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R772 | 2015. 10.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서 대 석
강 창 용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 담당
서대석
강창용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집필
제2장, 제3장 집필

i

머 리 말

시설원예 산업은 우리나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신선농산
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 생산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증산
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후방산업인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였고 정책적 관심도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시설자재별
생산, 유통 및 수출입 등 기본적인 통계도 부재하는 등 현황 파악조차 어려
운 실정이다. 시설원예 산업의 발전과정은 생산자재 산업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고 향후 그 발전 전략도 생산자재 산업의 발전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다양한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개황을 살펴보고, 주요 생
산자재인 농업용 필름, 보온자재 및 농업용 강관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산업의 주체인 생산업체들과 수요자인 농가를 대상으로 연구대상
자재의 생산과 이용 관련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업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발전에 기
여하기를 기대한다. 연구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님들, 각 생산
업체 관계자, 관련 협회 및 농협중앙회, 정부기관 전문가분들과 현지 조사
에 협조해 주신 시설원예 농가 및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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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생산비 절감과 생산물 품질 향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후방산업인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현
황과 문제점 진단을 통해 대응 및 발전 방안과 향후 추진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시설원예 주요 생산자재인 농업용 필름(비닐)과 부
직포 등 보온자재 및 농업용 강관을 중심으로 산업의 구조 등 현황을 파악
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시장구조 등 현황 파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
부,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의 자료와 문헌을 수집, 분석하였다. 또한 (사)
한국농축산필름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업시
설협회, 한국농생산자재 산업협회 등 자재 관련 생산자협회 및 농협중앙회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자재별 생산업체와 수요자인 시설원예 농가
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자재별 업체의 생산현황과 문제점,
수요자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농
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농협중앙회 및 각 생산자협회의
전문가와 간담회 및 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
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우리나라와 시설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시설
원예 정책과 일본 주요 자재의 발전과정 등을 살펴보고 국내 생산자재 산
업에 주는 시사점을 찾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에 원고를 위탁하여 연구
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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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설원예 산업의 후방산업인 주요 생산자재 산업에
대한 시장구조와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발전방안과 정
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미래는 시설원예 산업의 전망과 그 궤를 같이
할 것이다. 시설설치면적의 장기 전망결과 현 수준에서 정체 또는 약간 증
가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 역시 이와 비슷한 추
세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원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생
산자재 산업이 대응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자재의 공동구매
및 공동기금 조성과 과잉설비의 생산현장 격리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또한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산업구조의 전환과 유통합리화 대책을 마
련하고, 시설원예농산물의 총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재활용 및 폐
자재에 대한 환경부담금의 합리적·효율적 부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
구된다.
미래 지향적 산업의 기틀 마련을 위해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 및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고기능성 및 생력화 자재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
하다. 이러한 제품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과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적극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노후 시설의 리모델링, 국내산
고품질 고효율 자재의 신뢰 구축 등 안정적 내수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시
설원예 자재시장의 규모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시설원예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발전하였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 유지와 시행이 필요하다.
자재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위한 밭기반 정비 등 점진적 노력과 한국형 온
실의 표준화 방안 및 미래지향적 생명산업, 첨단산업의 융복합화와 전문인
력 육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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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Strategies for Material Industries of
Greenhouses in Korea
Background of Research
Competitiveness of Korean greenhouse industries can be enhanced by reducing production costs and improving quality of products. To this end, the
role of the material industries for greenhouses is very important as an upstream industry. However, strategies and policies for developing the material industry have not been fully studi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es and programs to cope with future demands and for development by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involved in the material
industry for protected cultivation of horticulture crops. This study focuses
on insulation materials including agricultural films (so-called vinyl in
Korean), nonwoven fabrics and steel pipes for agriculture as essential production materials for greenhouse industries in Korea. This focus aims to
examine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of the material industry and issues
involved, and suggest strategies and policy programs.
Methodology of Research
Data and literature of related authorit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examine the current
market structure of the material industry for protected cultivation of horticulture crops. In addition, an analysis was made of the data of related manufacturer associations and Nonghyup including the Korea Plastics Film
Association, the Korea Iron & Steel Association, the Korea Agricultural
Machinery Industry Cooperative, the Korea Agricultural Facilities
Association and the Korea Agricultural Material Industry Association. An
in-depth interview survey was carried out with main material manufact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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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armers of protected cultivation of horticulture crops who are consumers of the materials to make an analysis of current production and involved
issues of manufacturers of each material, current consumers, issues and improvement schemes. In addition, meetings and conferences were held with
participants from the Research Institute of Greenhouse Horticulture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of RDA, Nonghyup
and experts of each manufacturer association to collect experts’ opinion
about issues in each industry and strategies for improvement. In this study,
examination is also made of policies for protected cultivation of horticulture crops of Japan and development process of key materials of Japan
of which the facility environment is similar to Korea. Opinions of experts
in their concerned field were collected and are applied to this study to suggest implications of the material industry of Korea.
Result of Research and Implications
This study aims to examine current market structure and issues in the
key material industry as a downstream industry of protected cultivation of
horticulture crops of Korea, and suggest supplementary schemes for development and policy programs.
It is considered that the future of the material industry of protected horticulture goes with the outlook of the protected horticulture industry. The
long-term prospect of installed facility area for protected cultivation shows
staying at the current area or a slight increase from the current area.
Therefore, it is estimated that the material industry of protected horticulture
will also show development of a similar tendency.
The material industry of protected horticulture of Korea leads development of the protected horticulture industry by stably supplying quality
products and developing various highly-functional products in less favorabl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rresponding strategies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for material industry development. First, it is essential to reduce expenses through joint purchase of raw materials and joint
funding, and isolation of excessive facilities from manufacturing sit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a multi-dimensional effort for switching
industrial structure which causes too much competition and esta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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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for efficient distribution. Another effort required is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share environmental levies for recycling and disposing materials which can be total costs of the protected horticulture industry.
It is very urgent to develop and provide high-quality, high-functional and
labor-saving materials to cope with changing agricultural conditions and
consumer’s need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o establish a platform of
the future-oriented industry. It is also necessary to select and foster industry-university-research collaboration projects and specialized enterprises
for developing the aforementioned produc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 basis for stable domestic demands, for example, modernizing old
facilities and providing high-quality, high-efficiency and reliable materials
produc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find overseas markets for export to
expand the scale of material market for protected cultivation of horticulture
crops.
The protected horticulture industry of Korea has developed with government’s positive efforts. Continuing development requires consistent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enforcement thereof.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gradual efforts for maintaining paddy bases to provide and standardize the
materials, establishing standardization schemes for greenhouses particular to
Korea, fusion and combination of the future-oriented life industry and
high-tech industry, and fostering specialized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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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시설원예 재배면적과 산업규모는 정부의 지원

정책과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0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농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원예산업 경쟁

력 제고대책’에 따라 정부는 원예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지원 사업에 집중
함으로써 원예산업 발전을 선도하였다. 이에 힘입어 시설원예 재배면적은
2000년 9만 4천 ha까지 증가한 후 최근에는 6만 5천 ha 내외로 감소하였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 설치면적은 1990년 2만 5천 ha에서 1999년 5만 1천 ha
로 두 배 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 등으로 2000년 4만 5천 ha까지 감소한 이
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5만 3천 ha 수준에서 정체되는 양상이다.
시설원예 산업은 신선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과 농산물 수출 증
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농업부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의 불안정과 투입재 가격의 인상 및 농산물 수요 감소 등 산
업 내부의 어려움에 더해 세계 경기의 위축에 따른 국내외 소비 둔화 등
시설원예 산업이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 그러나 시설원예 산업은
그동안 축적된 시설 현대화, 영농의 규모화, 영농기술의 발전 및 전문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농가소득과 농산물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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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처 역할을 수
행함으로써 농산물 수급안정과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설원예 산
업의 육성은 원예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특히,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수출산업의 원동력으로 육성할 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 정부는 ‘개방화시대 내수와 수출의 선도산업으로 도약’을 시설원예
산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시설기반 구축과 비용절감을 통해 수출액을
2010년 2억 달러 수준에서 2020년까지 10억 달러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세부 실천 목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시설원예 산업 부문 생산
액은 현재 5조 원에서 9조 원으로, 생산규모는 호당 평균 0.6ha에서 1ha 이
상으로 설정하였다. 생산방식은 비닐온실과 유류 중심 난방 방식에서 첨단
유리온실과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목표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정부의 핵심과제와 세부계획 중 시설원예 생산자재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핵심과제는 ‘고효율 안정 생산기반 구축’이다. 세부 계획으로는 ‘첨단
온실 신규 조성’, ‘노후 시설현대화’, ‘고품질･다수확 생산시스템 확충’, ‘시
설 안전성 강화 및 생산자재 산업 활성화’가 있다. 두 번째 핵심과제로는
‘비용절감형 생산시스템 확충’이다. 세부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확

대,’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확대’,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비용절감 컨설
팅 강화’ 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시설원예 산업 발전 정책 실현을 위해
서는 후방산업인 생산자재 산업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생산 비용 절감과 생산물 품질 향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초산업이며 후방산업인 시설원예 생산
자재 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원예 재배
면적은 감소추세이고 설치면적은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후방산업인 시
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그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수요자인 농가들이 주요 시설자재를 이
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생산
자재 산업 전반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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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이다. 따라서 시설원예 산업의 핵심 생산기반인 생산자재의 생산과
유통 및 수요자 이용 실태 등 생산자재 산업 전반에 걸친 현황과 문제점
진단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주요 자재별 개선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시설원예 산업 생산자재의 표준화 및 ICT 등 첨단기술 부문과의 융복
합 등을 통한 연계 방안과 고부가가치, 고기능성 자재 개발, 친환경 및 안
전성 확보 자재 개발이 요구된다. 기자재 산업의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시설원예 산업과 전후방 산업 전반에 걸친 동반 성
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시설원예 주요 자재별 산업 내부의 생산 및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하고자 한다. 또한 수입산 자재의 유통실태와 국내산 경쟁력을 살펴보고,
사용자인 농가의 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자재별 추진 과제와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종합적인 발
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전체적인 시장규모를 살펴보고,
주요 자재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통해 생산부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자재의 수요자인 시설원예 농가 조사를 통해 주요 자재
별 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산업부문의 공급 및 수요 주체
별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생산자재별 추진과제와 생산자재 산업
의 종합적인 발전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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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시설원예 산업 관련 연구
시설원예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시설원예 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방안과 수출활성화 대책이나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 유가 급등으로 인한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절약 등과 연계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에 관한 연구도 다수 수
행되었다.

2.1.1. 시설원예 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
박현태 외(2009)는 시설농가의 당면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여건변화에 대
응한 품종개발, 시설농가 경영안정, 수출 촉진 및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였다. 김병률 외(2001)는 시설원예 산업의 정책, 수급, 경영,
종자와 시설원예 생산자재 관련 산업과 외국(일본과 중국)의 사례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에 대해
자재별로 개괄적인 현황(매출액 규모)을 파악하고 전문업체 육성 등 생산자
재 산업의 과제를 간략히 제시하였다. 박중춘(2000)는 정부의 ‘시설원예 현
대화사업’ 지원효과를 살펴보고 외환위기 이후 시설원예 산업의 전망과 재
도약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용범(2003)은 우리나라 시설원예 산업의 발전단
계를 20세기 초 태동기부터 최근까지 체계화하여 정리하고, 시설원예 산업
의 동향, 수출입 동향 및 신기술 동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2.1.2. 시설원예 에너지 관련 연구
농촌진흥청(2006)은 시설원예 가온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농가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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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예시를 제시하였다. 김연중 외(2009)는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목재 펠릿을
이용하여 파프리카 또는 버섯을 생산할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 품질향상, 단
수증가 등 기술개발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박현태 외(2009)는 지열히트펌프
와 목재펠릿을 주요 시설원예 품목에 적용할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 단수 증
수효과 및 경유 사용량 감소에 따른 CO2 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2.2.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 관련 연구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개별 자재의 품질과
기술 수준 및 기능성 제고와 관련된 연구이며, 생산자재 산업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2.2.1. 시설원예 시설운영 및 개별 자재 관련 연구
농촌진흥청(2012)은 새만금 인근 부안군 개화면에 첨단유리온실을 설치
하여 파프리카 등을 시험 재배하면서 첨단유리온실의 생산성 향상, 적용기
술의 적정성, 온실운영의 문제점 등을 실증함으로써 유리온실의 표준 운영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시영 외(2010)는 시설원예 보온자재별 에너지 효율
성을 점검, 선별하고 농가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농가에서 실용적
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시영 외(1999)는 무가온 단동 또는
다수동 온실의 보온덮개 개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를 개발
하고, 농가 보급을 위한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성원 외(2009)는 과채
류 재배 시설농가의 단일 보온자재와 조합형 다겹보온자재에 대한 보온 특
성을 실험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조합형 보온자재가 단일 자재에 비해 50%
내외로 보온율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권영삼(1996)은 주요 해외 시
설원예 선진국인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 등의 원예시설에 대한 활용현
황을 분석하고,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및 비닐하우스 등 원예시설유형에
따른 특성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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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 종합 연구
김진영(2000)은 원예자재의 국내 생산 및 상토 등 일부품목의 수입 현황
을 정리하고, 주요 자재별로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의 기술수준을 비교하였
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원예자재의 기술적 경영적 발전 방안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권오복 외(2009)는 시설농자재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하고 산업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시설원예 생산자
재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연구로는 유일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업체 간 과당경쟁 구조 개선, 원자재 공동구매 방안 모색, 국산 제품의 품
질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신뢰 구축, 에너지 절감형 시설농자재 개
발,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 등으로 시설농자재 산업 발전 전략을 요약하
였다. 시설농자재 산업 정책 방향으로는 시설원예 산업 육성, 시설 개·보수
지원, 에너지 절감형 자재 보급 등 시설농자재 수요기반 확충이 있으며, 시
설농자재 산업의 구조개선, R&D 확충, 수출 지원, 통계 생성 등 산업 경쟁
력 향상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들은 시설원예 산업 전반 또는 품목에 한정된 연구가 대부분
이고, 시설원예 생산자재 관련 연구는 각 자재별 품질 개선 및 기술발전
부분 또는 온실 운영 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을 다룬 연구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
의 개괄적인 현황파악과 포괄적인 수준에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설원예부문의 정책 비전 실현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생산
자재를 선정하고 각 생산자재별 시장구조에 대한 현황 문제점을 면밀히 파
악하여 그 대응방안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시설원예 생산자
재 산업 전반의 발전방안 및 수출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함께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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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와 내용

3.1. 연구의 범위
시설원예의 생산자재는 크게 ① 골조자재, ② 피복자재, ③ 생육환경조절
기자재(온･습도, 광도 조절, 가온 시설, 각종 제어시스템), ④ 관수시설(양액
재배포함), ⑤ 기타 부대시설로 분류된다. 이들 시설원예 생산자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골조와 피복자재를 중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① 농업용 필름, ② 보온자재, ③ 농업용 강관을 주 연구 범위로 하였다.
우리나라 시설설치 유형 중 철골(강관)과 농업용 필름을 이용한 비닐온
실이 98.5%(경질판 0.4%, 유리 0.7%)로 절대적이다. 농업용 강관은 온실
의 기초 뼈대로 태풍이나 폭설 등에 견뎌낼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어야 한
다. 농업용 필름은 내부 작물의 생육관리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
초 자재 중 하나이다. 이 두 자재의 선택을 통해 전체 시설규모와 재배환
경의 기초가 설정되고, 이를 통한 작업효율성, 생산성 및 안정성이 담보된
다. 이와 더불어 보온커튼이나 알루미늄스크린 등 보온자재는 작물의 보온
성 확보와 화석연료 에너지 절감을 위해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생육환경 조절기자재 등은 시설원예 에너지 관련 선행연구에서 이미 다
룬 분야이고, 관수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은 그 종류와 범위가 넓어 추후 연
구 과제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선
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자재의 산업현황과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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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범위

3.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광범위한 시설원예 생산자재 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골조와 피
복자재의 산업별 현황과 문제점, 농업인들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정리한
후 산업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우리나라 시설원예 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을 살펴보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리하였다. 본 장에서 시설원예 및 생산
자재 산업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며 상호 연관관계를 정리하였고, 정
부의 시설원예 육성정책을 정리한 후 수요자 만족도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제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정의와 전체적인 개황을 정리한 후 주요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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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별 산업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에 대한
개념과 분류 및 세부품목들에 대해 알아보고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전
체적인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중점 연구 대상인 농업용 필름, 보온자재
와 농업용 강관산업의 생산 및 유통 등 시장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
을 진단하였다.
마지막 절에서는 주요 시설원예 생산자재의 수요자 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시설원예 농가들의 주요 자재별 이용 현황과 사용시 발생하
는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발전방안과 정책과제
를 제시하였다. 시설원예 산업의 환경변화와 생산자재 산업의 여건에 대해
살펴본 후 앞서 분석한 생산자재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경쟁력 제
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들 발전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
를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까지의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유도하였다.
부록 1에서는 일본의 시설원예 산업 발전과정과 현황, 생산자재 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록 2에서는 농업용 필
름의 해외시장 정보와 국내업체의 온실 수출사례를 정리하였다.

4. 연구방법
문헌 및 자료 분석을 위해 국내외 시설원예 생산 및 설치 시설 통계 자
료를 활용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유관기관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생산자 관련 협회인 (사)한국농축산필름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업시설협회, 한국농생산자
재 산업협회 등과 해외자료인 일본 등 주요국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전문
가들과 함께 자재별 발전 과정 및 전망 등을 논의하였고 농협중앙회 자재부 시
설자재팀과 주요 자재별 유통 문제점을 협의하였다. (사)한국농축산필름협회
및 한국철강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자재산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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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생산자재별 생산과 이용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해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생산업체 조사는 각 자재별 생산자협회와 농협중앙회
를 통해 조사하였고, 농가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농가조사는 품목별 면적 비중을 고려하여 전국의 시설원예 농업인 160명
을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
였다. 시설원예 농가 일반 현황과 시설하우스용 강관, 농업용 필름 및 보온자
재에 대한 수요, 만족도 및 개선사항, 정부 시설원예 정책 만족도를 알아보았
다. 또한 KREI 리포터를 대상으로 간략한 사전 조사(12명)를 실시하였다.
생산업체 조사는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틀인 다이아몬드 모델을
준용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와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주요 자재
별 업체를 대상으로 각 협회와 농협중앙회를 통해 면접, 이메일 및 전화조
사를 실시하였다.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는 (사)한국농축산필름협회 회원사
12개를 전수조사하였다. 보온자재 생산업체는 한국농기계협동조합 회원사
(56개사)를 대상으로 보온자재 생산 회사의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 등을

알아보았다. 농업용 강관 생산업체는 업체 선도기업 3개사에 대해 연구진
이 직접 심층 면접 조사를 하였으며, 농협중앙회 계약업체(20개사)를 대상
으로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응답률이 낮았다.
보다 전문적인 분야의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해 2건의 원고 위탁
을 추진하였다. 시설원예 생산자재 중 농업용 필름산업의 변천과정과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관련 협회인 (사)한국농축산필름협회를 통해 원고
를 위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시설원예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시설원예
산업 현황과 정책 및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발전 과정과 시사점에 대
해 원고를 위탁하여 이를 연구내용에 반영하였다.
표 1-1. 원고위탁 내용
제목
농업용 필름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일본의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내용
위탁 및 자문기관
․농업용 필름 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사)한국농축산필름협회
(유영섭 상무)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일본 시설원예 산업 현황
전 경북대학교
․일본 시설원예 산업 정책
(이기명 교수)
․일본 생산자재 산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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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원예 산업의 발전과정과 동향

1.1. 시설원예 산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시설원예는 태동기인 1950년대 중반 국산 PE필름이 생산되고,
1960년대에 농업용으로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비닐하우스 내 시설원예가

이루어졌으며, 70년대 양적확대기와 80년대 성장발전기를 거치며 크게 확
대되었다. 1960년대 100ha에 불과하던 시설원예 면적이 1970년 763ha에서
1980년에는 7,322ha로 급증하였다. 이후 시설현대화 시기를 맞은 1990년

대에 50,000ha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전체 시설 설치면적은
53,000ha 내외로 다소 증가 또는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이 리모델링되거나 자동화, 첨단 기능을 갖춘 생력형 시설로
대체되고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원예 산업의 발전 과정은 시설자재 산업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위 백색혁명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시설원
예재배규모의 급속한 확대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선도 농가들의 도전과 경
험을 통해 이루어졌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국내
석유화학공업과 철강산업의 발전을 통해 도약한 시설원예 후방산업인 생
산자재 산업의 발전이 없었다면 발전과정에서 더 많은 사회적 실패와 손실
을 초래함으로써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했을 것이다. 따라서 시설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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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발전은 국내 시설원예 산업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며 이를 기초로
원예산업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표 2-1. 우리나라 시설원예 산업의 발전과정
구분

태동기

연도

형태, 골조, 피복자재

1930∼40년대
1954

육묘상, 목축재, 유지 이용
소형터널, 목축재, PE필름 국
내생산 시작
PE필름 하우스, 목재, 죽재,
단동, 콘셋트
목재, 간이철골, 연동

난로 난방
거적 피복
2층 터널

보온
시대

대형 단동
하우스 표준화사업 개시,
대형단동, 하우스의 고정화
반자동식 보온커튼, 온풍기
가온 자동화,
관수의 반자동화

온풍난방기
수동측창,
커튼개폐

가온
시대

1980년대

대형아치형,
연동지붕형,
하우스앵글(각관) 및 아연
도금파이프, 경질판(FRP),
무적필름, 초산비닐(EVA)

반자동 측창,
커튼개폐,
탄산시비

자동화
초기단계

1990년대

대형화, PET, PC, 유리온
실, 온수보일러, 개별자동
화, 집중조절

자동환기시설
복합제어

자동화
시대

2000년 이후

대형 유리온실 시공, 처마
높이가 높은 시설, 지열
등 자연열 이용 시설 개발

자연열 이용

생력형
시설

1955
1957
1965
1968

양적
확대기

성장
발전기

시설
현대화기

정체기

1970년대

자료: 한국원예학회(2013: 488). 한국원예발달사.

환경조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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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설원예 산업의 동향
시설원예 재배면적은 1990년 37,746ha에서 2000년 94,000ha로 두 배 이
상 급증한 후 빠르게 감소하여 최근 63,000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60,000ha, 화훼는 2,600ha 수준이다. 자재산업과 직
접 연관이 있는 비닐하우스와 철골온실(경질판 및 유리) 등 시설 설치면적
은 1990년 25,450ha에서 2000년대 초반 52,000ha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한
후 증감을 반복하며 최근에는 53,000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설이용률
은 1995년 196.3%, 2000년 180.0%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최근
에는 120% 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설이용률(토지이용률)이 감소한
것은 농업인력의 고령화, 일손부족 등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와 소비자 기호
변화에 따른 고품질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전문화와 대내
외 경제여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시설설치면적 및 시설원예 재배면적 동향
단위: ha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시 설
설치면적
25,450
43,131
52,189
52,022
51,912
53,036
53,408
53,136
51,830
52,393
53,126
53,611

합계
37,746
84,658
93,963
81,917
79,593
76,580
77,258
77,252
69,376
71,466
65,583
62,779

재배면적
채소
35,994
81,604
90,627
78,469
76,361
73,372
74,195
74,140
66,382
68,610
62,908
60,226

화훼
1,752
3,054
3,336
3,448
3,232
3,208
3,063
3,112
2,994
2,856
2,675
2,553

시설이용률
(%)
148.3
196.3
180.0
157.5
153.3
144.4
144.7
145.4
133.9
136.4
123.4
117.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화훼재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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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별 설치면적을 보면, 우리나라 시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닐하우스(99%)는 최근 정체 또는 약간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경
질판온실은 감소세가 뚜렷하며, 유리온실은 정체 또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비닐온실은 최근 약 54,000ha 수준이며, 유리온실은 2000년대
초에 비해 감소한 370ha, 경질판온실은 200ha 수준이다. 경질판 온실은 수
요자인 농가의 선호도가 낮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
도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시설유형별 설치면적 동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화훼재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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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원예 육성정책

시설원예 산업 발전을 위해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부의 사업은 다양
하고 많지만,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육성하는
관련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2.1. 시실원예산업 육성정책 개요
2.1.1. 생산 및 유통 개선
가. 첨단온실 신축지원 사업

첨단온실 신축과 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
약재배시설이나 환경조절기를 설비하는 철골(유리, 경질판)온실과 자동화
비닐온실이 대상이며, ICT 융복합형 종합제어시스템을 지원한다. 농특회계
100% 국고 융자사업으로 철골온실은 30억, 비닐온실은 7.5억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나. 농업용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2009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의 처음 사업명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원예분야’ 내 사업이었다. 사업의 목적도 지금의 신재생
에너지 이용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
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설치 지원”에 있었다.
지금의 다겹보온 커튼과 수막재배, 열회수 장치 등이 지원 대상이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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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고효율 난방기가 있었다. 10a 이상 규모의 시설원예(채소･화훼) 농
가가 대상이며,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 및 보온 시설인 다겹보온커튼, 고
효율(경유･전기･석탄･중유･목재) 난방기,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온풍난방
배기열 회수장치, 자동 보온덮개 등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형태는 농특회계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
부담 20%, 융자금리는 3%(3년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이었다.

2.1.2. 과수생산 및 유통 개선
가.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1)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원래 이 사업은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내 4개 사업1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당초 사업명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었
다. 이 사업비의 규모는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의 2/3 정도로 가장 규모
가 크다. 고품질생산으로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설현대화 등
에 지원하는 이 사업에서의 당시 지원 시설기자재는 지금의 ICT 융복합
관련 기술을 제외하면 거의 같으며 제외 대상 기기 역시 유사하다.
지원 자금의 구성은 기금보조 25%, 기금융자 30%, 지방비 25%, 자부담
20% 이다.
2)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당초 ‘원예분야’ 내 사업2으로 시작되었다.

지금의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관련된 각종 시설기자재의 지원과 대동
소이하다. 다만 당시에는 유리온실, 자동화온실 증･개축 및 기존시설 구조

1

2

4개 세부 사업: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과실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2008. 12. 2009년도 농림수산시행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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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도 지원해 주었으나, 지금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시설현대화는 단년 지원, 단지 증･개축은 2개년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었
고, 10ha 단지 표준사업비는 시설현대화 70억 원, 단지 증･개축 31억 원이
다. 지원 자금의 구성은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60%, 자부담 20%, 3%
금리가 적용된다(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사업 구성은 시설원예 현대화 사
업,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등이 있다.

2.2. 정책별 주요 내용
2.2.1. 첨단온실 사업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온실 신축과 개축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건물과 내부 시설기자재의 대부분이 지원 대상이 된다.
시장･군수가 사업 주관기관인 이 사업은 국고에 의한 융자로 이뤄지는데,
자금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으로 한정되어 있다. 사업규모
별 융자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규모별 이자의 차별화가 특징이다.
지원 기준 단가는 1ha 기준 철골온실 30억 원, 비닐온실 7.5억 원이며,
지원범위는 철골온실은 사업대상자별 0.5ha 이상～5ha까지, 자동화비닐온
실은 사업자별 0.2ha 이상～2ha까지로 되어 있다. 온실 개축지원 시에는
면적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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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첨단온실 내용
신청규모
일반
유형

온실유형
철골온실

2ha 이하

비닐온실

2ha 초과 ～ 3ha 이하
3ha 초과

지자체
개발유형

3ha 초과

철골온실
철골온실

융자금리
1%
2%
3%
2%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상환
3년거치 7년상환
5년거치 10년상환
5년거치 10년상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5 농림축산시행사업지침서 참조.

2.2.2. 농업용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과 자부담으로 이뤄지는 이 사업의
주된 세부 사업은 ① 에너지절감시설, ② 공기열냉난방시설, ③ 지열･지중
열냉난방시설, ④ 폐열재이용시설, ⑤ 목재펠릿난방기 등이 있다. 사업시행
기관은 시장･군수(공기열･지열･지중열･폐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인데 사
업별 지원형태가 약간씩 다르다.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융자금리는 연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표 2-4. 농업용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내용
구분
･
･
･
･
･
･

에너지절감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열냉난방시설
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보조
20%
20%
60%
60%
60%
30%

국고
융자
30%
30%
10%
10%
10%
20%

지방비

자부담

30%
30%
20%
20%
20%
30%

20%
20%
10%
10%
10%
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5 농림축산시행사업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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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인 보온커튼과 관련된 지원단가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온자재를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환기장치, 자동
보온덮개 및 배기열 회수장치로 나누었다. 이 중 시설을 제외한 보온자재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겹보온커튼은 장치의 작동 방식에
따라 수평권취식, 예인식 및 외부권취식과 알루미늄 스크린으로 구분하고
각각 평방미터당 11천 원~13천 원 이하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자재의 지
원 기준을 최하 3겹 이상 보온커튼을 대상으로 하며 보온율도 최하 55%
이상(알루미늄스크린은 42%)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온효과 향상을 위
해 기준 보온율을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자동 보
온덮개는 평방미터당 2.5천 원 이하를 지원하며 작물 및 시설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가 대상이다.
표 2-5. 보온자재 지원사업 내용
세부사업

다겹보온커튼

단가

지원내용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수평권취식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
13천 원 이하 /㎡
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예인식,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
외부권취식
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
11천 원 이하 /㎡
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알루미늄스크린
◦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11천 원 이하 /㎡

순환식
◦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수막재배시설
5천 원 이하/㎡
열회수형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환기장치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자동 보온덮개
2.5천 원 이하 /㎡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5 농림축산시행사업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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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이 사업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책 중 하나로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사업의 목적이다. 주된 지원내용을 보면,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
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관수관비 등 다양한 운반과 방제, 비가림 관련
시설과 제품에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도 포
함되어 있다. 과수분야 ICT 융복합 확산에 필요한 사업으로는 작물재배 기
초 자료(온·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및 병해충) 모니터링, 재배관리 장
비와 제어, 센싱 등 정보관련 시설 등이 있다. 일부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등),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소
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등은 지원
에서 제외된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으로 운용되는 이 사
업은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로 지원된
다. 국고융자 상환조건은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역시 융
자취급기관은 농협은행(농업금융부)이고, 사업별 지원단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책임하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사업의 목적은 “FTA･DD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
출기반 구축”에 있다. 지원 사업의 주된 목적이 온실･공정육묘장의 현대화
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시설기자재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제어 시스템 및 시설, 에너지절감형 냉난방
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예냉･저장･선별시설,
ERP시스템, 무인방제기, 장기성필름, 환풍기 등이 있다. 자금지원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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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구성은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이며, 융자
금리는 3%(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사업주관기관은 시장･군수가 하
며 대출취급기관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으로
되어 있어 있다. 지원한도액은 원예전문단지(10ha 기준)는 70억 원(지원
하한액은 사업비 기준 5억 원), 일반원예시설(1ha 기준)은 7억 원이다.
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의 목적은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에 있다. 기본 농가 지원면적은 3,000㎡인데 증감이 가능하며, 사업비 기준
단가는 ㎡당 20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
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지원되며, 융자금리는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이고, 시장･군수가 사업을 주관하며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에서
자금을 취급한다.

2.3. 정책사업 규모
시설원예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의 규모가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물론 7~8년 전에 비할 경우 절대적인 규모는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인데, 최근에 와서는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정부의 사업규모는
2013년에 약 7,000억 원까지 증가해 왔지만 이후 감소를 거듭해서 2015년

도에는 6,000억 원대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정부의 계획된 예산규
모로 보건대 전체적인 감축이 예견되고 있다. 2013년도 전액 융자로 지원
된 첨단유리온실사업의 1,000억 원이 없었다면 아마도 절대규모의 급격한
축소가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규모도 근년에
1,000억 원 가까이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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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시설원예 관련 주요 정책자급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5 농림축산시행사업지침서 참조.

정책 자금의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농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시설원예 산업의 확장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이 있다. 2012년 까지 정부지원과 자부담 비중이 6대 4정도이었으나, 2013
년 역전되어 그 비중이 4대 6이 된 이후 그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
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도 지원사업과 연관하여 52% 이상을 농민이 부
담해야 한다. 생산 농산물의 수익성 부분과 농가의 자금동원 능력에서 갈
수록 열위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설원예 산업의 성장이 기대치만 못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자부담 부분에서 농가가 농협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으려
해도 유리온실 등은 담보설정이 가능하나, 비닐온실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
으로 나타나 농가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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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시설원예 관련 주요 정책자급 재원별 구성비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5 농림축산시행사업지침서 참조.

3. 시설원예 육성 정책의 생산자재 산업 발전 기여도

지금까지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과 관련하여 생산 및 유통업체 등에 직
접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 사업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시설원예 농가
들이 필요로 하는 자재의 구매와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원예 육성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
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설원예 자재 생산업체가 평가하는 정부
의 정책사업의 자재산업 발전 기여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수혜자인 농가가
평가하는 정책 사업 만족도도 같이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 시설원예자재 생산업체들은 대체로 정부의 정책이 자재산
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의 기여도는 ‘우수(4.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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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직포와 다겹보온커튼 등 보온자재 회사는 농업인
의 보온자재 지원이 포함된 ‘농업용 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이 업체 발
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큰 것(4.7)으로 응답하였다.
시설재배 농가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용 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과 ‘첨단 온실 신축 지원 사업’에
대해 만족도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을
통해 내재해형하우스, 양액재배시설 및 장기성필름 등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는 생산 효율성 증대와 작물의 상품성 제고 및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정책시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에서 실시한 정부정책 모니
터링 조사결과에서도 정부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시설현대화 사업)’
을 통해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완화, 인건비 절감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농가로의 지원 편중 해소, 융자
지원 조건 개선과 실효성 있는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의 연계 및 시
설물 품질 저하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의 과제를 지적하였다(한국농촌경제
연구원 현장브리프, 2015. 10.).
표 2-6. 정부 시설원예 정잭사업별 산업발전 기여도 평가(5점 척도)
정부 시책 사업명

자재생산 업체
농업용 필름

보온자재

농가

･첨단온실 사업

4.0

4.0

4.2

･농업용 에너지 이용 활성화

3.0

4.7

4.3

･시설현대화사업

4.3

4.2

4.5

･고추비가림 재배지원

3.7

3.6

3.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자재별 생산업체 조사 및 농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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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정의와 시장 개황

1.1.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개념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은 시설원예 농업에 이용되는 모든 농기자재를
포괄하여 그것들의 생산, 유통 및 이용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농자재별로
구분하면 시설용 농기계, 시설용 자재(비료, 농약, 기타자재), 시설, 설비,
종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중 종자는 관행상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하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시설농자재를 구분하면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
다. ① 골조자재, ② 피복자재, ③ 생육환경조절기자재(온･습도, 광도 조절,
가온 시설, 각종제어시스템), ④ 관수시설(양액재배포함), ⑤ 기타부대시설
이 그것이다.
앞서 제1장의 연구범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농
생산자재 산업을 모두 이 연구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피복자재와 골조자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피
복자재 중 농업용 필름과 부직포와 보온커튼 등 보온자재를 포함하며 골조
자재는 하우스용 파이프인 농업용 강관이 대상이다.

26 시설원예 주요 생산자재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표 3-1. 시설원예 생산기자재의 분류
구분

골조자재

골조

목재, PVC,
철재(파이프, PVC 피막, 원형, 각관, 기타) 등

부속자재

볼트, 너트, 연결용T, 연결용L

개폐기자재

팬, 모터 등

필
름
피복자재

환경조절,
방재기자재

육묘자재

관수･
양액자재

기타자재

세부품목

연질

PE, PVC, EVA, PO, 직조필름, 기타

경질

불소수지, PET, 기타

경질판

PC, PET 등

유리

유리

커텐

부직포, 알루미늄 스크린, 차광망, 트로피칼, 섬피 등

기타

개폐기 및 부속자재, 커텐･스크린 부속자재

보온･난방

보온덮개, 난로, 보일러, 온풍난방기, 냉방장치

환경조절자재

제어기, 방제기, CO2 발생기, 황풍기, 가습기, 송
풍기, 반사필름

방제기자재

토양소독기, 미스트기, 동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상토

육묘상토, 피트머스, 펄라이트 등

포트

비닐포트, 망포트, 연결포트, 이색포트 등

육묘

육묘트레이, 유인줄, 클립, 육묘접목기, 파종기,
온도 조절기, 묘판용 부직포 등

관수

PE파이프, 접적호스, 분수호스, 스프링클러, 점적단추 등

베드

스티로폼 등

배지

암면(락울), 펄라이트, 왕겨, 훈탄, 질적, 피트머
스, 코코피트, 혼합배지 등

공급

순환펌프, 여과기, 양액공급장치, 양액탱크
화분, 초화상자, 접목클립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권오복 외(2009: 2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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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설원예 생산자재별 시장의 개황
시설원예 생산자재에 대한 생산량이나 생산액 등 기초 통계자료는 2000년
대 초까지 한국농자재협회가 회원사 실적을 취합하여 발표하였으나, 2004년
이후 관련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설원예 생산
자재에 대한 전체 시장규모를 개략적으로 추정함으로써 향후 전체 산업의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용 자료를 이용하여 재배면적 대비 단가 추정이나 증가율을 통해 전체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전체 시장 규모는 1990
년대 중반 4천억 원 시장에서 2013년 현재 1조 1천억 원대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이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양액과 육묘자재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된다. 시설골조와 피복자재가 각각 3
천 5백~7백억 원대로 비중이 가장 크고 육묘자재가 1천 5백억 원, 시설환
경기자재와 관수자재가 약 1천 억 원대로 추정된다.
표 3-2.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 부문별 시장규모
단위: 억 원

연도

시설골조

피복자재

관수자재

시설환경

방제기재

육묘자재

총 계

1995

883

1,652

178

808

122

607

4,250

2000

2,939

2,513

496

565

139

696

7,149

2003

3,796

3,081

628

629

200

757

9,091

2005

3,757

2,836

664

687

212

802

8,958

2010

3,562

3,519

847

877

281

1,404

10,490

2011

3,565

3,593

889

920

295

1,462

10,724

2012

3,579

3,680

934

966

310

1,500

10,969

2013

3,576

3,751

981

1,015

326

1,518

11,167

주: 2003년까지는 한국농자재협회 내부자료이며, 2004년 이후는 추정치임. 2003년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면적 대비 단가 추정 및 연평균 증가율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추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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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원예 주요 생산자재 산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2.1. 농업용 필름 산업3
2.1.1. 농업용 필름 산업의 구조와 시장규모
농업용 필름이란 비닐하우스용 외피와 내피(광폭필름), 못자리 보온, 지
온관리 등 농작물에 사용되는 멀칭용 비닐(소폭필름)을 통칭한다. 농업용
필름은 주재료인 합성수지(레진, resin)에 다양한 첨가제를 넣어 제품을 생
산한다. 이들 첨가제의 배합을 통해 농업용 필름의 기능성이 좌우되며, 이
것이 제품의 기술력 차이를 나타낸다. 필름의 기능성은 필름의 투광성(投
光性), 내후성(耐候性)4, 보온성(保溫性), 방무성(防霧性)5, 유적성(流滴性)6

등 시설 내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복합적 역할을 의미한다. 첨가
제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종류가 많아 별도의 계열사를 두어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농업용 필름 제조과정은 <그림 3-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원유에서 납사(Naphtha)를 분리하고 이를 가공하여 에틸렌
(중합)을 거쳐 폴리에틸렌(PE, 합성수지)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는 작물별, 지역별로 수요자인 농가가 요구하는 규격이 매우 다
양하고 세분화되어있어, 제품의 규격화 및 표준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농촌진흥청에서 보급하는 ‘농가지도형 철재 비닐하우스’ 표준설계도는
13종이 있으며, ‘농가보급형 자동화하우스(연동하우스)(1-2W)’ 표준설계도

는 5종이다. 생산업체 조사결과 제품의 두께(mm)는 대부분 0.05~0.1, 0.12

3

4
5
6

이 절에는 (사)한국농축산필름협회에서 수행한 “농업용 필름 산업의 현황과 발
전방안”에 대한 위탁원고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다.
내후성(耐候性)은 환경변화 등에 필름이 견디는 정도를 의미한다.
방무성(防霧性)은 시설 내부에 끼는 안개가 없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유정석(流滴性)은 시설 내부 필름에 물방울이 맺혀 작물에 떨어지지 않고 필름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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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0.13 등 총 7종이 생산되고 이는 업체별로 비슷하나, 길이와 폭은 농가
및 수요자 주문(요구)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다. 폭(cm)은 200~650까지 약
20종 이상이었으며 길이(m)는 50~200까지 약 18종 이상이었다.
그림 3-1. 농업용 필름의 제조 공정

원료
Slio
원료 Slio

원료
배합
원료 이송

원료
이송
원료 배합

제품생산
제품생산

제품권취
제품권취

자동 포장
포장
자동

자료: (사)한국농축산업필름협회 내부자료.

생산업체는 기본필름을 포함하여 방무, 유적 등 각종 기능을 보강하여
다양한 기능성 완제품을 적게는 10여 종에서 많게는 40여 종이 넘게 생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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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농업용 필름 제품의 생산규격
구분
두께(mm)
접은 폭
(cm)
길이(m)

생산규격
･0.05∼0.1(5종), 0.12, 0.13 / 총 7종
･200∼500까지(평균 20cm 단위)
･500cm 이상(평균 50cm 단위)
･700cm 이상 초광폭
･50∼300m(평균 10m 단위)
･91∼110 수요가 많음

비 고
･중량: 35∼80kg
･최대중량: 150kg 까지

자료: 한국산업개발연구원(1997: 46). 하우스필름 유통 합리화 대책.

표 3-4. 농업용 필름 주요 시제품 종류
구 분
기본
기능성

하우스용 광폭필름
장수

보온

삼중

EVA

슈퍼장수

보온장수
보온투명

삼중일반
삼중보온
삼중슈퍼

보온EVA
슈퍼EVA
방무EVA

고기능성

멀칭용
소폭필름
일반
흑색
녹색

중･장기 PO 필름

자료: (사)한국농축산업필름협회 내부자료.

농업용 필름(비닐)은 하우스용 광폭필름과 멀칭용 소폭필름으로 구분되
고 시장규모는 생산량 기준 연간 6만 2천 톤, 매출액은 2천 3백억 원 내외
로 추정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 조사 결과, 농
업용 필름 생산량은 최근 5년 평균 62,000톤 규모로 추정되나, 최근 다소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하우스용 외피인 광폭필름 생산량은 전체의 80%인 약 5만 톤 규모
이고, 멀칭용 소폭필름은 20%인 1만 2천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농업용 필
름 전체 매출액은 연간 2,3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그중 농협중앙회 계통
구매를 통한 매출액은 1,300억 원 규모로 약 58% 비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산 ‘장기성 PO’ 필름이 수입되었고, 최근 매출

액은 약 23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내구성과 기능적 특성이 우수하여
그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장기성 필름이 개발되어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수입산 농업용 필름은 대부분 일본산 장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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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필름이고, 중국산 PO 필름이 일부 수입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표 3-5. 농업용 필름 시장규모 및 농협 구매 동향
단위: 억 원

구 분

생산능
력

2010

2011

2012

2013

2014

62.8

60.3

69.5

58.8

59.0

61.7

광폭

50.2

48.2

55.6

47.0

47.2

49.4

소폭

12.6

12.1

13.9

11.8

11.8

12.3

5,000

2,200

2,300

2,600

2,300

2,300

2,300

-

-

-

220

230

250

230

-

1,198
(54.5)

1,357
(59.0)

1,487
(57.2)

1,329
(57.8)

-

1,343
(58.4)

생산량(천 톤)

매출액
수입산1)
농협구매액
(%)

140

평년

주 1) 수입산은 대부분 일본의 장기성 PO 필름이며, 중국,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의 제품이
수입되나 그 양은 적은 것으로 파악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조사; 농협중앙회(각 연도). 농협연감.

2000년대 초반까지 농업용 필름을 25개 업체가 생산 공급하였으나, 2000

년대 중반 이후 시설원예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신규 설치면적이 정체되면
서 일부 경영이 어려운 한계기업들이 도산 또는 자체 폐업함에 따라 크게
감소하여 최근 13개 업체가 남아있다. 이들 13개 업체 중 두 곳은 남부지
역(광주와 진주)의 전문농협(원예협동조합)이 각각 계열사로 운영 중이다.
이들 업체 중에서도 경영이 어려운 업체들이 있어 향후 국내산 농업용 필
름 생산업체수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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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수 변화
단위: 개

연도
업체수

2002

2005

25

2010

17

2011

14

2012

14

13

2015
13

자료: (사)한국농축산필름산업협회 내부자료.

농업용 필름 제조업체의 매출액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생산의 80% 시장
을 점유하고 있다. 상위 2개 업체 시장점유율이 약 50%, 상위 3개 업체 시
장점유율은 65% 수준이다.
표 3-7.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의 시장점유율 및 산업용 생산 비중
단위: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농업용 필름
업체별
누적
28.4
28.4
21.2
49.6
14.3
63.9
8.6
72.5
6.7
79.2
3.9
83.1
5.4
88.4
3.1
91.5
3.0
94.5
2.6
97.0
2.8
99.9
0.1
100.0
0.0
100.0
100.0

광폭필름
업체별
누적
27.5
27.5
21.9
49.3
16.2
65.6
8.8
74.3
7.7
82.0
3.8
85.8
3.7
89.5
3.6
93.1
3.1
96.2
2.8
99.0
0.8
99.8
0.2
100.0
0.0
100.0
100.0

HH 지수
808.2
447.6
205.2
74.3
44.9
14.8
28.6
9.5
8.7
6.6
8.0
0.0
0.0
1656.4

산업용
비중
45.0
27.4
12.7
14.3
42.5
19.1
26.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조사; (사)한국농축산필름협회 내
부자료.

농업용 필름산업 구조와 경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허핀달･허쉬만 지수
(HH 지수, Herfinedahl-Hirschman index)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업용

필름산업의 HH 지수 값은 1,656으로 시장구조는 생산업체 간 경쟁이 치열
한 완전경쟁 시장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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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필름 제조업체는 정체되고 있는 농업용 필름 수요와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경영안정을 위해 생산 다각화를 모색하여 생산제품
중 산업용 비중을 늘리고 있다. 산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6개이고,
산업용 제품 생산액 비중은 평균 26.4%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의 생산애로요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조사.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의 가동률은 평균 30% 내외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
80%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당히 낮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시설원예 재배면적의 감소와 시설 설치면적의 정체에 따라 농업인의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고 있어 생산업체는 현 수준 수요량을 유지･

7

HH 지수는 관련 시장 내 모든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산하여, 수
치가 낮을수록 기업 간 경쟁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통상 HHI 100~1,000은 집
중도가 거의 없는 시장, 1,000~1,800은 경쟁적 시장, 1,800~4,000은 과점적 시장,
4,000 이상은 독점적 시장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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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하는 정도가 산업 현실이다. 그러나 공장 설비는 최대 수요시기에 맞
춰 설치되어 있다.
농업용 필름 생산은 업체가 수요자인 농가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주문과
계약을 하고 이에 맞춰 생산규모를 결정한 후 생산하고 납품하는 방식으로
그 시기가 가을철인 9~12월에 집중된다. 따라서 주문량이 적을 경우 업체
경영이 어려워져 주문량 확보를 위한 생산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업용 필름 제조업체의 평균 매출순이익률은 1% 내외로 제조
업 평균인 4%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농업용 필름의 제품원가는 평균 약 85%인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평균인
80%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편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농업용 필름

의 원자재인 에틸렌 가격은 2009년 이후 상승추세를 이어가는 반면, 납사
는 2011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3. 농업용 필름 원자재 가격 동향(에틸렌 및 납사)
단위: 달러/톤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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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을
계측하였다. 노동생산성은 생산업체 조사 자료인 업체별 매출액과 고용현황
자료를 이용하였고, 자본생산성은 주요 상장기업의 손익계산서 자료를 활용
하였다. 계측된 자료를 기준 연도인 2005년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노동 및 자본 생산성 모두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해 각각
15%p, 25%p 내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설비 관리와 자금 투자, 노동의 질 향상 등 종합적이며
복합적인 개별 기업내부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8. 농업용 필름 산업의 생산성 변화(2005=100)
2005

2010

2014

노동생산성

100.0

93.8

86.4

자본생산성

100.0

86.2

75.1

주: 노동생산성=매출액/종사자수, 자본생산성=매출액/자본투입액
자료: 금융감독원(각 연도).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농업용 필름 기업별 감사보고서.

그림 3-4.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의 경영애로요인(5점 척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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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필름 생산업체 조사결과, 생산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다양한
규격과 계절성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숙련인력과 설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상위 3위 기업과 하위 3위 기업 간 차이를 보인다.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은 상향조정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이고, 특히
매출 규모가 큰 상위 3개 업체의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
위 3개 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부문의 경영 불안정 요소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부담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를
근거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 또
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 3-9. 농업용 필름의 폐기물 부담금에 대한 자발적 협약 내용
구분

PE 영농 필름
의무율

단가

곤포사일리지

부담금 의무율

단가

산업용 필름

부담금 의무율

단가

부담금

2008

10.0

50

4.0

2009

19.0

50

9.5

2010

27.0

50

13.5

15

100

15

2011

33.0

100

33.0

22

120

26.4

22

120

26.4

2012

35.9

100

35.9

23.9

120

28.68

22.5

120

27

2013

33.9

100

33.9

26.3

120

31.56

22.5

120

27

2014

37.0

70

25.9

30

125

37.5

38

125

47.5

주: 폐기물부담금=제품의 출고실적×부과요율(금액)×부담금산정지수
부담금산정지수: ’08=1, ’09=1.0315, ... , ’15=1.1640
자료: 한국농축산필름협회 내부자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란 생산
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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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 및 수입업자가 판매한 제품･포장재에 대하여
폐기물을 회수, 재활용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생산
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2015년에는 곤포사일리지에 대해 EPR 전환 입
법이 예고되고, 2017년에는 영농필름 및 산업용 PE 필름에 대해서도 EPR
전환이 예상된다.
광폭필름 특성상 길이와 폭이 넓고 긴 데다, 평균중량이 50kg 내외로 고
령화, 여성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농업여건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하우스용 필름(광폭필름)의 설치와 철거 및 유지 보수 시 작업
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과거 마을에서 품앗이 형태로 이루어지던 하우스
외피 필름설치를 전문인력이 설치함에 따라 추가 설치비용이 발생하였다.
그림 3-5. 자사 주요 제품과 타사 제품 대비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5점 척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조사.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수요와 공급의 계절성과 규격화 미비에 따
른 보완책이 필요하다. 집단화 규격화된 지역에서 당해년 또는 익년에 사
용해야 하는 필름 구매에 농가들의 신청을 미리 받아 선주문한 후, 이들
사전구매 물량에 대한 할인 폭 조정과 일정 물량에 대한 약정구매 방식 등
의 도입, 확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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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사 제품의 국내산 제품 간 제품 경쟁력 인식 조사에서 대부분의
업체가 가격,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 모두 타사 제품에 비해 약간 우위
(3.7/5.0)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위 3사의 경우 품질경

쟁력과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인식(4.3/5.0)하고 있
으나 가격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위
3사는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인해 경쟁

력이 높은 것으로 인식(4.3/5.0)하고 있다.
그림 3-6. 국내산 주요 기능성 제품 간 차별화 정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조사.

국내산 주요 기능성 제품 간 차별화 정도 조사결과, 동종 제품 간 품질,
가격이나 기술격차가 보통(3.0/5.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
로 제품 생산 시 전문인력의 필요 정도와 수요자인 농가의 회사별, 제품별
인식의 차별화 정도는 약간 존재(3.4/5.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3사의 경우 전문인력의 필요 정도와 소비자 인지도에서 동종제품에 비해

차별화 정도가 큰 것(4.0/5.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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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농업용 필름의 유통구조
하우스용 광폭필름의 유통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을 통한 계통구매
비중이 약 55%, 생산업체 대리점과 유통상을 경유하는 비중은 45%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농업용 필름의 유통구조

대리점 및 유통상
45%

제조사

농 가
10%

농협
중앙회

회원농협
45%

농협 계통구매 비중이 높은 이유는, 농가의 외상 구매 관행 외에도 구매
력 및 협상력이 높은 농협을 통한 계약이 중요한 생산자재인 고품질 농업
용 필름의 안정적 확보 및 비용 최소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업용 필름 생산 및 공급업체는 농협 계통구매를
함으로써 판매자금 회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통부문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업체 간 과도한 가격경쟁과 이에 따른
수요자, 특히 단체협약을 하는 일부 생산자단체의 과도한 할인요구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하위 3개 업체의 경우 이와 더불어 대리점 및 총판 등 판매
망 관리도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하우스필름 제품의 농협 계약가격은 제품의 종류와 제조사별로 가격차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제품에 비해 기능성 제품의 가격 편
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장수･보온 등 기본제품
의 제조사별 가격편차가 확대되고 있다. 농협 계통구매 계약가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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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보온 등 기본품목은 kg당 4,600원, 삼중과 삼중EVA 등 기능성 제품
은 5,000원 정도이다. 농업용 필름의 농협 계통구매 계약가격은 국제유가
에 따라 변동하는 원료가격을 감안하여 등락을 거듭하고, 최근 국제유가
안정에 따라 하락하는 추세이다.
그림 3-8. 농업용 필름의 유통부문 애로사항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조사.

농협중앙회와 생산업체 간 계통구매 가격이 결정된 이후 지역 농협이나
지역연합 구매, 생산자단체 구매 단계(연합구매)에서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의 제품이 납품되거나, 추가할인가격을 요구하는 것
이 관행이다. 따라서 업체 간 가격할인 경쟁이 생산업체 수익성 악화의 주
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농협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집단재배 단지별 구매력 및 협상력 등에 따라
제조업체 간 할인율이 달라지고, 사전 영업을 통해 당해년 생산량이 결정
되는 구조이므로 업체 간 과당경쟁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이다.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에서 유통단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가격 및 판
매가격은 경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단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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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 이상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용 필름 시장에서 기준가
격 역할을 하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단가가 적정가격에 가장 근접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회원농협 계약가격은 적정가격보다 5% 내외, 판매 대리점
계약가격은 1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농업용 필름의 농협 계약가격 동향
단위: 원/kg

품목

보온

삼중

삼중
EVA

장수

구분
최댓값
최솟값
가격차
가격편차
평균값
최댓값
최솟값
가격차
가격편차
평균값
최댓값
최솟값
가격차
가격편차
평균값
최댓값
최솟값
가격차
가격편차
평균값

2008
4,068
3,996
72
1.8%
4,023
4,770
4,609
161
3.5%
4,720
4,770
4,656
114
2.4%
4,727
4,068
3,996
72
1.8%
4,026

2009
3,870
3,800
70
1.8%
3,826
4,420
4,270
150
3.5%
4,372
4,420
4,310
110
2.6%
4,380
3,870
3,800
70
1.8%
3,830

2010
4,060
3,990
70
1.8%
4,023
4,550
4,460
90
2.0%
4,516
4,640
4,460
180
4.0%
4,524
4,060
3,990
70
1.8%
4,026

2011
4,720
4,640
80
1.7%
4,689
5,190
5,090
100
2.0%
5,158
5,290
5,090
200
3.9%
5,168
4,720
4,640
80
1.7%
4,687

2012
4,720
4,640
80
1.7%
4,689
5,190
5,080
110
2.2%
5,148
5,200
5,080
120
2.4%
5,149
4,720
4,640
80
1.7%
4,689

2013
4,720
4,560
160
3.5%
4,628
5,180
4,980
200
4.0%
5,074
5,180
4,980
200
4.0%
5,069
4,720
4,550
170
3.7%
4,627

2014
4,680
4,500
180
4.0%
4,602
5,150
4,980
170
3.4%
5,072
5,150
4,980
170
3.4%
5,075
4,680
4,550
130
2.9%
4,630

자료: 농협중앙회 자재부 내부자료.

대리점 계약가격은 농협 계통구매 단가보다 최소 1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판매장려금 등으로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계약되는 경
우도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인과 농업법인들의 시설원예 생산자재
에 대한 수요는 한정된 데다, 정체되고 있어 공급 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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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수요가 가을철에 집중되어 그 해 기업의 성과
가 한정된 시기에 겹침으로써 유발되는 개선되어야 할 관행으로 판단된다.

2.1.3. 농업용 필름의 수출입 현황과 국내산 경쟁력
가. 농업용 필름의 수출입 및 수입산 시장 현황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에 대한 수출 실적 조사결과, 최근 5개 기업이 농업
용 필름 중 하우스용 광폭필름인 PE 필름을 우즈베키스탄에 500톤 내외 수
출하고 있고, 1개 기업이 농업용 멀칭필름(소폭필름)을 라오스에 소량 수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 수출실적은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농업용 필름의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산 장기성
필름이 수입된 이래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한 품질 우수성으로 인해 농가
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입산 광폭필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 250억 원 정도로 약 10% 내외이고, 물량 기준으로는 2
천 톤 내외로 약 5%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에 일본산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4개이고, 이 중 두 업체가 공급하는 일본산 제품 국내시
장 점유율이 8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용을 포함한 일본산 필름의 전체 수입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6,515톤이 수입되었고 수입액은 3,880만 달러(US$) 수준이
다. 협회 및 관련 업체는 이 중 30% 정도가 농업용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이를 적용할 경우 2014년 일본산 농업용 필름 수입량은 약 2,000톤 내
외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단가는 2011년과 2012년 톤당 8천 달러 수준으로 최고가를 나타낸
후 최근 하락하여 현재는 톤당 6천 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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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주요 국가별 필름 수입실적
단위: 톤, 천 달러, 달러/톤

연도

일본

중국

수입중량

수입금액

단가

수입중량

수입금액

단가

2001

1,699

8,769

5,161

23

37

1,609

2002

2,289

11,233

4,907

821

1,009

1,229

2003

3,184

20,524

6,446

1,235

2,762

2,236

2004

3,465

27,784

8,018

1,534

3,481

2,269

2005

4,764

29,722

6,239

1,837

5,471

2,978

2006

5,476

36,027

6,579

3,423

7,881

2,302

2007

5,716

29,450

5,152

5,501

15,614

2,838

2008

5,837

35,969

6,162

4,591

14,585

3,177

2009

4,710

31,288

6,643

5,324

18,460

3,467

2010

5,761

41,459

7,196

6,795

23,260

3,423

2011

5,497

44,508

8,097

5,254

17,626

3,355

2012

6,461

51,589

7,985

3,817

15,323

4,014

2013

7,713

46,895

6,080

3,968

15,673

3,950

2014

6,515

38,810

5,957

4,714

17,368

3,684

2015.6

2,255

12,810

5,681

2,529

9,509

3,760

주: HS 코드 3920100000(에칠렌 중합체의 것) 기준.
자료: 수출입무역통계(각 연도).

중국산 필름 수입실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
6,800톤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여 최근 4~5천 톤 수준이다. 수입단가는

톤당 약 4천 달러 수준으로 일본산의 60% 정도이다.
이 중 농업용 필름 수입 기간이 3년 이내로 아직 그 품질을 검증할 기간
이 짧고 수요자인 농가의 인식이 부정적이나,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수입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산 ‘장기성 PO’ 필름의 내구연한은 3년 또는 5년이고, 대리점 판매
가격은 kg당 8,000~12,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산 제품의 가격이 국내산 가격보다 30% 이상, 일반 기능성 필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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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배 내외 고가이나, 내구연한이 국내산 보다 2년 이상 긴 데다, 설치
시 인건비와 제비용을 감안할 경우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수요자들의 판단
에 따라 수요가 증가 추세이다.
중국산 ‘장기성 PO’ 필름의 내구연한은 3년이고, 국내 판매가격은 kg당
6,000~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에서 내구성과 기능성이 좋은 ‘장기성 PO’ 필름의 국내 시장
보급률은 25% 내외로 추정된다. 그중 최근 일본산 비중이 85%, 국내산 비
중은 15% 내외로 추정된다. 수입산 제품의 연간 판매비중은 매출액 기준
으로 10% 내외, 출하량 기준으로는 5%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이 2000년대 후반임을 감안할 때 현재 사용
중인 수입산 제품의 보급률은 2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 국내산 경쟁력

경북농업기술원의 비교 시험결과, 국산 PE 필름에 비해 일본산 PO 필름
은 내구연한이 2년 이상 길고, 투명도, 투과율, 적외선흡수율, 하우스 내 온
도 등 전반적으로 뛰어나, 재배 작물의 생육촉진, 수량증대, 품질 제고 등
우위를 나타냈다.
일본 수입제품은 메탈로센을 기본 합성수지(resin)로 해서 필름표면에 유
적제를 코팅한 장기성 코팅제품으로 일반 PO계 필름에 비해 물성과 투명
성이 30~40%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일신화학 2012).
메탈로센 수지는 기계적인 물성, 투명성 등이 우수하지만, 분자 분포도
가 PE 수지에 비해 현격하게 좁기 때문에 필름 제조과정에서 이를 가공하
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산 장기성 PO
필름은 첨단 기계 설비의 보완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가공상 불리한 물적
특성을 극복함으로써 완제품의 특성을 강화하였다.
광선투과율 등 투명성 부분과, 인장강도, 신장률 면에서 전반적으로 일
본 PO 필름이 나아보였으나, 규격이나 검사방법에 따라 국산 PO 필름이
더 나은 사례도 있어 품질 격차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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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장기성 필름 피복자재의 특성 비교
구 분

일본PO1

일본PO2

일본PO3

전광선투과율

93

93

93

92

자외선투과율

72

62

0

70

적외성흡수율

66

91

90

48

3

1

2

4

3,295

3,547

3,154

2,958

암꽃개화 소요일수

40

39

38

43

수확 소요일수

70

70

69

80

과일중량(g)

340

346

346

335

과육두께(mm)

16.4

17

17

18.5

당도(Brix)

15.2

15.1

15.2

14.6

3.7

3.6

3.0

0.5

하우스 내 일평균 기온순위
10a당 수량(g)

과피색도

국산PE

자료: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표 3-13. 장기성 필름 피복자재의 국가별 특성 비교
구 분
･수명
･유적성
･안개방지
･투명도(초기)
･소재

한국
4년 이상
2∼3년
1∼2년
90%
EVA(PO)

일본
4년 이상
4년 이상
4년 이상
95%
M-LLD(PO)

유럽
4년 이상
1∼2년
1년
85%
LDPE

비고
UV안정제 기술평준화
보장판매 불가
보장판매 불가

자료: 정철수(2008). 지속가능한 시설원예 산업의 발전전략-비닐하우스(시설원예) 피복생
산자재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산 완제품 농업용 필름과 일본 등 기술 선진국의 농업용 필름과의
품질을 2005년과 2015년 수준을 각각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10년 전 국내
산 농업용 필름은 일본 등의 제품에 비해 전체적으로 75% 수준의 품질이
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제품 연구개발 및 기술력 증진에 힘
입어 전체적으로 9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위 3개사의 경우
보온성 방무 및 내구성 등은 95% 이상으로 기술선진국 제품과 비교하여
크게 손색이 없다. 그러나 유적성, 투명성, 작업성 및 완제품 품질관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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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90%대 초반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또한 하위 3개사의 경
우 품질관리 보온성, 투명성 등에서 85~90% 수준으로 나타나 기술개발 지
원 등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9. 국내산과 일본산 제품의 품질수준 비교

<2005년>

<2015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조사.

국내산 제품의 품질이 꾸준히 개선됨에 따라 장기성 필름의 국내산 점유
율이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우스 외피의 내구연한에 따라 필름을 교
체하는 작업이 과거에는 품앗이로 이루어지던 것이 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름비용뿐만 아니라 사용한 필름의 수거 및 신품
교체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성 필름에 대한 선
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수익성 시험결과 수입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국내
산 제품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은 부담이나, 내구연한을 감안한 경영비와
수익성을 비교해 볼 때 작물의 수량 증가 등을 통해 수입산 제품을 사용하
는 것이 국내산 제품을 사용할 때보다 수익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파프리카, 토마토, 참외 등 과채류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이
고 엽채류 등 타 작목의 경우 국내산 필름에 비해 수입산 필름 사용 시 수
량 증가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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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피복자재조합별 토마토 생산성 및 수익성 비교
피복자재
(외부+내부)
PO+PO
PO+PE
PE+PE(대비)

수량
(kg/10a)
4,247
4,114
3,675

조수익(A)
(천 원/10a/년)
3,360
3,202
2,801

피복비용(B)
(천 원/10a/년)
1,053천 원
894천 원
794천 원

주: 수명은 PO는 5년, PE는 2년, 필름가격(900m2), PO: 1,200천 원, PE 250천 원, 소요량
(10a): 1,800m2, 피복노동력: 130원/m2
자료: 농촌진흥청(2008) 내부자료.

2.1.4. 농업용 필름 산업의 미래 전망
연구개발(R&D)을 위해 연구 인력과 예산을 보유한 기업은 전체의 절반
정도이다. 상위 3개사는 연구개발 인력이 10명 내외, 이외는 1명 정도이다.
연구개발 예산은 상위 3개사가 모두 10억 이상이나 이외 기업은 1억 원 이
하이거나 없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향후 계획이 없는 기업이 33%, 확대할 계획인 기
업이 42%이고 산학협력이나 정부공공기관을 이용할 계획인 기업이 15%
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업이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 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업체가 농업용 필름의 연구개발 부분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으로는 먼
저 설비부족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정보와 인력 부족 및 기술수준의 저위
순이며 제품 개발 비용 등 자금여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사의 경우 개발 비용 등 투자비용과 설비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
적인 요소, 즉 정보와 기술 수준의 저위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하위 3개 기업의 경우 조사항목 대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으
나, 특히 설비와 정보 및 자금 등 예산 부분의 문제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농업용 필름 업체 전반적으로 산학연계나 국가 연구개발 기관
등과의 협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농업용 필름 제품의 크기나 외형 등을 규격화하는 문제와 기능성의
표준화 필요성 조사결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실적인 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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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특성에 의한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75% 이
상으로 나타났다. 수요자인 농가들의 다양한 농지형태와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규격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다.
유적성, 방무성, 내후성 등 기능성에 대한 표준화 역시 현실적으로 필요
하다는 인식이 많으나, 하우스 내부의 작물과 환경 및 입지여건 등 너무도
다양한 여건 하에서의 기준을 정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규격화 및 표준화 문제는 장기적 연구과제이다.
그림 3-10. 연구개발 부분에서 어려운 점(5점 척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조사.

표 3-15. 국내 농업용 필름 시장의 미래 전망과 생산계획
구 분

지속 확대

약간 확대

현상유지

향후 시장전망

0.0

0.0

0.0

83.3

16.7

생산규모

0.0

8.3

16.7

50.0

25.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조사.

축소

크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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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체가 전망하는 향후 10년 내 농업용 필름 시장은 대부분이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생산규모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생산업체는 국내 농업인구 감소와 지속되고 있는 재배면적 감소 등 국내
여건 변화와 일본 등 국외 제품의 수입 증가 등을 예상함에 따라 대부분
국내산 농업용 필름 시장의 축소를 전망하고 있다.
그림 3-11. 농업용 필름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 조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조사.

농업용 필름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
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규격화와 표준화 필요성과 유통구조 개선 및
원료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필요
한 지원책에서 차이가 있었다.
상위 3위 기업은 표준화와 산업 내 구조조정이 시급하며, 다음으로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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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위 3위 기업의 경우 표준화, 유통 개선 등만 아니라 원료자금
지원과 수출시장 개척 등 내외 여건에 따른 변화의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2.1.5.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의 조사 내용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 정리하였다. 먼저 생산 및 경영부분과 유통 부
분을 나누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미래를 위한 개선과
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다.
가. 생산 및 경영의 문제점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들의 생산부문에서의 애로사항은 제일 먼저 수요
의 계절성과 과잉설비로 인한 낮은 가동률과 업체들 간의 피할 수 없는 과
당경쟁을 꼽았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폐기물부담금으로 인한 수익성 악
화도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과 자본 생산성 분석결과 10년 전에 비해
그 수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효율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
해 경영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악화, 중장기 전략 수립이 어려워짐에 따른
경영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높은 원가부담과 규격화 및 표준화 미
비로 생산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나. 유통의 문제점

유통부문에서의 애로사항은 일본산 고기능성(장기성 PO)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 생산자단체의 과도한 할인요구 및 다양한 규격과 수송비 부
담 등인 것으로 요약된다. 수입산 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농가들의 선호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내산 품질 경쟁제품이 없을 경우 수요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산의 연간 수요량은 5% 내외인 것으로

시설원예 주요 생산자재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51

추정된다. 그러나 이 제품의 내구연한이 5년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그 파
급효과는 점유율의 2~3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8 즉 1~2년마다 교체되던
필름 시장이 최소 3~5년 주기로 개편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에 따라 국내
산 일반제품의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농가별 다양한 규격과 요구에 따라 맞춤형 제품 생산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농가별로 배송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연합구매를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과도
한 할인 요구가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농가들과 대리점에서 그와 비슷
한 수준의 할인요구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체들 간
치열한 판매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할인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업체들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다.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농업용 필름 제품의 생산업체들은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
혹은 제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시설기반의 규격화와 표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이 약
한 소규모 업체들은 이와 더불어 원료구매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제품 원
료 공동구매 등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수출
개척 및 유통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제품의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전
문기술과 정보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면서 산학협력이나 정
부의 연구비 지원 및 대기업 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제품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8

뒤에 설명하게될 수요자 조사결과는 수입산 보급률(사용률)이 25%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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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들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애로사항

문제점

대응과제

낮은 시설 가동률

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구조조정, 설비격리 등

과당경쟁

수익성 악화, 중･장기 경영
계획 부재, 투자효율성 저해

제품차별화, 공동브랜드

폐기물부담금

수익성 악화, 생산업체가 부
담을 전담 가능성

유관기관 협의 및 조정
필요

수요의 계절성

생산 효율성 저해, 과당경쟁
유발

선주문, 선할인, 약정구매 등

수입산 수요증가
점유율 확대

장기성필름으로 상품회전율
저하, 수익성 악화
더욱 치열한 경쟁관계

국내산 기능성 강화 제품
출시, 기능을 뛰어넘는 제
품 개발 등

과도한 할인 요구

수익성 악화, 과당경쟁 유발

연합구매 입잘 구매방식
개선 필요

다양한 규격과 소비자
개별 수송

유통 물류비 상승,
사전준비 미흡

효율적 물류체계, 공동배
송 및 농협계통망 이용 등

R&D

기술 및 정보 부족

산학협력, 정부지원, 대기
업 협력 강화

발전을 위한 개선조치

구조조정, 표준화,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표준
화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하위업체 개선 조치

원료자금 지원, 수출개척
유통개선

원료공동구매, 수출타겟시
장 설정 및 맞춤형 수출
상품 개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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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온커튼산업
2.2.1. 보온커튼 산업의 의의
시설원예의 경우 고유가로 인한 유류가격의 불안정, 상대적인 고가의 전
기료로 인해 에너지 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특히 가온과 보온에 관
련된 비용과 시설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관련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적정하다고 판단
되는 온도까지 온도를 높이는 것과 가온된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하
는 것이다.
온도를 유지시키는 방법은 난방에 의해 가온 내지는 자연적으로 상승한
온도를 최대한 오랫동안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주는 것이다. 가장 흔한 것
은 보온 덮개로 작물을 덮는 방법에서부터 재배환경을 가장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일정 높이에 보온커튼을 사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온실
에서는 대부분 보온커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용 단열재의 경우 일반 건축용과 같은 것은 사용하기 어렵고 아울러
일정한 수분증발과 통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단열재와는 다른 자재를
사용하게 된다.
피복의 경우에도 투광성과 보온성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어 광의의 보온
재로 피복을 들고 있지만 협의 보온자재는 온실 내부 온도의 유지를 위해
설치한 각종 커튼류와 자재를 의미한다. 보온커튼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갈
수록 기술이 개발되어 다기능성 커튼류가 개발 공급되고 있다.
커튼은 자연광에 의한 온도를 오랜 시간 유지되도록 하여 난방비를 줄임
과 동시에 인공적 가열에서도 같은 기능으로 난방비를 줄여준다. 최근에는
보온과 함께 습의 방출효과가 가미된 제품이 출시되어 그간 비닐로 보온하
는 경우 발생되는 물방울 맺힘과 그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졌다. 광투과
성도 제고하는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아울러 보온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
에는 차광의 기능까지 발휘하는 등 이제 시설농업에서 커튼은 없어서는 안
될 자재가 되었다. 과거에는 홑커튼을 여러 층으로 사용해서 보온과 차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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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효과를 얻었지만 지금은 3중 5중 등 다겹 보온커튼이 상용화되었다.
이는 보온력의 상승과 함께 다양한 기능성을 가미한 것으로 향후 개발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2.2. 보온커튼의 종류와 사용방법
보온을 위한 커튼은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와 측면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
는데 고가 농산물의 경우 천장과 온실 측면에 모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 그림의 좌측은 파프리카 농장 천장에 설치된 커튼이며, 우측은 일반
딸기와 오이 등 작물 재배 하우스로 겨울철에 측면에 설치한 보온커튼을
사용하였다.
시설의 작동방법은 크게 권취식과 예인식으로 양분할 수 있다. 권취식은
보온커튼 전체를 말았다 풀었다 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그림 3-12> 경
우)이며, 예인식은 예인줄을 이용해서 밀었다 당겼다하는 식(<그림 3-12>
좌측의 경우)으로 사용한다.
커튼을 만드는 재료는 다양한데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EVA, PE, PP, 폴
리프로필렌, PVC 등)이다. 이들의 다양한 성분 조합으로 기초적인 재료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보온과 관련된 기능향상에 있다.
원단은 합성수지를 실로 만든 다음 직조해서 만든 것으로 옥스퍼드, 마
트와 트로피칼 세 종류가 있다. 알루미늄 커튼은 원단에 알루미늄을 코팅
한 것이며, 화학솜은 카시미론이다. 부직포는 합성수지를 방출하여 종이처
럼 만들 것이며, 폴리폼은 합성수지를 솜과 부직포 중간 정도의 부피와 강
도로 만든 것이다.
다중 커튼을 겹댈 경우 접합의 방법도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된다. 일반 바
느질 형태와 압축 타공방법으로 구분되며, 바느질의 경우에서 마대바느질
과 일반 바느질(3바느질 단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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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보온커튼의 설치장소와 이용

우측상단에 말려져 있는 커튼

측면내부에 커튼을 설치

그림 3-13. 보온커튼의 다양한 재료

(카시미론)

(알미늄 방사)

(마트)

(폴리 폼)

(부직포)

(코팅마대)

위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다겹보온커튼을 만들어 사용한다. 다겹이
라 해서 반드시 보온율이 높은 것만은 아니다. 현재 정책사업으로 공급하
기 위해서는 시험성적서에 의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 보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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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현재 커튼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성질과 기
능은 보온, 습 조절, 부피감소와 경량화이다. 동시에 사용되는 각종 부재료
도 두께와 조밀도 등에서 중시지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시험성적서와 품질보증서

자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내부자료.

2.2.3. 보온커튼산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 및 화훼류 시설현황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부직포
와 알루미늄스크린 및 보온덮개 등을 이용한 보온자재 설치 현황을 알 수 있
다. 보온자재 설치면적은 2000년대 중반 15,000ha 내외에서 최근 20,000ha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설치 비중 역시 동 기간 30% 내외에서 35% 내외로 확
대되었다.
부류별 설치면적을 살펴보면, 채소류 설치면적 비중은 30% 수준에서 최
근 40%까지 확대되었으나, 화훼류의 경우 설치면적과 비중이 축소되고 있
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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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보온자재 설치 면적 현황
단위: ha, (%)

구 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채소

14,604
(30.1)

17,457
(35.7)

17,960
(36.3)

16,794
(33.3)

19,210
(37.6)

20,206
(39.0)

화훼

-

2,559
(85.5)

2,411
(84.4)

2,253
(84.2)

2,137
(83.7)

1,886
(72.6)

전체

14,604
(30.1)

17,457
(33.7)

17,960
(34.3)

16,794
(31.6)

19,210
(35.8)

20,206
(37.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화훼류 생산실적.

보온커튼산업의 전체 시장구조와 업체 현황, 생산량 및 판매액 등 기초
적 현황 파악은 자료의 부재와 생산 업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협회 등의 부
재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회원으로
가입된 보온자재 생산업체는 59개이다. 이들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보온자재 생산회사는 보온커튼 이외의 제품도
생산하고 있어서 경영의 다각화가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보온자재 회사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매출액은 연
간 약 15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매출규모 상위 10위권 회사의 매
출액은 300억 원 이상으로 전체 평균의 두 배 이상이고, 하위 10위권 회사
의 매출액은 그 10% 수준인 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섬유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어 그 종류와 기능성 제품이 매우
다양하고 회사 규모 또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온자재 생산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종류는 못자리용, 원예용,
멀칭용, 잡초방제용, 다겹보온재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다겹보온커튼 등 다겹보온재의 생산과 매출 비중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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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농업용 보온커튼 생산업체의 연도별 평균매출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평균

1,661

1,504

1,433

1,489

1,210

상위 10

3,598

4,103

3,881

4,232

2,999

하위 10

516

312

321

361

29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보온자재 생산회사 조사.

부직포 등 보온자재를 만들기 위한 원단의 단가는 대체로 ㎡당 450원 정
도이다. 원단의 규격은 인치로 표시하는데 기본이 84인치(2.1m)이고 야드
당 800~900원이다. 60인치(1.5m)는 야드당 700원 내외이다. 기능성 부가
를 위해 직조한 것에 일정한 열처리를 더하여 풀처리를 한다. 그래야 보온
성이나 내구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 때 비용이 추가되는데 기본 원단류
가격이 800원이라면, 열처리에 30원 정도, 풀처리에 30원 정도 비용이 추
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직포는 pp원단 자체를 얇게 사출한 것으로 원단에 비해 그 기능이 낮
다. 직조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당 380원~400원
정도이다. 부직포는 미터(m) 단위를 이용하고 있는데, 가로 폭이 3m의 경
우 1m당 2,100원, 4m의 경우 2,800원, 5m의 경우 3,500원 정도에 판매한
다. 물론 부직포의 경우 ㎡당 무게(40g, 50g, 80g 등)에 따라 가격에 차이
가 있다. 카시미론은 솜으로 3~15OZ(온스)로 무게가 차이가 있고, 두께에
도 차이가 있다.
보온자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계약은 주로 봄과 여름철인 5~8월에 대
부분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은 7~10월까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조 후 공급 시기는 8~11월에 집중되고, 대금 결제 역시 주로 8~11
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온커튼 생산업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국내산 보온자재 제품 간 품질과
가격 및 소비자 인지도 등 차별화 정도를 묻는 조사에서 전체적인 평균은
3.2/5.0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제품이 크게 차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생산에 특별한 인력이 필요한 정도(3.5)와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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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제품별 인식(3.4)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온커튼 생산업체의 생산이나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금정산 방
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대금 정산방식은 농가로부터 직접 생산업체에게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업자에게 대금이 지급되고 이를 다시 정산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연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쟁의 소지가 발생
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규격화로 인한 비용
발생 부분과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사용 후 버려지는 제품의 회수 및 재활
용방법 등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국내산 제품 간 차별화 정도(5점 척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보온자재 생산회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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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보온커튼산업 유통 현황
보온커튼 생산회사는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간 유통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의 시설 농자재와는 달리 농협을 통한
유통 비중이 낮고 대리점이나 상인을 통하거나 다른 중간 딜러에 의한 유통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업체별로 거래해야 하는 유통업
체수는 2011년 70여 개에서 2014년에는 91개 업체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19. 보온커튼 생산업체의 평균 거래업체수
단위: 개

구 분

대리점 등
상인

농협

기타

합계

2011

37.8

20.0

12.2

70.0

2012

43.5

21.0

13.5

78.0

2013

49.5

19.5

10.2

79.2

2014

62.0

18.3

11.3

91.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보온자재 생산회사 조사.

유통업체들의 판매 수수료율은 대리점은 10% 농협은 5%의 기본 수수료
를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인 등 개인 딜러의 경우 대리점 보다는
다소 낮은 10% 내외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유통망별 평균 수수료율
단위: %

구 분

기본

장려

대리점

15.2

4.8

농협

5.0

4.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보온자재 생산회사 조사.

소비자의 재구매율을 나타내는 충성비율은 각각 30%, 75%로 부직포 보
다는 보온커튼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직포보다는 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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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의 내구연한이 긴 데다 주로 대리점과 중간 딜러를 통한 유통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온커튼의 생산업체수도 많고 제품도 다양한 데다 업체의 규모가 작아
이를 홍보하는 판매전략은 대부분 직접 농가를 대상으로 방문 설명하는 개
별 농가 컨설팅을 통한 판촉 방법이 많았다. 이를 통해 농가들에게 직접
기술교육을 담당하거나 정보교류를 통해 직접 영업하는 방식이 주로 이루
어지고 있다.

2.2.5. 보온커튼산업 미래전망
보온자재 생산업체들이 보는 산업의 미래는 비교적 낙관적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보온커튼의 산업 규모가 현 수준 정도에서 정체될 것이라는 의
견이 55%로 절반 수준이고 시장 규모가 현 수준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의
견이 27%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의 80% 이상 업체가 긍정적 미래를 전
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전체 시장규모가 앞으로 축소될 것
으로 보는 전망은 1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6. 미래 시장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보온자재 생산회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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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미래시장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으나, 미래시장에 대응한
미래 전략을 갖고 있는 업체는 39%이고 60%의 업체는 그렇지 않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생산업체들의 미래 전략 내용은 일반적인 경영규모 확장이
나 최신 영업전략의 도입 등으로 현재 시장성과 제고 전략과 유사하나
ICT 활용이나 섬유업체 등 첨단 소재 업체와의 기술제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보온커튼의 관리가 자동화된다면 농가들이 설치와 관리에
서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
한 자동화 시스템의 경우 대부분 종합 환경관리기 등 전체적인 첨단 자동
화 장치들이 연계됨으로써 초기 설치비용의 부담이 큰 것이 단점이다.
보온커튼 업체들이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과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및 일부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로 예산규모나 투
자 규모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투자규모는 연간 7,000만 원 미
만이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예산 비중은 평균 약 0.6%로 매우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규모 업체와 영세 업체
가 많은 것이 원인이나, 최근 일부 건설이나 농업 이외 산업계통의 유사업
체들이 농업용 보온자재 산업 진출을 위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보온커튼 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단위: 만 원, %

구분

R&D 투자

R&D 투자/매출(%)

2011

6,225.0

0.60

2012

4,420.0

0.41

2013

5,641.0

0.51

2014

6,831.9

0.6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보온자재 생산회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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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보온커튼업체의 연구개발 애로요인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보온자재 생산회사 조사.

그림 3-18. 보온커튼 신제품 개발 목적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보온자재 생산회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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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의 R&D 부문에서 어려운 점은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과
적절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다음으로 정보와 장비 및 설비 부족 등이 애로요인으로 지적되
었다. 이는 개별 기업들의 영세성 등이 원인으로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면, 정부 등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욕구 대응이 27%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차별화의 일환이 23%로 그 다음이었다. 따라서 소비자 기호 및 인
식의 차이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50%로 가장 큰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시장지배력 강화와 간접적 가격인상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보온커튼 산업 내 신규진입을 위한 최소 운영자금은 평균 약 5억 원이며
현재 수준의 판매와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기간은 각각
13억 원과, 28.1개월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생산업체의 신규

진입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는 않아 산업 내 신규진입은
비교적 용이한 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를 판매하고 관리할 수 있
는 유의미한 유통망을 형성하는 데는 평균 2.4년의 시간과 10억 이상의 자
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이 보온자재를 생산하기 위해 산
업에 신규 진입 시 미치는 정부의 제도적 규제 등은 보통(3.1/5.0)인 것으
로 나타나 기업의 신규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의 장비와 설비로 유사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70%로 많았고, 토지와 장비 및 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이성
정도는 약 65% 정도로 신규진입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의 성과를 통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평균은 3.3/5.0으로 나타나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회사별 영업전략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장성과 제고를 위한 미래 전략으로 생산업체들은 주로 농자재업체와
시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성능차별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적극적 홍보
확대와 해외 시장 개척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해외 시장으로 최근 설치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 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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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반이 갖추어진 선진국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해당 지역의 정보와 진출전략 수립 등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그림 3-19. 설비전환 사용 및 신규진입 가능성
단위: %

타 제품생산 가능

신규진입 토지, 장비확보 가능성
50

29%
25

71%
17

8

예

아니오
용이

보통

어려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보온자재 생산회사 조사.

그림 3-20. 시장 성과와 만족도(5점 척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보온자재 생산회사 조사.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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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보온커튼 생산업체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온커튼 생산업체의 조사 내용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업체들이
느끼는 산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요약 정리하였다. 먼저
생산 및 경영부분과 유통 부분을 나누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가. 생산 및 경영의 문제점

보온커튼산업은 에너지 소비 절감과 효율성 증대 및 보온기능 강화 효과
가 좋아 설치면적이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 규
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자재산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업체별 규모의 편차가 크고 영세업체들이 많아 매우 다양한 제품이 경쟁하
고 있음에도 이들 제품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제
품 판매를 위한 회사별 직접 홍보 및 기술지도 형태의 마케팅이 이루어지
고 있으나 여타의 주요 시설자재와 같이 큰 폭의 가격할인 등 과도한 경쟁
체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판매 설치 후 정산방식에서 직접 대금
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업체를 통해 사후 정산되는 방식이므로 정산
지연 또는 분쟁 유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통의 문제점

여타의 시설자재와 마찬가지로 비규격화로 인한 생산 및 유통의 비용발
생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사용 후 버려지는 물량이 많아 회수
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용
필름 등 석유화학제품의 선례를 통해 보면, 부직포 등 보온커튼류도 조만
간 폐기물부담금 등 제도적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업체들 간의 사전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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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나 제품개발 투자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업의 60% 업체가 미래 경영전략이 없고,
제품개발을 위한 투자액이나 예산 비중이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따
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학협력 등 R&D 지원 및 경영컨설팅과 같
은 업체지원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농가들의 보온커튼 사용과 사용 후 철거 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
하여 사용 후 제품 재처리 및 재활용 등을 위한 선제적인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2. 보온자재 생산업체들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애로사항

문제점

대응과제

대금 정산 방식 문제

설치업체가 대금 수령 후
사후 정산방식

결제 및 정산 방식 개선

비규격화

생산 효율성 저해, 비용발생

시설자재 단계적 규격화, 표
준화 시행 필요

R&D

예산부족 등

산학협력, 정부지원, 대기업

선제적 준비 분야

사용 후 처리 및 재활용
방안 미비

폐자재 수집 및 재활용 체계
구축, 폐기물부담금 제도 적
용 사전 대비 필요

하위업체 개선 조치

원료자금 지원, 수출개척
유통개선

원료공동구매, 수출타깃시장
설정 및 맞춤형 수출상품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보온자재 생산회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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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설원예 골조산업
2.3.1. 농업용 강관 산업의 시장 현황
일반적으로 철재 파이프로 명명하는 강관은 소재에 따라 보통강과 특수강
강관으로 나뉘고, 이음매 유무에 따라 무계목 강관(seemless pipe)과 용접 강
관(welded pipe)으로 대별된다. 용접 강관은 다시 용접 방법에 따라 전기용
접 강관(Electric Resistance Welding: ERW)과 아크용접강관(Submerged Arc
Welding: SAW)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강관은 용도별로 배관용, 구조용(건축/기계), 농원용, 보일러용,
유정용, 송유관용, 전선관 등으로 구분하며, 외경의 크기와 재질에 따라 분
류한다(한국철강협회).
국내 강관산업의 연간 총생산능력은 1천만 톤 이상이고, 업체수는 150여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주요 강관 9개사의 생산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관의 연간 실제 생산량은 약 550만 톤으로 생산설비 대비 약 50% 수준
이며, 내수 시장규모는 연간 300~350만 톤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부분
건설용(50%), 자동차용(15%), 전기전자(10%), 일반기계 및 조립금속(10%),
조선(5%), 이외 기타(20%) 등의 용도이다. 이 중 농원용 강관 생산량은 14
만톤 규모로 전체의 2.5% 정도에 불과하다.
농업용(농원용) 강관은 비닐하우스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며, 비닐하우스
용 강관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 D 3760)에 따라 제조한다. 비닐하우스용
강관은 다시 일반농업용과 구조용으로 구분한다. 일반농업용에는 아연도금
강관(SPVH)과 알루미늄-아연도금강관(SPVH-AZ)으로 나뉘며, 구조용은 아
연도금강관(SPVHS)과 알루미늄-아연도금강관(SPVH-AZ)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 KS 규격
을 지난 2007년 6월 개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대설, 강
풍 등 기상재해를 대비해 원예특작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원예특작
시설 내재해형 기준’을 200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4년 7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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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적설심(積雪深)과 풍속 자료 등 최근 기상자료를 반영하여 급간 세분화
된 설계기준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내재해형 규격시설 중심으로 재해지원 체계를 운용하고 원예시
설을 신규 및 재설치 시 이를 지원하여 내재형 시설기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내재해형 규격시설의 재해복구단가는 실소요액 수준으로 지원하였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은 총 35종으로 연동 5종, 단동 19종, 광폭 8
종, 과수 3종이다.
농업용 강관의 시장규모는 연간 1,7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농협 계
통구매 매출액은 최근 450억 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25% 내외 수
준으로 추정된다.
표 3-23. 강관 생산량 및 시장규모 추정
단위: 천 톤, 억 원, (%)

구 분
생산량
농원용
강 관
매출액

1995

2001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3,696

4,117

4,072

4,855

5,073

5,661

5,655

6,409

농원용

179
(4.8)

221
(5.4)

135
(3.3)

116
(2.4)

119
(2.3)

135
(2.4)

166
(2.9)

167
(2.6)

전체

1,000

1,400

1,200

1,600

1,700

1,750

1,800

1,700

농협

691
(69.1)

664
(47.4)

547
(45.6)

431
(26.9)

430
(25.3)

521
(29.8)

463
(25.7)

382
(22.5)

자료: 한국철강협회, 농협중앙회, 농협연감(각 연도). 매출액은 추정치임.

선도업체 인터뷰 조사결과, 농업용 강관 생산업체 수는 약 50여 업체인
것으로 추정되며, 90년 초 중반 급속히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 현재 KS 인증 업체 수는 27업체).
농업용 강관 생산은 아연도금 강판을 주요 제철사로부터 매입 후 이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 후 전기용접을 통해 절단면을 접합 및 도금, 이를
규격에 맞도록 제단해 출하하는 형태이다.
국내 제철 산업의 영향으로 원료공급은 수월한 편이고, 주문 내용에 맞
도록 단순 제단 가공하는 형태의 공정이다. 특수 설비 등이 필요치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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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설비 등의 비용이 높지 않아 산업 내 진입이 비교적 용이하다.
이로 인해 업체 간 경쟁이 과도한 편이고, 철강업 특성상 약 80%에 달하
는 원가부담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이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봄과 가을철에 주기적으로 수요가 약 30% 내외 증가하나 비
교적 일정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 공장 가동률은 50~60% 수준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
성을 계측하였다. 노동생산성은 생산업체 조사 자료인 업체별 매출액과 고
용현황 자료를 이용하였고, 자본생산성은 주요 상장기업의 손익계산서 자
료를 활용하였다. 계측된 자료를 기준 연도인 2005년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생산성은 10년 전에 비해 향상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본생산성은 10년 전에
비해 25%p 내외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설비 관리와 자금 투자 등에 대한 경영전략 수립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4. 농업용 강관 산업의 생산성 변화(2005=100)
2005

2010
100.0
116.1
100.0
92.4
주: 노동생산성=매출액/종사자수, 자본생산성=매출액/자본투입액
자료: 금융감독원(각 연도). 농업용 필름 기업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2014
105.3
76.4

농업용 강관 생산업체 조사결과, 자사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타사 동
질 제품보다 차별화된 것으로 인식하나 가격 차별화는 보통, 소비자 등의
제품 인지도 역시 보통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농업용 강관의 품질 및 가격차별화와 기술력 차이 등에 대해서
도 보통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정도에서는 회사별로 약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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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농업용 강관의 유통 현황
농업용 강관은 생산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일반 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하
거나, 농협의 계통구매 브랜드인 ‘아리파이프’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2015
년 현재 전국 20개 농업용 강관 제조 회사가 농협의 계통 공동브랜드인
‘아리파이프’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농협 ‘아리파이프’와 개별 제조사 자

체브랜드 파이프는 외형이나 규격 및 품질에서 동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한국산업규격(KS D 3760)을 적용
하여 자체적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매년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농업용 강관의 유통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을 통한 계통구매 비중이
40%, 생산업체 대리점과 유통상 등을 통한 비중이 60% 정도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3-21. 농업용 강관의 유통구조

대리점 및 유통상
60%

제조사

농 가
15%

농협
중앙회

회원농협
25%

최근 농협을 통해 계통공급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개별 회사가 직
접 관리하는 대리점 또는 지역의 개인 상인을 통한 유통 물량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회사 간 판매와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전문 시공업체
등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 농업용 강관 가격은 5년 전보다 4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농협 아리파이프 판매가격(25.4×1.5 기준 규격)은 2011년 m당 1,590원
이던 것이 2015년에는 m당 902원으로 43% 하락하였다. 최근 강관 원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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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아연도금강판(GI)의 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체 농업
용 강관의 기준가격이 되는 농협중앙회 계약단가는 업체의 경영비 등을 감
안한 적정가에 비해 3% 내외 낮고, 대리점 공급가격은 적정가 대비 최소
5%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5. 아리파이프 아연도금 강관 판매가격 동향
단위: 외경(㎜)*두께(㎜), 원/m,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구 분

SPVHS
원형관

SPVHS
각관

규
격
19.1*1.2
22.2*1.2
25.4*1.2
31.8*1.2
19.1*1.5
22.2*1.5
25.4*1.5
31.8*1.5
25.4*1.7
31.8*1.7
33.5*2.1
42.2*2.1
48.1*2.1
59.9*2.1
33.5*2.3
42.2*2.3
48.1*2.3
59.9*2.3
60/60*2.1
60/60*2.3
60/60*3.2

2011
920
1,080
1,280
1,570
1,130
1,330
1,590
1,990
1,700
2,150
2,740
3,510
4,020
5,060
2,990
3,820
4,390
5,530
6,310
6,870
9,320

2012
770
900
1,030
1,310
940
1,110
1,280
1,620
1,420
1,800
2,280
2,910
3,340
4,210
2,480
3,170
3,650
4,590
5,240
5,700
7,730

2013
690
810
940
1,190
850
1,000
1,160
1,470
1,280
1,630
2,060
2,630
3,020
3,800
2,240
2,870
3,290
4,150
4,730
5,150
6,990

2014
670
780
880
1,110
820
960
1,080
1,370
1,200
1,520
1,920
2,460
2,820
3,550
2,100
2,680
3,080
3,880
4,420
4,810
6,530

2015
550
649
726
924
682
803
902
1,133
990
1,254
1,595
2,024
2,321
2,926
1,738
2,211
2,530
3,190
3,641
3,971
5,379

자료: 농협중앙회 자재부 내부자료.

농업용 강관은 일부 중국산 등의 저가 제품이 수입되고 있으나 실제 사
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산 일부 제품에서 아연
도금의 부착량, 강관 두께와 강도의 균일성 등에서 품질 수준이 국내산 제
품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품질 문제로
인해 저가임에도 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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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품질기준은 아연도금의 경우 300g/m2 이상으로 제품의 품질 균
일성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성능의 제품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전반적인 품질 관리도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내산 농
업용 강관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의 신뢰도와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3. 농업용 강관 산업의 전망
농업용 강관의 신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실적과 예산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철제강 대기업으로부터 아연 도금 강판을 원료로 구매해 이를 제단하
여 판매하는 산업 특성상 제품의 연구 개발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
게 인식하며 또한 운영 규모의 영세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절단면의 전기용접과 이후 도금 품질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농업용 강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이나 정부의 지원 사항 중 다
양한 수출용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 지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잉
경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의 구조조정과 유휴 및 과잉설비에 대한 필
요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용 강관 산업의 미래에 대해 대부분의 업체가 향후 10년 내 현 수준
정도를 유지하거나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약간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고소득 수출주도형 농업으로 시설원예가 지속적으
로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특히 첨단온실 등 정부의 지원사업이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중소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으로 우려하고 있고, 세계 철강업 동향에 따라 원자재 가격의 변동폭이 커
지는 것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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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농업용 강관 생산업체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농업용 강관산업은 앞서 살펴본 여타의 자재산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산업 내 문제점이 많지 않다. 생산업체의 조사 내용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 정리하였다.
가. 생산 및 경영의 문제점

농업용 강관산업은 내재해형 설계 기준과 농협 등의 엄격한 품질관리에
힘입어 고품질 균일한 품질의 제품이 생산 공급됨으로써 수요자의 신뢰와
국내산 충성도가 높은 편이다. 다만 원가의 80% 이상인 원료가격과 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노동생산성은 제고되고 있으나 그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
고, 자본생산성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효율
적 투자관리와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오래된 시설들을 개·보수함에 따라 내재해형 설계 기준에 맞는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상이변의 심화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보급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재 한국형 온실 설계기준
을 마련하는 연구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이를 적용하여 기존의 온실 환경
설계 기준을 개정할 최종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설계도” 적용 설계기준과의 차이점을 검토한

후 단일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 유통의 문제점

농업용 강관산업의 유통은 자체 브랜드와 농협 계통공급 공동브랜드로
이원화되어 있다. 최근 농협 계통구매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대리점 등을
통한 업계 자체브랜드의 유통이 더욱 활발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각 업체별 제품의 차별화와 고품질 및 저비용 구조로 발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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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리점 유통 시 높은 할인율과 대
금 정산의 불안정 요인 등 불확실 요인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농업용 강관의 수요는 새로 들어서는 원예시설과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
수 수요와 함께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 정세와 경기변화 및 원자재인 철강 산업의 변화
등에 따라 변화될 상황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철강산업은 이미
중국과 인도 등 새로운 철강 강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
및 중공업 자재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강관 생산업체들 중 일부가 진입이
수월한 농업용 강관산업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당경쟁
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 내 자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고품질의 국내
산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한 타겟시장의 선정과 정보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소규모 업체를 위한 원료가격 공동구매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이들 업체들의 의견을 규합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회 등 이해공동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표 3-26. 농업용 강관 생산업체들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애로사항
과당경쟁

문제점
수익성 악화, 중･장기 경
영계획 부재, 투자효율성
저해

개선과제
구조조정, 제품차별화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표준
화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원료공동구매, 수출타깃시장
원료자금 지원, 수출개척
지원이 필요한 분야
유통개선
설정 및 맞춤형 수출상품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농업용 강관 생산업체조사.
발전을 위한 개선조치

구조조정,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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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원예 주요 생산자재의 이용과 개선과제

3.1. 주요 시설원예 생산자재의 이용과 문제점
3.1.1. 시설자재 이용 농가 일반 현황
주요 시설자재의 이용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위해 농가 설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시설재배면적 비중이 높은 과채류, 엽채류와 화훼류 중 품목별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조사농가수를 선정하였다.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원이 직접 농가를 만나 심층 면접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
은 2015. 9. 10.~10. 10.로 약 한 달간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가의 시
설기자재 이용실태를 분석하였으며, 품목별 부류별 면적 가중치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먼저 시설원예 농가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조사 농가의 시설이용 형태
는 비닐온실이 97%, 유리온실이 3%이고, 단동하우스 85%, 연동하우스는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원예 현장에 느끼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농가 중 53%는 수확
물의 유통과 판매 및 경영 부분의 어려움이 있고, 시설과 생산기술은 각각
23%, 13%의 농가가 곤란을 겪고 있다. 그 다음으로 작목 선택 등의 어려

움은 10% 비중이다.
유통, 판매 및 경영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화훼류 농가가 더 곤란을 겪
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농가 전체의 85% 농가가 응답하였다. 반면 화훼
농가들은 시설 관련 어려움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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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농가조사 현황
구 분

과채류

엽채류
화훼류
전 체

조사농가수

비중

수박

21

13.1

참외

21

13.1

토마토

21

13.1

딸기

16

10.0

풋고추

13

8.1

오이

13

8.1

호박

11

6.9

파프리카

11

6.9

봄배추

11

6.9

절화류

11

6.9

분화류

11

6.9

160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그림 3-22. 시설농업의 애로사항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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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재 중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자재는 45% 농가가 난방기기를
꼽았고, 다음으로 필름 등 외장 부분과 강관 등 골조 부분을 각각 20% 내
외 응답하였다. 환경제어기와 커튼류에 대해서는 각각 10% 정도로 나타났
다. 특히 화훼농가들은 60% 이상이 난방기기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음으로는 환경제어기가 25% 수준, 외장 부분은 17%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고 커튼류는 5% 내외, 골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생산 부류별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난
방기기와 환경제어기에 대한 불만이 5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
해서는 추후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3. 시설자재 관련 어려운 부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시설자재와 관련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 시설자재의 가격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초기 설치를 위한 투자 등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전체의 64%
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자재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농가가 3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시설자재의 내구성이나 품질 등에 대한 불만이 21%
로 나타났고, 시설의 구조문제와 보수 등 사후관리 문제 및 정부지원 등이
1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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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시설자재 애로사항 중 세부 내용
단위: %

구 분
채소류
화훼류
전 체

초기투자
비용
13.2
13.1
13.2

자재가격

시설
유지관리
17.8
0.0
17.0

자재
품질
20.6
36.4
21.3

기타

33.6
44.5
34.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14.8
6.0
14.5

합계
100
100
100

생산기술 부분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종자 혹은 품종 선택이 35%로 가
장 많았다. 시설원예 농업의 특성상 민감한 환경제어와 재배기술, 품질관
리가 뒤를 이었다. 기자재 사용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농가는 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조사에서도 품목별로 응답이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화훼 농가는 63%의 농가가 종자선택 등 품종 선택에 대한 어려
움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품질관리가 25%, 환경제어가 12%, 재배기술은
5%로 조사되었고, 기자재 사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4. 생산기술 관련 어려운 부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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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첨단 자동화 온실 필요 정도에 대한 견해
단위: %

구 분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채소류

1.4

8.4

화훼류

0.0

전 체

1.4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1

38.2

47.9

100

0.0

0.0

9.1

90.9

100

8.0

4.0

37.1

49.6

100

보통이다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현재 경작 중인 작물의 생육조건, 생산기술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최적의 온실 형태는 81%의 농가들이 단동 비닐온실이라 답하
였고, 연동 비닐온실이 16%, 유리온실은 3%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설원예
작물의 재배환경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첨단 자동화 온실의 필요성 여
부에 대한 의견에서 2/3 이상의 농가가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화훼 농가는 100% 자동화 온실이 필요하다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부 엽채
류 중심의 농가들은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나 비용이 문제인 것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설치 비용과 운영 비용을 낮춘 보급형 첨단
온실의 개발과 품목 맞춤형 자동화 온실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1.2. 시설농가의 농업용 필름 이용
시설재배농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농업용 광폭필름의 재질에 대해 조
사하였다.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는데, 31% 농가는 장수류 등 기본형
을 이용하고 있고, 34% 농가는 일반 기능성을, 35% 농가는 국내산 및 일
본산 고기능성 장기성 PO 필름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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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시설원예 농업소득 수준별 농업용 필름 이용현황
단위: %

소득수준

응답자수

기본류

기능성

고기능성

2,000만 원 미만

39

25.6

46.2

28.2

100.0

2,000만 원∼3,000만 원

16

62.5

12.5

25.0

100.0

3,000만 원∼4,000만 원

31

38.7

19.4

41.9

100.0

4,000만 원∼5,000만 원

24

25.0

25.0

50.0

100.0

5,000만 원∼6,000만 원

24

16.7

41.7

41.7

100.0

6,000만 원 이상

26

11.5

34.6

53.8

100.0

160

30.8

33.8

35.4

100.0

전 체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시설원예를 통한 농업 소득을 기준으로 이용하는 필름에 차이가 있다.
소득 수준 2~3천만 원의 농가들의 63%가 기본류를 이용하고 6천만 원 이
상의 농가는 12% 만이 기본류를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기능성 필
름은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격대인 장기
성 고기능성 필름은 4천만 원 이상의 소득 농가는 절반 이상이 이를 이용
하고 특히 6천만 원 이상의 농가들은 54%가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는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 고효율 자재를 요구하는 작물일수록
소득이 높기 떄문으로 판단된다. 재배 품목별 분류에서 화훼류 재배농가들
은 일반 기능성 제품보다 고기능성 제품의 이용률이 60% 수준이며 일반
기능성이 32%, 기본형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고 있는 필름의 교체 주기에 대해 조사하였다. 매년 교체하는 농
가가 28%, 2년마다 교체하는 농가는 13%로 나타났고, 3년마다 교체하는
농가가 21%, 4년마다는 8%, 5년 이상 사용하는 농가가 29%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장기성 필름의 보급이 최근 5년 전후로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필름의 교체 주기가 길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재배작목 부류별로는 화훼류
의 52% 농가가 5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채소류와는 그 비중이
두 배 정도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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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사용 중인 광폭필름의 교제 주기
단위: %

구 분

매년

2년마다

3년마다

4년마다

5년 이상

합계

채소류

28.2

13.7

21.6

8.5

28.0

100

화훼류

39.9

0.0

13.8

0.0

52.3

100

전 체

28.4

13.2

21.3

8.1

29.0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현재 사용 중인 필름의 구매처는 대리점을 통한 구매가 54%, 농협 등 계
통 공동구매가 46%인 것으로 조사되어, 생산업체 조사 결과와는 10%p 정
도 차이가 있다. 이는 과거 구매 이력에 대해 기억에 의존해 응답한 경우
가가 있어, 면접 설문조사에 따른 비표본오차로 판단된다.
표 3-32. 농업용 필름 구매처
단위: %

구 분

농협
계통구매

지역농협 등
공동구매

대리점 또는
상인

합계

채소류

36.7

10.0

53.3

100

화훼류

37.3

6.9

55.8

100

전 체

36.4

10.2

53.4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구매가격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농가가 농업용 필름 가격에 대해 비싼
편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10% 정도의 농가는 적정하거나 비교적 싼 편으
로 응답하였다.
구매 시 할인 정도는 68%의 농가가 정가로 구매하였고, 할인율 5% 이하
가 19%, 10% 내외가 11%, 20% 이상 할인받은 농가는 2%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가 개선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지적한 높은 할인율 요구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개별농가가 큰
폭의 할인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공동구매 등 단체 구매와 대리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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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의견인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개별 농가들이 할인이 적용된 가격에
대해 정가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농가 농업용 필름 구매 할인율
단위: %

구 분

정가구매

5% 이하

6∼10%

11∼15%

20%
이상

합계

채소류

68.7

18.8

10.6

0.0

1.9

100

화훼류

44.5

12.5

31.7

11.3

0.0

100

전 체

67.8

18.5

11.4

0.4

1.8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농업용 필름 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으로 첫째는 품질 등 성능
이 61%, 다음으로 가격이 31% 조사되었다. 브랜드를 고려하는 농가가
2%, 사후관리 등 편리성을 고려하는 농가는 3%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농가들이 장기적으로 농업용 광폭필름 교환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과 생산성 및 작업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폭필름의 품질을 동급의 타사 제품과 비교 시 비슷하
다고 느끼는 농가가 47%, 약간 좋거나 매우 좋다고 느끼는 농가가 50%로 나
타나 농가들은 회사별로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3-34. 농가의 광폭필름 국내산 제품 간 품질 차별화 인지 정도
단위: %

구 분
채소류
화훼류
전 체

매우
나쁘다
0.9
0.0
0.9

약간
나쁘다
1.4
0.0
1.3

비슷하다

약간
좋다
38.6
32.9
38.4

47.9
33.9
38.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매우
좋다
11.2
33.2
12.1

합계
100
100
100

국내산 광폭필름의 각 기능성 및 종합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전체의
90% 정도의 농가가 국내산 필름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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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고 있다. 그중 작업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고, 투명성, 내구성,
보온성 등이 다음이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는 유적성과 방무 기능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이를 통해 유적 및 방무 기능에 대한 연구개발과 제품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이러한 기능성 차이로 인해 일본산 필름에 시장몫이 잠식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 중인 광폭필름의 원산지는 일본산 필름이 26%, 국내산은
74%인 것으로 조사되어 일본산 장기성 PO 필름의 보급률이 예상치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훼류 재배 농가는 국내산 보다 일본산 제품의 사
용비중이 더 많아 53%이고, 7% 농가는 이스라엘 등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본산 필름이 10년 전부터 본
격 보급된 이후 필름 교체 주기가 5년 전후이고 연간 판매 비중이 5% 내
외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장점유율로 판단된다.
표 3-35. 국내산 주요 광폭필름 제품에 대한 사용자 기능성 품질 평가
단위: %

구 분
유적성
투명성
내구성
보온성
안개방지
강도
작업성
제품완성도
종합만족도

매우
나쁘다
0.6
2.2
0.0
0.6
1.2
1.2
0.0
0.0
0.0

약간
나쁘다
20.1
20.1
21.7
12.0
17.9
19.2
0.0
4.9
9.1

보통이다
39.6
29.4
38.3
49.9
46.8
35.4
48.9
55.5
42.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약간
좋다
34.7
44.6
34.0
31.9
31.0
40.9
51.1
35.1
44.2

매우
좋다
5.0
6.6
6.1
5.5
3.1
3.3
0.0
4.4
4.4

100점
환산
64
66
66
66
64
65
70
6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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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사용 중인 광폭필름의 원산지
단위: %

구 분

국산

일본산

기타

합계

채소류

75.2

24.8

0.0

100

화훼류

40.8

52.3

6.9

100

전 체

73.9

25.9

0.3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일본산 장기성 필름의 사용 여부에 따른 국내산 및 일본필름의 평가와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는 국내산 제품보다 기능성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산 필름에 대한 재구매율 등 미래 시장 구도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일본산 필름의 구매 경험이 없는 농가에게 일본산 장기성 PO 필름에 대
한 구매 의향을 조사한 결과 17% 농가가 3년 내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고, 품질이 비슷할 경우 국내산을 구매할 계획은 63%, 품질이
낮아도 국내산을 계속 구매할 계획은 20%로 조사되었다.
표 3-37. 수입산 필름 구매경험이 없는 농가의 일본산 구매 계획
단위: %

구 분

다음 교체시
바로 구매

3년 내 구매

국내산
품질에 따라

품질이 낮아도

합계

채소류

6.2

10.3

62.8

20.6

100

화훼류

18.9

18.9

62.1

0.0

100

전 체

6.7

10.7

62.8

19.8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현재 경작하고 있는 작물의 생육조건, 생산기술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경우 최적의 광폭필름은 일본산 제품 사용경험 유무에 따라 상
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본산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없는 농가가 최적 필름으로 일본산 PO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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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선택한 비중이 30%, 국내산 장기성 필름이 16%, 이외 국내산 제품은
54%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본산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농가는 최적

필름으로 일본산 장기성 PO 필름을 선택한 비중이 92%로 거의 절대적인
충성도를 보여주었다. 국내산 장기성을 선택한 경우는 1%, 이외 국내산 기
능성은 7%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내산 필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본산 PO 필름에 필적하는 국내
산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강력한 시사점이다.
표 3-38. 수입산 이용 유무 및 경작 작물의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한 최적 필름 선택
단위: %

구 분

무경험

유경험

국내산
일반

국내산
기능성

국내산
장기성

일본산
장기성

합계

채소류

39.7

15.5

17.0

27.8

100

화훼류

0.0

15.5

0.0

84.5

100

전 체

38.1

15.5

16.3

30.0

100

채소류

0.0

5.8

1.0

93.2

100

화훼류

0.0

35.5

0.0

64.5

100

전 체

0.0

6.9

1.0

92.1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일본산 PO 필름 유경험 농업인이 국내산 제품을 일본산과 비교 시 국내
산 제품의 상대적 만족도는 6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적성, 투명성,
내구성, 방무성 등의 기능성에서 농가들의 평가가 평균보다 낮았다. 국내
산 장기성 PO 필름을 판매하는 회사도 적고 보급률도 낮아 농가들이 사용
경험이 있는 국내산 일반필름이나 일반 기능성 필름을 대비해 평가한 것이
므로 그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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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일본산 대비 국내산 제품의 품질 평가
단위: %

구분

유적성

투명성

내구성

보온성

방무

강도

작업성

제품
완성도

종합
만족도

평가

62.5

62.9

63.0

65.2

63.1

64.1

67.1

67.8

65.5

주: 일본산 PO 필름의 품질을 기준(100점)한 상대점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일본산 필름의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싼 것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지비용이나 품질의 우수성 등에서 국내산 제품보다 유리한 것으로 인식
하는 농가가 절반(56%)이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일본산 제품을 월등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농가는 30%로 나타나 장기성 필름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0. 일본산 필름의 가격 대비 품질 만족도
단위: %

구 분

비용보다
품질이 좋아
장기적으로
이득

일본산이
국내산 보다
월등히 좋음

품질은
좋으나
가격이 비쌈

가격과 품질
등 국내산이
좋음

합계

채소류

58.0

28.4

12.7

0.9

100

화훼류

12.6

87.4

0.0

0.0

100

전 체

56.3

30.7

12.7

0.8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일본산 제품을 사용한 이후 재배작물의 상품성과 단수가 크게 증가한 농
가는 약 10% 내외, 약간 증가한 농가는 약 75% 내외로 전체의 85% 농가
가 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국내산 제품을 이
용할 때보다 악화된 경우는 15% 내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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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일본산 PO 필름 사용 후 작물의 상품성 및 단수 변화
단위: %

채소류

월등히
향상
10.5

화훼류

22.0

78.0

0.0

0.0

100

전 체

10.9

74.7

14.4

0.0

100

채소류

8.6

73.5

17.9

0.0

100

화훼류

22.0

78.0

0.0

0.0

100

전 체

9.1

73.7

17.2

0.0

100

구 분

상품성

단수

약간 향상

차이없음

74.5

15.0

오히려
감소
0.0

합계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일본산 PO 필름을 사용한 후 설치비용과 전체 경영비 등을 감안한 실질
소득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농가가 72%,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농가는
25%, 오히려 감소했다고 응답한 농가는 3%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재배작물의 단위당 수확량이 증가한 데다, 상품성도 좋아 상
품화율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42. 일본산 PO 필름 사용 후 경영비 감안 실질소득 변화
단위: %

구 분

월등히 향상

약간 향상

차이없음

오히려 감소

합계

채소류

6.6

64.0

26.4

3.0

100

화훼류

8.9

91.1

0.0

0.0

100

전 체

6.7

65.0

25.4

2.9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이를 통해 국내산 농업용 필름의 품질 향상이 최우선 과제이며 일본산 제
품에 버금가는 기능성과 5년 이상의 품질 보증 내구연한을 갖춘 국내산 제품
의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산 농업용 제품
개발과 제품화 투자비용이 비현실적일 경우, 장기성 PO 필름에 대한 원천기
술 및 설비의 매입을 통해 기술이전 및 상품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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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시설농가의 농업용 보온자재 이용
부직포, 보온커튼 및 알루미늄 커튼 등 보온자재에 대해 시설재배 농가
의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화훼재배농가의 경우 매우 필요하
다고 응답한 농가가 90%, 필요하다고 응답한 농가가 10%로 나타나 화훼
재배농가의 경우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자재로 나타났다.
그림 3-25. 보온자재의 필요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농가들이 구매하는 보온자재의 종류는 부직포가 73%로 가장 많고, 다겹
보온커튼이 15%, 알루미늄 커튼이 12%로 조사되었다. 화훼류의 경우 알루
미늄 커튼의 사용비중이 3%로 낮은 반면 다겹보온커튼 사용비중은 21%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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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보온자재 구매 현황
단위: %

구 분

알루미늄
커튼
12.5
3.2
12.1

부직포

채소류
화훼류
전 체

다겹보온커튼

72.4
76.1
72.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15.1
20.7
15.3

합계
100
100
100

보온자재를 사용하는 주요 용도는 기본 기능인 보온과 단열이 85%, 시
설물 보호 등이 14%, 차광용이 1%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4. 보온자재의 주요 용도
단위: %

구 분

보온

단열

시설물보호

차광

합계

채소류

83.5

1.7

14.3

0.5

100

화훼류

69.8

0.0

30.2

0.0

100

전 체

83.0

1.7

14.9

0.5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보온자재의 구매는 주로 대리점이 71%, 지역농협이나 농민 조직을 통한 공
동구매가 18%, 시공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는 비중은 7%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3-45. 보온자재 구매 장소
단위: %

구 분

대리점

농협 등
농민단체

시공업체

잘모름

합계

채소류

72.0

18.4

4.8

4.8

100

화훼류

37.3

0.0

62.7

0.0

100

전 체

70.6

18.4

7.1

4.6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보온자재의 내용연수는 7년이 34%로 가장 많고, 10년 이상으로 응답한
농가가 20%, 5년 11%, 6년 6%, 4년 이하는 7%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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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보온자재의 교체주기를 조사한 결과, 보온자재의 종류마다 차이
가 있으나 보통 보온자재의 교체 주기는 6년 이상 이용하는 농가가 72%,
5년마다 교환하는 농가는 14%, 4년 이하가 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6. 보온자재 교제 주기
단위; %

구 분

2년마다

3년마다

4년마다

5년마다

6년 이상

합계

채소류

0.3

4.5

3.4

13.4

72.7

100

화훼류

6.2

0.0

0.0

28.9

64.9

100

전 체

0.5

4.3

3.3

14.0

72.4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농업인들은 보온자재 생산 회사별로 가격이나 성능 등 품질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과 품질에서 모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86%, 가격 차이는 있으나 품질은 차이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5%,

품질과 가격 모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9%이다.
표 3-47. 농업인의 보온자재별 차별화 인식
단위: %

구 분

가격과 품질
모두 차이

가격, 품질 차이
거의 없음

가격 차이 있으나
품질은 동일

합계

채소류

86.8

8.1

5.0

100

화훼류

76.2

23.8

0.0

100

전 체

86.4

8.8

4.8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보온자재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먼저 보온자재가 부피가 크고 무거워 다
루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보완한 경량화와 생력화 요구가 3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온성 강화와 습기 등에 대비한 내구성 강화 요구가
각각 26%를 차지하였다. 이외 시설 내에 그늘이 생기는 문제 등 설치 문
제의 해결과 가격 비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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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보온자재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3.1.4. 시설농가의 농업용 강관 이용
시설재배 농가들의 56%는 25㎜ 지름의 농업용 강관을 이용하고, 20%는
32㎜, 8%는 40㎜ 이상, 6%의 농가는 25㎜ 미만을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화훼류 농가는 25~30㎜를 쓰는 농가가 85%, 40~42㎜를 쓰는 농가가
15%로 나타났다.
표 3-48. 시설농가의 농업용 강관 이용(지름 기준)
단위: %

구 분

25㎜ 미만

25.0㎜

30∼32㎜

32㎜

33∼40㎜

40㎜ 이상

합계

채소류

6.4

58.0

0.0

7.3

4.1

3.1

100.0

화훼류

0.0

51.1

34.2

0.0

0.0

14.7

100.0

전 체

6.1

57.7

1.3

7.0

4.0

3.5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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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 농가들의 61%는 1.5㎜ 두께의 농업용 강관을 이용하고, 13%
는 2.5~2.9㎜, 12%는 1.6~1.9㎜, 8%는 1.0~1.4㎜, 나머지 7%의 농가는
2.0~2.4㎜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9. 시설농가의 농업용 강관 이용(두께 기준)
단위: %

구 분

1.0∼1.4㎜

1.5㎜

1.6∼1.9㎜

2.0∼2.4㎜

2.5∼2.9㎜

합계

채소류

7.9

62.0

11.8

6.0

12.3

100.0

화훼류

0.0

41.0

3.4

32.9

22.7

100.0

전 체

7.6

61.2

11.5

7.0

12.7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농가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온실 시설을 정부(농촌진흥청)가 제시한
내재해형 규격에 맞춰 시공하였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74%의 농가가 규격
에 맞춰 시공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3-27. 내재해형 규격 시공 농가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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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의 자연재해 및 사용 연수에 따라 발생한 하자 사례를 조사하였다.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온실 전체의 처짐이나 뒤틀림에 의한 변형이 32%,
강관의 상단이 휘는 현상과 강관의 녹 발생이 각각 26%, 강관 도장의 열
화가 15%로 나타났다.
표 3-50. 농업용 강관의 하자유형별 발생 비중
단위: %

구 분

온실의
변형

강관
상단 휨

강관
매설 녹

강관
상단 녹

강관 도장
모름/
기억 안 남
열화

채소류

32.8

27.1

14.0

11.9

15.8

50.7

화훼류

9.1

9.1

3.4

12.5

3.4

72.7

전 체

31.9

26.4

13.6

11.9

15.3

51.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농업용 강관의 구매장소는 대리점을 통한 구매가 61%로 가장 많고, 농
협 등 계통구매가 34%, 농업인단체 등을 통한 공동구매는 5%, 시공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는 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1. 농업용 강관 구매 장소
단위: %

구 분

대리점

농협

공동구매

시공업체

합계

채소류

61.7

33.2

4.5

0.6

100

화훼류

37.6

44.2

14.7

0.0

100

전 체

60.7

33.6

4.9

0.6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농업용 강관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첫째는 품질 등 성
능이 59%, 다음으로 가격이 30%로 조사되었다. 브랜드를 고려하는 농가와
사후관리 등 편리성을 고려하는 농가도 각각 3%, 구매 장려금이나 주변
추천인의 권유도 각각 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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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농업용 강관 구매 시 고려사항
단위: %

구 분

품질 등
성능

가격

지원금
등 혜택

공동
구매

브랜드

사후
관리

합계

채소류

60.4

29.8

1.7

2.8

2.7

2.7

100

화훼류

27.3

37.6

22.6

3.4

9.1

9.1

100

전 체

59.1

30.2

2.5

2.8

2.9

2.9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농업인들은 농원용 강관 제품 생산 회사별로 가격이나 성능 등 품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가격과 품질에서 모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73%, 가격 차이는 있으나 품질은 차이가 거의 없다고 응답
한 비중이 12%, 품질과 가격 모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5%이다.
표 3-53. 회사별 강관 제품의 차이점
단위: %

구 분

가격과 품질
모두 차이

가격, 품질 차이
거의 없음

가격 차이 있으나
품질은 동일

합계

채소류

73.5

15.5

10.9

100

화훼류

55.8

10.3

33.9

100

전 체

72.8

15.3

11.8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농업용 강관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에 응답한 농업인 중 54%가 농업용
강관에 대해 문제점이나 특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응답한 농가 중 36%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
은 강관의 강도와 수명 등 내구성이라고 응답하였고, 강관의 녹 발생 방지
가 31%, 도금이나 용접부위 등에 대한 품질개선이 14%, 가격 문제가 6%,
사후관리 등이 2%로 나타났으며 시설의 흔들림이나 뒤틀림 등 시공과 관
련된 문제점도 1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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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농업용 강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가격 및 비용
사후관리
품질개선
뒤틀림 등 시공 관련
녹 발생
내구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9.). 시설농가 조사결과.

3.2. 주요 생산자재 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지금까지 시설원예 생산 농가들이 사용하는 주요 생산자재에 대한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각 주요 자재별 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농가조사 및 인터뷰 등에서 지적된 온
실 시공에 대한 문제점도 정리하고자 한다.

3.2.1. 일반 애로사항
시설원예 농가들이 영농현장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애로사항 중 가장 큰
것은 수확물의 유통과 판매 및 경영 부분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농가의
53%가 겪고 있는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시설과 생산기술이 각각 23%,
13%, 작물 선택의 어려움이 1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매 및 경영 부분

을 제외하고 일반인 영농과정 중 시설관리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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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관리와 연관된 시설자재 중 난방기기와 환경제어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55% 농가가 이들 기자재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외장 부분과 강관이 각각 20% 정도로 나타났다. 시설자재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비용이 가장 큰 문제(64%)로 나타났고, 자재의 내구성 등 품질도
21%의 비중이며, 시설의 유지보수, 정부의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작 중인 작물의 생육조건, 생산기술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온실 형태는 81%의 농가가 단동 비닐온실이라고 답하였고, 연동
비닐온실은 16%, 유리온실은 3%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첨단 자동화
온실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에서 86%의 농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으나, 일부 엽채류 중심의 농가는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나 비용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치 비용과 운영 비용을 낮춘 보급형 첨
단 온실의 개발과 품목 맞춤형 자동화 온실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

3.2.2. 농업용 필름 이용의 문제점
시설원예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필름의 재질별 비중은 고르게 나타났
다. 기본류 필름을 사용하는 농가가 31%, 기능성은 34%, 장기성 등 고기
능성 필름이 35%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필름의 원산지 조사에
서는 국내산이 74%, 일본산이 26%, 기타가 0.3%로 조사되었다.
농가들이 평가하는 국내산 광폭필름의 각 기능성 및 종합적인 만족도 조
사에서 90% 이상의 농가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작업성에 대한 평
가가 가장 좋은 편이고 다음으로 보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기능이 투명성, 유적성, 방무성과 내구성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일본산 장기성 필름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농가가 평가하는 국내산
필름의 상대적 만족도는 6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작하고 있는 작물의 특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
의 필름을 선택하는 조사에서 일본산 필름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농가의
30%, 유경험 농가의 92%가 일본산 장가성 필름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일

본산 필름의 가격이 국내산에 비해 2배 내외 비싼 것을 감안하더라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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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향상에 따른 소득 증가 등 전반적인 농가 경영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농
가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국내산 농업용 필름의 품질 향상이 최우선 과제이며 일본산
제품에 필적하거나 더 우수한 기능성 및 5년 이상의 품질 보증을 갖춘 국
내산 제품의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2.3. 보온자재 이용의 문제점
부직포, 보온커튼 및 알루미늄 커튼 등 보온자재에 대해 시설원예 농가
의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용하고 있는 종류는 부직포가
73%, 다겹보온커튼이 15%, 알루미늄 커튼이 12%로 나타났다.

보온자재의 내용연수와 교체주기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보통 6년 이상
사용하는 농가가 73%로 나타나 초기 제품 선택 및 구매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온자재의 개선점은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다루기 힘들다는 의견이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본 기능인 보온성 강화와 습기 등에 대비한 내구성
강화이며, 그늘이 생기는 문제 등 설치 문제의 해결과 비용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보온자재의 경량화와 생력화, 기본기능인 보온성 및
내구성이 높은 제품의 개발, 설치 후 그늘이 생기는 문제 등 제품의 기능
성뿐만 아니라 설치와 관리 부분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3.2.4. 농업용 강관 이용의 문제점
온실의 자연재해와 사용 연수에 따라 발생한 하자 사례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온실 전체의 처짐이나 뒤틀림에 의한 변형이 32%로 가장 많고,
강관의 상단이 휘는 현상과 녹 발생이 각각 26%, 강관 도장의 열화가 15%
로 나타났다.
농업용 강관의 개선사항에 대해 강관의 강도와 수명 등 내구성 강화를
응답한 농가가 36%로 가장 많았고, 녹 발생 방지가 31%, 도금이나 용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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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등에 대한 품질개선이 14%, 가격문제 6%, 사후관리가 2%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이 흔들리거나 뒤틀리는 등 시공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농가
도 11%로 나타났다.

3.2.5. 온실 시공의 문제점
시설원예 농가조사에서 온실 시공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농가 인터뷰
와 토론회 자리에서 시공과 시공업체의 문제점에 재해 지속적인 제기가 있
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시공 문제점의 출발은 온실 시공업체의 자격과 선정 문제에서 출발한다.
현행 법률상 농업용 온실의 시공 자격은 전문건설업자에게 있다. 이에 따
라 농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농업용 온실을
시공함에 따라 부작용과 농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2년까
지 전문건설업 중 ‘온실설치공사업’으로 온실 시공업체를 분리하였으나,
2003년 이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온실공사의 대부분

을 금속구조물 업자 등 일반 건설업체가 낙찰 후 기존 온실업체에 하도급
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설치 비용이 증가하고
부실 시공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농업용 온실의 시공은 작물의 재배환경, 작물의 생리, 양분공급과 환경
제어, 냉난방 등 기후･토양･작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필요하다.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 사례로는 기초공사
부실로 인한 지반침하, 철골 뒤틀림, 축오차 등이 있고, 구조부실로 인한
결로문제, 규격 미달의 자재 사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환경제어와 온
도조절 등 작물 환경조절에 필수적인 요소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비전문 업체의 온실 시공 문제는 이러한 피해 발생에 따른 민원과 부실
시공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원예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
고 있다. 시설원예 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 ICT 융복합 등 첨단 온실 시
공이 증가할 것이고 식물공장 등 전문성을 갖춘 시공업체의 필요성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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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비전문적 업체까지 시공 자
격이 부여되는 관리 방식은 이러한 변화 발전 양상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
가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
다. 현행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에서 별도의 독립된 건설업종인 ‘온실
설치공사업’으로 명시하여 온실 시공업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
한 시공업자 관리 부처도 현행 국토부장관이 위임한 전문건설업협회에서
시설원예 정책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원예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2.6. 수요자의 요구 대응 개선과제
앞서 살펴본 수요자의 자재별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
출하였다. 수요자가 시설자재 중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인 자재의 가
격과 초기 투자비용 및 내구성 등 품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가장 일반적으
로 쓰이는 자재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춘 제품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설품목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자재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고기
능성 제품의 개발 보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현실적인 ICT
융복합 첨단기자재의 보급형 개발을 통해 일반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할 필
요가 있다.
농업용 필름은 다소 고가이더라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고기능성의 내
구성을 갖춘 국내산 제품의 품질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국내산
제품의 개발과 보급이 늦어질수록 일본산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확대될 가
능성이 높다. 보온자재와 농업용 강관은 모두 다루기 쉬운 생력화와 튼튼
한 내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가장 높았다.
온실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의 자격요건이 일반 건설업자에까지 확대
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므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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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 농업인의 주요 자재별 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구 분
･일반사항
･농업용 필름
･보온자재
･농업용 강관
･시공업체

-

주요 문제점과 개선과제
저가격 자재개발 보급 및 품질 제고
보급형, ICT 등 첨단 기자재의 개발과 보급
국내산 필름의 투명성, 유적성, 방무성 및 내구성 등 품질 개선
일본산 구매 계획: 무경험(30%), 유경험(92%)
보온자재의 부피와 무게 등 생력화 필요, 내구성 강화
그늘이 발생 등 설치 시공 문제
강관의 강도와 수명 등 내구성 강화
시설의 흔들림과 뒤틀림 등 시공문제
일반 건설업체가 온실 시공, 부실 및 하자 발생
전문성 높은 온실시공업체로 시공업체 분리 및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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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환경변화와 중장기 전망

1.1. 시설원예 및 주요 생산자재 산업의 환경변화
1.1.1. 대내외 여건변화 및 주요 이슈
시설원예 산업과 생산자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과 여건이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산업의 미래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농업･농촌 환경 변화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인구구조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려진 바
와 같이 인구감소, 노령화와 여성화 및 귀농가구 증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과 과거 상부상조로 이루어지던 농작업
이 고용 인력으로 대체되는 등 중요한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으로 최근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귀농하는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
다. 이러한 여건 변화는 시설원예 산업에 비용 절감, 고기능성, 생력화 자
재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신규인력 유입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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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역자유화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세계 52개국과 14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였다. 앞으로도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nership)’ 등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국내 시설원예 산업뿐만
아니라 농산업 전체는 해외 농산물의 유입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생산자재 산업 역시 저가격 또는 고품질의 외국산 자재와 시장경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시설원예 및 생산자재 산업 내부의 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외부의 혁신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역자유화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품질 농산물
과 식품 및 우수한 생산자재의 수출 확대를 이루어내고 있다. 개방경제 환
경이 시설원예 및 생산자재 산업에도 충분한 기회와 성과를 올릴 수 있도
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 친환경 시설원예 산업

농업의 지속가능성, 특히 투입요소가 많은 시설원예에 대한 지속가능성
은 시설원예 산업 및 생산자재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긴밀
히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 시설원예는 기초 환경자재 및 환경조절을 위
한 기자재가 석유화학제품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석유화학제
품은 생산 및 설비 단계뿐만 아니라 사용 후 처리와 관리 부분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는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
임재활용제도’ 등을 통해 합성수지 등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과 사용 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시설원예의 친환경 생산과 사용
후 관리 및 친환경 자재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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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비용 생산구조

우리나라 시설원예 산업은 몇 차례 반복되어온 원유가 상승에 따른 여파
를 극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 시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
망이 압도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대체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효율성 높은 온실의 내･외피와 보온자재가 개발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자재비 인상과 시설 환경관리비용 상승 등에 대응한 생산기술과 자재의 개
발과 보급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4-1. 시설원예 및 자재 산업의 환경변화

1.1.2.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SWOT 분석
가. 강점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강점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국내
산 시설원예 생산자재에 대한 최종 수요자인 농업인들의 우호도와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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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편이다. 국내산 자재의 품질이 우선이겠으나, 수요자의 이러한 정
서도 산업 발전에 큰 강점이다. 둘째, 각 자재별 선도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높다. 이러한 노하우와 자산을 충분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정부의 지속적인 시설원예 지원 정책이다. 넷째, 농협계통구매를 통한 우
수한 국내산 자재의 공동구매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의 네트워크를 활
용한 유통 및 홍보를 들 수 있다.
나. 약점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약점은 첫째, 국내 시설원예 산업 규모의 정
체 또는 낮은 성장률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시설원예 특성상 정부의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둘째, 주요 자재별 생산업
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거나 영세업체인 데다,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저
하되고 있다. 셋째, 시설자재의 수요는 봄･가을철에 집중되고 있다. 넷째,
기초 중화학공업의 기술과 설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위에
있어 신제품 및 고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한계로 지적된다. 다섯째, 국
내 농업인의 농업 재배 및 시설관리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 열
위에 있다. 여섯째, 원료 대부분을 수입함에 따라 원료가격은 국제가 변동
에 민감하나 완제품 가격은 그 추세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다. 기회

첫째, 정부의 농업부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시설자
재에 대해서도 정부기관을 통한 기술개발과 보급이 가능하다. 둘째, 정부
의 적극적인 시설원예 농산물에 대한 수출확대 정책으로 고품질 자재에 대
한 수요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첨단 ICT 및 고품질 자재
를 이용한 시설원예 규모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넷째, 신선농산물의
수급안정에 대한 소비자 및 정부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
라서 시설원예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처 역할이 더욱 중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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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협

첫째, 일부 효용성이 높은 수입산 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
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FTA 등 개방 확대에 따라 저가의
수입산 자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나, 지금까지는 품질문제 등으로 확대
되지는 않고 있다. 셋째, 사용 후 자재에 대한 재활용 등 처리와 관리 비용
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4-2.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SWOT 분석

1.2. 시설원예 및 주요 생산자재의 중장기 전망
농가 조사결과, 가까운 미래에(3~5년 내) 시설면적 변화는 크게 없을 것
으로 나타났다. 75%의 농가가 현 수준의 재배면적을 유지할 것으로 응답
하였고, 면적을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17%, 면적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
은 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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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KASMO 모형 분석결과, 주요 시설채소류인 과채류, 엽근채소와

화훼류의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빠른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30년까지
는 감소속도가 완화되면서 완만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
히 과채류의 감소폭이 완화되어 2015년 5만 7천 ha에서 2030년 5만 4천
ha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엽채류는 동 기간 1만 4천 ha에서 1만 ha로 상

대적으로 빠른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화훼류는 3천 ha 내외에
서 증감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3. 시설재배 부류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KREI-KASMO.

권오복 외(2009)의 연구에서 수행한 온실설치면적 추정식을 기초로 설치
면적의 연평균 증감률을 이용하여 온실설치면적을 전망한 결과 비닐온실
은 2014년 53,489ha에서 2030년에는 58,700ha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유리
온실은 동 기간 400ha에서 530ha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질판
온실은 감소세가 지속되어 2030년에는 130ha 내외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
체 시설설치면적은 2014년 54,075ha에서 2030년에는 59,0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발전방안

109

농가조사와 KREI-KASMO 분석 및 온실설치면적 전망치를 종합하면,
원예작물의 재배면적은 감소추세가 지속되나 그 감소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적인 시설설치면적은 현 추세와 비슷한 완만한 상승세 또는
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은 위와 같은 대내외 환경에서 전체적으로
현 추세와 비슷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거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재별로 살펴보면, 농업용 필름 산업은 일본산 수입필름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추세이므로 향후 5년 내 충분한 품질을 보장하는 국내산 제
품이 출시되기 전까지 국내산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생산업체들의
경영압박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분간 폐기물부담금 등 친
환경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익성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국내산 제품의 품질이 제
고되고 농가들의 신뢰가 회복될 경우, 국내산 수요량은 점차 회복될 것이
다. 다만, 수입산 제품이 농가들의 신뢰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
성 제품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면 국내산 농업용 필름산업의
미래는 일본산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산 부직포와 보온커튼 등 보온자재는 설치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고, 효율적 에너지 관리 및 비용 절약을 위한 합리적 수요가 증대
될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강관의 수요는 지속되는 시설원예 신규 시공수요와 노후 시설의
리모델링 수요 등이 겹쳐 당분간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발전방안과 정책과제

우리나라 시설농자재 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제품
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원예산업 발전을 선도하였다. 이를 중·장기
산업발전의 비전으로 삼고 달성하기 위한 생산자재 산업의 목표는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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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력화, 고품질, 고부가가치, 저비용, 친환경 자재의 개발과 보급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자재 산업 공통의 전략을 위협요인의 대응, 미래 산업의
기틀마련 및 안정적 내수기반 확충으로 제시하고 세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각 주요 자새산업별 발전 목표와 전략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4-4.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발전전략과 비전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발전방안

111

2.1 시설원예 주요 생산자재 산업의 발전방안
2.1.1. 시설농자재별 산업 발전방안
가. 농업용 필름 산업

국내 농업용 필름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산 제품의 품질 경쟁력 증
진과 이를 통한 내수기반 확충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 수립이 강
구되어야 한다.
농업용 필름산업은 우리나라 백색혁명을 주도한 시설원예 기반 산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이후 일본산의 내구성과 기능성이 강화된
필름이 확대 보급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일본산 보급률이 25% 이상
이며, 매년 약 5%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일본산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국내산 내수기반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에 대응한 국내산 제품의 품질 제고와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업 및
정부의 연구개발 노력과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를 기반으로 축소된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해외 시장 개척을 위
한 전략수립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농업용 필름산업은 자발적인 또는 경영취약에 따른 구조조정
이 이루어졌으나, 30% 이하의 시설 가동률과 업체 간 과당경쟁 등으로 산
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외부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과 기업 간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려한 전략
적 선택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 농업용 필름 수요와 수출 전략을 고려한
국내 기업의 적정한 생산설비 규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농업용 필름산업의 유통부문에서는 수요의 계절성, 연합구매 시 과도한
할인요구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시설자재 수요의 주년화는 국내 농업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혜택 등의 선주문
및 약정 구매 방식의 도입 등 적극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
합구매 시 과도한 할인요구 등은 최저가 입찰방식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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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공론화를 통한 상
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변화되고 있는 시설원예 및 국내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신제품
과 시설원예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농업용 필름의 품질 수준이 높아짐에 따
라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선도기
업과 이외 업체들 대부분이 연구개발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와,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 연구
기관의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고 일반산업용 필름을 개발･생산하는 대기
업과 전략적 제휴 등 다각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료 수급의 안정을
위해 업체들이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연합구매 방식과 기금의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업환경과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화 및 여성화에 대응한 생력형 제품과 친환경 제품 및 사용
후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부록 1>의 일본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의 기능성
및 환경 대응 신제품 개발 현황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품
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용 절감을 통한 저가격 제품의 개발 보급
도 필요하나, 수요자와 시설원예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부가가치 고품질
신선원예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고기능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
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보온자재 산업

보온자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요구 및 여건변화에 부응하
는 신제품 개발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보온자재 산업은 시설원예 초기부터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첨단소재 섬유와 알루미늄 등을 혼배합한 기능성 제품들로 발전
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에너지 소비 절감과 효율성 증대 효과가 높아
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수요가 점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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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발전은 보온자재에 신소재를 결합하여 소비자의 다
양한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자재를 개발하고 보급한 산업의 성과이다.
이를 기초로 앞으로도 소비자 요구와 필요를 선도하는 고품질 고기능성 제
품을 개발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산업 내부적으로 생산업체의 규모 편차가 크고 영세업체가 많아
매우 다양한 제품이 경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판매와 유통이 일
반 대리점이나 판매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판매 후에도 대금 정산이 시공
회사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보온자재 생산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하여 중･장기 전략 수립이나 제품개
발 투자 등이 미흡하다. 조사기업의 60%가 미래 경영전략이 없고, 제품개
발을 위한 투자나 예산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들은 다루
기 쉽고, 습기에 강하고, 고품질의 우수한 내구성을 지닌 제품의 개발을 요
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여 개발을 위
해 산학협력과 제품개발 지원이 필요하며, 전문 경영컨설팅을 통한 미래전
략 수립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강화되고 있는 친환경 및 자원 재활용 정책에 따라 석유화학
제품의 사용 후 처리와 관리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해 보온
자재 생산업체들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 시장에 대한 지역별 현지화 제품의 개발을 통해 해외 수출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부록>의 일본 사례와 같이 현재 보온자재 산업은 우리나
라가 선도하고 일본 등이 이를 현지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
라 생산업체들이 해외 실정에 맞는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수출시장을 확대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생산업체들이 중소업체로 인해 해외시장 정보 및 교류 등에 제약이 따르고
실제 계약 등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정부나 공
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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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용 강관산업

농업용 강관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내재해형 하우스 시공 보급을 확대해
야 한다.
농업용 강관산업은 시설원예의 골조산업으로 농업용 필름산업과 마찬가
지로 우리나라 시설원예 현대화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철강산업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정부가 추
진한 내해재형 설계 기준 및 농협의 엄격한 납품자재 품질관리 등에 따라
고품질 균일 품질의 제품이 생산 공급되어, 수요자의 신뢰와 국내산 충성
도가 높은 편이다. 기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내재해형 온실의
보급률이 74%로 나타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더욱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내재형 설계 시공 온실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업용 강관산업의 생산부문은 비교적 수월한 산업 진입과 일반 산업부
문의 사업 전환 여파로 업체 간 경쟁이 심하고, 원가의 80%에 달하는 높
은 원자재가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 내부의 자발적 또는
제도적 구조조정과 원료구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공동구매 또는 기금 조
성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먼저 업체의 공동이해관계를 협
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회 등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요자들의 50% 내외가 농업용 강관에 대해 특별한 불만사항은 없으나,
철강 특성상 나타나는 휨과 부식 및 내구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
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들의 요구와 농업 내·외부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내
구성 및 강성과 부식되지 않는 저비용 제품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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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가.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첫째, 원자재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및 공동기금 조성 대책을
논의하여야 한다. 국제 유가의 변동 등에 민감하고 원자재 대부분을 대기
업이 수입한 후 제품화하여 공급하므로 개별 중소기업의 구매력으로는 협
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대응책으로 업체를 대표하는 협회를 구성하여
공동구매 방식을 논의하고 더욱 적극적으로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비하
는 공동기금 조성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과잉설비를 생산현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과잉
생산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과잉설비에 대해 수출, 해외공장 설립 또는 폐
품처리 등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당경쟁 산업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정체되고 있는 내수시장의
한계에서 유발되는 과잉경쟁이 수익성 악화와 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발적 구조조정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도 이
들의 업종 전환 또는 적정한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세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공동브랜드, 공동홍보 시스템을 마련해 볼 수 있으
나 법적 제약을 미리 검토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넷째, 유통합리화 대책을 마련하여 생산업체의 경영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시설농자재 특성상 농협의 계통구매 비중이 높은 편이고 계
통공급가격이 시장 기준가격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계통 공급 및 가격을 합
리화하고, 연합구매 등 대량 구매 시 유발되는 과도한 할인요구나 민간 대
리점의 지원금 요청 등 불합리한 관행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이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수송방식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비한 합리
적 운송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은 모두 농가에
게 전가되거나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해 시설원예 산업의 총비용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보온자재에 대해서도 이러한 환경부담금에 대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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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효율적 부담과 합리적 부담금 적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나. 미래 생산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

첫째, 외국산 고품질 고부가가치 자재에 대응한 국산 자재개발이 시급하
다. 외국산 고품질 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자 선호도가 높고 시장 점유
율을 높이고 있어 이에 대응한 국내산 제품의 품질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선진국의 우수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이를 응용하여
국산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고품질 고부가가치 자재 생산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기존제품
의 성능을 개선하여 국내 실정과 환경에 맞는 우수한 자재 생산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과 더불어 이를
시현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과 인력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셋째, 산학연 협력 방안 강화와 원료공급 대기업과의 공동 제품 개발 방
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먼저 학계와 연구기관을 통한 기초 응용분야 연
구를 지원하고, 이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산업체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원자재를 납품하는 대기업과 중소 자재업체가 신제
품 개발을 공동으로 기획해야 한다. 신제품 개발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기
업의 풍부한 자금과 인력으로 연구와 개발은 대기업이 담당하고 이를 농업
현장의 경험이 많은 생산자재 산업체에서 상품화와 마케팅을 담당하여 공
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러한 제품 개발을 통해 영농현장에서 고품질 고부가가치 생산물
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자재의 최적 활용 및 관리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재가 경영비 절감으로 이어져 국내 농산업 전체의 경
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설자재별 전문화 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적극 육성 지원할 필
요가 있다. 우리나라 시설자재 산업은 자재별로 역사가 깊은 선도기업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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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들이 있다. 이들 기업들의 전문분야의 강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
도록 전문분야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 자재시장 규모 확장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해외 지역별 품목별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이들
시장에 대한 맞춤형 자재를 개발하거나, 한국형 모델하우스의 종합 일괄수
주계약(턴키방식)을 통해 자재 및 관리제어 기술을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는 중단된 대북협력 지원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안정적 내수기반 조성

첫째, 국내 시설원예가 본격 보급된지 이미 20년 전후가 되어 노후 시설
이 많다. 이를 안전한 생력화 시설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신
현대화와 첨단화 시설 적용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 수익성을 고려한 저비용 자재보다는 입증된 시설자재와 재
배 품목 및 품종에 적합한 시설자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리
하다. 농업용 필름의 예에서와 같이 고기능성 제품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이 비싸지만 이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의 증산이 가능해 전체 농가 조수입
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구매단가보다는 투자 대비 수익성, 생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원예 선도농가 혹은 품목별 생산자 단체 등의 자재이용과 경
험을 토대로 기존자재의 개선사항과 개발이 필요한 신제품에 대한 적극적
제안이나 피드백이 필요하다.
넷째, 시설원예 시공에 경험이 없는 건설업 계열의 시공업체들이 난립하
여 중요한 생산기반인 원예시설의 시공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민원이 발
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공업체의 자
격을 전문화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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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지난 1990년대 정부의 적극적인 원예산업 발전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시설원예 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수한 고품질 고기능성 및 최적의 농자재를 적기에 적정가격으로 공급하
는 것이 안정적 시설원예 발전과 전체적인 농산업 발전의 시작임을 인식하
여야 한다.

2.2.1. 시설농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
첫째, 지속적인 시설원예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기조를 적극 유지 시행
하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시설원예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다각적
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요소는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개정함으로써 시
설원예 발전을 위한 분명한 정책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예에서와 같이 지원 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원예 생산자재를 규격화･표준화할 수 있는 점진적 노력이 필
요하며, 밭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시설원예 전
문화 단지와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선 시행이 필요한 지역 등의 점검을
통해 부분적·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단위 간척
지 내 시설원예단지 추진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문화 시설단지와 수출지향
시설원예단지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사업으로 지원되는 농자재는 그
품질기준과 규격 등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생산자재 산업 발전
및 고품질 자재 도입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규모 생산자재 산업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과잉 경쟁과 과잉 생산설비
에 필요한 조치로 자발적 구조조정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나, 업체들의 합
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 제시 혹은 업종 전환 등에 필요한 제도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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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절차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R&D 사
업이나 소규모 영세업체를 위한 제품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 연구기관의 협
력과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

2.2.2. 미래지향적 시설농자재 산업 발전 과제
첫째, 산학연 및 수요자와 정책입안자 등이 함께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전후방 산업 발전 대책과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시설원예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등 생명산업, ICT 융복합 첨단산
업 및 환경친화적 미래산업으로 장기 목표를 구상하여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최근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ICT 융복합 첨단 자동화와
같이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나 생명산업 미래산업으로서 더욱 중
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
원이 더욱 중요하다.
셋재, 정부가 보급한 ‘한국형 온실 내재해형 표준 설계 방안’을 현재 추
진 중인 한국형 시설 표준 모델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한국형 온실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농촌진흥청을 통해 연구되고 마무리되는 단계인 “한국형 온실 설계
기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한국형 온실의 표준 설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기초로 현재 매우
다양한 지역별 온실 형태도 지역의 실정과 환경에 맞는 표준설계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형 온실의 수출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모색하여야 한
다. 정부기관이나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원예산업 동향에 대한 정
보수집과 이에 대한 공유, 맞춤형 기자재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공
식적인 통계를 구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온실의 해외 수출
실적이 약 4천만 달러(4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일
본의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온실 신축 수요 증가와 러시아 비중이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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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온실 수요가 높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과 중동국가 등 해외 정보의 수집과 맞춤형 자

재 개발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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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요약

1.1. 연구의 개요
우리나라 시설원예 산업은 FTA 등 개방화 시대를 맞아 수출산업의 원동
력과 안전한 신선식품의 안정적 공급처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개방화 시대 내수와 수출의 선도산업으로 도약’을 시설원예
산업의 비전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기초산업이며 후방산업인 생산자재 산업
의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시설원예 산업의 주요 생산자
재인 농업용 필름, 보온자재와 농업용 강관을 중심으로 산업의 구조와 현
황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자재별 산업 내부의 생산과 유통 실태 및 문제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입산 자재의 유통실태와 국내산 경쟁력을 분석하
고, 사용자인 농가의 주요 자재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분석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자재별 추진 과제와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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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설원예 산업의 발전과정과 주요 정책
우리나라 시설원예 산업은 1970년대 양적확대기, 1980년대 성장발전기
를 거치며 크게 확대되었고, 1990년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5만 ha 이상
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소위 백색혁명이라 불리는 급속한 성장은 후방산
업인 시설자재 산업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시설원예 재배면적은 1990년 37천 ha에서 2000년 94천 ha로 두 배 이상
급증한 후 빠르게 감소하여 최근 63천 ha 수준이다. 하지만 시설 설치면적
은 1990년 25천 ha에서 2000년 초반 52천 ha로 빠르게 증가한 후 최근 정체
되어 53천 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설 유형별 설치면적은 비닐하우스가
절대적(99%)이며 유리온실이 350ha 내외, 경질판 온실은 200ha 수준이다.
시설원예 육성을 위한 주요한 정부 정책은 ‘첨단온실 신축지원 사업’,
‘농업용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중 과수 고품

질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첨단
온실 신축지원 사업’은 1ha 기준 철골온실은 30억 원, 비닐온실은 7.5억 원
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용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인 보온커튼과 관련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시
설원예현대화사업)’을 통해서는 농업용 필름인 장기성 필름에 대해 지원받
을 수 있고 다양한 환경시설 기자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통해서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설원예 정부 정책사업규모는 2013년에 약 7천억 원 규모이던
것이 2015년 6천억 원대로 축소되었다. 정책 자금의 재원별 구성비는 정부
지원과 자부담 비중이 최근 4:6 정도로 조정됨으로써 농가들의 부담액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정부정책의 성과 등 생산자재 산업 발전 기여도에 대한 조사에서 자재생
산업체들의 대부분이 정책 기여도를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
다. 특히, ‘첨단 온실 신축 지원 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의 기여도는 우
수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가들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해 발전 기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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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특히 ‘시설 현대화 사업’과 ‘농업용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첨단 온실 신축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우수 이상으로 나
타났다.

1.3. 시설원예 주요 생산자재 산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시설농자재는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① 골조자재, ② 피
복자재, ③ 생육환경조절기자재(온･습도, 광도 조절, 가온 시설, 각종 제어
시스템), ④ 관수시설(양액재배포함), ⑤ 기타 부대시설이 그것이다. 이처
럼 다양한 시설농자재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는 2000년대 초까지 한국농자
재협회에서 발표하였으나, 2004년 이후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은 없
다. 하지만 시설자재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각 범주별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시설골조와 피복자재 시장은 각각 3천
5백~7백억 원대로 비중이 가장 크고 육묘자재가 1천 5백억 원, 시설환경기

자재와 관수자재가 각각 약 1천억 원대 시장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시장규모는 1조 1천억 원대로 추정하
고 있다.
농업용 필름은 비닐하우스용 외피와 내피로 쓰이는 광폭필름과 멀칭용
소폭필름으로 구분한다. 농업용 필름의 생산량은 연간 6만 2천 톤, 매출액
은 2천 3백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매출액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생산의
80%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상위 2개사는 50% 수준이다. 경쟁 정도에 따

른 시장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추정한 HH 지수는 1,656으로 생산업체가 경
쟁이 치열한 완전경쟁 시장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상 봄가을철에 집중되는 수요의 계절성으로 인해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고 공장설비의 가동률이 30% 내외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매출순이익률도 1% 내외로 매우 낮은 편이다. 노동생산성 및 자본생산성
역시 10년 전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에서 2000년대 초 이후 일본산 고기능성에 5년 이상 사용 가능한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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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장기성 PO 필름이 수입되어 누적 시장점유율은 25% 내외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근래 이에 대응하는 국내산 제품의 보급이 늦어지면 늦어
질수록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일본산 시장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생산업체들이 보는 농업용 필름시장의 미래는 시장규모의 축소와 생산규
모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R&D의 투자 및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타

개하기 위해서는 산업 내 업체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설비의 적정화 논
의가 필요하고, 국내산 기능성 내구성을 갖춘 고품질 제품의 개발이 시급
한 실정이다. 이러한 신제품 및 기술 개발을 위해서 산학연 공동의 연구가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요구된다.
부직포 및 다겹보온커튼과 같은 보온자재는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비
용 절감 등의 효과로 인해 설치면적이 매해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기
업들이 대부분 중소, 영세기업들이 많아 매우 다양한 제품들이 상호 경쟁
하는 구도이다. 생산업체들이 보는 보온커튼산업의 미래는 80% 이상이 현
수준과 비슷하거나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영
세성으로 인해 R&D 및 경영전략 등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학연 협력의 강화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석유화학제품들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시행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용 강관산업은 연간 생산규모가 약 16만 톤 내외이고 매출액은 약
1,7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내 제철 산업의 영향으로 원료공급은 수

월한 편이고 강관 제조 설비와 기술이 어렵지 않아 기업의 진출입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농가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업체 간 경쟁
이 매우 치열한 자재 중 하나이며 과당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는 어
려움이 있다. 노동생산성은 10년 전과 비교해 향상되는 추세이나 최근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고, 자본생산성은 동 기간 매우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어 합리적 경영전략과 효율적 투자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용 강관
은 온실의 골조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자재로 품질관리 등이
잘 이루어져, 여타의 생산자재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적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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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살펴본 업체 간 과당경쟁과 수익성 악화 및 생산성 저하 등의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 내부의 구조조정과 적정 설비의 규모 조정 등 논
의가 필요하고, 제품 원가 대비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구입 비용을 줄
이기 위해 공동구매 협력 및 기금 조성 등의 여러 논의가 요구된다.
시설원예 농업인들이 자재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
다 시설자재의 가격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초기 설치를 위한 투자 등 비용
과 관련된 부분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들의 내구성 등 품질에
대한 불안과 시설의 구조문제 등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작 중인
작물의 생육조건, 생산기술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온실
형태는 80% 이상의 농가가 단동 비닐온실이라 답하였고, 같은 조건에서 자
동화 온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농가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농업용 필름의 이용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일본산 장기성 PO 필름에서 나
타났다. 일본산 필름이 국내산보다 두 배 내외 비싼 것을 감안하더라도 작
물의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됨으로 인해 수익성이 더욱 좋다는 의견들이다.
또한 일본산 필름을 사용해본 농가는 다음 필름교체 시 거의 대부분이 일
본산 고기능 장기성 필름을 선택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에 필적
하는 국내산 고기능성 및 이용 내구성을 갖춘 필름의 개발과 보급이 늦어
질수록 일본산의 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온자재는 한 번 구매로 5년 이상 사용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나타
나 많은 제품 중 농가의 초기 구매 판단과 선택이 중요하다. 사용자들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온성 및 습기 등 내구성 강화 요구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온커튼이 크고 무거워 다루기 어렵다

는 의견이 많아 경량화·생력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농업용 강관의 이용에는 전체 농가의 50% 이상이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하
였으나, 하자 내용 중 녹 발생, 뒤틀림과 내구성 강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
았다. 특히 온실의 처짐과 뒤틀림에 대한 지적은 강관 특성이라기보다는 온
실을 시공하는 업체의 설계와 시공능력 등에 따른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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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먼저 시설원예 및 우리나라 농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 그리고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함에 따
라 다루기 쉽고 내구성이 강한 자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무역자유화를 통
해 외국산 농산물뿐만 아니라 자재들도 수입됨으로써 경쟁이 심화될 가능
성이 높다. 물론 국내산 자재의 수출 기회요인도 있다. 다음으로 친화경 자
재와 사용 후 자재의 재활용 등 관리 문제가 있고, 고비용 생산구조하에서
효율적 에너지 관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효율성이 높은 온실의 내외피와
보온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SWOT 분석결과, 우리나라 농업인의 국내산
자재 선호, 선도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 지속적인 정부의 시설원예 지
원정책, 생산자 단체의 공동구매 관행 등이 강점이나, 시설원예 규모 정체,
자재별 기업 간 과당경쟁, 수요의 계절성, 기초 중화학산업 기술 수준의 상
대적 저위, 농업 재배, 시설관리 기술의 상대적 열위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부분 등은 약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연
구개발 지원과 수출확대 정책 융복합 지원 강화, 안전한 신선농산물의 수
급 안정 요구 증대는 기회요인이며, 고품질 수입 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고 FTA 등으로 저가의 자재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친환경 및 재활
용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은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변화와 앞서 살펴본 자재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자재산업별 발전방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산업 전
체의 공동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시설생산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한 궁극적 목적은 국내 시설원예를 선도
하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자재들은 내구성이 강하고 고령
화 여성화 인력 등 누구라도 쉽게 쓸 수 있는 생력화 자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시설원예 품목의 고품질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품질 자재 고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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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자재가 필요하며, 저비용 친환경 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생산자재 산업의 경쟁력과
문제점 해결이 우선이다. 농업용 필름 산업은 국내산 품질경쟁력 증진을 통
해 잃어가고 있는 내수기반 확충과 더 나아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해외시
장으로의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 보온자재 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여 환경과 여건변화를 선도하는 제품 개발과 사용 후 제
품에 대한 관리 및 재활용 등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관리 체계 구축이 요
구된다. 농업용 강관의 경우 노후시설의 유지보수와 리모델링 시 강화된 내
재해형 시공의 확대 보급,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제품개발이 필요하다.
자재산업 전체적인 공동의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위협요인에 대한 철저
한 대응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자재 구입비 절감을 위한 공동구
매 기금 등의 조성, 과잉설비의 적정 규모 논의 및 처리, 산업 내부의 구조
조정, 유통합리화 대책과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효율적 논의와 대응이 필요
하다. 또한 미래에 대한 든든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생산자재
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국내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
설비 등의 투자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산학연 공동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
하여야 한다. 자재를 최적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실험 프로그램을 가동하
고, 산업별 전문업체 및 선도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한정된 내수 시장의
극복을 위한 플랜트 수출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과 지원
이 필요하다.
또한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및 첨
단화 조치가 필요하고, 입증된 국산 자재에 대한 이용을 늘리며 수요자의
적극적인 피드백과 의견 제시로 자재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완화된
시공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원예시설의 설계와 시공은 전문 시공업
자가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설원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기조를 적극 유지 시행하고 장
기적인 관점에서 시설자재의 규격화 및 표준화에 대한 점진적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국내 생산자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 지향적 시설농자재 산업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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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원예산업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
며, 종자, 농학기술 및 생명산업 ICT 등 융복합 첨단산업과 친환경 미래산
업으로서의 장기 목표구상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국형 온실
의 표준화 설계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한 한국형 온실의 수출확대 방안
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시설농자재 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제품
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양한 고기능성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원예산업
발전을 선도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재별 업체들의 영세
성, 과잉경쟁, 원가부담 등의 문제점은 산적해 있고, 수요자들은 고기능성,
고품질 등 우수한 제품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설원예 산업이 처해
있는 내･외부의 환경변화 추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중･장기
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만 한다.

부록 1

일본의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현황과 시사점9
일본은 농업의 주변 정세가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어 농업의 구조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농업생산법인이나 집락 경영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의
대규모화･효율화･경영의 합리화･6차산업화에 의한 수익성 향상 등의 시책
을 도입하여 착실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 또한 새로운 농업종사자로서 타
업종에서 농업에 참여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참여 형태도 농업생산법
인의 설립이나 이 법인에 대한 출자 외에 2003년에 시작한 농지 임대를 통
한 직접적인 사업전개가 있으며, 특히 2009년 12월의 개정 농지법에 의해
참여 조건이 크게 완화된 후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활발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나 NPO법인에 의한 농복(농업+복지) 연계의 추진 등 신규
참여자의 다양화도 진전되고 있다.
새로 농업에 참여한 법인이 생산하는 농작물은 채소가 가장 많고 과수, 화
훼도 포함된 원예작물이 영농의 주작물인 법인이 신규 참여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년 안정생산이나 단위면적당 소득 면에서 유
리한 시설원예에 대한 기대는 크다. 또한 농지 이외에 입지가 가능한 식물공
장에 대해서는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의 참여가 가장 빨리 진전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은 자재생산업체를 주회원으로 하
고 있는 일본 시설원예협회를 중심으로 정책의 개발과 관련 연구의 수행
등을 통하여 발전이 이루어졌다.

9

본 절은 전 경북대학교 이기명 교수의 위탁원고를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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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본의 시설원예 발전과정
일본의 시설재배면적은 1999년에 53,500ha로 정점을 나타냈으며, 그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약 49,000ha로 되었다. 이후 감소추세가 지
속될 것으로 추정되나, 공식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일본 온실의 구조 비율은 전체의 96%가 플라스틱(필름과 경질판 등) 피
복 하우스이고 금속 파이프를 구조 부재로 이용하는 파이프하우스(철골보
강 파이프하우스와 지중압입식 파이프하우스를 포함)가 전체의 74%를 차
지하고 있다.
부도 1-1. 일본 시설원예의 발전 과정
1945

1955

1965

1975

1985

온실시설

1972년 시설원예
협회창립

1998

2008
53,500
49,000

50,000

비가림하우스
파이프골조
비닐하우스 ・목죽

페이퍼하우스

농PO팔름
파이프철골

연동・철죽

저비용내후성하우스

대형철골

대규모고측고

40,000

다련동・철알미늄
단동・철･목골

유리온실・단동･목골

연동・철알미늄

환경조절

복층하우스

30,000

천창・자동

지붕전개하우스

환기팬
보온・거적덮게

필름커튼

필름・거적
스토브

간이온풍

세무냉방

자동커튼

차광

자동온풍

원격조작

복합제어 컴퓨터
간이온수

자동온수

육묘 ・
양액경

CO2시용

20,000
관수튜브、파이프
육묘･프레임양열

하우스전열

10,000

시설면적

1,000

자동화

하우스난방

양액재배･역경

변온관리
접목양생장치

액비이용
셀묘

수경
락울경

NF
T

폐쇄형육묘장치

윰ㅁ묘접목

로봇
배지의 다양화

（식물공장）
양액토경
고설수경재배（딸기）

자료: 일본 시설원예 협회.

양액
리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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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의 양액재배 기술은 1955년에 역경(礫耕)재배 시스템이 개발된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약 1,900ha로 되었으나 시설면적으로 보
면 겨우 4%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양액재배는 규모화 장점이 크
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재배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양액재배의 설치면적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육묘기술의 발전은 눈부실 정도이며, 최근 20년 사이에 육묘가 새로운
재배 산업으로 확립되었다. 몇 개의 대규모 육묘기업도 탄생하였으며 후술
하는 종묘식물공장인 ｢묘 테라스｣도 다수 도입되어 실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육묘와 생산이 분업화함으로써 생산자에 있어서 모종은 구입하는 것
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상식화되었다.
인공광형식물공장에 대한 연구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특히 1985년 국제
과학기술박람회에서 주목되어 1990년대에 보급이 진전되었다. 그러나 대
부분이 고압나트륨램프를 이용한 평면적인 재배방식이므로 냉방부하는 크
고, 면적의 효율성이 낮아 수익성도 낮기 때문에 보조사업 종료와 함께 보
급은 정지되었다. 2003년에 폐쇄형 묘생산 시스템(묘 테리스)이 시판되었
으며, 이 시스템은 기술혁신이라 할 수 있는 민생용의 형광등이나 에어컨
이 사용되어 근접조명을 이용한 재배베드의 다단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것을 계기로 양상추(레타스) 등 엽채류를 재배･출하하는 시스템으로서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다시 식물공장의 붐이라 할 정도의 상황을 만
들었다. 그 후 LED도 광원으로서 도입되고 식물생산이 어려운 기후의 지
역이나 대도시에서 신선하고 위생적인 채소의 생산방법으로서 세계적으로
도 주목을 받고 있다.

1.2. 일본 시설원예 지원정책
일본은 2013년 4월 25일 ‘농업･농촌 소득배증 목표 10개년 전략’을 공표
하여, ‘정책 총동원과 현장의 힘으로 강한 농산촌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
즈로 기계화, 규모확대, 유통의 합리화 등 생산유통체제의 정비를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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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앞으로 10년간 가공･업무용 채소 출하량의 50% 증가를 목표로 한다.
동시에 경영 지원책이나 고품질화 지원책의 강화 등 다양한 생산자･산지
에 의한 저비용･고수익의 생산구조를 만든다는 ‘변화에 대응한 생산 구조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지금까지의 수행되어 오던
지원대책과 새로운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표 1-1. 일본의 시설원예 지원 대책
농가 요청

과제

지원대책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
･온도, 습도, CO2 등을
2014년도 당초 예산
제어하여 주년재배가
23,385백만 엔(보조율: 1/2 이내)
가능한 튼튼한 하우스를
2015년도 예산 개산 요구
건설하고자 함
42,401백만 엔(보조율: 1/2 이내)
･목질바이오메스 등
차세대 시설원예 도입 가속화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
생산부터 조제출하를
2014년도 당초 예산
하는 대규모 거점을
2,008백만 엔(보조율: 정액, 1/2 이내)
정비하여 주년
2015년도 예산개산 요구
계획생산을 하고자 함
6,291백만 엔(보조율: 정액, 1/2 이내)

효과
･하우스 내 환경을
제어함으로써
안정생산을 실현
･품질의 안정,
계약거래의 증가
･화석연료에서의 탈피
･비용절감을 실현
･주년 지역고용의 창출
･소득향상
･타 산지와

･판매력강화를 위하여 다른
산지와 연계하고자 함
･절화의 품질유지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소비확대 프로모션
활동을 하고자 함

일본산 화훼 이노베이션 추진사업
2014년도 당초 예산
500백만 엔(보조율: 정액, 1/2 이내)
2015년도 예산 개산요구
538백만 엔(보조율: 정액, 1/2 이내)

연계함으로써 주년
공급이 가능

･품질유지 보증판매에
의한 거래 증가
･화훼의 무구매층,
저구매층의 수요를
환기
･연료유 가격 고등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연료유 가격이 고등하여
경영이 어려움
･난방비가 억제되도록
생에너지의 설비를
구입하고자 함

연료유 가격 고등 긴급대책
2012년도 보정예산
42,530백만 엔(보조율: 1/2 이내)

경영구조로의 전환
･연료유 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경영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구조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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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시설원예 지원사업
가.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은 농축산물의 고품질･고부가가치화, 저비용화
및 식품유통의 합리화 등 지역에 있어서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의 대책
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추진 대책으로는 ‘산지 경쟁력 강화(공동이용 시설정비)’ 및 ‘식품 유통
의 합리화(도매시장 시설정비)’ 등이 있다.
‘산지 경쟁력 강화’는 산지에 있어서 가공･업무용 수요에 대한 대응 등

에 따른 판매량의 확대, 고부가가치화 등에 의한 판매가격의 향상, 생산･유
통 비용의 저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공동이용 시설의 신설을 지
원한다.
‘식품유통의 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안전･안심하고 효율적인

시장유통 시스템의 확립, ② 도매시장의 재편 촉진 시책을 지원한다.
나. 차세대 시설원예 도입 가속화 지원사업
1) 배경
2013년 5월 21일 내각 총리를 본부장, 내각관방장관, 농림수산대신을 부

본부장으로 하여 관계 각료가 참가하는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본부’
가 설치되었다.
이 활력창조본부는 2013년 12월 10일에 일본의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
창조를 위한 정책개혁의 그랜드-디자인(grand design)으로서 ‘농림수산업･
지역의 활력창조 플랜’을 취합 정리하여 그중에서 전개하는 시책으로서
‘차세대 시설원예 등의 생산･유통 시스템 고도화의 추진’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로 집약된 시설원예 클러스터의 형성을 목표로 에너
지 공급부터 생산, 조제, 출하까지를 일관하여 실행하는 차세대 시설원예
거점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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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근거로 하여 농림수산성은 2013년도 보정(추경)예산에 차세대 시
설원예 도입가속화 지원사업을 새로 창설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과 합산
하여 50억 엔을 조치하였다.
2) 사업의 개요
① 사업의 요지

일본의 시설원예를 대규모 집약에 의한 비용절감이나 ICT를 활용한 고
도 환경제어 기술에 의한 주년･계획생산 시책을 추진하여 소득의 향상과
지역 고용의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의 연료유 가격 상
승 때문에 화석연료 의존에서의 탈피를 목적으로 목질 바이오매스 등의 지
역 자원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규모로 집약하여 전국의 모델이 되는 거점을 정비했다.
② 사업 실시 주체

사업 실시 주체는 민간기업, 생산자, 지방자치체 등으로 구성되는 컨소
시엄으로 했다. 컨소시엄의 필수 구성원은 민간기업, 생산자, 지방자치체
(都道府県)이지만, 그 외 연구기관이나 실수요자 등의 참가를 상정하고 있

다. 민간기업이 참가함으로써 통신 메이커가 개발한 고도환경제어 시스템
의 도입이나 실수요자에 의한 판로의 확보･개척 등의 연계를 촉진시킨다.
또한 도도부현(都道府県)은 지역에 존재하는 목질바이오메스 등 지역자원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정의 중핵을 담당한다.
③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은 다음 3가지이며 시설정비부터 대규모 실증, 차별화 판매
를 위한 추진 등을 일체적으로 지원한다.
○ 차세대 시설원예 추진에 필요한 환경정비

민간기업이나 생산자를 비롯하여 지방자치체나 연구기관 등이 구성원
이 되는 컨소시엄으로 운영방침 등을 협의하여 이업종 연계･직접유통
등의 차별화 판매를 위한 매칭 등의 추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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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시설원예 거점의 정비

차세대 시설원예 거점의 중핵시설이 되는 목질바이오메스 등 지역의
미이용 자원을 활용하는 에너지 공급센터, 고도 환경제어를 시행하는
온실, 집출하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한다.
○ 차세대 시설원예 추진에 필요한 기술실증의 추진

생산비 감축을 위한 신기술 실증이나 채소의 기능성 등을 향상시키는
생산기술 실증, 미이용 자원･에너지의 활용에 관계되는 실증 등의 추진
을 지원한다.
3) 실시지구(9개 거점)의 채택
2013년도 보정(추경)예산으로 2014년 2월에 6개 지구(홋카이도, 시즈오

카현, 토야마현, 효고현, 고치현, 미야자키현)를 채택하였다. 계속하여 2014
년도에 새로운 3지구(미야기현, 사이타마현, 오이타현)를 채택하여 9개의
거점을 차세대 시설원예 거점지구로 하였다.
다. 일본산 화훼 이노베이션 추진사업

일본산 화훼의 시장점유율 탈환과 수출 확대를 이루기 위하여 품질향상,
콜드체인의 확립, 꽃다발 가공기술의 향상 등 생산･공급체계의 강화와 신
수요의 창출을 위한 대책 외에 올림픽･패럴림픽 도쿄대회에서의 화훼의
안정적 공급체제 만들기 등을 지원한다. 2014년 6월에 ｢화훼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의 이념 기준에 따라 일본산 화훼의 생산･
공급체제의 강화, 수출과 수요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일본산 화훼의 생산액을 2020년까지 5,000억 엔으로 확대하고, 수
출액 역시 150억 엔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화훼 관계자가
연계하는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일본산 화훼의 강함을 살린 생산･공급
체제를 강화하며, 일본산 화훼의 수요 확대(확충) 및 2020년 개최되는 올
림픽･패러림픽 플라워 안정공급 대책(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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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료유 가격 고등 긴급 대책(고유가 긴급 대책)
1) 취지

고유가에 의한 농가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여 연료유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영구조로의 전환을 진전시키는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시설원예의
대책으로서 유효한 방법은 하우스의 보온성능을 높이는 것이며, 단열성이
나 밀폐성을 확보하여 온실 내의 열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
적인 생에너지 달성에 기본이 된다.
시설원예에는 연료유 비용을 절감하는 생에너지 장치로서 히트펌프의
도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성능을 살리기 위해서도 하우스의 보온
성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층단열자재(이하 다겹보
온자재라 함)를 이용하여 하우스의 보온성능을 향상시켜 생에너지를 도모
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 공동연구에서의 성과, 다겹보온자재의 이용 현황
이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기술한다.
2) 하우스에 있어서 보온기술

일본에서는 하우스의 보온성능을 높이는 기술로서 공기막 2중구조 하우
스의 보급이 진전되고 있다. 공기막 2중구조 하우스는 2중으로 피복한 피
복자재의 사이에 블로워로 송풍하여 공기막을 형성하는 구조이며, 20~30%
정도의 연료유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岩崎 외 2011). 또한
2중피복의 사이에 발포 폴리스타이렌의 펠릿을 충전한 펠릿하우스는 열관

류율이 아주 작은 보온성이 우수한 구조(宮川 1974)이지만 환기가 어렵고
또한 설비비가 높은 것 등 문제가 있어 보급은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시설원예연구소 등이 다층구조의 보온피복자재
(다겹보온자재)가 내피복의 보온 커튼이나 외피복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

을 시찰한 일본의 관련 교수와 산업체 및 국가연구기관에서 컨소시엄을 구
성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성과를 얻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시설원예에 있어
서 난방부하 경감효과가 큰 다겹보온자재가 하우스에 꼭 필요한 자재로 인
식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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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본 시설원예 전망
1.3.1. 새로운 동향과 장래 가능성
일본 시설원예협회는 2006년에 ‘야채다업연구소’와 협력하여 SHP(수퍼
홀트 프로젝트) 협의회를 설립하여 산관학 올자팬의 형태로 0.5~1ha의 경
영을 전제로 한 과제의 정리와 제언을 수집 정리했다. 이 활동이 인정되어,
2010년에는 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에 의한 소위 ‘식물공장 프로젝트 거점

사업’이 발족되었다. 당 협회는 각 거점에서의 성과 달성을 지원했다. 그
성과를 기반으로 2014년부터는 전술한 ‘차세대 시설원예 도입 가속화 지
원사업’으로 전국 9개소에 대형실증시설이 건설되었다. 이들 사업의 성과
는 일본의 시설원예의 장래를 좌우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ICT’, ‘클라우드’,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가시화’ 등의 단어가 빈

번히 들리며, 질 높은 정보가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입수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각종 환경측정 센서의 가격도 아주 저가로 입수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러한 좋은 조건하에서 통합환경제어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전기관련
대기업도 참여하여 각각 특징을 살린 시스템을 선보일 날도 멀지 않은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화란의 뒤를 따라가지만 후발의 유리함을
크게 발휘하여 일본만이 아니라 기후가 유사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로의 수
출도 시야에 넣어서 응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최근 새로운 기술로서는 ‘히트펌프에 의한 하우스 냉난방’, ‘드라이 미스
트에 의한 여름철 냉방 시스템’, ‘제로 농도차 CO2 시용법’, ‘포차에 의한
습도 제어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신기술을 구사한 통합환경제어 시
스템이 완성되어 이 환경에 순응하는 품종 개발이 달성되면 태양방사 에너
지로는 화란을 약 30%나 상회하는 효율적 시설재배의 실현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광형 식물공장에 대해서는 LED의 민생 이용의 보급과 에너지 변환
효율의 향상이 기대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는 대량 생산에 의한 저가격화
에 진전된 민생품의 이용이 바람직하고 LED도 예외는 아니다. 민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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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는 대부분이 주광색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공광 식물공장의 광원

은 주광색을 주광원으로 하고 그 외의 색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
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 기능성 성분을 증가시키거나 약용식물의
생산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본다.

1.3.2. 해결해야 할 과제
일본에서는 시설원예･식물공장에 관하여 많은 국비가 투입되고 있다. 그
러나 현실 문제로서 새로 도입된 대형 시설에 관해서는 이것들을 운영하는
노하우 부족, 이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가 적은 점, 그 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농지의 유동화, 건설기준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시설원예나 식물공장을 근대화･대형화할 필요성은 긴요
한 과제이기 때문에 최근 수년의 움직임에 의해서 일본의 시설원예의 발전
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보조금이 활용되는 경우, 가끔 과
잉스펙이라고도 생각되는 시설･장치의 도입 등, 이 분야의 건전한 발전에
는 반듯이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앞으로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기할 수 있는 ‘강한 농업’,
‘공격적 농업’의 실현에 일본 관계자들은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1.4. 일본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1.4.1.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저비용 내재해형 하우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시설원예의 고수익화를 위해 시설의 저비용화가
거론되었다. 이를 위해 2001년도부터 ‘저비용 내후성(耐候性)하우스’를 보
조사업(50%)으로 보급 실시하였다.
여기서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는 일반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철골보강 파
이프하우스 등의 기초 부분과 접합 부분을 강풍이나 적설에 견딜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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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보강･개량함으로써 유리온실이나 철골온실 정도의 내후성(풍속 50m/s
이상 또는 적설하중 50kg/m2 이상)을 구비함과 동시에 설치비용이 철골하
우스의 30% 이상 절감이 조건이다. 한편 ‘초저비용 내후성 하우스’는 내풍
강도나 적설강도는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와 동일 조건이지만 건설비용은
40% 이상의 절감이 조건이다.

일본은 그전까지 우리나라 온실에 비해 30% 이상 고가였다. 이것은 온
실의 모든 자재를 일본 내에서 생산하고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었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던 것을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가 농림수산
성의 농업생산총합대책과 수입급증농산물 대응 특별대책의 보조사업 대상
시설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지원으로 올신업체들이 저비용 내수성 모델
을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철골, 알루미늄, 창개폐기 등의 자재는 우
리나라와 네덜란드 등지에서 수입하여 가격을 낮춰 공급하고 있다. 이 후
대부분의 온실 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특히, 동일본 대
지진 피해 복구 등 당기간에 대면적 하우스를 건설하여야 하는 사정이므로
시설원예 생산자재는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4.2. 시설 피복재 필름
가. 농업용 염비(PVC) 필름
1) 차열 필름

여름철 고온 하우스 환경에 가시광선을 커트하는 망이나 유색계 필름을
일반적으로 차광 필름이라 하며 하우스 내에 그늘을 만들어 온도를 내리지
만 광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물의 도장이 일어난다. 이에 대하여 가시광
을 투과시켜 열선인 근적외선을 반사, 흡수시켜 커트하는 필름을 차열 필
름이라 한다. 근적외선 흡수로서는 안토라키논계 색소, 프타로시아닌계 색
소 금속 착체계 색소가 사용되고 있지만 열선의 흡수에 수반되어 색소 자
체의 열화가 진전되어 장기 내구에 견디지 못하고 일반적으로는 근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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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체(TiO2, SnO2 등)를 사용한 반사형의 차열 필름이 보급되고 있다.
2) 보온성 강화 염비

보온성 강화 농비는 필름에 원적외선의 투과를 억제하는 보온제를 첨가
하여 장파투과율을 10% 이하로 억제한 것이다. 보온제로서는 투명성을 저
해하지 않는 금속산화물 등을 사용하여 하우스 내 지반으로부터 방사된 복
사열의 투과를 방지하여 하우스 내 온도를 유지한다. 특히 하우스의 내피
복 필름에 보온강화 농비를 사용함으로써 하우스 내부로부터의 열확산을
방지하여 하우스 내의 보온성을 높여 야간의 하우스 내 온도관리를 위한
보일러에 사용하는 중유의 절약에 기여한다. 시설재배에 있어서 생에너지
(사용 중유량의 삭감)는 시설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다(보온성강화

내피복 농비 실피복 예).
3) 농업용 염비(PVC) 필름의 시장동향

차열자재는 농업자재 중에서는 가장 새로 개발된 부류의 자재로서 신규
시장개척이 막 시작된 것이다. 최근 여름철 폭서의 탓도 있지만 유통을 포
함하여 업계는 전보다 생산자로부터도 크게 주목을 끌고 있으며 앞으로 수
요의 증가가 기대되는 주력상품으로 꼽고 있다. 각 메이커는 용도에 따른
상품개발, 차광률이 낮은 상품이나 차열이 높은 상품의 개발에도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이것들에 의해서 겨울철의 보온주체의 농업자재에
서 새로운 여름철 차열주체의 농업자재라는 장르를 새롭게 확립하려고 다
지고 있다. 그래서 각 메이커는 ① 작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태양광을 들어
오도록 차광률이 낮은 상품에 의한 차광제품, ② 비가림 하우스 재배나 육
묘하우스 재배에 적합한 제품, ③ 겨울철의 보온성도 배려한 풀시즌 사용
가능한 제품, ④ 내구성･내후성을 강화한 장기 피복형 차열 제품 등 새로
운 상품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 일변도의 농
비(PVC)의 수요가 20년 만에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또한 겨울철의
난방연료비의 상승도 생산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근년의 시
장을 보면 외피복은 내구성 목적으로 농PO를 사용하고, 내피복 커튼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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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목적으로 농비(PVC)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차열
성능, 산란광 기능, 고투명보온강화, 미세유공, 투습성 등의 기능을 겸해서
가진 내피복 커튼 농비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으며 금후도 점점 다양화하는
수요자의 요구에도 세심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나. 농업용 PO 필름
1) 농업용 PO 필름의 특성

이 필름은 비중이 가벼워 운반이나 작업이 쉽다. 또한 달라붙지 않고 더
렵혀지지 않아 광선지속성이 장기간 유지된다. 또한 점착성이 낮아 환기
등의 작업성이 좋다. 월료 자체의 강도가 있어 다층구조에 의해서 찢어지
는 방향성 없으므로 내구연한이 5~10년 하는 성능의 필름도 존재한다. 교
체피복의 비용 절감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견디기 때문에 대형 하우스
의 이용이 많다. 신축성이 낮아 필름을 고정하는 하우스밴드 설치의 필요
성이 없고(노밴드하우스), 하우스 내의 채광성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내
한성과 내약품성이 뛰어나며 저온시의 필름 유연성에 변화가 적어서 한랭
지에 적합하다. 내약품성이 뛰어난 특성은 하우스의 끝자락을 흙에 묻힐
경우 필름의 열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필름 가공성은 인프레션 성형기에 의해서 광폭(6~12m) 상품의 생산이
가능하여 가공 시 발생하는 불량률을 줄일 수 있다.
2) 기능성 농업용 PO 필름의 향후 시장동향
① 생에너지 대책

현재의 제품을 능가하는 보온성이 높은 투명 필름이나 차광계의 고보온
자재의 개발을 목표로 공기막 2중구조 하우스의 한층 더 개량개선을 수행
하여 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필름을 2차 가공하여 타 자재와 조합함으
로써 생에너지로 이어지는 자재의 개발도 예상된다.
② 고온대책

고온대책 자재는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요청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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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광･차열 자재는 차열효과가 인정되고 있으면서 재
배에 필요한 광선도 저감하기 때문에 생육에 영향이 있으며 개량의 여지가
있다. 필름의 개발 이외에 외부차광･커튼･일부피복･풀오픈하우스 등에 의
한 용도개발이나 차열(산란)+투명필름을 조합시킨 2차가공 제품의 개발을
진행하여 차열효과와 재배에의 실증시험을 실시가 필요하다. 필름을 감아
올리는 하우스 내의 열을 해방하는 ‘풀오픈 하우스’는 달라붙지 않는 농
PO의 이용이 적당하여 고온대책에는 효과가 크다. 선글라스와 같은 태양

광의 강도에 따라 변색하는 필름도 개발은 진행되고 있는데 광제어나 안정
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실현은 아직 되지 않고 있다.
③ 병해충 대책

기온의 상승이나 외래 해충의 침입, 농약에 대한 저항성 등 작물의 해충
구제는 비용･노동력･환경 등의 종합적인 문제이다. 현재의 필름에는 다른
자재(방충망･생물농약･화학농약)를 적당히 조합시킨 종합적 방제는 효과
가 높다. 장래에는 기피제나 농약을 필름 원재료에 섞거나 도포하는 등 상
품 개발도 생각할 수 있다.
④ 광환경 조절 자재

필름에 참가제를 혼합해 자외선커트, 광파장변환, 적외선흡수 자재 등을
조정하는 농PO필름이 실용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능성의 지속기간이 짧은
것이나 광합성에 필요한 파장역의 저감의 문제도 있어 앞으로의 연구에서
성능 개량이 요구되고 있다. 적색/원적색비나 청색/적색비에 의한 생육조절
자재 등이 시판화를 위하여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⑤ 복합자재 등

필름과는 다른 자재를 조합시켜 새로운 상품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부
직포와 조합하여 보온성의 향상이나 흡습성의 부여, 망과의 조합으로 차광･
차열･고온대책 등, 시설원예에서의 이용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필
름에 2차가공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겨나도록 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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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용 불소필름
1) 불소수지필름의 특성

불소필름(Ethylene- Tetra Fluoro Ethylene: ETFE)은 내후성, 광선투과특
성, 내열성･내약품성･비점착성･전기특성 등의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용도는 전자기기, 항공･우주, 태양전지부터 가구 내 주방, 벽지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스타디움 등의 건축용도(막구조물)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더욱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ETFE는 광학특성이나 기계특성이 뛰어나 강한 자외선에 더하여
농약이나 토양소독제에도 전연 열화하지 않는 내후성이 뛰어나며, 때가 묻
지 않아 더러워지기 어렵고 때가 묻더라도 씻어지는 방오성도 있기 때문에
고가이지만 하우스의 피복자재용의 수지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아주 적어서 하우스나 작물, 재배시스템 등의 장치
를 보호하기 때문에 지붕형 하우스만이 아니고 강화형 파이프 하우스나 저
비용내후성하우스, 최근에는 태양광 이용형 식물공장에도 채용 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 또한 장기 피복이 가능하여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2) 농업용 불소수지필름의 과제

농업용 필름은 사용 후 산업폐기물로서 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소필름은 메이커 독자의 시스템
에 의해 회수하여 리사이클 시키고 있다. 불소필름의 출현에 의해 필름의
교체 노력이 대폭 삭감되고, 또한 사용 후 플라스틱의 배출량이 감소되는
것만으로도 불소필름은 농업계에 공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불소필름은 피복전문업자의 손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으며 불
소필름의 특성을 살린 온실의 설계나 연질필름 정도의 쉬운 시공법을 실현
하기 위한 새로운 부재의 개발 등, 현재로는 아직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
는 문제도 있는 피복재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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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업용 기능성 필름의 개발
1) 자외선 커트 필름

불소수지와 같은 자연광에 가까운 고자외선 투과율의 필름이 발매되는
한편 식품안전 지향이 높아지면서 저농약 재배가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자
외선 제거 필름의 병해충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가 주목되어 각 농업용 필
름 메이커에서 발매되었다. 자외선 제거 방법은 미리 자외선 흡수제를 원
재료에 섞어 넣는 타입과 필름 표면에 도포하는 것이 있다.
2) 적외선 커트 필름

최근 거의 주년 시설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여름철 시설 내의 고온에 의
한 악영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온도상승 억제책으로 태양으로부터의 방사
중에서 열에너지를 가진 근적외선을 흡수 또는 반사하여 차단하는 차열자
재가 고온회피를 목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이 필름은 적외선 커트 필름, 차
열필름이나 열선차단필름이라고 하기도 한다. 적외선 커트필름은 광합성과
는 관계없는 적외선부(일사에너지의 약 45%를 차지한다)의 파장만을 흡수
또는 반사하여 하우스 내에의 투과를 억제한다. 그러나 적외선역의 커트목
적에도 현재의 기술에는 적외선만을 감소시키는 것은 어렵고 광합성유효방
사역도 감소된다. 또한 적외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외선 흡수제도 첨
가하기 위하여 자외선 커트와 적외선 커트를 함께 가지는 것이 된다.
3) 산란광형 필름

산란광형 필름은 하우스 내에 입사하는 광을 적절히 산란시킴으로써 하
우스 골재의 그늘의 영향이 적어지게 되어 하우스 내의 광분포가 균일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필름 표면에 미세한 요철 가공 또는 필러(광물질미분체)
를 혼합함으로써 입사광에 각도가 생겨 광이 확산함으로써 일어난다. 산란
광 필름은 투명도가 낮고 흰빛을 띠기 때문에 이것을 피복한 하우스 내부
는 자연광형(직달광형) 필름 하우스보다 약간 어두운 인상을 주지만 실제
로 투과량을 비교하면 미세 정도밖에 저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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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장변환 필름

광은 식물의 광합성이나 광형태형성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특히
피복자재를 사용하는 시설재배에는 광투과율이 식물의 생육을 좌우한다.
일본에서는 1960년경부터 광선택성 피복자재로서 착색필름이나 광질변
환 필름 등 안료를 섞은 필름 등이 개발되었다.

1.4.3. 보온자재의 개발
최근의 원유가의 급등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을 크게 압박하고 있으
며, 시설원예에 있어서 생에너지 대책이 불가결한 상황이다. 시설원예의
생에너지 대책으로서 유효한 방법은 하우스의 보온성능을 높이는 것이며,
단열성이나 밀폐성을 확보하여 온실 내의 열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 효율적인 생에너지 달성에 기본이 된다.
다층단열자재(이하 이불자재라 함)를 이용하여 하우스의 보온성능을 향
상시켜 생에너지를 도모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 공동연구에서의 성과, 다
겹보온자재의 이용상황이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기술한다.
가. 하우스에 있어서 보온기술

일본에서는 하우스의 보온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로서 ‘공기막2중구조
하우스’의 보급이 진전되고 있다. 공기막2중구조 하우스는 2중으로 피복한
피복자재의 사이에 블로워로 송풍하여 공기막을 형성하는 구조이며,
20~30% 정도의 연료유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岩崎 외
2011). 피복자재에는 신축성이 작은 농업용 폴리오래핀계 특수필름(이하

농PO)을 이용한 예가 많지만, 불소계 필름을 이용한 예도 있다. 또한 2중
피복의 사이에 발포 폴리스타이렌의 펠릿을 충전한 펠릿하우스는 열관류
율이 아주 작은 보온성이 우수한 구조(宮川 1974)이지만 환기가 어렵고 또
한 설비비가 높은 것 등이 있어 보급은 진전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의 하우스에는 다층구조의 보온피복자재(다겹단열자재)가 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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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보온 커튼이나 외피복으로서 사용되고 있는데(丸尾 2009) 이러한 피
복자재가 일본에서 사용된 예는 거의 없다. 이 자재는 부직포 등의 표면천
(表地) 사이에 폴리에스테르 솜 등의 중간솜을 넣어 누빈 구조이며, 일본에

서는 이것을 ‘이불자재’로 통칭하고 있다(川嶋 등 2013). 이불자재는 ‘볏짚
거적’과 같이 공기층을 포함한 것으로 일본에서 사용하였던 종래의 보온용
피복자재와 비교하면 단열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설원
예에 있어서 생에너지 대책기술을 생각해서 난방부하 경감효과가 큰 이불
자재가 불가결한 자재로 되었다고 생각된다.
나. 초생에너지 하우스 개발

하우스 자신의 집열 기능을 이용하여 주간에 축열하여 야간에 그 열을 환
류 이용함으로써 난방부하를 경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태양열을 축열하
여 환류 이용하는 기술은 지중에 매설한 열교환 파이프 내에 송풍하여 주간
은 지중에 축열하여 야간에 그 열을 이용하는 지중열교환 하우스(山本
1973), 축열잠열 축열재를 이용한 잠열축열난방기가 실용화된 외에 축열수

조를 구비한 재배조를 이용하는 방법(守田 외 1982), 열교환기에서 물에 축
열하여 이용하는 방법(平尾 외 1985), 공기막2중구조의 사이에 수막을 형성
시켜 집열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어 왔지만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간편성
이나 비용 면에서 생각하면 송풍기나 순환장치에 필요한 동력이 필요 없는
축열(물 봉입) 멀칭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쉽게 난방부하를 경감하는 효과
가 얻어진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단열성이 높은 다겹보온자재의 이용이 파
이프하우스의 보온성능과 난방부하에 미치는 영향 및 하우스의 집열기능을
이용하여 하우스 내에 설치한 물축열체(물을 봉입한 튜브)에 축열하여 그
열을 야간에 자연환류 이용함으로써 난방부하 경감효과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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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 시설원예 기자재 산업의 시사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은 일본시설원예협회가 주도하여 시설원예 관

련 연구개발과 정책개발을 추진하여 2001년부터 전술한 ‘저비용 내후성(耐
候性) 하우스’를 보조사업(50%보조)으로 공급을 실시하면서 시설원예 산업

이 회복기를 맞았다. 이 때 철골, 알미늄, 창개폐기 등 저가격의 자재를 우
리나라와 화란 등에서 수입함으로써 저비용 내후성 규정에 맞는 가격으로
온실을 건설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초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를 공급하게 된
것이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사업에 대규모 온실을 건설하여 리스방
식으로 공급하면서 일본의 시설원예 산업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에 한창 도약을 하고 있던 우리나라 시설원예는 1999년 후반에 갑
자기 보조지원이 중단되면서 관련 산업체가 도산하는 등 시설원예 산업 전
반이 침체기에 접어 들었다. 그러나 이 때를 기회로 회사를 창립한 G사는
철골, 알루미늄 등 자재를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일본에 수출하는 등 발전
을 거듭하여 최근에는 대량의 온실자재 수출과 직접 시공까지 하기에 이르
렀다. 이와 같이 철골자재, 알루미늄, 창개폐기 등은 충분히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복자재는 국내 자재로는 일본과 같은
저비용 내후성 온실에는 현재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은 장기간 사용하
면서 기능성이 좋은 필름으로서 농업용 비닐(PVC)에서 PO필름(수명 5~7
년)으로, 유리에서 불소 필름(수명 10~20년)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우리나
라는 현재 매년 필름을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PE필름을 사
용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 PO필름을 사용하고 있다. PO필름은 소량은
국내 업체가 생산하고 있지만 품질 면에서 많은 농가들이 일본산을 사용하
고 있다. 우리나라 시설원예도 주년 이용과 재해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경
제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PO필름의 적극적인 도입과 유리와 비용
이 비슷한 불소필름을 사용함으로써 태풍의 피해와 눈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고 20년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시설원예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양하며 대부분
50%의 보조금이 제공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차새대 시설원예 도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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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으로 관련 산업과 생산자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하여 거점을 운영
하는 지원사업으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설원
예의 지원사업 중 첨단온실 지원사업에서 전액융자로 지원하는 것은, 저리
의 융자로 우선은 첨단온실을 건설하여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결과
적으로는 농가는 대규모의 부채를 안게 되고 언젠가 부채로 인하여 농업을
포기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과거 UR대책으로 시설원예 보조사업에 50%
정도 보조지원을 했을 때도 첨단유리온실의 부채를 갚지 못하여 많은 농가
가 부도 상태로 되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본과 같이 50% 정도
의 보조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정책의 자금지원 형태와, 초기투자비용
이 많이 드는 규모화 및 첨단화 시설에 대한 여러 주체의 공동투자 활성화
등 관련 정책의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공기막2중
구조하우스, 신소재 필름 등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도입 및 개발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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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시설원예 생산자재의 해외시장
1. 농업용 필름의 세계시장 전망10

1.1. 세계 농업용 필름 시장의 현황과 전망
○ 2012년 세계 농업용 필름의 용도별 구성은 멀칭용(소폭필름)이 44.3%

로 가장 많고, 다음이 온실용 필름(광폭필름, 하우스비닐)로 42.5%이며,
사일리지(소먹이용 볏짚비닐 꾸러미, 곤포)가 13.2%로 추정된다.
○ 2019년에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온실용 필름 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

으로 보여 멀칭용이 44.3%, 온실용이 42.7%, 사일리지가 12.9% 비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온실용 필름 수요량은 2012년 1,873.7kilo톤에서 2019년에는 2,768.5kilo

톤으로 연평균(’13~’10)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용 필름은
주로 아시아, 중동과 서부유럽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동 기간 온실용
필름의 판매액은 252천만 달러(US$)에서 415천만 달러(US$)로 연평균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본 절의 내용은 Transparency Market Research사(2013)의 Agricultural Fims
(LLDPE, LDPE, HDPE, EVA/EBA, Reclains and Others) Market for Greenhose,
Mulching and Silage Applicaitons: Global Industry Analysis, Size, Share, Growth,
Trends and Forecase 2013-2019 자료에서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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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온실용 필름의 생산 및 판매액
단위: kilo톤, 천만 달러

수요량
판매액

2012
1,573.7
252

2013
1,974.4
268

2015
2,195.2
308

2019
2,768.5
415

○ 멀칭용 필름 수요량은 2012년 1,954kilo톤에서 2019년에는 2,870kilo톤

으로 연평균(’13~’10) 5.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기간 온실용
필름의 판매액은 250천만 달러(US$)에서 409천만 달러(US$)로 연평균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표 2-2. 멀칭용 필름의 생산 및 판매액
단위: kilo톤, 천만 달러

수요량
판매액

2012
1954.1
250

2013
2,057.4
265

2015
2,283.6
305

2019
2,870.4
409

○ 농업용 필름 수요량의 지역별 비중은 중국이 61.7%로 가장 많고, 유럽

이 13.0%,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이 10%,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8%, 북
미는 4%, 중남미가 3%인 것으로 추정된다.

1.2. 주요 지역의 농업용 필름 시장의 현황과 전망
1.2.1. 중국
○ 2012년 중국의 농업용 필름의 용도별 수요량은 온실필름이 1,143.5kilo톤,

멀칭이 1,440.5kilo톤이며 사일리지는 135.4kilo톤으로 추정된다. 2019년
에는 온실용이 1,723.9kilo톤, 멀칭용이 2,145.1kilo톤, 사일리지가 196.8kilo톤
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각각의 연평균 성장률은 6.1%, 5,9%, 5.5%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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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 중국의 농업용 필름 용도별 수요량 전망
단위: kilo톤

온실용
멀칭용
사일리지

2012
1,143.5
1,440.5
135.4

2013
1,208.4
1,519.6
142.4

2015
1,351.3
1,693.3
157.6

2019
1,723.9
2,145.1
196.8

연평균 성장률
6.1
5.9
5.5

1.2.2. 아시아태평양 지역
○ 2012년 아시아태평양지역 농업용 필름의 용도별 수요량은 온실필름이
141.1kilo톤, 멀칭이 141kilo톤이며 사일리지는 70.3kilo톤으로 추정된

다. 2019년에는 온실용이 207.2kilo톤, 멀칭용이 205.6kilo톤, 사일리지
가 100.1kilo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각각의 연평균 성장률은 5.7%,
5,6%, 5.2%로 추정된다.
부표 2-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농업용 필름 용도별 수요량 전망
단위: kilo톤

온실용
멀칭용
사일리지

2012
141.1
141.0
70.3

2013
148.6
148.
73.7

2015
164.9
164.2
81.1

2019
207.2
205.6
100.1

연평균 성장률
5.7
5.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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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 해외 수출 사례
○ 2000년 이후 국내 기업의 온실 해외 수출실적은 430억 원 수준을 달성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출국가 별로는 일본이 210억 원으로 가장 많
고 러시아가 130억, 우즈베키스탄이 35억, 엘살바도르와 몽골/중국이
각각 20억 원, 호주 15억 원, 미국이 2억 원 순이다.
부표 2-5. 국내 업체의 온실 해외 수출 실적(2000∼2015)
단위: 억 원

국가
수출액

일본
210

러시아

몽골/
중국

130

20

우즈베
키스탄
35

미국

호주

엘살바
도르

2

15

20

합계
4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근래 선진국 온실시공 및 생산업체들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우수한

온실 설계, 시공 및 자재생산 능력을 갖춘 국내 기업의 온실 플랜드 수
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 1990년대 중반 온실용 알루미늄 골재를 생산하기 시작한 G사는 국내

주요 영농단지 온실설치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에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설치에 성공하였다(서효덕 외 2013).
- 일본 큐슈 북부 가고메 지역 유리온실 시공이 대표적이며 고베화조원

등 일본 내에 30만 평의 유리온실을 수출 시공하였다.
- 비닐하우스는 엘살바도르,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 설치하였다. 엘살

바도르에 설치한 온실은 0.7ha로 작은 규모이나 현지 기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한국형 비닐하우스를 개량하여 설치하였다.
○ 주요 시설자재 생산 및 시공업체인 M사는 2010년 우즈베키스탄에 현

지업체와 합작 투자하여 시설하우스 시공 및 자재를 수출하고 있다(이
대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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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상반기 현재 현지 시설하우스 설치면적은 350ha 규모이며 계

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시설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내
M사는 시설하우스 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현지업체는 토마토와

오이 등을 농산물을 생산하여 전량 러시아로 수출하여 지속적인 수익
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 또한 M사는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을 토대로 카자흐스탄에도 온실 시공

과 현지 과채류 생산 및 수출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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