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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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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의 홍수를 계기로 국제식량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세계는 

2008년에 발생한 로벌 식량 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으며, 련 비책으로 국제  공동 응과 함께 자국의 식량안보와 식

량자원 확보에 최 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로벌 식량 기에 한 국

내외 책들이 극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국제 으로는 식량 기의 원인

을 제공하고 있는 곡물의 바이오 연료 사용, 곡물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 

투기성 자본의 유입 등에 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견

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국제 책이 마련되지지 않고 있다. 한 우리나

라의 국내 책도 아직 시행 기에 있어 즉각 인 효과를 기 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

(3/3차연도)’ 과제의 세부 연구보고서로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경  성과

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농업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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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진출기업의 련자 분들에게 감

사드린다.

2011.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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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성과와 경 략을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을 제시하 다.

  농식품산업 해외 지법인의 매출 비 은 아시아가 가장 높고, 이어 북미

와 유럽 순이다. 그러나 남미와 양주에서의 매출 비 은 낮다. 최근 5

년간 추이를 보면 해외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지법인의 매출액이 증하

고 있다.

  농식품산업 해외 지법인의 수익성은 반 으로 조한 실 이 지속되

고 있다. 특히 농업의 경우 자가 지속되고 규모도 큰 편이다. 특히 이자

비용 등으로 인해 업외 부분에서의 비용의 규모가 크다. 투자가 최근 5

년간 집 되어 해외진출 기라는 측면에서 아직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

라 할 수 있겠으나, 향후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

  농식품 산업 지법인은 지에서 직  조달과 매하는 비 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직 투자를 통한 국내로 도입하는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일본의 농식품 산업 지법인의 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경 실

이 반 으로 양호하다. 농림어업 지법인의 경우 매출액이 우리나라

의 9.5배 수 이며, 당기순이익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남미, 오세아니

아 등 우리나라의 진출이 부진한 지역에서 매출  매가 양호하게 나타

났다. 지 매 비 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그 규모에서는 7.3배 가량 크

다. 식음료 제조업도 매출  이익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양호하다. 다음으

로 태국의 CP사와 2011년부터 라질의 곡물회사인 Multigrain사에 지분

을 투자한 Mitsui사의 사례를 제시하 다.

  제 3장에서는 연해주에 진출한 (주)충남해외농업개발, (주)MH 에탄올과 

연해주에 진출한 (주)서울사료, 아로- 리모리 의 경  성과를 분석하

다. 경 성과 분석을 해서 기본 으로 각 기업의 운  성과와 운  계획

을 분석한 후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성공요인의 기  지표를 기업특성,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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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기술 특성, 시장 특성으로 설정한 후 이들을 기 으로 하여 경 성

과를 분석하 다. 구체 으로 기업특성에는 인력, 기업의 해외 진출 동기, 

마 , 자본력을 세부 요인으로 하 고, 품목  기술 특성으로는 략 품

목의 선택, 생산자재 조달의 용이성, 품종  생산기술력을 세부 요인으로 

하 으며, 시장 특성으로는 입지  인 라 수 , 규제정도, 경쟁강도  

지 주민․정부와의 력 계를 세부요인으로 하여 각 세부요인별을 기

으로 업체의 경  성과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주)서울사료는 국내 모기업의 자본력이 건실하여 자본 조달 측

면에서 어려움이 없어 자본력 기 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략 품

목으로 식용 두와 조사료 작물을 선택하여 연해주 지에서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 으며 축산업에 한 투자를 하면서 조사료를 생산하여 략 

품목의 선정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의 특성상 아직까지 

공산주의의 잔재가 있어 진출 지역의 규제도 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아로- 리모리 는 연해주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농장을 확보

하여 생산물의 로를 확보하 으므로 마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두를 주로 생산하고 러시아의 수출 규제 품목인 옥수수와 의 

생산 비 이 낮아 략 품목의 선정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러나 (주)서울사료와 마찬가지로 진출 지역의 특성상 규제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충남해외농업개발은 캄보디아 정부와 지 주민과 

긴 한 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의 련 업체간 력 정도가 높

아 경쟁강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생산한 두와 옥수수를 

우리나라로 반입하여 안정 인 로를 확보하 으므로 마 면에서도 높

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내륙 수송 인 라가 열악

하고 곡물 수출에 합한 항구가 없으며, 농업 생산을 한 인 라가 낮은 

수 이어서 입지  인 라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주)MH 에탄올은 본사인 무학 주정의 자본력, 인력, 조직력이 우수하여 

인력과 자본력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본사인 무학주정이 타피

오카를 이용하여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고 태국의 베트남 업체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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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피오카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생산된 농산물의 로가 확보

되어 마 과 해외진출 동기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 농장에서 멀칭재배를 통해 생산력을 상승시켰고 멀칭재배에 사용되

는 비닐을 지 농장에서 생산하므로 기술력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

며, 지 고용인들에게 타업체에 비하여 높은 수 의 노임을 지 하는 등

경쟁력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충남해외농업개발과 마찬가지

로 진출한 국가인 캄보디아의 인 라가 열악하여 입지  인 라 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제 4장에서는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을 제시하 다. 성공모델을 제시

하기  모델 구축시 고려사항으로 기업 내부의 요인과 외부의 요인을 구

분하여 제시하 다. 그 후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을 한 해외농업개발

의 유형으로 직  단독투자, 합작투자, 인수합병, 계약 농 방식, 임 를 

통한 경  계약 방식, 후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방식, 포  해외농업

개발사업의 방식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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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Managerial Strategy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Firms

   After the global food crisis in 2007 and 2008, world grain prices have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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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such circumstances, 
food security has become one of most serious challenges to Korea, the fifth 
largest food importing country.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is emerg-
ing as one of most promising policy options to stably secure foods. 
   This is the third and final year report of a three-year research.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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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nse around the world. Additionally, 
the study suggested a success model and strategies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final year research, the study provided action plans for promoting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by region, commodities, and types by re-
viewing successful private companies' strategies and evaluating their busi-
ness models. And by using various results, the study drew up various suc-
cess models fo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Researchers: Yong-Taek Kim, Jeong-Seung Kim
E-mail address: yong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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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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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식량의 날1에 ‘식량가격: 기에서 안정까

지’를 주제로 선정하 다. 이 게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식량문제를 안정화

하기 하여 강한 의지를 표방한 것은 역설 으로 세계 식량문제가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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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개발기구(OECD), 유엔농업식량기구(FAO) 등 국제기 들의 망에 

따르면, 이제 식량을 싼 가격에 얻는 시 는 지났고, 향후 수십년간 수시로 

식량가격 등을 경험할 것이라고 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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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국 기업을 통하여 해외농지를 확보하거나,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을 통하여 식량자원을 보다 안정 으로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국제 인 형 민간투자 문회사들도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환

으로 세계 곡물 투자를 확 하고 동시에 해외농지확보 경쟁에도 참여하고 

1 2011년 세계 식량의 날은 10월 16일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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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한 로벌 식량 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으

며, 련 비책으로 자국의 식량안보와 식량자원 확보에 최 한 노력하고 

있다.

  한편 로벌 식량 기에 응하는 방안으로서 해외농지 확보는 국제 으

로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해외농지 확보를 한 과

다 경쟁으로 인하여 국제 으로 농지 수탈(Land Grab) 논란이 확 되자 이

에 한 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정상회의

(2009. 11)에서는 해외농지 확보와 련하여 일년 이내에 해외농지투자에 

한 국제규범(Code of Conducts for Foreign Land Investment) 제정을 합

의하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외농업개발 투자에 한 규범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 으로 식량 수입국의 해외농지 확보는 크게 신식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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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의 창출(New Development Opportunity) 는 국가 간 (Win-Win) 

략으로 보는 정  시각이 공존한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 투자가 투자

상국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투자 상국과 투자자 간 계를 발

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요한 시 이다.

  일반 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장기간 고 험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 해외농업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들 민간

기업들이 보다 효과 으로 해외농업 개발에 참가하기 해서는 해외농업 

개발에 한 성공 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을 

수립하려면 지역별․품목별․유형별 진출 략을 수립하는 한편, 해외농업

개발 진출 기업들의 경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10년(2차연도) 연구에서는 주로 지역별⋅유형별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을 수립하 으나 진출 기업들의 경  사례를 바탕

으로 한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이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

차연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한편, 유형별 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이에 한 경 사례 분석을 실시,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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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식량안보와 식량자원 확보를 한 해외농업개발의 

략 수립을 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경  성과  략을 분석하는 것이

다. 구체 으로는 먼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 법인의 경  

분석을 해 투자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일본 등 외국의 해외투자 지 법

인의 경  성과와 비교한다. 그리고 장기간 고 험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성공 으로 시행되기 해서는 어떤 해외농업개발 

략이 필요한지 그 략을 도출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을 수립한다.

3. 선행연구 검토

  해외농업개발 진출의 반 인 황에 한 검토는 꾸 히 수행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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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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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로 경상북도와 K 농조합법인의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시사 을 도

출하 다.

  개별 진출 기업의 사례를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구 상

지역의 해외농업개발 황 분석과 련해서 윤재희․강명구(2006)는 연해

주지역의 농업 부문에 진출한 농기업  단체의 투자 황과 계약형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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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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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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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입지  측면(Location Advantage) 등이 소개되었으며, 해외문화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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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먼  우리나라 해외

농업개발 진출 기업들의 략이 경제학 ․경 학  이론  검토에 바탕

을 둔 진출 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농업개발은 투자 상국에서 직면할 수 있는 장애요인 즉, 국별 험

(Country Risk)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 상국의 농업투자환경에 한 철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진출 기업의 략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반 되고 있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론과 장을 모두 고려한 해외농업개발의 유형별․지역별 성

공모델을 개발하여, 해외진출기업들의 조직, 기구, 지원체계, 지 략 등

에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첫째, 국제  토지 수탈 논

의에 응하여 국제  논의 동향과 일치되면서 국내기업이 효과 으로 해

외농업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략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농식품 분야

에서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경  사례를 분석한 후에 성공 요인을 도출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농업진출 략과 해외농업개발의 경 성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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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하여 다양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모델을 도출한 것이다.

4.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

(1/3차연도)’ 의 세부 연구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식품 해외 진출 기업

의 경  성과를 각 기업들의 구조를 분석하 다. 그 후 태국의 CP와 일본

의 Mitsui를 상으로 외국 기업에 한 경  분석을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기업과 비교하 다. 그 후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농업개발사

업의 경  성과를 분석하기 하여 캄보디아의 (주)충남해외농업개발, 

(주)MH 에탄올, 연해주의 (주)서울사료, 아로― 리모리 를 선정하 다. 

제4장에서는 이  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종합 으로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해외농업개

발사업에 한 정책  시사 을 도출해 보았다.

5. 연구 범

  본 연구에서는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의 경  실  분석, 해외진출업

체의 경 사례 분석,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해외농업개발의 모형을 제시

하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의 농림어업  식품 련 해외직 투자 기업

의 경 성과 분석을 해서는 UNCTAD의 2009년 World Investment 

Report에서 시도한 방식을 따라 농업뿐만 아니라 가치사슬(Value Chain) 

상 연 성이 높은 식음료 제조업, 농식품 도소매업, 농자재 제조업을 포함

하여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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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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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우수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의 경  성과  성공

요인 분석을 한 분석 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상 으로 많이 

진출한 러시아 연해주와 캄보디아에 진출한 기업을 선정하 다. 앞의 지역

에 진출한 기업들  상 으로 성과가 있다고 단되는 업체로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서울사료 에꼬호즈 농장’ ‘아로― 리모리 ’와 캄보디아 지

역의 ‘충남해외농업개발’ ‘MH에탄올’을 선정하고, 이들 업체들의 애로사

항에 한 극복방안  성공요인을 분석하 다.

  가치사슬의 단계별 분류를 해 표 산업분류표 세분류를 기 으로 업

종을 재분류하 으나, 세계  주요 국가의 통계는 농림어업과 식음료 제

조업만 입수 가능하여 제한 으로 비교 분석하 다. 그리고 식량안보 차원

에서 가장 요한 산업이자, 가치사슬의 심인 농림어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세 분석을 시행하도록 노력하 으며, 형 유통업체의 해외 투자는 

농식품뿐만 아니라 자․생활 용품 등 다양한 제품들과 련되어 있다는 

에서 분석 상에서 제외했다.

6.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먼  해외진출기업의 경  사례를 분석한 선

행 연구를 고찰한 후 정책 시사 을 도출하 다.

  해외농업진출기업의 경 성과 분석은 지 출장을 통해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을 방문하고 련 자료를 수집하 으며, 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

를 통하여 련 기업의 사업 추진계획과 조직․인력 구조를 분석․정리하

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요인을 기업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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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분석하 으며, 이를 통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모델을 제

시하 다.

  해외농업개발 투자기업의 경 성과 분석을 시행하기 해서 한국수출입

은행의 농식품 분야 해외직 투자기업의 경 성과 분석 자료를 이용하

다. 농식품 부문 해외농업투자기업의 경 성과 분석을 해서는 해외투자

통계연보의 원자료를 획득해야 하나 이는 통계법상 문제가 되므로 한국 수

출입은행 해외투자기업 경 성과를 분석하는 부서에 탁 연구를 의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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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한 경 성과 분석을 해서 본 장에서는 그동안 

해외직 투자를 시행한 우리나라 농식품업체들의 해외직 투자에 한 경

성과를 분석하 다. 비록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이후에 해

외농업개발사업이 본격 으로 시행되었지만, 이미 2009년 이 부터 련 

농식품업체들이 오랫동안 해외농업개발투자를 해왔다. 한, 2009년 이후

에는 로벌 식량 기를 계기로 곡물생산투자가 증가하고 정부와 기업 모

두가 해외농업개발에 한 심이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2장에서는 보다 

정확하고도 포 인 통계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매년 조사하는 해외진출기

업들의 경 성과 자료를 토 로 농식품산업의 해외직 투자 경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1. 분석 범

  본 에서는 농식품산업 지법인의 2010년 경 실태와 투자 성과를 살

펴보았다. 분석 상 지법인 수는 181개사이며, 투자 잔액은 2억5600만

달러이다.

  이  184개 지법인은 연간사업실 보고서를, 47개 지법인은 투자

3 한국수출입은행, 농식품기업의 해외직 투자 요인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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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인 수 투자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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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2% 2,540,108  113.4%

황표를 기 로 분석하 다. 투자 황표는 보다 요약된 정보를 보고하도

록 되어 있어 매출입 구성, 재무 황, 투자수익  한국투자자 앞 로열티 

지 액과 이자지 액 등의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의 표 산업분류를 기 으로 하 으나, 한국농어

공사, 한국농 경제연구원 등의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일부 지법인을 추

가․변경․제외하 다.

표 2-1.  분석 상 지법인 범

1.1. 지역별

  분석 상의 지역별 지법인 수는 아시아가 가장 많고, 북미, 유럽, 

남미, 양주, 아 리카, 동순이다. 투자 잔액은 법인 수 분포와 체

으로 유사하나, 지법인 수에 비해서 아시아 집 도가 낮고, 북미와 유럽

의 비 이 더 높다. 따라서 투자잔액 기  아시아지역의 지 법인의 규모

가 북미와 유럽지역 지법인의 규모보다 작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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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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분석 상 지법인의 지역별 투자잔액 분포

단 : 천달러

표 2-3.  분석 상 지법인의 지역별 지법인 수 분포

단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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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인 수 (개사) 투자 잔액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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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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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의 23.6%와 개인 1.1%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기업의 법인당 투자 액이 크기 때문이다. 농식품 산업 지법인 

당 투자잔액은 기업이 1973만8,000 달러, 소기업 5,457,000 달러, 개인 

135만5,000 달러로 기업 규모와 비례 으로 증가하고 있다.

  투자잔액을 기 으로 볼 때 투자 주체 모두 식음료 제조업의 비 이 가

장 높으나, 기업의 경우 식음료 제조업에 한 투자집 도가 상 으로 

높고, 소기업은 농림어업과 농식품 도소매업 비 이 더 높다. 즉 어업과 

식음료제조업은 상 으로 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기업 심의 진출

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반해 농업이나 농식품 도소매업은 투자의 규모

가 상 으로 작은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된다.

표 2-4.  분석 상 지법인의 기업규모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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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인 수 (개사) 투자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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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설립 형태별

  설립 형태별로는  업종에 걸쳐 신설법인 설립이 기존법인 지분인수 방

식보다 높다. 투자잔액 기 으로 각각 78.1%, 21.9%이며, 법인수 기 으로

는 86.4%, 13.6%이다. 그러나 농림어업 분야보다는 식음료, 도소매, 제조

업의 기존 법인 인수 비 이 상 으로 크다. 이는 의 3개 업종의 기

투자비용이 상 으로 커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5.  분석 상 지법인의 설립 형태별 분포

1.4. 설립 경과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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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임업의 업력 비 이 높은 것은 수목은 생장기간이 

있어 다른 업종에 비하여 기 투자부터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시 이 길다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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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년)

법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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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분석 상 지법인의 설립 경과연도별 분포

2. 농림어업 경 성과 분석

2.1. 매출액

  농림어업 지법인의 최근 5년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7년을 제외하

고 꾸 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에는 년 비 71.6% 증가한 

1억4,2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 으며, 이는 2006년 3,900만달러에 비

해 3.6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농업 지법인의 2010년 매출액은 4,800만달러를 기록해 2006년 

매출액의 42.8배로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업 지법인은 1,500

만달러로 오히려 감소하 으며, 어업 지법인은 7,9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2006년에 비해 5.1배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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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농림어업 지법인의 매출액 추이

단 : 천달러

2.1.1. 평균 매출액

  지법인당 평균매출액은 2010년 258만달러를 기록하 는데, 이는 년 

비 71.6% 증가한 것이며, 2006년의 1.6배에 해당한다. 농림어업 지법

인의 투자액 증가에 따라 사업 규모도 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농업 지법인의 2006년 법인당 매출액은 8만8000 달러에 불과했는데 

2010년에는 13.0배인 114만5000 달러로 크게 증가하 다. 이에 반해 임업 

지법인은 총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감소하 다. 어업 지법인은 2010년 

법인당 평균 매출액이 년 비 71.6% 증가한 1577만5000 달러를 기록했

으며 최근 5년간 증가폭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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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농림어업 지법인의 평균 매출액 추이

단 : 천달러

2.2.2.. 투자 잔액 비 매출액

  농림어업 체의 투자 잔액 비 매출액은 2010년 0.58배로 년도 0.42

배 비해서 개선되었으며, 2008년의 0.59배에 조  못 미치는 수 이다.

  농업 지법인은 최근 5년간 반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에는 최근 5년  최고치인 0.29배를 기록하 다. 이는 기 투자한 사업들이 

차 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단계로 어들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

다.

  임업 지법인은 2010년 2.86배로 년도 1.73배 비 크게 증가하며,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 다. 임업은 2006년 2.46배 이후 감소 추세

로 2010년에는 0.29배로 년 비 개선되었다. 이는 임업의 경우 매출액

이 감소함에 따라 투자액이 감소한 것이 반 된 것이며, 수산업은 이와 반

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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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농림어업 지법인의 잔액 비 매출액 추이

단 : 배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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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이 73.7%를 차지하

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비슷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각 연도별 상  2개 

지역에 한 매출 비 은 2006년 96.2%에 이르기도 하 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80% 에서 2010년에는 70% 로 차 낮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사업의 업이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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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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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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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

다. 그러나 아시아 지법인의 매출 비 은 2006년 72.0%에서 2010년에는 

54.9%로 지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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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지역에서 10% 내외의 매출

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미 등 기타 지역에서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

고 있다.

2.2. 매출입 구조

  농림어업 지법인의 매출 비 은 차 지 매의 비 이 확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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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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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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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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 고, 2010년에는 43.8%로 감소하 다.

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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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어업 지 법인의 매출입 구조를 보면 차 진출 지역에서 지 조

달과 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진출 지역을 심으로 지 법인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9.  농림어업 지법인의 매입 구조 추이

단 :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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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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이익

2.3.1. 업이익

  농림어업의 업이익은 이익 규모, 법인당 평균 업이익, 매출액 비 

업이익률 모두 2010년에 크게 개선되어 최근 5년  최고치를 기록하

다. 이는 어업 지법인의 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농업 지법인은 분석 상 5개년 모두 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차 커지고 있다. 법인당 평균 업손실은 2010년 8만6000달러를 

기록하 다. 그러나, 업이익률은 최근 2006년 -45.5%에서 2010년에는 

-7.5%까지 개선되었다. 농업 지법인의 업손실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

하고 업이익률이 증가한 것은 매출액의 증가율이 업손실의 증가율보

다 크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농업 지법인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에 따

른 비용이 증가하여 업이익이 감소하는 구조인 것이다.

  임업 지법인은 2008년에 소규모 업손실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모

두 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으며, 어업 지법인은 2010년에 년도보다 

크게 개선된 업이익을 기록하 다.

표 2-10.  업종별 연도별 업이익 비교

단 :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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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당기순이익

  농림어업 지법인의 당기순손익을 보면 5년 연속 자가 지속되고 있

고, 2007년부터 그 규모가 지속해서 확 되고 있다. 법인당 평균 순손실 

규모 역시 2007년부터 커지고 있으며, 매출액 비 당기순이익률도 뚜렷한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은 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에서 규모와 매출

액 비 비율 모두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이다. 이는 매출액은 증가

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규모를 확장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상으로 단

된다. 그리고 생산과 매라는 고유의 업 이외 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

이라는 에서 지 진출 기업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

다.

그림 2-4.  농림어업 지법인의 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차이

단 : 천달러

  세부 업종별로는 농업은 농림어업  유일하게 5년 연속 자를 기록

이며, 손실 규모가 확 되는 추세이다. 법인당 평균 당기순손실도 증가했

으며, 당기순손실률이 4년 연속 ―10%를 과하고 있다. 임업은 3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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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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자에서 2010년에 자로 환하 으며, 어업은 4년 연속 자에서 2010

년 흑자로 환하 다. 2010년에는 농업․임업․어업 모두에서 업손익

보다 당기순손익이 더 악화되었다.

표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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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기도 하 으나, 2010년 27.3%까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 수익성

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법인 수의 비 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소수의 지법인에 한정된 수익성 개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업 지법인의 흑자법인 비 이 감소한 것은 아직까지 업무 역

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애서 사업 확장에 따른 투자로 인한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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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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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2.  농림어업 흑자 법인 추이

단 : 개

2.4. 재무현황

  농림어업 지법인의 손실 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의 해외직 투자를 

통한 자본  증자가 이루어지면서 재무 안정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2010년 말 기  부채비율은 166.4%, 유동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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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

로 2008년을 제외하면 모두 이자비용이 업이익을 과하고 있는 상황이

다. 농림어업 지법인은 아직까지 모기업을 통한 자본  증가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향후 양의 순이익 달성을 해 지속 인 경 개선이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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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부채

비율

농림어업 2,722.3% 70.3% 81.4% 283.6% 166.4%

농업 33.1% 52.9% 33.3% 211.4% 191.8%

임업 - 5,975.4% 21.0% 35.9% 71.5%

어업 111.0% 38.9% 1,450.6% 1,1080.3% 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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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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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3.  농림어업 지법인의 연도별 재무 황

3. 기타 농식품 산업

3.1. 매출액

  기타 농식품 산업  매출액 규모는 식료품 제조업이 가장 크며, 2010년

에는 년 비 11.6% 감소한 25억6500만달러를 기록하 다. 이는 2006년 

11억3000만달러와 비교하면 2.3배 증가한 것이다. 2010년 농식품 도소매

업 지법인의 매출액은 3억5800만달러, 농자재 제조업은 3억3100만달러

를 기록해 2006년과 비교하여 각각 2.2배, 1.4배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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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기타 농식품 산업 지법인의 매출액 추이

단 : 천달러

  식음료 제조업의 평균 매출액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10년에는 

법인당 2100만달러로 년 비 소폭 감소하 다. 농식품 도소매업은 

1,000만달러, 농자재 제조업은 1700만달러로 식음료 제조업의 법인당 매출 

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 도소매업이 가장 작었다. 이는 각 업종별 규모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식음료 제조업의 규모가 상 으로 도소매업의 규

모보다 큰 것에 기인한다.

그림 2-6.  기타 농식품산업 지법인의 평균 매출액 추이

단 :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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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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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추세이다. 이는 농식품 제조업 분야의 투자액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의 상  비 이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

그림 2-7.  기타 농식품 산업 지법인의 투자 잔액 비 매출액 추이

단 : 배

3.2. 지역별 매출 현황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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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 다. 이 외의 지역에서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존 우리나라의 식음료 제조업 지법인이 아시아지역에 많이 진

출해 있었으나 차 상 으로 소득이 높은 북미지역으로 진출한 것에 기

인한다. 한 북미지역의 소득이 높아 고가의 제품이 매됨에 따라 매출

액 증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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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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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100.0% 100.0% 100.0% 100.0%

표 2-14.  식음료 제조업 지법인의 지역별 매출액 추이

단 : 천달러

3.2.2. 농식품 도소매업

  농식품 도매업의 경우 북미와 아시아 두 지역의 비 이 높다. 다만, 식음

료 제조업에 비해 최근 4년간은 유럽이 차지하는 비 도 10~20%를 유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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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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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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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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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6.  농자재 제조업 지법인의 지역별 매출액 추이

단 :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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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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매출 구성

  식음료 제조업의 경우 분석기간 5년 모두 지 매출 비 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한국으로의 수출은 10% 미만으로 낮다. 이는 식음료 제조업의 투자 

목   지시장 진출이 2000년  들어 50%를 상회한 것과 연 있다. 매

입의 경우에도 지에서의 조달 비율이 제일 높다. 즉, 식음료 제조업 지

법인은 상당 부분 지 심의 경 체제를 구축하 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모기업과의 내부 거래는 향후로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

로 상할 수 있다. 한 식음료품은 투입물인 원재료와 부피가 상 으로 

크고 산출물의 부피도 크므로 장거리 운송에 불리한 이 있기 때문이다.

표 2-17.  식음료 제조업 지법인의 매출 구조 추이

단 : 천달러

표 2-18.  식음료 제조업 지법인의 매입 구조 추이

단 :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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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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도소매업은 지 매출 비 이 9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매입

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수입 비 이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 

도소매업의 경우 수출 진 목 의 투자 비 이 더 높긴 하나, 2000년  

들어 지시장 진출 목 의 투자가 증가한 을 감안하면 향후 지 매출

입 비 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표 2-19.  농식품 도소매업 지법인의 매출 구조 추이

단 : 천달러

표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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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농자재 제조업 지법인의 매출 구조 추이

단 : 천달러

표 2-22.  농자재 제조업 지법인의 매입 구조 추이

단 : 천달러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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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지속된 후 2010년에 흑자로 환하 다. 반 으로 2010년에 수익

성이 년 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32  농식품산업의 해외직 투자 경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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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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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당기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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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법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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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3.  업종별․연도별 업이익 비교

단 : 천 달러

  농식품 제조업의 흑자법인 수는 40개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비

은 차 감소하는 추세다. 농식품 도소매업과 농자재 제조업도 10개를 조

 넘는 지법인만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기타 농식품 산업 해외 지

법인들의 70~90%가 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 으로 농림어

업의 지법인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나 농업 련산업의 해외 지법인

도 아직까지는 경  개선의 여지가 많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2-24.  기타 농식품산업 흑자법인 추이

단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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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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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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되

고 있는 추세이다. 농식품 도소매업은 재무구조가 악화되다 2010년에는 개

선되었으며, 농자재 제조업의 경우 2010년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

는 차 본사 등으로부터의 차입  의존도가 하락함에 기인한 것으로 매출

액이 증가하고 경 효율성이 개선되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단된다.

표 2-25.  업종별․연도별 재무 황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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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지법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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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품목별 경 성과 비교

4.1. 분석 범위

  분석 상 지법인 수는 2006년 28개사에서 2010년 68개사로 증가하

으며, 투자잔액은 2006년 8,600만달러에서 2010년에는 3억2200만달러로 

증가하 다. 2010년 기 으로 곡물을 심으로 한 농산물의 조사 상은 

업종별 분석시보다 12개 지법인이 증가하 다.

표 2-26.  품목별 분석 상 지법인 범

단 : 개,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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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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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 매출액은 2006년에 비해 5.5배 증가하여 지법인당 개별 사업 규모도 

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산물 에는 곡물의 매출 증가율이 비곡물보

다 높다. 이는 2008년 이후 하락된 국제곡물가격이 2010년 후반기에 상승

함에 따른 것이다.

그림 2-8.  농산물의 매출액 추이

단 : 천달러

  임산물은 총 매출액과 평균 매출액 모두 2006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

다. 수산물은 반 으로 증가 추세인 가운데 2010년에는 매우 큰 폭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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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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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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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은 아시아와 연해주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8.  곡물 품목별․지역별․연도별 매출 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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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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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게 나타났다. 이는 유통형 해외농업개발사업도 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

이다. 특히, 곡물 취  지법인이 비곡물 지법인보다 손실 규모가 더 크

고, 매출액 비 손실률도 더 크다. 이는 곡물형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비곡

물형에 비하여 기반 정비 등 고정투자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기간 곡물이 경작되지 않은 경지에서 곡물을 재배하기 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데 아직까지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법인이 많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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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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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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9.  곡물 품목별․지역별․연도별 매출 비  비교

단 :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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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법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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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하 다. 비곡물의 경우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곡물은 

16.2%에 불과하다.

표 2-30.  품목별․연도별 흑자 법인 추이

단 : 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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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곡물 유통형 지법인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유통형 지법인의 경우 매

입한 곡물을 한국으로 수입해 오기보다는 지나 인근 국가 매에 치 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해서는 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해외

농업개발 법인에 한 특별 세는 WTO 규정에 배됨에 따라 국내로의 

반입이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유통형 한 아직까지 진출한 지역(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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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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의 자 률이 낮으므로 그 지역에 한 공 이 우선인 것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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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품목별 지법인의 매출 구성 추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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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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품목별 지법인의 매입 구성 추이

단 : %

4.5. 재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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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은 크게 우려할 

수 은 아니지만 유동비율 79.5%, 차입  의존도 55.0% 등 유동성에 다소 

문제가 있고 외부 차입 비 이 높다. 곡물의 경우 규모 경지 매입, 경운, 

농기계  투입재 구입 등 기에 규모 자본이 필요하므로 차입 의 의

존도가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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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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0.6 1,1080.3 2,555.3

유동

비율

곡물 1,2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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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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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품목별․연도별 재무 황

단 : %

5. 외국 기업의 농식품 분야 해외직 투자의 경 성과 분석

5.1. 태국 CP사

5.1.1. 회사 개요

  Charoen Pokphand Foods Public Company Limited(이하 “CP사”)는 

1978년 설립되어, 사료․축산․양식업  식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태

국 최  농식품 회사로 태국 재벌 그룹인 Charoen Pokphand Group의 주

요 계열사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가 류와 돼지, 새우와 어류를 취 하고 

있다.

  유통망은 통 시장을 비롯하여 슈퍼마켓, 식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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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해 왔으며, 2010년에는 CP Fresh Mart를 출시하여, 도소매업까지 사업

을 확장하 다.

  사료사업으로 시작하여 축산, 식품가공, 매로 사업 역을 확장, 완

통합형 시스템을 구축해, 공 사슬상의 Upstream 부문에서 Downstream 

부문으로 확장을 성공 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림 2-9.  CP사 공 사슬

5.1.2. 경 성과

  1991년 161억4600만바트 수 의 매출 규모에서 지속 인 매출 증가세

를 유지하여 2010년에는 1890억4900만바트를 기록하 다. 특히 최근 들어

서는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 당기순

이익은 135억6300만바트로 역  최고치를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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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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0.  CP사 매출액  업이익 추이

단 : 백만THB

  최근 국내 매출에 비해 해외시장에서의 매출 신장세가 두드러진다. 2005

년과 2010년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태국 국내 매출은 동기간  48.1% 증

가하 으나, 해외 매출은 105.0% 증가하 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293.3% 

매출이 신장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의 매출 비 이 32.7%에서 40.2%로 

증가하 다.

표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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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한 반면 해

외 자회사 매출은 320억6300만바트에서 496억5700만바트로 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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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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증가하 다. 2009년 3/4분기에 진출한 만의 매출이 본격화되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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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5.  CP사 매출액 구조

단 : 백만 태국 바트(TH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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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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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 의 바탕이 된 구매자 교섭력을 통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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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해서 투자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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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엔자(AI)의 

향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사료, 종자, 생고기  가공식품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은, OEM제품과 

자체 랜드 제품으로 나 어 매하고 있다. 유통망은 통시장을 비롯하

여 슈퍼마켓, 식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CP Fresh Mart를 출시하 다. 이른 바 완 통합시스템을 갖춰 공 사슬의 

철 한 리가 가능한 사업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CP사의 핵심사업은 크게 축산업과 양식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닭고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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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
형․알갱이형 등으로 다양하게 제
조하며, 콩가루, 가루, 어분을 주
원료로 한다. 매는 가축사료와 유
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사육

주로 가 류와 돼지를 교배하고 사
육하며, 그 종류로는 구이용 계, 
산란계, 산란오리, 새끼돼지 등이 
있다. 살아 있는 가축도 도소매업자
와 식품가공업체들에게 매되며, 
생고기나 얼린 고기는 국내뿐 아니
라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다.

품질이 좋은 새우와 어류를 양식하
기 해 직  새끼부화  종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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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며, 주요 수출
국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지역이 
있다. 

표 2-36.  CP사 사업 내용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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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서는 사료 제조부터 축산, 식품가공까지 통합시스템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진출 국가들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

다. 인도와 말 이시아는 재 일부 생산 단계만 진출한 상태이지만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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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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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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poration
새우 양식업

만 
Charoen Pokphand Enterprise (Taiwan) 

Co., Ltd.

사료제조, 축산, 

식품가공

업 인 국가들  수익성은 제일 좋다. 가장 최근인 2011년에는 캄보디

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꾸 한 해외사업 확장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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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유형자산은 36억4800만바트에서 107억3300만바트로 증가하여 194.2% 

증가하 다. 2005년 9.7%에 불과하던 해외 비 이 2010년에는 22.6%로 증

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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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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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하고 기술 수를 강조함으로써 지 정부와 좋은 계를 유지하여 

사업 확장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반면, CP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일본, EU국가들로는 이미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쟁사들이 많기 때문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2002년에 

CP사는 미국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재는 수출 사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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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생산 규모를 차 확장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다음으로 가장 큰 수출지역인 유럽의 경우, 포르투갈  스페인에 

해산물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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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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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Mitsui사 식품  소매 사업 부문 업실  추이

단 : 십억엔

  식품  소매사업은 로벌 트 십의 강화를 통해 식량 자원과 식품 

재료의 공 원 확보, 국과 인도를 포함한 이머징 마  매 확 를 통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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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사업을 추진할 정이며, 조인트벤처 설립도 검토 

이다.

  식량 자원 련해서는 해외 자회사인 미국 United Harvest와 라질의 

Multigrain사를 통해 곡물 사업을 확장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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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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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감소와 이송 설비 부족으로 내륙 지방의 운송비가 증가하여 2010

년에는 자를 기록하 다.

그림 2-13.  Multigrain의 가치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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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질 내륙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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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달러가량 추가 투자를 통해 창고․운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이 완료되면 라질 수출의 10%에 해당하는 3백만 

metric tonnes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림 2-14.  Multigrain사의 시설 황

  한편, Mitsui사는 미국과 라질에서의 사업 경험을 토 로 향후 아 리

카 등 다양한 신흥 국가들에 한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다. Multi-

grain사 인수도 단순히 곡물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무역, 운송에 이르는 

통합 시스템의 강 을 습득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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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한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  사례를 분

석할 것이다. 경  성과 분석을 해서는 기업의 구체 인 자료가 필요하

므로 자료 조가 가능한 업체를 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상 으로 많이 진출한 연해주, 캄보디아에 진출한 

업체  실 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업체를 상으로 한다.

1. 사례 지역  기업 선정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기 단계에 있어 진출 업체들은 진출 생산자재의 

확보, 생산물의 국내 반입, 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따라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진출업체들의 사업이 정착되게 함은 물론 

흑자경 으로 환  하는 방안을 마련해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출업체  성공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우수 진출

기업들에 해 경 사례를 분석하고 성공 요인을 기업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론 인 틀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성공 모델을 제시할 경우 다른 진출 기업들의 ‘흑자경  실 ’을 

4 김완배.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경   성공사례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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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는 한편 후발 해외농업개발기업의 기 지조사비용을 감하고, 

보다 안정 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연해주와 캄보디아에서 재 성공 으로 해외농업개발을 하는 

기업들  경 자료 입수가 가능한 4개 업체, 캄보디아의 경우 (주)충남해

외농업개발, (주)MH 에탄올 그리고 연해주는 (주)서울사료, 아로― 리모리

 등을 우수 사례기업을 선택하여 이들의 경 성과와 성공 요인을 분석하

다.

  해외농업개발 진출 략 수립의 구성요소로는 경쟁우 를 가져올 수 있

는 경 자원 확보 여부(핵심역량 악), 생산입지 는 생산시설의 배치(생

산입지 선정), 진입시장의 선택(진입시장 선택), 진입방법의 선택(진입방법 

선택), 지법인에 한 통제와 리  조정 방안(통제와 리)이 있다.

  이에 따라 해외농업개발 략 수립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품목별(옥수

수, 콩, 일) 진출 지역, 해외농업개발로 확보해야 할 체 물량규모와 지역

별 물량 규모,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들의 수익성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략,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한 정부정책의 지원 략

이 있다.

1.1. 러시아 연해주 농업 개황 및 국내 기업 진출 현황

1.1.1. 러시아 연해주 농업 개황

러시아는 세계 최  국토면 에 풍부한 천연자원  노동력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연해주는 극동지역에서 농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농산물과 식품을 러시아 내의 다른 

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1993년 개 개방 이후 격한 시장 개

방으로 가의 국산과 앙아시아 농산물, 특히 채소류와 돈육은 국

산, 과실류는 앙아시아산 등이 연해주 농산물을 장악하 다. 연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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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 등 지원정책에 한 의존도가 높았던 다수의 국 농장들과 농업 련 

기업들이 연방정부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과도한 부채와 세 , 기와 

연료 부족, 농기계의 노후화 문제 등이 겹쳐 산하게 되었다. 한 개 개

방에 따라 국 농장의 농지를 해당 농민들에 일정 규모씩 분배해 주었으나 

농민들 역시 자본  경 능력 부족 등으로 농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

는 등 연해주 체에 걸쳐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었다.

연해주의 농경지 총 면 ( 지 포함)은 240만ha로 이  반 정도만이 

농에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농경지는 거의 방치 상태에 있다. 이 때문

에 농업시설 한 제 로 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농경지

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개 개방 이후 가족농이 창설되었지만 이  많은 

농민들이 시장경제에 응하지 못하고, 개별 농에 실패한 농민들은 농

활동을 축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족농 유지를 해 최 생계비

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액은 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구 소련 시  앙

정부의 권력 강화 등의 이유로 농업생산자재 생산시설의 분산 입지로 인해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부분의 농자재는 4,000~5,000㎞ 떨어진 앙러

시아지역으로부터 수송해 오고 있어 과다한 물류비로 인해 생산자재의 가

격 수 이 높다.

연해주는 하 기에 일조시간이 길어 일조량 부족 문제는 없지만 동 기

가 길어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서리 는  등이 일  내릴 경우 작황

에 문제가 발생한다. 년에는 겨울철에 강설량이 었으나 2009년의 경우 

이 일  내려 콩을 제 로 수확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 다. 연해주는 

연간 강우량이 600~900㎜ 정도로 우리나라의 반 수 이지만 여름에 집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비교  연  고르게 오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다. 2009년의 경우, 주로 7, 8월에 강수량이 높게 나타났지만,  

월에 걸쳐 비교  고른 강수량 분포를 보 다. 이는 여름에 집 으로 강

우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다른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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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해주 지역별

평균 강수량(㎜)
10 10 20 30 60 90 120 120 80 38 22 10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
29 42 43 47 97 123 466 74 46 54 32 35

표 3-1.  한국과 연해주의 월별 강우량 비교 (2009)

자료: 연해주정부(www.primorsky.ru); 한민국 기상청(http://www.kma.go.kr)

과거 사회주의 시 에는 집단 농체제인 콜호즈, 소포즈를 통한 농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었고 리체계도 원활히 작동하

다. 하지만 개 개방 이후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가족농이 창설되면서 각

자의 농장을 직  책임져야 하는 농민들은 시장경제에 한 이해 부족과 

자본 부족 등으로 연해주 농업은 쇠락 과정을 걷게 되었다. 정부는 농가당 

10~15ha씩 농지를 분배하 으나 아직도 많은 농민들이 불하받은 농지를 

등록하지 않을 정도로 토지의 소유권에 한 심이 떨어져 있다.

  곡물 재배가 가능한 농경지의 임차료는 ha당 연간 1~1.5달러로 매우 낮

은 수 이다. 하지만 채소 재배를 할 수 있는 농지는 임차료가 ha당 연간 

5,000루블(한화 약 20만원)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 이며 최근 한국은 물론 

국 기업들의 연해주지역 진출이 확 되면서 임차료가 높아지고 있다.

  2010년 연해주 총 농업 생산액은 207억루블로 년 비 4.7% 증가하

으며 최근 3년간의 연해주 총 농업생산액은 꾸 히 증가하 으며, 특히 

체 비 농기업 생산액의 비 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한 2011년 농업 총 생산액  농기업의 비 을 재보다 

2.6% 높은 40.8%로 계획함으로써 사회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러시아, 특

히 연해주에서 기업을 심으로 하는 ‘시장경제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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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 2009 2010 10’/09’변화율 2011 계획면

  체 308.3 348.3 308.8 △11.3% 371.6

곡  물 106.8 114.1 78.0 △31.6% 130.0

벼 8.1 18.0 23.1 28.3% 21.0

알곡용 옥수수 16.7 11.1 9.3 △16.2% 17.0

36.2 33.7 16.7 △50.4% 37.0

메  2.2 1.3 1.2 △7.7% 2.5

콩 116.3 146.9 139.9 △4.8% 150.0

노 지 채 소 8.6 9.4 10.3 9.6% 10.5

감  자 30.1 31.0 31.2 0.6% 32.3

농기업 

종면
227.4 252.8 219.0 △13.4% 275.0

구 분 2008 2009 2010
10’/09’
변화율

2011 
계획생산액

총 농업생산액 15,623.9 19,755.5 20,692.8 4.7% 23,234.4

농기업 생산액 6,030.5 6,763.2 7,902.6 16.8% 9,478.4

체 비 농기업 

생산액 비
35.6% 34.2% 38.2% 4% 40.8%

표 3-2.  러시아 연해주 총 농업생산액 (2008-2011)

단 : 백만루블

자료: 연해주 농업식량국 자료(2011. 01. 28); http://blog.daum.net/mutual/573

  농작물 종면 은 2010년 재 30만8,800ha로 년 비 11.3% 감소하

다. 2010년의 경우, 러시아 연방은 측 기록을 작성한 이래, 6~8월 평균

온도가 130년 만에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 으며, 철 종기에 강우량

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등 이상기후가 반 인 종면  감소를 야기한 것

으로 단된다. 작물별로 벼 2만3,100ha, 알곡용 옥수수 9,300ha,  1만

6,700ha, 메  1,200ha, 콩 13만9,900ha, 노지채소 1만300ha, 감자 3만1,200ha

를 종하 다(<표 3-3> 참조).

표 3-3.  주요 농산물별 종 면  (2008-2010)

단 : 천ha

자료: 연해주 농업식량국 자료(2011. 01. 28); http://blog.daum.net/mutual/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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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 2009 2010 10’/09’변화율 2011 계획량

곡  물 1.54 1.73 1.94 12.1% 1.68

벼 2.27 2.20 2.93 33.2% 2.50

알곡용 옥수수 2.62 2.82 3.68 30.5% 2.85

1.26 1.39 1.01 ▽27.3% 1.10

메  0.32 0.52 0.46 ▽11.5% 0.52

콩 0.98 1.07 1.11 3.7% 1.10

노 지 채 소 13.80 15.40 15.18 ▽1.4% 15.70

감  자 10.79 11.97 11.52 ▽3.8% 12.06

  2010년 1ha당 곡물의 평균수확률은 1.94t으로서 년 비 0.2톤 증가하

으며 작물별로는 벼 2.93t/ha, 알곡용 옥수수 3.68t/ha,  1.01t/ha, 메  

0.46t/ha, 감자 11.52t/ha, 콩 1.11t/ha 수 이다. 2009년과 비교했을 때, 

2010년의 과 메 , 그리고 노지채소와 감자의 단 당 생산량이 감소했으

며, 벼를 비롯한 알곡용 옥수수, 콩의 단 당 수확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2010년의 기온이 높았던 을 고려할 때, 냉 성 작물인 과 감자

의 단 당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온 성 작물인 벼와 옥수수의 단 당 생

산량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4> 참조).

표 3-4.  주요 농산물별 평균 수확량 (2008-2010)

단 : 톤/ha

자료: 연해주 농업식량국 자료(2011. 01. 28); http://blog.daum.net/mutual/573

1.1.2. 연해주의 주요 생산물

  연해주의 주요 생산 농작물은 벼, 콩, , 옥수수, 메  등이며, 진출 기

업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연해주의 토양은 반 으로 입자가 미세하고 

몽근 질토로서 물빠짐 상이 어 벼농사에 합하고, 건답직  후 용

수를 통해 벼를 재배하고 있다. 반면 콩, 옥수수 등 밭 작목의 경우에는 수

직배수가 힘들어 약간의 경사가 있는 농지에서 수평배수방식으로 재배하

고 있다. 연해주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식이 이며, 일부 러시아인도 

을 소비하고 있어 비교  안정된 값을 형성하고 있지만 최근 국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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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재 연해주에 

진출한 한 업체는 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의 량을 지 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콩의 원산지로 알려진 국 동북3성지역과 인 한 연해주는 고품질 유

기농 Non-GMO 콩을 생산하는 데 최 지이며, 러시아 정부는 GMO(유

자변형 농산물) 품종재배를 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연해주에서 재배되는 

모든 콩은 Non-GMO콩이다. 러시아인들은 통 으로 콩기름( 두유)으로 

요리를 하므로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콩의 량은 러시아 내수용으로 공

되고 있다. 극동러시아지역에 두유를 공 하고 있는 유일한 콩기름 가공

공장은 우스리스크에 치하고 있다. 재 연해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콩은 

미국  라질산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아 유지용보다는 두부, 청국장, 

낫토, 콩나물 등 식용에 합하다.

  지 진출업체에 의해 생산된 콩은 우리나라의 세가 무 높아 량을 

러시아시장에 매하고 있으며, 재 일본시장에서 식용콩으로 Non-GMO 콩

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으로의 수출을 추진할 정이다.

  은 러시아인의 주곡으로 생산하기 해 1960년  구 소련이 정책 으

로 생산 인 라를 구축하 다. 구형 농기계의 부분이  생산용 농기계

으며, 정선, 건조, 보 시설도 모두  주의 시설이다. 따라서 향후 다

수확 고품질의  종자를 개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연해주 진출업체의 일부는 을 재배하고 있는데, 의 수확 시기는 8월 

말, 콩의 수확 시기는 9월 말이므로 콩만을 재배하는 경우에 비해 농기계

의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 연작피해를 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고 한다. 재 생산된 은 러시아 내부 수요가 많아 량 내수용으로 

매하고 있으며, 수확기에는 을 구매하기 해 시베리아지역 등으로부

터 상인들이 농장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수수는 최근 바이오에 지의 개발 향으로 러시아에서도 주목받고 있

으나 아직까지는 주로 사료용이다. 옥수수는 러시아 내수시장용으로 생산

되고 있으며, 축산물 소비 확 에 따라 수요량이 증하고 있는 반면 공

이 부족하여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옥수수의 부산물인 옥수수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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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옥수수를 따낸 몸통)도 버섯재배용으로 수요가 증하고 있다. 그러나 

옥수수의 재배는 종기․수확기 등 옥수수 용 농기계와 가공, 정선설비

도 별도의 용 라인 설치가 요구되는 까닭에 투자비용이 큰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러시아인은 규격식단  매주 1회씩 메 밥을 먹고 있으며, 과거 집단 

농장시  탁아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 에서 매주 1회씩 의무로 을 식

용토록 했는데 이는 육류 섭취가 과다한 러시아인들의 건강을 고려한 정책

이었다. 이러한 식문화로 인해 재에도 러시아인들에게 메 은 주요 소비 

곡물이며, 메 밥맛은 팥밥과 냄새와 맛이 거의 흡사하다. 최근 국내 진출 

기업  일부가 기후 변화로 인해 콩 종 작기가 지연되는 단 을 메  

종을 통해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메 은 작물의 특성상 토

질의 지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에는 메  경

작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 생육기간도 50일 정도로 짧아 다른 곡물의 종

이 끝날 시기인 6월 말 종이 가능하여, 콩 등 타 작목 종이 어려운 경

우  작목으로 당하다.

1.1.3. 러시아 연해주 국내 기업 진출 황

  한국인의 연해주 진출은 1990년  반부터 이루어졌으며, 기에 진출

한 업체  상당수는 지 응에 실패하고 철수한 반면 이들의 실패를 타

산지석으로 삼아 최근에 진출한 업체들은 비교  순조롭게 지에 응하

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1990년  후반에서 2000년 에 진출했던 새마을운동 앙회, 한주택

건설사업 회, 한농복구회, 신성사업, 발해 농단 등 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이유로 지 응에 실패해 재는 철수한 상태이다. 연해주 진출의 표

기업으로 불린 고합은 1991년부터 지법인 (주) 림코(고합지분 53%)를 

세워 4,700ha 규모의 농지에 한 경작권을 획득하여 메 , 귀리, 콩을 재

배하다가 IMF 기 등으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철수하 고, 이 

 일부 농지는 동북아평화연 에서 인수한 상태이다.  2000년  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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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 비교  지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으로는 순진리회

의 지법인인 아그로상생, 유니베라(구 남양알로에)가 있으며, 2008~2009

년에 진출한 인탑스의 아로- 리모리 , 서울사료의 에꼬호즈, 공업

의 자원개발 등이 농규모를 확 하는 등 극 인 농활동을 하고 

있다. 

1.2. 캄보디아 농업 개황 및 국내 진출기업 현황

1.2.1. 캄보디아 농업 개황

  캄보디아는 1년 3모작이 가능한 기후조건을 지니고 있으나, 토질이 체

으로 좋지 않고, 개시설이 열악하며, 토지 개간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

이다. 캄보디아 심부에 치한 톤 삽 호수와 메콩강, 풍부한 강수량 등

으로 농사를 짓기에 물은 충분하고, 톤 삽 주변에 형성된 비옥한 토지는 

농사에 합하다. 하지만 풍부한 강수량, 메콩강과 톤 삽 호수의 물을 연

 농사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개시설이 부족하다. 비옥한 토지의 확보, 

토양 개량, 개용수의 확보 여부가 캄보디아에서의 규모 경작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한 요소이다.

  캄보디아 농민의 경우 비료가 없고, 경작기술과 개시설이 부족하여 종

자를 사다 그냥 밭에 뿌려둔 채, 자연경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단 면 당 

수확량이 매우 낮다. 2007년 기 , 작목별로는 이 약 200만ha로 농작물 

 가장 많은 면 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옥수수가 4만5,000ha로 

넓은 면 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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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배면 (ha) 단  생산량(ha/t) 생산량(t)

계 우기 건기 평균 우기 건기 계 우기 건기

2,585,905 2,241,114 344,791 2.621 2,413 3.959 6,727,127 5,363,690 1,363,437

옥수수 109,220 99,336 9,884 3.580 3.646 2.850 376,938 351,858 25,080

카사바 99,207 95,815 3,392 22.864 23.080 9.350 2,182,043 2,168,018 14,025

고구마 9,623 5,417 4,206 4.844 5.811 4.050 45,285 30,103 15,182

채소 44,507 27,048 17,456 5.446 5.714 5.000 222,893 146,143 76,750

강낭콩 86,584 73,954 12,630 0.789 0.790 0.782 59,899 51,068 8,831

작물명 면  작물명 면

1,924 콩 16.2

옥수수 45 담배 13.4

야채 39.2 카사바 12.4

녹색 그램(Green gram) 25.2 고구마 9.4

표 3-5.  주요농작물별 재배 황 (2007)

단  : 천ha

자료: 캄보디아 농 경제연구소(CARDI)

표 3-6.  주요농작물별 생산 황 (2007)

자료: 캄보디아 농 경제연구소(CARDI)

1.2.2. 캄보디아의 주요 생산물

  캄보디아의  생산 규모는 세계 15 이고, 2016년까지 연간 수출량 

100만t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생산량을 재 700만 톤에서 

900만t까지 늘릴 계획이며 2010년  수출량이 2009년에 비해 45% 증가

하 다. 은 캄보디아 정부가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수출 상 작목이

며, 주요  생산지역은 메콩강과 톤 삽호수 주변 지역인 바탐방, 캄 참, 

타 오, 베이뱅주에서 집약 으로 재배되고 있다.  생산량은 2007년 

이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기술 발 에 따라 단 면 당 생산

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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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 2008 2009 2010

생산량(천t) 6,427 7,175 7,586 7,969

ha당 생산량(t) 2.4 2.7 2.8 2.8

표 3-7.  캄보디아  생산량 변화추이 (2007-2010)

자료: 캄보디아 상무부/최고국가경제 원회(SNEC)

그림 3-1.  캄보디아 지역별  생산량

  옥수수5는 캄보디아에서  다음으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며, 2007년 

기  생산량은 52만3000t, ha당 생산량은 2.0~2.5t이다. 약 80% 물량을 비

공식 무역 형태로 태국에 수출하고, 베트남에 10% 수출하며, 자국에서 10% 

정도 소비하고 있다.

  카사바는 캄보디아 농민들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작물로 

5 한국농어 공사, 캄보디아 농업환경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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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년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나는 수요의 성장과 치솟는 카사바 분가

격이 캄보디아 내에서 카사바 생산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목화(면직물)는 건기가 긴 캄보디아에서 재배에 합한 작물이며, 20세

기 부터 동남아시아 내에서 가장 요한 목화 생산국으로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골지역 여성들이 직물과 가정용품으로 쓰이는 홈메

이드 면을 생산하고 있다.

  고추는 2010년에 캄폿주 9.75ha 면 에서 17t 정도 생산되었고, 뛰어난 

품질을 보여 랑스 스토랑업체로 수출하고 있다. 설탕의 경우 2010년 6

월에 1만t의 원료당을 국으로 수출했으며, 1970년  이후 국은 캄보디

아의 최  원료당 수출국이다. 한편, 고무는 2010년  t당 1,000달러에 거

래되었으나 올해 들어 t당 2,000달러에 거래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

고 있다.

1.2.3. 캄보디아 국내진출 기업 황

  한국 해외농업개발기업의 캄보디아 진출은 1999년 CJ가 캄보디아 농림

부와 3,000ha의 토지 임차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이 졌으며, 2008년 

CJ가 (주)MH에탄올에 모든 지분을 넘겨주면서 캄보디아에서 소기업 

심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시작하 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해외직 농장에 한 장려 정책이 

시행되었고, 동남아, 국, 연해주 등의 지역에 한 해외농업환경조사가 

이 졌다. 지 , 노동력, 기후 등에서 캄보디아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

후 본격 으로 한국기업들이 진출하 다. 따라서 2008년 바탐방지역에 

KOGID, 캄 스푸 지역에 충남해외농업개발, 2010년 일린 지역에 성문, 

캄폿지역에 (주)에이퍼 이 진출하 으며, MH에탄올는 캄 스푸 지역에 

농장을 두고 놈펜 인근에 가공공장을 운 하면서 한국기업이 정착하

다.

  재 캄보디아 내 주요 한국기업들은 캄 스푸(MH에탄올, 충남해외농업

개발), 캄폿(에이퍼 ), 바탐방(KOGID), 일린(성문)의 4곳에 분포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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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이사 

성명
회사명 비고

농업분과 김문백 온 리농산
타피오카,  

한우축산단지 개발

〃 김정호 MH Bio energy
타피오카, 

바이오에탄올 제조

〃 신용하 Sharom Farms  Co., Ltd. 과수(망고), 양돈

〃 신일형
Kirirom  Botanic garden 

Co.,Ltd.
조경수, 화훼, 
지피식물

〃 이윤 KOGID Cambodia  Co.,Ltd.
옥수수, 타피오카, 
건조  매

〃 이태 KoMer-CN Co.,  Ltd. 감사

〃 장인갑 Green Max Cambodia Corp 부회장

〃 장윤호 Angkor Green  Park PLC 농업

〃 박지용 캄보디아 베다니 농산 가나안 농군학교

임업분과 백병근 BNA  (CAM) CORP 사무국장

〃 배경수 NTD Cambodia 고무나무, 

축산업분과 신용하 Sharom  Farms Co., Ltd. 과수(망고),  양돈

〃 신 갑 GIMPO PORK 양돈

〃 김정인 SCF (Cambodia)  Co.,Ltd 회장

〃 김주안 Jhun Bin Agro 양돈, 과수(망고)

유통업분과 김진우 JSGLOBAL 
정미기계, 양계, 

탁 농

〃 박운규 　E. E. E Holdings Co., Ltd 농기계, 소 , 유통

며, 카사바(MH에탄올, 성문, KOGID), 옥수수(충남해외농업개발, KOGID, 

에이퍼 ), 두류(충남해외농업개발)를 재배 이며, 일부 기업은 소규모로 

벼농사를 짓기도 한다.

  2011년 8월 재, 경작 인 면 은 MH에탄올이 4,000ha로 가장 넓으

며, 충남해외농업개발이 1,400ha(직  30ha, 계약재배 1,370ha), 에이퍼

이 300ha, 성문이 30ha를 경작 이며, KOGID는 량 수매 형태로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2011년에는 남  경북 해외농업개발이 캄

스푸 지역에 진출했고, 강원․경기해외농업개발도 2011년 이내 캄 스푸 

지역으로 진출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2011년 8월 15일자로 총 17개 업체

(농업 9개, 축산업 4개, 임엄 2개, 유통업 2개)가 참여하여 ‘주 캄보디아 농

산업 회’를 창립하며, 지 업체 간 력체계를 구축하 다.

표 3-8.  주 캄보디아 농산업 회 회원업체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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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진출기업의 경영성과 및 성공 요인 분석 방법

1.3.1. 경 성과 분석  성공 요인 지표

  경 성과 분석은 진출기업의 비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경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경 성과

측정은 진출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 으로 

과거 추진행 의 효율과 효과를 계량화하는 과정과 기업을 얼마만큼 잘 

리하 는지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경 성과는 해당 

기업의 최근 생산 황, 생산비용, 손익계산서 순으로 정리하여 재무제표 

주의 성과지표 측정 의 지표 산출을 통하여 기업의 업계획 목표 

달성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 으며, 경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 기업의 내부 자료를 사용하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성공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 으로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성공 요인을 기업 특성, 

품목  기술 특성, 시장 특성 등 세 가지 구성요인으로 나 고 다시 세부 

하 항목 10개를 사업의 핵심 요소로 보고, 이들 요소들을 심으로 하여 

해외농업개발 사업사례의 성공 요인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각 세부 항

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항목별로 10  만  기  수를 부여하여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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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성 품목  기술 특성 시장 특성

- 인력
- 기업의 해외진출 동기
- 마 ( 로 확보)
- 자본력(총 자산과 부채)

- 략 품목의 선택
- 생산자재 조달의 용이성
- 품종  생산기술력

- 입지  인 라 수  
- 규제 정도
  (무역  규제장벽)
- 경쟁 강도  지 주민․
  정부와의 력 계

표 3-9.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성공 요인 분류표

가.  기업 특성

(1) 인력

  인력과 련해서는 문경 인(CEO)  기술 문인력의 확보, 단순노동

인력 확보의 용이성과 임 수  등을 들 수 있다. 상 으로 리스크가 큰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지 여건의 변화  험 등에 해 얼마나 빠르게 

응할 수 있는지, 지 사정에 한 정보 수집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능력을 갖춘 문경 인(CEO)의 선택이 매우 요하여 이 경우 문 경

인의 국제 인 경험  기간 등이 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문기술인력과 련하여 우리나라에는 문성을 가진 농업기술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와 농조건이 이한 해외

에서 경험을 축 한 기술 인력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해외농장에 즉

각 투입할 수 있는 문기술인력을 찾지 못할 경우 최 한 빠른 기간 내에 

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후계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지 인력 활용능력과 련하여 부분의 개도국의 경우 임  수 이 낮

은 단순노동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으나 채용 후 해당 지역의 인력에 

한 성향을 얼마나 잘 악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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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해외 진출 동기

  기업의 해외 진출 동기는 시장  동기와 지식  동기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시장  동기는 신규 매처 개척 는 원료 확보를 한 것이며, 지식  

동기는 기술역량 향상  신제품 개발을 한 것이다. 부분의 해외농업

개발 기업의 경우, 시장  동기 비 이 지식  동기에 비해 좀 더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특히 사료를 비롯한 농산물이 상당 부

분 수입되고 있는 국내 실을 감안했을 때, 리스크를 이기 해 기업이 

수직  통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외 진출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으로 종자시장 규모가 크고, 기후 한 다양하다는 것

을 감안했을 때 기업의 시장  동기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나면 지식  

동기가 해외 진출의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따

라서 국내 모기업의 극 이면서도 실한 진출 동기가 해외사업의 성공

에 요한 요소가 된다.

(3) 마  ( 로 확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최종 성과는 생산 는 확보한 농산물의 매에서 

결이 나는 것이다. 성공 인 매는 다양한 매처와 한 매가격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마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

라서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확보한 농산물의 량을 국내로 반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상국의 시장은 물론 제3국으로의 수출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이 듯 다양한 로를 확보하기 해서는 범 한 사업네트워크 구축

이 필수라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네트워크 구축에 진출 기업이 우선 나서

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공기업 특히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정부가 나서서 

해외지사  공 ,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다면 상첨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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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력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농장형’ ‘유통형’ 모두 사업 규모가 큰 까닭에 규

모 자본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이는 사업인 탓에 험성 역

시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농장형’의 경우 생산기간이 길고 자연조건에 

향을 많이 받는 농업의 특성으로 인해 투입자본에 한 회수 기간이 길

고 경 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외농업

개발 사업으로의 진출을 주 하게 되고, 이들을 해외사업으로 유도하기 

해서는 정부의 인센티  제공이 필수라 할 수 있다.

  물론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한 정부의 융자 지원이 시작되

었으나 융자 규모가 작은 것은 물론 융자 조건도 까다롭고, 이자율에 추가

되는 기업의 부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큰 인센티

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농림수산식품부는 험도가 낮은 

‘유통형’ 사업을 권장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융자심의 시 ‘유통형’에 해 

가산 을 부여하고 있어, 이는 진출 방식 간 차이 을 제 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요컨 , 해외농업개발이 국가 과

제이고 여기에 특히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의 참여를 진시키기 해서는 

정부 인센티 시스템의 시 한 재조정이 요청된다.

나.  품목  기술 특성

(1) 략 품목의 선택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상 국가는 다양하며, 국가별로 특정 품목의 가격 

 품질경쟁력, 다시 말해서 국제경쟁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마련이

다. 따라서 진출국가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 략 작목의 국제경쟁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작목의 국제경쟁력 고려 시 재의 수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  경쟁력까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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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 자재 조달의 용이성

  해외농장 운 에 필요한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등 생산자재의 가격 

수 과 조달의 용이성은 물론 충분한 장․가공시설의 유무 역시 안정

인 해외농장의 경 은 물론 사업의 수익성 확보에 요한 요소가 된다. 특

히 규모 해외 농을 해서는 각종 생산자재의 기․ 량 조달이 필수

라 할 수 있으며, 한 형 농기계의 경우 구매뿐만 아니라 임 의 용이

성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유통형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수집을 

한 산지 조직체계, 물류  장시설 등이 히 마련되어야 한다. 

(3) 품종  생산 기술력

  기술력과 련된 것으로는 주로 재배  리 기술 등 생산기술과 규

모 농에 한 경험을 꼽을 수 있으며, 특히 우리의 농 규모를 고려할 

때 진출 기업의 부분은 규모 농에 한 경험이 무하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진출하 거나 진출 정인 지역의 농장 규모는 

최소한 1,000ha에서 크게는 1만ha를 넘는 경우가 부분이며, 이 같은 규

모의 농장을 효율 으로 운 하기 해서는 형 농기계의 사용이 필수임

은 물론 이에 합한 종ㆍ재배ㆍ수확방법 등이 뒤따라야 한다. 합작투자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출 기업 부분이 기 단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라 할 수 있는데, 일반 으로 이 같은 경험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데 2~3

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진출 기업이 착하는  다른 장애물은 품종 문제로, 를 들어 

선진 농업기술을 보유한 상국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개도국

의 경우에는 재 사용하고 있는 품종의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외국

산 품종의 즉각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지 토양  

기후조건에 합하면서 동시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품종의 개발  도

입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필요로 함은 물론 개별기업의 힘만으로는 해결

하기 어려운 과제인 까닭에 우리 정부의 지원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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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 특성

(1) 입지  인 라 수

  생산자재  생산물의 물류에 유리한 농장 입지는 물론, 도로ㆍ 기ㆍ

배수시설ㆍ산지 장시설ㆍ항만시설 등 사회간 자본시설 수 은 해외사업

의 성패에 결정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부피가 큰 곡물의 특성상 

정규모의 벌크선 이용이 요구되는데 이에 한 선 시설의 유무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외사업 상국이 내륙국인 경우에는 

철도와 도로 연결이 필수 이다. 한 생산  확보한 농산물을 상국으

로부터 반출할 때를 비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제3국과 검역 정의 사  

체결이 요구된다.

(2) 규제 정도(무역  규제 장벽)

  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지 정부의 정책  법

제에 풍부한 이해가 요구된다. 컨 , 상국 내에서 구매하기 어렵거나 

지나치게 가격이 비싼 생산자재가 있을 때에는 인 국이나 우리나라로부터 

반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통 에 장애 요인이 없는지도 요한 요소

이다. 해당 정부의 정치  상황  제도가 불안정할 경우, 심하면 일시에 사

업을 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한 이해는 

필수 이다. 따라서 진출 국가의 수출입  외환 규제, 검역 련 규정은 물

론 생산한 농산물에 한 수출 규제의 가능성 등이 주요 요소라 하겠다.

(3) 경쟁 강도  지 주민․정부와의 력 계

  Porter(1980)의 산업구조분석모형의 따르면 시장의 경쟁 강도는 해당 산

업에 한 기업의 진입의사결정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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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특

성

인력활용능력 문경 인(CEO), 기술 문인력  단순노동인력의 확보 

해외진출 동기
시장  동기: 신규 매처  원료 확보

지식  동기: 기술역량 향상  신제품 개발

마 생산물의 안 하고 다양한 로 확보

자본력
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투입자본 회수 기간이 긴 해외

농업 개발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의 확보 능력

품

목

기

술

특

성

략 품목
진출 국가  지역에 맞게 국제경쟁력을 지닌 략 작목

의 선택 여부와 국제경쟁력의 잠재  상승 가능성

생산자재 조달
- 비료․농약․농기계의 가격수 과 조달의 용이성

- 각종 생산자재  형 농기계의 기․ 량 조달 여부

품종  기술력

- 지 토양  기후조건에 합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종자의 확보 여부

- 재배  리 기술과 규모 농에 한 경험

시

장

특

성

입지  인 라

생산자재  생산물의 물류 등에 유리한 농장 입지 

도로․ 기․ 배수시설․ 장시설․항만시설 등의 사회간

자본 수

규제 법, 수출입  외환규제, 검역 련 규정 등 규제

경쟁강도 

력 계

지 경쟁 정도, 지 주민  지 정부와의 긴 한 

력 계 수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하고자 하는 기업에 있어 진출국 시장의 경쟁 강도는 

요한 향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업은 지국 시장의 경

쟁강도가 높을수록 합작투자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해외에

서 기업을 하는 지업체들의 정보의 제한성을 해결함은 물론, 사업의 원

만한 진척을 해서는 지업체는 물론 지 주민  정부와의 긴 한 

력이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요한 성공 요소라 할 수 있다.

표 3-10.  경 성과분석 기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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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2009년 2010년 2011년

재배면
총 
생산량

ha당 
생산량

재배면
총 
생산량

ha당 
생산량

재배면

콩 600 400 0.67 1,136 752 0.67 4,300

티모시 300 0 0 680 1,648 2.4 650

0 0 0 0 0 0 300

귀 리 0 0 0 27 130 4.8 1,440

옥수수 0 0 0 0 0 0 816

메 0 0 0 0 0 0 540

합 계 900 400 0.44 1,843 2,530 1.37 8,046

2. 경 성과  성공 요인 실증분석(연해주  캄보디아)

2.1. 러시아 연해주 진출 기업별 경영성과 및 성공 요인 분석

2.1.1. 서울사료

가.  경 성과

  에꼬호즈는 2011년 재 콩, 티모시, , 귀리, 옥수수, 메  등을 재배하

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콩과 티모시만 재배했으나, 2010년에는 콩, 티모

시, 귀리를, 2011년에는 이에 더해 , 옥수수, 메 까지 추가로 재배하고 

있다. 생산량의 경우, 2009년에는 콩만 400t 생산되었으나, 2010년의 경우, 

콩 752t, 티모시 1,648t, 귀리 130t이 생산되어 총 2,530t이 생산되었다. 

2011년의 경우, 빠가뜰까 농장  항카 러스 농장에서 첫 수확이 진행되

기 때문에 다양한 작목에서 더 많은 수확량이 기 된다.

표 3-11.  에꼬호즈 생산 황 (2009-2011)

단 : ha, t

자료: 서울사료 내부 자료



74  경  사례 분석

(1) 2010년 그리고리 농장의 운  결과

  생산제품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면 티모시의 경우, 종한 해에는 수

확이 거의 없으며, 종 다음해부터 5~6t/ha 수확이 진행되고 있다. 수확 

후 국내 도입을 해 러시아와 식물검역증 기재사항에 한 합의 완료 후 

향후 계획단계에 있다. 2010년 콩의 경우, 총 752t을 생산하 으며 2010년 

티모시의 경우, 1,648t을 매했고, 5,768루블의 매출을 기록하여 실 달성

률은 15.6% 수 이었다. 한편, 2010년 귀리의 경우 130t을 매하 으며, 

936루블의 매출을 기록하여 실 달성률은 31.5%이었다.

  비용 감을 해 재 장비와 인원을 빠가뜰까 농장과 그리고리농장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직 15명, 리직 12명을 운 하고 있다. 생

산직의 경우, 트 터 기사 10명과 용   엔지니어 련 인력 5명을 운

하고 있으며, 트 터 기사의 경우 평균 월 여가 2만루블, 용   엔지니

어 련 인력의 경우 평균 월 여가 1만3,000루블 수 이다. 리직의 경

우, 농장장 1명, 농장경리 1명, 엔지니어 2명, 경비 6명, 회계  변호사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장장의 경우 월 여 2만5,000루블 수 이며, 

엔지니어의 경우 3만5,000루블, 농장경리 1만루블, 회계 3만루블, 변호사 2

만5,000루블, 경비 1만1,000루블 수 이다.

  2010년 농활동이 진행된 그리고리 농장의 경우, 총 매출액은 3,187만

138루블이며, 이  매출총이익은 732만5,000루블로 매출액 비 약 20%

를 기록하 다. 기타 비용으로 161만1,993루블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그

리고리 농장에서 거둔 수익을 빠가뜰까 농장 개간과 항카 러스 농장 인수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비  인원 등 비용으로 사용하 기 때문이다. 

한 (주)서울사료 가족사 간 내부 거래(자  여, 장비 여 등)이 많아 

농으로 인한 정확한 손익을 산출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며 개략

으로 2010년 그리고리 농장의 당기순이익은 48만8,077루블로서 매출액 

비 1.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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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액 매출액 비 비율

생산제품매출액 31,870,138 100

매출(생산)원가 25,377,255 79.62

매출총이익 7,325,000 20.38

매비와 리비 348,547 1.09

업이익 6,976,000 21.89

기타 수익 8,613,618 27.03

기타 비용 16,101,993 50.52

법인세차감  순이익 488,077 1.53

당기 순이익 488,077 1.53

표 3-12.  그리고리 농장의 손익계산서 (2010)

단 : 루블, %

자료: 서울사료 내부 자료

(2) 2011년 농장 운  계획

  그리고리 농장의 경우, 2009년부터 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타 농장들의 

개간이나 인수를 해 과다하게 인원이나 장비들을 운 해왔기 때문에 원

가나 비용 면에서 많은 부담을 포함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격 으로 사

업을 진행하는 빠가뜰까 농장에 한 2011년 손익계획서를 기반으로 분석

을 진행하 다.

  일반콩의 경우, 1,800ha를 경작할 계획이며, 3,240t의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곡물용 옥수수의 경우, 300ha에서 1,500t을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메 의 경우, 350ha에서 280t의 수확을 목표로 하며, 귀리의 경우, 700ha

를 경작했으며, 재까지 1,750t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가의 경우, 일반콩은 12루블/kg, 옥수수는 7루블/kg, 옥수수(사일리지) 

1루블/kg,  7.4루블/kg, 보리 7.4루블/kg, 메  22루블/kg, 귀리 7루블/kg, 

티모시 4루블/kg로 책정되고 있으며, 빠가뜰까 농장의 2011년 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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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단 일반 콩 옥수수
옥수수
(사일리지)

보리 메 귀리 티모시

경작면 ha 1,800 300 350 700

단 생산량 t/ha 1.8 5.0 40.0 2.0 1.5 0.8 2.5 6.0

수량 t 3,240 1,500 280 1,750

단가 루블/kg 12.0 7.0 1.0 7.8 7.4 22.0 7.0 4.0

매출 액

천

루

블

38,880 10,500 6,160 12,250

매출원가 22,377 7,852 3,737 6,762

매출이익 16,502 2,647 2,422 5,487

비용 3,188 531 620 1,240

업이익 13,314 2,115 1,802 4,247

업외수익 0 0 0 0 0 0 0 0

업외손실 5,714 952 1,111 2,222

경상이익 7,599 1,163 691 2,025

표 3-13.  빠가뜰까 농장의 업계획 (2011)

자료: 서울사료 내부 자료

나.  성공 요인 분석

(1) 기업 특성

(가) 인력

  재 (주)서울사료 회장인 조성환 회장의 경우, 2000년  에 국에서 

사탕수수, 사탕무 등을 사들여 마진을 남겨 국내 사료업체에 원료를 납품

하는 무역업을 진행하면서, 국제 경험을 쌓았다. 특히 국에서 양돈사업

을 통해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따라서 CEO 능력에는 높은 수를 부여할 

수 있다. 올해 들어 규모 농 경험을 가진 문인력의 필요에 따라 

 서산농장의 농장장을 역임했던 사람을 입하 으며, 물론 농장별로 

문가를 배치하여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연해주 기후 특성상 농장 운  시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고용인력 

한 탄력 으로 운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인력을 1년 내내 

운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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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조조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에꼬호즈, 그리고리, 항카 러스, 빠

가뜰까 4곳으로 분산된 농장마다 각각의 경 자를 두고 책임제로 독립

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 자에게 최 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각 농장의 특성과 능력을 최 한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해외 진출 동기

  (주)서울사료의 상장회사인 (주)이지바이오시스템과 (주)도드람비엔에

는 가족사 체로 연간 80만t의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원료인 곡

물을 연간 50만t 수입하고 있다. 최근 변하는 국제곡물가격과 공 의 불

안정성으로 인하여 사료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 진출을 모색

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서울사료의 해외 진출 동기는 배합사료를 안정

으로 생산ㆍ공 하기 해 사료원료와 조사료에 한 독자 인 기반을 구

축하는 것으로, 모회사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해외 진출 동기가 매우 분명

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마

  재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의 지 매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지만 연

해주지역에서는 유기농 콩에 한 차별성이 어 일반콩과 가격 차이가 

어 유기농 콩의 재배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사료로서 티모시

의 지 매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국내로 반입함에 있어 검역 정 미흡 

문제로 반입이 지연되고 있다.

(라) 자본력

  국내 모기업의 자본력이 튼실하여 자  조달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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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  기술 특성

(가) 략 품목

  해외농업개발 상 국가  러시아 연해주지역은 상 으로 식용콩과 

조사료 생산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주)서울사료

의 주요 재배 작목은 콩과 조사료이므로 략 작목 선택을 잘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종  수확시기가 다른 콩, 옥수수, , 보리, 메 , 귀

리, 티모시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농지 이용  농기계 이용 효

율을 높이고 있으며, 일부 작목의 도입은 경 수익 증 에도 기여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를 들어 올해 처음으로 메 을 350ha의 농지에 

종하 는데 올해 연해주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콩 종기를 놓친 구역에 

작물로서 메 을 종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인의 경우, 메 밥을 많

이 먹는 경향이 있는데 수요가 공 보다 많아서 30~35루블/kg의 고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최근 한국에서 웰빙 열풍으로 다이어트 작목

으로 메 이 각 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재 일부 물량을 국내로 반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축산에 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

품성이 낮거나 매가 부진한 사료용 곡물을 축산에 투여함으로써 일석이

조의 효과를 노리는 략이라 할 수 있다.

(나) 생산자재의 조달

  연해주에서 해외농업개발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기계는 미국산  

러시아산으로 고장이 나게 되면 AS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비료  농약의 경우에도 한국산 반입이 안되고 있음은 물론, 

러시아산의 경우 연해주에는 제조업체가 없어 노보시비로스크지역에서 구

입해야 하므로 기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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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종  기술력

  연해주 진출업체들이 공통으로 언 하는 애로사항  하나가 품종 문제

인데 재 사용하고 있는 종자는 오래 에 개발한 것으로 단 당 생산량

이 낮다. 따라서 기술력 부문에 있어서 (주)서울사료는 규모 농 경험이 

있는 문가를 고용함으로써 기술 면에서 보다 융통성 있고, 지 기후를 

고려한 농을 개하고 있다.

(3) 시장 특성

(가) 입지  인 라

  시 외곽의 일부 도로는 비포장이며, 혹한기가 길어 도로 손이 많아 노

면 상태는 좋지 못한 편이지만 부분의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2012년 블

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정이기 때문에 최근 고속도

로의 건설, 간선도로의 확ㆍ포장공사가 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농장이 간선도로에 가까이 치하고 있어 자재  생산물 운송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지만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항만 엘리베이터시설이 

열악하여 생산물의 본격 인 국내 반입 시 어려움이 상된다.

(나) 규제

  러시아는 아직까지 사회주의 체제의 잔재가 남아 있어 상 으로 규제

가 많고 행정이 경직 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다. 반

면에 사일로와 같은 문시설  훈증 시 사용하는 포르말린 가스 등 화학

물질에 한 구체 인 규정이 없어 우리의 진출 기업이 사업을 개함에 

있어 큰 장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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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쟁 강도  력 계

  (주)서울사료는 러시아의 상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업에 한 

확신과 믿음을 심어  결과 연해주 정부는 물론 농장이 치하고 있는 군

과의 계가 원만한 편이다. 연해주지역에 러시아인이 운 하는 농장은 물

론 국인의 진입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장 규모에 비해 생산량이 

과다하지 않아 경쟁 문제는 크게 제기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진출

기업들이 함께 ‘연농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정기 인 모임을 통해 정보의 

공유, 생산물  자재의 공동 구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 의 조 

역시 기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2.  (주)서울사료의 성공 요인 지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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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주)서울사료의 성공 요인 그래  분석

2.1.2. 아로― 리모리

가.  경  성과

(1) 2008~2009년 아로― 리모리 의 경  실

  2008년의 경우, 콩 1,400ha,  250ha, 보리 270ha, 귀리 150ha 등 2,070ha

에 종하여 2,830t을 생산, 13억3,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 다. 종자

과 인건비 등 생산제비용 9억9,600만원을 제하고 3억3,880만원의 경상이익

을 실 함으로써 진출 첫 해에 흑자경 을 달성한 첫 번째 한국기업으로 

기록되었다.

  2009년의 경우, 콩 2,280ha,  270ha, 보리 250ha, 귀리 130ha 등 2,930ha

에 종하여 3,186t을 생산, 14억3,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 으며, 수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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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곡물별
종면
(ha)

미수확
(ha)

생산량(t)
단수
(t/ha)

매출액
(백만 원)

2008

년

콩 1,400 0 1,880 1.34 1,081

250 0 350 1.40 95

보리 270 0 400 1.48 84

귀리 150 0 200 1.33 75

합계 2,070 0 2,830 ㆍ 1,335

2009

년

콩 2,280 620 2,042 1.23 1,175

270 0 427 1.57 102

보리 250 0 445 1.78 106

귀리 130 0 272 2.09 54

합계 2,930 620 3,186 ㆍ 1,437

한창이던 2009년 10월 하순, 첫 이 내려 970ha에서 콩을 수확하지 못하여 

이들 970ha에 해 2010년 4월에 다시 콩 수확을 시도했으나 비가 자주 내

리면서 결국 620ha에서 콩 수확을 포기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의 각종 보조  4억3,000만원을 받게 됨으로써 결과 인 경상이익이 8억

5,336만원에 이르 다(<표 3-15>).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식 경 체제의 도

입을 통한 체계 인 농과 경  시스템의 개선, 낡은 농기계와 장비시설의 

과감한 교체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 노동자들에게 엄격한 사규를 용함으

로써 도덕  해이를 최소화하는 노력 등에도 힘입은 바 크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표 3-14.  아로- 리모리  생산  매 황 (2008-2009)

자료: 아로 리모리  내부 자료(200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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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품 목
2010년 2011년(상반기)

수 량 단가  액 수 량 단가  액

제품 

매출

콩(완 립) 334,952 12.20 4,088,472 500,000 13.20 6,600,000

콩( 세립) 107,145 8.26 885,232 34,084 8.89 303,108

계 442,097 11.25 4,973,704 534,084 12.93 6,903,108

부산물 

매출

콩 14,100 2.51 35,380 0 0 0

계 14,100 2.51 35,380 0 0 0

장품 

매출

콩(종자 잔량) 1,048 11.00 11,528 0 0 0

계 1,048 11.00 11,528 0 0 0

합   계 457,245 5,020,612 534,084 12.93 6,903,108

과 목  액 매출액 비
생산제품매출액 26,690,008 100

매출(생산)원가 19,925,170 74.65

매출총이익 6,764,837 25.35

매비와 리비 2,713,011 10.16

업이익 4,051,826 15.18

업외 수익 5,069,716 18.99

업외 비용 587,972 2.20

경상이익 8,533,570 31.97

특별이익 0 0.00

특별손실 0 0.00

소득세차감  이익 8,599,570 31.97

소득세 등 0 0.00

당기 순이익 8,599,570 31.97

표 3-15.  아로― 리모리  손익계산서 (2008)

단 : 루블,%

자료: 아로― 리모리  내부자료

(2) 2010~2011년 아그로미하일로 카농장의 매출 실

  아그로미하일로 카농장의 경우, 콩 재배를 통해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

며, 주로 완 립에 한 매출이 체의 81.4%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

는 46만kg을 매하여 총 매출액은 502만루블이었고, 2011년 상반기에는 

53만kg을 매하여 690만루블의 매출 실 을 올렸다.

표 3-16.  아그로미하일로 카농장의 매출 황 (2010-2011)

단 : kg, 루블

자료: 아그로미하일로 카 내부 자료



84  경  사례 분석

구 

분
품 목

2010년 2011년(상반기)

수 량 단가  액 수 량 단가  액

제
품 
매
출

콩(완 립) 1,366,200 13.98 19,095,780 577,694 13.64 7,879,487

콩( 세립) 265,448 7.86 2,085,598 10,994 9.50 104,443

190,183 5.24 997,229 105,437 9.02 951,362

보 리 90,210 5.77 520,749 288,408 7.70 2,221,224

귀 리 117,588 5.64 663,748 68,862 8.13 560,056

계 2,029,629 11.51 23,363,105 1,051,385 11.14 11,716,572

부
산
물 
매
출

콩 15,985 2.85 45,519

6,856 3.82 26,199

보 리 1,141 3.35 3,823

귀 리 596 3.00 1,788

계 24,578 3.15 77,329

장
품 
매
출

비 료 155,200 16.00 2,483,200 168,000 21.50 3,612,000

포 (50kg) 30 8.00 240

콩( 세립) 46,338 7.36 341,003 5,690 7.50 42,675

경유 11,226 20.50 230,133 29,984 24.96 748,400

휘발유 328 21.83 7,160

윤활유 55 51.09 2,810

계 212,794 14.35 3,054,576 4,413,263

합   계 2,267,001 11.69 26,495,009 16,129,835

(3) 꼼뮤나르농장의 매출 황

  꼼뮤나르농장의 경우, 콩, , 보리, 귀리 등을 생산 매하고 있는 가운

데 2010년에는 콩 가격이 상 으로 높았으나 2011년 상반기에는 과 

보리, 그리고 귀리에 한 가격이 상승하 다. 따라서 2010년에 비해 2011

년 상반기에 의 가격은 72.1%, 보리의 가격은 33.4%, 귀리의 가격은 

44.1%나 높게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2010년 농산물 총 매액은 2,600만 

루블이었고, 2011년 상반기에는 1,500만루블 수 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0년 부산물에 한 매출도 7만7,329루블로서 원화로 환산하면 약 282

만원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 으며, 장품은 주로 비료, 유류에 해 부

분의 매출이 진행되고 있다.

표 3-17.  꼼뮤나르농장의 매출 황 (2010-2011)

단 : kg, 루블

자료: 꼼뮤나르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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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공 요인 분석

(1) 기업 특성

(가) 인력

  한국에서 견된 문경 인이 한국식 경 체계의 도입, 경  시스템의 

개량과 내부 신, 낡은 농기계와 장비시설의 과감한 교체 등을 통해 생산

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노동자들에 엄격한 사규를 용함으로써 도덕  해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상당한 경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로― 리모리 의 경우, (주)서울사료와는 달리, 규모 

농 경험이 있는 문 인력이 없어 효율 인 농활동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를 들어 올해 꼼뮤나르농장에 콩 종 시 비가 많이 내려 

형 농기계가 진입하지 못함에 따라 작기가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작

업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 다. 한편, 지 인력의 고용에 있어, 서울사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탄력 이며 유연성 있는 고용이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해외 진출 동기

  모기업인 (주)인탑스는 한국의 동해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돗토리 의 사카이미나토 3국을 연결하는 ‘DBS'라는 1만4,000t  크루즈

선박회사를 운  이며, 이 크루즈선박에는 458명이 탑승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20피트 컨테이  130개를 탑재할 수 있다. 향후 이를 이용하여 

연해주에서 생산된 곡물의 수출과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된 과일ㆍ채소류

를 연해주로 수입할 정이다. 따라서 아로― 리모리 의 연해주지역 진

출은 자회사 간 연계를 통한 시 지 효과를 극 화하기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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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

  아로― 리모리 는 콩 생산의 비 이 가장 높고 재는 량을 연해주 

내수시장에서 매하고 있으며, 주요 매처는 원종자는 러시아 식량공사

이고, 실립은 두유공장에 납품하고 있다. 특히 종자를 생산ㆍ 매하는 

농장을 확보한 탓에 생산물의 매에 있어서는 다른 진출 기업에 비해 우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종자용 이외의 생산물 매에 있어 거래선

이 단순( : 주로 우스리스크 소재 콩 가공공장)한 것이 취약 이라 할 수 

있다.

(라) 자본력

  국내 모기업의 자본력이 튼튼해 자  조달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본사와 러시아 지사 간 경  여건 차이에 해 본사에서 납

득하지 못해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본사가 

국내 기업 환경과 지 경  여건( 련 규정, 회계처리 방식 등) 간 격차를 

인정하지 않아 모기업의 자본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지에 한 지원

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품목  기술 특성

(가) 략 품목

  아로― 리모리 농장의 경우, 상 으로 유리한 콩 생산의 비 이 가장 

높고, 옥수수와 의 비 은 낮은 편이다. 한 러시아의 수출 규제 상품

목은 옥수수와 인데, 옥수수와 은 지 매 주이므로 수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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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자재 조달

  (주)서울사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로― 리모리  역시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는 미국산과 러시아산으로 고장이 나게 되면 AS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료와 농약과 련한 문제  역시 서울사료

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다) 품종  기술력

  아로― 리모리 를 포함한 모든 연해주 진출업체들이 공통 인 애로사

항으로 가장 많이 언 하는 것  하나가 품종 문제인데 단 당 생산성이 

낮아 우량 품종의 개발이 시 한 과제가 되고 있다.

(3) 시장 특성

(가) 입지  인 라

  도로 조건  항만시설 등과 련한 인 라의 경우, 서울사료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지만 농장의 입지가 서울사료와 비교하여 블라디보스토크 항

까지 다소 먼 편이며, 꼼뮤나르농장이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에 치하고 

있는 단 이 있다.

(나) 규제

  사회주의체제의 잔재로 인한 규제 과다, 행정의 경직성, 미흡한 규정 등 

서울사료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동소이하다.



88  경  사례 분석

(다) 경쟁 강도

  연해주정부에서 인증하는 종자 생산 농장을 운 하고 있는 까닭에 주정

부와의 계가 원만하며, 지역주민들에 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주민들과 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농회’의 구성원으로 진출

기업 간 조  정보의 공유는 물론 총 사 의 조 역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4.  아로 리모리 의 성공 요인 지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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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아로- 리모리 의 성공 요인 그래  분석

2.2. 캄보디아 진출기업별 경영성과 및 성공 요인 분석

2.2.1. 충남해외농업개발

가.  경  성과

  생산활동 측면에서 2011년 8월 재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직  농장은 

30ha이고, 계약재배면 은 1,370ha로 총 1,400ha의 면 에서 경작 이다. 

옥수수의 경우 ha당 4.5t, 녹두는 0.7t을 생산 이며, 톤당 가격은 옥수수

가 160달러, 녹두가 900달러 수 이며, 2011년 상반기 옥수수는 국내로 

200t, 지에 700t을 매하 으며, 녹두는 지에서 80t을 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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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가격  매 량 매 출 액

국내반입 지 매 국내반입 지 매 국내반입 지 매

옥수수 350 280 200 700 6,000 19,600

녹두 0 1200 0 80 0 9,600

구  분 CP추정원가 충남해농농장 

재료비  125.22 71.56 

인건비  230.88  230.88 

기계작업비  148.88  148.88 

수확까지의 총 비용   504.98  451.32 

  비용 측면에서 2011년 재, 옥수수의 경우 ha당 생산비가 451달러가 소

요되고, 운송비의 경우 20t 기  육상운송비가 200달러, 해상운송비가 600

달러 소요되었다. 아직 큰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내진 못하고 있으나, 건

조․ 장․가공시설의 완공 이후 계약재배면 을 늘리고, 양계․양돈업을 

병행한 자연순환 농업단지를 구축할 경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표 3-18.  충남해외농업개발의 ha당 생산비 (2011)

단 : 달러/ha

주: CP는 태국의 표 기업임.

표 3-19.  충남해외농업개발 매 황 (2011 상반기)

단 : 달러/t, t, 만원

나.  성공 요인 분석

(1) 기업 특성

(가) 인력

  충남해외농업개발을 포함하여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모두 

농기계, 비료, 종자 개량, 농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문기술인력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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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이고, 지 채용 노동자들의 농기술 수 이 낮아 문기술인력의 

투입이 시 히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단순노동인력의 경우, 주변 상이군경마을에 약 3,000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인력 공 에 어려움이 없으며, 이들에게 하루평균 2.5~3달

러의 임 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이우창 사장은 과거 

한살림 농조합법인의 조합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고, 지 주민들을 존

하는 마음으로 하며 돈독한 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농장형 모델에서 

유통형 모델로의 환 과정에서 지 조합원들과의 우호  계를 바탕으

로 연착륙할 수 있었다. 한, 캄보디아 선임 특임장 , 농림부 고  료 

등 캄보디아 정부 인맥과 긴 한 계를 유지하면서 지 정보 수집에 빠

른 응력을 보이고 있으며, 한화, 우 등의 기업과도 계를 쌓아오고 

있다. 한 해외농업개발 문가 양성 과정의 지 교육을 맡아 운 하며, 

국내 농업계와도 지속 인 교류를 해오고 있다.

(나) 해외 진출 동기

  충남해외농업개발은 충남지역 축산농가의 사료곡물 수입 비용을 이고, 

소수 곡물메이 에 집 되어 있는 사료곡물의 수입 경로를 다변화를 목

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하 다.  충남해외농업개발은 여러 국가들에 한 

해외농업개발 사업성 조사를 마친 뒤 캄보디아를 선택하 는데, 이는 

국, 베트남 등의 사회주의국가는 우리나라에 비상 상태가 발생했을 시 국

내로 식량을 반입해 오는 것이 어렵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충남해외농업

개발의 이러한 시장 진출 동기는 신규 매처 개척 는 원료 확보를 한 

시장  동기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 마

  2011년 8월 재, 콩류는 과거 이우창 사장이 조합장으로 있던 농조합

법인 ‘한살림’에서 량 수매하고 있으며, 옥수수의 경우 재까지 천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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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차례에 걸쳐 시험 반입하 다. 이 외에도 푸른들 농조합, 당진축 , 

홍성축 과 계약을 맺어 안 한 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0년의 경우 

옥수수 120t을 직  생산하여 량 국내로 도입하 고, 200t을 수매하여 

지에 매하 다. 반면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옥수수  콩류 물량은 베

트남과 태국 등 제 3국의 사료업체에 매하고 있어 로 확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자본력

  총 자본 은 19억6,000만원이며, 총 부채는 8억3800만원으로 농어 공

사로부터 2009년 8억3,800만원을 융자받는 등 회사 규모가 작아 자본력이 

약하다. 실례로 4번 국도에 인 한 부지에 건조장을 짓기 해 부지를 확

보하고자 했으나 자 이 부족한 탓에 원하는 시기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

여 공사가 늦어졌고, 이로 인해 수확물량이 많은 재 건조․ 장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가의 형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도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재는 자본 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유통형 모델로 

환하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 품목  기술 특성

(가) 략 품목의 선택

  2011년 8월 재 충남해외농업개발의 계약재배작물은 옥수수, 콩류이며, 

직 재배작물은 옥수수이다. 침수가 잦은 일부 지 에서는 벼를 소규모

로 경작하고 있기도 하지만 재까지 콩류와 벼의 재배면 은 작아 충남해

외농업개발의 략작물은 옥수수라고 할 수 있다. 천안축 으로 시험 반입

한 캄보디아산 옥수수의 성분분석 결과표를 보면 미국산 옥수수보다 단백

질과 조지방 함량이 약 1% 높은 것으로 나타나 품질경쟁력은 충분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콩류 재배를 통해 지력을 보강하고 있어 향후 충남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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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발의 옥수수 품질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캄보디아산 옥수수는 곡물메이 업체가 미국이나 

라질에서 규모로 확보ㆍ 매하는 것보다는 떨어지지만, 국제 평균 수

으로 보았을 땐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농장이 치한 캄 스푸 

주가 수출 항구로부터 멀지 않아 운송비가 게 들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가격경쟁력이 있다. 앞으로 재배면 을 늘려 나가면 비용단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가격의 국제 경쟁력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3-6.  캄보디아산과 미국산 옥수수 성분 비교 결과표

(나) 생산자재 조달의 용이성

  재 캄보디아 내에는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회사가 없어 이러한 농

업 자재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해외농업개발의 

경우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양돈  양계 등을 통해 

자체 비료를 공 할 계획이다. 재 형 트랙터 1 , 소형 트랙터 2  

등을 포함하여 총 8 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형 농기계가 부족한 

실정인데 캄보디아 내에서 기에 농기계를 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구매를 하지 않고는 농기계를 조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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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수량( ) 장  비 수량( )

형 트랙터 1 Disk hacrvester 1

소형 트랙터 2 Air Seeder 1

콤바인 1 기타 농자재 1

Corn Head 1

합  계 8 

한 유통형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 물류  장시설이 재 많이 부족

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해 재 상이군경 마을 내에 건조․

장․가공시설을 3ha 부지에 건설 이다.

표 3-20.  충남해외농업개발 장비 보유 황 (2011)

(다) 품종  생산 기술력

  계약재배를 하는 조합원들의 농기술 수 이 아직 낮으며, 기계화가 되

어 있지 않고,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생산성이 낮은 수 이다. 재 

캄보디아의 일반 인 농 방식은 농약, 비료, 농기계 등을  사용하지 

않고, 토지에 종자를 뿌린 뒤 살아 남은 것만 수확하는 수 이다. 직 농장

의 경우 재 최  30ha 규모의 농장과 15ha, 7ha 정도 규모의 농장만 운

하고 있으며, 규모 농장의 운  경험이 없어 향후 농지면 을 확 해 

감에 따라 경험 부족에 의한 문제 이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낮은 생산 

기술력과 더불어 캄보디아 토양과 기후에 맞는 합한 품종을 사용하지 못

하고 있어 단 면 당 생산량이 굉장히 낮은 수 이며, 품종 개량에 한 

연구 인력과 자 이 부족하여 기업 내부 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

다. 올해 8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 아래 서울 와 련업체들이 컨

소시엄을 맺어 추진하고 있는 품종개량사업에 캄보디아 참여 기업으로 선

정되어 2~3년 후에는 보다 생산성이 높은 종자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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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특성

(가) 입지  인 라 수

  캄보디아의 인 라  가장 열악한 것은 도로 상황으로 아세안 국가  

인도네시아, 태국, 말 이시아 등과 비교했을 때도 최하 수 이며, 실제로 

91km밖에 되지 않는 놈펜~캄 스푸 충남해외농업개발농업 사무실 구간

이 자동차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 한 캄보디아 산업의 핵심인 4번 

국도를 제외하고는 도로 포장 상태가 열악하며, 3번 국도는 아직도 건설 

이다. 국도와 놈펜 시내 도로망을 제외하고는 부분 비포장도로이다. 

따라서 재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곡물을 반입할 때 

이용하는 경로는 항구까지 트럭으로 운송한 후 배에 선 하여 국내로 들여

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처럼 철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부

분의 철로가 계철도이고, 철로 상태가 좋지 않아 최  30~40km의 속도

로만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 공사 인 구간이 많아 트럭을 

체할 내륙 운송 수단으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캄보디아의 표항인 시하 크빌 항은 최  1만2,000t 까지 안

이 가능하지만, 1만5,000t  이상의 선박이 안 가능한 항구와 화된 

시설을 가진 항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며, 일본이 ODA 자 을 투입하여 시

하 크빌 항에 더 큰 규모로 항만을 건설 이나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상된다.

  충남해외농업개발이 치한 캄 스푸 주의 상이군경마을의 경우 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일부 도시를 제외한  지역이 비슷한 상황이다. 한 

농장의 배수시설도 열악하여 열 기후에 강수량이 풍부하여 1년 3기작

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분 1년 1기작만 하고 있으며, 산지  항만에 

곡물 장시설 한 무한 상태이다. 다만 충남해외농업개발에서 시아 크

빌 항까지는 차량으로 2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캄보디아 진출업체 에서

는 가장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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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도로 도 포장도 도 국가 도로 도 포장도 도

캄보디아 0.217 0.011 말 이시아 0.210 0.152 

인도네시아 0.188 0.087 필리핀 0.598 0.055 

태국 0.379 0.084 베트남 0.283 0.071 

표 3-21.  아세안 회원국 도로 도 비교분석

자료: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나) 규제 정도

  캄보디아의 경우 연해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생산자재에 한 수출입 규

제  외환규제, 검역 련 규정, 생산한 농산물에 한 수출규제의 가능성 

등 모든 측면에서 규제 정도가 약한 편으로 통 에 장애 요인이 거의 없다.

(다) 경쟁 강도

  충남해외농업개발은 지 정부 력 계를 긴 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지 정부의 선임 특임장 과  캄보디아 농림부와 지속 인 교류를 

통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  기업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도움을 

주고 있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최  강 은 지 주민과의 긴 한 유  계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농장형에서 유통형으로 과감히 환하고 성

공 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상이군경 마을 내의 주민들과 긴

한 계를 유지해와 조합원들을 쉽고 빠르게 모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충남해외농업개발은 조합원들로부터 정 가격에 농산물을 

수매해 수익을 증 시켜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옷 기증, 농업기술 

수, 새마을운동 보 , 우물 주기 사업, 마을 청소, 의료 사, 태양  

등 기증 등 마을 주민들의 복지  농기술 향상을 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마을 이장단과의 정기 인 회의를 통해 마을에 실질 으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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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들을 보완하고, 검하는 일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향후 건조․

장시설의 공사를 마치고 조합원을 늘려 3,000ha까지 계약재배면 을 늘린

다는 계획을 실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상된다.

  2011년 8월 15일자로 총 17개 업체(농업 9개, 축산업 4개, 임엄 2개, 유

통업 2개)가 참여하여 ‘주 캄보디아 농산업 회’를 창립했고 지 업체 간 

활발한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지 업체 간 력 정도도 나아지고 있

는 상황이다. 다행히도 캄보디아에 아직까지 규모 곡물메이 기업이 진

출하지 않아 경쟁 상 는 태국의 CP그룹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림 3-7.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성공 요인 지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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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충남해외농업개발의 성공 요인 그래  분석

2.2.2. MH에탄올

가.  경  성과

  2010년 경  성과로는 타피오카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카사바에서 바이

오에탄올을 추출하는 사업의 마진이 격히 어들어 2010년 4월 놈펜 

인근에 치한 에탄올 가공공장의 가동을 단시키고, 농장사업에 집 하

기 시작하 다. 2010년 10월부터 농장사업을 재개하기 한 기반 조성을 

시작했고, 2010년도까지는 3,000ha 농장 구역에서 1,200ha 정도의 면 에

만 카사바를 재배하며, 본격 인 농장사업을 시작하기 한 비기간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이 었기 때문에 총 매출도 약 20만달러에 그쳤

으며, 당기순이익은 32만달러 정도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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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 2011 2012( 상)

총매출 207 1,5000 17,000

당기순이익 △325 △12,000

상 손익 7,000

  따라서 2011년부터 본격 으로 재배면 을 확 하기 해 개간, 식재, 

멀칭, 수로 조성, 농장 내 도로 조성, 기계 구입, 제반시설 확충 등 큰 비용

이 드는 작업을 시작했고, 체 8,000ha의 농장 면   약 6,500ha 면 에 

해 개간작업을 마친 상황이다. 2011년 들어 생산량과, 단 면 당 생산

량이 증가하면서 총 매출액이 약 150만달러로 증했으나, 이에 따르는 비

용 한 많이 들어 당기순이익은 약 12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카사바가격의 호조, 단 당생산량의 증가, 멀칭재배 등 카사바 재배 노하

우 축 , 종자 개량 등을 통하여 2012년에는 약 70만달러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상되고 있다. 농업의 특성상 자  회수에 최소 3년이 걸린다는 

을 고려해볼 때 정상 인 손익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계속해서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표 3-22.  MH에탄올 손익계산 내역 (2011)

단 : 천달러

자료: MH에탄올, 내부 자료

나.  성공 요인 분석

(1) 기업 특성

(가) 인력

  MH에탄올을 포함하여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농기계, 비료, 

품종, 종자 개량 농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문기술인력이 부족한 실정이

고, 지 채용 노동자들의 농기술 수 이 낮아 문기술인력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경 인력의 경우, 캄보디아 지 법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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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김정호, 이사 최 호 등 요 직원들이 모두 농장 사무실 에 숙소

를 두고 농장에 거주하면서 멀칭재배 등의 기술력 향상과 생산량 증  등

에 역량을 집 하고 있으며, 지 이 분변토 등을 활용한 토지 개선 등 생

산력 증 와 비용 감소를 한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서 해오고 있다.

  단순노동인력의 경우 식재 시기에 하루 평균 약 1,500명, 수확시기의 경

우 하루 평균 약 1,800명의 인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의 마을에서 인

력을 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노동인력 수 에는  문제가 없다. 

한편 단순노동인력의 리의 특이사항으로, 동원되는 체 인력  20명 

정도의 그룹 조장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70~100명 정도의 인력을 리하

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에 조장을 리하는 상  리더가 있고, 이들

은 4~5명 정도의 그룹 조장을 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에 

지에서 채용한 MH에탄올의 캄보디아인 정직원들이 상  리더들을 리

하며, 체 인력의 리자 역할을 최종 으로 담당하는 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은 직원으로 1,500명가량의 인력을 효율 으로 

리하고 있다.

(나) 해외 진출 동기

  MH에탄올의 모기업인 무학주정은 타피오카로부터 에탄올을 추출하는 

주정사업을 계속해 왔으며, 2000년  들어 더 낮은 가격에 안정 으로 주

정 원료를 확보하고자 CJ가 진출해있던 캄보디아시장에 지분을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출하 다. 주정사업에 원료가 되는 타피오카 원료를 낮은 가격

에 확보하고, 제3국으로의 수출을 겨냥해 원료 확보처를 개척하려고 했다

는 에서 높은 시장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 한, 지속 으로 멀칭재배

에 한 연구와 시도를 지속하면서 지에 합한 멀칭재배방식을 찾아내

었다는 측면에서 높은 지식  동기를 지녔다고 평가될 수 있다. 향후 캄보

디아 내에 진출해 있는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 수 등 정 인 향

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농장형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사례로서 다

른 한국 기업들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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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

  한국계 사료회사인 SCF(동아원)와 태국계 사료회사인 CP 등 량을 

지에서 매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2011.1.1~7.31) 기 , 타피오카 생

근은 9,926t을 t당 65달러에 매하 고, 타피오카 칩의 경우 1,365t을 t당 

216달러에 매하 다. 최근 베트남  태국계 기업을 포함해 좋은 조건에 

량 납품할 수 있는 지 업체가 늘어나고 있어 로를 확보하는 것은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자본력

  2011년 3월 기  총 자산은 420억원, 총 부채는 720억원 수 이며, 재 

흑자를 기록하진 못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 기 투입비용이 큰 농장형 사

업모델의 일반 인 자  순환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

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가장 넓은 농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 420억원 

규모의 총 자산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자본력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2) 품목  기술 특성

(가)  략 품목의 선택

  캄보디아는 타피오카 재배에 합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가격  

품질 면에서 국제 경쟁력이 좋은 편이지만 캄보디아에서 타피오카의 ha당 

생산량이 20t 수 으로 낮아 생산력 증 가 시 했다. 따라서 멀칭재배를 

통해 ha당 생산량을 장기 으로 60~80t까지 무난히 늘릴 것으로 상되

는 가운데 몇 년 부터 지속된 카사바 가격의 상승은 향후 카사바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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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자재 조달의 용이성

  재 캄보디아 내에는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회사가 없어 이러한 농업 

자재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MH에탄올의 가장 시 한 

문제는 농의 기계화로서 재 6,500ha의 규모 개간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칭 작업, 수확, 농약 살포 등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

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과 인력, 비용의 소모가 상당하다. 이를 기계화하

여 농장을 운 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의 감이 상되지만 필요한 

농기계를 기업 자체 능력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 품종  생산 기술력

  비닐의 소재, 배합원료, 멀칭 작업 등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 의 

멀칭 재배 방식을 찾아냄으로써 열 지방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상되었

던 멀칭 재배를 성공 으로 정착시켰다. 비닐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1ha

당 약 5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닐을 농장 직  생산하여 사용함으

로써 1ha당 소요 비용을 270~300달러로 낮춘 것도 성공 요인 의 하나이

다. 한 처음 멀칭 재배를 시작했을 때 폐비닐 처리 방법과 비용이 문제

으나 재는 지 업체가 폐비닐을 재활용하기 해 무료로 수거해가고 

있어 폐비닐 처리비용이  들지 않게 된 것도 멀칭재배의 비용을 낮춰

주는 요소  하나이다.  다른 장 은 식재작업 시에 보통 하루 평균 

35ha의 작업을 하며, 최  45ha의 면 까지 작업해 본 경험을 갖고 있어 

하루 평균 1,500명을 고용하는 것과 멀칭 작업까지 동시에 하는 것을 고려

해볼 때 생산기술력은 높은 수 이다. 따라서 멀칭재배기술의 확보는 MH

에탄올 농장의 핵심 기술이며, 캄보디아의 평균 ha당 카사바 생산량이 20t

인 것에 비해, MH에탄올의 경우 2011년에는 ha당 생산량이 40t을 넘길 것

으로 상되며, 향후 60~80t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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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특성

(가) 입지  인 라 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캄보디아의 인 라  가장 열악한 것은 도로 상황

으로 아세아 국가  최하 수 이며, 놈펜~캄 스푸 MH에탄올 농장 사

무실 구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 한 캄보디아 도로는 부분 비포

장도로이기는 하나 재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곡물을 

반입할 때 이용하는 경로는 항구까지 트럭으로 운송한 후 배에 선 하여 

국내로 들여 오는 것이다.

  MH에탄올농장에는 기가 들어오지 않아 자가발 력을 사용하며, 인

력을 공 하는 마을 역시 기 설비가 무한 상태이다. MH에탄올의 농장

은 4번 국도에 연 해 있고, 농장으로부터 시아 크빌 항까지는 차량으로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어 농장의 입지는 우수한 편이다. 

(나) 규제 정도

  진출 기업에 한 규제 수 은 엄격하지 않아 통 의 어려움이 거의 없

다. 를 들면 생산자재에 한 수출입 규제  외환 규제, 검역 련 규정, 

생산한 농산물에 한 수출 규제의 가능성 등 모든 측면에서 규제 정도가 

약해 통 의 어려움이 거의 없다.

(다) 경쟁 강도  지 주민․정부와의 력 계

  MH에탄올은 캄보디아 지 정부와 특별한 교류가 있진 않지만 우호 인 

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지 마을 주민에게 충남해외농업개발과 같은 다

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하루 평균 약 3~3.5달러의 임 을 지

불하여 다른 업체에 비해 조  더 높은 임 을 제공하고 있는 등 지 주민

들과 마찰 없이 우호 인 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MH에탄올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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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토요일에는 회사 정문 앞에 시장이 서면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있으며, 지 주민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캄보디아 내의 카사바 농장 에서 MH에탄올의 농장 규모가 가

장 크고 멀칭재배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 경쟁 기업이 없는 상태이다.

그림 3-9.  MH에탄올의 성공 요인 지표 분석

그림 3-10.  MH에탄올의 성공 요인 그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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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의 성공 요인 및 전략 분석

  앞의 4개 해외농업개발진출 기업의 사례 분석이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기업들 체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운 도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와 연

해주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한 표 인 지역이고 본 지역에서 상

으로 성공 으로 기업을 운 하고 있으므로 본 사례를 통해 도출한 해외농

업개발 진출 기업의 성공 요인  략은 다음과 같다.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들은 진출 상 지역의 가의 노동력과 지 를 

고려하여 진출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출 상 지역은 우리나라와는 다

른 농업  문화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한 고려를 하지 

않을 경우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먼  마 과 략 품목의 측면에서 보면 캄보디아나 연해주 등 우리나

라에서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수

출엘리베이터 등 곡물 등 농산물에 한 수출 인 라가 갖추어지지 않았

다. 이에 따라 국내로의 반입 시 수출  내륙 엘리베이터 등이 잘 갖추어

진 미국, 호주 등에 비하여 상 으로 많은 운송 비용이 소요되게 되는 

것이다. 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에 WTO 규정에 따라 

특별할당 세 등을 용받지 못하므로 그 지 않은 농산물과 동등한 여건

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농업개발 진출 법인이 지속해

서 운 되기 해서는 먼  법인이 자체 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

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은 지  인근 지역의 

시장으로의 로 확보가 필요하다. 친환경 옥수수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국

내에서도 충분한 수요가 있으나 그 지 않은 경우에는 먼  진출 지역  

근처 지역에 한 로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생산비용을 충당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표 으로 MH 에탄올은 바이오연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카사바를 

생산하여 수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로― 리모리 의 경우에는 종자용 

콩을 생산하여 일반콩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가격에 매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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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이들 업체들은 생산된 농산물의 로를 확보하고 생산을 하는 것

이다. 따라서 진출 지역  상 작목을 선택할 때에 생산에 한 부분만

을 생각하기보다는 생산된 농산물의 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경쟁 강도 측면과도 연 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연해주나 캄보디아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을 진출한 

국가는 체제 환국가나 아직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이 많다. 

따라서 아직까지 자본주의체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노동시장도 우리나

라에 비하여 유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 한 고용

과 이들과의 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고용주와 피고용자로 생

각할 경우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출한 지역에 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는 해외농업개발이 이루

어지는 지역의 농업  문화 여건이 우리나라와 상이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 합한 농업기술이 진출 지역에도 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농지가 좁아 집약식 농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해외

농업개발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들은 조방식 농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도 있

다. 한 이에 따라 사용하는 농기계도 국내의 소형과 달리 형 농기계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충남해외농업개발의 경우 진출한 지역의 주민들을 고

용할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복지  농기술 향상에 기여하는 등 마

을의 개발 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해서는 강원 학교와 하노이 농과 학  오리온에서 시행

하 던 ODA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연계를 통한 략이 필요할 것이다. 

ODA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합한 기술을 악하고 개발하며, 우리나라의 

기술을 지 주민들이 사용하게 해서 국내 기술에 응시켜 장기 으로 국

내의 기술을 수요하게 하는 것이다. 한 ODA사업을 통해 지 주민들의 

우호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ODA를 통해 지에 합한 

기술을 악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이 진출했을 때에 기에 경험할 수 있는 

지 농 여건에 한 응 기간을 여  수 있을 것이다.

  인력  자본력은 해외농업개발 법인의 본사와 련된다. 특히 자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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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기 투자비용이 크고 수익을 실 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해

외농업개발사업의 특성상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지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한 자본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인력을 

지 법인에 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지의 문화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 법인의 

총  리책임은 본사에서 견된 직원이 수행하기는 하나, 장 노동인력 

리, 법률 자문 등은 지인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 개발  제4장

1.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 개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모델을 수립하기 해서는 사업의 성공 요인

을 고려하고,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들의 경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따라서 이 에서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모델 개발과 고려해

야 할 내외부 요인을 도출할 것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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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과 

직결된다. 기업의 략 인 의사결정은 자원 배분, 실행  의사결정은 효

율 인 실행과 련이 있다. 따라서 진출기업의 목 이 지속가능한 수익성 

확보라면 성공 모델은 략 이며 실행 인 의사결정을 해서 반드시 선

행되어야만 하는 과정이고 이런 성공 모델을 통하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다 효율 으로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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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출 기업이 향후 어떤 성공모델과 략을 수립하느

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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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벌가치사슬체

계에서의 성공 모델이란 로벌 가치사슬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고 

이 체계 안에서 가치가 발생되는 원천과 과정을 악하는 것이다. 결국 가

치사슬체계는 사업의 성공모델을 구축하기 하여 기본 이고 유용한 분

석 틀을 제공한다.

1.2.  성공 모델 구축 시 고려해야 할 내외부 요인6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하는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성공 으로 시행

하기 한 요인은 크게 기업내부요인과 기업외부요인으로 별할 수 있다. 

외부 요인은 다시 진출 상국과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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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내부 요인

  기업 내부 요인으로는 기술력, 인력, 자본력, 마  능력 등을 들 수 있

으며 기술력과 련된 것으로는 생산기반의 확보, 품종 선택, 재배  리 

기술 등 생산기술과 규모 농에 한 경험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농규

모를 고려할 때 진출 기업의 부분이 규모 농에 한 경험이 무하다

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 우리나라 기업이 이미 진출하 거나 진출 정

인 지역에서 해외농업개발을 하는(하려는) 농장 규모는 최소한 1,000ha에서 

6 김완배, 해외진출기업의 경   성공사례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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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는 1만ha도 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 같은 규모의 농장을 효율 으

로 운 하기 해서는 형 농기계의 사용이 필수임은 물론, 이에 합한 

종․재배․수확방법 등이 뒤따라야 한다.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의 

부분이 기 단계에 겪는 애로사항은 바로 이와 같은 기업형으로 농업생산

을 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일반 으로 이 같은 경험부족 문제를 복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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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기업의 힘만으로

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인력과 련해서는 경   농업기술 문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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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문기술

인력을 찾지 못할 경우 빠른 기간 내에 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후계인력

을 육성할 것인가가 요한 과제가 된다. 부분의 개도국의 경우 임  수

이 낮은 단순노동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으나 몽골과 같은 경우에는 인

구 수 자체가 어 해외농업개발사업을 규모로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상국 내에서 인력 조달이 힘들어 제3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농장형’이든 ‘유통형’이든 간에 사업 규모가 큰 까

닭에 규모 자본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탓

에 험성 역시 높다. 특히 ‘농장형’의 경우 생산기간이 길고 자연조건에 

향을 많이 받는 농업의 특성으로 인해 투입 자본에 한 회수 기간이 길

고 경 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외농업

개발사업으로의 진출을 주 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해외사업으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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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서는 정부의 인센티  제공이 필수 이다. 해외농업개발이 국가

 과제이고 여기에 특히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의 참여를 진시키기 해

서는 정부 인센티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최종 성과는 생산 는 유통 등을 통한 매출액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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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외부 요인

  기업 외부 요인  상국의 지 여건과 련한 요한 것은 해외농장

의 입지를 포함한 인 라의 수 , 농업생산자재의 가격수 과 구매의 안정

성, 무역  외환규제에 따르는 추가비용과 수출규제의 가능성, 지 주민 

 정부와의 력 계 등이라 할 수 있다. 생산자재  생산물의 물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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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되는

데 이에 한 선 시설의 유무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외농업

개발사업의 상국이 내륙국인 경우는 철도와 도로 연결이 필수다. 한 

생산 는 확보한 농산물을 상국으로부터 반출할 때를 비하여 우리나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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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는 인 국

이나 우리나라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통 에 장애 요인이 없

는지도 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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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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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 등도 수립될 수 있다

2.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유형 분류

  선행연구8에 따르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유형을 (1) 로벌 가치사슬체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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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하고 리하는지 그 주체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①생산자 주도 유형 

②구매자 주도 유형 ③지원그룹 주도 유형 ④통합 유형으로 구분하 다. 김

완배(2010)는 해외농업개발의 투자 방식에 따라 단독 투자와 합작투자로, 생

산요소 이  방식에 따라 농장형과 유통형으로, 추진 주체에 따라 민간형과 

공익형으로 구분하 다. 장세진(2010)은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방식에 의한 

유형으로 해외직 투자는 단독투자와 합작투자  M&A로 해외간 투자는 

계약재배, 경 ( 리)계약, Turn-key operation 등으로 나 었다. 한편, 성진근

(2011)은 해외농업개발모형을 계약 농(Contract farming), 임 와 경 계약

(Lease and management contract), 합작경 (Joint venture), 후방산업과의 연

계모형(Upstream & Down stream business links) 등으로 나 었다.

7 성진근, 한국의 해외농업개발투자규범과 바람직한 사업추진모형, 2011.

8 김용택(2010), 김완배(2010) 등의 연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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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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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4) 계약 농(Contract 

Farming) (5) 임 와 경 계약 농 (6) 후방산업과의 연계모형 (7) 포

 모형 등으로 구분하 다.

2.2. 직접 단독 투자

  해외직 투자는 소유 지분에 따라 100% 지분 소유를 하는 단독 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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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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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투자 상국의 매망 상태, 투자 트 가 가지고 있는 경 자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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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업의 부분은 

직  단독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게 단독투자를 택하는 이유는 투

자 상국에서 한 합작 트 를 찾지 못하 거나, 합작법인을 만들었

을 때 여러 이유로 인하여 합작법인에 한 통제 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독투자는 합작투자에 비하여 투자의 험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

농업개발 상 지역으로 국가 험도가 높은 국가를 선택할 때에는 가능한 

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합작 투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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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이유로 합작투자를 한다. 부분의 합작투자의 경우 투자

기업들이 50  50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농업개발 투자의 경우

는 지 정부의 이해가 민감한 부분이 많으므로 체로 지 기업이 51% 

이상, 우리나라 진출 기업이 49% 이하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합작투자모형은 사업경 에 둘 는 그 이상의 주체가 참여하는 매우 다

양한 경 정모형이다. 각 참여 주체는 자본 출자나 토지  자연자원 이

용권 출자 는 기술과 경  노하우 출자 형태로 참여하며 경 의 결과로 

생산된 이윤이나 손실을 출자지분에 의하여 배분한다.

  합작투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한 특성이 있다. 첫째, 참여 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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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단 이익분배뿐만 아니라 사업의 소유권도 분배한다. 둘째, 참여 주체

들은 단순한 배당 등 실재물(entity)뿐만 아니라 개인 인 법  지 의 유

지에 심이 크다.

  농업 부문에서의 합작투자모형은 소농들로 하여  농기업회사의 경 활

동에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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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의 의도와 실제 사이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합작투자모형은 이 모형이 가지는 융통성 때문에 농기업과 소농  지주

사이의 모험  합작경 모형은 상당히 넓게 보 되어 운 되고 있다. 특히 

이 모형은 열 와 아열  지역의 소득국  소득에서 주로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해당국 정부가 자국의 농 사회와 소농들의 경

제  기회 제공 목 으로 련 법률 제정과 함께 지원정책을 강화함에 따

라서 보다 리 유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부의 합작투자기업은 상업  측면에서는 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컨  아 리카 가나의 코코아 농민조합인 Kuapa Kokoo Farmers Union

은 국 무역기업인 Twin Trading과 소규모 융기 인 Oikocredit과 합작

해서 Divine Chocolate Company를 설립하는 합작투자( 지의 지분보유 

45%)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수년간 Devine사의 매출액은 속히 증가하고 

있다9.

  남아 리카 연방에서는 1994년부터 2002년 사이에 정부의 지원 속에서 

50개소의 합작경  형태가 출 하여 고부가가치 원 농산물 수출을 이끌

고 있다. 이 지역의 사업 모델은 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 농하던 농

가들을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상업  농에 참여하도록 설계되었다. 토지

부(Department of land Affairs, 농 개발과 토지개 부로 최근에 명칭이 

변경됨)에서 권장되고 있는 표 모델은 정부가 지역사회의 수혜자들이 보

9 De koning, M and de Steemhuijsen Piters.B., "Farmers as Shareholders; A close 

look at recent experience, Amsterdam, Kit, Bulletin 39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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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는 농지가격을 지불하고 농지이용권을 확보한 뒤 농장 경 권을 

농기업회사와 합작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통상 49%의 지분이 이

의 토지 소유자에게 배당되고 51%는 새로운 합작회사의 몫으로 배당된다. 

계약서는 농장 경 에 한 조건과 비용과 수익분배조건  부분의 참여

농가에 한 기술과 경 기술을 차 으로 이 하는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10.

  모험  합작경 모형은 참여 주체에게 좋은 조건의 배당을 부여하는 실

질 인 상업모형에 참여하여 가치를 지속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에서 이론 으로는 훌륭한 모형이다. 그러나 농장 근로자의 

지분에 한 분배가 계속 인 고용문제와 연계되어 농장경 의사결정에 

한 근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심각한 비 에 직면하고 있

다. 한 합작경 은 생산체제의 요한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비생활과 연 된 소규모 농활동에 련된 농 사회의 수요를 반 하지 

못한다는 약 도 있다.

  모험  합작경 모델의 성공을 해서는 정책과 정부기 의 강력한 지

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합작경 을 한 기본 정책틀을 제공해야 한다. 정

부가 수행하는 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 자산 소유자의 참

여 유도( : 남아 리카 지방자치구역 토지의 참여계획) (2) 기업 운  상

담과 지원( : 남아 리카의 계약체결과 사업계획과 기술보  지원) (3) 

개서비스와 시설설치 서비스 제공( : 캐나다, 푸아뉴기니, 남아 리카, 

말 이시아) (4) 소농과 토지소유기업의 사업 험성에 한 보장( : 말

이시아) (5) 토지 소유자의 권리 확보를 한 리자( : 말 이시아)이다.

  합작투자의 유리성은 첫째, 소농과 지역사회에게 사업 제1 의 공동소유

자로서 사업 경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참여

하고 요한 기업정보에 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둘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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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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과 지역사회는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분배받게 된다. 

비록 개별 으로 나 어진 지분이 작다고 하더라도 지분에 한 배당 은 

요한 상징  가치를 가진다11. 셋째, 명백한 사업수행조건하에서 발생하

는 기업 이익은 법 , 정치 인 험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합작업체

의 상표의 경쟁력이나 국제  평 에도 요한 향을 미쳐서 사업 성장에 

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넷째, 명백한 법 장치 속에서 자격이 부여된 합

작 트 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은 합리 인 분쟁 해결과 조정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의 간섭과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합작투자모형의 제약조건은 첫째, 회계처리가 복잡해진다. 이 때문에 기

업들은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다른 종속 인 이해 계자에 한 배당을 

이기 하여 시장가격보다 낮은 매가격으로 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윤을 쉽게 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액지분 소유자의 배당 은 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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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가 충분한 추가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소액투자자의 지분은 상 으로 어들 수밖에 없다. 셋째, 좋

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소농의 권리와 선택권은 작을 수밖에 없다. 컨  

남아 리카에서는 모험  합작경 모델이 규모 상업  농시스템을 

속화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넷째, 합작사업경 이 래할 험성은 비록 

사업상의 험  부채 배분율에 한 보험 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농과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치명 인 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합작투자는 지역토지 소유자의 농지를 출자자산으로 간주하는 

모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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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들에는 토지 이용의 부가가치를 크게 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도 거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말 이시아와 남아

리카의 경험에서 보듯이 합작경 모형이 성공하기 해서는 정부의 수  

11 De Koning and de Stewnhuijsen piters(2009) 참조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 개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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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디젤가공공장을 설립 이며, 농가들의 

농방법 개선을 해서 장지도를 통하여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자트로 는 간작(intercropping)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존 

농시스템 속으로 고들어 계열화 농체제로 자리잡고 있다.

  MBSA사의 설립은 Koulikoro 지역의 생산자 동조합에 속한 지방

농가들이 20%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면서부터 다. 회사참여농가들은 

생산물의 매를 통하여 직 인 이익을 챙겼으며, 나아가서 상되

었던 배당 수입에 의한 증가된 지분배당수입도 얻을 수 있었다.

  MBSA사는 탄소상쇄계획(Carbon offset scheme)에 참여하여 얻은 

회사수입의 75%를 농가들의 역량강화 로그램에 투입하 다. 이 회

사는 네덜란드 정부의 신흥시장 력계획(Programm for cooperation 

with emerging markets)에 의한 자  지원을 받았으며 회사의 주요 주

주는 KIT(Royal Tropical Institute), 연 과 기타 지 생산자 동조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 Mali Biocarburant Company profile, 2009.(http://malibiocarburant.com)

높은 감독과 지방주주들의 높은 수 의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모

형은 올바른 사업수행과 법률  환경이 존재할 때 성공 일 수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재 검토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의 합작투자는 <그림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간 주도로 라질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는 경우를 들 수 있

다. <그림 4-2>은 민간형으로 투자할 경우 해외농업개발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그 방식을 하나의 사례로 보여 다. 먼  한국 내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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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 해운회사 등이 출자하여 특수목 법인(Special Purpose Com-

pany)을 설립한다. 이때 민간 기업이 특수목 법인의 출자 비율을 51% 이

상으로 하여 민간이 좀 더 주도 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정부는 특수목

법인에 정책자 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특수목 법인이 투자 

진출국( 라질)에 지법인을 설립한다. 해외농업개발 투자 상국인 라

질의 지법인은 곡물수집(계약재배, 매입)과 사일로 시설  항만 엘리베

이터시설을 확보(장기임  는 건설)한다. 특수목 법인에 지분으로 참여

한 단체는 각자 비교우 가 있는 사업을 담당한다. 를 들어 생산자조합

은 라질 지법인이 매입한 곡물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담당하고, 

해운회사는 라질 지법인이 매입한 곡물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운송계

약을 체결한다. 한 유통공기업은 가격조 기능을 해 수입하는 곡물에 

하여 라질 지 법인과 곡물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민간 기업은 라질 

지법인의 경 을 담당하며 수익모델을 구축한다. 이런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2>이다.

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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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간의 력방식으로 새

로운 형태의 해외농업개발 방식이다. 민간은 농업  련 산업에 한 해

외 진출을 확 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정부는 국가 간 력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며, 투자 상국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민의 복지를 증진시

키면서 경제발 의 기 를 닦을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력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는 개발 분야는 농장개발, 계

약재배, 농산물 수집  수출, 농산물 건조  장시설 건설 등이 있다.  

민간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은 비료, 종자, 농약 제조시설 는 리

, 농기계 사후 사(A/S)센터 운 , 미곡종합처리장(RPC)  사료공장 설

치, 양계  양돈 등이 있다. 정부가 꼭 해야 할 사업 가운데는 농업기술지

원이 포함된다.

  이 게 합작투자할 경우는 자본출자자, 토지  자연자원 이용권 출자

자, 기술 는 경 노하우 출자자로 구성되어 생산된 이윤과 손실을 분배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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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등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소농과 지역사회가 출자한 토지뿐만 

아니라 동반 출자된 유형, 무형의 기여물에 한 한 평가와 분배제도

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림 4-3.  해외농업개발 합작투자의 사례(공익형, 캄보디아 진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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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수합병(M&A)

  많은 기업들이 해외진출할 경우 인수합병 방식을 택한다. 그 이유는 신속

하게 해당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신설투자의 형태로 해

외시장에 진출하여 독자 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수합병의 형태로 진출할 경우는 피인수기업이 지니고 

있는 공장설비, 부동산, 종업원, 랜드, 유통망 등을 한순간에 획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수합병 방식은 이미 그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

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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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의 진출을 목 으로 한 인

수합병의 경우 인수합병 이후의 통합 차가 인수합병의 성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된다. 기술과 마  능력 등과 같은 경 자원은 많은 경우 

피인수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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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식량조달시스템 구축의 성공은 얼마나 효과 으로 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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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를 거친다.



124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 개발

2.5. 계약 영농(Contract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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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가들은 특정 품질을 갖춘 특정 수량의 농산물을 합

의된 기간 내에 생산해서 구매자에게 납품하고 구매회사는 농자 , 종

자, 비료, 농약과 기술 등 직 인 생산요소의 사 지 을 최종구매

가격 지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선지 한다. 생산된 농산물의 구입단

가는 계약서에 제시된 고정가격을 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가격 

수 의 변화를 참고해서 결정하기도 한다.

  계약 농체제는 1930년 와 1940년 를 거쳐서 북미와 서유럽지역에서 

주로 채소통조림산업 분야에서 범 하게 채택되었던 농방식이었다. 그 

이후 제2차 세계 이 끝난 이후 진행된 랜테이션 경 체제와 식민지

경 의 재편 과정에서 많은 개도국이 이 방법을 채택하 으며, 농기업과 

지역농가 사이의 력체제(Partnership)의 구축을 한 유효한 사업모델로 

장려되었다. 이에 따라 계약 농은 농업 분야의 성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례 모형으로 1981년 발간된 세계은행의 ‘Berg Report’에서 인정되기도 

하 다12.

  계약 농체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5개의 형태

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13. (1) 고집 형 모형(Highly Centralized Model): 

12 Little. p. d. & Watts. M. J(1994), Living under Contract; Contract Farming and 

Agrarian Transformation in Sub Saharan Africa, Medison, Univ.of Wisconsin 

Press.

13 UNCTAD(2009), World investment report-Transitional corporations, Agricultural 

Production and  Development, Geneva,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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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농기업회사가 다수의 소농들로부터 품질과 수량에 한 철 한 

리와 통제를 통해서 생산물을 구매하는 사업 모형 (2) 추지역 모형

(Nucleus estate model): 농기업회사가 계약재배농가들을 랜테이션농장생

산에 직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통합하는 모형 (3)다자  모형(Multipartite 

model): 지역농가들이 농기업회사와 지역경제 주체(정부기 , 지역회사  

지역농가 동체 등)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작투자기업과 다자 으로 

계약하는 모형 (4)비공식  모형(Informal model): 계 으로 종자와 비료 

제공 조건으로 농산물 구매를 합의하는 비공식 인 구두계약 모형 (5) 개

인 모형(Intermediary model): 농기업이 개인과 계약하고 개인은 계약 

이후 많은 농가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모형이다. 

  계약은 문서 는 구두로 이루어진다. 문서계약은 양식과 내용 면에서 

방 할 수 있고 간단히 핵심 내용만 기재할 수도 있다. 컨  남아 리카

의 사탕무 농장계약서는 24쪽에 달하는 구체 인 약내용이 담겨 있는 

데 반하여 온두라스의 사탕수수농장계약서는 불과 2쪽 반 분량의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 농체제는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역, 즉 농작물과 과

수, 채소 분야, 가 , 낙농 분야  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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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14. 자트로 와 같은 바이오연료 농작

물 생산에서도 계약 농체제가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계약 농체

제는 부패되기 쉽고 노동집약 인 작물 생산에 효과 인 생산체계이다. 왜

냐하면 이들 작물은 계약한 수매자 이외의 다른 안 시장을 발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계약 농체제는 주로 농기업과 소농 간 직  상에 의해서 탄생되지만 

14 UNITAD(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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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도 필수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계약 농체제가 법

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계약법규에 맞도록 계약 체결을 도와

주고 농 지역의 생산자들이 동조합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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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교섭력상 불

균형을 시정하고, 둘째 수많은 농가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

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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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 역할을 수행한다15.

  계약 농체제의 유리성은 참여회사로 하여  토지 획득과 규모 랜

테이션 경 과 련한 상업   정치 인 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 

품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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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가가치작물에 한 

소농들의 근기회를 높이고 시장 험을 임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성

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소농들의 농업경 기술능력 개발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계약 농에 있어서도 몇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 첫째는 모든 사

업상거래가 특정 분야의 개인 거래에 의존되어 이루어지므로 소농들은 

상력이 취약해 최선의 거래조건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둘째, 계약재배방식

은 실 으로 실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

다 높을 때 농가는 시장 매를 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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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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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작(mani-

pulation)을 할 수 있다. 일곱째, 회사가 획일 으로 제공하는 농업생산자재

가 열악한 품질일 수가 있다.

  결론 으로 계약 농체제는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컨  가공공

장 운 을 통하여 부녀자를 포함한 지역의 잉여노동력의 고용 증 가 이루

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농체제는 지역농업의 문화를 실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역 역량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하여 소농들이 계약 농체

제에 참여할지 여부의 결정은 그들에게 주어진 안 인 수단이 얼마나 부

여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진취 인 농부들은 계약 농에 참여하기

를 원하지만 보수 인 농가들은 재의 농방식에 집착하면서 단지 농

자재의 공 에나 보장된 농산물의 로에만 심을 나타낼 뿐이다.

  농기업들은 리업무비용을 이기 하여 가능한 한 많은 농가가 계약

농체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계약서에 포함된 농방법에 한 규정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참여농가는 체 농장 경 의 의사결정에 한 참여

권이 배제된 채 결국 자신 소유 농장의 농업노동자 신세로 락하게 된다. 

한, 계약 농체제는 농지권의 이동에 해서는 직  련이 없는 것이 

통례이므로 농지권의 변화는 장기 으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아울러 계약 농체제하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통 으로 여성노동력

에 의해서 운 되어 왔던 식량작물생산을 잠식함으로써 지역의 식량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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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해 투입자재와 안정 인 가격제공  

기술교육 등을 시행하며 농가의 작물재배 환을 유도하 다.

  계약 농방식은 농가에게 보다 높고 안정된 소득과 기술훈련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농가로부터 크게 환 을 받았다. 계약 농체제하

에서 회사는 종자, 비료 등 농업자재를 공 하고 그 은 구매가격

에서 제외하 다. 회사는 크기, 모양, 견고도 등에 한 엄격한 품질조

사과정을 거쳐서 생산품을 수매하고 수매 규격에 미달하는 상품은 수

매를 거부하 다. 

이 회사의 계약 농시스템은 20년에 걸쳐서 지속 으로 확 되어오면

서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자료 : Asian Development Bank(2005), 30 Cases of Contract Farming ; An 

Analytical Overview, Manila.

2.6. 임대와 경영계약(Lease and management contract)

  임 와 경 계약 모형은 농장경 회사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빌려서 

농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약을 성사시키기 해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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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토지임 료 지불 형태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이익배분모델이 계약에 포

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경 계약은 범 하게 용되고 있다. 컨  농기업회사가 랜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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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 권 확보 등의 형태로 토지이용권을 보유하고 있

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토지 소유자가 소농이거나 지

역사회일 경우에 있어서의 임 와 경 계약이 문제가 된다.

  임 계약은 고정 지 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 인데, 경 계약은 다양한 

이윤분배모형에 기 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 특히 경 계약은 토지

의 획득보다는 다양한 리계획에 주안 을 두고 있다. 농지는 지역사회나 

개별소유자의 재량에 의해서 경 되지만 계약에 의한 농장 경 자는 농장 

소유자가 임한 표 자격으로 농장 경 에 임하는 것이다. 임 와 경

계약은 토지 소유자와 농장 경 자 간 다양한 수익과 험배분방법에 따라

서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은 네가지 모형이 표 이다.

  (1) 고정지   지불(Fixed cash rent): 농지 임 자와 농장 운 자 간

에 토지면 당 임 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농장을 경 하는 경우

  (2) 이윤분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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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구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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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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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각 경우에 의 임 와 경 계약 모형들을 용하여 경 하는 농

장경 약은 농지 소유자와 농장 경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농업성장잠

재력이 높은 국가들 즉, 미국, 라질, 호주, 캐나다, 남아 리카 등지에서 

지배 인 경  형태이다. 략 40% 이상의 미국 농가가 이 방법을 선택하

고 있으며 특히 서부 옥수수 생산지역인 미시시피와 미주리 주  캘리

포니아의 개원 지역에서는 50% 이상의 농가가 경 약의 형태로 농

장 경 을 하고 있다.

  임 와 경 계약체제의 유리성으로서는 첫째, 경 계약은 양 당사자 모

두 쉽게 실행가능하고 경제 인 지속성이 높다. 둘째, 경 계약은 소농과 

지역사회의 지주에게 보다 높은 수익과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공한다. 셋

째, 경 계약은 농장경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탄소시장이나 과 같은 

비농업  농지이용 방식에 한 새로운 경제  근기회를 지주에게 제공

할 수 있다.

  임   경 계약모형의 제약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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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수익배분계약을 재 상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지역농지 소유

자에게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과 이 때문에 지주는 사업의 경  참

여자로서의 기능보다는 수동 인 임 료 수령자의 역할에 머물게 된다.

  둘째, 지역의 지주들은 일반 으로 체농장경 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이 때문에 농장의 상업  농과 소농들의 생계유지를 한 

농을 결합시킬 수 있는 농체제의 지속성이 받게 된다.

  그리하여 임   경 계약 모형의 기회와 도 과제란 첫째, 소득국가

에 한 농업 투자에 있어서 임 와 이익분배모형을 결합하는 안  모형

은 앞으로 보다 다양하게 확장되어 용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성공 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소득국의 실정

에 알맞는 다양한 모델이 앞으로 개발․ 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개도국의 지주 입장에서는 경 계약기간은 재검토와 재 상이 가

능하도록 단기간으로 체결하는 것이 좋다. 장기계약은 지주의 토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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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리를 세 를 거쳐 잃게 할 수가 있다.

  셋째, 다수의 농가 참여에 의해서 결정된 농기업회사의 농경 체제는 

실업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농업기계화에 의한 

고생산성 실 농장은 지역이 제공하기를 원하는 다수의 희망근로자 에

서 소수의 고숙련 노동자의 고용만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작물분배나 이윤분배에 기 한 경 계약모형은 농기

업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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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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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아뉴기니아의 지역사회가 NBPOL과의 

농장경 약에 참여하기 해서는 NBPOL의 력을 받아서 농지합

병그룹(ILG; Incorporated Land Group)에 등록하는 차부터 거쳐야 

한다. 

  ILG는 경 원회와 분쟁조정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등록된 농지

에 한 이용권을 조사한 뒤 주정부에게 합의된 기간 동안 등록된 토

지의 임 경  동의서를 제출한다.( 푸아뉴기니의 농지 97%는 지역

공동체 소유이다.)

  동의서를 받은 주정부는 이를 특별농산업임 (Special agricultural 

business lease)조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ILG에게 허가한다. 이것이 소

 lease-leaseback 경 약모델로 지역사회가 농지경 권을 농기업에 

이 하는 표 화된 방법이다. 공식 인 정 과정을 거친 후 ILG는 보

통 20년의 기간을 가진 농지경 약을 NBPOL과 체결한다. 

  ILG에 의한 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임 료는 경작면  ㏊당 19USD이며 분기마다 선지 하는 조건이

고 월별 수확될 생과(Fresh fruit)의 NBPOL 몫에 한 월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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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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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전후방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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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방 흐름의 는 종자, 비료, 농약, 미소(微

) 융, 보험, 자문 등 생산자재와 사업서비스의 공 활동과 련한 활동

이고 하방흐름은 특화된 도매와 소매유통  가공활동과 련된 활동이다. 

상방흐름에는 지방기업들로 하여  그 지역에서 운 되고 있는 농기업체

에게 생산자재와 서비스를 공 하는 약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데, 지역

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한 정부 정책의 권유가 유효한 권장 수단이 

된다. 하방흐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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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 산업은 인도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나 라질에서는 기업 단독 

는 주도 이다. 바이오연료 생산은 가공과 정제를 한 높은 자본비용 때

문에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조직의 참여는 거의 실 되지 않는 것이 일반

이다.

  상방과 하방흐름 사업연계모형은 매우 다양하고 폭넓게 용되고 있다. 

이 모형에 포함된 사업 유형의 성장에 요한 향을 미치는 표 인 요

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표 화와 품질 인증  공정무역의 진 : 세

계 우수농산물 리제도(Global GAP)에 의한 식품표 화가 용되는 품목

과 지속 인 생산을 한 자발  품질인증제도가 용되는 품목(팜유, 콩, 

목화, 목재, 펄  등)  공정교역품목(커피, 차, 포도주, 바나나, 화훼류, 목

화)등은 여러 시장에서 모험  합작투자업체가 시장 유율을 높여가고 있

으며 소농에게는 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서 기업

들은 농부들에게 생산품의 표 자격을 획득하게 하고 이를 계속 유지하기 

한 비용 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모형에 근하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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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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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서 지도  농가들과는 투입자재 구입과 생산물 

매를 결합하는 모형으로 발 시키고 있다. 

  (3) 수확, 수송 등 분야에 참여하는 지방의 소규모 계약자 활동 증가: 농

업생산과 가공산업에 참여하는 농기업회사는 지방기업에게 수확, 수송, 조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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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이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17.  

  후반산업과의 연계모형의 유리성은 첫째, 소규모농가와 농기업 모두에

게 새로운 시장, 특히 고부가가치의 틈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

회를 제공한다. 둘째, 지역의 비농업 소규모 기업들에게 수송, 세척, 조달 

등 부문에서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다양화하고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농기업회사에게 사업 참여와 가치사슬의 과

정에 한 재투자를 통하여 지역경제 개발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후반산업과의 연계모형의 제약조건은 첫째, 농기업회사가 지역의 소매

유통과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지역의 통 인 소규모기업의 설 자

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 둘째, 고용의 외주화에 의한 가내고용의 체는 기

존의 소규모 경 자의 산과 함께 고용계약기간의 단기화와 임 화 상

16 Borot de Battisti. A., et al.(eds), Standard bearers: Horicultural exports and pri-

vate standards in Africa, London, IIED(http://www.iied.or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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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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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해당 지역 수 의 경제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고부

가가치시장의 형성은 통  시장의 퇴출과 이에 따른 소규모경 체의 재정 

손실을 래한다. 소규모 농가  지역의 소규모 경 체는 국제시장 수요의 

속한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효율 으로 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후방산업과의 연계모형은 소규모 농가의 국제시장의 표 에 

근하기 한 역량 강화에 계속 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기업들

을 내모는 신에 그들과 동반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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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업회사들은 규모 랜테이션 경 체제

로부터 농업기술 개발 분야와 개시설 공  분야  개량종자 개발 분야

(GMO 는 유기농종자) 그리고 가공시설 분야로 차 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된 개업자들은 수직으로 결합된 도매회사로의 

변신과 확장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소농들이 새로 확장되고 있는  시장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한 유인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기 과 

정책의 역할은 정부의 정책 흐름을 개선하고 기술 신을 진시키며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가장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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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산업과의 연계 모형 : 인도의 Hariyalli Kissan Bassars 사례

  2002년에 설립된 Hariyalli사는 인도 농부에게 One-stop-shops 체인사

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7년 재 Andhra Pradesh, Madhya Pradesh, 

Uttar Pradesh, Haryana, Uttarkhand, Panjab주 등지에서 75개의 포를 

개설하고 있다.

  이 사업 모형은 지역의 농가들에게 생산자재를 구입하고 생산물을 매

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One-stop-shop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매상품은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트랙터 부품, 사료 등이고 매자

는 농업 교육을 받은 문가로서 특정 상품의 매 진과 련 없는 

농업기술이나 정보를 농가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한 ICICI은행과 제

휴하여 각 포에 은행지 을 개설, 작물과 생명  일반보험업무와 함

께 농업신용카드(agricultural creditcard)를 발 함으로써 농가의 계

인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신용( 출)창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Hariyalli사의  다른 제휴업체는 Bharat Petroleum사로서 이 회사는 동

사가 운 하는 지역의 각 포에서 농기계용 연료를 농가에게 매하고 

있다.

  Hariyalli사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농산물 구매가격 결정방식을 사용한

다. 하나는 , , 콩, 버섯 종자를 생산하는 공인된 개인상품(Private 

label)에 의한 최고가격의 랜드농산물 계약 농가격이고 둘은 편이식

품업체 공 용 감자 등과 같은 특별채소품목의 계약가격이며 셋은 과 

같은 장시장구매품목 가격이다. 표 인 포의 연간 수입은 120만 

USD에 달하고 개설 이후 재까지 연간 25%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업 방식은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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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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포괄적 모형

  최근 들어서 국제  농업투자의 새로운 심은 규모 농지 확보투자문

제에 쏠리고 있다. 선진국 기업에 의한 규모 농지 확보를 한 투자가 개

도국의 토지 수탈로 비쳐져서 UN이 천명한 새천년개발목표(MDGs;Mille-

nium Development Goal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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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이용권의 이동 상에 해서 

‘토지수탈’이란 국제 인 논쟁이 발된 것이다.

  농업 부문에 한 투자 증가는 GDP 성장과 정부수입 증가 등 거시  수

의 이익을 유발하고 지역의 생활수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

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자는 자본과 기술의 증투를 통해서 농업 생산

성을 향상시키는 외에도 농  인 라 개선을 통한 시장 근 기회의 확 를 

통해서 농 지역의 경제발 을 진시키는 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에 한 국제  심의 증 와 함께 투자 유치에 

심이 높은 수원국 정부의 토지권에 한 근 기회의 확  조치가 진행될

수록 농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생계가 달린 토지와 물, 그리고 가축의 방

목권에 한 근 권한을 잃게 될 험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기구들의 제시하고 있는 투자원칙을 존 하면서도 투자사

18 2000년 9월 세계지도자들이 서명함으로서 탄생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①

빈곤과 기아퇴치 ②기 교육 성취 ③성  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④어린이 

사망률 감소 ⑤산모 건강 증진 ⑥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⑦환경  지

속성 강화 ⑧개발 한 구체  트 십 구축 등 8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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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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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농업

투자방식에 한 심은 상 으로 은 편이었다. 포 인 농업투자방

식에는 외부의 농업 부문 투자 주체와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  지역사회

와의 동 인 농업개발 방식이 주류를 이루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계약

농조직 형태나 모험  합작사업, 투자 주체와 지역사회와의 경 계약, 그

리고 새로운 공 사슬(Supply Chain)형성 등의 형태들이 포함된다.

2.8.1. 포  사업 모형과 농산물시장의 속한 구조변화

가.  농산물시장의 구조변화와 포  사업 모형

  해외농업투자사업은 투자 주체(농기업)와 지 주체(토지소유자와 운

자)간의 계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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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란 공정하고 정

당한 조건으로 두 주체가 조해서 수행하는 사업모델을 의미한다.

  포  사업 모형은 핵심  경 자산의 소유권 분배, 합작회사의 공식

화, 이윤분배 약, 농계약, 부락토지의 임 와 경 계약 등 범 한 

정을 제로 하여 추진된다. 어떤 사업모형은 지역 토지 소유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모 농장 경 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모델은 소

농들을 가치사슬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규모 농장 경 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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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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기도 한다. 많은 사업모델들은 지역의 참여를 확 하는 모델을 시도

하고 있는 반면에 여 히 지역의 참여폭을 제한하거나 지역과 거의 연 성

이 없는 독립경 형태를 추진하고 있는 모델도 없지 않다.

  농업 투자의 사업모형은 식량, 연료, 섬유  기타 농산물 생산에 참여하

는 모형과 농업생산을 한 상방흐름(Up stream)에 속하는 투입자재, 기술, 

문지식, 농방법과 련된 모형  하방흐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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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주체와의 장기계약체결에 의한 사업모델의 개발

로 차 환하기 시작하 다20.

  한 이러한 정치 인 동기 이외에도 경제  동기가 농기업들의 직

인 생산참여에 한 심도를 하시키고 있다. 최근 20~30년간 농업 부문

의 부가가치는 가공과 유통 부문에서 주로 발생한 반면 경 상 험은 주

로 기본 인 농업생산 부문에서 발생하 다21. 이러한 경향이 농기업으로 

하여  농용 투입 자재 분야와 종자, 농기계 분야 등 가치사슬의 상방흐름

20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Transnational Corporations, Agricul-

tural Production and Development, Geneva, United Nation Conference in Trade 

and Developmen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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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방흐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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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보

다는 농산물 가격변동의 응에 훨씬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계

약조건을 재 상하거나 심지어 계약 계를 종료시키는 행 마 도 토지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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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업 경 이 추진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규모 농지

확보행 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컨  멕시코와 

냐의 원 농산물 수출산업이나 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낙농산업의 경우

에서와 같이 소규모 농장들을 모아서 규모 경 체로 환되는 과정에서 

규모 생산체제를 구축하기가 외 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규모 토지 

확보가 진행되기도 한다22. 이러한 경향과 련해서 개도국의 규모 토지 

확보에 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심이 집 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개발잠재력이 높은 개도국 정부들은 해외투자가들의 농업개발투자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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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농지 확보를 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외농업투자를 한 압둘라왕의 지원시책(King Abdullah Initiative for 

Saudi Agricultural Investment Abroad)’은 식량 안보를 강화할 목 으로 실

22 Reardon et al(2009), Agrifood industry transformation and small farmers in de-

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37: 1717～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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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농업생산 잠재력이 높은 나라에 한 사우디 기업의 농업 투자를 지

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상 품목은 , , 보리, 옥수수, 

사탕수수와 목  외에도 축산물과 수산자원까지로 망라되어 있다23.

  비록 시장 변화와 정책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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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간에 달하는 장

기간에 걸친 토지 임 를 포함하는 형 인 규모의 장기 토지 수용(

는 이용) 약은 통 인 농 사회의 발 을 억제하고 소농들을 수세 에 

걸쳐서 축출하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 규모 농장 조성을 한 토지 장기

이용권 이  약은 지역주민들의 작물경작과 양축 등 통 인 농업생산

활동을 지속해서 축시키면서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생 인 능력과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

다. 한 토지권 이  약에 지의 참여가 보장된 경우에 있어서도 농

지역사회나 소농들은 높은 수 의 보상을 요구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 개에 한 강력한 책을 요구하기에는 

상교섭력이 지나치게 취약한 실정인 것이다24.

  따라서 규모 랜테이션 사업모델 신에 기존 소농과 지역사회에 기

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도 경제 인 사업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안

인 농업투자 사업모델의 모색이 단히 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를 통하여 규모 농장 조성과 운 에서 차지하는 지역사회의 소농들의 

상과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통 인 규모 랜테이션 조성의 경우와 달리 단순한 보상정책의 

23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 http://www.mofa.go.sa/

24 Vermealen. S. and Cotula. L.(2010), "Over the heads of local people;consultation, 

consent and recompense in large-scale land deads for biofuels projects in Africa", 

Journal of peasant studies(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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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로서가 아니라 시장참여자로 활동하면서 투자 주체들에게 측 가능

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투자사업의 성장을 해서 험성을 이는 트

로서의 역할을 소농들이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포  개도국 농업

투자사업모델의 략  요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하

여 보다 엄격해지고 있는 국제 인 해외농업투자원칙의 제정과 용에 

응해서 한국의 해외농업투자사업의 안 인 추진 방향으로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8.2. 포  농업사업 모형의 형태와 특징

  규모 경 체와 소규모 경 체를 연계시키는 사업 모형은 지난 수십년

동안 실제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도 익숙한 형태이다. 다음에 

거론되는 다양한 사업 모형들은 단독 인 모형으로서 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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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체계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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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토지 소유자와 농장 경 자 간 경쟁 계

  가장 먼  토지 소유자와 농업생산담당 주체와의 계에 의해서 가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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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주체
생산주체

소농 는 지역사회 농기업

소규모농가 (계약재배) 소작경 과 생산물 분배

농기업 경 약 는 합작사업 (노동력 확보) 

수직  통합의 정도

 
 약한 정도                                       강한 정도

  가치사슬 단계별 조              수직  통합

사업 모형 구매 약, 계약 농, 경 약     생산과 유통의 완  통합 

순한 사업모델이 개발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경우는 상업  농작물을 생

산하는 농기업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장기임 한 경우와 농지가 소농을 포

함한 지역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경우로 나  수 있다.

표 4-1.  토지 소유권자와 농장 경 권자에 의한 기본 인 포  사업모형

나.  농업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수직  통합의 정도

  농산물 가치사슬은 수직  통합의 정도에 의해서 크게 변동된다. 가치사

슬의 최종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은 부분의 농산물과 축산

물에 해서 엄격한 식품안  수 과 건강에의 합성  배송의 시간  

성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생산자와 가

공․유통회사 간의 높은 수 의 력 계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 상품을 출하하기를 원하는 소규모 생산자

로 하여  체 농산물 생산방식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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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로 조체제를 갖추거나 

완 한 수직  통합체제를 지향하는 사업 모형을 선택하기도 한다.

표 4-2.  수직  통합의 수 에 따른 사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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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농(Farming) 
→

 도정(Milling) 
→

정제(Refining) 
→

유통(Marketing) 
→  최종소비

소규모의 

소유자와 기업을 

포함시키는 

사업방식 조정

외부 탁재배(Ou

tgrower)

구매 약

토지임

작물분배

합작사업

동사업(Cooper

ative mills)

소유권 분할

지역 소비를 

한 소규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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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조에 의한 

다기능 정유소

정제 

바이오연료보다 

비정제 식물유로 

유통

정부정책 지원 

목  수행을 

한 선택

규제와 정보의  

이행 인 

사업모델

계약에 의한 

수수료 모델

지역기업의 

참여보장 

사업모델

소규모도정업체

의 활용보장

공정성 실 을 

지원하는 

사업모델 

고용법

개발자의 고용 

창출 계약

투자계획 승인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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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가치사슬의 각 단계와의 련성

  주로 특정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과 련해서 가치사슬에 포함되는 차별

인 비즈니스모델을 용할 수 있다. 표 <4-3>은 바이오연료 생산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범 를 보여주는데 자본집약 인 가공시

설 운 주체에 한 소농들의 의존성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농산물의 상방흐름과 하방흐름과의 연계 계 조성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용될 수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high technology) 투자

를 비롯한 토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농업부문투자 주체(Non land based)

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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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시사  제5장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각종 연구결과를 토 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

화를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를 도출할 수 있다.

  먼  다양한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투자를 통해 경 권을 확

보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 으로 토지 

이용이나 직  경작에 있어서의 기술  애로를 고려할 때 유통형 투자에도 

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분 참여가 경 권 확보에 안정 일 수 있으나, 반

드시 지분 투자의 형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지 기업과의 강력한 트

십 구축, 장기 공  계약, 계약 재배 등도 투자의 일환으로 략  추진

을 도모해야 한다.

  한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해서는 농산물 재배 이외에도 연  산업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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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업이 안정화된 이후 기존 공 망을 수직계열화하는 것이 실 인 방

안일 수 있다.

  두번째로 생산 환경, 시장 규모, 시장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역별 진출 

략이 필요하다. CP사의 미국시장 진출 실패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 

 몇몇 농식품기업들도 해외사업 실패 경험을 경험한 바 있다. 진출 국가

에 한 충분한 사  조사와 타깃 국가 선정, 차별화된 진출 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해외 시장에 한 정보 수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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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률이 높은 개도국 지역에 한 국가 정보나 해외 기업의 M&A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자 제품 등과 달리 농식품 산업은 표

화되기 어렵고 나라별로 그 특성이 이하게 다르다. 지 기업 인수는 이

와 같이 다양한 시장의 진입 기에 실패할 수 있는 험을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세번째는 사업 운  시 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식품 산업응 

지의 임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며, 특히 농지 개발의 경우 식민주의라

는 부정  시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지 문화 수용과 지역 사회 기여

를 통해 지인들과의 친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편, 농업 부문은 경제성과 더불어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국가  

요성이 높은 산업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에 극 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책으로는

  첫째, 정부의 해외 식량 자원의 개발에 보다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

히 융자 규모를 확 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성공불 융자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을 통한 민간 자본의 

참여 유도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에 한 세제 혜택, 농업 

 련 산업의 녹색산업 지정, 자연재해 발생 시 손실 보  등 다양한 제

도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법인을 통한 국내 도입 시 세 등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

다. 지법인의 매출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지법인의 매출은 지에서 

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로의 도입 효과는 크지 않다. 기업의 입장에

서는 철 히 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국내에 도입하기 해 필요한 비

용이 큰 경우 지에서 매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 농업개발이 식

량 자 에 정  효과를 미치기 해서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생산물

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에 한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에 정책 지원을 통해 생산비와 운송비를 감토록 유도하는 방

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셋째,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등 ODA 지원과 연계한 농업투자진출 방

법도 차 확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 리카지역 국가들이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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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잠재력이 크므로 농업개발모델을 이용한 극 인 투자 지원이 실

한 상황이다. 한 최근 정부의 극 인 지원하에 공기업들이 직  해외

에서 석유, 가스, 물 등 에 지 자원을 개발을 늘리는 것과 같이 공공 부

문을 통한 투자를 확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기업의 재원 부족 문제를 완화해 은 물론, 신속한 해외사업 추

진을 독려하기 해서는 이른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한 특별회계의 신

설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공기업에 한 자본  출자를 증액함으로써 공

기업의 자체 자 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한 재 지원 규모가 확 되고 

있는 ODA사업  개도국 농업 농  지원  력 분야 사업을 여러 기업 

 단체에 임의 으로 나 어 주기보다는 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2개 공

기업에 담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사업추진방식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 민간기업이 사업주

체가 되고 정부는 조사  융자사업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사업방식을 보

완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살리는 동시에 앞에서 언 한 식

량안보, 문성, 신뢰도 문제 등을 보완하기 해서는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하는 이른바 ‘공공형’을 극 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추진체계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재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인 해외자원개발 사업, ODA사업, 해외농업개발 사업 등 3가지 국

책사업은 상호 연계 추진할 경우 엄청난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음. 

하지만 각각의 사업이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연

계성 없이 독립 으로 추진됨으로써 상당한 재원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3가지 사업을 연계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

하에 시 히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극 화해야 한다. 

  여섯째,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자원 확보 

사업에는 연간 7,000억～8,000억원 규모의 산 지원이 있는데 반해 해외

농업개발 사업에 한 정부지원은 연간 300여억원에 불과하여 지극히 열

악한 상태에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후발국으로서 선두주자들을 따라잡기 

해서는, 농지 리기 의 일부를 정부 융자에 사용  하는 안이한 시각에

서 벗어나 상당한 규모의 ‘해외농업개발  력기 ’ 조성을 서둘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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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 이 조성되기 까지는 융자액 규모를 재 수 의 2배 이상으로 

증액하는 것이 요청된다. 동시에 행 융자조건(이자율  융자기간)을 보

다 완화해 과 동시에 해외자원 확보 사업에서 용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

농지와 시설물에 한 담보물건으로의 인정과 성공불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업에 한 직 인 지원 강화 외에도 사업 상국가가 

실히 필요로 하는 농업․농 분야에 한 체계 이며 지속 인 지원이 병

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상 국의 농업․농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어 

양국 간의 계가 상생 계라고 인식될 때 우리의 애로사항이자 진출 기업

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비자 기간( : 연해주의 경우 3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하기 해 우리나라를 다녀와야 하는 문제가 있음), 통  문제

( : 통 의 지연, 세이외에 별도의 비용 요구 등) 등을 보다 손쉽게 해

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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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

에서 외교통상부보다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생산단가 조사  인증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세 부과의 기 가격을 국내 시장가격이 아닌 지 생산

단가로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반입되는 농산물에 

해 최소시장 근 규정에 의해 율 세로 의무 으로 수입하는 물량의 

일부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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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해

외농업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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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하로 이익을 보는 

분야에 한 부과  는 정부 재원을 활용하여 피해농가에 한 보상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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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것이 고율 세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여덟째, 해외사업과 고용 진 간 연계 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문성을 갖춘 고  인력들이 50  반에  

실직을 하게 되고 이  상당수가 유휴 인력으로 남아 있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에는 이들과 같이 문 인력이 실히 필요하지만 민간 사업체 입장에

서는 토양, 작목, 재배기술, 수확 후 기술, 유통, 가공 등의 분야별로 문

가를 고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 유휴인력의 문 분

야를 악한 후 인력풀로 이른바 ‘해외농업기술지원단’을 구성․운 하면

서 민간 기업의 요구분야에 따라 문가를 기업에 견한다면 유휴 문 

인력의 고용 확 는 물론 기업 역시 문 인력 운용 비용을 감할 수 있

어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농업기술 문가 풀을 구축하고, 

문가 견 시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기업이 부담  하는 방식을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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