 수입선을 다변화

함으로써 비상시에도 해외로부터 콩을 안정 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1977년 미국으로부터의 콩 수입 비 이 95.2%이던 것이 2008년 

73.5%로 낮아지고 신 라질로부터의 수입 비 이 1.6%에서 15.3%로 

높아졌다.

24 제  세계 2 의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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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중동국가(걸프협력회의 국가(GCC)25

  걸 력회의(GCC) 국가의 식량안보정책의 목 은 국민들의 양 공

량을 기 으로 합리 인 가격에 걸  지역으로 곡물 수입을 하는 것이다. 

2007년과 2008년 곡물 가격 증의 여 로 걸 력회의 국가의 정부와 

민간 투자 기 들은 곡물 생산지 등의 공 원을 직  통제하여 수입량을 

확보하기 한 안을 모색하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농

지를 구입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수출 지향  농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 

략으로 사용하기 시작하 다.26 걸 력회의 국가에서는 국  기업과 

민간 식품 기업들이 해외 농업 분야에 직  투자를 하고 있고, 국부 펀드

(Sovereign wealth fund), 공공 펀드(Public fund), 민간 펀드(Private equity 

fund)는 농업 투자에 한 투자 을 조달하고 있다.

  걸 력회의 국가의 해외농지 투자는 민간보다는 정부가 직  계획하

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공공의 역할은 직  투자, 정부 출연기 , 사우

디농업투자를 한 압둘라왕 이니셔티 (‘King Abdullah Initiative for 

Saudi Agricultural Investment;)와 같은 공공-민간 트 십 등을 통해 이

루어진다. 한 해외농업투자의 목 도 과거에는 환  작물 등을 통한 수

익 극 화가 목 이었으나 최근에는 , 옥수수, , 자트로  등을 통한 

식량과 에 지 안보 분야로 바 고 있다. 그러나 걸 력회의 국가의 일

부 민간 기업과 국부 펀드의 농업 외투자의 목 이 국제시장에서의 수익 

25 동국가들을 표하여 걸 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들

의 해외농업개발동향을 정리하 음. 주로 참조한 문헌은 The Economist, The 

GCC in 2020 : Resource for the future, Economic Intelligence Unit, 2010; NCB 

CAPITAL, GCC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2010. 3 등임. 

26 만약 원유 가격이 향후 10년간 배럴당 70달러 수 을 유지한다면 2020년에 

GCC 국가들의  경상수지는 2,400억달러임. 이의 5%인 106억달러(르완다 

GDP의 2배 수 )임. 반면 사하라 이남 아 리카 18개 개국의 평균 GDP는 

106억 달러에 미치지 못함. 만약 GCC 국가가 농업 분야에 매년 경상수지의 

5%를 투자한다면 10년간  투자액은 1,061억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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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화인 경우도 있다.

  걸 력회의 국가의 해외농업투자 주요 상국은 넓은 토지와 수자원 

등 농업자원이 풍부하여 생산비용이 낮으나 농업투자가 부족하여 아직까

지 개발되지 않은 국가들을 상으로 하고 있다.27 한 걸 력회의 국

가들은 미국, 유럽연합(EU), 호주와 같은 주요 곡물 수출 국가들 신 수

단, 키스탄과 같은 지리 으로 인 한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주로 수단, 키스탄, 

터키, 인도네시아 등 제3세계 국가에서 280만ha의 농지를 확보하 다.

  걸 력회의 국가들은 자체 으로 농업 투자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농

지 확보를 하여 민간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먼  사우디아라비아의 민

간 기업인 PFWC(Planet Food World)는 생산된 농산물을 자국으로 수입하

기 해 터키에 30억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되었고, 에티오피

아에도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에 알마라이(Almarai)에 병합된 하드

코(HadcoHali Agricultural Development Company)는 수단에 8,900ha의 농

지를 48년 동안 임차하 고, 터키와 카자흐스탄에도 투자를 계획 이다.

  걸 력회의 국가들은 직  해외농업개발투자를 시행하는 것 외에도 

주요 농업투자 상지역인 아 리카에 한 외 원조를 증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 리카에 한 농업 외원조도 확 할 계획이다.

6.4. 외국 해외농업개발 사례의 특징과 시사

  앞에서 살펴본 외국 해외농업개발사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농업개발에 극 인 나라는 규모 식량 수입국들이며,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식량안보 우려가 높은 나라들이다. 둘째, 갈수록 남미, 아 리카

와 동남아시아를 상으로 해외 농지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Land 

27 2009년에 IFPRI는 2006년부터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1,500~2,000ha 개발

국 농지가 외국의 투자자들에 의해 확보되거나 진행 이라고 하 음.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131

Rush). 셋째, 최근 해외농업개발은 투자 문회사나 종합상사와 같은 기업

들의 수익 창출 동기보다 국가나 국 기업을 심으로 식량안보 차원의 투

자 비 이 높아지고 있다. 넷째,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상국을 선정할 때, 

경제  동기 이외에도 지리 ․역사 ․정치 ․문화  동기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많은 해외 농지를 확보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아

직 실제 생산 단계에 이른 경우는 많지 않다. 여섯째, 최근 해외농업개발에 

극 인 국이나 동국가들의 해외농업개발투자를 보면, 일부 국내의 

비  시각이 있지만 보다 정책 지원을 확 하여 해외농업개발을 차 확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곡물 수입국들을 심으로 농지확보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농업개발의 부정  향 즉 신식민주의, 지 농민과의 갈

등 심화, 지역 환경의 악화 등과 같은 이슈가 국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해외농업개발에 한 투자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주요 곡물 수입국들의 해외농업개발 동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먼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사 에 식량을 확보하려는 경

쟁이 심해지고 있다. 둘째, 국제사회의 식량(농지) 확보 경쟁에서 자 , 경

험, 련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 한

의 성과를 얻기 해서는 보다 효과 인 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 

식량수 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제 식량도 에 지나 물자원 같이 해외

에서 확보해야 할 요한 자원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등이다.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례에서는 일본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해

외농업개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고, 직  생산에서 유통물량확보

(post harvest 략) 우선 략으로 해외농업 진출 략을 환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제곡물가격

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젠노와 종합상사가 해외식량공 선 확보를 해 장

기간 지속 으로 투자를 했다. 한 외 원조와 해외농업개발과의 유기

인 연계를 강화하 고, 해외농업개발 상 작물이 곡물 이외에 채소, 축산, 

과수까지 확 된 해외농업개발방식을 정착하 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

본은 여러 식량안보 책의 하나로 해외농업개발도 식량의 안정 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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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해외농업개발 투자원칙 제정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외농업개발 투자원칙을 제정,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해외농업개발을 보다 안정 으로 추진하기 하여서

는 과거 우로지스틱스의 마다가스카르 사례로 인한 우리나라 해외농업

개발에 한 국제  부정 여론을 환기시키고, 향후 우리나라가 해외농지 

확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투자 상국의 농업⋅농  발 에 기여하는 

투자 상국과 상생하는 국가로 인식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7. 해외농업개발의 국제규범 제정28

7.1. 국제투자규범 제정의 필요성

  2007/2008년의 식량 기 이후 국제식량수  불안에 따른 식량 기의 가

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식량 수입국과 경제력을 충분히 지닌 국가들이 자

신들의 기업(공기업 포함)들을 심으로 해외농업 투자를 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선진국의 개도국 농지 확보 규모를 우리나

라 총 농지면 의 10배가 넘는 2,000만ha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농지 확보를 포함한 해외농업개발투자는 선진농업기술의 이 , 농

산물 품질 향상, 지 농업노동력 고용을 통한 고용 창출, 농업․농 과 

련한 후방산업의 발 , 식량 생산의 증   농산물의 수출 확  등과 

같은 개도국의 농업 발 에 정 인 기여를 한다. 그러나 농업개발투자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토지소유권 박탈과 이용권 제약, 빈곤해소와 지역개

발 등 주민복지의 경시  통  행 무시, 부패 증가, 지 생태계와 환

경 괴, 지역자원 남용 등과 같은 부정 인 결과가 발생하면서 책임 있는 

28 성진근, 해외농업개발 국제규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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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투자(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의 기 (Guideline) 설정

에 한 국제  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무역개

발회의(UNCTAD), 국제농업개발기 (IFAD), 경제 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해외농업투자 시 행동규범과 가이드라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해외농업투자 기본원칙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해외농업투자에 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심으로 책임 있는 국제농

업투자를 한 국제규범의 제정도 논의되어 왔다. 컨  ‘농업의 책임 있

는 투자 진을 한 국제회의(Promoting Responsible International Investment 

in Agriculture(2009. 9))’와 같은 국제 다자간 상에서 지속해서 ‘책임 있는 

국제농업투자 원칙에 한 합의 도출’에 노력해 왔으며, 동시에 투자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국의 투자환경 정비를 한 노력 즉, 안정 인 

투자활동이 가능하도록 투자 환경의 재정비, 정치․사회  안정성 보장 등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각 국가들은 국제농업투자는 세계식량안보와 낙후지역의 농 발

을 하여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주민의 습 인 토지권리 인

정,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 기회의 확 , 환경  생태계 보  등 개발 상

지역에 한 배려가 필수라는 에는 동의하지만 아직까지 책임 있는 국제

농업투자를 한 국제규범에 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재 

국제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국제농업투자의 원칙(Principle)을 실제 용

하고 있는 사례도 매우 제한 이다.

  우리나라는 1950~1960년 의 만성 인 식량부족 상태에서 종자 개발 

등 녹색 명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선진국 농업기술의 과감한 수용 등

을 통해 단기간에 주곡 자 을 달성한 소 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농 지역사회개발을 진한 개도국 농업․농 개

발의 형 인 성공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참여하 으나 해외농업투자사업에 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개도국의 빈곤 해소와 세계 식량문제 해

결에 극 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기 에 부응해야 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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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농업․농 개발 경험에 기 한 해외농업투자원칙을 국제  정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이 민간 기업 주도하에 추진되고, 정부는 

국내와 세계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기술과 정보 제공 등의 

간  지원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이 기업의 

수익성 확보와 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수행하는 해외농업투자

사업에 한 공공 지원(행정 ․재정 ․외교 )의 조건으로 식량안보능

력 강화와 해외 신시장  자원 확보 등으로 표되는 공공성이 실 돼야 

한다. 이것이 소기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농업투자사업에 한 

규범이 사 으로 마련되어 민간 부문이 이를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도

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7.2. 국제사회의 해외농업투자 규범

  세계은행은 2009년에 20개 주요 국가들에서 행해진 규모 농지 확보에 

한 사례 연구(Large-scale Acquisition of Land Rights for Agricultural or 

Natural Resource-based use)에 착수하 다. 이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정

책 틀(framework)과 규모  특정 사례에 한 사회 ․경제 ․환경 인 

향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추천된 원칙들은 FAO, IFAD, UNCTAD 

등 세계은행 이 외의 UN 산하 련 기 에서 집 해온 경험들과 함께 앞

으로 진행될 해외농업투자에 기 인 규범자료 는 투자원칙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권장될 것이다.

  세계은행과 국제 련기구들이 의를 거쳐서 제시한 원칙29은 다음의 7

29 World bank, "Principles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 that Respects 

Rights, Livelihoodsand" Resources, extend version, A discussion note prepared 

by FAO, IFAD, UNCTAD, the World Bank Group to contribute to ongoing 

global dialogue, Jan.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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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서 여태까지 제시된 원칙들을 포함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30.

7.2.1. 원칙 1. 토지와 토지 련 자연자원에 한 존권리 존

  토지에 한 존하는 이용권 는 소유권은 그것이 법 권한이든지 

습  권한이든지, 일차  권한이든지 이차  권한이든지, 공식 이든 비공

식 이든지, 개인 이든지 집단 인 권한이든지 막론하고 마땅히 존 되어

야 한다. 존권리는 ①권한 소유자의 확인 ②모든 권한과 이용권에 한 

법  인증 ③권한의 이양과 련된 토지 소유자와의 상 ④획득한 권리의 

이양에 한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  지불 ⑤분쟁이나 불평을 해결하기 

한 상 수단의 선택 등 모든 분야에서 존 되어야 한다.

  규모 농장 경 을 목표로 농지 확보에 나서는 외부의 농업 투자 주체

들은 획득한 상 농지가 유휴되거나 이용이 조한 한계지(marginal land)

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거되지 않고(un-

occupied) 는 연고가 없는(unclaimed) 농지란 거의 없다. 한 그러한 토

지는 지역 고유의 습에 근거하여 장기간의 이용과 경  권한이 특정의 

농 주체(개인 는 집단)에게 이미 귀속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습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의 부와 생계가 걸린 

지역의 요한 자원 이용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과거에 행해

졌던 토지 획득을 한 부분의 시도들이 이 을 소홀히 취 했기 때문

에 공정하고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유목민, 부녀자, 토착

민의 토지 권리에 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농 사회에서 토지는 핵심 생산수단일 뿐만 아니라 물과 

개용수의 공 원으로서, 사회안 망으로서, 노령층에 한 보험수단으로

서 그리고 사회  지 를 결정짓는 요소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토착 주민에게는 시신 매장지로서의 기능도 요하다.

30 우리나라가 검토하고 있는 국제규범도 국제기구들이 검토한 바 있는 기 과 

거의 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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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다른 자원 이용권에 한 투자사업이 이런 여러 민감한 기능에 

해 충분한 검토나 보상이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주민의 경제  복지에 

직 이고 장기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결과는 지역주민의 생계 

원천을 없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권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필수

과제는 첫째, 토지와 련한 이용권 는 소유권에 한 습 인 존권

리가 유형별로 구분되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이러한 권

리를 이 하는 과정은 명확하게 정의된 순서를 거쳐야 하고 투명한 방법을 

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이외의 방법에 의한 토지 수용은 공공  

이익 실 에 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2.2. 원칙 2. 지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투자 시행

  농업투자사업의 목 은 작물농업, 축산, 임업과 임산, 수산 등 분야에 

한 단일사업 는 복합사업 경 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사업의 수단은 생

산성 향상이나 새로운 가치사슬의 개발과 다양화 는 수출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생산물의 목표시장은 도시 는 해외시장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 이다. 투자 상국의 식생활 선호도와 다르거나 는 가격 조건 등 

지 주민 소득 수 과 어울리지 않는 농산물  바이오 연료 등 가공용 

원료농산물 생산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농업투자사업은 해당 

지역의 기  식량 생산을 감소시키거나 해당 지역의 식량 소비와 직  

련성이 은  새로운 농산물 생산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두 번째 투자규범은 투자 상국의 식량안보를 강

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량안보(유용성, 근성, 이용성  안정성)에 불

리한  가능성이 발생할 때마다 정책 수립자는 다음과 같은 책이 

비되고 있는지를 검해야 한다. 첫째, 이 과 동등한 수 의 식량 근기

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장되어 있는지의 여부, 둘째, 농장 구역 밖의 재배

농가와 비농업 부문 고용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그들의 소득 상승을 보장

하는 기회가 확장되고 있는지의 여부, 재배작물의 구성(Products mix)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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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진행될 경우 지인의 음식물 선호체계에 미칠 향은 고려되고 있는

지의 여부, 마지막으로  상태에서 야기되고 있는 식량 공 의 잠재 인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책은 비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식량안보는 실 이고 국민정서 인 과제이기 때문에 투자자와 정부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는 개발 련 주체가 이를 소홀히 취 해서는 안된

다. 이를 해서는 첫째, 농업투자사업은 투자 상국의 농업정책 특히 식

량정책의 방향성과 일치해야 한다. 둘째, 지의 식량안보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사업 요소는 사업설계와 조정과정을 통하여 가능한 한 완화해

야 한다. 셋째, 지역 주민의 식량 구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에 특

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농업자재와 기술공 을 늘려서 

식량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지역사회의 유통시장 개선 는 원거리 시장

과의 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 포장, 가공, 운송, 유통 등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등의 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기

상조건의 변화에 따른 응능력 강화를 한 략이 투자계획에 반 되어

야 한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한 응력 취약성은 농 지역의 식량안보

와 특히 계 으로 발생하는 기아 상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식량안보와 련해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은 식량안보는 반드

시 식량의 자 자족능력의 강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다. 교역자유

화 시 에 있어서 비교우 가 있는 특정 작목(원료작물, 가공용 작물, 식용 

는 비식용작물)을 특화한다는 것은 결과 으로 교역을 통해서 해당 국가

의 식량안보에 보다 큰 기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도국 농업

개발사업은 국제 비교우 가 있는 농업생산에 특화하여 효율화하는 개발

략의 선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지 주민의 소득 향상 등 식

량으로의 근성 강화를 요하게 고려하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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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원칙 3. 한 사업 ․법 ․규제  환경하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사업 투자

  투명성이 부족하면 불신감이 커져서 사소한 문제가 형 분쟁으로 확

되기 쉽고 이 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당사자의 한 활동 범 를 제약

하게 된다. 반면에 투명성이 높으면 거래 당사자의 거래비용을 이게 되

어 결과 으로 투자자나 해당 국가 모두의 이익이 된다. 투자사업의 유인

책(incentives)을 리하거나 이를 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투명성이 강화

된다는 것은 해당국이 투자자로 하여  효율 이고 실질 인 장기개발계

획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된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해서는 먼  토지의 재  잠재  이용가능성, 

유망한 투자 부문의 핵심요소, 자원의 흐름과 이윤  소득세 등에 련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투자 리, 토지 이용(소유)권 이 , 투자사업의 효율화와 투명화 리능력 

개발, 제도 인 회계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 에 한 지원체제와 보다 향

상된 투자환경 조성을 한 독립 인 장 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일반 으로 경제성장은 기업 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자본투자  기

술 신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새로 추진되는 해외농업개발투자

는 재산권 확보의 불투명성, 합한 토지 이용 조건의 확보를 한 과다한 

탐색비용과 료주의  법  단의 지연성 등에 의한 효과 인 계약체결

의 곤란 등으로 자주 방해받는다. 이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투자가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투자가 한 사업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  환경을 갖추기 해서는 토지와 용수 등 필

수 농업자원에 한 획득이나 근권이 투명하고 지속성을 지닐 수 있도

록, 그리고 임의 이거나 차별 이 아닌 방향으로 용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토지 소유  이용권에 한 자료는 공개 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투자자에 한 제반 지원은 공개되어야 하며 상호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공평한 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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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건이 보장되기 해서는 정보이용의 용이성이 보장되고, 투자에 

한 지원정책수단이 효과 으로 사업성과 연계되어야 하며, 사업 ․법

․제도  투자환경이 한 좋은 리제도(good governance)를 구축하

여야 한다.

7.2.4. 원칙 4. 지 자문 후 기록  실행

  투자사업의 지속성과 공공 자산의 배분을 통한 시 지효과의 실  등을 

보장받기 해서는 지역주민이 개발사업에 극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개

발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지

역 의와 자문과정을 제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업추진과정 상 불투

명성과 의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물에 한 신뢰 부족으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자문 과정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첫째, 자문에 참여한 토지 

이용권자와 지역 참여자의 표(정족수)에 한 정의와 차상의 요구가 

명백해야 하고 둘째, 약서 는 계약서 등과 같은 의 자문합의서가 문

서로 작성되어 참여자의 동의서명을 받아야 하며 셋째, 실행방법과 불이행

에 따른 제재 수단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지와의 의 자문과정이 부족하면 지역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향유해오던 권리나 생계수단을 잃게 되거나, 생활

환경이 괴되거나, 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이익배분의 상에서 제외

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일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여

러 형태의 분쟁과 혼선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표 인 경우는 첫째, 투자사

업 설계에서부터 한 표성을 가진 지역 표와 의미 있는 의과정을 

거친 경우, 둘째, 지역의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이 이미 수립되고 있는 지역을 사업 상지구로 선정하는 경우, 셋

째, 투자사업가와 지역(주민 는 정부)간 개발 약이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해 지속 인 화와 지 검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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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성공 인 투자사업의 추진을 해서는 첫째 지역개발사업을 

투자사업의 일부로 포함해야 하고, 둘째 의 자문을 한 지역 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의미 있고 실  가능한 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2.5. 원칙 5. 책임 있고 윤리 인 농업 투자

  사업의 경제성 확보는 사업투자자들과 력참여자 사이에 사업 이윤을 

배분할 수 있는 원천으로 사업의 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농업개발 투자

사업 분야에 참여하는 투자가는 사업설계와 시행에 있어서 높은 수 의 책

임감이 요구된다.

  한 자원 사용료를 산정하여 자원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과제 이외에

도 투자 주체에게 주어져 있는 필수 의무는 첫째, 투자 상국의 법률과 

규제  정책을 수하고 나아가서 국제  조약이나 행에 합치되는 사업

추진을 하는 것, 둘째로 투명성과 지역사회와의 동으로 사업 추진에 책

임 있는 과정을 확보하는 것, 마지막으로 투자가의 이익 증진뿐만 아니라 

투자지역사회  상 국가에게 배분되는 실질 인 이익을 창출하기 하

여 노력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규모 농업투자 주체가 실행해야 할 실천과제는 먼  높은 수

의 사회  책임 이행과 윤리  경 이다. 이에 따라 첫째, 책임성 있는 투

자자는 인권을 존 해야 한고, 둘째, 투자가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 해야 

하며, 셋째, 투자가는 생산의 각 단계에서 노동자들의 작업상 안 과 건강

을 보호해야 하고, 넷째, 특히 농식품산업의 투자가는 식품안 성(food 

safety) 실 을 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한 비용을 약해야 하고 정부의 사업 시행 과정에 한 검이 필요하

다. 이 과정에서 수혜국 정부는 투자가에 한 철 한 조사, 장기간의 잠재

인 경제 ․사회 ․환경  이익과 비용에 한 사업성과 확인, 사업의 

외부 효과에 한 검증과 계량화, 모든 사업의 해요인에 한 정의와 평

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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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원칙 6. 투자의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

  농업부문 투자는 바람직한 사회  소득분배  향을 창출함으로써 사

회  취약계층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사업의 경제성이 높

고 사회  지속성을 갖춘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에 한 보상 없이 

투자를 하거나 투자 사업으로 발생된 사업 이윤을 지역 내 특권층에게 분

배하여 취약계층에 한 배려가 소홀해질 경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문화  구성과 취약성의 원인, 잠재

인 분쟁 야기 요인  지역주민의 생계와 식량안보 등에 한 철 한 사

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한 이해도가 깊어지면 사업의 험성을 

이는 동시에 정 인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사업의 사회  지속성을 확보하는 경우는 한 사회  과

제, 즉 투자사업의 험성을 완화하고 사회  이익을 증가시키기 한 과

제가 사업 비 단계에서부터 정부에 의해서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히 

제시되었을 때, 취약계층과 부녀자의 심 사항이 투자사업에 명백하게 고

려되었을 때, 지역주민의 고용, 기술이 과 투자 기업의 세  부담 등을 통

해서 지역의 직․간 인 공공재 확보에 한 책이 사업계획의 일부분

으로 포함되었을 때 등이다.

  그러나 농업 부문 외부 투자로 인한 부정 인 향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한 장치가 법 인 형식을 갖추어 투자가의 계획과 동의서 형태

로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보호장치가 그 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정부나 투자가는 투자의 직․간 인 성과를 

거시 으로 계측할 때 비용은 평가하는 신에 이익은 과 평가하는 등 

정확한 평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일반 이다. 이러한 모든 일이 국가 차원

에서는 논쟁으로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는 투자의 정 인 잠재  효과를 

감소시키고 투자가와 정부의 분쟁 해소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의 사회  

 효과를 해하는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사업의 사회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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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보상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투자사업에서 야기되는 부분의 

부정 인 향은 사업장에서 추방되는 난민 문제이므로, 한 보상 없이 

토지 이용권을 탈취하는 문제에 한 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투자가와 정부와의 약에서 투자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난민 

문제에 처하기 한 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 토지 수용은 엄 한 공공 이익을 실 하기 한 불가피한 경우 이 외

에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시행되기 이 에 사업시행

에 의해서 직․간 인 향을 받는 모든 개인들로부터 투자사업 약에 

한 동의를 받는 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약은 토지권의 상실의 가

로 주민들이 의 생계나 생활 수 을 유지 는 향상시킬 수 있을 정도

로 공정한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규정해야 한다. 특히 토

지 소유권은 비공식 으로 유지되어왔거나 방목권, 부녀자, 소작권, 토착 

원주민 유권 등 취약계층에 한 2차 인 권리까지를 포함하여 고려하

여야 한다.

  다음은 개발이익 분배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투자사업의 사회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해서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련 주체 

모두에게 배분되는 제도가 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익 배분의 비율은 

개발 약의 체결로 지역사회와의 계 개선이 이루어져서 이익을 보게 되

는 투자가가 흔히 결정한다. 그러나 사회  개발효과를 극 화시킬 수 있

는 이윤배분 약은 지역사회와 투자가  지방정부가 합의해서 체결할 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7.2.7. 원칙 7. 투자의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

  규모 농업개발투자사업이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에 상 지역의 자연

생태계와 환경자원에 미치는 부정 인 향에도 불구하고 투자가들로 하

여  이런 부정  향까지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유인책

은 별로 없다. 이에 따라 농업투자로 인한 외부효과(externality)가 발생하

는 지역, 국가 는 국제 수 에서의 규제는 산림자원과 물 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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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한 지역 주민의 근을 태롭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한 사업 상지구와 다소 거리가 있는 강 유역이나 사업추진으로 

인한 삼림벌채가 자연자원에 미치는 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와 정부는 다음 사항을 확보하기 해서 상호 조할 필요

가 있다. 첫째는 사업계획 승인 이 에 생명다양성이나 숲과 같은 공공재

의 잠재  손실에 한 독립 인 환경 향평가의 수행, 둘째 투자사업으로 

조성될 새로운 농지보다는 기존 농지에 한 보수나 생산성 향상에 더 높은 

심 부여, 셋째, 존 자원의 미래 이용 잠재력을 보존하면서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생산체제 선택, 넷째, 농업생산과 가

공․제조의 우수 리제도(good practices) 선택, 다섯째, 바람직한 친환경시

스템체계(ecosystem services)의 강화를 한 책, 여섯째 규칙 인 환경

리계획에 의한 장 검결과를 통해서 획득한 부정 인 향에 한 공포

이다.

  투자사업의 환경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첫째 환경 향평

가에 기 한 환경 리계획이 사업 비 기간 동안 투자가의 의무사항으로 

갖추어져서 사업허가과정의 필수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는 사업승

인과정에서 환경 향평가결과와 연계된 실행 가능한 개선조치가 장 검

의 결과를 반 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환경보호와 련된 규제는 자유재량

 방법으로 실행되도록 하고 있고 책임 있는 정부기 의 간섭 범 는 제

한되어 있으며, 다른 업무와 복되어 있는 환경규제업무는 인원과 능력의 

부족으로 환경 악화를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 시민단체나 지

방정부를 통한 장 검활동도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시행되기 때문에 

장의 불평을 앙정부 당국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이슈와 련한 국제 인 심도의 증가에 따라서 환경표 에 합한 

환경개선  보호시책은 핵심 인 농업개발사업의 제조건으로 시되어

야 한다.

  이처럼 농업투자사업의 진행을 통하여 투자 주체와 투자 상 지역사회 

간 사업이윤기회를 험성과 같이 공유하기 한 공정한 기 을 만들기 

해서 많은 국제기 과 기업들은 다양한 기 과 스스로의 내부규정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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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화하기 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농업 투자는 재 직면하고 있

는 다양한 험성과 함께 미래에도 단히 복잡한 불확실성이 있고, 목

과 투자 형태는 동질 이지 않다. 한 농업투자환경이 한 국가 내의 지역

과 지역 간, 생산 종목과 교역유형 간에 크게 다르므로 아직까지는 어떠한 

공식 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농업투자사업에 의해서 야기되는 부정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하여 FAO, OECD 등 국제기구들이 그동안 검토해 

온 해외농업개발 투자의 행동규범은 기본 으로 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

다. 앞에서 서술된 국제기구  일본,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에 한 원

칙은 다음의 <표 3-28>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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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안) World Bank1) FAO2) UNCTAD3) 일  본4) OECD5)

토지  자원

에 한 권리

존

토지  

자원의 권리 

존

지역 계자

의 권리와 

심사항에 

한 인식

토지  

식량에 한 

권리

피투자국의 

농업인이나 

지역 주민에 

한 한 

배려

① 정보공개

② 고용  

   노사 계

③ 환경

④ 뇌물 방지

⑤ 소비자 이익

⑥ 과학 

   기술

⑦ 경쟁

⑧ 조세

식량안보에

기여

식량안보 

확보

식량안보  

농  개발

피투자국의 

식료 사정 

배려

투자의 투명성

확보

투명성, 

선량한 리 

 투자환경 

확보

투명성과 

책임감

투명성의 

확보

지역사회의 참여

 발 에 기여

의와 참여 지역 계자의 

참여

투자 규모의

정성 확보

경제  실  

가능성과 

책임감 있는 

농업 투자

사회  

지속성

경제, 사회  

지속성

원주민의 보호, 

사회, 경제  

지속가능성

피투자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환경보 환경보 피투자국의 

환경에 한 

한 배려

지 법령 

제규범의 존

피투자국

법령의 수

표 3-28.  국제기구  일본,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농업투자의 행동규범

  주: 1)∼3) 2009. 9. 23, 국제농업투자 진 국제회의시(뉴욕) World Bank의 토론안(1) 

 FAO(2), UNCTAD(3,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발표내용

4) 2009. 8. 20, 일본의 해외농업투자 행동규범

5) 2001. 6, OECD Guideline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다국 기업 가이드라인)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개발 력과





해외농업개발의 략 수립  제4장

  앞의 제3장에서는 식량안보 책으로 해외농업개발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

보았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의 경제성과 

략  시행을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하는 

주체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

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간 고 험 성격을 띠는 해외

농업개발이라도 이를 지속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경제

으로 타당한 사업을 운 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진출하는 국내 농식품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며 효과 인 진출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다. 따라서 이번 4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내 농식

품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을 성공 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그 략을 도출하

기로 한다.

1. 해외농업개발 략 수립의 단계

  장세진(2010)은 해외진출 략을 수립하기 한 핵심 구성요소로 (1)경

쟁우 를 가져올 수 있는 경  자원의 확보 여부(핵심역량 악) (2)생산입

지 는 생산시설의 배치(생산입지 선정) (3)진입시장의 선택 (4)진입방법

의 선택 (5) 지법인에 한 통제와 리  조정 방안 등을 들었다. 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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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이와 같은 해외진출 구성요소가 그 로 용된다. 

우선 해외진출 략을 수립하기 한 구성요소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

엇인지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본다. 

  첫째, 핵심역량의 악이란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먼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심역량이 어떤 것이며 이들 핵심역량 부문이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어떤 경쟁우 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악하는 것이다. 핵심역

량이란 차원에서 해외 진출의 의미는 해외 진출을 통하여 핵심역량이 부족

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한 진출 기업이 핵심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둘째, 생산입지의 배치란 진출 기업에 유리한 지역에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로벌 가치사슬의 단계별로 부가가치 창출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서비스와 활동을 분석하면 기업에 합한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셋째, 진입시장의 선택이란 해당 기업이 해외 진출을 검토할 때 지 시

장의 략  요성을 평가해야 하고, 한 지시장에서 진출 기업의 경

쟁우 를 객 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넷째, 진입 방법의 선택이란 해외 진출기업이 진출하는 방법으로 수출, 

계약, 직 투자 등과 같은 진출 방법을 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게 해외시

장 진입 방법을 택할 때 요한 것은 기업 내부의 경  자원과 해당 진출

국의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다.

  다섯째, 지법인에 한 통제  리란 련 정보의 공유 책임  권

한의 배분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즉,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어떤 분야에 비교우 를 갖는지를 평가한 후에 어떤 지역에 

어떻게 진출할 것이며,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어떻게 조정⋅ 리

하고 통합할 것인지 그 구체 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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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해외진출 략 수립의 구성요소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에 한 략을 수립함에 있어 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란 (1)품목별(옥수수, 콩, )로 진출 지역을 선정하는 일(생산입

지의 선정과 진입시장의 선택)31, (2)우리나라가 해외농업개발로 확보해야 

할 물량( 체 규모와 지역별 규모)과 진입방법을 정하는 일(진입방법의 선

택) (3)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략을 수립하는 일(통제와 리) (4)해외농업개발을 활성화하기 

한 정부의 지원 략(정부 지원 략)을 수립하는 일 등이다.

  해외진출 농식품기업들의 경우 진출 지역을 정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다. 를 들면 기후가 농산물을 생산하기에 좋은 지역을 선

택하거나, 아니면 인건비 등 농산물 생산비가 싼 지역을 선택한다든지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곡물 에서도 콩, 옥수수, 

 등의 곡물을  세계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므로 기후나 생

산비 등과 같은 요소들을 심으로 진출 지역을 정하면 진출 상 지역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의 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31 지역별보다는 품목별로 략을 수립하는 이유는 품목을 먼  정하고 다음으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보다 일 으로 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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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으로 수립하기 해서는 먼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에서 경쟁

력을 지닌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을 택한다. 

  해당 품목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 

여러 측면에서 악할 수 있다. 를 들면 과거부터 지속 으로 해당 품목

을 수출해 왔거나 향후에도 높은 수출 잠재력을 갖고 있다든지, 향후 국제 

곡물시장에서 요한 역할(player)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향후 곡물 수

출입의 망)이 있다든지, 지역별 생산비와 수송비 수  등으로 해당 품목

의 국제경쟁력 여부를 악할 수 있다. 품목의 국제경쟁력 이외에 국내에 

안정 으로 공 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해당 품목의 공  안정성을 확보

하기 하여 북반구와 남반구를 모두 고려하는 수  확보 방안과 생산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장애를 해소하는 방안 등

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궁극 인 목 은 비상 시에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

는 농산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다.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해외농업개발 

투자 후 즉시 해당 품목을 량 생산하여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장기  입장에서 우선 농업 생산과 련한 인

라 정비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그 이후에 생산한 품목을 국내

로 들어와야 하는 지역도 있다. 따라서 해외로 진출한 후에 단기간에 생산

하여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지역(국가)과 장기 으로 생산기반을 구축

한 후에 차 으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지역으로 구분한 후에 진출 지

역의 우선 순 를 부여하는 것이 요한 략이 될 수 있다.

  지역별로 해당 폼목을 국내로 들여오는 물량을 결정하기 해서는 이미 

재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에서 정해진 곡물수입수요량의 10%를 해

외농업개발의 목표량으로 유지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곡물수

입수요량에 향후 통일 후에 발생할 북한식량수요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

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출 상지역별로 해외농업개발 물량

을 얼마로 설정해야 하는지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 지난번 로벌 식량 기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국제식량가격이 

등할 경우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세 부과와 수출물량제한 등과 같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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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지역을 선택

할 때에는 해외농업개발 진출 국가들이 생산한 것에 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거나 수출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정 물량을 보장한다

는 것과 같은 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의 략을 수립하는 단계는 첫째, 옥수수, 콩, 의 

품목별로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 후 둘째, 체 해외농

업개발 목표 물량을 채울 수 있는 지역별 해외농업개발 물량을 설정한 후

에 마지막으로 각 지역별로 진출 기업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해외농업개발의 경우 략 수립의 

구성요소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1)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핵심역량의 

악(2)생산입지의 선정(3)진입시장의 선택(4)진입방법의 선택(5)통제와 

리 방안 도출 등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 해외농업개발 진출 지역 결정

2.1. 해외농업개발 목표 물량의 적정성

  곡물별 주요 진출국을 설정하기 에 해외농업개발의 목표 물량은 해외

농업개발 10개년에서 설정된 식량수입수요량의 10%로 정해졌다고 가정한

다. 체 식량자 률이 27%에 수 에 불과한 상태에서 해외농업개발의 목

표 물량을 수입수요량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과연 정한 것인지 단해 

볼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재 정부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계획하

고 있으며, 국가곡물조달시스템에서 체 수입수요량의 30% 정도를 확보

할 계획이므로 해외농업개발 방식만으로 식량수입수요량 모두를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더욱이 평시에는 국제곡물시장에서 정상 인 교역으로 

곡물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해외농업개발의 목표물량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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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 국제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에서 확

보한 물량 이외의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해외농업개발의 목표물량 설정에 있어서는 객 인 기 이 필

요하다. 객 인 기 을 확보하기 해서는 FAO가 권고하는 정재고율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FAO는 정 식량재고율로 체 수 물량의 

17%를 권고하고 있다. 17%는 체 소비량의 2개월 물량 수 이다. 체 

수입수요량의 10%인 해외농업개발 목표물량은 체 수 물량으로 따지면 

1개월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표생산량을 고려하 을 

때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8년의 목표물량으로 크게 무리

가 없는 계획으로 단된다. 

  즉, 정 식량재고율은 17%로 권고되고 있지만, 재 우리나라가  비

축제도를 운 하고 있고 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에서 수입수요량의 30%

를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해외농업개발 목표물량으로 체 식량소비량

의 한 달치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은 나름 로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곡물별 주요 수출국

  우선 해외농업개발의 상 품목으로 고려되는 품목은 식량자 률이 1% 

미만인 옥수수와 , 10%에도 못 미치는 콩 등이다. 이들 품목에 한 국

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먼  이들 품목들을 수출하는 국가들을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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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01 2005/06 2009/10

물량 비 물량 비 물량 비

체 76,856 100 81,072 100 96,810 100

미국 49,313 64.2 54,201 66.9 50,295 52.0

아르헨티나 9,676 12.6 9,464 11.7 16,491 17.0

라질 6,261 8.1 4,524 5.6 11,599 12.0

우크라이나 397 0.5 2,464 3.0 5,072 5.2

기타 11,209 14.6 10,419 12.8 13,353 13.8

2.1.1. 옥수수의 주요 수출국

  <표 4-1>에서 나와 있듯이 2009/2010년에 옥수수 체 국제수출물량에

서 미국, 아르헨티나, 라질, 우크라이나 등 4개국이 차지하는 비 이 

86.2%나 달한다. 이 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 이 50%를 넘고 있다. 그

러나 2000년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 이 64.2%이었음을 볼 때 미국의 비

이 크게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이 게 미국의 수출 비 이 어든 것

은 미국의 바이오 연료정책으로 옥수수를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 활용하

기 때문이다. 지난 로벌 식량 기가 바로 옥수수를 바이오 에탄올로 

활용하는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발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표 4-1>은 미국의 어드는 수출 비 을 아르헨티나, 라질, 우크라이나

가 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옥수수 우선 진출 

지역으로 아르헨티나, 라질, 우크라이나 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옥수수 국제가격이 하게 상승하면서 아르헨티나

와 라질 등의 남미국가들의 옥수수 생산  수출 확 는 주목할 만하다.

표 4-1.  옥수수의 국별 수출 집 도

단 : 천 M/T, %

자료: kati.net

  옥수수 수출국에서 심을 갖고 보아야 할 국가는 최근 수출 증가가 빠

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국가들이다. 

옥수수의 수입 측면에서는 국의 수요(특히 사료용)가 빠르게 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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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세계 수입량에서 국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망

된다. 따라서 향후 옥수수 국제시장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할 국가

(player)는 수출국으로는 미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일 것이며, 수입

국으로는 국이 될 것으로 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요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지만, 통일을 가정할 경우 옥수수 수요가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상된다.

2.1.2. 콩의 주요 수출국

  <표 4-2>는 콩의 주요 수출국들을 보여 다. 두도 옥수수와 마찬가지

로 세계 수출물량의 90% 이상을 미국, 라질, 아르헨티나, 라과이 등 4

개국이 담당하고 있다. 2009년 재 이들 4개국이 차지하는 비 이 94.9%

나 되며 이는 2000년의 97.3%에 비하여 다소 어든 수 이다. 이처럼 콩

의 수출은 지나치게 소수 국가에 치우쳐 있다. 특히 라질과 아르헨티나, 

라과이 등 남미의 비 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남미의 비

은 더 늘어날 것이고 특히 라질의 비 은 5년 이내에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망되고 있다. 미국의 콩 수출 비 은 2000년에 50.5%에서 2009

년에 44.1%로 어들었으며 이 게 어드는 비 을 라질, 아르헨티나, 

라과이가 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콩을 생산하고 이

를 국내로 들여오는 지로 라질, 아르헨티나, 라과이 등 남미 국가를 

우선 고려하는 것은 무도 명확하다.

  그럼에도 콩 생산을 하여 라질이나 남미에 진출한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은 한농복구회가 유일하다. 비록 1960년  에 아르헨티나로 많은 사

람들이 농업 이민을 갔지만 재 이들 에 아르헨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무하다. 오히려 우리나라 농기업들이 콩 생산을 하여 진

출한 국가들은 주로 러시아 연해주 심이었다. 이 게 연해주에  진

출하는 이유는 진출 기업들이 국제경쟁력보다는 국내로 들여올 때의 수송

거리나 련 농업 정보가 많이 있는 지역, 북한 농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해외농업개발의 략 수립  155

구분
2000/01 2005/06 2009/10

물량 비 물량 비 물량 비

체 53,663 100 63,432 100 92,595 100

미국 27,103 50.5 25,579 40.3 40,798 44.1

라질 15,469 28.8 25,911 40.8 28,578 30.9

아르헨티나 7,304 13.6 7,249 11.4 13,088 14.1

라과이 2,356 4.4 2,011 3.2 5,350 5.8

기타 1,431 2.7 2,682 4.2 4,781 5.2

 콩은 라질, 아르헨티나, 라과이 등 남미 국가들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으며 향후 5년 이내에 라질이  세계 생산량과 수출량에

서 미국을 넘어 1 를 차지할 것으로 상된다. 그리고 미국의 수출시장 

유율은 지속해서 하락될 망된다. 콩의 수입을 보면 국은 두부, 콩기

름 등의 수요가 증가하여 연 평균 4.2%로 수입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

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망된다. 따라서 향후 콩 국제시장에서의 

요한 역할을 담당할 국가로는 수출국으로는 라질, 아르헨티나, 라과

이 등 남미 국가들일 것이며, 국이 수입국으로서 많은 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망할 수 있다.

표 4-2.  콩의 국별 수출 집 도

단 : 천 M/T, %

자료: kati.net

2.1.3. 의 주요 수출국

  <표 4-3>은 의 주요 수출국들을 보여 다. 2009년 재 미국, EU, 캐

나다, 러시아, 호주 등이 차지하는 비 이 72.5%이다. 그러나 EU는 27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 수출국이 다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하나는 2000년 이후에 미국과 함께 캐

나다와 호주의 비 이 크게 었다는 것이다. 아래 <표 4-3>은 이 게 

어드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비 을 러시아가 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국에서 심을 갖고 보아야 할 국가는 최근 수출 증가가 빠른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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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01 2005/06 2009/10

물량 비 물량 비 물량 비

체 101,527 100 117,003 100 135,799 100

미국 28,904 28.5 27,291 23.3 23,930 17.6 

EU-27 15,675 15.4 15,701 13.4 22,115 16.3 

캐나다 17,316 17.1 16,020 13.7 19,042 14.0 

러시아 696 0.7 10,664 9.1 18,556 13.7 

호주 15,930 15.7 16,012 13.7 14,827 10.9 

기타 23,006 22.7 31,315 26.8 37,329 27.5 

시아,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국가들이다. 그리고  수입은 동, 아시아, 

북아 리카에서 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입량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망된다.

  따라서 재뿐만 아니라 향후에 국제곡물무역에서 크게 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은 아래 <표 4-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가 통일될 경우 북한 식량 수요를 감안해 주요 곡물수입국으로서 

그 비 이 더 높아질 것으로 망된다. 특히 재도 북한의 옥수수 수요가 

높은 을 감안할 때 옥수수 수요는 재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망 할 

수 있다.

표 4-3.  의 국별 수출 집 도

단 : 천 M/T, %

자료: kati.net

표 4-4.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players

품목 주요 국가 주요 수입국 비고

옥수수
미국, 아르헨티나, 라질, 

우크라이나
국

통일 시 북한 식량 수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콩 
미국, 라질, 아르헨티나, 

라과이, 연해주(가능성)
국

일본, 우리나라의 수요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임.

미국, EU,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호주

동, 아시아, 

북아 리카 

일본, 우리나라의 수요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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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아르헨티나 호주 라질 캐나다 EU 미국

옥수수 449.4 - 290.51 581.74 487.23 432.12

콩 287.97 - 283.79 323.39 396.15 200.69

195 160 260 230 440 185

2.2. 지역별 생산비와 수송비 비교 분석

  재 곡물별 국제경쟁력 수 을 악하는 방법으로는 주요 곡물 수출국

들의 동향 이외에도 곡물별 생산비 수 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생산비 

수 을 비교함으로써 국제 가격경쟁력 수 을 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농업개발 진출 지역으로 가능하면 가격경쟁력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

는 것은 무나 당연하다.

  재 선행연구에 나와 있는 국가별․곡물별 생산비를 종합 정리하면 아

래 <표 4-5>, <그림 4-2>와 같다. 우선 옥수수의 ha당 생산비 단가를 주요 

생산국/수출국 간 비교해 보면 라질이 290.5달러로 가장 낮으며 다음으

로는 미국이 432,1달러이다. 콩의 경우는 미국의 생산비가 200.7달러로 가

장 낮고 다음으로 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순서이다. 의 경우는 호주

의 생산비가 160달러 수 으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미국, 아르헨티나, 캐

나다, 라질순이다.

표 4-5.  국별 곡물별 생산비 비교

단 : 달러/ha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2011), 2011년 국제곡물동향과 해외농업개발 국제심포지엄 자

료  Brian Buhr, Global Grain Trade and Distribution 참조

  상기 생산비 자료를 보더라도 의 경우 호주를 제외하고는 북미와 남미

가 옥수수, 콩,  등의 생산과 수출에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을 볼 때 이들 국가들이 차 체제 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수

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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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국가별․곡물별 생산 단가

단 : 달러/ha

자료 : 한국농 경제연구원(2011), 2011년 국제곡물동향과 해외농업개발 국제심포

지엄 자료  Brian Buhr, Global Grain Trade and Distribution 참조

  해외농업개발의 경우는 지 생산에 있어서의 경쟁력 확보도 요하지

만 생산 이후 단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콩의 경우를 로 들어 보면 라질의 생산비가 부셸당 

3.89달러로 가장 낮으며 동아시아까지의 해상 운송비용을 감안하면 6.04달

러가 된다. 미국이 6.29달러로 그 다음이며 아르헨티나는 7.19달러로 3개

국에서 가장 높은 수 이다. 아르헨티나는 수출항까지의 비용을 고려할 때 

가장 낮은 비용이지만 수출세가 부과돼 3개국 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부

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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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라질

(Mato Grosso)
아르헨티나
(Santa Fe)

미국
( 서부)

생산비

변동비 3.17(52.5) 1.90(26.4) 1.71(27.2)

고정비 0.72(11.9) 2.02(28.1) 3.4(54.1)

계 3.89(64.4) 3.92(54.5) 5.11(81.2)

수출항까지 유통비용 1.34(22.2) 0.81(11.3) 0.43(6.8)

수출항기  비용 5.23(86.6) 4.73(65.8) 5.54(88.1)

수출세 - 1.65(22.9) -

동아시아까지 

해상 운송비용
0.81(13.4) 0.81(11.3) 0.75(11.9)

동아시아 

도착기  비용
6.04(100.0) 7.19(100.0) 6.29(100.0)

표 4-6.  주요 국가별 콩 단계별 비용의 비교

단 : 달러/부셸

  주: 1) 생산, 내륙운송비용, 유통비용 등은 Schnepf, et al. (2001)에서 인용.

2) 동아시아는 국까지의 운송비용이며, 국으로의 운송비는 USDA-AMS, “Grain 

Transportation Reports”, February 2005에서 인용.

3) 아르헨티나는 FOB 가격의 35%를 수출세로 부과

4) (  )내는 동아시아 최종도착도 기  비용에 한 백분비임.

자료: 김용택 외(2010) 

2.3. 품목별 진출 지역의 우선 순위 도출

  이상에서 논의한 기 을 바탕으로 품목별로 우선 진출할 지역들을 알아

보면 옥수수의 경우는 아르헨티나와 라질을 우선 진출할 지역으로 설정

할 수 있다. 미국도 우선 진출 지역이 될 수 있으나 재 국가곡물조달시

스템에서 우선 진출 지역으로 미국이 설정⋅추진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미국의 우선 순 를 낮추었다. 한 재 우리나라 농기업들이 캄보

디아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지역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는 단

순히 재 국제경쟁력 수  이외에도 향후의 잠재력과 국내와의 거리  

다른 산업과의 연계 계 등을 종합하여 진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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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들 동남아시아지역에 한 진출 수요가 많은 을 고려하여 

진출 우선 순 는 낮지만 이들 지역들도 진출 지역에 포함하로 한다. 따라

서 옥수수의 경우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우선순 가 높은 지역으로 아르헨

티나와 라질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을 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력을 고려하여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와 인도네

시아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으로 볼 때 우선 진출 상국가로 아

르헨티나와 라질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구 소련 

국가를 선정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국가들의 경우는 주요 제

약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이므로 이들 국가에 진출  정부 

간 투자 정을 채결하거나 기업과 정부 간 투자 약을 맺거나, 아니면 국

가 리스크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등 수출제한조치가 있을 

때를 사 에 비하여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콩의 경우는 라질, 라과이, 아르헨티나, 미국, 연해주 순서로 진출 

우선 순 를 설정하 다. 향후  세계 콩 제일의 생산국과 수출국은 라

질임은 자명한 사실이고 여 히 재배 가능 지역이 많이 남아 있는 국가이

다. 아울러 최근 라과이가 콩의 생산과 수출을 늘리고 있고, 우리나라와

는 좋은 농업 력 계를 맺고 있으므로 라과이도 우선 진출 상지역으

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도 가능하나 수출제한 가

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수입 수요량이 많지 않고 더욱이 품질을 우

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호주가 가뭄으로 생산량 증가에 제한이 따

르지만 우선 진출하는 국가로 선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캐나다와 러시아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 한 이들 3개 품목의 진출지역의 우선 순 가 다음 <표 

4-7>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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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진출 지역의 우선 순  도출

품목 진출 상국가 주요 고려사항
진출 

우선 순
단기/ 장기

옥수수

미국(북반구)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지역
4 장기

아르헨티나(남반구) 수출 제한 1 단기

라질(남반구) 개방경제 2 단기

우크라이나(구 소련)

(북반구)
수출제한 3 기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북반구)
수송거리 5 장기

두

미국(북반구)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지역
4 장기

라질(남반구)
미래 제 1  

생산국
1 단기

아르헨티나(남반구) 수출제한 3 기

라과이(남반구) 농업 력 2 단기

연해주(북반구) 인 라 5 장기

미국(북반구)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지역
4 장기

EU(북반구) 27개국 5 장기

캐나다(북반구) 품질 선호 2 단기

러시아(구 소련) 수출제한 3 기

호주(남반구) 품질 선호 1 단기

3. 지역별 해외농업개발 목표 물량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해외농업개발의 목표물량은 수입수요의 10%

로 2018년까지 138만t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외농업

개발 10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138만t에는 통일 이후 북한에서 필요한 수요

량 350만t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북한 식량수요를 포

함하면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확보(수입)해야 할 물량은 략 1,800만t에



162  해외농업개발의 략 수립

서 2,000만t 내외로 추정된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 목표 물량은 수입수요

량의 10%인 180만t∼200만t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생산형으

로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한다고 할 경우 세계 곡물 평균단수를 3t/ha로 설

정하면 해외에서 확보해야 할 농지는 략 60만∼67만ha에 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본고에서는 품목별 해외농업개발의 비 은 재 수입비율이 그

로 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옥수수는 60%, 은 25%, 콩은 15%로 정하

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의 목표 물량을 200만t으로 가정할 경우, 옥수수

의 해외농업개발목표 물량은 120만톤, 은 50만톤, 콩은 30만톤으로 정해

진다.

  앞 에서 설정된 지역별 우선 순 에 따라 품목별 진출 지역의 물량을 

추정하면 옥수수의 체 해외농업개발 목표물량이 120만t인데 이  가장 

우선 순 가 높은 아르헨티나가 40만t을 확보하고 다음 라질은 32만t, 우

크라이나는 24만t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같은 방법을 콩과 에 용하면 상 진출 지역(국가)별 해외농업개발 

목표 물량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방식에 따라 옥수수, 콩, 의 해외진출 

지역의 목표 물량은 다음 <표 4-8>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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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진출 상국가 주요 고려사항
진출 
우선순

물량
(만톤)

옥수수

(120만t)

미국(북반구)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지역
4 16

아르헨티나(남반구) 수출 제한 1 40

라질(남반구) 개방경제 2 32

우크라이나(구 소련)

(북반구)
수출 제한 3 24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북반구)
수송거리 5 8

콩

(30만t)

미국(북반구)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지역
4 4

라질(남반구) 미래 제 1  생산국 1 10

아르헨티나(남반구) 수출 제한 3 6

라과이(남반구) 농업 력 2 8

연해주(북반구) 인 라 5 2

(50만t)

미국(북반구)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지역
4 6.7

EU(북반구) 27개국 5 3.3

캐나다(북반구) 품질 선호 2 13.3

러시아(구 소련) 수출 제한 3 10

호주(남반구) 품질 선호 1 16.7

표 4-8.  진출 상지역의 해외농업개발 목표 물량

4. 해외농업개발 략 수립

  이번 에서는 품목별․지역별 해외농업개발 목표 물량을 어떻게 확보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략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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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글로벌 가치사슬분석을 바탕으로 한 진출전략

  일반 으로 로벌 가치사슬분석은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교우 와 

경쟁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련 이해당사자가 로벌 가치

사슬체계에서 어떻게 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물류 흐름을 어떻게 통

제하고 있는지 알려 다. 로벌 가치사슬분석은 비단 민간 기업의 경 분

석 틀에 한정되지 않는다. 해외농업개발과 같이 식량안보와 연계되어 있어 

국가정책과도 직  련 있는 주제에 해서는 정부도 로벌 가치사슬분

석에 심을 갖게 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공기업들도 주요 수입곡물

을 어떻게 안정 으로 확보할 것인지가 요 과제이기 때문에 로벌 가치

사슬분석에 따라 가치사슬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하고 가 가

치사슬단계를 통제 리하는지를 알고자 한다. 따라서 로벌 가치사슬체

계는 비단 민간 기업만의 심사항이 아니라 정부도 련 정책의 수립과 

련하여 깊은 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로벌 가치사슬

분석은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을 수립하기 한 유용한 분석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해외농업개발을 목 으로 진출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로벌 가

치사슬분석(Global Value Chain, GVC)을 바탕으로 진출하기보다 단순히 

기후가 농업에 좋은 지역이라든지, 국내와 거리가 가까워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기간이 짧고 수송비용이 싸다든지, 아니면 국내로 들여오

기보다는 오히려 지 매를 목 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진출한다든지 하

는 이유가 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해

외농업에 진출하는 경우, 로벌 가치사슬의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많이 창

출되는 분야에 우선 진출하고 진 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 해 나가는 방

식을 택하고 있다(<그림 4-3> 참조).

  로벌 가치사슬분석은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교우 와 경

쟁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련 이해당사자들이 가치사슬

체계에서 어떻게 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물류 흐름을 어떻게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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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를 알려 다. 한 해외농업개발과 같이 식량안보와 연계되어 있

어 국가정책과 직  연  있는 과제에 해서는 어떻게 하면 곡물들의 공

선을 효율 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잘 보여  수 있다. 따라서 해외농업

개발의 진출 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로벌 가치사슬분석은 가장 기본

인 분석 도구이자 출발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김용택 외(2010) 연구는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략을 수립함

에 있어 가장 먼  분석해야 할 것이 로벌 가치사슬분석임을 강조하

다. 그리고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을 도출하는 단계로 첫째, 로벌 가

치사슬에서 어느 분야에 진출해야 하는지 우선 순 를 설정하고, 가치사슬

체계 내에서 성공 으로 사업을 운 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이들의 성공요

인과 진출 략 등을 벤치마킹한다. 둘째, 가치사슬체계에서 부가가치가 가

장 많이 창출되는 부문으로 진출한 후에 단계별로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방

안을 모색한다. 셋째, 로벌 가치체계에서 다른 성공 인 기업을 벤치마

킹하여 벤치마킹기업의 사례를 기반으로 비슷한 사업 모형을 구축한다. 넷

째, 비교우 를 기반으로 생산한 농산물이나 련 상품을 어떻게 포지셔닝

하고 장기 으로 어떤 포지셔닝으로 갈 것인지 계획을 수립한다. 다섯

째, 생산하는 상품의 기 과 보증 등을 고려한 생산품의 품질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여섯째, 가치사슬체계 내에서 필요한 련 서비스들이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악하고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한다. 마

지막으로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력하여야 비교우 를 달성하고 가치사

슬체계 내에서 성공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그림 4-4> 참

조) 등의 략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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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로벌 가치사슬 

그림 4-4.  로벌 가치사슬분석 순서와 방법

  곡물의 경우 로벌 가치사슬분석의 사례를 들어보면, 라질 곡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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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가치사슬분석(GVC)은 크게 두 가지 안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시

작된다. 라질에서 원물 상태의 콩과 옥수수는 생산 → 산지유통 → 항만

유통 → 수출의 가치사슬을 따르고 있다. 옥수수는 부분 원물 상태로 수

출되나 콩은 두유, 두박 등 가공품으로도 수출되며, 가공 콩은 생산 → 

산지유통 → 가공 → 항만유통 → 수출의 가치사슬을 따르고 있다(<그림 

4-5> 참조).

그림 4-5.  콩  옥수수의 가치 사슬

   다른 사례로 우크라이나 곡물에 진출하는 것을 검토할 때, 우크라이

나 곡물의 GVC를 악한 후 우크라이나 곡물 투자 방식으로 다음의 4가

지 안을 생각할 수 있다. 4가지 안(모델)은 (1)Model A는 생산단계에

서부터 투자하는 경우 (2)Model B는 산지 Elevator 단계에서 투자하는 경

우 (3)Model C는 강변 Elevator 단계에서 투자하는 경우 (4)Model D는 항

구 Elevator 단계에서 투자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그림 4-6> 

참조). 이 게 로벌 가치사슬체계를 구축하면 여러 투자 안들을 마련할 

수 있고 이들 투자 안별로 곡물 생산비와 부가가치 등을 산출할 수 있다. 

각 투자 안별(다른 의미로 각 로벌가치사슬 안별)로 산출된 부가가치

를 비교 분석하여 어느 투자 안이 가장 경제 인지를 도출한다. 이 게 

도출된 경제성이 있는 투자 안이 바로 성공 모델이 되고 이런 투자 안을 

선택하기 한 방안 등이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략이 된다.

  <표 4-9>의 로벌 가치사슬분석에 따르면 수출 항구 엘리베이터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을 수립할 시에는 항구 엘리베이터 투자를 먼  시작하고 차 연  기

능을 확 하면서 역할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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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옥수수 두

비용 기여도 
수출
가격

비용 기여도
수출
가격

비용 기여도
수출
가격

생산단계(생산비) 82.3 51.3 154.0 71.0 51.6 169.7 176.3 72.6 449.9

유통단계 합계 66.5 44.7 - 66.5 48.4 - 66.5 27.4 -

 - 산지 Elevator 14.3 9.6 - 14.3 10.4 - 14.3 5.9 -

 - 내륙운송¹ 14.7 9.9 - 14.7 10.7 - 14.7 6.1 -

 - 항구 Elevator 37.5 25.0 - 37.5 27.3 - 37.5 15.4 -

수출원가 148.8 100.0 - 137.5 100.0 - 242.8 100.0 -

이윤(수출가-총비용) 5.2 - - 32.2 - - 207.1 - -

그림 4-6.  생산/수송/교역에 한 네가지 유형: 우크라이나 곡물사례

자료 : 김용택외 (2010),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 도출

표 4-9.  우크라이나 곡물가치사슬(Value Chain) 단계별 수익 추정(2009)

단  : 달러/t

  주: 철도운임과 트럭운임의 평균치임

자료: Kyiv Economics, 2010.



해외농업개발의 략 수립  169

4.2. 자본과 기술 및 경영능력을 핵심역량으로 파악하는 전략

  해외 진출 곡물기업들에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 농업 진출의 주된 

이유가 해외농업 진출 상국의 풍부한 농업여건(기후나 토질 등)과 상

으로 매우 렴한 생산비(인건비, 토지 임차료 등) 등이었다. 진출 기업들은 

진출국들의 이런 장 들을 보고 진출하게 되지만, 부분의 진출 상국들은 

농업개발에 많은 장애요인을 갖고 있다. 즉 농업 여건이 좋고 생산비가 낮은 

부분의 개발도상국 는 체제 환국들은 농업 개발에 필수인 도로, 용수, 

농업기반 등과 같은 인 라가 매우 취약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어

려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해외 농업 진출 상국들은 각기 장단 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핵심역량은 상

으로 자본력과 기술  규모 경 을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는 경 능

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생산요소의 비교우 를 넘어선 

략  우 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렴한 비용의 원료나 싼 노동력 

등과 같은 생산요소들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우 를 가지는 

통  요소들이다. 그러나 기술 신의 정도, 고품질 생산, 경 능력 등은 시

장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략  우 를 갖게 하는 요소들이다. 특히 

해외에서의 농업경 은 생산뿐만 아니라 후방산업을 모두 연 하여 이해

할 수 있는 경 능력이 필요하므로 진출 기업들은 충분한 자본력, 필요한 기

술력, 경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기업이 이와 같은 자본력, 기술력, 경 능력을 모두 지니기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 인 성과를 거두기 해서

는 다양한 투자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한 방안들로는 향후 

크게 증가할 공 원조사업자 과 해외농업개발투자를 잘 연계하여 해외농

업개발사업을 연착륙(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사업추진방식으

로 공기업(한국농어 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과 민간 기업들이 컨

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를 들면, 우크라이나 곡물생산부문에 한 참여는 규모의 농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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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조건이므로 ·배수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조성투자를 조건으로 하

여 우크라이나 정부( 앙  지방)와의 투자 상농지 확보 상이 필요하

며, 이때 해외농업개발 추진은 공기업(한국농어 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과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 이다. 

남미 농업 진출도 기업농과의 경쟁을 하여 규모화․ 문화가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규모 유통회사 설립을 략 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

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경  운 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컨소시엄 형태로 합작한 형태의 유통회사가 필요하다는 략을 수

립할 수 있다. 한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도 개발 기에 농업생산기반사

업에 막 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개별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이므

로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히 분담해야 한다. 공기업은 농업기반시설사

업과 연계하여 농지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 부문은 공기업이 확보한 농경

지의 이용권을 분양받아서 농업경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4.3.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우선 진출하는 전략

  해외농업개발은 무엇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 는 국가)을 선정하

는 것이 가장 요한 성공 략이 된다. 가격이나 품질조건에서 뒤처지는 

해외 농산물을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꺼이 그

리고 지속 으로 구매할 국내 수요자는 없기 때문이다. 해외 농산물의 최

종 수요자인 한국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

는 국가)의 선정 기 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그동안의 수입실

이 최우선 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

물이 한국으로 수출되었거나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농산물의 생산과

정  한국까지의 물류과정에서 비교우 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실증 인 증거이다. 렴한 토지가격과 인건비 등 생산자원 이용의 상

인 유리성만으로는 진출 지역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보장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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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해외농업개발 상 지역은 자연히 미국, 라질, 

아르헨티나 등과 같은 북⋅남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연해주 등으로 모아

진다. 여기서 국내가격 조 이란 이유로 수출 제한을 시행했던 나라들은 

국가 리스크가 있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선정 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4. 추진 주체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컨서시엄, 투자방식은 

합작투자 및 통합형 전략

  앞 에서의 지역별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을 살펴보면 해외농업개발

의 시행 주체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방식은 생산형이나 유통형보다 통합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통된 략이었다. 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경우, 해외 농업 진출 사

업은 공기업(한국농어 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과 민간 기업에 의

한 국내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라질의 경우, 경작

지가 확장되고 있어 생산기반(경작지) 련 기회가 상 으로 많고, 아르헨

티나는 곡물 메이 의 유통 분야 장악 정도가 라질에서보다는 약하고, 지 

기업농이 존재하여 략  제휴를 통하여 이들 지역에 한 진입이 가능하

다. 그리하여 장기 으로 독자 인 체제 구축을 한 마스터 랜이 필요하

며 이를 해서는 많은 자 이 소요되고, 가치사슬의  단계에 통제  

리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해 투자방식은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로, 

추진 주체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공동형으로, 그리고 통제 리 주체는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형의 근이 필요하다는 략을 도

출하 다. 연해주의 경우도 지역 특성과 GVC를 고려한 략  투자가 필

요하며 우선 리스크 분산을 하여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 방식을 채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산요소의 이 방식은 생산기반

(경작지)이 풍부한 을 이용한 농장형과 유통시설의 부족한 을 감안한 

유통형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형 근이 필요한 반면, 가치사슬의 구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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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리스크 리를 고려하여  역을 아우르는 통합 모형이 필요하

다고 하 다. 이러한 통합형은 상 으로 자본 이 많이 소요되므로 추진 

주체는 상 으로 험에 한 감수능력이 큰 공공 부문이 우선 되면서

도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목할 수 있도록 주체를 효과 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4.5.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연계 강화 전략

  해외농업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업이며, 개별 기업으

로는 재정에 큰 부담을 지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 기에

는 정부의 매제 는 지원자 역할이 요하다. 해외농업개발사업 기에 

상 국과 우리 정부의 외교 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을 해서 매우 요하다. 우리 정부의 외교 인 노력에다 원조사업들

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양국의 신뢰와 우호 계의 확 뿐만 아니라 진출하

는 해외농업개발기업에도 유리하다. 더욱이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해 정부의 ODA 자 으로 소규모의 시범사업

을 시행한다면 상 국 정부와 좋은 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

원의 공 개발원조(ODA)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효과 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한 ODA를 통하여 농업기술이   해외정보의 수

집･축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지니는 

고 험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국제농업개발 력을 통한 양국의 신뢰 조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외농

업개발사업의 단계로 진입한 후, 이 단계에서 민간 기업이 상국에 진출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혜국은 인 라 구축을 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우수한 기술을 수하는 기회도 확 되며, 고용 증

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한 민간 기업은 정부의 진출로 인해 사업 

기 경 상의 험을 완화하면서 기 비용 부담을 일 수 있다. 한 진

출 기업은 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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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의 부수 인 정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실제로 앞 에서 살펴본 지역별 해외농업개발 략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우, 우크라이나 국민(고려인 포함)의 고용과 소득기회 창출을 통한 우크

라이나 정부의 심사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

( 앙  지방)와 국제투자기 (EBRD, IFC)과의 제휴 내지 력진출체

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하여 정부의 공 원조자 (KOICA, 

EDCF)과 해외농업개발투자사업과의 극 인 연계 강화로 우크라이나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연착륙(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한 진출 략이 될 수 있다. 특히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의 연계로 사업의 시

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다. 공기업은 토지개발방법과 이용권 확보 등 

한 지 정부와의 상력이 높고, 개도국원조사업(ODA)과 연계하여 개

발자  동원력과 해외원조사업과의 시 지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 진출 시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차별화된 략  근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농업기반시설사업과 연계하여 농지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 부문은 공기업이 확보한 농경지의 이용권을 분양받아서 농업경 활

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민간 부문이 기존 자기자

본으로 매입 는 임 한 농경지에 해서는 수익성 주의 자유로운 경  

종목 선택을 보장하되, 공기업이 확보한 농지를 분양받아 농하는 경우에

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목 에 필요한 식량작물( , 옥수수, 콩 등) 재배 

 매처 선택에 한 조건부 이용권 양여 형태가 바람직하다.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개발 력 간 연계를 통해 우리 정부, 참여 민간

기업, 수원국 정부 등 참여 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0> 참조).

  첫째, 정부의 경우 식량안보 확보, 식량자원  기타자원 확보를 통해 기

존 식량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한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공

개발원조사업에 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의 문

성, 기술, 경 리능력의 도입을 통해 공 개발원조사업의 지속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둘째, 참여 민간 기업은 정부의 사 작업 없이 진출할 경우에 생기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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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리스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기비용의 부담 한 

완화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해외 진출 시 법률자문, 융지원, 외교 지원 

등의 각종 지원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정부 련 기 들의 네트워크 한 

활용할 수 있다. 개도국 정부  민간 기 과의 근성 향상 한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수원국 정부는 사업 추진 기 우리 정부의 인 라 등의 사  정

비를 통해 농업생산환경 개선  양국 간 우호 인 계 구축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 한 민간 기업 진출을 통해 농민들의 고용 창출  이를 통한 

소득증 ,   선도 인 기술 수의 효과를 릴 수 있으며 지속

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표 4-10.  연계 강화의 기  효과

우리나라 정부 참여 민간 기업 수원국 정부

･식량안보 확보
･해외 진출의 기 비용 

부담 완화

･농민들의 소득증 와 고

용창출 

･식량자원  기타 자원 

확보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 제

도(법률자문, 융지원, 외

교지원)의 장  활용

･ 지에 합한  기

술과 노하우 수

･ ODA 규모 확 에 합

한 민간 기업의 확보

･참여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르는 험 경감
･농업생산의 환경 개선

･민간 기업들의 개발 력

에 한 인식 제고

･개도국 정보  분야별 수

요 악의 용이성
･근로조건의 개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

한 국민 합의  국민지

지 확보

･ 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생산비 감

･환경친화  농업기술의 

도입과 활용

･민간 기업의 문성과 신 

기술(경 리능력 포함) 

도입

･정부 련 기 들의 네트

워크 활용 용이
･지속 인 경제성장

･ODA사업의 지속성 향상
･개도국 정부, 민간기 , 의

사결정권자 근성 향상
- 

･민간자 의 ODA 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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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가치사슬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기능⋅역할 및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

  로벌 가치사슬체계에서는 종자에서부터 매 마 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기능이 수행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기능과 역할을 특정 기업이 다 수행할 수 없다면 통제와 리를 고려하여 

기능을 진 으로 확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 1단계로는 매⋅마

, 생산과 같은 부분 인 기능만을 담당하다, 2단계에서는 략사업단

로 확장하며, 3단계에서는 사업에 한  세계  총 본부를 설립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림 4-7>에서의 특징은 생산보다는 먼

 매  마  기능을 우선 시행한다는 것이다. 즉, 단계 으로 생산보

다는 먼  매와 마 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생산을 고려하며 

마지막으로 지에 한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되

어 있다.

  한 지역별로 투자 략을 수립할 때도 단계  략이 매우 요하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유휴농지 는 수 으로 이용되고 있는 민간소유농지

를 임 시장에서 량으로 확보하는 것에는 시간과 추가 교섭비용이 소요

된다. 따라서 정부 소유농지32에 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한국 농업투자의 

효과성을 확인시킨 후, 단계 으로 농장을 확 하는 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질은 농지가 풍부하고 상 으로 지가가 렴하여 생산

기지로 확보될 당 성과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통 으

로 곡물 메이 가 유통과 물류를 잡고 있어 생산된 곡물의 국내 반입 등이 

어려워 신규 진입이 매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 지역은 물류기

반이 낙후되어 취약하지만, 곡물 메이 가 강세인 지역에 일본이 진입하여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에 한 

32 정부 소유농지는 체 농지면 의 5% 이내로 주로 농업연구소나 학 등 국

가기  소유 농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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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발 진입에는 투자방식, 장단기, 추진주체, 통제 리주체 등 여러 수

단들을 략 으로 고려하여 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으로는 기존 시스

템(곡물 메이  기반으로 조성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유통형으로 근하고 

장기 으로 생산 분야 진출하는 단계  근이 필요하다. 

그림 4-7.  로벌 가치사슬체계에서 기능의 확

4.7.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전략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은 민간 기업이 직  추진하고 정부는 간  지

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의 가장 요한 역할은 무엇보다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는 이미 해외로 진출한 농식품기업들에 하여 

종합 ⋅체계 인 지원 략을 마련하여 효과 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해

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① 융  세제지원(조세감면, 자 지

원, 보증) ②정보 지원(정보제공, 정보화  e-biz 지원) ③인력 육성 ④기

술지원 ⑤자문(경 /법률, 사무행정지원, 정책/법/제도 개선, 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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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국제 력지원(양자 간 력( 정)/다자간 력체제 연계) 등이 있다. 이

들 분야에 한 극 이고 체계 인 지원이 성공 인 해외농업개발을 담

보한다.

그림 4-8.  해외 진출 기업에 한 종합 인 지원체계 마련

  여기서 일차 으로 민간 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는 융 지원이

다. 재 연 2% 이자에 3년 거치 7년 상환의 해외농업개발자 이 지원되

지만,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지원 조건에 비하여 자 규모와 지원조건

이 좋지 않다. 지 조사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지 담

보를 인정해 주는 것과 이자율과 상환기간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해 주는 

것이다. 재 부분의 민간 기업은 신용 출을 얻기 해서 보증률을 2% 

이상 추가 부담하고 있다. 한 장기간 투자되어야 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

의 성격에 비하여 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용되는 성공불 융자제도, 세제 지원 등을 해외농업

개발 사업에 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재 보다 극 ⋅체계 인 지원을 해야 하는 지역으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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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을 들 수 있다.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은 토질이 우수하고, 우리

나라와 가까워 수송비 부담이 은 장 이 있으며 통일 후 우리나라 식량

기지 역할을 하기 하여 입지 으로 유리한 치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연해주는 추운 기후와 소한 지역시장, 그리고 해상운송시설의 미흡 등 

사회간 자본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러시아 정부의  수출 규제 등과 같

은 것으로 해외농업개발의 요소들이 상존한다. 따라서 보다 효과 으

로 연해주 농업 진출 략을 수립할 때 요한 것은 정부의 략  외교이

다. 그러므로 연해주 등과 같은 지역에서의 해외농업개발 투자 략은 무엇

보다 정부의 략  외교가 요하다. 즉, 법 ․제도  권리보장에 한 

양국의 외교  의가 필요하고, 사회간 자본시설에 한 투자  지원에 

따른 조건부 근(식량안보 는 물류 련)에 정부가 간  지원을 해 주

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농업개발 지원시스템은 원스톱 서

비스가 가능하도록 련 서비스들이 종합 ․체계 으로 지원돼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도식화한 것이 바로 <그림 4-9>이다. 

그림 4-9.  해외농업개발 지원시스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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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농업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개요

1.1. 재무적 사업타당성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공공  사업성격보다는 개별사업 자체의  이득과 비

용 측면의 타당성 분석인 재무  사업타당성 분석(financial project feasi-

bility)에 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규모 로젝트에 한 사업타당성

을 검증하기 해서는 분석해야 할 요소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

하다. 사업에 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 이고 논리 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분석 요소를 선택해야만 한다. 일반 으로 재무 분석은 (1)자본

조달 분석 (2)사업타당성 분석 (3)민감도 분석이 해당된다. 첫째, 자본조달 

분석에서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달 계획과 타인자본 조달 시 융환경

에 따른 상환조건을 면 히 검토해야 한다. 자기자본은 단독투자를 포함하

여 규모 투자에 따른 험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여러 투

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낮

을수록 ‘재무 건 도가 낮다’라고 하며 시장상황이 나빠질 경우 유동성 험

이 커지게 된다. 특히, 타인자본은 장기타인자본과 단기타인자본으로 나뉘

며, 자본의 사용기간을 1년을 기 으로 1년이 넘는 경우를 ‘장기타인자본’, 

1년 미만은 ‘단기타인자본’이라고 말한다. 표 인 장기타인자본은 회사채

인데 원 상환조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회사채가 있다. 단기차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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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융기 으로부터 기업의 일시  자  부족을 차입받기 하여 융기

과 융거래 약정을 맺고 단기자 을 융통하게 된다. 일반 으로 개발도

상국가인 경우 은행의 단기차입을 해서 여러 제약조건이 따르는 것이 상

례이기 때문에 단기차입 이나 혹은 장기차입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한 

융환경 분석이 필수 이며 이때 차입요건 즉, 출한도, 이자, 기간 등을 살

피는 것이 요하다.

  둘째, 사업타당성 분석은 로젝트의 사업성 여부를 종합해서 검토하고 

최종 단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사업타당성 분석의 핵심은 투입과 산출의 

문제를 정량 으로 검토하여 투자자가 투자를 통해 기 할 수 있는 수익률

과  창출 능력을 최종 검토하는 것이다. 사업타당성 분석 기법은 크게 

순 가법(Net Present Value)33,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34으로 

나뉜다.

  셋째,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어느 한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그 투자

안의 순 재가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라

고한다. 즉, 민감도 분석은 측에 사용된 목표시장 유율, 매가격, 설비투

자 항목인 설비투입비, 융이자, 환율, 법인세율 등 주요 변수들을 상으

로 최  용되었던 가정이나 수치 신에 다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33 순 가법(Net Present Value)은 자본 산기법의 하나로 투자 액을 투자로부터 

산출되는 순 흐름의 재가치로부터 차감한 것이 순 가이며 이 순 가가 

0보다 크면 투자안을 선택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안을 기각하는 의사결정기

을 말한다.

 





⋯


  
  








 : t시 의 순 유입, : t=0 시 의 순 유출(순 유출의 가),

: 자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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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흐름을 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값이 투자지출과 같아지도록 할인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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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 변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1.2.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재무적▪경제적 타당성분석 사례

  일반 경제 련 사업과 련하여서는 이론 으로 재무 ․경제  타당

성 분석 기법이 오랫동안 잘 개발⋅발 되어 왔으며, 실제 많은 사업들에 

용되어 왔다. 그러나 농업개발사업 특히 해외농업개발 련 사업에 있어

서는 경제  타당성 분석이 체계 으로 이루어지 않았고  이루어져도 이

론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체 으로 Boramy․권용 ․구승모(2009)는 캄보디아 캄 지역의 통

합식량안보사업(IFSP: Integrated Food Security Project)의 경제  타당성 

분석을 수행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사업 지역의 곡물생산성 분석, B/C 

ratio, NPV, IRR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 분석, 식량안보, 빈곤완화, 농가

소득 향상을 한 농업 정책의 시사 을 제시하 다. 분석결과 B/C ratio는 

1.68, NPV는 $407,490, IRR은 32.27%로 추정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

되었다.

  다음으로 김경덕 외(2009)는 경상남도의 러시아 연해주 농장 개발의 필

요성과 경제  타당성을 임차규모별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연해주 농장개발사업의 재무분석 결과, 재무내부수

익률(FIRR)은 14.07%로 도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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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망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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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의 연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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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개발이 안정 인 사업으로 진행되기 한 방향으로는 지 사정에 능

통한 문농업경 인 채용을 통한 투자 창기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 

지 도시를 심으로 농업 련 네트워크 구축, 지 고용인들과의 유

계를 강화하여 지 법인의 조직력 극 화, 단계 인 사업규모의 확 를 

꾀하는 보수  근이 필요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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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이오 디젤 로젝트 타당성 분석을 시행하

으며, 주요 내용으로 바이오 디젤의 가격 형성과 시장을 분석하고 사료와 

부산물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필리핀 로젝트의 경우 손익분기 은 27.2

달러이고, 내부수익률(IRR)은 12.1%로 추정하 다.

  한국농어 공사는 세계 주요 농업지 의 농업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국

가들(베트남, 우크라이나 등)의 농업정책, 농업일반 황, 농업경제, 법률 

 제도, 농업토목, 유통․ 장․가공, 축산․사료, 무역․투자 등에 한 

농업투자환경조사를 통해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는 단체

가 해외 진출 시 할 수 있는 많은 문제 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 다. 

구체 으로 베트남 농업투자환경조사보고서(2009)에서 제시된 베트남의 

농업투자 련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과 농기계, 수확 후 리 기술, 농축수

산물 가공기술을 심으로 하여 진출 시 베트남시장 선  가능성이 높았다. 

과 련해서는 기계화를 통한 생산 규모화, 수확 후 리, 가공  장

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화 농법인의 진출 타당성을 검토하 으며, 수산물

가공산업에 진출하여 미국 등으로의 우회수출 진기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고 하 다. 그리고 베트남 농산물의 생산기반․유통구조․물류시스템이 낙

후되어 직  투자하는 것은 험 부담이 크므로 농산물 가공  장사업

에 단계  근이 필요하다고 하 다. 베트남 투자는 지인과 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기 진출한 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하는 방안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사료원료의 연간 삼모작이 

가능하여 옥수수 개량 종자 보  확 와 외부 자본 유치로 생산성 향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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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될 경우 해외 사료자원 공  루트로도 진출이 유망하다고 밝혔다.

2. 해외농업개발의 사업타당성 실증분석

2.1. 재무적▪경제적 타당성분석 기법

  국내외 투자 시 불확실성과 험요소를 이기 하여 투자 사업에 한 

연구와 정보수집과 병행하여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 ․

재무  효과를 분석하여 최종결정에 이르게 된다. 특히 성공 인 해외투자

를 해서는 국제 으로 공인된 방법론을 숙지하여 해외 트 와 융기

 등에 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   한 부분이 기존 해외농업

개발 련 사업타당성 분석과 차별화된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기 진출 기업

의 사업성을 재진단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 련 정책  시사 을 제시하

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에서는 기 진출 기업을 상으로 재무이론에 근

거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지 인 이션과 국가 신용도를 

고려하여 보다 엄 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한 UNIDO(유엔

공업개발기구)가 투자사업의 재무 ․경제  타당성 조사를 진하기 

하여 개발한 로그램인 COMFARⅢ(Computer Model for Feasibility An-

alysis and Reporting)를 이용하여 분석 결과의 공신력을 높 다. 여기서 사

용된 COMFARIII는 융 차입 등 순 히 재정  목 을 하여 사  타당

성 조사 는 비  타당성 조사용으로 개발된 로그램이다. 사업기간, 

고정 투자비, 생산비, 마   비용배분, 매 로그램, 운 자본 소요, 

재정조건 등을 입력하면 순수입 측, 차 조표, 할인 Cash Flow, 투자

비용 Schedule, 재정효율비용 등과 같은 재무  회계 명세(Statements)의 

상치가 동 로그램을 통하여 산출된다. 특히, 경제  분석(Economic 

Analysis)에는 Cashflow, NPV, IRR, Payback year 분석이 지원되며 민감도

분석 시 민감항목 선택  시나리오 분석( 매가, 운 비, 고정투자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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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2.2. 해외농업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사례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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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이다. 수익성이 높은 카사바는 재배규모가 최

근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 기상 여건에 따라 귀리, 보리, 메  등이  

작목으로 재배되고 있다. 러시아는 부분 , 콩 재배가 주를 이루며, 캄

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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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서울사료, 자원개발 (2) ○ 연해주

○ 돌나라통상(한농복구회) (1)

  - 포르모사시 오아시스 농장
○ 라질

유통형 

(3)

○ 팜스코 (1) ○ 인도네시아

○ 코지드 (1) ○ 캄보디아

○ 충남해외농업자원개발 (1) ○ 캄보디아

표 5-1.  성공 으로 정착하고 있는 해외농업 진출 국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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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본 연구에서는 해외농업개발 기 진출 기업  성공 으로 정착하고 

있는 2개 업체 ‘돌나라 한농복구회’와 ‘충남해외농업자원개발’를 선정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사업타당성 분석은 상기 제시된 이론  틀

을 기 하되, 인 이션, 국가신용도 등 투자 리스크를 유발하는 변수도 

고려하여 보다 엄 하게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했다. 업체별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3. 돌나라 한농복구회35의 사업타당성 분석 (사례 1)

2.3.1. 라질 농장투자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한농복구회가 라질 Bahia주 Formosa do Rio Preto시36 지역

의 농장 부지 11만5,000h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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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사)돌나라 한농복구회(이하 “한농복구회”)는 1994년 설립된 “한국 농 복구청

년 불빛회”의 후신으로 2002년 농림수산식품부 허가를 얻어 사단법인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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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되며, 회원은 약 3,000명이다. 국내지부는 친환경 유기농업과 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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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외 유기농 농산품의 보  이며, 해외 지부는 

장기 인 국내 식량 확보를 목 으로 규모 유기농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36 Formosa시는 Bahia주 서부 지역의 농업 심지인 Luis Eduardo Magalhaes시로

부터 200km 떨어진 곳에 치한다. 면 은 1만6,185㎢(161만 ha), 인구는 2만 

1,827명(2008년 기 ), 1인당 GDP는 7,230달러이다. 사업 상지는 라질 

Bahia주 Formosa do Rio Preto시(이하 ‘Formosa’)의 서쪽 60km 지 에 치하

며 농업에 합한 자연 환경과 인 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새로운 곡창지 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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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제고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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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5,000h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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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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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자루/ha이며 이후 매년 ha당 10자루씩 연차 으로 확 하는 조건이다. 

매입 가는 콩 물 는 Luis Eduardo Magalhaes 거래가격 기 으로 

 지 이 가능하다. 매입계약서상 매입 가는 최  계약 의 20%를 지

한 후, 4년(총 5개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2.3.2. 라질 농장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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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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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복

할 수 있을 정도(20cm 이상)로 충분히 자라도록 재배한다. 피복작물(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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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Cash crop) 종과 동시에 Crop roller를 이용하여 피복한다.

  콩, 면화는 건기에 수확할 경우 노천에서 자연건조가 가능하나, 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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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규모 농장의 경우 리스크 리 차원에서 건조기를 이용하는 것

이 일반 이다. 한 수확기에 나타나는 일시 인 지 곡물거래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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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할 정이다.

2.3.3. 사업타당성 분석 시 고려된 기본 시나리오

가.  기본 가정( Base)

  1) 사업타당성 검토는 2011년 9월 기

  2) 향후 상손익  흐름의 추정기간은 산정 기 일로부터 10년 6

개월(2010년 7월 1일∼2020년 12월 31일)이며, 추정기간 이후부터는 2020

년과 동일한 흐름이 구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3) 화폐 단 는 국내 환율 매매가를 용하여 원화로 환산하 다. 2010

년은 연평균 환율(646.84원/BRL)을 용하 고, 2011년은 1∼9월의 평균 

환율(686.27원/BRL)을 용하며 2011년 이후로는 2011년 평균 환율이 지

속될 것으로 가정

  4) 거시지표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는 추정 시 물가상승률에 의한 단가 

상승률을 용 

  - 운 비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한 라질의 연도별 

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용.

  - 인건비는 상 임 상승률을 용하 으며, 2014년 이후부터는 2013

년과 동일한 상승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5) 사업타당성 분석의 상 품목은 자 률은 낮으나, 국민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 이 높은 곡물인 콩, 옥수수로 한정.

나.  투자  자본 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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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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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214,364 100.0   

표 5-2.  총 투자액( 라질)

단 : 백만원, % 

  주: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자료: 한농복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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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37, 외상매

입  지불기간은 10일을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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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자본38은 77억2,500만원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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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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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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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 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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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3.6%를 차지한다. 장기자본의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이며, 

이자율은 2.0%이다. 단기자본의 융자 조건은 2010～2014년까지 원리  균

등 상환으로 설정하 다. 이자율은 국내 기업의 일반자  출 리인 

5.6%를 용하 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기자본비용은 기업이 조달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유지하기 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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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면 자기자본의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도출된 자기자본비용39은 12.2%

이다. 한농복구회는 비상장기업이므로 베타(β)계수는 상장기업  수입 곡

물을 취 하는 련 기업의 평균치를 용하 다. 타인자본비용40은 장기

자본이 1.3%, 단기자본이 3.7%이다.

  가 평균자본비용은 사채 ·차입  등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산정한 후 자본 조달 비 을 용해서 도출하고, 투자결정의 기 으로 삼

으며 도출된 가 평균자본비용41은 9.3%이다. 이상의 조건에 의해 도출된 

가 평균자본비용은 사업타당성 분석에 의해 도출된 IRR과 비교하여 사업

성 여부를 단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39 자기자본비용무위험이자율계수×기대수익률무위험이자율베타 (β ) 계

수는 시장 평균 수익률이 1% 변할 때 개별종목 는 포트폴리오 주가가 몇 %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베타(β)계수가 1보다 커지면 시장평균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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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기 수익률도 작아진다.

40 타인자본비용이자율×법인세율
41 가중평균자본비용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율×타인자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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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액 용비율

기 수익률 15.0

무 험 이자율 4.3

β계수 0.74 

법인세율 34.0

장기차입 이자율 2.0

단기차입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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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가 평균자본비용 산출을 한 기본가정( 라질)

단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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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개발사업 련 정부 융자 에 한 이자율임. 

   4) 단기차입이자는 2010년 기업일반자  출 리를 용함.

다.  연차별 매출액 추계

  생산량은 재배면 과 단수를 각각 고려하여 추계하 다. 콩, 옥수수 재

배면 은 2011∼2012년에 각각 3만ha이며, 2013년부터 각각 2만ha를 재배

할 계획이다. 단수는 Bahia주의 과거 5개년 평균 단수와 사업 부지 인근에 

치한 농장의 단수를 고려하여 추정하 다.

  매출액은 상기 제시된 추계 생산량과 가격에 근거하여 콩, 옥수수 재배 

시 상되는 연차별 매출액(품목별 생산량×시장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총 매출액은 2011년에 1,032억9,300만원에서 2020년에는 1,428억9,400만

원으로 연평균 3.3%의 증가율이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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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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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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  추정 매출액( 라질)

단 : 백만원 

라.  투자 비용 산출

(1) 고정 비용 산출

  농지 개간 비용은 총 액은 106억9,200만원이며 건물은 총 투자 비용은 

233억8,000만원(숙소  기반시설 46억2,000만원, 사일로 187억6,000만원)

으로 추정되며 농 설비는 투자 총액은 195억4,900만원으로 추정된다. 따

라서 2020년까지 총 고정비용은 약 560억수 인 것으로 산출 다.

(2) 유동비용 산출

  총 유동비용(종자비, 비료비, 제 제비, 연료비, 운송비, 보험류, 인건비 

등)은 2011년 550억원에서 2020년 590억원 수 으로 증가 망.

  - 종자 총 투입비용은 2011년 63억2,800만원에서 2020년 60억690만 원

으로 연평균 0.4%의 감소율을 나타낼 것으로 망

  - 비료의 비료 총 투입비용은 2011년 246억2,300만원에서 2020년 236 

1,300만원으로 연평균 0.4% 감소할 망

  - 제 제 총 투입비용은 2011년 42억9,100만원에서 2015년 33억6,600만

원으로 연평균 4.7%의 감소율을 나타낼 망이며, 이후로는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0년에는 41억1,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상

  - 연료비는 2020년에 51억4,300만원으로 2011년 비 4.1% 감소할 것으

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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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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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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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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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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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비 7,166 8,350 6,414 6,729 7,061 7,411 7,780 8,183 8,518 8,868

보험료 576 600 417 434 452 470 489 510 530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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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55,152 58,432 43,770 45,699 47,716 49,825 52,028 54,347 56,680 59,120

  - t당 운송비는 약 1만9,000원(30BRL, 40km 기 )으로 추정되며 총 운

송비는 2011년 71억6,600만원에서 2020년 88억6,800만원으로 연평균 

2.2%씩 증가할 망

  - 보험료 산정는 2011년 5억7,600만원에서 2020년 5억5,200만원으로 연

평균 0.4%의 감소율을 나타낼 망

  - 인건비는 2011년 68억600만원에서 2020년 107억6,100만원으로 매년 

4.7%씩 증가할 것으로 상

표 5-5.  총 유동비용 ( 라질)

단 : 백만원

(3) 간 비  감가상각비 산출

  - 간 비는 연차별 물가상승률을 용하 으며 2011년 간 비 총액은 

28억5,600만원에서 2020년 41억400만원으로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나

타낼 것으로 상

  - 감가상각비 자산별 내용 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계산 할 매년 28억 

9,000만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계측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193

항 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간 비 2,856 2,973 3,097 3,224 3,357 3,494 3,638 3,788 3,943 4,104 

- 변동비 2,391 2,490 2,593 2,701 2,811 2,928 3,048 3,171 3,303 3,438 

- 고정비 465 483 504 523 546 566 590 617 640 666 

감가상각비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표 5-6.  간 비  감가상각비 추정( 라질)

단 : 백만원 

(4) 법인세  부담 (기 ) 산출 

  세 은 법인의 소득, 매출에 한 과세소득의 일정률에 해 부과하는 

법인세42와 매출의 일정률로 부과하는 사회부담   농업기 43으로 구분

되며 2011년 67억1,140만원에서 2020년 65억5,140만원이 될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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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농업기   사회부담  추정( 라질)

단 : 백만원 

   주: 환율은 2010년 646.84원/BRL 용
자료: 한농복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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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세 9%)의 세목으로 구분되며, 결손  공제 후 과세 소득이 1억6,500

만원(240,000BRL)을 과하는 부분에 해서는 10% 추가 부과

43 농업기  총 매출액의 2.85%를 부과하고 사회부담 은 총 매출액의 3.65%(사

회보장 기 조성 로그램 부과세 3.00%, 사회통합기여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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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기본 시나리오에 의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지 까지 추정된 매출액  투자비용 등 제반 자료와 기본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COMFARⅢ를 이용한 한농복구회의 라질 해외농업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사업의 상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표 5-8), 매출액에서 매원

가를 뺀 총 업이익은 2015년에 323억4,900만원, 2020년에는 275억 

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이익에서 지 이자를 공제한 세 순이익은 

2015년 312억7,600만원, 2020년 274억원이며, 세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공

제한 세후순이익은 2015년 202억7,800만원, 2020년 180억2,300만원이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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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상손익계산서( 라질)

단 : 백만원 

  사업 실행계획에서 추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본 사업의 흐름을 작성

하면 <표 5-9>와 같다. 2014년까지 토지 구입에 한 지출이 매년 발생하여 

2014년까지는 순 흐름이 둔화된 양상을 보이나, 이후로는 고정투자비에 

의한  유출이 없어 220억원 후를 유지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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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 (WACC) 9.33

평가지표 NPV IRR

분석결과 35,516 12.6

평가결과 NPV>0 IRR>9.33

평    가 타  당 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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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흐름표( 라질)

단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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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과 같이 자본회수기간은 9.47년이 소요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0.  본 사업의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라질)

단 : 백만원, %

  주: 평가기 은 가 평균자본비용(WACC)으로 9.33을 기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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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자본회수기간( 라질)

2.3.6. 매출액  운 비 변동분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평가

  기본 시나리오(Base)와 사업 실행계획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NPV>0, IRR>9.33%로 도출되어 본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농산물은 기상이변에 따른 수 의 불규칙 변동이 많이 발생하고, 

농산물 가격은 시장에 출하되어 공 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수 실세가

격으로 변동이 심하다. 따라서 농산물이 가지는 태생  속성상, 미래의 불

확실한 상황하에서 재의 수익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낙 하기는 어렵다.

  민감도 분석은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어느 한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그 투자안의 타당성을 단하는 주요 지표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매출액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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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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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7.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액이 base보다 9.0% 이상 

감소하면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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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매출액 변화에 따른 IRR 변화( 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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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

로 가정하 다. 분석결과, 운 비가 20% 감소할 경우, IRR이 17.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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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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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 비용은 사업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물가상승에 직

인 향을 받아 기업은 운 비 증가에 따른 업수지 자를 래할 가

능성이 높다.



198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그림 5-3.  운 비 변동률에 따른 사업성 분석( 라질) 

2.3.7. 국가신용도(Country Risk)를 고려한 사업성 평가

  다음은 라질의 국가신용등 에 따라 자본비용의 리스크 리미엄을 

반 하여 가 평균자본비용(WACC)을 도출하고 이를 IRR과 비교하여 사

업성 여부를 평가하 다. 국가신용도의 평가등 별 이자율은 국가 기 에

서 제시하고 있는 이자율(<표 5-3> 참고)을 A등 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시 은행의 신용등 별(1～9등 ) 출 리 비율44을 용하여 도출하

다. 이 지표에 근거하여 라질의 재 국가신용도 평가등 과 시나리오별 

가 평균자본비용을 도출하 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3개 주요 투자국을 상으로 국가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등  분류기 은 험 수 에 따라 9단계45로 나뉜다. 2011년 

44 국가신용도 평가 등 별 이자율의 용 비율은 신용정보업체인 KCB allcredit

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 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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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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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 라질의 국가신용도는 B2 수 이다46. 한편, 국의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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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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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29 )보다 높다47.

  사업성 평가는 재 라질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의 리스크 리미엄

이 반 된 가 평균자본비용과 IRR을 비교하여 검토하 다. 한 라질

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수 (B2)보다 1단계 강등(C1), 2단계 강등

(C2)일 경우를 가정하여 각각의 가 평균자본비용과 IRR을 비교․분석하

다. 한 국가 신용도 평가등 별 매출액  투입비용 변화율에 따른 사업

성 검증도 실시하 다.

  국가 신용도(Country Risk)를 고려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라질의 

재 국가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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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균자본비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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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도), D2(하  신용도), E(최하  신용도)로 분류된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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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질의 국가신용도는 OECD 3등 , S&P BBB-, Moody's Baa2, Fitch BBB이

며, 이는 수출입은행의 평가등 인 B2에 해당하는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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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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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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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타당 타당 타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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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라질의 Country Risk를 고려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단 : 백만 원, %

표 5-12.  매출액  투입비용 변화율에 따른 신용등 별 사업타당성의 임계 수

( 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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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투입비용 변화율에 따른 라질의 국가 신용도 평가등 별 사

업타당성의 임계수 은 국가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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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3% 이상 감소, 4% 이상 증가하면 IRR이 가

평균자본비용을 하회하여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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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사업 운  시 고려사항

  본 연구의 재무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돌나라 한농복구

회의 라질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타당성은 정 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라질의 국가신용도평가등 (Country risk)을 반 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

과도 재무 건 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최근 라질 정부

가 경제개 정책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고, 3개 국제신용평가기

(S&P, Moody's, Fitch)들이 투자 격등 을 부여하는 등 해외 기업의 투자환

경이 개선됨에 따라 투자에 한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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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등 국제수지 불균형이 확 되고 있고,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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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율의 임계치는 Base(13% 이상 증가)보다 9%p 감소한 4% 이상으로 낮아져 

험도가 높아진다. 라질의 해외농업개발 투자에 있어 렴한 인건비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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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임 료는 이 으로 작용하나,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인 이션 압력이 커

지고 있어 비용 증가에 따른 투자 리스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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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유통으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일 된 시스템 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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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을 우

리 주도로 물량을 확보하고, 유통, 수출 분야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단계

인 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곡물 실수요자, 해운회사 등 각 기 의 긴 한 력이 요구된다.

2.4. 충남해외농업개발48의 사업타당성 분석 (사례 2)

2.4.1. 캄보디아 농장투자사업 개요

  2009년 1월에는 캄보디아 캄 스푸 주 월톤 지역에 ‘코메르씨엔

(KOMERCN)’이라는 농업회사를 설립하 다. 3월에는 사료용 옥수수 39t

을 처음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료용 옥수수 200여t을 추

48 2008년 ‘2008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외 농업 환경조사 사업’에 신청해 캄보디아 개척에 본격 나섰다. 2008년 9월에

는 충청남도와 캄보디아 반티엔민체이 주 간 농업기술교류  투자 MOU를 체결

하 고, 11월에는 충남도청, 충남도농업기술원, 천안․당진․홍성축 , 서산한우

조합, 푸른들 농조합 계자들로 구성된 지조사단과 제4차 캄보디아 농업환경 

조사를 실시하 다. 12월에는 농조합법인 충남해외농업자원개발을 설립하 다

(참여주주: 천안․당진․홍성축 , 서산한우조합, 푸른들 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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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도입했다. 7월에는 지 옥수수농가들과 조합을 결성하여 그들에게 

종자  재배기술을 제공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수매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2010년에는 3월에는 천안축 사료공장으로 3차 입고를 완료했으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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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형’으로 환하 다.

  해외농업개발 상국  캄보디아를 정한 이유는 첫째, 기후조건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이다. 옥수수 농장이 있는 캄 스푸 주 월톤 지역은 평균 

기온이 30℃ 안 , 건기(11~3월)를 제외하면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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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이다. 넷째, 1970년  킬링필드 학살로 체 인

구  10∼20  비 이 압도 으로 높아 노동 생산성이 좋고, 인건비가 

렴한 이 이 있다.

2.4.2. 캄보디아 농장 운  황

  사업 상지역인 캄 스푸 주 월톤 지역은 오랜 내  에 부상당한 

상이군경 가족이 집단 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체 약 3,000가구가 거주

하고 있으며, 4번 국도에 인 하고 있다.

  지역 거주민들은 국가로부터 가구당 4~5ha의 토지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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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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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구분된다. 직 농장은 옥수수 종자 재배단지이며, 규모는 약 30ha 

정도이다. 그 외 6ha, 7ha 정도의 작은 규모의 농장들이 상이군경마을 내에 

치하고 있다. 농장은 국유지이며 임차기간은 70년, 임차료는 ha당 250달

러 수 이다. 한편, 캄 스푸 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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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수매면 은 4/4분기에 130ha를 

추가하여 총 1,500ha까지 늘릴 계획이다. 2012년에는 상이군경마을 내 계

약재배면 을 3,000ha까지 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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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농장과 주요 도시  항만간 거리  소요시간

단 :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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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충남해외농업개발 농장과 주요 지역 간 소요 시간

2.4.3. 사업타당성 분석 시 고려된 기본 시나리오(충남해외농업개발)

가.  기본 가정( Base)

  1) 사업타당성 검토는 2010년 1월을 기

  2) 향후 상손익  흐름의 추정기간은 산정 기 일로부터 9년

(2010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이며, 추정기간 이후부터는 

2019년과 동일한 흐름이 구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3) 화폐 단 는 국내 환율 매매가를 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2010년

은 연평균 환율(1,156.26원/달러)을 용하 고, 2011년은 1∼9월까지

의 평균 환율(1,095.44원/달러)을 용. 2011년 이후로는 2011년 평균 

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

  4) 물가상승률은 국의 융 문지인 유로머니(Euromoney)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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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 으며, 2011년 이후로는 평년치인 5.53%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5) 사업타당성 분석의 상 품목은 옥수수로 한정

나.  투자  자본 운  계획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총 투자비는 114억9,600만원이다. 항목별로는 직

농장 토지 매입비 8,300만원, 농지조성비용 3,500만원, 농업학교  R&D

센터 17억3,400만원, 건조․ 장  생산시설 각각 61억7,400만원, 11억

5,600만원이며, SPC 설립  운 컨설  비용은 각각 11억5,600만원이다. 

체 투자액  건조․ 장시설 건설비가 체 투자비의 53.7%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농업학교  R&D센터 15.1%, 사료생산시설, 

SPC 설립비용, 운 컨설  비용은 10.1%를 차지한다. 직 농장 구입 단가

는 ha당 277만원(2,400달러) 내외이며, 직 농장은 옥수수 종자 생산을 

해 운 할 계획이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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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SPC 설립 비용 1,156 10.1

운 컨설  비용 1,156 10.1

합  계 11,496 100.0

표 5-14.  총 투자액(캄보디아)

단 : 백만원, % 

  주: 환율은 1,156원/달러임. 

자료: 충남해외농업개발 내부 자료.

  운 자본은 2011년 6억9,000만원에서 2019년 84억7,000만원으로 연평

균 32.1%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한편, 총 운 자본은 261억9,600만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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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기자본은 20억원으로 체 운 자본의 7.6%를 차지한다. 타인자

본은 241억9,600만원이며, 이  장기자본은 94억9,600만원으로 총 운 자

본의 36.2%를 차지하고, 단기자본은 147억원으로 체의 56.1%를 차지한

다. 단기자본은 연차별 사업 운  과정에서 발생한 당좌 월액(Overdraft)

을 운 자본에 반 한 것이다. 

  본 사업에서 타인자본은 시 은행의 기업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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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자본의 융자 조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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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연차별 타인자본 지불 계획(캄보디아)

단 : 억원 

  가 평균자본비용은 (사)돌나라 한농복구회의 라질 해외농업개발 사

업타당성 분석에서 제시한 비용 산출식을 이용하여 도출하 다. 

  산출된 자기자본비용은 12.2%이다. 이때 충남해외농업개발도 비상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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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므로 베타(β)계수는 상장 기업  수입 곡물을 취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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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

된 타인자본비용은 장기자본비용이 4.5%, 단기자본비용이 6.4%이다. 이때, 

캄보디아의 법인세율은 20%를 용하 다(Euromoney). 도출된 가 평균

자본비용은 6.2%이며, 이것은 사례 1과 마찬가지로 도출된 IRR과 비교하

여 사업성 여부를 단하게 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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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가 평균자본비용 산출을 한 기본 가정

단 : %

  주: 사례 1의 표 5-3의 주 참조.

다.  연차별 매출액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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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ha

씩 늘려 2019년에는 1만7,000ha까지 확 할 계획이다.

  기상 호조로 작황이 매우 좋을 경우, 옥수수 단 당 수확량은 ha당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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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에서 최  7t까지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옥수수 단 당 수확량은 201

1～2013년은 6t, 2014～2016년은 6.5t, 2016년 이후로는 7t으로 가정했다. 

옥수수 경작 횟수는 연 2회이다. 옥수수 수매 물량은 2011년 1만8,000t에

서 2019년 23만8,000t으로 연평균 33.2%의 증가율을 나타낼 망이다.

  옥수수 가격은 사업 상지역인 캄 스푸 주 월톤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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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해외농업개발은 체 수매 물량의 80%는 지 매, 20%는 국내로 

도입할 계획이다. 지 매 매출액은 2011년에 44억원에서 201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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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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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추정 매출액 (캄보디아)

단 : 천톤, 천원, 억원 

  주: 환율은 2011년 1～9월의 평균 환율(1,095.44원/달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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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자 비용 산출

(1) 고정 비용 산출

  직  총 투자비는 114억9,600만원이다. 항목별로는 직 농장 토지 매입

비 8,300만원, 농지조성비용 3,500만원, 농업학교  R&D센터 17억3,400

만원, 건조․ 장  생산시설 각각 61억7,400만원, 11억5,600만원이며, 

SPC 설립  운 컨설  비용은 각각 11억5,600만원이다. 

(2) 유동비용 산출

  총 유동비용은 연 2기작 재배를 고려하여, ha(t)당 비용에 연차별 수매 

면 (물량)을 곱하여 산출했다. 총 직 비는 2011년에 55억원에서 2019년

에는 6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상된다.

구분
ha당(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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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총 유동비용 산출(캄보디아)

단 : 천원/ha(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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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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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자비는 ha당 9만2,000원이며, 연차별로는 2011년에 약 1억원에서 

2019년에는 16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상되며 체 직 비에서 종자

비가 차지하는 비 은 2.5%

  - 비료비는 ha당 6만5,000원으로 추정되며, 2019년에는 약 11억원에 이

를 것으로 상되며 비료비는 체 직 비의 1.8% 차지

  - 수매비용은 t당 10만4,000원(95달러/t)이며, 연차별로는 2011년 19억원

에서 2019년에는 2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상되고 체 직 비의 

36.7%로 가장 큰 비  차지

  - 해상운임은 t당 21만9,000원이며, 체 직 비의 15.4%를 차지하며 연

차별로는 2011년에 약 8억원에서 2019년에는 104억원까지 증가할 

망. 지에서 국내 항구까지의 도착가격은 t당 15만5,552원이며, 이후

에는 국내 내륙운송비(t당 3만672원), 통 잡비(t당 5,477원), 

  - 인건비  제반 경비(t당 2만7,386원)이 추가 소요

  - 기계작업비(탈곡비, 건조비, 기타비용 포함)는 ha당 58만5,000원이며, 

체 직 비의 14.7%를 차지하며 연차별로는 2011년에 9억원에서 

2019년에 99억원까지 증가할 망.

  - 인건비와 운송비의 ha당 비용은 각각 53만3,000원, 55만7,000원으로 추

정되며 인건비는 2011년 약 8억원에서 2019년에는 91억원이 될 망

  - 운송비는 동기간 약 8억원에서 95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상

(3) 간 비용  감가상각비 산출

  - 총 간 비는 리스료, 수선비, 비, 연료, 기, 수도, 일반 리비 등

이며 2011년에 6억8,200만원에서 2019년에는 77억3,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상

  - 감가상각비는 캄보디아 세법이 허용하는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직

감가법(straight line method)을 용하여 산출하 고49. 건물은 20년에 

49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소득세 공제 상이 된다. 단 그 자산이 기업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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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매년 5.0%, 기계장치는 10년에 걸쳐 매년 10.0%씩 감가되는 것

으로 가정함. 분석 결과, 감가상각비는 매년 4억 4,900만 원씩 발생하

는 것으로 산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감가상각 449 449 449 449 449 449 449 449 449 

표 5-19.  감가상각비 추정

단 : 백만원 

  주: 환율은 2011년 1～9월까지의 평균 환율(1,095.44원/달러) 용 

(4) 법인세 산출

  라질과 달리 부담 (기 )이 없으며 캄보디아의 법인세는 기업의 종류

에 따라 차등 세율이 용된다. 투자기업체는 면세(0%) 는 9%, 보험회

사는 5%, 천연자원개발 30%, 일반기업은 20%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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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법인세액 산출 결과(캄보디아)

단 : 백만원 

  주: 환율은 2011년 1～9월의 평균 환율(1,095.44원/달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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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을 용하여도 좋다. 투자법의 용을 받

는 기업은 직감가법을 용하여야 한다.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률

은 다음과 같다. 건물  그 부속시설 5%, 4년의 수명을 가진 자산 25%, 4~8

년의 수명을 가진 자산 12.5%, 기타 유형 자산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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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기본 시나리오에 의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추정된 비용  매출액 등 제반 자료에 근거하여 COMFARⅢ를 이용한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본 사업의 상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표 5-21), 매출액에서 매원가를 

뺀 총 업이익은 2016년에 3억1,000만원, 2019년에는 52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이익에서 지 이자를 공제한 세 순이익은 2016년에 1억

1,000만원, 2019년에 52억8,800만원이며, 세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공제한 

세후순이익은 2016년 1억1,000만원, 2019년 42억3,000만원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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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상손익계산서(캄보디아)

단 : 백만원 

  흐름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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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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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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흐름표(캄보디아)

단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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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본 사업의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캄보디아)

단 : 백만원, % 

  주: 평가기 은 가 평균자본비용(WACC)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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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자본회수기간(캄보디아)

2.4.5. 매출액  운 비 변동분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한 기본 시나리오 

타당성 분석 결과, NPV>0, IRR>6.15%(WACC)로 도출되어 본 사업은 사

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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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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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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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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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운 비가 13% 이상 증가할 경

우, 마이 스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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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운 비 변동률에 따른 사업성 평가(캄보디아)

2.4.6. 국가신용도(Country Risk)를 고려한 사업성 평가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등 에 따른 자본비용에 해 리스크 리미엄을 

반 하여 가 평균자본비용(WACC)을 도출하고 이를 IRR과 비교하여 사

업성 여부를 평가하 다. 한국수출입은행(2011)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투

자여건은 심각한 부정부패, 인 라 미비 등으로 여 히 열악한 수 이며, 

시장동향  제도 변화도 추가 개선사항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 별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는 OECD 6등 , S&P 

B+, Moody's B2로 나타나 하  수 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재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는 D1 수 이다. 한 국의 융 문지인 유로머

니(Euromoney)에서는 캄보디아의 국가 험도(ECR Score)를 26.45( 체 

186개국  146 )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72.28, 체 186개국  29 )

보다 국가 험도가 높다.

  자본비용에 한 리스크 리미엄은 분석의 일 성을 유지하고자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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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 도출한 국가신용도 평가등 별 이자율 지표

를 이용했다. 지표에서 제시된 A등 의 이자율과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에 해당하는 이자율의 차이를 자본비용에 한 리스크 리미엄

으로 반 했다. 한 이를 이용하여 캄보디아의 재 국가신용도 평가등  

 시나리오별 가 평균자본비용(WACC)을 도출하 다.

  사업성 평가는 재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의 리스크 리미

엄이 반 된 가 평균자본비용과 IRR을 비교하여 검토하 다. 한 캄보

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수 (D1)보다 1단계 강등될 경우(D2)와 

2단계 강등될 경우(E)를 가정하여 각각의 가 평균자본비용과 IRR을 비

교․분석하 다. 한 국가신용도 평가등 별 매출액  투입비용 변화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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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캄보디아의 Country Ris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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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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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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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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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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매출액  운 비용 변화율에 따른 신용등 별 사업타당성의 임계 수

(캄보디아)

2.4.6. 사업운  시 고려 사항

  타당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정 으로 평가되었다. 더욱이 캄보디아는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낮아 투자리스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도 평가등 (Country risk)

을 반 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도 재무 건 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이는 충남해외농업개발이 농장개발 유형을 개간작업에 막 한 비용

과 시간이 소요되는 농장형에서 작물을 수매하고 유통시키는 유통형으로 

환했고, 이로 인한 수익구조의 개선 효과가 분석에 반 되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매출액이 감소하고, 운 비가 증가함에 따라 본 사업의 재무 건

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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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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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에서 살펴본 한농복구회의 투자사업과 달리, 본 사업은 직  농장

을 운 하여 옥수수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 농가와 조합을 형성하

고 계약재배를 통해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즉, 원활한 물량 확보를 해

서는 지 농가와의 긴 한 력이 필요하다. 한 옥수수의 생산성은 개

간된 농지의 비옥도, 농가의 재배기술, 기상여건 등에 의해 좌우되며, 목표 

수매 물량을 원활히 확보하려면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만약 

지 농가의 계약 기, 경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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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 등으로 인 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고, 옥수수의 

국내 반입을 한 해상운임의 증가는 업체 경 에 부담을  수 있다. 더

욱이 낙후된 도로, 기, 용수 등의 사회 인 라는 비용 부담을 더욱 가

시켜 투자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본 사업의 성공 여부는 안정 인 계약물량 확보와 열악한 사업 인 라에 

따른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건이다. 하지만 이와 련한 문제들

을 민간 기업이 독자 으로 감당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민간과 공공의 역

할을 히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해외농업개발에 있어 지

정부와 상력이 상 으로 높고, 개도국원조사업(ODA)와 연계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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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  동원력과 해외원조사업의 시 지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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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비 등을 제하고 경

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2.5.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외농업개발 기 진출 기업  성공 으로 정착하고 있는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사업타당성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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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를 유발하는 변수도 고려하여 보다 엄 하게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했

다. 업체별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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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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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증가할 경우, 가 평균자본비용(WACC, 9.3%)을 하회하여 투자안은 기

각되었다.

  라질의 국가 신용도(Country Risk)를 고려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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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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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라질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재 

수 (B2)에서 1단계 강등될 경우, NPV(174억100만원)>0, IRR(12.8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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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자본비용(11.07%), 2단계 강등될 경우, NPV(98억6,400만원)>0, 

IRR(12.91%)>가 평균자본비용(11.89%)으로 나타나, 라질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낮아지더라도 사업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출액  

투입비용 변화율에 따른 라질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별 사업타당성의 임

계수 은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수 (B2)일 경우, 매출액 6% 이상 감소, 

운 비 8% 이상 증가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별로는 1단계 강등 시(C1), 매

출액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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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여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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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신용도(Country Risk)를 고려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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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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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상회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 평

가등 이 재 수 (D1)에서 1단계 강등될 경우(D2), NPV(66억700만 

원)>0, IRR(19.78%)>가 평균자본비용(13.25%)으로 나타나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더욱이 평가등 이 2단계 강등될 경우(D2)에도 NPV가 5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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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으로 ‘0’보다 크고, IRR은 19.80%로 가 평균자본비용(14.33%)을 

상회하여 캄보디아의 국가 신용도 평가등 이 낮아지더라도 사업타당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별 사업타당

성의 임계수 은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수 (B2)일 경우, 매출액 4.6% 

이상 감소, 운 비는 5.2% 이상 증가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로는 1단계 

강등 시(C1), 매출액과 운 비가 각각 4.1% 이상 감소, 4.7% 이상 증가, 2

단계 강등 시(C2), 매출과 운 비가 각각 3.7% 이상 감소, 4.0% 이상 증가

하면 IRR이 가 평균자본비용을 하회하여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 2개 업체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정 으로 평가되었

다. 한 국가별 국가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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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건 성은 악화되고 있다. 즉, 매출액 감소, 운 비 증가, 국가신용도 평가

등 이 강등됨에 따라 투자안이 기각되는 IRR의 임계수 이 감소하는 것

이다. 따라서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 인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돌나라 한농복구회의 라질 해외농업개발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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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유통으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일 된 시스템 구축에 엄청난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

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게 볼 때,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

발을 통한 식량 자원의 가용성을 높이기 해서는 지 기업농과 계약 계를 

맺어 우리 주도로 물량을 확보하고, 유통, 수출 분야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단계 인 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 곡물 실수요자, 해운회사 등 각 기 의 긴 한 력이 요구된다.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지 농가와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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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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수매물량을 원활히 확보하려면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만약 지 농가의 계약 기, 경쟁업체 진출에 따른 거래교섭력 약화, 옥수

수 생산성 하 등으로 연차별 목표 수매 물량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이

는 매출액 감소에 인 향을 미친다. 한 최근 캄보디아는 유가 상

승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 등으로 인 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고, 옥수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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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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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에서는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한 경 성과 분석을 하여 그동안 

우리나라 농식품업체들이 투자한 해외직 투자(FDI)에 한 경 성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비록 해외농업개발사업이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이

후에 본격 시행되었지만, 이미 2009년 이 부터 국내 농식품업체들이 해외

농업개발투자를 해왔다. 다만 2009년 이후에는 로벌 식량 기를 계기로 

곡물생산투자가 증가하고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해외농업개발에 한 심

이 크게 늘었다. 이번 6장에서는 보다 정확하고도 포 인 통계인 한국수

출입은행이 매년 조사하는 해외진출기업들의 경 성과 자료를 토 로 국

내 농식품산업의 해외직 투자 경 성과를 살펴본다.

1. 농식품산업 해외직 투자의 경  성과 분석

1.1. 분석 범위

  본 에서는 농식품산업 지법인의 2010년 경 실태와 투자 성과를 살

펴보았다. 분석 상 지법인 수는 228개사이며, 투자 잔액은 25억400만

달러이다. 법인 수와 투자 잔액 기 으로 볼 때 식음료업 비 이 각각 

50 한국수출입은행, 농식품산업 해외직 투자 요인  성과분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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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인수 투자잔액

개사 비 액(천달러) 비

농림어업 55 24.1% 337,370  13.3%

  농업 42  18.4% 167,564 6.6%

  임업 8  3.5% 118,940 4.7%

  어업 5  2.2% 50,866 2.0%

식음료 제조업 118  51.8% 1,947,880  76.7%

농식품 도소매업 35  15.4% 148,903 5.9%

농자재 제조업 20  8.8% 105,955 4.2%

합계 228  100.0% 2,540,108  100.0%

51.8%와 76.7%를 차지하고 있어 식음료업의 비 이 농림어업 비 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체 지법인 에서 184개 지법인은 연간사업실 보고서를, 47개 

지법인은 투자 황표를 기 로 분석하 다. 투자 황표는 보다 요약된 

정보로 만들어져 매출입 구성, 재무 황, 투자수익  한국투자자 앞 로열

티 지 액과 이자지 액 등의 수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의 표 산업분류를 기 으로 하 으나, 한국농어

공사와 한국농 경제연구원 등의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일부 지법인을 

추가․변경․제외하 다.

표 6-1.  분석 상 지법인 범

1.1.1. 지역별

  분석 상이 된 지역별 지법인 수는 아시아가 가장 많고, 북미, 유럽, 

남미, 양주, 아 리카, 동 순이다. 투자 잔액은 법인 수 분포와 체

으로 유사하나, 지법인 수에 비해서 아시아 집 도가 높고, 북미와 유

럽의 비 이 더 낮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경 성과 분석  227

구분 양주 북미 아시아 아 리카 유럽 남미 동

농림어업 2 5 28 2 12 6 0 

  농업 0 5 21 1 11 4 0 

  어업 0 0 2 1 1 1 0 

  임업 2 0 5 0 0 1 0 

식음료 제조업 2 14 95 0 5 1 1 

농식품 도소매업 0 6 26 0 2 1 0 

농자재 제조업 0 2 17 0 1 0 0 

합계 4 27 166 2 20 8 1 

비 1.8% 11.8% 72.8% 0.9% 8.8% 3.5% 0.4%

구분 양주 북미 아시아 아 리카 유럽 남미 동

농림어업 12,951 12,898 168,013 40,253 79,013 24,242 0 

  농업 0 12,898 60,896 1,216 78,013 14,541 0 

  어업 0 0 5,825 39,037 1,000 5,004 0 

  임업 12,951 0 101,292 0 0 4,697 0 

식음료 제조업 9,456 515,816 1,134,757 0 281,675 832 5,344 

농식품 도소매업 0 33,478 108,915 0 5,960 550 0 

농자재 제조업 0 23,100 49,155 0 33,700 0 0 

합계 22,407 585,292 1,460,840 40,253 400,348 25,624 5,344 

비 0.9% 23.0% 57.5% 1.6% 15.8% 1.0% 0.2%

표 6-2.  분석 상 지법인의 지역별 투자잔액 분포

단 : 천달러

표 6-3  분석 상 지법인의 지역별 지법인 수 분포

단 : 개

1.1.2. 투자자 기업규모별

  투자자 기업 규모별 지법인 수는 기업이 42.1%, 소기업과 개인이 

48.7%와 9.2%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투자 액의 경우 기업이 75.3%로 



228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경 성과 분석

구분

법인수 (개사) 투자잔액 (천달러)

기업
소
기업

개인
(기업)

기업
소
기업

개인
(기업)

농림어업 18 30 7 203,508 126,792 7,070 

  농업 9 26 7 37,237 123,257 7,070 

  어업 6 2 0 117,230 1,710 0

  임업 3 2 0 49,041 1,825 0

식음료 제조업 58 50 10 1,583,028 350,965 13,887 

농식품 도소매업 10 21 4 37,730 103,677 7,496 

농자재 제조업 10 10  0 88,284 17,671

합계 96 111  21  1,912,550 599,105 28,453 

비 42.1% 48.7% 9.2% 75.3% 23.6% 1.1%

소기업의 23.6%와 개인 1.1%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기업의 법인당 

투자 액이 크기 때문이다. 농식품 산업 지법인 당 투자 잔액은 기업

이 1,973만8,000달러, 소기업 545만7,000달러, 개인 135만5,000달러로 

기업 규모와 비례 으로 증가하고 있다.

  투자 잔액을 기 으로 볼 때 투자 주체 모두 식음료 제조업의 비 이 가

장 높지만, 기업의 경우 식음료 제조업에 한 투자집 도가 상 으로 

높고, 소기업은 농림어업과 농식품 도소매업 비 이 더 높다.

표 6-4.  분석 상 지법인의 기업규모별 분포

1.1.3. 설립 형태별

  설립 형태별로는  업종에 걸쳐 신설 법인 설립이 기존 법인의 지분인

수 방식보다 높다. 투자 잔액 기 으로 신설법인 설립과 기존법인의 지분

인수가 각각 78.1%와 21.9%이며, 법인 수 기 으로는 각각 86.4%와 13.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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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연)

법인수 (개사)

3년 
이하

4년～
5년

6년～
10년

11년～
20년

21년～

농림어업 4.9 29 9 7 8 2 

  농업 3.9 24 7 6 5 

  어업 5.6 5 1 1 1 

  임업 12.6 1 1 2 1 

식음료 제조업 6.7 39 26 29 21 3 

농식품 도소매업 8.0 22 5 2 4 2 

농자재 제조업 8.6 5 2  6  7  

합계 6.6 95 42  44  40  7  

구분

법인수 (개사) 투자잔액 (천달러)

기존법인
지분인수

신설법인
설립

기존법인
지분인수

신설법인
설립

농림어업 10 45 47,863 289,507 

  농업 8 34 20,364 147,200 

  어업 2 6 27,499 91,441 

  임업 0 5 0 50,866 

식음료 제조업 16 102 424,107 1,523,773 

농식품 도소매업 3 32 47,476 101,427 

농자재 제조업 2 18  35,915 70,040  

합계 31 197  555,361 1,984,747  

비 13.6% 86.4% 21.9% 78.1%

표 6-5.  분석 상 지법인의 설립 형태별 분포

1.1.4. 설립 경과연도별

  분석 상 법인의 평균 업력은 6.6년이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이 4.9년

이며, 식음료 제조업은 6.7년, 농식품 도소매업과 농자재 제조업은 각각 

8.0년과 8.6년이다.

표 6-6.  분석 상 지법인의 설립 경과연도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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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림어업 경영성과 분석

1.2.1. 매출액

  농림어업 지법인의 최근 5년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7년을 제외하면 

꾸 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에는 년 비 71.6% 증가한 1억 

4,2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 으며, 이는 2006년 3,900만달러에 비해 

3.6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농업 지법인의 2010년 매출액은 4,800만달러이며 2006년 매출

액의 42.8배로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업 지법인은 1,500만달

러로 오히려 감소하 으며, 어업 지법인은 7,9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

하여 2006년에 비해 5.1배 증가하 다.

그림 6-1.  농림어업 지법인의 매출액 추이

단 :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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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균 매출액

  지법인당 평균매출액은 2010년 258만달러를 기록하 는데, 이는 년 

비 71.6% 증가한 것이며, 2006년의 1.6배에 해당한다. 농림어업 지법

인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사업 규모도 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농업 지법인의 2006년 법인당 매출액은 8만8,000달러에 불과했는데 

2010년에는 13.0배인 114만5,000달러로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임업 

지법인은 총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감소하 다. 어업 지법인은 2010년 

법인당 평균 매출액이 년 비 71.6% 증가한 1,577만5,000달러를 기록

했으며 최근 5년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그림 6-2.  농림어업 지법인의 평균 매출액 추이

단 : 천 달러

나.  투자 잔액 비 매출액

  투자 잔액 비 매출액은 2010년에 0.58배로 년도 0.42배 비해서 개

선되었으며, 2008년의 0.59배에 조  못 미치는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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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지법인은 최근 5년간 반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에는 최근 5년  최고치인 0.29배를 기록했다. 기 투자한 사업들이 차 

업을 본격화하는 단계에 어들면서 나타나는 상으로 보인다.

  임업 지법인은 2010년 2.86배로 년도 1.73배 비 크게 증가하며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업은 2006년 2.46배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10년에는 0.29배로 년 비 개선되었다.

그림 6-3.  농림어업 지법인의 잔액 비 매출액 추이

단 : 배

다.  지역별 매출 황

  농림어업의 지역별 매출 황을 살펴보면, 아시아와 아 리카의 매출액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기 으로 아시아의 비 이 36.1%, 아 리

카의 비 이 37.5%이다. 농업과 임업은 아시아의 비 이, 어업은 아 리카

의 비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아시아와 아 리카의 두 지역 매출액 비 의 합이 73.7%를 차지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비슷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각 연도별 상  2

개 지역에 한 매출 비 은 2006년 96.2%에 이르기도 하 으나,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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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양주 23,611 6,436 426 3,132 4,544 

북미 322 1,455 2,590 702 7,785 

아시아 13,887 25,230 35,943 40,985 51,284 

아 리카 - 750 33,259 26,162 53,262 

유럽 - 480 702 7,994 13,924 

남미 1,154 - 5,437 3,716 11,102 

합계 38,974  34,351  78,357  82,691  141,901  

비

양주 60.6% 18.7% 0.5% 3.8% 3.2%

북미 0.8% 4.2% 3.3% 0.8% 5.5%

아시아 35.6% 73.4% 45.9% 49.6% 36.1%

아 리카 0.0% 2.2% 42.4% 31.6% 37.5%

유럽 0.0% 1.4% 0.9% 9.7% 9.8%

남미 3.0% 0.0% 6.9% 4.5% 7.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과 2009년에는 80% 로 다시 2010년에는 70% 로 차 낮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한 사업의 업이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6-7.  농림어업 지법인의 지역별 매출액 추이

단 : 천달러

  농업 부문에서는 아시아 소재 농업 지법인이 최근 5년 모두 가장 높은 

매출액 비 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부터 꾸 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

며, 2010년에는 년 비 22.8% 증가한 2,6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

다. 그러나 아시아 지법인의 매출 비 은 2006년 72.0%에서 2010년에

는 54.9%로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매출액 규모와 비 이 최근 2개년 동안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이는 연해주를 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러시아 진출 기업들의 생

산․ 매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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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액

지 1,706 6,969 20,000 25,116 55,400 

한국 12,713 16,391 52,334 31,044 61,059 

제3국 23,152 6,814 4,579 15,637 22,895 

합계 37,571 30,174 76,913 71,796 139,354 

비

지 4.5% 23.1% 26.0% 35.0% 39.8%

한국 33.8% 54.3% 68.0% 43.2% 43.8%

제3국 61.6% 22.6% 6.0% 21.8% 16.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2.2. 매출입 구조

  농림어업 지법인의 매출 비 은 차 지 매의 비 이 확 되고 있

는 추세이다. 지 매출의 비 이 2006년에 4.5%에 불과하 는데 차 그 

비 이 증가하면서 2010년에는 39.8%를 기록하 다. 한국으로의 매는 

2008년 68.0%의 비 을 차지하기도 하 으나, 2010년에는 43.8%로 감소

했다.

표 6-8.  농림어업 지법인의 매출 구조 추이

단 : 천달러

  매입 구조 역시 지 조달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비 이 2006

년 37.9%에서 2010년에는 61.9%로 증가했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

은 3년 연속 감소하여 2010년에는 32.9% 수 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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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액

지 5,615 7,865 20,844 19,068 28,389 

한국 4,361 10,203 24,688 16,184 15,078 

제3국 4,847 4,399 10,371 9,311 2,413 

합계 14,823 22,467 55,903 44,563 45,880 

비

지 37.9% 35.0% 37.3% 42.8% 61.9%

한국 29.4% 45.4% 44.2% 36.3% 32.9%

제3국 32.7% 19.6% 18.6% 20.9% 5.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9.  농림어업 지법인의 매입 구조 추이

단 : 천달러

1.2.3. 이익

가.  업이익

  농림어업의 업이익은 이익 규모, 법인당 평균 업이익, 매출액 비 

업이익률 모두 2010년에 크게 개선되어 최근 5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어업 지법인의 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농업 지법인은 분석 상 5개년간 모두 업 손실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차 커지고 있다. 법인당 평균 업 손실은 2010년 8만6,000달

러를 기록했으나, 업이익률은 2006년 -45.5%에서 2010년에 -7.5%까지 

개선되었다.

  임업 지법인은 2008년에 소규모 업 손실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으며, 어업 지법인은 2010년에 년도보

다 크게 개선된 업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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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업

이익

농림어업 -1,236 -1,944 598 -2,046 7,131 

농업 -523 -1,235 -2,824 -2,809 -3,595 

임업 277 349 -19 1,123 637 

어업 -990 -1,058 3,441 -360 10,089 

평균

업

이익

농림어업 -52 -63 14 -37 130 

농업 -40 -54 -83 -67 -86 

임업 55 70 -10 160 80 

어업 -165 -353 430 -60 2,018 

업

이익률

농림어업 -3.2% -5.7% 0.8% -2.5% 5.0%

농업 -45.5% -11.0% -17.1% -9.0% -7.5%

임업 1.2% 4.5% -0.3% 11.2% 4.3%

어업 -6.4% -6.9% 6.3% -0.9% 12.8%

표 6-10.  업종별 연도별 업이익 비교

단 : 천달러

나.  당기순이익

  농림어업 지법인의 당기순손익을 보면 5년 연속 자가 지속되고 있

고, 2007년부터 그 규모가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다. 법인당 평균 순손실 

규모 역시 2007년부터 커지고 있으며, 매출액 비 당기순이익률도 뚜렷하

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은 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에서 규모와 매출

액 비 비율 모두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이다. 이는 생산과 매라

는 고유의 업 이외의 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라는 에서 지 진출 

기업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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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농림어업 지법인의 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차이

단 : 천달러

  세부 업종별로는 농업은 농림어업  유일하게 5년 연속 자를 기록 

이며, 손실 규모가 확 되는 추세다. 법인당 평균 당기순손실도 증가했으

며, 당기순손실률이 4년 연속 -10%를 과하고 있다. 임업은 3년 연속 흑

자에서 2010년에 자로 환하 으며, 어업은 4년 연속 자에서 2010년 

흑자로 환하 다. 2010년에는 농업․임업․어업 모두에서 업손익보다 

당기순손익이 더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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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법인 수

농림어업 8 13 17 20 15 

농업 4 9 10 13 8 

임업 1 4 2 4 3 

어업 3 0 5 3 4 

비

농림어업 33.3% 41.9% 38.6% 36.4% 27.3%

농업 30.8% 39.1% 29.4% 31.0% 19.0%

임업 20.0% 80.0% 100.0% 57.1% 37.5%

어업 50.0% 0.0% 62.5% 50.0% 80.0%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당기

순손익

농림어업 -22,154 -2,753 -4,146 -8,483 -14,280 

농업 -468 -1,806 -4,227 -4,181 -10,352 

임업 -20,905 51 317 330 -7,337 

어업 -781 -998 -236 -4,632 3,409 

평균

당기

순손익

농림어업 -923 -89 -94 -154 -260 

농업 -36 -79 -124 -100 -246 

임업 -4,181 10 159 47 -917 

어업 -130 -333 -30 -772 682 

당기순

손익률

농림어업 -56.8% -8.0% -5.3% -10.3% -10.1%

농업 -40.7% -16.1% -25.6% -13.4% -21.5%

임업 -93.2% 0.7% 4.3% 3.3% -49.1%

어업 -5.1% -6.5% -0.4% -11.2% 4.3%

표 6-11.  업종별 연도별 당기순이익 비교

단 : 천달러

  이와 같이 반 으로 수익성이 열악한 가운데 일부 법인들은 흑자를 기

록하고 있는데, 2006년 8개사에서 2009년 20개사로 증가하 다가 2010년

에는 다시 15개사로 감소하 다. 흑자 법인 수의 비 은 2007년 41.9%까

지 차지하기도 하 으나, 2010년 27.3%까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 수

익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법인 수의 비 이 오히려 감소한 것

은 소수의 지법인에 한정된 수익성 개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6-12.  농림어업 흑자 법인 추이

단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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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부채

비율

농림어업 2722.3% 70.3% 81.4% 283.6% 166.4%

농업 33.1% 52.9% 33.3% 211.4% 191.8%

임업 - 5975.4% 21.0% 35.9% 71.5%

어업 111.0% 38.9% 1450.6% 11080.3% 2555.3%

유동

비율

농림어업 153.2% 139.8% 165.5% 113.3% 118.4%

농업 472.7% 128.8% 352.7% 194.5% 79.1%

임업 144.5% 215.0% 543.0% 204.8% 1120.5%

어업 120.4% 143.6% 41.7% 40.7% 57.6%

차입

의존도

농림어업 71.3% 21.8% 25.5% 53.9% 47.8%

농업 5.4% 18.8% 12.8% 50.8% 54.7%

임업 137.3% 71.2% 10.0% 16.8% 27.7%

어업 11.2% 7.0% 55.3% 70.5% 67.5%

이자

보상

배율

농림어업 -0.8 -2.4 1.4 -0.8 0.7 

농업 -8.8 -9.4 -86.5 -4.1 -0.4 

임업 0.2 1.1 - 4.6 0.4 

어업 -27.0 - 2.1 -0.1 2.3 

1.2.4. 재무 황

  농림어업 지법인의 손실 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의 해외직 투자를 

통한 자본  증자가 이루어지면서 재무 안정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2010년 말 기  부채 비율은 166.4%, 유동 비율은 118.4%로 비교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입  의존도는 2007년부터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47.8%에 달하고 있어 이자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2008년을 제외하면 모두 이자비용이 업이익을 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6-13.  농림어업 지법인의 연도별 재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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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농식품 산업

1.3.1. 매출액

  기타 농식품 산업  매출액 규모는 식료품 제조업이 가장 크며, 2010년

에는 년 비 11.6% 감소한 25억6,5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06년 11억 

3,000만달러와 비교하면 2.3배 증가한 것이다. 2010년 농식품 도소매업 

지법인의 매출액은 3억5,800만달러, 농자재 제조업은 3억3,100만달러를 기

록해 2006년과 비교하여 각각 2.2배와 1.4배씩 증가했다.

그림 6-5.  기타 농식품산업 지법인의 매출액 추이

  식음료 제조업의 평균 매출액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10년에는 

법인당 2,100만달러로 년 비 소폭 감소하 다. 농식품 도소매업은 

1,000만달러, 농자재 제조업은 1,700만달러로 식음료 제조업의 법인당 매

출 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 도소매업이 가장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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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기타 농식품산업 지법인의 평균 매출액 추이

단 : 천달러

  잔액 비 매출액의 경우 식음료 제조업은 2009년에 비해 하락한 1.32

배, 농식품 도소매업은 년 비 상승한 1.14배를 기록했으나 특별한 추

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농자재 제조업은 2005년 13.8배에서 2010년에는 

7.6배까지 하락하는 추세이다.

그림 6-7.  기타 농식품산업 지법인의 투자 잔액 비 매출액 추이

단 :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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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양주 18,559 4,174 12,629 2,892 18,401 

북미 243,361 111,538 301,104 873,409 1,034,631 

아시아 781,771 1,359,566 1,943,120 1,871,534 1,479,161 

아 리카 - - - - - 

유럽 85,884 116,422 38,308 39,948 24,582 

남미  - 25,934 4,469 97,757 1,318 

동 - - - 16,351 6,982 

합계 1,129,575 1,617,634 2,299,630 2,901,891 2,565,075 

비

양주 1.6% 0.3% 0.5% 0.1% 0.7%

북미 21.5% 6.9% 13.1% 30.1% 40.3%

아시아 69.2% 84.0% 84.5% 64.5% 57.7%

아 리카 - - - - -

유럽 7.6% 7.2% 1.7% 1.4% 1.0%

남미 - 1.6% 0.2% 3.4% 0.1%

동 - - - 0.6% 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3.2. 지역별 매출 황

가.  식음료 제조업

  식음료 제조업 매출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비

이 2007년 84.0%에서 57.7%로 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북미의 비 은 

2007년 6.9%에서 2010년에는 40.3%까지 증가했다. 이 외의 지역에서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표 6-14.  식음료 제조업 지법인의 지역별 매출액 추이

단 :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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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양주 - - - - -

북미 70,911 150,205 135,622 91,058 145,245 

아시아 87,925 115,218 119,184 98,851 154,374 

아 리카 - - - - -

유럽 5,667 35,736 65,063 43,439 58,022 

남미 1,535 1,514 2,679 644 10 

합계 166,038 302,673 322,548 233,992 357,651 

비

양주 - - - - -

북미 42.7% 49.6% 42.0% 38.9% 40.6%

아시아 53.0% 38.1% 37.0% 42.2% 43.2%

아 리카 - - - - -

유럽 3.4% 11.8% 20.2% 18.6% 16.2%

남미 0.9% 0.5% 0.8% 0.3%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농식품 도소매업

  농식품 도매업의 경우 북미와 아시아 두 지역의 비 이 높다. 다만, 식음

료 제조업에 비해 최근 4년간은 유럽 비 도 10%~20%를 유지하고 있다.

표 6-15.  농식품 도소매업 지법인의 지역별 매출액 추이

단 : 천달러

  농자재 제조업 매출은 최근 5년 모두 아시아 비 이 가장 높은데, 북미

는 최근 4년간 30% , 최근 3년간은 유럽 지역에서 20% 의 비 을 차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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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양주 - - - - -

북미 8,765 101,616 117,971 105,704 102,596 

아시아 136,522 241,194 195,958 174,962 153,506 

아 리카 - - - - -

유럽 86,796 88,016 60,843 75,004 

남미 - - - - -

합계 232,083 342,810 401,945 341,509 331,106 

비

양주 - - - - -

북미 3.8% 29.6% 29.4% 31.0% 31.0%

아시아 58.8% 70.4% 48.8% 51.2% 46.4%

아 리카 - - - - -

유럽 37.4% 0.0% 21.9% 17.8% 22.7%

남미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16.  농자재 제조업 지법인의 지역별 매출액 추이

단 : 천달러

다.  매출 구성

  식음료 제조업의 경우 분석기간 5년 모두 지 매출 비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으로의 수출은 10% 미만으로 낮았다. 제3장에서 분석한 투

자 목 에서 식음료 제조업의 투자 목   지시장 진출이 2000년  들

어 50%를 상회한 것과 연 된다. 매입의 경우에도 지에서의 조달 비율

이 제일 높다. 즉, 식음료 제조업 지법인은 상당 부분 지 심의 경  

체제를 구축하 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모기업과의 내부 

거래는 향후에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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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액

지 728,053 1,153,567 1,930,046 1,564,537 2,292,883 

한국 51,557 64,422 89,155 188,297 98,919 

제3국 319,383 290,760 105,865 735,015 107,945 

합계 1,098,993 1,508,749 2,125,066 2,487,849 2,499,747 

비

지 66.2% 76.5% 90.8% 62.9% 91.7%

한국 4.7% 4.3% 4.2% 7.6% 4.0%

제3국 29.1% 19.3% 5.0% 29.5% 4.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액

지 360,149 646,965 1,055,603 1,430,262 1,458,377 

한국 93,014 27,341 20,921 59,326 108,441 

제3국 274,381 165,569 50,663 246,758 89,449 

합계 727,544 839,875 1,127,187 1,736,346 1,656,267 

비

지 49.5% 77.0% 93.6% 82.4% 88.1%

한국 12.8% 3.3% 1.9% 3.4% 6.5%

제3국 37.7% 19.7% 4.5% 14.2% 5.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17.  식음료 제조업 지법인의 매출 구조 추이

단 : 천달러

표 6-18.  식음료 제조업 지법인의 매입 구조 추이

단 : 천달러

  농식품 도소매업은 지 매출 비 이 9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매입

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수입 비 이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 

도소매업의 경우 수출을 진할 목 의 투자 비 이 더 높긴 하나, 2000년

 들어 지시장 진출 목 의 투자가 증가한 을 감안하면 향후 지 매

출입 비 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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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액

지 147,600 223,965 233,830 223,160 316,772 

한국 5,848 6,307 24,443 3,628 14,360 

제3국 100 46,278 40,964 3,250 15,894 

합계 153,548 276,550 299,237 230,038 347,026 

비

지 96.1% 81.0% 78.1% 97.0% 91.3%

한국 3.8% 2.3% 8.2% 1.6% 4.1%

제3국 0.1% 16.7% 13.7% 1.4% 4.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액

지 102,103 115,150 91,783 88,129 153,979 

한국 25,613 32,648 70,907 30,378 51,786 

제3국 212 5,483 16,918 1,316 5,876 

합계 127,928 153,281 179,608 119,824 211,640 

비

지 79.8% 75.1% 51.1% 73.5% 72.8%

한국 20.0% 21.3% 39.5% 25.4% 24.5%

제3국 0.2% 3.6% 9.4% 1.1% 2.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19.  농식품 도소매업 지법인의 매출 구조 추이

단 : 천달러

표 6-20.  농식품 도소매업 지법인의 매입 구조 추이

단 : 천달러

  농자재 제조업의 매출 비 은 지 매출, 제3국 수출, 한국 수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한국 수출 비 이 낮아지고, 제3국 매출 비

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특정 국가에 규모 생산 설비를 두고, 제품을 생

산하여 이를 인근 지역에 수출하는 사업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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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액

지 149,853 260,165 271,444 240,478 170,006 

한국 28,337 19,358 58,157 30,632 16,965 

제3국 20,367 61,853 62,906 63,998 136,052 

합계 198,557 341,376 392,507 335,108 323,023 

비

지 75.5% 76.2% 69.2% 71.8% 52.6%

한국 14.3% 5.7% 14.8% 9.1% 5.3%

제3국 10.3% 18.1% 16.0% 19.1% 42.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액

지 99,355 60,240 116,636 110,967 69,441 

한국 34,299 117,786 140,888 118,023 104,122 

제3국 8,892 23,143 29,394 23,623 59,420 

합계 142,546 201,169 286,918 252,613 232,982 

비

지 69.7% 29.9% 40.7% 43.9% 29.8%

한국 24.1% 58.6% 49.1% 46.7% 44.7%

제3국 6.2% 11.5% 10.2% 9.4% 25.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21.  농자재 제조업 지법인의 매출 구조 추이

단 : 천달러

표 6-22.  농자재 제조업 지법인의 매입 구조 추이

단 : 천달러

라.  이익

  식음료 제조업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가 지속되었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700만달러, 500만달러로 흑자 환하 다. 농

식품 도소매업은 2010년에 년 비 자 규모가 감소하기는 하 으나, 5

년 모두 자를 기록 이다. 농자재 제조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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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업이익

식음료 제조업 -17,444 -1,195 6,964 87,327 69,806 

농식품도소매업 -5,889 -21,648 -23,058 -8,385 -10,480 

농자재 제조업 3,302 -261,453 -938 6,658 3,580 

평균 업이익

식음료 제조업 -182 -10 55 716 592 

농식품도소매업 -294 -677 -591 -227 -299 

농자재 제조업 157 -14,525 -39 277 179 

업

이익률

식음료 제조업 -1.5% -0.1% 0.3% 3.0% 2.7%

농식품도소매업 -3.5% -7.2% -7.1% -3.6% -2.9%

농자재 제조업 1.4% -76.3% -0.2% 1.9% 1.1%

당기

순이익

식음료 제조업 -43,489  -73,179 -72,638 17,040 4,580 

농식품도소매업 -10,952 -24,942 -28,571 -73,496 -19,955 

농자재 제조업 -5,631 -260,902 -6,653 -10,796 20,720 

평균

당기순이익

식음료 제조업 -453 -615 -576 140 39 

농식품도소매업 -548 -779 -733 -1,986 -570 

농자재 제조업 -268 -14,495 -277 -450 1,036 

당기

순이익률

식음료 제조업 -3.9% -4.5% -3.2% 0.6% 0.2%

농식품도소매업 -6.6% -8.2% -8.9% -31.4% -5.6%

농자재 제조업 -2.4% -76.1% -1.7% -3.2% 6.3%

자 지속 후 2010년에 흑자 환하 다. 반 으로 2010년에 수익성이 

년 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표 6-23.  업종별․연도별 업이익 비교

단 : 천달러

  농식품 제조업의 흑자 법인 수는 40개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비

은 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농식품 도소매업과 농자재 제조업도 10개를 

조  넘는 지법인만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기타 농식품산업 해외 

지법인들의 70%~90%가 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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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부채

비율

식음료 제조업 126.6% 78.7% 96.2% 91.3% 68.8%

농식품 도소매업 146.9% 212.1% 256.8% 192.5% 183.4%

농자재 제조업 175.4% 186.6% 280.2% 215.8% 157.7%

유동

비율

식음료 제조업 123.9% 92.8% 114.5% 117.8% 122.1%

농식품 도소매업 104.3% 119.3% 162.1% 166.5% 119.0%

농자재 제조업 120.2% 114.0% 107.0% 114.4% 134.4%

차입

의존도

식음료 제조업 38.2% 28.3% 30.3% 29.6% 21.8%

농식품 도소매업 20.2% 28.8% 40.3% 44.3% 25.7%

농자재 제조업 29.9% 20.2% 33.2% 28.0% 18.4%

이자보상

배율

식음료 제조업 -0.9 -0.1 -0.1 2.0 2.4 

농식품 도소매업 -10.9 -11.5 -3.1 -0.8 -0.1 

농자재 제조업 2.0 -269.6 -0.2 2.5 0.8 

표 6-24.  기타 농식품산업 흑자법인 추이

단 : 개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법인수

식음료 제조업 36 42 46 44 39 

농식품 도소매업 10  12 12 10 15 

농자재 제조업 13  11 12 11 13 

비

식음료 제조업 37.5% 35.3% 36.5% 36.1% 33.1%

농식품 도소매업 50.0% 37.5% 30.8% 27.0% 42.9%

농자재 제조업 61.9% 61.1% 50.0% 45.8% 65.0%

마.  재무 황

  식음료 제조업의 경우 부채 비율은 2006년 126.6%에서 2010년에는 

68.8%로, 차입  의존도는 38.2%에서 21.8%로 재무안정성이 반 으로 개

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농식품 도소매업은 재무구조가 악화되다 2010년에는 

개선되었으며, 농자재 제조업의 경우 2010년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

표 6-25.  업종별․연도별 재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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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지법인수

농산물 16 28 45 53 54 

  곡물 6 11 17 32 37 

  비곡물 10 17 28 21 17 

임산물 5 5 2 7 8 

수산물 7 4 10 7 6 

합계 28 37  57  67  68  

투자잔액

농산물 17,082 51,720 101,673 193,116 242,587 

  곡물 7,740 22,374 54,083 149,228 199,185 

  비곡물 9,342 29,346 47,590 43,888 43,402 

임산물 60,451 14,866 20,208 23,897 27,590 

수산물 9,402 8,139 31,844 53,761 51,416 

합계 86,935 74,725  153,725  270,774  321,593  

1.3. 품목별 경영성과 비교

1.3.1. 분석 범

  분석 상 지법인 수는 2006년 28개사에서 2010년 68개로 증가하 으

며, 투자 잔액은 2006년 8,600만달러에서 2010년에는 3억2,200만달러로 

증가했다. 임산물 취  지법인 수는 제2 과 동일하며, 수산물은 일부 

지법인이 추가되었다. 2010년 기 으로 곡물을 심으로 한 농산물의 조

사 상은 업종별 분석 시보다 12개 지법인이 증가하 다.

표 6-26.  품목별 분석 상 지법인 범

단 : 개, 천달러

1.3.2 매출액

  지 진출 법인의 증가와 업 본격화에 따라 농산물의 총 매출액은 증

가추세에 있다. 2010년 7,400만달러로 년도에 비해 매출액 증가폭이 크

게 나타났으며, 2006년과 비교하면 18.5배 증가하 다. 2010년 법인당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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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매출액은 2006년에 비해 5.5배 증가하여 지법인당 개별 사업 규모도 

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산물 에는 곡물의 매출 증가율이 비곡물보

다 높았다.

그림 6-8.  농산물의 매출액 추이

단 : 천달러

  임산물은 총 매출액과 평균 매출액 모두 2006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

다. 수산물은 반 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2010년에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 으며, 2006년에 비해 총 매출액은 5.0배, 평균 매출액은 

5.9배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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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양주 북미 아시아 아 리카 유럽 남미

곡물

2006 　- 0.1% 99.9% 　- 　- 　-

2007 　- 1.1% 94.6% 　- 4.3% 　-

2008 　- 2.6% 95.1% 　- 2.3% 　-

2009 2.9% 10.4% 57.4% 　- 29.2% 　-

2010 　- 19.7% 51.9% 　- 28.5% 　-

비곡물

2006 　- 30.4% 69.6% 　- 　- 　-

2007 1.0% 13.5% 85.5% 　- 　- 　-

2008 2.3% 27.5% 70.2% 　- 　- 　-

2009 2.4% 4.5% 93.1% 　- 　- 　-

2010 　- 29.0% 71.0% 　-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농산물 3,987 21,908 49,501 40,582 73,800 

  곡물 2,933 11,145 30,897 27,331 48,906 

  비곡물 1,054 10,763 18,604 13,251 24,894 

임산물 22,421 7,712 7,412 10,063 14,941 

수산물 15,658 17,843 59,127 41,328 78,886 

합계 42,066 47,463  116,040  91,973  167,627  

법인당

평균매출액

농산물 249 782 1,100 766 1,367 

  곡물 489 1,013 1,817 854 1,322 

  비곡물 105 633 664 631 1,464 

임산물 4,484 1,542 3,706 1,438 1,868 

수산물 2,237 4,461 5,913 5,904 13,148 

합계 1,502 1,283  2,036  1,373  2,465  

표 6-27.  품목별 매출액 추이

단 : 개, 천달러

  곡물의 경우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러시아 연해주 진출 기업들의 매 증가로 유럽도 30% 가까

운 매출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비곡물의 경우는 아시아 외에 북미에서도 상당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

다. 남미지역에서 소량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외 지역은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법인이 없다.

표 6-28.  곡물 품목별․지역별․연도별 매출 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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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업이익

농산물 -614 -1,548 -5,968 -9,705 -4,919 

  곡물 -377 -1,908 -5,226 -9,886 -3,750 

  비곡물 -237 360 -742 181 -1,169 

임산물 277 349 -19 1,123 637 

수산물 -1,047 -1,076 3,074 -357 10,049 

합계 -1,384 -2,275  -2,913  -8,939  5,767  

평균

업이익

농산물 -87 -152 -334 -300 -170 

  곡물 -63 -173 -307 -309 -101 

  비곡물 -24 21 -27 9 -69 

임산물 55 70 -10 160 80 

수산물 -150 -269 307 -51 1,675 

합계 -49 -61  -51  -133  85  

업이익률

농산물 -15.4% -7.1% -12.1% -23.9% -6.7%

  곡물 -12.9% -17.1% -16.9% -36.2% -7.7%

  비곡물 -22.5% 3.3% -4.0% 1.4% -4.7%

임산물 1.2% 4.5% -0.3% 11.2% 4.3%

수산물 -6.7% -6.0% 5.2% -0.9% 12.7%

합계 -3.3% -4.8% -2.5% -9.7% 3.4%

당기순이익 농산물 -611 -2,329 -9,308 -11,874 -13,014 

1.3.3. 이익

  품목별 분류 시 농산물 지법인의 수익성은 업종별 분류 시보다 열악하

다. 농업 지법인의 경우에는 2010년에는 업이익을 시 했는데, 농산물 

취  지법인은 여 히 업 자를 기록 이다. 당기순손실 규모도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유통형 해외농업개발사업도 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

문이다. 특히, 곡물 취  지법인이 비곡물 지법인보다 손실 규모가 더 

크고, 매출액 비 손실률도 더 열악하다. 임산물은 유통형 지법인이 없

어 제5 과 동일하며, 수산물의 경우에도 유통형 사업이 소수 포함되어 있

어 큰 차이가 없다.

표 6-29.  곡물 품목별․지역별․연도별 매출 비  비교

단 : 천달러



254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경 성과 분석

  곡물 -433 -2,122 -7,012 -12,079 -10,331 

  비곡물 -178 -207 -2,296 205 -2,683 

임산물 -20,905 51 317 330 -7,337 

수산물 -838 -1,018 -602 -4,615 3,369 

합계 -22,354 -3,296  -9,593  -16,159  -16,982  

평균

당기순이익

농산물 -90 -205 -494 -368 -437 

  곡물 -72 -193 -412 -377 -279 

  비곡물 -18 -12 -82 10 -158 

임산물 -4,181 10 159 47 -917 

수산물 -120 -255 -60 -659 562 

합계 -798 -89  -168  -241  -250  

당기

순이익률

농산물 -15.3% -10.6% -18.8% -29.3% -17.6%

  곡물 -14.8% -19.0% -22.7% -44.2% -21.1%

  비곡물 -16.9% -1.9% -12.3% 1.5% -10.8%

임산물 -93.2% 0.7% 4.3% 3.3% -49.1%

수산물 -5.4% -5.7% -1.0% -11.2% 4.3%

합계 -53.1% -6.9% -8.3% -17.6% -10.1%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법인수

농산물 6 13 14 16 12 

  곡물 1 4 3 9 6 

  비곡물 5 9 11 7 6 

임산물 1 4 2 4 3 

수산물 3 - 5 4 4 

비

농산물 37.5% 46.4% 31.1% 30.2% 22.2%

  곡물 16.7% 36.4% 17.6% 28.1% 16.2%

  비곡물 50.0% 52.9% 39.3% 33.3% 35.3%

임산물 20.0% 80.0% 100.0% 57.1% 37.5%

수산물 42.9% 　- 50.0% 57.1% 66.7%

  농산물의 경우 흑자 법인의 비 이 차 낮아지고 있는데 2007년에는 

46.4%에 이르기도 하 으나, 2010년에는 22.2%에 해당하는 12개사만이 

흑자를 기록했다. 비곡물의 경우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곡물은 

16.2%에 불과하다.

표 6-30.  품목별․연도별 흑자 법인 추이

단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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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곡물

지 100.0% - 33.5% 62.8% 57.0%

한국 0.0% - 66.0% 16.3% 11.0%

제3국 0.0% - 0.5% 20.8% 31.9%

합계 100.0% - 100.0% 100.0% 100.0%

비곡물

지 100.0% 65.1% 76.6% 77.7% 91.6%

한국 0.0% 34.9% 21.8% 22.3% 8.4%

제3국 0.0% 0.0% 1.6%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임산물

지 5.2% 0.0% 100.0% 79.9% 69.3%

한국 4.8% 6.7% 0.0% 1.0% 1.5%

제3국 90.0% 93.3% 0.0% 19.1% 29.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산물

지 0.0% 0.0% 0.9% 1.7% 3.4%

한국 79.7% 93.0% 91.0% 66.5% 72.8%

제3국 20.3% 7.0% 8.1% 31.8% 23.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3.4. 매출입 구성

  곡물의 경우  한국 수출 비 이 2008년 66.0%에서 2010년에는 11.0%

로 감소하 다. 지 매출은 33.5%에서 57.0%로 증가하여 최  비 을 차

지하고 있다. 업종별 분류와는 달리 제3국으로의 수출 비 도 높은데 곡물 

유통형 지법인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유통형 지법인의 경우 매입한 

곡물을 한국으로 수입해 오기보다는 지나 인근 국가로의 매에 치 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곡물의 경우에는  한국 수출 비 이 2007년 34.9%에서 2010년 

8.4%까지 감소한 반면, 지 매출 비 은 65.1%에서 91.6%로 증가해 지 

비 이 으로 높아졌다.

표 6-31.  품목별 지법인의 매출 구성 추이

단 :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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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곡물

지 - 100.0% 83.4% 100.0% 99.8%

한국 - - 9.4% 0.0% 0.2%

제3국 - - 7.2% 0.0% 0.0%

합계 - 100.0% 100.0% 100.0% 100.0%

비곡물

지 22.7% 100.0% 81.7% 75.5% 52.0%

한국 46.4% 0.0% 18.3% 24.5% 48.0%

제3국 30.9% 0.0%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임산물

지 52.4% 47.1% 100.0% 82.3% 77.9%

한국 10.6% 11.7% 0.0% 1.5% 1.8%

제3국 37.0% 41.2% 0.0% 16.2% 2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산물

지 32.3% 10.0% 18.3% 24.4% 50.5%

한국 36.8% 70.0% 56.5% 49.0% 48.5%

제3국 30.9% 20.0% 25.2% 26.5% 1.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32.  품목별 지법인의 매입 구성 추이

단 : 천달러

1.3.5. 재무 황

  곡물 취  지법인의 재무구조가 비곡물 취  지법인보다 열악하다. 

비곡물 취  지법인 부채 비율은 최근 5년 모두 50% 미만이며, 유동비

율도 100%를 넘고 있다. 곡물 취  지법인의 부채 비율은 크게 우려할 

수 은 아니나 유동비율 79.5%, 차입  의존도 55.0% 등 유동성에 다소 

문제가 있고 외부 차입 비 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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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부채

비율

곡물 45.8% 130.5% 37.2% 183.7% 171.7%

비곡물 22.5% 31.0% 44.7% 14.5% 42.4%

임산물 -284.4% 5975.4% 21.0% 35.9% 71.5%

수산물 111.0% 38.9% 1450.6% 11080.3% 2555.3%

유동

비율

곡물 12891.2% 64.6% 243.9% 162.8% 79.5%

비곡물 172.4% 216.4% 289.7% 299.1% 134.2%

임산물 144.5% 215.0% 543.0% 204.8% 1120.5%

수산물 120.4% 143.6% 41.7% 40.7% 57.6%

차입

의존도

곡물 10.8% 29.8% 16.9% 55.7% 55.0%

비곡물 0.0% 8.4% 15.8% 2.3% 11.4%

임산물 137.3% 71.2% 10.0% 16.8% 27.7%

수산물 11.2% 6.0% 50.2% 70.5% 67.5%

표 6-33.  품목별․연도별 재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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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기업의 농식품 분야 해외직 투자의 경 성과 분석

2.1. 태국 CP사

2.1.1. 회사 개요

  Charoen Pokphand Foods Public Company Limited(이하 ‘CP사’)는 1978

년 설립되어, 사료․축산․양식업  식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태국 

최  농식품 회사로 태국 재벌 그룹인 Charoen Pokphand Group의 주요 

계열사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가 류와 돼지, 새우와 어류를 취 하고 있다.

  유통망은 통시장을 비롯하여 슈퍼마켓, 식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 해 왔으며, 2010년에는 CP Fresh Mart를 출시하여, 도소매업까지 사업

역을 확장하 다.

  사료사업으로 시작하여 축산, 식품가공, 매로 확장하여 완 통합형시

스템을 구축한 바, 공 사슬상의 Upstream 부문에서 Downstream 부문으

로 확장을 성공 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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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CP사 공 사슬

2.1.2. 경 성과

  1991년 161억4,600만바트 수 의 매출 규모에서 지속 인 매출 증가세

를 유지하여 2010년에는 1,890억4,900만바트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들어

서는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 당기순

이익은 135억6,300만바트로 역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 6-10.  CP사 매출액  업이익 추이

단 : 백만T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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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액 비 액 비

국내 76,279 67.3% 86,055 89,057 106,137 106,247 113,001 59.8%

해외 37,095 32.7% 38,876 45,752 50,101 58,816 76,048 40.2%

  아시아 10,515 9.3% 13,750 15,125 17,749 26,636 41,358 21.9%

  유럽 20,773 18.3% 21,163 27,268 28,980 28,747 31,217 16.5%

  북미 4,657 4.1% 2,974 2,745 2,894 3,029 2,864 1.5%

  기타 1,150 1.0% 989 614 478 404 609 0.3%

합계 113,374 100.0% 124,931 134,809 156,238 165,063 189,049 100.0%

  최근 국내 매출에 비해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신장이 두드러진다. 2005

년과 2010년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태국 국내 매출은 동 기간  48.1% 

증가하 으나, 해외 매출은 105.0% 증가했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293.3% 

매출이 신장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의 매출 비 이 32.7%에서 40.2%로 

증가했다.

표 6-34.  CP사 매출 구조 추이

단 : 백만THB

  2010년 매출액은 년 비 15% 증가했는데, 매출액을 국내 기업의 매

출과 해외 자회사의 매출로 구분해 보면 국내 매출이 5% 증가에 그친 데 

반해 해외 자회사 매출은 320억6,300만바트에서 496억5,700만 바트로 

년 비 55% 증가하 다. 2009년 3/4분기에 진출한 만의 매출이 본격화

되고, 인도, 터키, 말 이시아 자회사의 매출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체 매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19%에서 2010년 

26%로 증가하 다.

  해외 업의 매출총이익률(Gross profit margin)은 축산업의 경우 2009년 

15%에서 2010년 12%로 감소한 반면, 수산양식사업은 2009년 14%에서 

2010년 18%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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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 2009 2010 년 비

변화율액 비 액 비 액 비

1. 태국 131,980 85 133,000 81 139,392 74 5

1.1. 축산 98,012 63 95,503 58 100,652 53 5

 사료 30,559 20 26,987 16 28,406 15 5

 사육 41,771 27 43,712 27 46,618 24 7

  - 내수 41,608 27 43,396 27 46,230 24 7

  - 수출 163 - 316 - 388 - 23

 식용 25,682 16 24,804 15 25,628 14 3

  - 내수 9,198 6 9,539 6 11,272 6 18

  - 수출 16,484 10 15,265 9 14,356 8 △6

1.2. 양식 33,968 22 37,497 23 38,740 21 3

 사료 16,920 11 19,001 12 19,541 10 3

 사육 11,173 7 11,853 7 12,476 7 5

  - 내수 7,853 5 8,532 5 7,399 4 △13

  - 수출 3,320 2 3,321 2 5,077 3 53

 식용 5,875 4 6,643 4 6,723 4 1

  - 내수 360 - 415 - 475 - 14

  - 수출 5,515 4 6,228 4 6,248 4 -

2. 해외 24,258 15 32,063 19 49,657 26 55

2.1. 축산 16,045 10 21,508 13 36,944 19 72

2.2. 양식 8,213 5 10,555 6 12,713 7 20

계 156,238 100 165,063 100 189,049 100 15

표 6-35.  CP사 매출액 구조

단 : 백만(TH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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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업 황

  사료 제조 등에 필요한 곡물 등 원자재  많은 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데, 콩은 라질에서 주로 수입하며, 담 구매 (Central purchasing team)

이 환율이나 곡물가격변동 상황에 맞추어 주로 선물계약 등을 통해 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CP사의 우월  시장 지 를 이용해 갖춘 구매자 교섭력을 

통해 안정  곡물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다.

  식품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식품의 이동 경로와 원산지표기의 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CP사는 생산시스템을 통합했다. 양식업, 농축산업  농

식품산업의 기반 시설을 구축해 품질과 안 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

며, 사육시스템과 품종 개량을 한 연구 개발에도 지속 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 기 에 맞는 식품의 안정성  품질을 확보하

여 가장 엄격하기로 알려져 있는 Animal Welfare Standard에 EU국가가 아

닌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조류 인 루엔자의 향력

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사료, 종자, 생고기  가공식품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은, OEM제품과 

자체 랜드 제품으로 나 어 매하고 있다. 유통망은 통 시장을 비롯

하여 슈퍼마켓, 식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CP Fresh Mart를 출시하 다. 이른바 완 통합시스템을 갖춰 공 사슬의 

철 한 리가 가능한 사업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CP사의 핵심 사업은 크게 축산업과 양식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닭고기와 돼지고기, 새우와 생선이 주요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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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축산업 양식업

사료

옥수수와 콩을 주원료로 사료를 제

조하며, 품질의 일 성을 컴퓨터로 

리한다. 회사 소유 랜드인 CP, 

Hypro White, Hi-Grow, Star 

Feed, Novo, Safe Feed, Erawan

의 이름으로 제조  포장되어 매

된다.

새우  어류 사료를 농축형 분말형, 

알갱이형 등으로 다양하게 제조하

며, 콩가루, 가루, 어분을 주원료

로 한다. 매는 가축사료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사육

주로 가 류와 돼지를 교배하고 사

육하며, 그 종류로는 구이용 계, 

산란계, 산란오리, 새끼돼지 등이 있

다. 살아 있는 가축도 도소매업자와 

식품 가공업체들에게 매되며, 생

고기나 얼린 고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다.

품질이 좋은 새우와 어류를 양식하

기 해 직  새끼 부화  종자 개

량을 한다. 양식 과정에서 항생제는 

일  사용하지 않으며, 생새우와 얼

린 새우를 매하고 있다.

식품

가공을 거쳐 생산되는 상품들은 삶

은 닭가슴살, 데리야키 치킨, 미트

볼, 소시지 등이 있다. 태국 내에서

는 도소매업자, 패스트푸드 식당, 상

 등에 매되며, 자체 랜드 상품 

 OEM 제품으로 수출되고 있다.

익힌 새우를 비롯하여 반조리식품 

 인스턴트 식품으로 가공된 제품

들은 CPF의 다른 상품들과 함께 다

양한 경로로 유통되며, 주요 수출국

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지역이 있

다. 

표 6-36.  CP사 사업 내용

2.1.4. 해외 진출 황

  CP사는 인근 동남아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국, 국 등 42개

국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에는 닭고기 제품과 냉동새우제품을 수출하고 있

으며 국내 이마트 매장에서 매되고 있다. 해외직 투자를 통해 터키, 러

시아, 라오스, 만, 국, 말 이시아, 인도, 국, 필리핀 등 9개국에 자회

사를 두고 있다.

  터키와 만에는 사료 제조부터 축산, 식품가공까지 통합시스템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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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법인명 사업내용

터키
C.P. Standart Gida Sanayi ve Ticaret 

A.S.

사료제조, 양계, 

식품가공

국

C.P. Aquaculture (Beihai) Co., Ltd.

C.P. Aquaculture (Hainan) Co., Ltd. 

C.P. Aquaculture (Dongfang) Co., Ltd. 

사료제조, 양식업

인도
Charoen Pokphand (India) Private 

Limited 
사료제조, 축산․양식업

말 이시아
Charoen Pokphand Foods (Malaysia) 

Sdn.Bhd
새우 양식업

국 CP Foods (UK) Limited 냉장식품 제조업

러시아
Charoen Pokphand Foods (Overseas), 

LLC. 
사료제조, 축산업

라오스 C.P. Laos Co., Ltd. 사료제조, 축산업

필리핀
Charoen Pokphand Foods Philippines 

Corporation
새우 양식업

만 
Charoen Pokphand Enterprise (Taiwan) 

Co., Ltd.

사료제조, 축산, 

식품가공

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진출 국가들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와 말 이시아는 재 일부 생산 단계만 진출한 상태이지만 해외 업 

인 국가들  수익성은 제일 좋다. 가장 최근인 2011년에는 캄보디아 시

장에 진출해 꾸 히 해외사업 확장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37.  CP사의 해외 업 황

  사업 확장을 한 해외직 투자 증가에 따라 해외 유형자산의 비 이 증

가하 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국내 유형자산이 26.4% 증가하는 동안 

해외유형자자산은 36억4,800만바트에서 107억3,300만바트로 증가하여 194.2% 

증가하 다. 2005년 9.7%에 불과하던 해외 비 이 2010년에는 22.6%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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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CP사 국내외 유형자산 비

  CP사는 축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들, 특히 1인당 식품 소

비량이 꾸 히 증가하는 국가들에 략 으로 진출하여 투자하고 있다. 최

근 인도, 라오스, 러시아 등에 그린필드(Green Field) 투자로 진출, 교육과 

기술 수를 통하여 지의 호의 인 반응을 얻으며 략 으로 사업을 확

장 이다. 지인 고용을 원칙으로 하여 투자 상국의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고 기술 수를 강조함으로써 지 정부와 좋은 계를 유지하여 사업 

확장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반면 CP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일본, EU국가들엔, 이미 선진 기술을 가

지고 있는 경쟁사들이 많기 때문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2002년에 

CP사는 미국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재는 수출사업만 진

행하고 있다.

  CP사는 앞으로도 개도국들을 심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

며, 특히 육류 소비가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시장의 잠재 가능성을 주

시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30년까지 장기용지 임 계약을 체결해 앞으

로 생산규모를 차 확장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

아 다음으로 가장 큰 수출 지역인 유럽의 경우, 포르투갈  스페인에 해

산물식품을 주요 품목으로 하여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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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 1849.9 1917.8 2009.9 1985.7 1783.9 579.8 

총이익 79.9 81.3 81.2 82.4 83.6 76.5 

업이익 9.2 10.9 16.6 19.0 20.4 11.1 

당기순이익 -3.2 -12.3 10.4 1.6 -0.9 2.7 

자산 721.2 696.1 675.3 616.6 609.2 622.5 

2.2. 일본 미추이(Mitsui) 종합상사

  Mitsui사는 1947년 설립되어 에 지 자원개발, 철강․자동차․건설기

계․화학 등의 유통, 식품․ 자기기 등의 소매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의 표  종합상사이다.

  동사의 2011년 3월 말 기  식품  소매 사업부 총 자산은 6,225억엔으

로 총 자산의 7.3%에 해당한다. 2010/2011년 매출총이익은 765억엔으로 

체의 8.9%, 순이익은 27억엔으로 체 순이익의 0.9%를 차지하고 있다.

표 6-38.  Mitsui사 식품  소매 사업 부문 업실  추이

단 : 십억엔

  식품  소매사업은 로벌 트 십의 강화를 통해 식량 자원과 식품 재

료의 공 원 확보, 국과 인도를 포함한 이머징 마  매 확 를 통한 

가치사슬의 확 라는 기본 략을 갖고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동사는 지기업과의 트 십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국 Bright Foods사와 략  제휴를 체결하고 설탕 제조, 식품 유통 등 다

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정이며, 조인트벤처 설립도 검토 이

다.

  식량 자원 련해서는 해외 자회사인 미국 United Harvest와 라질의 

Multigrain사를 통해 곡물 사업을 확장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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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Mitsui사 농식품 제조  소매업 해외진출 황

  2011년에는 Multigrain사의 지분을 추가 투자하여 총 투자 액이 470억

엔에 이르게 되었다. Multigrain사는 라질에서 곡물 생산과 유통, 가공, 

운송, 수출 매 등 가치사슬을 갖춘 농업 기반회사이다. 이상 기후에 따른 

콩 생산량 감소와 이송 설비 부족으로 내륙 지방의 운송비가 증가하여 

2010년에는 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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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Multigrain의 가치 사슬

  라질 내륙 지역인 BA, MG, MA 지역에 11만6,639ha의 농지를 확보하

고 있으며, 콩, 옥수수, 면화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10년에는 13만t의 콩을 

생산했다. Mitsui사는 Multigrain사의 콩 수출량을 향후 5년 내에 50% 증

가시킬 계획이며, 1억달러 가량 추가 투자를 통해 창고․운송시설을 확충

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이 완료되면 라질 수출의 10%에 해당하는 300만 

metric tonnes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림 6-14.  Multigrain사의 시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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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추이사는 미국과 라질에서의 사업 경험을 토 로 향후 아 리

카 등 다양한 이머징 국가들에 한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다. 

Multigrain사 인수도 단순히 곡물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무역, 운송에 이

르는 통합 시스템의 강 을 습득하기 함이다.

3.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 개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모델을 수립하기 해서는 사업의 성공 요인

을 고려하고,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들의 경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따라서 이 에서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요인을 고려하고 

지역별⋅품목별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에서 검토된 사항을 종합하여 해

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을 도출해 본다.

3.1.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 개념

  일반 으로 성공 모델이란 생산자(producers), 공 자(suppliers), 소비자

(consumers) 들이 시장 네트워크 안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획득하는 방

법을 총칭하며 개별 기업이 수익을 얻기 한 방법과 활동을 의미한다. 성

공 모델이란 다른 용어로 비즈니스 모델(Model)이라고도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략(Strategy)  의사결정과 실행(operation)  의사결정에 

직결된다. 기업의 략 인 의사결정은 자원 배분, 실행  의사결정은 효

율 인 실행과 련이 있다. 따라서 진출 기업의 목 이 지속가능한 수익

성 확보라면 성공 모델은 략 이며 실행 인 의사결정을 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과정이고 이런 성공 모델을 통하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다 효율 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출 기업이 향후 어떤 성공 모델과 략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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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으로 효과 인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을 개발하기 하여 사용되

는 분석 틀은 로벌 가치사슬체계(GVC)이다. 그러므로 로벌 가치사슬

체계에서의 성공 모델이란 로벌 가치사슬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

고 이 체계 안에서 가치가 발생되는 원천과 과정을 악하는 것이다. 결국 

가치사슬체계는 사업의 성공 모델을 구축하기 하여 기본 이고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3.2.  성공 모델 구축 시 고려해야 할 내외부 요인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하는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성공 으로 시행

하기 한 요인은 크게 기업내부요인과 기업외부요인으로 별할 수 있다. 

외부 요인은 다시 진출 상국과 련한 요인( 지 요인)과 우리나라와 

상국가 간 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보다 성공 인 해외농업개발의 모델을 

수립하기 해서는 이와 같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요인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김완배, 2011).

3.2.1. 내부요인

  기업 내부요인으로는 기술력, 인력, 자본력, 마  능력 등을 들 수 있

으며 기술력과 련한 것으로는 생산기반의 확보, 품종 선택, 재배  리 

기술 등 생산기술과 규모 농에 한 경험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농

규모를 고려할 때 진출 기업의 부분이 규모 농에 한 경험이 무

하다. 재 우리나라 기업이 이미 진출하 거나 진출 정인 지역에서 해

외농업개발을 하는(하려는) 농장 규모는 최소한 1만ha에서 크게는 10,000ha

도 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 같은 규모의 농장을 효율 으로 운 하기 

해서는 형 농기계의 사용이 필수임은 물론, 이에 합한 종․재배․

수확방법 등이 뒤따라야 한다.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의 부분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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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바로 이와 같은 기업형으로 농업 생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일반 으로 이 같은 경험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데 

2∼3년이 소요된다.

  한 해외진출기업이 착하는  다른 장애물은 품종 문제이다. 선진 

농업기술을 보유한 상국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개도국의 경

우에는 재 사용하고 있는 품종의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외국산 품

종을 즉각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지 토양 

 기후조건에 합하면서 동시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품종의 개발 

는 도입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필요로 함은 물론,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인력과 련해서는 경   농업기술 문 인력의 확보, 임  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문성을 가진 농업기술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

는 것이 사실이지만 해외 농 경험을 축 한 문 기술 인력은 그다지 많

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해외 농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문기

술인력을 찾지 못할 경우 빠른 기간 내에 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후계인

력을 육성할 것인가가 요한 과제가 된다. 부분의 개도국의 경우 임  

수 이 낮은 단순노동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으나 몽골과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 자체가 어 해외농업개발사업을 규모로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상국 내에서 인력 조달이 힘들어 제3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안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규모 자본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시

행하는 사업인 탓에 험성 역시 높게 된다. 특히 ‘농장형’의 경우 생산기

간이 길고 자연조건에 향을 많이 받는 농업의 특성으로 인해 투입 자본

에 한 회수 기간이 길고 경 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진출을 주 하게 되고, 이들을 해외

사업으로 유도하기 해서는 정부의 인센티  제공이 필수다. 따라서 해외

농업개발이 국가 과제이고 여기에 특히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의 참여를 

진시키기 해서는 정부 인센티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최종 성과는 생산 는 유통 등을 통한 매출액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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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결정된다. 매출액의 크기는 다양한 매처와 한 매가격의 

확보를 가능  하는 마  능력에 달려 있다.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확보

한 농산물의 량을 국내로 반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상국의 시장은 

물론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듯 다양한 로를 확

보하기 해서는 범 한 사업네트워크 구축이 필수다.

3.2.2. 외부요인

  기업외부요인  상국의 지 여건과 련한 요한 것은 해외농장의 

입지를 포함한 인 라의 수 , 농업생산자재의 가격 수 과 구매의 안정

성, 무역  외환 규제에 따르는 추가 비용과 수출 규제의 가능성, 지 주

민  정부와의 력 계 등이라 할 수 있다. 생산자재  생산물의 물류

에 유리한 농장 입지, 도로․ 기․ 배수시설․산지 장시설․항만시설 

등 사회간 자본시설 수 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결정 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피가 큰 곡물의 특성상 정 규모의 벌크선 이용이 요구

되는데 이에 한 선 시설의 유무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외

농업개발사업의 상국이 내륙국인 경우는 철도와 도로 연결이 필수다. 

한 생산 는 확보한 농산물을 상국으로부터 반출할 때를 비하여 우리

나라는 물론 제3국과 검역 정을 사 에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농장 운 에 필요한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등 생산자재의 가격 

수 과 안정  공 선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안정 인 해외농장 경 은 물

론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수익성 확보에 요한 요소가 된다. 상국 내에서 

구매하기 어렵거나 지나치게 가격이 비싼 생산자재가 있을 때는 인 국이

나 우리나라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통 에 장애요인이 없는

지도 고려해야 할 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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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

  해외농업개발은 어떤 독특한 모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품목, 

지역,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므로 성공 모델도 다양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해외농업개발에 한 성공 모델을 수립하기 

해서는 먼  해외농업개발을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해

외농업개발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성공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다

양한 진출 략과 함께 가치사슬을 통제하는 여러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

3.3.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유형 분류

  선행연구51에 따르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유형을 (1) 로벌 가치사슬체

계의 통제 주체 (2)투자 방식 (3)진출 방식 (4)생산요소 이  방식 (5)추진 

주체 등으로 분류하 다. 김용택(2010)은 체 로벌 가치사슬체계를 

가 통제 리하는지 그 주체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①생산자 주도 유형 

②구매자 주도 유형 ③지원그룹 주도 유형 ④통합 유형으로 구분하 다. 

김완배(2010)는 해외농업개발의 투자 방식에 따라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생산요소 이  방식에 따라 농장형과 유통형으로, 추진 주체에 따라 민간

형과 공익형으로 구분하 다. 장세진(2010)은 해외농업개발의 진출방식에 

의한 유형으로 해외직 투자는 단독투자와 합작투자  M&A로 해외간

투자는 계약재배, 경 ( 리)계약, Turn-key operation 등으로 나 었다. 한

편, 성진근(2011)은 해외농업개발모형을 계약 농(Contract farming), 임

와 경 계약(Lease and management contract), 합작경 (Joint venture), 

후방산업과의 연계모형(Upstream & Down stream business links) 등으로 

나 었다.

51 김용택(2010), 김완배(2010) 등의 연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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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방식

  본 연구에서는 이 게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해외농업개발 유형

을 바탕으로 해외농업개발 성공 모델을 한 해외농업개발유형을 (1)직  

단독 투자 (2)합작투자(joint venture) (3)인수합병(M&A) (4)계약 농

(Contract Farming) (5)임 와 경 계약 농 (6) 후방산업과의 연계모형 

(7)포  모형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3.3.2. 직 단독투자

  해외직 투자는 소유 지분에 따라 100% 지분 소유를 하는 단독투자와 

투자 상기업의 주식 비 에 따라 합작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해외농

업개발투자를 통하여 지 기업의 경 에 참여할 때 진출하는 기업이 주식

을 100% 소유하면 단독투자이다. 합작투자를 택할 것인지 단독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해서는 투자 상국 정부의 규제, 지 시장정보 상

태, 투자 상국의 매망 상태, 투자 트 가 가지고 있는 경 자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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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한다. 특히 단독 투자 시에는 진입 속도에 한 필요성, 기술획득

의 가능성, 인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신설투자인지 인수 합병할 것인지를 

정한다.

  재 해외농업개발을 하여 해외로 진출한 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은 

직 단독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게 단독투자를 택하는 이유는 투자 

상국에서 한 합작 트 를 찾지 못하 거나, 합작법인을 만들었을 

때 여러 이유로 인하여 합작 법인에 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독투자는 합작투자에 비하여 투자의 험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농업개

발 상 지역으로 국가 험도가 높은 국가를 선택할 때에는 가능한 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3 합작투자(Joint Venture)

  일반 으로 합작투자를 하는 동기는 투자 상국이 법  제한조항으로 

국제합작투자를 강제하는 경우거나 투자 상국 정부가 제공하는 배당, 경

, 세제  외환 리상의 특혜를 받기 해서이다. 한 이 외에도 투자

자본의 감, 경 활동의 험 경감, 인 자원의 경감, 지 종합원의 사기 

양양, 지 상국의 렴한 노임 활용, 경제 력의 일환, 투자 상국과의 

계 개선 등을 이유로 합작투자를 한다. 부분 합작투자의 경우 투자기

업들이 50  50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농업개발 투자의 경우는 

지 정부의 이해가 민감한 부분이 많으므로 체로 지 기업이 51% 이

상, 우리나라 진출 기업이 49% 이하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합작투자는 사업 경 에 둘 는 그 이상의 주체가 참여하는 매우 다양

한 경 정이다. 각 참여 주체는 자본 출자나 토지  자연자원이용권 출

자 는 기술과 경  노하우 출자 형태로 참여하며 경 의 결과로 생산된 

이윤이나 손실을 출자지분에 의하여 배분한다.

  합작투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참여 주체들

은 비단 이익분배뿐만 아니라 사업의 소유권도 분배한다. 둘째, 참여 주체

들은 단순한 배당뿐만 아니라 개인 인 법 지 의 유지에 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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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부문의 합작투자는 소농들로 하여  농기업회사의 경 활동에 주

도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단 1회의 보상이나 지  는 

농장 매가격의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 된 경 이익에 한 분배

참여권을 제공한다는 에서 매력 인 사업모형이다. 그러나 이 모형의 의

도와 실제 운 하는 것 사이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다.

  합작투자는 모형이 가지는 융통성 때문에 농기업과 소농  지주 사이에 

상당히 넓게 보 ·운 되고 있다. 특히 이 모형은 열 와 아열 지역의 

소득국  소득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해당국 정부가 

자국의 농 사회와 소농들의 경제  기회를 제공할 목 으로 련 법률제

정과 함께 지원정책을 강화함에 따라서 보다 리 활용되는 추세이다.

  일부 합작투자기업은 상업  측면에서는 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컨  아 리카 가나의 코코아 농민조합인 쿠아  코쿠 농민조합(Kuapa 

Kokoo Farmers Union)은 국 무역기업인 트  무역(Twin Trading)과 소

규모 융기 인 오이코 융(Oikocredit)과 합작하여 디바인 콜렛 회사

(Divine Chocolate Company)를 설립하는 합작투자( 지의 지분 보유 45%)

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수년간 디바인(Devine)사의 매출액이 속히 증가

하고 있다52.

  남아 리카 연방에서는 1994년부터 2002년 사이에 정부의 지원 속에서 

50곳의 합작경 이 출 하여 고부가가치 원 농산물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 지역의 사업모델은 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 농하던 농가들을 고도

의 경쟁력을 갖춘 상업  농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되었다. 토지부

(Department of Land Affairs53)에서 권장되고 있는 표  모델은 정부가 지

역사회의 수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격을 지불하고 농지이용권을 

확보한 뒤 농기업 회사와 합작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통상 49%의 

지분이 이 의 토지소유자에게 배당되고 51%는 새로운 합작회사의 몫으

52 De koning, M and de Steemhuijsen Piters.B., "Farmers as Shareholders; A close 

look at recent experience, Amsterdam, Kit, Bulletin 390, 2009.

53 최근에 농 개발과 토지개 부로 명칭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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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당된다. 계약서는 농장 경 에 한 조건과 비용과 수익분배조건  

부분의 참여농가에 한 기술과 경 기술을 차 으로 이 하는 조건

들로 이루어져 있다54.

  합작투자는 참여 주체에게 좋은 조건의 배당을 부여하는 실질 인 상업

모형에 참여하여 가치를 지속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에서 이론 으로 훌륭한 모형이다. 그러나 농장 근로자의 지분에 한 

분배가 고용문제와 지속 으로 연계되어 농장경  의사결정에 한 권리

를 상실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심각한 비 에 직면하고 있다. 한 합작

경 은 생산체제의 요한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비생활과 

연결한 소규모 농활동과 련된 농 사회의 수요를 반 하지 못한다는 

약 도 있다.

  합작투자가 성공하기 해서는 강력한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는 합작경 을 한 기본 정책 틀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수행하는 요

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1)토지 등 자산소유자의 참여 유도( : 남아 리

카 지방자치구역 토지의 참여계획) (2)기업 운  상담과 지원( : 남아 리

카의 계약체결과 사업계획과 기술보  지원) (3) 개서비스와 시설설치 서

비스 제공( : 캐나다, 푸아뉴기니, 남아 리카, 말 이시아) (4)소농과 

토지소유기업의 사업 험성에 한 보장( : 말 이시아) (5)토지소유자의 

권리 확보를 한 리자( : 말 이시아)이다.

  합작투자의 유리성은 첫째, 소농과 지역사회에게 사업 제1 의 공동소유

자로서 사업경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요한 기업정보에 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둘째, 소농과 

지역사회는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분배받게 된다. 비록 개

별 으로 나 어진 지분이 작다고 하더라도 지분에 한 배당 은 요한 

54 Greenburg. S., "Thinking beyond share equity schemes in land reform; How 

bout going small?, The south African Civil Society, Information service, 22.Sep. 

2009.(The South African Civil Society Information Service; http://www.sacsis. 

org.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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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가치를 지닌다55. 셋째, 명백한 사업수행조건하에서 발생되는 기업 

이익은 법 ․정치 인 험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합작업체의 상표

의 경쟁력이나 국제  평 에도 요한 향을 미쳐서 사업 성장에 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넷째, 명백한 법  장치 속에서 자격이 부여된 합작 

트 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은 합리 인 분쟁해결과 조정을 가능하게 할 뿐

만 아니라 기업 외부의 간섭과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합작투자의 제약 조건은 첫째, 회계처리가 복잡해진다. 이 때문에 기업

들은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다른 종속 인 이해 계자에 한 배당을 이

기 하여 시장가격보다 낮은 매가격으로 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윤

을 쉽게 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액 지분 소유자의 배당 이 어들 수 

있다. 둘째, 합작투자가 성공 으로 운 되어 사업 확장을 해서 추가 자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새로운 투자가가 참여하거나 

기존 주주가 추가 투자를 실행할 때, 소액 주주가 충분한 추가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소액 투자자의 지분은 상 으로 어들 수밖에 없다. 셋째, 좋

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소농의 권리와 선택권은 작을 수밖에 없다. 컨  

남아 리카에서는 합작투자모델이 규모 상업  농시스템을 속화하

는 구실을 하고 있다. 넷째, 합작투자모델이 래할 험성은 비록 사업상

의 험  부채 배분률에 한 보험 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농

과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치명 인 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합작투자는 지역 토지 소유자의 농지를 출자자산으로 간주하

는 모델로 고정  장기임 료에 의한 임 경 보다 매력 인 안  선택

이라 할 수 있다. 한 공동  경제자산으로서 토지 이용을 허용하는 법률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토지 이용의 부가가치를 크게 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말 이시아와 남아 리카의 경험에

서 보듯이 합작투자모형이 성공하기 해서는 정부의 엄격한 감독과 지방

주주들의 높은 리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모형은 올바른 사업수행

과 법률  환경이 존재할 때 성공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다.

55 De Koning and de Stewnhuijsen piters(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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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모형의 사례 : 말리(Mali)의 Biocarburam, SA(MBSA)사의 사례 

   MBSA사는 말리의 3개 지역에서 4,000농가 이상의 소규모 자트로

 농가와 함께 일하는 민간기업이다. MBSA는 서부 아 리카지역 여

러 곳에 친환경 인 바이오 디젤 가공공장을 설립 이며, 농가들의 

농방법 개선을 해서 장지도를 통하여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트로 는 간작(intercropping)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존 농시

스템 속으로 고 들어 계열화 농체제로 자리잡고 있다.

  MBSA사는 Koulikoro지역의 생산자 동조합에 속한 지방농가들이 

20%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설립되었다. 참여농가들은 생산물의 

매를 통하여 직  이익을 챙겼으며, 나아가 상되었던 배당 수입에 의

한 증가된 지분배당 수입도 얻을 수 있었다.

  MBSA사는 탄소상쇄계획(Carbon offset scheme)에 참여하여 얻은 회

사 수입의 75%를 농가들의 역량강화 로그램에 투입하 다. 이 회사는 

네덜란드 정부의 신흥시장 력계획(Program for cooperation with emerging 

markets)에 의한 자  지원을 받았으며 회사의 주요 주주는 KIT(Royal 

Tropical Institute), 연 과 기타 지 생산자 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 Mali Biocarburant Company profile, 2009.(http://malibiocarbura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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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우리나라에서 검토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의 합작투자 모형은 <그

림 6-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간 주도로 라질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

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림 6-16>은 민간형으로 투자할 경우 해외농업개

발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하나의 사례로 보여 다. 먼  한국 내 민

간 기업  생산자단체, 해운회사 등이 출자하여 특수목 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한다. 이때 민간 기업이 특수목 법인의 출자 비

율을 51% 이상으로 하여 민간이 좀 더 주도 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정

부는 특수목 법인에 정책자 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특수목

법인이 투자진출국( 라질)에 지법인을 설립한다. 해외농업개발 투자

상국인 라질의 지법인은 곡물수집(계약재배, 매입)과 사일로 시설  

항만 엘리베이터시설을 확보(장기임  는 건설)한다. 특수목 법인에 지

분으로 참여한 단체는 각자 비교우 가 있는 사업을 담당한다. 를 들어 

생산자조합은 라질 지법인이 매입한 곡물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담당하고, 해운회사는 라질 지법인이 매입한 곡물을 한국으로 수입하

는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한 유통공기업은 가격조 기능을 해 수입하

는 곡물에 하여 라질 지 법인과 곡물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민간 기

업은 라질 지법인의 경 을 담당하며 수익모델을 구축한다. 이런 과정

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6-16>이다.

그림 6-16.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민간형 해외농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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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익형의 표 사례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필리핀의 복합 산업

단지(Multiple Industrial Complex, MIC)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재 검토

되고 있는 필리핀의 복합 산업단지(MIC) 조성사업의 특징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트 십(PPP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원조 단계에서 상호 

력 계를 구축하고 공 개발원조자 을 지원하며 련 기업과의 력 계

로 한국 정부, 한국 련 기업, 필리핀 정부, 필리핀 농가가 상생하는 모델

을 운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의 력방식(PPP)은 국가 간 의를 통해 확보한 외

국의 규모 농단지를 통하여 민간 기업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시설

을 설치하거나 종자, 농기계 등 연  산업에 진출하고, 정부는 ODA사업과

의 연계를 포함하여 외교  지원을 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해외농업개발 

방식이다. 민간은 농업  련 산업에 한 해외 진출을 확 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정부는 국가 간 력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며, 투자 상국은 농

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경제 발 의 기 를 

닦을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력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는 개발 분야는 농장개발, 계

약재배, 농산물 수집  수출, 농산물 건조  장시설 건설 등이 있다. 민

간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은 비료, 종자, 농약 제조시설 는 리 , 

농기계 사후 사(A/S)센터 운 , 미곡종합처리장(RPC)  사료공장 설치, 

양계  양돈 등이 있다. 정부가 꼭 해야 할 사업 가운데는 농업기술지원

이 포함된다.

  이 게 합작투자할 경우는 자본출자자, 토지  자연자원 이용권 출자

자, 기술 는 경 노하우 출자자로 구성되어 생산된 이윤과 손실을 분배

하고, 일반 으로 이익과 손실뿐만 아니라 사업의 소유권도 분배한다. 이

처럼 고 험사업에는 합작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나, 주어진 사업구

조 속에서 소농과 지역토지 소유자들의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하기 해서

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를 들면 소농과 지역토지 소유자가 

직면하게 될 재정 기를 타개하기 한 보험제도를 운 하다든지, 조림사

업 등과 같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단기 으로 생계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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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소농과 지역사회가 출자한 토지뿐만 

아니라 동반 출자된 유형, 무형의 기여물에 한 한 평가와 분배제도

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림 6-17.  해외농업개발 합작투자의 사례(공익형, 캄보디아 진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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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인수합병(M&A)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인수합병 방식을 택한다. 그 이유는 

신속하게 해당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신설투자의 형태

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독자 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수합병의 형태로 진출할 경우는 피인수기업이 지

니고 있는 공장설비, 부동산, 종업원, 랜드, 유통망 등을 한순간에 획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수합병 방식은 이미 그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므로 피인수기업이 갖고 있는 경 자원과 핵심역량을 일거에 

습득할 수 있고, 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 자원의 획득과 신규 사업의 진출을 목 으로 한 

인수합병의 경우 인수합병 이후의 통합 차가 인수합병의 성패를 결정짓

는 주요 요인이 된다. 기술과 마  능력 등과 같은 경 자원은 많은 경

우 피인수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형의 경 자원을 가진 종업원들이 기업을 떠나면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로벌 식량 기에 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식량조달시

스템을 구축할 정이다. 국가식량조달시스템 구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aT)가 주축이 되어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정이다. 이 에서도 가장 핵심 내용은 이들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가 

미국 등 해외 곡물유통시장에 참여하기 하여 미국 등 곡물회사를 인수하

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식량조달시스템 구축의 성공은 얼마나 효과

으로 기존 곡물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반 으로 인수합병의 차로는 1단계(인수합병 의 구성), 2단계( 략

 검토), 3단계(재무 인 기업가치의 평가), 4단계(인수합병조건에 한 

상), 5단계(인수 결정 후 통합 등의 단계)들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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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계약 농(Contract farming)56

  계약 농모형은 농가와 구매자 사이에서 사 으로 체결하는 다양한 

농산물 공 계약을 의미한다. 구매자인 회사와 지역농가( 는 농업인 단

체)사이에서 체결되는 공 계약은 해당 지역과 작물 종류  구매회사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뉜다.

  일반 으로는 지역 농가들은 특정 품질을 갖춘 특정 수량의 농산물을 합

의된 기간 내에 생산해서 구매자에게 납품하고 구매회사는 농자 , 종

자, 비료, 농약과 기술 등 직  생산요소의 사 지 을 최종구매가격 

지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선지 한다. 생산된 농산물의 구입단가는 

계약서에서 제시된 고정가격을 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가격 수

의 변화를 참고해서 결정하기도 한다.

  계약 농체제는 1930년 와 1940년 를 거쳐서 북미와 서유럽지역의 

채소통조림산업 분야에서 범 하게 채택되었던 농 방식이었다. 그 이

후 제2차 세계 이 끝난 이후 진행된 랜테이션 경 체제와 식민지경

의 재편 과정에서 많은 개도국이 이 방법을 채택하 으며, 농기업과 지

역농가 사이의 력체제(Partnership)의 구축을 한 유효한 사업모델로 장

려되었다. 이에 따라 계약 농은 농업 분야의 성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

례모형으로 1981년 발간된 세계은행의 ‘Berg Report’에서 인정되기도 하

다57.

  계약 농체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5개의 형태

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58. (1)고집 형 모형(Highly centralized model): 한 

56 성진근, 해외농업개발국제규범, 2011.

57 Little. p. d. & Watts. M. J(1994), Living under Contract; Contract Farming and 

Agrarian Transformation in Sub Saharan Africa, Medison, Univ.of Wisconsin 

Press.

58 UNCTAD(2009), World investment report-Transitional corporations, Agricultural 

Production and Development, Geneva,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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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농기업회사가 다수의 소농들로부터 품질과 수량에 한 철 한 리

와 통제를 통해서 생산물을 구매하는 사업 모형 (2) 추지역 모형(Nucleus 

estate model): 농기업회사가 계약재배농가들을 랜테이션 농장생산에 직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통합시키는 모형 (3)다자  모형(Multipartite 

model): 지역농가들이 농기업회사와 지역경제주체(정부기 , 지역회사  

지역농가 동체 등)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작투자기업과 다자 계약하

는 모형 (4)비공식  모형(Informal model) : 계 으로 종자와 비료제공

조건으로 농산물 구매를 합의하는 비공식 인 구두계약 모형 (5) 개인 모

형(Intermediary model): 농기업이 개인과 계약하고 개인은 계약 이후 

많은 농가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모형 등이다.

  계약은 문서 는 구두로 이루어진다. 문서 계약은 양식과 내용 면에서 

방 할 수 있고 간단한 핵심 내용만 기재할 수도 있다. 컨  남아 리카

의 사탕무 농장계약서는 24쪽에 달하는 구체 인 약내용이 담겨 있는데 

반하여 온두라스의 사탕수수농장계약서는 불과 2쪽 반의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

  계약 농체제는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역, 즉 농작물과 과

수, 채소 분야, 가 , 낙농 분야  수산 분야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 해왔

다. 이에 따라 계약 농을 통한 생산량이 해당 국가 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컨  라질의 가 육 생산량의 75%와 베트남의 

90%의 면화와 50%의 차  40%의 이 계약 농체제를 통하여 생산되고 

있다. 한 냐의 60%에 해당하는 차와 설탕  모잠비크의 100% 목화

가 계약 농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다59. 자트로 와 같은 바이오 연료 농

작물 생산에서도 계약 농체제가 확 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계약 농체

제는 부패되기 쉽고 노동집약 인 작물 생산에 효과 인 생산체계이다. 왜

냐하면 이들 작물은 계약된 수매자 이외의 다른 안 시장을 발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Development.

59 UNITAD(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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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농체제는 주로 농기업과 소농 간 직  상에 의해서 탄생되지만 

정부의 역할도 필수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계약 농체제가 법

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계약법규에 맞게 계약체결을 도와주고 

농 지역의 생산자들이 동조합형태로 조직화될 수 있도록 법 ․제도  

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통해서 계약 농체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표되

는 성공 요인을 확보할 수 있다. 첫째, 농기업과 소농 간 거래교섭력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둘째 수많은 농가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일 수 있다. 특히 지역의 능력이 취약할 때 정부는 사업경 상의 

는 지역조직화 능력의 강화를 해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융

지원과 세 감면조치 등 정책 지원도 기업을 계약 농체제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  역할을 한다60.

  계약 농체제의 유리성은 참여회사로 하여  토지 획득과 규모 랜

테이션 경 과 련한 상업   정치 인 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 

품질 수 의 생산물을 규칙 으로 확보 가능하게 한다. 한 고부가가치의 

노동집약 인 농산물의 생산의 효율성을 랜테이션 경  시보다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계약 농체제는 개별 농부들에게 농업신용과 종자 등 자재 

 인 기술에 한 보다 좋은 근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계약

농체제는 수익성이 높지만 시장 근기회가 제한된 고부가가치 작물에 한 

소농들의 근 기회를 높이고 시장 험을 임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소농들의 농업경 기술능력 개발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계약 농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약요인도 있다. 첫째는 모든 사업

상거래가 특정 분야의 개인  거래에 의존해 이루어지므로 소농들은 상

력이 취약하여 최선의 거래 조건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둘째, 계약재배방

식은 실 으로 실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가격이 계약가격

60 Gio. H., Jolly. R. W. and Zhu. J.(2007,; Contract farming in China ; Perspec-

tives of farm households and agribusiness firm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49; pp. 2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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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을 때 농가는 시장 매를 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

의 입장에서는 불충분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수량과 품질 수  때문에 공

부족 상에 직면할 수 있다. 넷째, 수많은 농가가 계약에 참여했을 경우에

는 이를 리하기 한 업무 비용이 매우 높을 수도 있다. 다섯째, 기업이 

과다한 부채 때문에 농가로부터의 수매 가격을 지속 으로 낮게 책정할 경

우 농가들은 부채의 굴 에 빠질 수도 있다. 여섯째, 엉성하게 마련된 상품 

인도계획과 품질기 에 의해서 회사가 농가에게 불리한 시장 조작

(manipulation)을 할 수 있다. 일곱째, 회사가 획일 으로 제공하는 농업생

산자재의 품질이 열악할 수 있다.

  결론 으로 계약 농체제는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컨  가공공

장 운 을 통하여 부녀자를 포함한 지역의 잉여 노동력의 고용증 가 이루

어지게 된다. 그러나 계약 농체제는 지역농업의 문화를 실 시킬 수 있

는 최소한의 지역역량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하여 소농들이 계약 농체제

에 참여할지 여부의 결정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안을 갖고 있는지 여

부에 달려 있다. 진취 인 농부들은 계약 농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보수

인 농가들은 재의 농방식에 집착하면서 단지 농자재의 공 이나 

보장된 농산물의 로에만 심을 나타낼 뿐이다.

  농기업들은 리업무비용을 이기 하여 가능한 한 많은 농가가 계약

농체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계약서에 포함된 농방법은 매우 엄격하

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 농가는 체 농장경 의 의사결정에 한 

참여권이 배제된 채 결국 자신소유농장의 농업노동자 신세로 락하게 된

다. 한, 계약 농체제는 농지권의 이동에 해서는 직  련이 없는 것

이 통례이므로 농지권의 변화는 장기 으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

다. 아울러 계약 농체제 하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통 으로 여성노

동력에 의해서 운 되어 왔던 식량작물생산을 잠식함으로써 지역의 식량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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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농의 사례: 베트남의 LUVECO 청과회사의 사례

  LUVECO회사는 국 투자(55%)와 베트남 정부 투자(45%)로 설립

된 회사로 채소와 과일통조림을 러시아 등 1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

며 생산량의 20%는 내수용으로 매된다.

  LUVECO회사는 1986년부터 베트남의 Nam Dinh 주의 20개 농민조

합과 계약재배 농을 통하여 원료 농산물을 공 받고 있다. 계약 농 

이 에는 농가는 주로 벼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오이, 토마토, 단옥수

수 등 작물 종자를 회사가 도입해서 투입자재와 안정 인 가격제공  

기술교육 등을 시행하면서 농가의 작물 재배 환을 유도하 다.

  계약 농방식은 농가에게 보다 높고 안정된 소득과 기술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농가로부터 크게 환 을 받았다. 계약 농체제하에

서 회사는 종자, 비료 등 농업자재를 공 하고 그 은 구매가격에서 

제외하 다. 회사는 크기, 모양, 견고도 등에 한 엄격한 품질조사과정

을 거쳐서 생산품을 수매하고 수매 규격에 미달되는 상품은 수매를 거

부하 다. 

  이 회사의 계약 농시스템은 20년에 걸쳐서 지속 으로 확 되어오

면서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05), 30 Cases of Contract Farming ; An 

Analytical Overview, Manila.

3.3.7. 임 와 경 계약(Lease and management contract)

  임 와 경 계약 모형은 농장경 회사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빌려서 

농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약을 성사시키기 해서 고정

인 토지임 료 지불 형태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이익배분모델이 계약에 포

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경 계약은 범 하게 용되고 있다. 컨  농기업회사가 랜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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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경 하기 하여 규모 토지 소유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표 이다. 

토지 소유자는 개인이나 회사 는 국가 련 단체(공기업)일 수가 있는데 

소유권 보유 는 장기 임 권 확보 등의 형태로 토지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는 특히 토지 소유자가 소농이거나 지역사회일 

경우에 임 와 경 계약이 문제가 된다.

  임 계약은 고정 인 지 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 인데, 경 계약은 다

양한 이윤분배모형에 기 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 특히 경 계약은 

토지의 획득보다는 다양한 리계획에 주안을 두고 있다. 농지는 지역사회

나 개별 소유자의 재량에 의해서 경 되지만 계약에 의한 농장 경 자는 

농장소유자가 임한 표 자격으로 농장 경 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 임

와 경 계약은 토지 소유자와 농장 경 자 간 다양한 수익과 험배분방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은 네가지 모형이 표 이

다.

  (1) 고정지   지불(Fixed cash rent): 농지 임 자와 농장운 자 간

토지면 당 임 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농장을 경 하는 경우

  (2) 이윤 분배(Profit sharing): 농장 경 자와 토지 소유자가 합의된 공식

에 기 해서 농장 생산액에서 발생한 경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3) 생산물 분배(Sharing of the crop or livestock produced): 농장 경 자

와 토지 소유자가 생산된 농산물을 분배한 뒤에 자기 몫의 농산물에 

한 보 , 유통의 책임을 지는 경우

  (4) 혼합형(Custom blends of the above): 일정 지역 내에서 다수의 농장

을 운 하는 농업경 회사는 농업생산자재의 량 구입과 품질 리, 

가공, 유통 등 분야의 공동경 을 통하여 규모경제를 실 할 수 있

다. 한 지역의 , 휴양지 면허의 취득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에

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각 경우에 의 임 와 경 계약 모형들을 용하여 경 하는 농

장경 약은 농지소유자와 농장경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농업성장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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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높은 국가들 즉, 미국, 라질, 호주, 캐나다, 남아 리카 등지에서 지

배 인 경  형태이다. 략 40% 이상의 미국 농가가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서부 옥수수 생산지역인 미시시피와 미주리 주  캘리포니

아의 개원 지역에서는 50% 이상의 농가가 경 약의 형태로 농장 경

을 하고 있다.

  임 와 경 계약체제의 유리성은 첫째, 경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 쉽게 

실행가능하고 경제 인 지속성이 높다. 둘째, 경 계약은 소농과 지역사회

의 지주에게 보다 높은 수익과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경 계

약은 농장경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탄소시장이나 과 같은 비농업  

농지 이용 방식에 한 새로운 근 기회를 지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임   경 계약모형의 제약 조건은 첫째, 일부의 경 계약은 장기토지

임 와 매우 유사한 기능이므로 장기임 계약에서 유발되는 동일한 문제

을 소농 등 지주에게 강요한다. 즉, 시장가격의 변동을 무시하는 고정 수

익배분계약을 재 상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지역농지소유자에

게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과 이 때문에 지주는 사업의 경 참여자

로서의 기능보다는 수동 인 임 료 수령자의 역할에 머물게 된다.

  둘째, 지역의 지주들은 일반 으로 체 농장 경 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다. 이 때문에 농장의 상업 농과 소농들의 생계유지를 한 농

을 결합할 수 있는 농체제의 지속성이 받게 된다.

  그리하여 임   경 계약모형의 기회와 도 과제란 첫째, 소득국가

에 농업 투자에 있어서 임 와 이익분배모형을 결합하는 안 모형은 앞으

로 보다 다양하게 확장되어 용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 등 선진

국에서 이미 성공 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소득국의 실정에 합

한 다양한 모델이 앞으로 개발․ 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개도국의 지주 입장에서는 경 계약기간은 재검토와 재 상이 가

능하도록 단기간으로 체결하는 것이 좋다. 장기계약은 토지에 한 지주의  

통제권리를 세 를 거쳐서 잃게 할 수가 있다.

  셋째, 다수의 농가 참여에 의해서 결정된 농기업회사의 농경 체제는 

실업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농업 기계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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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경 계약모형의 사례: 푸아뉴기니의 New Britain Palm 

oil LTD.(NBPOL) 사례

  NBPOL은 푸아뉴기니에서 가장 큰 팜농장 경 자인 동시에 팜오

일 제조업체이다. 이 회사는 4만㏊의 랜테이션을 지역사회와의 경

계약형태로 경 하고 있다. 푸아뉴기니의 지역사회가 NBPOL과의 

농장경 약에 참여하기 해서는 NBPOL의 력을 받아서 농지합병

그룹(ILG; Incorporated Land Group)에 등록하는 차부터 거쳐야 한다. 

  ILG는 경 원회와 분쟁조정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등록된 농지

에 한 이용권을 조사한 뒤 주정부에 합의된 기간 동안 등록된 토지의 

임 경 동의서를 제출한다.( 푸아뉴기니 농지의 97%는 지역공동체 

소유이다.)

  동의서를 받은 주정부는 이를 특별농산업임 (Special agricultural 

business lease) 조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ILG에게 허가한다. 이것이 소

 lease-leaseback 경 약모델로 지역사회가 농지 경 권을 농기업

에 이 하는 표 화된 방법이다. 공식 인 정 과정을 거친 후 ILG는 

보통 20년의 기간을 가진 농지경 약을 NBPOL과 체결한다. 

  ILG에 의한 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임 료는 경작면  ㏊당 19USD이며 분기마다 선지 하는 조건이

고 월별 수확될 생과(Fresh fruit)의 NBPOL 몫에 한 월별 사  

한 고생산성 실 농장은 지역이 제공하기를 원하는 다수의 희망근로자 

에서 소수의 고숙련 노동자의 고용만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가 상승

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작물분배나 이윤분배에 기 한 경 계약모형은 농

기업에는 안정된 이윤창출기회를 주고 지주에게는 보다 좋은 수익을 제공

한다는 에서 고정임 료에 의한 임 경 체제를 발 시킨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이 가진 바 상 인 단순성을 향상시키면 발

 가능성이 높은 잠재성이 큰 모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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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통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한 NBPOL은 지역 거주자에 한 

고용기회 제공과 다양한 우 조건 등을 제공한다.

자료 : New Britain Palm Oil Ltd(http://www.nbpol/com.pg)

Mayers. J. and Vermeulen. S.(2002)), From raw deals to mutual gains; 

Company-community partnerships in foresty, London IIED.

3.3.8. 후방산업과의 연계모형(Upstream & Down stream business links)

  후방산업과의 연계 모형에서 농기업들은 농업생산활동에 직  참여 

없이 농산물 공 사슬의 처음과 끝 부분에서 소농의 생산활동에 기여하면

서 사업 기회를 찾기도 한다. 방흐름의 는 종자, 비료, 농약, 미소(微

) 융, 보험, 자문 등 생산자재와 사업서비스의 공 활동과 련한 활동

이고 후방흐름은 특화된 도매와 소매유통  가공활동과 련된 활동이다. 

방흐름에는 지방기업들로 하여  그 지역에서 운 되고 있는 농기업체

에게 생산자재와 서비스를 공 하는 약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데, 지역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한 정부 정책의 권유가 유효한 권장 수단이 된

다. 후방흐름에도 농민 소유 기업을 포함한 지방기업이 가공, 장, 수송 

 도매사업 운 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모형은 각 사업 분야와 지역 간 상호의존성에 따라서 차별성

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컨  농가 소유와 참여에 의한 낙농 제품 

가공산업은 인도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나 라질에서는 기업 단독 

는 주도 이다. 바이오 연료 생산은 가공과 정제를 한 높은 자본비용 때

문에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조직의 참여는 거의 실 되지 않는 것이 일반

이다.

  방과 후방흐름의 사업연계모형은 매우 다양하고 폭넓게 용되고 있

다. 이 모형에 포함된 사업 유형의 성장에 요한 향을 미치는 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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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세계 표 화와 품질 인증  공정무역의 진  : 

세계 우수농산물 리제도(Global GAP)에 의한 식품표 화가 용되는 품

목과 지속 인 생산을 한 자발  품질인증제도가 용되는 품목(팜유, 

콩, 목화, 목재, 펄  등)  공정교역품목(커피, 차, 포도주, 바나나, 화훼

류, 목화) 등은 여러 시장에서 모험  합작투자업체가 시장 유율을 높여 

가고 있으며 소농에게는 우 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

라서 기업들은 농부들에게 생산품의 표 자격을 획득하게 하고 이를 계속 

유지하기 한 비용 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모형에 근하고 있다61.

  (2) 품목별로 문화된 개기업의 출 : 과거에는 간상인의 역할이 

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품목별로 소규모 농가들로부터 량으로 농산

물을 수집하여 규모 소매유통업체와 직거래하는 문화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출 하고 있다. 문화된 개기업들은 다수의 농가와 계약을 맺고 

엄격한 품질과 생기 을 지키면서 거래비용을 이는 일을 성공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도  농가들과는 투입자재 구입과 생산물 매

를 결합하는 모형으로 발 시키고 있다. 

  (3) 수확, 수송 등 분야에 참여하는 지방의 소규모 계약자 활동 증가: 

농업 생산과 가공산업에 참여하는 농기업회사는 지방기업에게 수확, 수송, 

조달 등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경제  가치를 유지․향상시키는 데 매우 정 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

나 농업과 임업생산활동 분야 에서 외주계약(Outcontracting)에 의한 정

규직 고용자(Fulltime employees)의 감소는 농기업회사나 하청기업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취약한 임  고용을 늘리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62.  

  후방산업과의 연계모형의 유리성은 첫째, 소규모 농가와 농기업 모두

에게 새로운 시장, 특히 고부가가치의 틈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61 Borot de Battisti. A., et al.(eds), Standard bearers: Horicultural exports and pri-

vate standards in Africa, London, IIED(http://www.iied.org)

62 Clarke. J. & Isaacs. M.(2005), "Forestry Contractors in South Africa; What role 

in reducing poverty? Cape Town, Programme for Land and Agrarian Studies, 

University of Western Cape and London, IIED.



294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경 성과 분석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지역의 비농업 소규모 기업들에게 수송, 세척, 조

달 등 부문에서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다양화하고 여성들

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농기업 회사에게 사업 참여와 가치사슬

의  과정에 한 재투자를 통하여 지역경제개발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후반산업과의 연계모형의 제약조건은 첫째, 농기업회사가 지역의 소

매유통과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지역의 통 인 소규모 기업의 설

자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 둘째, 고용의 외주화에 의한 가내고용의 체는 

기존 소규모 경 자의 산과 함께 고용계약기간의 단기화와 임 화 

상으로 인한 해당 지역 수 의 경제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고부가가치시장의 형성은 통  시장의 퇴출과 이에 따른 소규모 경 체

의 재정  손실을 래한다. 소규모 농가  지역의 소규모 경 체는 국제

시장 수요의 속한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효율 으로 변하기가 어렵기 때

문이다.

  그리하여 후방산업과의 연계모형은 소규모 농가가 국제시장의 표 에 

근하기 해 역량을 강화하기 한 계속 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기업들을 내모는 신에 그들과 동반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기 하여 문화된 도매업자, 유통업자,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식품시장은 거 한 집 화와 문화  수직  통합체제를 향해서 발

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문화된 사업 기회도 커지고 있다. 컨

, 라질, 이스라엘, 인도의 농기업 회사들은 규모 랜테이션 경 체

제로부터 농업기술 개발분야와 개시설 공 분야  개량종자 개발분야

(GMO 는 유기농종자), 그리고 가공시설 분야로 차 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된 개업자들은 수직 결합된 도매회사로의 변신

과 확장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소농들이 새로 확장되고 있는  시장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한 유인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기 과 정

책의 역할은 정부의 정책흐름을 개선하고 기술 신을 진시키며 교육기

회를 제공하는 일이 가장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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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산업과의 연계 모형: 인도의 Hariyalli Kissan Bassars 사례

  2002년에 설립된 Hariyalli사는 인도 농부들을 상으로 One-stop- 

shops 체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7년 재 Andhra Pradesh, 

Madhya Pradesh, Uttar Pradesh, Haryana, Uttarkhand, Panjab주 등지에

서 75개의 포를 개설하고 있다.

  이 사업 모형은 지역의 농가들로부터 생산자재를 구입하고 생산물을 

매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One-stop-shop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매상품은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트랙터 부품, 사료 등이고 매자

는 농업교육을 받은 문가로서 특정 상품의 매 진과 련 없는 농

업기술이나 정보를 농가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한 ICICI은행과 제휴

하여 각 포에 은행지 을 개설하여 작물과 생명  일반보험업무와 

함께 농업신용카드(agricultural creditcard)를 발 함으로써 농가의 계

인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신용( 출)창출 기능도 수행하고 있

다. Hariyalli사의  다른 제휴업체는 Bharat Petroleum사로서 이 회사

는 동사가 운 하는 지역의 각 포에서 농기계용 연료를 농가에게 

매하고 있다.

  Hariyalli사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농산물 구매가격결정방식을 사용한

다. 하나는 , , 콩, 버섯 종자를 생산하는 공인된 개인상품(Private 

label)에 의한 최고 가격의 랜드농산물 계약 농가격이고 두번째는 

편이식품업체 공 용 감자 등과 같은 특별채소품목의 계약가격이며 세

번째는 과 같은 장시장구매품목 가격이다. 표 인 포의 연간 

수입은 120만USD에 달하고 개설 이후 재까지 연간 25%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지

역의 통 인 사업장들은 축되어 쫓겨나고 있다.

자료 : Bell. D. E., Sanhavi. N., Fuller. V. and Shelman. M.(2007), Hariyalli 

Kisaan Bazzar : a rural business initiative, Case study N2508012, 

Havard Business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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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포 (Inclusive) 모형

  최근 들어서 국제  농업투자의 새로운 심은 규모 농지 확보투자문

제로 쏠리고 있다. 선진국 기업에 의한 규모 농지 확보를 한 투자가 

개도국의 토지 수탈로 비쳐져서 UN이 천명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63, 특히 개발 한 국제  력체제의 개발

(MDG 8 aims to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to development) 정신에 

배된다는 국제  우려가 차 커지고 있다.

  한 2000년  들어서 아 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동유럽지역에서 

규모 농지 확보를 한 외국 투자가 빠른 속도로 확 되었는데, 농지 확

보는 농지 매입 는 지역사회나 지방정부의 소유 농지에 한 장기임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규모 농지이용권의 이동 상에 해서 ‘토

지수탈’이란 국제 인 논쟁이 발된 것이다.

  농업 부문에 한 투자 증가는 GDP 성장과 정부수입증가 등 거시  수

의 이익을 유발하고 지역의 생활수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

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자는 자본과 기술의 투입 증 를 통해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외에도 농  인 라 개선을 통한 시장 근기회의 확

를 통해서 농 지역의 경제발 을 진시키는 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에 한 국제  심의 증 와 함께 투자 유치

에 심이 높은 수원국 정부의 토지권에 한 근기회의 확 조치가 진행

될수록 농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생계가 달린 토지와 물, 그리고 가축의 

방목권에 한 근 권한을 잃게 될 험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투자 원칙을 존 하면서도 투자

63 2000년 9월 세계지도자들이 서명함으로써 탄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①

빈곤과 기아퇴치 ②기 교육 성취 ③성  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④어린이 

사망률 감소 ⑤산모건강 증진 ⑥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⑦환경  지속

성 강화 ⑧개발 한 구체  트 십 구축 등 8개 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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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제성과 식량안보잠재력 향상 등 공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천

인 투자사업모형(Business model)의 개발과 용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 으로 규모 토지 확보를 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포  농업투

자방식에 한 심은 상 으로 은 편이었다. 포 인 농업투자방식

에는 외부의 농업 부문 투자 주체와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  지역사회와

의 동 인 농업개발방식이 주를 이루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계약 농조

직 형태나 모험  합작사업, 투자 주체와 지역사회와의 경 계약, 그리고 

새로운 공 사슬(Supply Chain) 형성 등의 형태들이 포함된다.

3.3.10. 포  모형과 농산물시장의 속한 구조 변화

가.  농산물시장의 구조변화와 포  사업 모형

  해외농업투자사업은 투자 주체(농기업)와 지 주체(토지소유자와 운

자)간의 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요한 향을 받게 된

다. 즉, 두 주체 간 소유권과 경 권의 분배 문제  험성과 수입의 배분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고 운 되는지에 따라서 사업수익모델의 추진 성과

가 좌우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포  사업 모형(Inclusive business model)64이란 공정하고 정

당한 조건으로 두 주체가 조해서 수행하는 사업모델을 의미한다.

  포  사업모형은 핵심  경 자산의 소유권 분배, 합작회사의 공식화, 

이윤분배 약, 농계약, 부락토지의 임 와 경 계약 등 범 한 정

을 제로 하여 추진된다. 어떤 사업모형은 지역 토지 소유자의 참여를 제

한하는 방향으로 규모 농장경 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모델은 소농들

을 가치사슬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규모 농장경 을 지향

64 지속 개발을 한 세계사업 원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는 소규모 생산자나 세기업과 가치를 공유하는 다양한 사

업모델을 포  사업모델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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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많은 사업모델들은 지역의 참여를 확 하는 모델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여 히 지역의 참여 폭을 제한하거나 지역과 거의 연 성이 

없는 독립경 형태를 추진하고 있는 모델도 없지 않다.

  농업 투자의 사업모형은 식량, 연료, 섬유  기타농산물 생산에 참여하

는 모형과 농업생산을 한 방흐름(Up stream)에 속하는 투입자재, 기술, 

문지식, 농방법과 련된 모형  후방흐름(Down stream)에 속하는 

가공, 분배  서비스 분야에 련된 모형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농업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 소농과 투자자 간 조 계가 요한 

내용이 된다.

  역사 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흐름을 보면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유럽, 미국, 일본 등 일부 나라의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부분의 개도국에 한 농업 투자는 규모 랜테이션(Large scale plan-

tation) 설립과 운 에 치 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  이후에는 아 리카 

국가들의 독립과 민족주의의 확산  남미지역 국가들의 토지 재분배 정책

이 진행됨에 따라서 규모 농장 설립과 수직 통합에 의한 지역의 농장 

속화보다는 지역 생산주체와의 장기계약체결에 의한 사업모델의 개발로 

차 환하기 시작하 다65.

  한 이러한 정치 인 동기 이외에도 경제  동기가 농기업들의 직  

생산 참여에 한 심을 하시키고 있다. 최근 20~30년간 농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가공과 유통 부문에서 주로 발생한 반면에 경 상 험은 주로 

기본 인 농업생산 부문에서 발생하 다66. 이러한 경향이 농기업으로 하

여  농용 투입 자재 분야와 종자, 농기계 분야 등 가치사슬의 방흐름

65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Transnational Corporations, Agricul-

tural Production and Development, Geneva, United Nation Conference in Trade 

and Development

66 Selby. A.(2009), "Institutional Investment into Agricultural Activities; Potential 

Benefits and Pitfall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Land governance in 

Support of the MDGs; responding to new challenges", Washington DC, World 

bank 9-10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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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stream) 활동과 가공, 유통과 같은 후방흐름(Down stream) 분야에 집

하도록 유도하는 신에 농산물의 생산은 지역생산자와의 계약생산을 

통하여 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생산주체와의 장기

계약을 통하여 농작물을 확보하는 것은 규모 농장을 직  경 하는 것 

보다는 농산물 가격변동 응에 훨씬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계

약조건을 재 상하거나 심지어 계약 계를 종료시키는 행 마 도 토지소

유권을 원래 소유자로부터 이 받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나.  포  사업모델의 략  요성

  최근 몇 년간의 추세는 수요 측면과 공  측면의 향을 받아 거 한 수

직 통합에 의한 농산업경 이 추진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규모 농지확

보행 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컨  멕시코와 

냐의 원 농산물 수출산업이나 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낙농산업의 경우에

서와 같이 소규모 농장들을 모아서 규모 경 체로 환하는 과정에서 

규모 생산체제를 구축하기가 외 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규모 토지확

보가 진행되기도 한다67. 이러한 경향과 련해서 개도국의 규모 토지확

보에 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심이 집 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개발 잠재력이 높은 개도국 정부들은 해외 투자가들의 농업개발투

자를 극 으로 유치하기 해서 노력하고 있다. 심지어는 농지를 유휴지

(idle land)로 특별히 인정하는 차를 거친 뒤에 해외 농기업에게 이를 배

분하기도 하는 경우마  생기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식량 수입국 정부들은 국민식량안보 략 차원에서 해

외농지 확보를 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의 ‘해외농업투자를 한 압둘라왕의 지원시책(King Abdullah Initiative 

for Saudi Agricultural Investment Abroad)’은 식량안보를 강화할 목 으로 

67 Reardon et al(2009), Agrifood industry transformation and small farmers in de-

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37: 1717～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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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되는 농업 생산 잠재력이 높은 나라에 한 사우디기업의 농업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상 품목은 , , 보리, 옥수

수, 사탕수수와 목  외에도 축산물과 수산자원까지로 망라되어 있다68.

  비록 시장 변화와 정책 지원에 의해서 개도국의 농지 확보나 장기임  

행 가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 확보를 

한 규모 인 투자는 투자 주체와 수혜국가 모두에게 험성이 높다

  한 투자 상국의 국민 입장에서는 규모 농장(plantation)모델은 과

거 식민지 시 로의 회귀로 인식되기 때문에 경제 으로는 불평등하고 정

치 으로는 불쾌한 행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 99년에 달하는 장기

간에 걸친 토지 임 를 포함하는 형 인 규모의 장기 토지수용( 는 

이용) 약은 통 인 농 사회의 발 을 억제하고 소농들을 수세 에 걸

쳐서 축출하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 규모 농장 조성을 한 토지 장기이

용권 이  약은 지역주민들의 작물경작과 양축 등 통 인 농업 생산활

동을 지속 으로 축시키면서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생 인 능력과 회복력을 거꾸로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한 토지권 이  약에 지의 참여가 보장된 경우에 있어서도 

농 지역사회나 소농들은 높은 수 의 보상을 요구하거나 사업추진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 개에 한 강력한 책을 요구하기에는 

상 교섭력이 지나치게 취약한 실정인 것이다69.

  따라서 규모 랜테이션 사업모델 신 기존 소농과 지역사회에 기회

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도 경제 인 사업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안농업

투자사업 모델의 모색이 단히 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하

여 규모 농장 조성과 운 에서 차지하는 지역사회의 소농들의 상과 역

할도 달라져야 한다.

68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 http://www.mofa.go.sa/

69 Vermealen. S. and Cotula. L.(2010), "Over the heads of local people;con-

sultation, consent and recompense in large-scale land deads for biofuels projects 

in Africa", Journal of peasant studies(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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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인 규모 랜테이션 조성의 경우와 달리 단순한 보상정책의 

상자로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로서 활동하면서 투자 주체들에게 측 가

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투자사업의 성장을 해서 험성을 이는 

트 로서의 역할을 소농들이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포  개도국 농

업투자사업 모델의 략  요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보다 엄격해지고 있는 국제 인 해외농업투자원칙의 제정과 용

에 응해 한국도 해외농업투자사업의 안 인 추진 방향을 선택해야 하

기 때문이다.

3.3.11. 포  농업사업 모형의 형태와 특징

  규모 경 체와 소규모 경 체를 연계하는 사업 모형은 지난 수십년동

안 실제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도 익숙한 형태이다. 다음에 

거론되는 다양한 사업 모형들은 단독 모형으로도 용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지의 투자 여건과 용 가능성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이 결합되어 

용될 수 있는 형태들이다. 컨  소농 경 체는 유통 심의 농기업과 

합작사업 형태로 새로운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데 이는 법 으로 특수부문

사업주체와의 경 약을 체결한 트 십 체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포  사업 모형은 둘 이상의 참여 주체가 결합되어 이루어진다는 특성

이 있다. 가치사슬의 부문별 용역서비스 제공자, 계자, 자 제공자, 다른 

민간운 자 등은 계획의 성공 인 수행에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 

정부지원정책과 함께 정부의 사업에 한 직  참여 정도는 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기 가 되는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농산물 가치사슬에 지역의 소규모 경 체와 지역사회가 포함되어 있는 

일반 인 사업 모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차별화되고 구

분될 수 있다.



302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경 성과 분석

토지소유주체

생산주체
소농 는 지역사회 농기업

소규모농가 (계약재배) 소작경 과 생산물 분배

농기업 경 약 는 합작사업 (노동력 확보) 

가.  토지소유자와 농장경 자 간 경쟁 계

  가장 먼  토지소유자와 농업생산담당주체와의 계에 의해서 가장 단

순한 사업모델이 개발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경우는 상업  농작물을 생

산하는 농기업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장기 임 한 경우와 농지가 소농을 포

함한 지역주민들의 공동소유인 경우로 나  수 있다.

표 6-39.  토지소유권자와 농장경 권자에 의한 기본 인 포  사업모형

나.  농업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수직 통합의 정도

  농산물 가치사슬은 수직 통합의 정도에 의해서 크게 변동한다. 가치사슬

의 최종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은 부분의 농산물과 축산물

에 해 엄격한 식품안 수 과 건강에의 합성  배송의 시간  성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생산자와 가공․유통회

사 간 높은 수 의 력 계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 상품을 출하하기를 원하는 소규모 생산자

로 하여  체 농산물 생산 방식에 걸쳐 보다 많은 구매자( 문화된 도

매․가공․소매업자)의 통제를 받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경 형태가 수직 

통합체제이고 소농들은 가치사슬의 단계별로 조체제를 갖추거나 완 한 

수직  통합체제를 지향하는 사업 모형을 선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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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0.  수직 통합의 수 에 따른 사업 모형

수직  통합의 정도

 
약한 정도                                  강한 정도

 가치사슬 단계별 조           수직  통합

사업 모형 구매 약, 계약 농, 경 약 생산과 유통의 완  통합 

다.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가치사슬의 각 단계와의 련성

  주로 특정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과 련해서 가치사슬에 포함되는 차별

화한 비즈니스 모델을 용할 수 있다. 표 <6-41>은 바이오연료 생산의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범 를 보여주는데 자본집약 인 가공

시설 운  주체에 한 소농들의 의존성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농산물의 후방흐름과의 연계 계 조성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용될 수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high technology) 투자를 비롯

한 토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농업부문투자주체(Non land based)에게 좋

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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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농(Farming) 

→

 도정(Milling) 

→

정제(Refining) 

→

유통(Marketing) 

→
 최종소비

소규모의 

소유자와 

기업을 

포함하는 

사업방식 조정

외부 탁재배

(Outgrower)

구매 약

토지임

작물분배

합작사업

동사업(Coop

erative mills)

소유권 분할

지역소비를 

한 소규모 

시설

형 정유공장 

는 

유통업자와의 

공 계약 

정유시설의 

높은 

자본비용을 

고려하는 

제한된 선택

간상인과의  

계약

수송계약

기존 

유통시스템 

활용 

수요자 

분류에 의한 

수요량 

크기에 따른 

차별화된 

가격책정

정부 보조에 

의한 다기능 

정유소

정제 

바이오 연료

보다 비정제 

식물유로 

유통

정부정책지원 

목  수행을 

한 선택

규제와 정보의  

이행 인 

사업모델

계약에 의한 

수수료 모델

지역기업의 

참여보장 

사업모델

소규모 

도정업체의 

활용보장

공정성 실 을 

지원하는 

사업모델 

고용법

개발자의 

고용창출 계약

투자계획 

승인시에 고용 

목표 반

지방의 

요구사항 반

에 지개발 

정책보조

정부 지원 정책 사업 재원 확보와 보험에 한 보조정책

사업비 감유인정책(세 감면, 공공수수료 할인)

지역공 량 할당

정보, 지도, 조사 등 분야에서 극 지원 

표 6-41.  바이오연료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포  사업모형

자료: Vermeulen. S.& Goad. N.(2006), "Toward better practice in smallholder palm oil 

production", Natural Resources Issues Series 5, London, I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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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결론

1.1. 문제 제기

  2011년 7월 이후 3개월간 국제식량가격이 하락하 지만 최근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홍수를 계기로 국제식량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망된다. 

포사이트(Foresight), 경제 력개발기구(OECD), 유엔농업식량기구(FAO) 

등 여러 국제기 은 이제 식량을 싼 가격에 얻는 시 는 지났고, 향후 수

십년간 수시로 식량가격 등을 경험할 것이라고 망하고 있다.

  최근 이 게 국제곡물가격이 다시 등하자  세계는 2008년에 발생한 

로벌 식량 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으며, 련 

비책으로 국제  공동 응과 함께 자국의 식량안보와 식량자원 확보에 최

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로벌 식량 기에 한 국내외 책들이 극 마련됨에도 불구

하고 국제 으로는 식량 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곡물의 바이오 연료 

사용, 곡물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 투기성 자본의 유입 등에 하여 세계 

여러 나라(미국, 러시아, 라질, 아르헨티나, EU 등)들이 서로 다른 입장

을 견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국제 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도  이외의 곡물에 한 비축제도 시행,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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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발 확 , 조기경보시스템 운  등 다양한 식량안보 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분의 책이 아직 시행 기에 있어 즉각 인 효과를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로벌 식량 기에 응하는 방안으로 세계 각국이 해외 농지를 확보하

는 것은 국제 으로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해외농

지 확보에 한 과다 경쟁으로 국제 으로 농지수탈(Land Grab) 논란이 

확 되자 해외농지투자에 한 국제규범(Code of Conducts for Foreign 

Land Investment)을 제정하기로 합의하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외농

업개발투자에 한 규범을 제정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세계 으로 농지 확보를 비롯한 해외농업개발투자에 한 

경쟁이 확산되는 시 에 해외농업개발과 련한 자본과 문지식이 제한

된 우리나라가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해외농업개발을 보다 략 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해서는 해외농업개발의 략과 성공모델

이 제시되는 것이 필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식량안보와 식량자원 확보를 한 해외농업개

발의 략 수립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모델을 구축함에 있다. 세부 

연구목 을 서술하면 첫째, 향후에 로벌 식량 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식량안보 책 에서 해외농업개발이 식량

안보 책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해외농업개발의 의의를 살펴본다. 

  둘째,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의 해외직 투자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실태

를 악하고 련 정책과제를 도출해 보며 국, 일본, 동국가들과 같은 

량 식량수입국가들의 경우 해외농업개발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알

아본다.

  셋째,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인 시행을 한 해외농업개발의 략

을 수립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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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의 의의

  우리나라가 보다 극 으로 식량안보 책과 해외농업개발정책을 실시

해야 하는 당 성은 우리나라가 언제라도 로벌 식량 기에 직면할 가능

성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과연 로벌 식량 기는 다시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한 결론은 ‘가능성이 많다’이다. 우선 국제곡물시

장이 비탄력 인 엷은 시장이며, 소수의 수출국가와 곡물 메이 가 주도하

는 과  시장구조이고, 최근 바이오 연료로 에 지와 식량이 연계되면서 

에 지와 식량이 연동되고 있으며, 곡물수 구조가 공  심에서 수요 

심으로 환되었고, 곡물도 다른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국제투기자본의 

상이 되는 등과 같은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은 물량 변화에도 

가 른 가격 변동을 보이고 한 식량은 국민의 기본재화로 특히 소득층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  재화를 넘어서는 정치 으로나 사

회 으로 민감한 품목이다. 이런 국제곡물시장구조를 잘 반 하여 지난 

2008년에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하여 곡물 수출제한조치

를 취하면서 로벌 식량 기가 래되었다. 당시 로벌 식량 기가 발생

한 요인들이 하나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항시 로벌 식량 기는 발

생할 수 있다.

  이런 로벌 식량 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견하면 당연히 이에 응하

는 식량안보 책이 필요하다. 재 로벌 식량 기에 응하는 국제 식량

안보 책으로는 긴 구호지원의 확 , 바이오 연료정책의 재검토, 공정한 

무역정책의 시행, 제2차 녹색 명의 시행, 사회 안정망 투자의 확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핵심이 되는 바이오 연료정책의 검토나 

수출국들의 수출제한조치에 한 논의는 기본 원칙만을 천명하는 수 에

서 끝났다. 단지 로벌 식량 기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향이 훨씬 크

므로 개발도상국 농업투자에 한 지원을 확 하는 책에 합의하는 것으

로 마무리하 다. 따라서 로벌 공공재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나 제도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벌 공공재 문제를 해결하는 로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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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기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국제 책을 기

하기보다 국내 정책으로 조정 가능한 국내 책을 잘 수립하여 운 하는 것

이 보다 실 인 안이 된다.

  국내 식량안보 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국내생산의 확 , 비축제도, 

국가곡물조달시스템, 해외농업개발, 선물거래 확 , 장기계약 확 , 음식물 

쓰 기 축소 등이다. 특히 국내 생산의 확 는 우선 으로 시행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제한 인 국내 경지면 과 농림 산을 고려한다면 국내 생산

을 무조건 확 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를 들면 국내 축산물 수

요를 완  자 하려면 국내 경지면 을 모두 사료작물을 재배하여도 70% 

수 밖에 자 할 수 없으며, 국내 경지면 을  이외에 부족한 옥수수, 

, 두 등으로 체하려면 상당한 재정자  보조가 필요하며 식량자 률

을 30% 이상 올리는 것은 실 인 재정자 의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보다 실 인 식량안보 책이라면 수입을 안정 으로 하는 방

안이다. 로벌 식량 기 상황에서도 안정 으로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해외농업개발의 확 , 국가식량조달시스템의 

구축 등이다. 비록 선물거래의 확  등이 보다 효율 인 책이지만 이는 

국제곡물시장이 정상 으로 거래된다는 제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다. 만약 

국제곡물시장이 작동되지 않을 순간에도 식량 공 선을 확보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의 확 와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이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런 책들도 다른 식량안보 책들과 같이 정책조합

을 이루어 운 될 때 그 가치가 잘 드러날 것이다.

  해외농업개발의  다른 비 은 재 곡물수출국들이 수출제한을 하고 

있는데 해외농업개발에서 생산된 곡물을 수출제한 때문에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의 1차 진출

지역은 곡물에 한 수출제한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나, 일어나도 우리나

라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거나, 진출 상국의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 정을 맺어 이런 문제를 사 에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민간 베이스에서( 를 들면 동조합 간 거래 등) 수출제한을 피하는 방안, 

국가 리스크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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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개발의 효과를 다른 식량안보 책과 비교해 보면 국내생산의 

확 나 비축제도에 비하여 비상시 식량안보란 측면에서는 약하지만 재정

자 이 게 소요되는 장 이 있다. 한 선물거래 등과 같은 시장거래에 

비해서는 비효율 이지만 비상시 식량안보 측면에서는 보다 효과 이다. 

따라서 재 정부가 이들 정책들의 시행에 보다 많은 논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3 해외농업개발의 실태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은 크게 농식품 분야의 해외직 투자, 식량을 

안정 으로 확보하기 한 해외농업개발, 해외원조사업의 일환으로 해외농

업개발을 하는 3개 범주로 구분된다. 곡물 확보 심의 해외농업개발은 좁

은 의미의 해외농업개발이며 농식품산업 체의 해외직 투자는 넓은 의

미의 해외농업개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로벌 식량 기 이후에 해외 곡물을 보다 안정 으로 확보

하기 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 으며, 이

후에 본격 으로 해외농업개발정책을 시행하 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가 3년마다 10년 단 로 수립하는 해외농업개발에 

한 장기 이고 종합 인 기본계획으로 ①2018년까지 주요 곡물 국내 소

비량의 10% 물량에 해 해외로부터 안정 인 공 망을 확보하고 ②우리

나라 농업  연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며 ③해외농업개발 상국

과 상생 력 계를 구축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여 2010년 기 으로 240억원을 장기 

리(융자)와 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이  융자자 은 210억원이며, 지원

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에 이자율이 2%이다. 표 인 보조사업으로는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과 해외농업개발기반 구축사업이 있다. 2009년 ‘해

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이후 진출국가·업체수·투자액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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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구체 으로 2010년 기  68개 기업이 16개 국가에 진출하여 2만

3,600ha를 경작하 고, 이는 2007년에 비하여 투자액은 6.6배, 곡물생산

면 이 7.9배 증가한 것이다.

  해외농업개발 융자 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부분 소규모 기업이며, 기

업당 투자규모가 2008년 110만달러, 2009년 150만달러, 2010년 90만달러

에 지나지 않아 규모 해외농업개발은 아직 미미하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 이후에 시행된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이 보여

주고 있는 특징은 첫째, 해외농업개발 10개년 이후 정부 융자자 을 받아 

진출한 지역은 주로 체제 환국가(transition economy country)라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자  지원이 식량안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지원의 우

선순 가 곡물 생산에 놓여 있다. 셋째, 진출기업의 부분은 합작투자보

다 단독투자 형태를 띠고 있다. 넷째,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최종 목표가 해

외에서 생산된 것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임에도 우선 1차 으로 지 매

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다섯째,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을 확

보하는 유통형보다 국내기업이 지에서 직  생산하는 생산형 지원이 높

다. 여섯째,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들은 자  규모, 자  지원조건, 문 

인력 확보, 련 법과 제도에 한 정보, 련 농업기술 지원, 외교 지원, 

농업 인 라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이다. 이런 특징을 볼 때 

재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험이 높은 지

역으로 진출하며, 상 으로 고 험 투자방식을 택하고 있다. 더욱이 정

책자 의 지원조건도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보다 불리하여 이에 한 개

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해외직 투자는 2000년  들어 크게 확 되고 있는 추세이

며, 농식품산업의 해외직 투자도 식량 기가 확산되기 시작한 2007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 다. 융 기로 다소 주춤했던 투자는 2010년 회복 기

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산업의 해외직 투자는 아시아지역에 한 투자

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 연해주 진출로 유럽 지역의 투자

도 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가 제조업과 업에 집 되면서 농식품산업에 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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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비 은 여 히 매우 낮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농림어업의 경우는 우

리나라 해외직 투자  액의 1.6%에 불과하다.  세계 으로도 농

림어업 투자비 이 높지 않은데, 이는 외국인들에 한 농지 소유권 제한 

등 높은 산업 규제가 존재하고, 식민주의와 농지 착지라는 부정  시각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 요인으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직  경작보다는 농업 후방 

산업에 해당하는 식음료 제조업, 연  도소매업 등에 한 투자가 보다 활

성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은 주요 투자 실행국가인 미국, 일본을 비롯

한  세계 해외직 투자 동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농식품산업의 해외직 투자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상할 수 있는 

국제 식품가격과 수입 액, 생산자 물가지수는 (+)의 상 계를, 회사채 

수익률은 (+)의 상 계를 나타냈으나, 환율과는 상  계가 높지 않다. 

우리나라의 해외직 투자가 2000년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는 을 고려하

면 환율과도 일정 부분 상 계가 나타난다. 농식품산업의 투자 목 은 

과거에는 수출 진이나 국내 도입 목 의 비 이 높았으나 차 지시장 

진출의 비 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은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 일본, 동국

가들은 모두 공통 으로 해외농업개발을 극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은 

‘go-global’ 략에 따라 종 에 해외직 투자 비 이 었던 농림수산업 

분야의 해외직 투자를 극 장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올해 부터 해외농

업개발을 하려는 기업에는 3,000만 안까지 보조 을 주어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의 해외농업개발은  세계에 걸쳐 범 하게 이루어지지

만 특히 라질 농업에 많은 심과 투자를 계획 시행하고 있다. 2003년부

터 2010년까지 국의 라질 체 투자는 317억달러  농업투자의 비

은 1.7%(5.4억 달러) 수 이었으나, 2010년에는 총 17억불  농업 투자

가 3억달러 수 (1.7%)까지 증가하 다. 국 해외농업개발의  다른 특

징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여 공기업이 주도하여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일본은 해외농업개발을 지난 1960년  부터 추진해 왔으며 이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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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식량공 선을 확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1960년  

반 이후부터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직  생산하는 형태로 해외농업개발

을 진행하 다. 그러나 1970년  반 이후 일본의 해외농업개발방식에는 

일  환이 있게 된다. 이는 직  생산은 진출국의 농업인 라 취약으로 

결국 일본 도착비용을 비교해 보면 동남아시아 직 생산비용이 미국에서 

들여오는 비용보다 더 비싼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일본

은 ‘유통망 확보 략’으로 환을 하게 되었으며 곡물의  세계 제일의 

수출국인 미국에서 곡물 유통망을 확보하기 시작하 다. 이 유통망 확보의 

주체는 일본의 젠노와 종합상사 다. 체 수입물량의 70%는 종합상사가, 

나머지 30% 정도는 젠노가 확보하는 형태를 갖추었다. 이들이 미국 유통

망을 확보한 방식은 당시 반 으로 곡물가격이 하락하면서 많은 곡물유

통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들 곡물유통회사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차로 자체 공 선을 안정되게 확보하 다. 이 외에도 일본의 표 인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는 라질 세하도 개발사업이다. 이는 당시 콩생산이 

었던 라질을  세계 2  생산국으로 환하는 계기를 가져왔으며 이

를 통하여 일본은 라질로부터 콩을 안정 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콩 국제유통에서 곡물 메이 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일본의 라질 농업 이민과 라질 세하도 개발사업이 

있다. 일본의 라질 세하도 개발사업은 일본 국제 력단(JICA)이 1979년

에 국제 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2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장

기간 추진한 사업이다.

  동국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특징은 국  기업과 민간 식품 기업들이 

해외농업분야에 직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공공 펀드(Public fund), 민간 펀드(Private equity fund) 등이 농업분

야 투자에 한 투자 을 조달하고 있다. 이 에서 국부펀드의 역할이 매

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국가의 해외농업개발의 주요 상국은 

넓은 토지와 수자원 등 농업자원이 풍부하여 생산비용이 낮으나 농업투자

가 부족하여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국가들을 주요 상으로 한다. 한 

동 국가들은 미국, EU, 호주와 같은 주요 곡물 수출 국가들 신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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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탄과 같은 지리 으로 인 한 국가들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주로 수단, 키스탄, 터키, 인도네시

아 등 제3세계 국가들에 280만ha의 농지를 확보하 다.

  이와 같은 외국의 해외농업개발사례가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먼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사 에 식량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식량(농지) 확보 경쟁에서 자 , 경험, 련 정

보가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보다 제약된 자 과 지식을 갖고 최 한의 

성과를 얻기 하여 보다 효과 인 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 세계 식량

수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제 식량도 에 지나 물자원 같이 해외

에서 확보해야 할 요한 자원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례에서는 일본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해

외농업개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고, 직  생산에서 유통물량확보

(post harvest 략) 우선 략으로 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제곡물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젠노와 

종합상사가 해외식량공 선 확보를 해 장기간 지속해서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한 외 원조와 해외농업개발과 유기 으로 연계를 강화하 고, 

해외농업개발 상 작물이 곡물 이외에 채소, 축산, 과수까지 확산된 해외

개발수입방식을 정착하 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여러 식량안보

책의 하나로 해외농업개발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해외농업개발 투자원칙제정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빠

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투자원칙을 제정 공표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우로지스틱스의 마다가스카르 사례로 인한 우리나라 해외

농업개발에 한 국제  부정 여론을 환기시키고 향후 우리나라가 해외농

지확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자 상국의 농업⋅농 발 에 기여하는, 

투자 상국과 상생하는 국가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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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외농업개발의 전략

  해외농업개발에 한 략을 수립함에 있어 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

이란 (1)품목별(옥수수, 콩, )로 진출 지역을 선정하는 일(생산입지의 선

정과 진입시장의 선택) (2)우리나라가 해외농업개발로 확보해야 할 물량

( 체 규모와 지역별 규모)과 진입방법을 정하는 일(진입방법의 선택) (3)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

는 략을 수립하는 일(통제와 리) (4)해외농업개발을 활성화시키기 

한 정부의 지원 략(정부 지원 략)을 수립하는 일 등이다.

  해외농업개발의 략을 수립하는 단계는 첫째, 옥수수, 콩, 의 품목별

로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 후 둘째, 체 해외농업개발 

목표 물량을 채울 수 있는 지역별 해외농업개발 물량을 설정한 후에 마지

막으로 각 지역별로 진출 기업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여

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재 우리나라는  비축제도를 운 하고 있고 한 국가곡물조달시스

템에서 수입 수요량의 30%를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1차 인 해외농업

개발 목표물량으로 체 식량소비량의 한 달 수 (식량수입수요의 10%)을 

설정한다.

  옥수수 수출국에서 심을 갖고 보아야 할 국가는 최근 수출 증가가 빠

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국가들이다. 

옥수수의 수입 측면에서는 국의 수요(특히 사료용)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수입량에서 국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망

된다. 따라서 향후 옥수수 국제시장에서의 주요 player는 수출국에서는 미

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일 것이며, 수입국으로는 국일 것으로 

망해 볼 수 있다.

  향후 콩 국제시장에서의 주요 player는 수출국에서는 라질, 아르헨티

나, 라과이 등 남미 국가들일 것이며, 국이 수입국으로 많은 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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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국에서 심을 갖고 보아야 할 국가는 최근 수출 증가속도가 빠

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국가들이다. 그리고  수입은 동, 아

시아, 북아 리카의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입량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망된다.

  따라서 품목별로 우선 진출할 지역들을 알아보면 옥수수의 경우는 아르

헨티나와 라질을 설정할 수 있다. 콩의 경우는 라질, 라과이, 아르헨

티나, 미국, 연해주 순서로 진출 우선 순 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의 경우

는 호주 다음으로 캐나다와 러시아 등을 선정할 수 있다.

  통일 이후의 북한 식량 수요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확보

(수입)해야 할 물량은 략 1,800만t에서 2,000만t 내외로 추정된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 목표 물량은 수입수요량의 10%인 180만t∼200만t으로 설정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생산형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한다고 할 경

우 세계 곡물 평균단수를 3t/ha으로 설정하면 해외에서 확보해야 할 농지

는 략 60만∼67만ha에 달한다. 이 게 해외농업개발의 목표 물량을 200

만t으로 가정할 경우, 옥수수의 해외농업개발목표 물량은 120만t, 의 물

량은 50만t, 콩은 30만t으로 정할 수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을 개발하기 해 필요한 것이 로벌 가치체

계를 인식하고 가치체계를 구성하는 경로를 악하여 각 단계별로 비용과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며 얼마만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지를 조사하는 것

이다. 한 각 단계에서 어느 주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지를 악해야 한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선도 인 기업들이 경 략이 

어떤지 벤치마킹을 하며 해당 산업에 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진출하고

자 하는 기업들의 비교우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진

출 기업들이 로벌 가치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한 

략을 나열해 보면, 자본과 기술  경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악하는 

략,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우선 진출하는 략, 추진 주체는 공기업

과 민간 기업의 컨서시엄, 투자방식은 합작투자  통합형 략, 해외농업

개발과 국제농업개발 력의 연계 강화 략, 가치사슬단계에서 단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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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역할  투자를 확 하는 략, 정부의 체계 인 지원 략 등이다.

1.5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다. 한 개발 

상국의 인 이션 등 거시변수의 변동에 직  향을 받으며, 정치․사

회  여건에 제약을 받는다. 이처럼 해외농업개발사업은 투자리스크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해외농업개발 련 사업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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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검토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목표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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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되는 순 흐름의 재 가치로부터 차감한 것이 순 가이며 이 순 가가 0

보다 크면 투자안을 선택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안을 기각하는 의사결정기

을 말한다.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어떤 사업에 해 사업

기간 동안의 수익 흐름을 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값이 투자지출과 

같아지도록 할인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한편, 민감도 분석은 다른 조건이 일

정한 경우에 어느 한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그 투자안의 순 재가치가 어

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농업개발 기 진출 기업  성공 으로 정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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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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증가할 경우, 가 평균자본비용(WACC, 9.3%)을 하회하여 투자안은 기

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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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질의 재 국가신용도 평가등 (B2)일 경우, NPV가 250억5,800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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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라질의 국가 신용도 평가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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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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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1)>가 평균자본비용(11.89)으로 나타나, 라질의 국가신용도 평가등

이 낮아지더라도 사업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출액  투입

비용 변화율에 따른 라질의 국가 신용도 평가등 별 사업타당성의 임계

수 은 국가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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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3% 이상 감소, 4% 이상 증가하면 IRR이 가 평균자본비

용을 하회하여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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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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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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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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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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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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건 성은 

악화되고 있다. 즉, 매출액 감소, 운 비 증가, 국가 신용도 평가등 이 강등됨

에 따라 투자안이 기각되는 IRR의 임계수 이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 인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을 수립하는 것

이 필요하다.

  (사)돌나라 한농복구회의 라질 해외농업개발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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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유통으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일 된 시스템 구축에 엄청난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

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게 볼 때,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

발을 통한 식량자원의 가용성(availability)을 높이기 해서는 지 기업농과 

계약 계를 맺어 곡물물량을 우리 주도로 확보하고, 유통, 수출 분야에 교두

보를 확보하는 등 단계 인 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농림수산식

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곡물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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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 기술, 기상여건 등에 의해 좌우되

며, 목표 수매 물량을 원활히 확보하려면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

다. 만약 지 농가의 계약 기, 경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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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임의 증가는 업체 경 에 부담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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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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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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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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히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

업은 해외농업개발에 있어 지 정부와 상력이 상 으로 높고, 개도국

원조사업(ODA)과 연계하여 개발자  동원력과 해외원조사업의 시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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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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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할 수 있다. 진출 업체는 지 농가와 계약 계 하에 물량을 안정

으로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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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 살리는 동시에 앞

에서 언 한 식량안보, 문성, 신뢰도 문제 등을 보완하기 해서는 해외

농업개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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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범 를 보다 확 하여 진출 기업들이 융자 목 을 훼손하지 않는 범  

내에서 탄력 으로 자 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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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경영성과 분석 및 성공 모델

  우리나라 농식품기업들의 해외직 투자 경 성과에서 첫째, 농식품산업 

해외 지법인의 매출 비 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가 가장 높고, 이어 

북미와 유럽 순이다. 그러나 남미나 양주에서의 매출 비 은 낮다. 최

근 5년간 추이를 보면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지법인의 매출액이 

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농식품산업 해외 지법인의 수익성은 반 으로 조하며 이 실

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농업의 경우 자가 지속되고 규모도 큰 편이다. 

특히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업 외 부분에서의 비용 규모가 크다. 투자가 

최근 5년간 집 고 해외진출 기라는 측면에서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

은 아니라 할 수 있겠으나, 향후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농식품산업 지법인은 지에서 직  조달과 매하는 비 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직 투자를 통한 국내로 도입하는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한편 우리나라 농식품기업들의 해외직 투자와 일본의 농식품기업들의 

해외직 투자의 경 성과를 비교해 보면 일본의 실 이 우리나라보다 

반 으로 양호하다. 농림어업 지법인의 경우 매출액이 우리나라의 9.5배 

수 이며, 당기순이익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남미, 오세아니아 등 우

리나라의 진출이 부진한 지역에서 매출  매가 양호했다. 지 매 비

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그 규모에서는 7.3배가량 크다. 식음료 제조업

도 매출  이익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양호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해외농업개발 유형을 바탕

으로 해외농업개발 성공모델을 한 해외농업개발유형을 (1)직  단독 투

자 (2)합작투자(joint venture) (3)M&A (4)계약 농(Contract Farming) (5)

임 와 경 계약 농 (6) 후방산업과의 연계모형 (7)포  모형 등으로 

구분하 다. 국내 기업이 상기 해외농업개발유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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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재 해외농업개발을 하여 해외로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

분은 직  단독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게 단독투자를 택하는 이유

는 투자 상국에서 한 합작 트 를 찾지 못하 거나, 합작법인을 

만들었을 때 여러 이유로 인하여 합작법인에 한 통제 리가 어렵기 때

문이다. 그러나 단독투자는 합작투자에 비하여 투자의 험성이 높기 때문

에 해외농업개발 상 지역으로 국가 험도가 높은 국가를 선택할 때에는 

먼  지 합작법인의 설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합작투자모형은 소농들로 하여  농기업회사의 경 활동에 주도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단 1회의 보상이나 지  는 농

장 매가격의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 된 경 이익에 한 분배 

참여권을 제공한다는 에서 매력 인 모형이다. 그러나 합작투자가 성공

으로 정착하기 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 이며 올바른 사업수

행체계와 법률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많은 해외농업개발기업들은 빠르게 해당 시장에 진입하기 하여 

인수합병방식을 택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하

여 인수합병방식을 극 활용할 정이다. 미국 등 해외의 곡물유통시장에 

빠르게 참여하기 하여 주요 곡물수출국의 곡물회사를 인수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곡물조달시스템구축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효과 으

로 기존 곡물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느냐에 달려 있다. 

  넷째, 계약 농은 1930년 와 1940년 를 거쳐서 북미와 서유럽지역에

서 범 하게 채택되었던 농 방식으로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역, 즉 농작물과 과수, 채소 분야, 가 , 낙농 분야  어로 분야까지 다

양한 형태로 발 해왔다. 특히 계약 농은 계약된 수매자 이외의 다른 

안 시장을 발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패되기 쉽고 노동집약 인 작물 생

산에 효과 인 생산체계이다. 계약 농은 농기업과 소농 간 거래교섭력불

균형 시정, 거래비용의 축소 등과 같은 장 을 지닌 반면, 소농들의 계약생

산의 불이행 가능성, 높은 리 비용의 래 가능성, 농기업의 시장 조작 

가능성 등과 같은 단 들도 있다.

  다섯째, 임 와 경 계약모형은 농장경 회사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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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서 농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임 계약은 고정 인 지

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 인데, 경 계약은 다양한 이윤분배모형에 기 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 임 와 경 계약은 토지 소유자와 농장 경

자 간 다양한 수익과 험배분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임

와 경 계약 모형들을 용하여 경 하는 농장경 약은 농지 소유자와 

농장경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미국, 라질, 호주, 캐나다, 남아 리카 등

지에서 지배 인 경  형태이다. 

  여섯째, 후방산업과의 연계 모형에서 농기업들은 농업생산활동에 

한 직 인 참여 없이 농산물 공 사슬의 처음과 끝 부분에서 소농의 생

산활동에 기여하면서 사업기회를 찾는다. 방흐름의 는 종자, 비료, 농

약, 미소(微 ) 융, 보험, 자문 등 생산자재와 사업서비스의 공 활동과 

련한 활동이고 후방흐름은 특화된 도매와 소매유통  가공활동과 련

된 활동이다. 후방산업과의 연계모형은 고부가가치의 틈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제공, 지역경제의 활성화  여성 취업기회 확  

등과 같은 장 이 있는 반면, 지역의 통 인 소규모 기업의 붕괴, 지역 

경제의 불안정성 유발, 통 시장의 퇴출 등과 같은 단 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방산업과의 연계모형은 소규모 농가가 국제시장 표 에 근

하고자 할 때 역량 강화를 해 계속 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최근 해외농지 확보 경쟁이 확 되면서 국제사회에 많은 우려가 

확 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에 있어서는 국제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투자원칙을 존 하면서도 투자사업의 경제성과 식량안보잠재력 향상 

등 공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천 인 투자사업모형(Business model)의 

개발과 용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규모 토지 확보를 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포 인 농업투자방식에 한 심은 상 으로 었다. 포 인 

농업투자방식은 외부의 농업 부문 투자 주체와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  

지역사회와의 동 인 농업개발방식이 주를 이루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계약 농조직 형태나 모험  합작사업, 투자주체와 지역사회와의 경 계

약, 그리고 새로운 공 사슬(Supply Chain)형성 등의 형태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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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시사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각종 분석결과를 토 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

화를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2007년과 2008년에 있었던 로벌 식량 기와 최근 식량가격의 

등을 계기로  세계는 식량안보 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국, 

일본, 동국가 등과 같은 규모 식량수입국가  규모 민간 문투자운

회사들이 앞을 다투어 해외식량자원 확보와 해외농업개발에 규모 투

자를 확 하고 있는 마당에 문 인력이나 자본 등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우선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에 한 인식 환이 필요하다. 국과 일

본, 그리고 동 국가들이 국부 펀드과 종합상사 등을 통하여 방 으

로 해외농업개발을 확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해외농업개발에 

한 부정  측면이 강조되고 련 투자도 소극  투자로 일 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에 한 정책 개발에 앞서 왜 

식량안보가 요하고 해외농업개발이 필요한지 인식의 환이 필요하다.  

  둘째, 농식품산업 해외직 투자에 있어 규모 식품업체나 종합상사의 

략  투자 확 가 필요하다. 식량자원의 실수요자라 할 수 있는 식품업

체나 종합상사들은 아직 해외농업개발 투자에 소극 이다. 최근 일부 국내 

규모 식품업체나 종합상사들이 해외농업개발투자를 계획하거나 진행 

에 있으나 보다 극 인 투자 확 가 필요하다. 재 해외의 유수 농식품 

기업들은 가치사슬을 단계 으로 확 하거나 극 인 해외 진출을 통해 

기업 체질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 경 의 측면에서 안정 인 원자재 조달

과 업 마진 확보, 품질 리의 제고, 추가 사업의 기회 증  등을 해 

후방산업으로의 통합 시스템 구축에 지속 으로 심을 기울여야 하며, 

제한된 국내시장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많은 종합상사나 형 식품업체들

은 과거 해외농업개발투자의 실패 경험, 사업 경험 부족, 농식품산업의 

수익·고 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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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로벌 가치사슬 단계별로 강 을 보유한 국내 는 지의 기

업과 공동 투자나 략  제휴 구축을 통하여 경  리스크를 일 수 있다.

  셋째, 정책 로그램에 다양한 해외진출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직  생산 

투자를 통해 지법인의 경 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 으로 토지 확보나 직  생산에 있어 발생하는 기술  

애로와 경  험을 고려할 때 유통형 투자의 비 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

다. 지분 참여가 경 권 확보에 안정 일 수 있으나, 반드시 지분 투자의 

형태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지 기업과의 강력한 트 십 구축, 장기 

공  계약, 계약 재배 등도 투자의 일환으로 검토하여 보다 략 으로 추

진해야 한다. 한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해서는 농산물 재배 이외에도 

연  산업에 한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일정 수 의 사업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 식음료업, 도소매업, 농자재업 등 

농업과 련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 농업 련 산업에 

있어 지 사업이 안정화된 이후 기존 공 망을 수직계열화하는 것이 실

인 방안일 수 있다.

  넷째,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이 핵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농업개발 진출기업은 농식품 련 기술 개발에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략, 업 략, 재무 리 략 등 각 분야 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에 한 투자 집 도가 매우 높고 

향후로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을 고려하면 지역별 문

가 육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생산 환경, 시장 규모, 시장 특성에 따른 차별화한 지역별 진출 

략이 필요하다. 태국 CP사의 미국시장 진출 실패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

업들  일부 농식품 기업들도 해외농업개발투자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진출 국가에 한 충분한 사  조사와 진출 목표국가의 선정, 차별화한 진

출 략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해외시장에 한 효율 인 

정보수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경제 성장률이 높은 개도국지역에 

한 국가 정보나 해외 기업의 M&A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제품 등과 달리 농식품산업은 표 화되기 어렵고 나라별로 그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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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르다. 지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다양한 시장의 진입 

기에 실패할 수 있는 험을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여섯째, 해외농업개발사업 운 에 있어 지화 노력이 필요하다. 농식품 

산업은 지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며, 특히 농지 개발의 경우 식민주

의라는 부정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 문화 수용과 지역 사

회 기여를 통해 지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편, 농업 부문은 경제성과 더불어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국가  

요성이 높은 산업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에 극 지원

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책으로는 첫째, 정부의 해외농

업개발에 보다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자  규모를 확 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성공불 융자 등과 같은 제도도 도입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을 통한 민간 자본의 참여 유도도 한 방

안이 될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에 한 세제 혜택, 농업  련 산업의 녹

색산업 지정, 자연재해 발생 시 손실 보  등 다양한 제도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농업개발을 통하여 생산할 곡물을 국내로 들여올 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해당 진출 기업의 생산비용을 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법인의 매출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지법인의 매출은 지에서 부

분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로의 도입 효과는 크지 않다. 해외에서 생산 는 

물량을 확보한 것을 국내로 도입하기 해서는 생산비와 운송비를 감하

는 것에 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등 ODA 지원과 연계한 해외농업개발을 

차 확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 리카 국가들은 

농업 개발 잠재력이 크므로 농업⋅농 개발모델을 이용하여 보다 극

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최근 정부의 극 인 지원하에 공기

업들이 직  해외에서 석유, 가스, 물 등 에 지 자원을 개발을 늘리는 

것과 같이 공공 부문을 통한 해외농업개발투자를 확 하는 것도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해외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기업의 재원 부족문제를 완화해

은 물론, 신속한 해외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해서는 이른바 해외농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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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한 특별회계의 신설도 검토할 만하다. 이를 통해 공기업에 한 

자본  출자를 증액함으로써 공기업의 자체 자 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 

한 재 지원 규모가 확 되고 있는 ODA사업  개도국 농업․농  지

원  력분야 사업을 여러 기업  단체에 임의 으로 나 어 주기보다

는 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2개 공기업에 담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사업추진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 재 민간 기업이 사업주체가 

되고 정부는 조사  융자사업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사업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의 효율성 살리는 동시에 앞에서 언 한 식량안보, 

문성, 신뢰도 문제 등을 보완하기 해서는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공기업

을 투입하는 이른바 ‘공공형’을 극 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추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재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인 해외자원개발사업, 국제개발 력(ODA)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등 세 정책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큰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여섯째,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자원 확보 

사업에는 연간 7,000억~8,000억원 규모의 산지원이 있는 데 반해 해외농

업개발사업에 한 정부 지원은 연간 300여억원에 불과하여 지극히 열악

한 상태에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후발국으로서 선두주자들을 따라잡기 

해서는, 농지 리기 의 일부를 정부 융자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

당한 규모의 ‘해외농업개발기 ’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기 이 조성되기 

까지는 융자액 규모를 재 수 의 2배 이상으로 증액시키는 것이 요청

된다. 동시에 행 융자조건(이자율  융자기간)을 보다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에 한 직 인 지원 강화 외에도 사업 상국가가 실히 

필요로 하는 농업․농  분야에 한 체계 이며 지속 인 지원이 병행되

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상 국의 농업․농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어 양국 

간의 계가 상생 계라고 인식될 때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이자 진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 를 들면 비자 연장 문

제나 통 의 지연, 세 이외에 별도의 비용 요구 등과 같은 문제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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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일곱째, 사업추진 주체에 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생

산 는 확보한 농산물에 한 세 부과 기 이 되는 가격의 인증 권한을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는 까닭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조사·인증한 자료에 

해서는 세청이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성과 신속성 측면에

서 외교통상부보다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생산단가 조사  인증 권한을 부

여함과 동시에 세 부과의 기 가격을 국내 시장가격이 아닌 지 생산단

가로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반입되는 농산물에 

해 최소시장 근 규정에 의해 율 세로 의무 으로 수입하는 물량의 일

부만이라도 할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 으로는 콩과 옥수수의 세 

수 을 폭 낮추어야 할 것이다. 재 사료용 옥수수에 한 수입 세 기

세율은 328%, 콩에 한 기 세율은 487%로 일본(사료용 옥수수 기

세율은 50% 콩에 해서는 무 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 이며 해외

농업개발을 통해 생산된 콩과 옥수수의 국내 반입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물론 세를 인하할 경우 국내 생산농가에 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

이 사실이지만 세 인하가 국내 축산업  식품산업에 주는 정 인 효

과가 생산농가에 주는 부정 인 효과보다 크므로, 세 인하로 이익을 보

는 분야에 한 부과  는 정부 재원을 활용하여 피해농가에 한 보상

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해외사업과 고용 진 간 연계 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문성을 갖춘 고  인력들이 50  반에 실

직을 하게 되고 이  상당수가 유휴 인력으로 남아 있다. 해외농업개발사

업에는 이들 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토양, 작목, 재

배기술, 수확 후 기술, 유통, 가공 등의 분야별 문가 고용이 어렵다. 따라

서 정부가 인력풀로 이른바 ‘해외농업기술지원단’을 구성․운 하면서 민

간 기업의 요구에 따라 문가를 기업에 견한다면 유휴 문 인력의 고

용 확 는 물론 기업 역시 문 인력 운용 비용을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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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우리나라의 국가별 곡물 수입량

1. 옥수수

  한국이  세계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 은 9% 수 이며 일본, 멕시코

에 이어 2 의 수입국이다. 옥수수 수입 비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

입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옥수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옥수수 수입 신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부표 6-1.  국가별 옥수수 수입 집 도

단 : 천 M/T, %

2000/01 2005/06 2009/10

물량 비 물량 비 물량 비

체 75,047 100 80,642 100 90,285 100

일본 16,340 21.8 16,617 20.6 15,979 17.7

멕시코 6,017 8.0 6,787 8.4 8,298 9.2

한국 8,728 11.6 8,483 10.5 8,461 9.4

이집트 5,268 7.0 4,397 5.5 5,832 6.5

기타 38,694 51.6 44,358 55.0 51,715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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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한국의 콩 수입은 2000/2001년에  세계 수입량의 2.6% 으나 2009년

도에는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콩 수입 비 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

다.

  그에 반해 국의 수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수입물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국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4.2%로 국은 향후에

도 지속 으로 콩 수입을 증가할 것으로 상되어 2019/2020년에  세계 

수입량에서 국이 차지하는 비 은 60%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부표 6-2.  콩의 국가별 수입 집 도

단 : 천 M/T, %

2000/01 2005/06 2009/10

물량 비 물량 비 물량 비

체 53,052 100 64,129 100 86,725 100

국 13,245 25.0 28,317 44.2 50,338 58.0

EU-27 17,602 33.2 13,937 21.7 12,301 14.2

일본 4,767 9.0 3,962 6.2 3,401 3.9

한국 1,389 2.6 1,190 1.9 1,197 1.4

기타 16,049 30.3 16,723 26.1 19,488 22.5

3. 

  우리나라  수입은 2009/2010년 재  세계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집트, 라질, 일본, 인도네시아, EU에 이어 여섯번째로 많은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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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3.  국가별  수입 집 도

단 : 천 M/T, %

2000/01 2005/06 2009/10

물량 비 물량 비 물량 비

체 99,941 100 111,687 100 133,576 100

이집트 6,050 6.1 7,771 7.0 10,300 7.7 

EU-27 3,536 3.5 6,755 6.0 5,519 4.1 

라질 7,177 7.2 6,235 5.6 7,126 5.3 

인도네시아 4,069 4.1 5,072 4.5 5,364 4.0 

한국 3,127 3.1 3,884 3.5 4,470 3.3 

일본 5,885 5.9 5,469 4.9 5,502 4.1 

기타 70,097 70.1 76,501 68.5 95,295 71.3 



332  부 록

강 약

⋅주요 곡물의 간  비축 효과

⋅ 로벌 식량 기 시(국제곡물시장

  미작동시) 식량안보 책

⋅식품산업과 축산업의 원료

  농산물의 안정  공  희망

  (식품기업과 축산업의 해외농업

   개발 수요 확 )

⋅북한과의 ( 변)통일을 비한 

  식량 책

⋅국내 농업의 유휴 인력과 시설의 

  활용으로 국내 농업의 새로운 활력

⋅해외 동포들에 간  지원

⋅장기간, 고 험, 수익 사업

⋅세계 곡물 생산과 유통을 주요

  곡물 메이 들의 선

⋅주요 해외농업개발 상 국가들의 

  국가 리스크(수출제한, 정치  험,

  공무원 부패, 련 법과 제도 취약)

⋅ 규모 자본  문경 인 필요

⋅해외농업개발 상국에 한 련 

  정보(경제, 농업, 법과 제도) 미흡

⋅주요 곡물수입국들 간 정보 교환 

  미흡

기회요인  요인
⋅정부의 해외농업개발에 한 강한

  의지(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수익성 향상

⋅우리나라의 공 개발자 (ODA) 

  확 로 농업개발 력자  확  

⋅주요 해외농업개발 상국들의

  한국농업개발의 경험 수 희망

⋅식량과 에 지의 연계 강화

  (바이오 연료 소비의 확 )

⋅ 기업들의 미래 식량에 한 

  심 증

⋅국제식량수 구조의 환

   : 공 구조 ⇒ 수요구조

⋅국제사회의 해외농지 구입에 한 

  비  시각(Land Grab)

⋅해외농업개발 문 인력 부족

⋅민간 기업 단독 추진의 근본  한계

⋅민간부문의 재원 조달의 애로

⋅주요 곡물(옥수수, 콩)에 한    

  Non-GMO 논란

⋅진출국에 한 정보

⋅ 규모 기업농에 한 경험 부족

부록 2

해외농업개발의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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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GCC 농업 개요

비고 바 인
쿠웨

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UAE

토지

경작면 (천ha) 4 7 1,214 59 6 255

경작면 (비 , %) 6 0.4 1 0 1 3

Permanent Crops

면 (천ha)
3 1 201 46 3 190

Permanent Crops

면 (비 , %)
76 20 17 78 54 75

온실재배면 (ha) n.a n.a 3,214 n.a 67 25

농업용수 사용량

(백만㎥/년)
159 492 20,826 1,168 262 3,312

농업용수 

사용량 비 (%)
45 54 88 88 59 83

농업용수 재사용 

비 (%)
137 2,460 868 83 452 2,208

개 면 (천 ha) 4 7 1,730 59 13 227

개 면 (비 , %) 100 100 69 n.a 47 n.a

통  개면 (%) 84 63 34 79 75 12

 개면 (%) 16 37 66 21 25 88

기타(%) 74 66 3 45 44 98

스 링클러(%) 26 34 97 55 56 2

경작면   

배수시설 비 (%)
41 0.04 0.89 0 n.a n.a

담당기 MMAA MAAFR MOA MMAA MAF MOEW

재원조달

재원규모(백만$) n.a 86,596 198,564 24,796 n.a 251,802

체 융자  

농업분야 비 (%)
n.a 0.1 1.5 0.5 n.a 0.3

자료: 1) MMAA: Ministry of Municipalities, Affairs and Agriculture(바 인),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Agriculture(카타르)

2) MAAFR: Ministry of Agriculture Affairs and Fish Resources

3) MOA: Ministry of Agriculture

4) MA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5) MOEW: 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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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바 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UAE
GCC
합계

2007 0.5 1.7 1.3 0.9 12.0 2.6 18.1

2008 0.7 2.3 2.1 1.4 16.7 3.8 25.7

2009 0.7 2.2 1.7 1.2 15.9 3.4 24.1

2010 0.7 2.3 2.1 1.3 16.8 3.6 25.8

2011 0.8 2.5 2.1 1.3 17.9 3.8 27.5

2012 0.8 2.7 2.3 1.4 19.0 4.1 27.2

2013 0.9 3.0 2.4 1.6 20.3 4.4 29.5

2014 1.0 3.4 2.9 1.9 21.7 5.1 33.7

2015 1.1 3.6 3.3 2.1 24.5 5.5 36.3

2016 1.2 3.9 3.1 2.3 27.2 6.1 39.6

2017 1.3 4.2 3.5 2.5 29.0 6.6 42.6

2018 1.4 4.6 3.9 2.8 30.9 7.2 45.9

2019 1.5 4.9 4.3 3.1 33.0 7.8 49.3

2020 1.6 5.3 4.8 3.3 35.2 8.4 53.1

부록 4

GCC 국가들의 식량수입 망(2007~2020)

단 :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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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역
투자자 투자 상국 생산물 세부정보

바

인

정부

이집트, 

이라크, 

수단

구체 으로 

정해지지 

않음(NS)

농지에 한 장기 투자와 식량 생산 

합의

Market

Access

Promotion 

Service

Group

(MAP)

그루지아,

이집트,

키스탄

NS

동아시아 식량 펀드 조성을 하

여 GCC 국가들에서 모인 국제 투

자 기구로서 근처 국가들의 식량 생

산에 투자

MAP 키스탄 낙농

2008～2010 개인 투자  소규모 

회사에서 MAP는 키스탄에 10개 

시범 농장을 조성.

민간-공공 

력(PPP)
필리핀 , 축산

2008년 5월 바 인 무역부 장

(Hassan Fakhro)은 자국 소비를 

한  생산 농지 확보

정부 필리핀 수산

2009년 3월 필리핀 정부는 바 인 

정부와 $3억의 농수산물 회사 설립

에 투자하기로 합의. 수산물과 별도

로 바 인 정부는 채소  과일 

장, 생명공학, 수확후 리 기술, 축

산에 투자하기로 합의

PPP 태국

2008년 5월 바 인 무역부 장 은 

을 바 인으로 수입하기 하여 태국

에서 의. 민간-공공 공동 운 을 고

려 . 태국 수출업자들은 향후 2년간 

을 수출하기로 MOU 체결

부록 5

GCC 농지 보유 세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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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역
투자자 투자 상국 생산물 세부정보

걸

국

가

정부

아랍제국, 

라질, 

동남아시아

기  식량

2008년 3월 GCC 무역  재경부 

원회는 GCC로의 식량 수입을 

하여 아랍제국, 라질, 동남아시아

에 투자하기 한 공동 회사  펀

드 조성을 권고. 한 GCC 원회

는 사업 운   리, 공동 식량 

조달 략  정책, 식량 구입 메커

니즘 구성을 제의

Agri

Capital

북아 리카, 

사하라 이남 

아 리카

NS

2008년 8월 3개의 걸  회사(Abu 

Investment House, Ithmar Bank, 

Gulf Finance House)가 새로운 이

슬람 투자 펀드 조성을 발표. $10억 

규모의 투자 기구는 해외농지 구매

를 하여 문투자은행 설립과 생

명공학 연구 기  조성을 시행.

소말리아 NS

걸 지역 식량 생산을 하여 걸

지역 국가들과 소말리아 정부와의 

토지 할당에 한 논의가 있었다는 

보고서가 있음.

쿠

웨

이

트

정부 버마 , 팜유

2008년 9월 쿠웨이트 정부 표는 

버마 정부와 쿠웨이트로의 계약 재

배 체결. 쿠웨이트는 비료, 자본을 

제공하고 버마 기업은 자국민을 고

용하여 농지, 노동력 등 제공. 쿠웨

이트는 생산된 농산물을 국제 가격

에 구매하고 바머 회사는 비료 

을 월 4～5% 이자율로 상환

정부 캄보디아

2008년 8월 쿠웨이트 농업부 장 은 

계약된 양의 을 쿠웨이트로 수입

하기로 캄보디아 정부와 합의(단 계

약된 양 이상의 은 캄보디아 측에

서 임의로 처분 가능). 신 캄보디

아 측에서는 농업 기술과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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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역
투자자 투자 상국 생산물 세부정보

$4,600만의 차 을 받기로 함($546

백만  $486백만은 개용수 개발

에 사용되며 $60백만은 쿠웨이트로 

수출된 이 생산되는 바탐방 지방

으로의 도로 건설에 사용). 

정부

이집트, 

모로고, 

멘

가 류

2008년 $2,650억 규모의 국부 펀드

인 Kuwait Investment Authority

는 쿠웨이트로의 수입을 하여 모

로코, 멘, 이집트에 가 류산업에 

투자를 하 다는 보고서가 있음.

정부 라오스 , 팜유

2008년 8월 쿠웨이트 공무원이 식량 

생산을 한 토지 이용에 하여 비

엔티엔에서 논의하 음.

정부 수단 곡물, 소

2008년 9월 7일 쿠웨이트 재정부 장

과 수단 측 트 (giant)와 식량

과 소 생산에 하여 공동 투자하기

로 서명함. 본 거래는 식량안보의 

빠른 발 의 계기가 됨.

정부 태국

쿠웨이트의 태국에서  생산에 

한 투자에 한 것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음. 그러나 2008년 반에 태국 

계자가 쿠웨이트를 방문하 을 때

에 쿠웨이트 장 은 90년간 외국인

에게 농지 임 를 허용해 달라고 제

안함.

정부
우간다, 

기타
NS

2008년 4월 세계 이슬람 경제 포럼

에서 쿠에이트 정부는 ‘Dignity 

Living' 이라는 $1억 규모의 새로운 

펀드를 시작함. 본 펀드는 동 시

장으로 공 하기 하여 우간다  

기타 국가에 농업 생산과 농산업 발

을 해 투자하기로 함. 본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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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역
투자자 투자 상국 생산물 세부정보

의 목 은 식량 수  기반  능력 

조성에 있음.

카

타

르

정부 캄보디아

2008년 3월 카타르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도하로 수입을 한 농지의 

이용을 합의했다고 함. 캄보디아 측은 

기술을 지원받고 걸   시장에서 캄

보디아 농산물 확 를 하여 2009년 

1월 훈센 총리가 카타르 방문하기로 

함. 캄보디아 정부는 2015년 매년 

1,000만톤을 수출하는 세계 1 의  

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 인도네시아 NS

2008sus 8월 국부 펀드인 Qatar 

Investment Authority가 인도네시

아에 에 지, 인 라, 농업 분야에 

$10억을 투자하기로 함. QIA가 

체의 85%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인

도네시아에서 하기로 함.

민간 키스탄 NS

카타르의 한 민간 기업이 농산물 수

입을 하여 키스탄 정부의 농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됨.

Qatar

Livestock 

Mawashi

호주, 

키스탄, 

타지키스탄, 

수단

축산

Qatar Company for Meat and 

Livestock Trading(Mawashi)는 

호주 정부와 호주에 농장을 설립하

는 것에 하여 논의함. 이 기업은 

허부 수단에 양목장을 설치하 고, 

수단과 목장의 확 에 하여 합의

함. 한 타지키스탄 축산 기업과도 

합의함. Mawashi는 키스탄에 축

산업 발 을 하여 $10억를 투자하

기로 발표함.

PPP 수단 옥수수, 2008년 7월 카타르와 수단은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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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역
투자자 투자 상국 생산물 세부정보

, 콩

시장으로 식량 수출을 해 투자를 

하기로 한 합자 기업을 발표함. 이 

기업에는 카타르 공기업인 Zad 

Holding Company와 에미리트 국

부 펀드가 포함됨.

정부 터키 NS
카타르는 터키에서 농지 확보를 고

려 이라고 보고됨.

정부 베트남

곡물, 과일,

채소, 소, 

양

2008년 9월 카타르와 베트남은 QIA

가 $9억를 투자하는 것으로 총 규모 

$10억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

로 합의함. 본 사업의 베트남 측 수

행기 은 Vietnam's State Capital 

Investment Corp. 임. 본 펀드  

일부는 카타르로 수출을 한 식량 

생산 분야에 투자됨.

사

우

디

아

라

비

아

PPP 라질 NS

2008년 8월 라질 주재 사우디 

사는 사우디 투자자들의 라질 내 

농산업 분야 투자 확 를 하여 시

도하고 있다고 보고됨. 여기에는 

라질이 농지와 생산방법, 사우디는 

자 , 싱가포르는 운송을 담당하는 

합자 식량 생산 벤처 회사를 설립하

는 것이 포함됨.

민간

이집트, 

필리핀,

세네갈,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 보리, 

, 콩,

사료작물

사우디 투자자들은 이집트, 필리핀, 

세네갈,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에

서 식량 생산을 한 농지 확보를 

시도하고 있음. 사우디 기업은 태국

과 공동으로 우간다와 수단에서  

생산을 한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보고됨.

민간 에티오피아 NS 2008년 8월 에티오피아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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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역
투자자 투자 상국 생산물 세부정보

Financial Time 와의 인터뷰에서 

사우디 투자자들에게 수십만ha의 농

지 개발을 한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하다고 함.

BinLaden

Group
인도네시아

2008년 8월 15개 사우디 투자기

들로 이루어진 동 식량 컨소시엄

을 표하여 인도네시아에 50ha의 

농지를 개발하기 하여 최소 $43억

을 투자하기로 합의하 음.

정부 카자흐스탄 곡물, 소

2008년 9월 사우디 정부 표는 곡

물 생산과 목축을 한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하여 카자흐스탄에 감.

Al 

Rabie
키스탄 낙농

사우디 식량 회사이자 동에서 가

장 큰 주스 생산 업체인 Al Rabie 

기업은 키스탄 낙농산업 발 을 

하여 농지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

고 함.

PPP
키스탄, 

수단, 터키
, 

2008년 8월 사우디 개발 펀드는 자

국의 식량 생산을 한 해외 농지 

구매를 하여 $5억5,600만 규모의 

투자기 을 설립하 다고 발표함. 

우선시되는 곡물은 과 이며 첫 

번째 투자처는 수단이고, 터키와 

키스탄도 고려 임. Asia Times 

에 따르면 키스탄은 농지를 제공

하는 가로 $600만어치의 원유와 

융 지원을 원한다고 함.

정부 수단 곡물, 축산

2008년 7월 사우디 무역 장 과 농

업 장 은 농업 분야 투자 조사를 

하여 수단을 방문함.

HADCO 수단 , 채소, 사우디 농산업 기업인 Hali A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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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투자자 투자 상국 생산물 세부정보

사료 작물

cultural Development Company 

(HADCO)는 식량과 사료 작물의 

사우디로의 수입을 하여 수단에 

10,117ha($9,500만)의 농지를 임차

했다고 함.

민간 태국

2008년 5월 사우디의 한 기업인은 

태국을 방문하여 사우디로의 수출을 

한  생산 농지 임차 가능성을 

조사함. 한 여기에는 공동  수

출 벤처 기업 설립도 포함됨. 계약

된 양 이상의 양에 해서는 기타 

설피 국가들로 수출이 가능함.

정부 남아 리카 곡물

2009년 3월 사우디는 남아 리카 농

업 분야에 한 투자에 심이 있다

고 발표함.

민간 필리핀 과일

2009년 5월 필리핀에 바나나, 망고, 

인애  랜테이션을 한 $2억 

3,860만 규모의 투자를 약정함.

U

A

E

Al Qudra

호주, 

크로아티아,

이집트,

에리트리아, 

인도, 

모로코,

키스탄,

필리핀, 

수단,

시리아,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 축산,

낙농

투자 기 인 Al-Qudra는 2009년 

에 , 옥수수, , 채소, 축산물 

생산을 해 투자 상국에 40만ha

의 농지 획득을 계획 임.

정부 아 리카, NS 2008년 7월 UAE 경제부 장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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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역
투자자 투자 상국 생산물 세부정보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남아메리카, 

베트남

상국들의 농지 구매를 계획 이라고 

함. 카자흐스탄과는 이미 의를 진

행 임.

PPP 키스탄 NS

2008년 6월 UAE 정부는 키스탄

과 농산물 생산 후 수입을 한 

$4～5억 규모 농지 구입을 논의 

이라고 함.

Abraaj 키스탄
, ,

낙농

Abraaj Capital 은 UAE 정부와 함

께 키스탄에 과  생산 후 수

입을 한 80만ha 농지를 획득했다

고 함. 한 Abraaj $2억5,000만을 

키스탄의 낙농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하 음.

Abu 

Dhabi 

Group

키스탄
설탕, 낙농,

기타 작물

Abu Dhabi Group은 키스탄에 

설탕 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업

과 낙농 분야에 한 투자를 고려하

고 있음.

Emirate 

Investment

Group

키스탄 낙농

Emirate Investment Group은 키

스탄의 낙농 분야 발 에 심을 갖

고 있음.

민간 필리핀
과일, 곡물,

수산물,

최근 UAE 기업들의 필리핀 농업 

분야에 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 에는 $5,000만 규모의 바나나 

랜테이션, 수산물, 곡물 생산, 

인애  생산이 포함됨. 2008년 7월 

양국간 MOU가 체결되었음.

Abu Dhabi

Fund for

Develop-

ment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NS

Abu Dhabi Fund for Develop-

ment 는 UAE 식량과 사료 공 을 

하여 투자 상국들이 농지를 조

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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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역
투자자 투자 상국 생산물 세부정보

정부 수단

, 옥수수,

사료작물,

감자

UAE 정부는 자국의 수요 충족을 

하여 상 작물 생산분야에 하

여 수단에 투자하고 있음. 2008년 8

월 UAE 정부는 수단에 37.8만ha의 

농지에 투자하 다고 보고됨.

Janan 이집트
, 옥수수,

사료작물,

2009년 5월 UAE 농업 투자 기업인 

Janan 은 이집트 농업부와 4.2만ha

의 농지에 , 옥수수, 사료작물을 

재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됨. 본 

사업은 연간 35만톤의 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한 Janan

은 이미 이집트에 6,277ha에 사료작

물을 재배하기 하여 $3.2억을 투

자하 음.

정부 캄보디아

2009년 10월 UAE 경제부 장 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 UAE 정부의 

캄보디아 농업 분야에 한 투자에 

하여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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