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225 | 2016. 7. |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김병률·채상현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09302)

정책연구보고 P225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6. 7.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삼신인쇄

I S BN︱979-11-6149-022-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연구 담당

김병률︱선임연구위원︱연구총괄

채상현︱연구원︱자료 수집 및 집필



i

머  리  말

시설원예농업은 시장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

는 토지절약형 농업이다. 첨단농업기술과 자본을 기반으로 정밀농업을 실현한

다면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미래성장산업분야이다. 우리나

라 시설원예농업은 파프리카 등 일부 품목의 대규모 유리온실 재배를 제외하

면 대부분이 비닐온실에 의한 소규모 시설원예농업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한

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LG CNS 등 대기업의 시설원예 시공 및 자재 

분야 진출 움직임 등으로 시설농가의 불안심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시설원예농업

의 발전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설원예농업을 선진국 수준에 부응하는 내수와 

수출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자재 등 연관산업부터 생산, 소비, 수

출단계까지 시설원예산업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시설원예농업의 위치를 

가늠하고, 수급을 전망하는 등 우리나라 시설원예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외 정책자료 검토와 시설원예농가 현지 방문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미

래성장산업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담당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시설원

예산업을 규모화 집단화하기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계획(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도움을 주신 시설원예 선도농가와 자문위원, 정책

담당자에게 감사드린다. 본 연구가 시설원예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정

책 마련에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시설원예농업 전문 농기업경영체를 육성하

고, 종자 개발과 자재 및 플랜트 개발, 가공 및 수출부문에서의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실현으로 시설원예농업이 미래성장산업화되길 기대한다.

2016.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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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시장개방화 시대에 토지절약형 시설원예농업은 국제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

는 유일한 한국형 농업으로서 첨단기술 접목으로 정밀농업이 용이하고, 수출농

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함. 현재 우리나라 시설원예농업은 파프리카 등 일부 품

목의 대규모 유리온실 재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비닐온실에 의한 소규모 시

설원예농업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큼. 시설원예와 특작에 대해서 생산

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설원예농업 선진국인 네덜란

드에 비해 경영규모, 생산성 등에서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임. 시설자재에 있어

서도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자재생산 시공업체의 대부분이 중소한 영세업체

로 해외수주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취약함. 수출 성장률이 최근 둔화

되고 있으며, 수입여력이 큰 일본시장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됨. 또한 최근 LG CNS 등 대기업의 시설원예 시공 및 자재 분야 진출 움직임 

등으로 시설농가의 불안심리가 형성되고 있어 시설자재 등 연관산업부터 생산,

소비, 수출단계까지 시설원예산업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연구

의 목적은 시설원예농업을 선진국 수준에 부응하는 내수와 수출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시설원예농업의 생산과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

여 관련 기관의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정책 추진 현황과 시설원예 선

진국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현지출장보고서 등 문헌 조사를 

통한 선행연구를 주로 실시하였으며, 네덜란드 통계국의 자료를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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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계획(안)과 시설원예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 담당자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현지 출장 조사 등을 병행하였음.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시설원예농업이 미래성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

산 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원예농업을 수출산업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

기술농업의 대표 산업, 국제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야 함.

이를 위한 스마트원예단지(가칭)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적으

로 떨어져 있는 소규모의 비닐하우스 또는 유리온실들을 스마트화하여 집적하

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첨단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시설원예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서는 시설원예농업 경영체를 육성하여 규모화하고 집적화하는 것이 시설

원예농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시설원예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서는 생산부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유통부문의 수급안정 체계화 방안, 소비부문의 선진국 수준의 

소비 달성 방안과 수출 확대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네덜란드 등 선진

적인 시설원예농업국가의 경영체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설원예 전문 

농기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첨단시설원예 분야 중 종자개발, 자재 및 플랜트 개

발, 가공 및 수출부문은 기업의 농업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후시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동화시설, 환경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

진해야 함. 둘째, 첨단화 및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 ICT융복합 장비 등 스마

트팜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로 산재된 시설을 집적화하여 대규모 생산과 출

하, 물류시설 공동이용 등 경영효율화를 촉진하여야 함. 셋째, 시설자재의 표준

화와 국산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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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부문에서는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함.

출하약정제 도입, 계약재배 확대 등 계획에 의거한 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연

중 안정적 생산과 출하를 유도하고 자조금 등을 조성하여 자발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선진국 수준으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가정과 외식, 식품기업 등 

각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수요가 많고, 소비가 가능한 한식 메뉴를 개

발하여 보급하고, 가공제품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수출 확대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수출전문 경영체를 육성하고, 수출상

품의 품질을 제고하여 동남아 신수출국 및 일본 등 기존 수출국의 신시장을 개

척하는 전략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 기업의 첨단시설원예 분야 진입에 대해서는 농업과 기

업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함. 기술, 인적 자원, 경영, 자본,

수출인프라 등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농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인 시

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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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Directions for Controlled Horticulture Industry

Land-saving greenhouse farming in the age of free trade is the only farming 

with which Korea can be competitive in the global market, allows precision 

farming by using advanced technology, and can be a farming technique useful 

for growing exported crops. At present, most greenhouse farming in Korea is 

a small-scale greenhouse farming with plastic covering except large-scale glass 

greenhouses for some items including capsicums, and is not very competitive 

in the global market because of its limitation. Although the government sup-

ports farmers for improving productivity in greenhouse farming and cultivation 

of special crops, the level of management scale and productivity is still not so 

high as the Netherlands, one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greenhouse farming. 

Materials for constructing greenhouses highly depend on imported products, 

and most companies producing materials and constructing greenhouses are of 

medium and small scale and not competitive in the global market to take order 

from other countries. Recently, the export growth rate is slow, and the Japanese 

market with high import potential is expected to show intense competition be-

tween countries. Moreover, while large-scale enterprises, for example, LG and 

CNS, plan to be engaged in the market for constructing greenhouses and pro-

viding materials therefor, greenhouse farmers are concerned about the mo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ster plan for the greenhouse horti-

culture industry from the associated industry to the steps of production, con-

sumption and export for materials used for constructing greenhouses to meet 

greenhouse farmers’ needs and support them to grow the export industr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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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ata from the involved institution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examine curr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rops from greenhouse 

horticulture. Preliminary studies were also carried out through examination of 

literature including reports after visiting greenhouses in the Netherlands to ex-

amine current policies for greenhouse farming and find implications from the 

advanced greenhouse farming countries. The data from Statistics Netherlands 

were used. For establishing a plan (draft) for a smart horticulture complex and 

growing the greenhouse horticulture industry as a growth engine in the future, 

an advisory meeting with experts as well as officers in the government was 

held. A survey was carried out with greenhouse horticulture farmers growing 

capsicums and tomatoes to collect opinions on the government policy. 

For making greenhouse farming a growing industry in the future, it is neces-

sary to support greenhouse farming as a key industry for exported crops and 

also as a high-value added industry globally competitive as a representative in-

dustry for farming by advanced technolog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build 

a basis for stable production in the production sector, plan systematic demand 

and supply in the distribution sector, plan the level of consumption as shown 

in advanced countries, and further expand export in the consumption sector. 

For constructing a basis for stable production, it is needed to support farmers 

so that they can have automatic installation, and environment control facilities 

to enhance productivity of old facilities. This will contribute to modernizing the 

facil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farmers to construct smart farms 

with ICT convergence devices, incorporate small-scale facilities scattered in 

different places to implement efficient management including joint use of mar-

keting and logistics facil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and locally 

produce materials for constructing greenhouses. 

In the distribution sector, it is needed to enhance demand and supply control 

capability to build a stable produc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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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based production by introducing the agreed marketing program, and ex-

panding contracted cultivation to guide stable production and marketing 

throughout the year, and have self-help funds. This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voluntary demand and supply control to build a stable production system.

For further expanding consumption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spread Korean cuisine with many demands in Korea 

to be used by and available to all consumers including homes, restaurants and 

food enterprises, and vitalize the food processing industry. 

For exporting more products and finding new markets, it is necessary to es-

tablish a strategy for supporting enterprises specialized in export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exported products to seek new markets in Southeast Asian coun-

tries and existing importers for more export including Japan. 

Researchers: Kim Byungryul, Chai Sanghyen

Research period: 2016. 5. ~ 2016. 7.

E-mail address: br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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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시장개방화 시대에 토지절약형 시설원예농업은 농가 호당 경지규모가 영세

한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 국제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업분야로서, 첨단

농업기술과 자본을 기반으로 한 정밀농업을 통해 수출산업으로 육성이 가능

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잠재력이 큼.

○현재 우리나라 시설원예농업은 파프리카 등 일부 품목의 대규모 유리온실 

재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비닐온실에 의한 소규모 시설원예농업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음.

○정부에서는 시설원예와 특작에 대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

으나, 아직은 시설원예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에 비해 경영규모, 생산성 등

에서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임.

○시설자재에 있어서도 비닐온실의 철골재 등은 국산화가 진전되었으나, 유리

온실 및 양액관리 등 ICT분야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준임. 수입산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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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으로 시설원가 및 개보수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으며, 자재생산 및 시

공업체의 대부분이 중소 규모의 영세업체로 해외수주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취약함.

○수출은 국내 과잉물량을 해외시장으로 밀어내는 개념이 농가와 생산자조직

의 인식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 중

요한 요소인 품목과 생산자, 지역 차원에서 전문화와 집중화가 부족함. 이로 

인해 수출시장에서 신선 농산물의 판매 확대가 제한적인 것이 현실임.

○또한 최근 LG CNS 등 대기업의 시설원예농업의 시공 및 자재 분야 진출 움

직임 등으로 시설농가의 불안심리가 형성되고 있어 시설자재 등 연관산업부

터 생산, 소비, 수출단계까지 시설원예산업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농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시설원예농업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래 투자에 대한 방향설정이 요구됨. 따라서 이 연구

의 목적은 시설원예농업을 선진국 수준에 부응하는 내수와 수출 선도산업으

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내용과 방법, 선행연구 검토 등 연구 개요를 제시하였음.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와 정책 자료 등을 검토하여 시설원예농업을 정의하

고, 우리나라 시설원예농업의 발전과정을 연도별로 제시하였음. 또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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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정부의 시설원예농업정책 추진과정 등을 

서술하였음.

○제3장에서 시설원예농업 생산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설원예농업의 

대표작목인 과채류의 수급과 재배면적을 전망하였음. 각종 통계자료와 데이

터를 분석하여 농업부문에서의 시설원예농업의 위치를 살펴보고, 연도별 재

배면적 변화를 품목별, 온실형태별로 분석하여 생산단계의 문제점을 살펴보

았음.

○제4장에서는 시설원예농업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농

업의 일반 현황과 시설원예농업 현황을 제시하였음. 시설원예작물 재배면적

과 농가 수 변화, 토마토, 파프리카, 화훼 품목의 품목별 동향과 생산성 수준,

유통 및 수출에 있어서의 변화 등을 선행연구와 해외출장보고서, 전문가 자

문회의를 통해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시설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

고, 수출 산업화를 위한 스마트원예단지(가칭)의 추진 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음. 시설원예농업을 규모화하고, 집단화하기 위한 스마트원

예단지 조성 안과 운영 방안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와 협

의하여 마련하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B/C분석을 통해 평가하였음.

○제6장에서는 종합적인 시설원예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향을 설정하고 정

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이를 위해 미래성장산업을 정의하고, 시설원예 농가

의 의견과 정책담당자와의 자문회의를 거쳐 시설원예농업의 미래성장산업

화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제시

하였음.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시설원예농업의 생산과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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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네덜란드 통계국 등 관련 기관의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정책 

추진 현황과 시설원예농업 선진국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현

지출장보고서 등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음. 마지막으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계획(안)과 시설원예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 담

당자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

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지 출장 

조사 등을 병행하였음.

3.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선행연구들은 시설원예농업 및 정책에 대한 종합연구와 

품목별 연구, 선진해외사례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3.1. 시설원예농업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시설원예농업 및 정책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바가 없고, 박

현태 외(2009), 김병률 외(2001), 김병률(2001)이 본 연구와 가장 관련성이 

높으며, 김현환(2001)과 남윤일(2003)도 시설 원예농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용선 외(2012)가 가장 최근에 수행된 원예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적 연구이며, 서대석 외(2016)와 권오복 외(2009)가 시설원예 생산

자재산업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음. 또한, 김연중 외(2014)는 시설원예농가 

조사결과를 통하여 경영실태를 분석한 바 있음.

○김병률 외(2001)는 시설원예농업의 정책과 수급, 전후방관련 산업, 외국의 

시설원예농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로 산업 발전방향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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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을 제시하였음. 산업 발전방향으로는 첫째 국내 외 고급 일반 소비

시장을 차별화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둘째 시설현대화와 생산농가의 지

식,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하며, 셋째 다양한 형태의 온실을 개발 보급해야 하

고, 넷째 수출시장과 품목을 다변화 다양화 세분화해야 하며, 다섯째 농가

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시설농자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정책 방향으로는 첫째, 시설현대화와 이를 지원할 보조 융자제도를 

개선해야 함. 둘째, 채소, 화훼 등에서 품종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보급

에 집중 투자해야 함. 셋째, 저비용 고효율의 온실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

급해야 함. 넷째, 생산 전 과정에서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추

진해야 함. 다섯째, 전후방 관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함. 여섯째, 수출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일곱째, 수입농수산물의 검역체계를 강화하고 원산지표기를 철저히 

감독해야 함. 여덟째,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시설채소 출하조절약정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함.

○박현태 외(2009)는 시설원예농업의 당면과제로서 품종개발실태, 에너지이용

실태, 수출실태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시설원예농업의 발전방향을 제

시함.

- 시설농가들은 난방비 부담, 낮은 국산품종 보급률, 불확실한 판로와 가격

의 불안정성에 대한 애로를 겪고 있었음. 이에 따라 농가의 종자비를 줄

이고 로열티 부담을 줄임으로써 농가 소득의 증대를 추구할 수 있으며,

광열동력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필

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특히 시설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첫째, 농가와 수출업체 간 구속력

있는 계약체결, 둘째, 신뢰성과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관된 물류시스

템 구축, 셋째,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품목별 수출전문업체 육

성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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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률 외(2001)는 원예부문이 농업성장을 주도하는 분야로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는 시장지향적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산업의 발전기반에 대한 투자

에 집중하고 융자 중심의 지원으로 책임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품목 위주의 정책보다는 경영체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연관산

업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목표지향적인 투자가 필요하

다고 주장함.

- 이에 따른 시설원예농업 정책의 과제로는 첫째, 밭 기반정비사업의 연계 

추진, 둘째, 논 설치시설의 현대화 지원, 셋째, 지원사업의 종합적 조정,

넷째, 저비용 고효율의 다양한 온실 개발, 다섯째, 첨단 시설원예농업 기

술의 농가교육과 컨설팅체계 구축, 여섯째, 경영기술 교육과 훈련 강화 

및 정보화 지원, 일곱째, 신규 취농자에 대한 창업 지원, 여덟째, 자재업

체 및 시공업체의 규모화 추진, 아홉째, 육묘산업 육성, 열째, 난방에너지 

절감 특별대책 수립, 열한째, 저온유통체계 지원 강화, 열두째, 생산자조

직의 공동계산제 및 계열화 추진, 열셋째, 시설원예작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열넷째,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원예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함.

○김현환(2001)은 우리나라 원예시설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음.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가 초기시설투자비용을 줄

이는 방향을 점검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과 고소득 작물의 개발

을 위한 산 학 연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며, 수출을 위한 대규모 단지 조성과 

저비용 생력화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시설원예

농업 전후방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

적함.

○남윤일(2003)은 우리나라 시설원예농업의 발전이 시설 및 장치의 현대화와 

재배기술적 측면의 발전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함. 시설 및 장치의 80% 이

상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해외에 수출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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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기술적 측면의 발전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했

다고 평가함.

- 시설원예농업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수출전략기업의 육성,

둘째, 온실자재업의 수출산업화와 시공업체 육성, 셋째, 체계적인 정보화 

및 경영기술에 대한 지원, 넷째, 첨단기술과 신기술에 대한 농가교육 컨

설팅체계 구축, 다섯째, 난방에너지 기술 개발, 여섯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개척과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함.

○이용선 외(2012)는 원예산업의 생산과 출하, 소비 구조의 변화 특성을 분석

하고 차별화 요인을 도출하여 유형별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주산

지 경쟁력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위지역의 집중도와 지역특화계수를 산

출하고 산지유통센터와 지역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소비자 가구에 

대한 선호도 조사, 전문가 회의와 워크샵을 통해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을 실시함.

- 그 결과 원예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주도형 산업을 

지향해야 하는데, 정부정책은 다양한 품목, 품종으로 관심을 확대해야 하

고, 민간동반형 투자를 강화해야 하며,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와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시키는 한편, 신시장 모니터링, 전망 제공서비스를 구축하

고 소비자정보를 활용한 소비촉진활동분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권오복 외(2009)는 시설농자재 이용 농가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경영비 부

담과 낮은 가격,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노후시설 개보수 부담 등을 지적하

고, 시설농자재 산업의 강점으로 국내 외 시장개척에 대한 업체들의 열의를,

약점으로 높은 수입원자재 의존도와 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경쟁 심화, 높

은 내수 의존도를 꼽음. 위협 요인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 농업 

자재들의 수입, 내수 수요 기반이 취약한 점 등을 꼽음.

- 시설농자재 산업의 발전 전략으로는 첫째, 규모가 영세한 업체들 간 경

쟁이 과열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둘째, 원자재의 구매방식을 공동구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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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셋째, 제품의 품질을 향

상시키고 신제품을 개발하여 신뢰를 구축하며, 넷째,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농자재를 개발하고, 다섯째,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

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기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설원예농업 현황과 발전 방안을 연구한 사례가 

있는데 최경주(2001)에서는 전남지역 시설원예농업 현황과 발전방향을, 한

상춘(2008)은 강진군을 중심으로 시설원예농업의 현황과 합리적 개선 방안

을 연구함.

3.2. 시설원예농업 선진국 사례 연구

○해외사례 연구로는 시설원예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사례 연구가 대부분

이며, 채소류의 경우 이스라엘, 중국, 일본 등의 연구도 다수 있음.

○이지원(2015)에서 세계의 기술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수량성에 

중점을 두던 1990년대를 지나 현재는 생산성은 물론,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에너지와 노동력의 투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20년부터 신축하는 온실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 네덜란드의 시설원예농업분야는 높은 수준의 시설인프라와 기술력을 바

탕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환경도 개방적임. 반면에 젊은 

후계노동력의 부족, 노동력의 외국의존도 증가, 국내 내수시장의 위축,

소매단계 대형유통체인의 확대, 경영수익의 불안정성 증가 등 약점도 존

재함.

- 시설원예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대화, 규모화, 첨단기술 개발에 적극

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설원예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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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확대가 가능함. 시설원예농업은 투자의 규모가 큰 산업인 만큼 지

역과 작목의 선택, 기술개발 방향, 시장 진출 전략, 전문성 확보전략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송인주 외(2015)는 네덜란드의 전후 성장기를 중심으로 수출농업으로의 발

전과정을 연구한 논문에서, 네덜란드는 17세기에 들어와 식량자급에서 식량

수입으로 전환하는 대신 해외 수출을 위한 황금작물 생산에 주력하였고, 또 

상업농들의 구체적 경영방식도 기업적 영농에 가까웠다고 서술함. 19세기 

중후반부터는 농업기술의 발달로 낙농, 화훼 농가들이 급증하였고, 이때 유

리온실이 등장하였으며, 20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수출농업이 발전한 것은 

특수한 지리적 역사적 요인에 의한 것임. 이 밖에도 자국 내 농업에 대한 투

자 확대를 지지해주는 안정적인 판매시장 확보와 빠르게 국제정세에 대응하

는 정부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평가함.

○전종화(2011)는 대표적인 시설원예작물인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네덜란드와 

비교 분석하였음. 한국의 연간 광량, 연평균 일조시간 등 상대적인 자연조건

은 네덜란드보다 우수하다는 평가임. 파프리카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네덜란

드가 더 넓고 많음. 반면 토마토 재배면적은 한국이 더 넓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성에서 네덜란드가 우수해 네덜란드의 총 생산량이 2배 정도 많음. 최

대 상대수확률과 최대 생산량, 최대 수확량에 도달하는 시점, 노동력 투하시

간의 경우 한국보다 네덜란드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 시설원예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시설현대화산업을 강화

해야 함. 둘째, 난방비 절감시설 보급을 확대해야 함. 셋째, 농가시설의 

규모화와 시설 단지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함. 넷째, 농촌관

광형 시설원예농업단지를 건설해야 함. 다섯째, 권역별 컨설팅센터를 설

치해야 함. 여섯째, 정부지원 방식을 시설투자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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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욱(2011)은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시설원예

농업의 생산기반을 분석하였음. 시설원예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시

설원예농업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함. 둘째, 시설원예농업의 지역 축적, 수출

역량 축적, 정책 축적을 통한 축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셋째, 우리나라 시

설원예농업에서 생산과 유통을 계열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야 함. 넷째, 시설원예농업 생산의 단지화를 추진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클

러스터를 활용하여 시설원예농업과 타 산업 간의 융복합을 추구해야 함.

○한편 고영곤 외(2010)는 네덜란드 농업의 형태가 지리적, 기후적 특성으로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농업 모델로 삼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

고, 네덜란드 농업의 성공이 단기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함.

- 네덜란드 농업의 성공은 정부의 기술개발, 교육에 대한 투자에서 기인된 

것임을 이해해야 함. 네덜란드의 정부정책은 집약화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농촌경관을 보전하며, 한계농가의 탈농 및 직불금을 지원함.

이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고 농가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집중했음을 주목

해야 한다고 주장함.

○박석두 외(2009)에서는 외국의 간척지 이용 사례로 네덜란드의 유리온실 경

영사례를 소개했는데, 네덜란드 시설원예농업 면적은 1990년부터 꾸준히 증

가하였다가 2006년부터는 감소 유지 추세이고, 경영체 수는 1990년 이후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회사와 관련 사업의 인수합병에서 기인

된 것임. 2007년 네덜란드 중앙 지방 정부들은 ‘Green Port Project’라는 대

규모 유리온실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해 고용창출과 무역흑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Piet Rijk Ernst Bos et al.(2008)은 네덜란드의 과거 농정과 현재의 주요 농업 

정책들을 분석해 한국의 미래 농정을 설계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음. 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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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는 집약적 영농, 기술영농을 추구하여 영세한 규모를 극복하였음. 이에 

따라 농업의 기술 수준이 매우 높으며 농식품 수출규모도 세계 2위 수준에 

도달하였음.

- 현재 네덜란드 농업의 위상은 운송의 편리성, 균형 잡힌 정책과 민주주

의, 농지 재정비 등 농지 인프라 정책, 농업인 대상 수준 있는 교육, 친농

업적인 정책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협동조합과 농민단체의 역할,

농업과 애그리비즈니스, 정부 간의 협력 덕분에 높음.

- 과거 네덜란드의 농업정책은 자유무역을 통해 주요 수출작물에 대한 특

화를 이루었음. 미래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방향은 시장지향적인 농

촌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음. 네덜란드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기조에 함께

하면서 자연경관의 보전과 토지재정비 계획을 지속하고, 전국생태 네트

워크를 추구하고 있음.

○남윤일(2001)은 이스라엘 시설원예농업의 현황과 국내 시설원예농업 접목

가능 분야를 분석한 논문임. 이스라엘 면적은 남한의 1/4 정도이며, 경작 면

적은 18.3%로 경작지는 대부분 국가가 소유하고 50년간 장기 임대형식으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함. 따라서 국가 계획에 따라 운영방향을 조절하기

에 유리함. 이렇듯 우리나라와 기본적인 사회운영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스라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경지규

모 확대와 기계화 및 자동화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이스라엘 시설원예농업 중 국내 접목 가능한 것들은 첫째, 하우스의 형

태 및 구조, 둘째, 향후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세계적 수준의 관비기

술 시스템을 적극 벤치마킹, 셋째, 물 부족 사태 대비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적극적인 개발, 넷째,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우수한 피복자재들의 국내 적응성 검토와 기술 도입, 다섯째,

여름철 혹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술 도입, 여섯째, 공정

육묘장의 규모 확대와 내부시설 현대화, 일곱째,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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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와 수정벌을 이용한 수분기술 등에 대한 연구, 여덟째, 조직배양기술 

개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한다고 제안함.

○권나경(2013)은 중국 화훼산업의 현황을, 이동소(2013)는 네덜란드 화훼산

업의 현황을 연구함. 중국 화훼산업의 특징은 산업규모가 안정적으로 발전

하였고, 생산구조의 틀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술 혁신이 강화되

고, 시장의 기본적인 체계와 규모를 갖추었으며, 화훼문화가 나날이 발전하

고 있고, 대외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함.

- 반면 중국 화훼산업은 품종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능력이 취약하고,

화훼 품질이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며, 화훼시장 유통시스템이 불완전하

다고 지적함. 그러나 중국 화훼산업은 개발 잠재력이 있는 화훼자원이 

풍부하고, 소비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거대하며, 생산력 향상 가능성이 매

우 크고, 향후 일자리 창출 기회가 많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분석함.

-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유럽 물류유통의 중심

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11년 유럽의 화훼 생산액은 전년대비 줄었

으나, 네덜란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점차 산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는 

추세임. 생산 노하우, 수확 전반의 로지스틱스 및 마케팅 시스템에서 다

른 경쟁국가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유통업체에서 대형화

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품 정보 획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교섭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 육종회사의 점유율은 높으나 해외 시장으로부터 수입

대체 가능성으로 인해 교섭력은 떨어짐. 그러나 타국에 비해 우수한 인

프라 시스템으로 인해 대체제의 위협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

석임.

○일본의 채소농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일본에 국한하여 채소 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도 있음. 조일환(2004)은 현재 일본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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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수입 압력의 증가, 국내 산지에서의 고령화, 후계자 감소 등의 상

황으로 채소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채소는 지역 농

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건강 유지 증진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

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함.

○손정익(2007)은 아시아의 지역별 시설원예농업 형태는 지역적 제한성을 최

대한 활용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고 함. 그

러나 최근 교통 기술의 발달로 지역적 제한성이 약화되고, 효율성의 기준이 

변하면서 아시아 시설원예농업은 면적과 생산량 관점에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우승(2012)은 한국 중국 일본의 최근 딸기 생산현황을 연구한 논문으로 

각국의 품종과 재배면적, 생산량 등을 비교 분석하고, 고관달(2003)은 중국

의 전반적인 채소 재배동향과 중국 채소산업의 전망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

하였음.

3.3. 품목 중심 연구

○정은미 외(2008)는 과채류 중 시설원예농업의 대표작물인 파프리카의 생산,

소비, 유통현황을 분석하였고, 임청룡 외(2014)는 시설토마토에 대한 효율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바 있음. 이계돈(2008), 최기영 외(2012)의 

연구에서도 파프리카, 토마토를 중심으로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수출전문단지 육성을 주장함.

○임청룡 외(2014)는 시설원예농업의 주요 수출작목인 토마토를 중심으로 효

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 방법을 이

용하였음.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재배방법, 가온여부, 온실높이, 시설



14

현대화율, 영농경력, 재배지역을 채택하였으며 이 중에서 가온여부와 온실

높이, 재배지역이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설과채류 수출금액은 10년 사이 2.5배 증가하였으며(2011년 기준) 과

채류 중 파프리카와 딸기가 86%의 비중을 차지함. 파프리카의 경우 일

본에 편중되어 있고 딸기는 수출국의 다변화가 진행 중임. 최기영 외

(2012)는 과채류 수출이 제한적인 수출시장에서 수입규제 강화, 국내 가

격 상승, 작황에 따른 상품화율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채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첫째, 안정생산을 기반으로 한 과채류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수출전문단지나 수출 창구의 일

원화가 필요하며, 둘째, 해외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고,

셋째, 파워 브랜드의 개발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마지막

으로 R&D투자를 통해 산 학 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겪은 애

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교

섭력 강화 및 시장개척, 점유율 확보에 집증해야 한다는 의견임.

○이계돈(2008)도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현황, 품종 및 수출 

동향을 파악하고 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와 수출상의 문제점을 분석

하여 수출 증대 방안을 모색한 바 있음. 최근 FTA 등으로 값싼 수입농산물

에 노출되어 가격경쟁력 약화와 작목 전환 등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

는 추세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설원예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비중

이 높은 작물들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 규모화된 수출

단지를 육성하고,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임.

○마지막으로 시설원예 작물인 버섯에 관한 연구 등이 간헐적으로 있음. 서원

명 외(2002)는 큰느타리버섯 재배현황을 연구하였고, 서원명 외(2006)는 재

배사의 경제성에 대해서 BC분석(Benefit-Cost analysis, 편익 비용 분석)을 

수행하였음. 또한 최철호(2006)에서는 중국의 버섯생산 현황을 조사 연구하

였음.



제 2 장

시설원예농업 발전과정과 정책 추진현황

1. 시설원예농업의 의의

○일반적으로 원예산업은 종자, 종묘의 생산부터 작물의 재배를 통해 생산된 

원예농산물의 가공, 유통을 포괄하는 협의의 원예산업에서, 최근에는 종자,

종묘산업 외에 시설자재, 시설시공, 비료산업, 농약산업, 경영정보산업 등을 

포함한 광의의 원예산업으로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과거에는 종자, 종

묘산업의 중요성이 컸다면 최근에는 시설자재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시설원예농업은 재배형태에 따라 분류한 개념으로, 채소, 과일, 화훼 등을 

도구나 기계, 장치 등의 설비가 갖추어진 시설에서 생산하는 원예농업의 한 

종류이며, 원예산업의 한 부분임.

○시설원예농업은 첨단기술 접목 가능성이 높은 자본 기술 집약적인 농업으

로 고비용 고효율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

한 농가의 하드웨어(시설 설치)와 소프트웨어(R&D, 기술교육 및 훈련, 보

조, 융자 등)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농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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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원예산업의 구성과 전후방산업과의 연계

자료: 박현태 외(2009).

○우리나라 시설원예농업은 연도별로 특성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에서 정리되어 있음. 고관달(2013)과 김현환(2001)의 연구를 종합하여 우리

나라 시설원예산업의 변천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우리나라 온실의 시작은 조선조 초기 관상식물 월동용 온실이며, 1920년대 

창틀에 유지를 바르던 것을 지나 1950년대 플라스틱 필름이 도입되기 시작

했으며, 1960년대 플라스틱 필름이 저가로 보급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

음. 1970년대 도시인구의 증가로 겨울철 신선채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도시 근교에서 비닐하우스 생산이 크게 증가했고, 1980년대 국민경제의 성

장으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신선 채소의 수요가 급증했음. 1990년

대부터 현대식 원예시설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원예시설에 대한 투

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음.

○따라서 1950~60년대를 시설원예농업의 태동기, 1970년대를 초기 비닐하우

스의 양적 확장기, 1980년대를 비닐하우스 재배 성장발전기, 1990년대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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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술 도입과 시설현대화 시기, 2000년 이후를 정체기로 구분하여 정리하

였음. 특히 화훼 품목 재배면적이 199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들어 주춤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표적인 시설원예농업이라 할 

수 있음.

<그림 2-2>  우리나라 시설원예산업의 발전과정

자료: 고관달 외(2013: 48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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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원예농업 정책 추진 과정

○ 1970년대의 비닐농법이 확산되어 시설원예농업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 본격

화된 이후 1990년대에는 자동화비닐온실,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등과 같은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

며, 이후 고효율 고비용 에너지 다소비적인 시설로 발전하고 있음.

○정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1990년

대 들어와 신농업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첨단기술농업과 수출농업을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인식하였음. 특히 시설원예농업을 전략산업으

로 육성코자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유리온실 신축사업에 5,500억 원을 지원하였음. 이

후 2012년까지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및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통

해 4,500억 원을 지원하여 총 시설현대화에 1조 원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였

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음. 지원성과로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액은 

1990년 8,000억 원 수준에서 2010년 5.3조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22배 이상 증가하였음.

○과거 유리온실 지원사업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했음. 당시에는 농업인

들의 재배기술과 전문 경영능력이 미흡하고, 수출상대국들이 우리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편견이 있어 안정적인 수출 유통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

었음. 또한 IMF사태 이후 유가상승과 농산물 가격하락의 영향이 겹치면서 

농가경영 부실이 발생함.

○최근에는 여건의 변화가 많아졌으며, 과거 지원된 현대화 시설을 통해 농작

물의 질적 양적 성장과 경영농가들의 규모화 전문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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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FTA 확대, 최근의 저 농산물 가격 기조 등에 따라 시설원예농업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다소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건에서 환경제어, 양액재배 

등 ICT와 결합된 생산성 향상, 작업환경 개선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임. 시대별로 정부의 시설원예농업 정책 방향이 변화되었는데 그 과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정부는 시설원예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1년 ‘첨단기술농업사업’

으로 유리온실 설치사업을 진행시켰는데, 이는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조성

사업’, ‘시설채소시범단지사업’, ‘화훼시범단지사업’ 등으로 전환되어 1993

년까지 추진되었음.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조성사업’에는 과수원, 버섯 재

배시설 설치, 양어장 조성사업이 포함됐으나, 이보다는 온실의 현대화에 중

점을 둔 사업이었음.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시설현대화와 함께 수확 후 상

품화하고 저온 저장하는 등의 유통시설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생산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해 시설원예농업 분야에서 생산과 유통시설의 현대화가 급속히 

추진되었음.

○시설원예농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생산시설 현대화에 집중

하고 있으며, 이 밖에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공동출하 추진을 위한 보완

책으로 집하장, 농산물 선별장, 저온 저장고와 같은 시설들의 설치하는 ‘생

산유통지원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음.

○이를 통해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유리온실과 자동화 비닐온실들이 집중

적으로 지원 설치되었음. 특히 유리온실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

어졌던 시기는 1995년부터 1996년으로, 총 2,000억 원을 상회하는 투자가 

이루어졌음. 그리고 ‘생산유통지원사업’ 중 하나로 생산과 육묘를 서로 분업

화 전문화해 공정육묘장 설치를 지원하였는데 주로 유리온실이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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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이후 IMF의 영향으로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설원예 농산물의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가격이 떨어짐. 또한 유가 인상, 환율 인상 등의 영향

으로 영농자재비가 오르는 등 수익 저하, 비용 증가 등 경영압박으로 농가들

의 수익이 떨어지고 부실농가가 증가하여 정부의 지원이 감소됨.

○생산기술부문에서 자동화온실이 확대되어 기존의 비닐온실에서 볼 수 없었

던 센서 및 컴퓨터를 활용한 환경제어장치, 양액재배, 수경재배 등의 재배방

식이 확산됨. 이를 통해 네덜란드, 일본, 이스라엘 등 선진농업국가들의 시

설원예 재배기술이 도입되어 재배기술의 첨단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선진

국과의 시설원예 재배기술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였음.

○정부지원방식으로 보았을 때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범사업기였던 1991~1993

년에는 초기단계의 ‘하향식 사업’이 추진되었고 보조 등의 정부지원비율이 

높았지만, 1994년부터는 ‘상향식 신청에 의한 자율사업’이 추진되었고 시설

채소 33억 5,000만 원, 화훼 39억 원으로 개소당 시설현대화 지원규모도 커

지고, 지원조건도 1996년까지 자부담은 20%, 나머지 보조 50%, 융자 30%의 

비율로 지원되었음.

○이후 ‘농어촌발전대책 중간평가’를 통해 부적격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 

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단계의 부조리 제거 등 시설농가들의 자생력

을 키우기 위해 보조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했음.1 1997년부터 점

차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부터는 기존의 보조 지원을 중단하고 융자사업으

로 전환하였음.

1 농어촌발전대책 중간평가(강정일 외 1996. 6.)에서는 기존의 50% 보조를 40%로 조

정하고, 경영자의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융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

시해 적합하지 않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시공 부조리 제거로 사업

물량의 감축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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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의 시설원예농업 정책들은 주로 농가들의 운영자금이나 기존에 운

영하던 시설들에 대한 개 보수자금을 지원하거나 온실 개발, 경영 기술 지

도, 출하조절약정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출하조절약정사업의 경우 2000년에 

오이에 대해서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완해 2001년에는 호

박, 가지, 2002년에 토마토, 풋고추로 대상 품목을 확대해 추진하였음. 이 사

업은 품목별 생산자 조직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협의회가 조직된 

주산지 농협들을 중심으로 전국협의회를 결성해 생산시기별로 면적 조절

공동출하를 추진하고,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규제, 산지 폐기, 출하조절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 2012년에는 고효율 안전 생산기반 구축, 비용절감형 생산시스템 확충, 선진

유통체계 구축 및 수출기반 확충을 통해 2020년까지 수출 10억 달러, 생산액 

9조 원 수준의 시장을 형성하여 시설원예농업을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선도

주체로 육성한다는 시설원예농업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수립한 바 있음.2

○고효율 안전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2020년까지 수출과 생산액의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약 5,000ha 수준의 대규모 첨단유리온실의 신축 지원을 추진

하고, 노후화된 온실은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을 통해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비용절감형 생산시스템 확충을 위해 지열이나 팰릿 등의 비유류 난방으로 

전환할 경우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 발전소 온배수열, 공장폐열 등 신

재생에너지원 냉 난방 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2. 7. 27. “시설원예산업을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선도

주체로 육성.”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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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로열티 

대응사업단을 통해 국산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수출용 종자를 육성하는 데 

지원하고, 품목별로 연구사업단을 통해서 국내 기후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

고 있음. 파프리카의 경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적합품종 개발에 50억 원

이 투입되었음. 장기적으로는 민간 육종능력을 강화하고 GSD(Golden Seed

Project) 등과 같은 프로젝트로 국내에서 우수한 품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을 확대해 종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선진유통체계 구축 및 수출기반 확충을 위하여 산지 전문조직과 시설원예 

농가 간 수직계열화의 추진을 통해 조직화 및 규모화를 유도하고, 시설원예

농업부문의 수출업체와 수출농가들 간의 계열화를 추진해 주요 수출품목 선

도조직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

○ 2014년에는 시설원예농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원예시설 현대화 등 경

쟁력 향상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 메뉴 발굴, 연구 개발 추진 등 에너지 절감 

시책 다양화를 추진하였음. 또한,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기준 개정, 온실 등 

규격시설 11종 추가 등 원예특작시설 내 재해 관리 기반을 강화하였음.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미집행 발생(118억 원) 등 사업 집행율이 부진하고, 시

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나열식 지원으로 정책효과가 미흡했던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시적 성과도출 역시 미흡하였음.

○또한, 온실 설계 시공 시 기본요건, 주요 자재 시설의 품질관리, 사후관리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하며 온실관련 설계 시공 등에 대한 표준과 산업발전 협

의체가 부재함. 다양한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더불어 실질적인 성과 제고

가 필요함.

○최근 국제유가는 안정적인 추세에 있으나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냉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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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평균 국제유가는 2012년 배럴당 109달러에서 2013

년 105달러, 2014년 65달러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경유의 면세유 가격은 

2008년 리터당 812원에서 2011년 950원, 2012년 1,118원, 2013년 1,105원을 

기록함.

○ 2015년에는 경쟁력 제고 및 에너지 이용 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과 시

설원예농업 분야 ICT 활성화 방안 마련, 시설원예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

한 시설원예농업 육성 기반 조성, 수박 유통체계 개선 방안 마련(1월) 및 시

범사업 추진, 보급 지도형 온실(온실면적의 61%) 복구지원 유예기간 검토 

등의 추진 계획을 실천하였음.

○ FTA, DDA 등 개방화에 대처해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 및 원예 전문생산단

지 지원을 통한 원예작물의 품질 개선과 수출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음. 2015년 사업시행의 주요 내용은 원

예전문생산단지(채소, 화훼)와 일반원예시설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온

실, 공정육묘장 현대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비용에 대하여 보조와 융자 지원

을 함.

○최근에는 시설이 현대화된 시설원예 농가에 시설제어나 환경 모니터링 등의 

ICT 융 복합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원예 ICT

융복합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 및 습도 

조절 등 생산의 최적 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물 원격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복합 환경제어시스템3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시설보급에는 자부담 20%

에 나머지 보조 20%, 지방비 30%, 융자 30%, 컨설팅에는 국고 100%로 지

3 온도나 습도, CO², 풍속, 광량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원격 모니터링, 환경제어, 양액

과 같은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생장관리, 축적한 작물의 생육정보 Data

Base 활용을 통한 분석, 컨설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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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되는 사업비 205억 원 규모의 사업임.

○사업대상은 시설이 현대화된 시설원예 농가로, 재해에 버틸 수 있는 규격을 

준수하고 전동기와 같은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온실 등임. 원예작물 외

에도 인삼, 채소, 육묘, 버섯재배 온실 등을 포함하며, 각 시 군으로 신청하

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자를 확정함. 사업을 전담

하는 기관은 컨설팅 기관 선정, ICT 기업을 검증 안내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가를 지원함.

<그림 2-3>  시설원예 ICT 융복합확산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 1. 27.).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제 3 장

시설원예농업 생산 현황과 수급 전망

1. 생산 현황과 문제점

1.1. 시설원예농업의 위치

○정부는 1990년 UR 협상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대책

의 일환으로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91~2012년까지 시설현

대화사업에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였음.

○이에 대한 성과로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액은 2014년 농업 총생산액의 

13.2%를 차지하며, 1990년 0.8조 원에서 2014년 5.9조 원으로 6.7배 성장하

였으며, 농업 총생산액 성장률 2.5배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이 중 시설

채소 생산액이 동 기간 8.2배 성장하였으며, 화훼류는 2.9배 성장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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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농업에서의 시설원예농업 비중과 연도별 생산액

단위: 십억 원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2014/

1990

농업 17,860 26,342 31,968 35,089 41,677 44,917 2.5 

시설원예 880 2,716 3,603 4,550 5,421 5,926 6.7 

시설채소 641 2,195 2,940 3,555 4,570 5,224 8.2 

화훼류 239 522 663 995 851 702 2.9 

시설원예/농업 4.9% 10.3% 11.3% 13.0% 13.0% 1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통계 농림업생산지수.

○농업생산액 전체에서 채소, 과실, 화훼 등 원예작물의 비중은 1995년 39.8%

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4년에는 29.3% 수준임. 반면 채소산업

에서 시설채소의 비중은 2011년 한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농업에서 화훼산업의 비중은 2005년 2.8%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표 3-2>  농업생산액에서 원예부문 비중 변화

단위: %

비중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원예산업/농업 27.9 39.8 31.2 31.3 30.7 31.5 33.2 32.5 29.3 

채소/농업 19.2 26.3 21.1 19.7 20.0 20.6 22.9 21.6 19.8 

시설채소/채소 18.7 31.6 43.6 51.4 54.7 49.8 51.8 53.0 58.7 

화훼/농업 1.3 2.0 2.1 2.8 2.0 2.0 1.7 1.6 1.6 

과실/농업 7.3 11.5 8.1 8.8 8.6 8.9 8.6 9.2 8.0 

미곡/농업 36.6 25.7 32.9 24.3 16.3 19.4 18.3 19.1 18.2 

축산/농업 22.0 22.6 25.3 33.5 41.9 36.2 36.2 36.4 41.8 

주: 원예 생산액은 채소와 화훼, 과실 생산액의 합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통계 농림업생산지수.

○농산물 부류별 생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축산과 미곡 다음으로 시설채소 생

산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화훼류 생산액은 가파른 

증가추세에서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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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산물 부류별 생산액 추이

단위: 십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통계 농림업생산지수.

1.2. 시설원예작물 재배면적 동향

○시설설치면적은 1990년 2만 5천 ha에서 2000년대 초 5만 2천 ha로 2배 이상 

증가한 후 2014년에는 5만 4천 ha로 다소 정체상태임.

○시설원예작물 재배면적은 1990년 약 3만 8천 ha에서 2000년 약 9만 4천 ha

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4년 현재 6만 6천 ha 수준임. 이 중 시설채소 재

배면적이 6만 3천 ha로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시설이용률4의 경우 1995년 196.3% 수준에서 2000년에 180%로 소폭 하락

한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4년 현재 122.2% 수준임.

4 시설원예작물 재배면적 중 시설설치면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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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시설설치면적 및 시설원예 재배면적 동향

단위: ha

연도 시설설치면적
재배면적 시설이용률

(%)합계 채소 화훼

1990 25,450 37,746 35,994 1,752 148.3

1995 43,131 84,658 81,604 3,054 196.3

2000 52,189 93,963 90,627 3,336 180.0

2005 52,022 81,917 78,469 3,448 157.5

2010 51,830 69,376 66,382 2,994 133.9

2011 52,393 71,466 68,610 2,856 136.4

2012 53,126 65,583 62,908 2,675 123.4

2013 53,611 62,779 60,226 2,553 117.1

2014 54,168 66,196 63,815 2,38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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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류별 시설작물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과채류 재배면적은 1990년 2만 

1,896ha에서 2000년 5만 1,464ha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4년 현재 다

소 감소한 3만 9,699ha임. 엽채류 재배면적은 1990년 8,290ha에서 2000년 1

만 5,464ha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 7,968ha로 1990년 대비 감소함. 1990년 

대비 2014년 과채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엽채류 비중은 감소하였음.

<그림 3-2>  시설작물 재배면적

단위: ha

자료: 통계청(각 연도). 시설작물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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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과채류 재배면적은 1990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시설재배면적 비중은 

1990년 42%에서 2014년 81%로 2배 증가하였으며, 시설생산량도 1990년 대

비 241% 증가하여 전체 과채류 생산량은 89.1% 증가하였음.

<표 3-4>  과채류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 ha, 천 톤

재배면적 생산량

계 노지 시설 계 노지 시설

1990 57,685 33,505 24,180 1,326 693 634

1995 90,362 37,685 52,677 2,451 832 1,618

2000 75,694 17,523 58,171 2,651 432 2,219

2005 67,003 13,199 53,804 2,797 418 2,378

2010 56,480 9,574 46,906 2,369 263 2,106

2011 54,012 10,348 43,664 2,232 300 1,932

2012 55,966 11,761 44,205 2,075 328 2,063

2013 54,030 10,860 43,170 2,353 345 2,009

2014 57,525 10,832 46,693 2,508 343 2,165

1990/2014(%) -0.3 -67.7 93.1 89.1 -50.5 241.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4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엽채류의 시설재배면적 비중은 과채류에 비해 적음. 2014년 시설재배면적이 

1990년 대비 24.2% 증가하였으나 전체 엽채류 재배면적은 16.2% 감소함.

생산량도 시설재배 생산량은 동 기간 57.6% 증가하였지만 그 비중이 적어 

전체 엽채류 생산량은 동 기간 12.8%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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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엽채류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 ha, 천 톤

재배면적 생산량

계 노지 시설 계 노지 시설

1990 63,345 54,776 8,569 3,716 3,499 217

1995 72,214 55,597 16,617 3,521 3,074 448

2000 74,276 58,336 15,940 3,782 3,262 521

2005 59,516 46,130 13,387 3,054 2,605 448

2010 47,313 34,636 12,677 2,411 1,994 416

2011 59,533 43,533 16,000 3,456 2,936 519

2012 52,357 39,131 13,226 2,839 2,416 422

2013 52,188 41,480 10,708 3,013 2,673 340

2014 53,060 42,420 10,640 3,239 2,897 342

1990/2014(%) -16.2 -22.6 24.2 -12.8 -17.2 57.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4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 2015년 현재 시설채소 작물별 재배동향을 살펴보면, 과채류 시설재배면적이 

전체 시설재배면적의 41.9%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수박이 13.9%, 토마토

가 7.7%, 딸기가 7.0%, 참외가 5.9%, 풋고추가 5.4%로 5개 품목이 과채류 

재배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함.



31

<표 3-6>  시설채소 품목별 재배동향

단위: ha

구분
1990년 2015년

2015/1990
재배면적 비중(%) 재배면적 비중(%)

과채류 21,896 49.1 37,893 41.9 1.7 

수박 5,404 12.1 12,572 13.9 2.3 

토마토 1,992 4.5 6,976 7.7 3.5 

딸기 4,715 10.6 6,306 7.0 1.3 

참외 4,209 9.4 5,305 5.9 1.3 

풋고추 2,096 4.7 4,878 5.4 2.3 

오이 3,929 8.8 3,338 3.7 0.8 

엽채류 8,290 18.6 7,722 8.5 0.9 

화훼류 2,429 5.4 2,893 3.2 1.2 

시설재배합계 44,613 - 90,468 - 2.0 

자료: 통계청(각 연도). 시설작물 재배면적.

○시설채소 중 파프리카는 1990년대 정부 보조로 시설재배기반을 갖추면서 

고부가가치 수출 작물로 도입되었고 현재 시설원예농업 중 수출 주력 품목

임. 유용한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지면서 가정에서의 소비가 크게 증가해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품목임. 1995년 김제의 참샘영농조합법인

에서 수출용 재배를 시작한 이래 소득이 높은 수출 유망 품목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이 시설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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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파프리카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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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프리카는 신선 농산물 단일 품목으로 수출액이 많은 중요 품목임. 생산 초

기에 고소득 수출 작목으로 전량을 수출했으나 도매시장에 상장하면서 소비

자에게 알려져 국내시장에 유통됨. 주로 일본에 수출하며, 엔화 등 일본 경

기의 영향을 받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임. 수입액은 수출액에 비해 미미

한 수준이며, 최근에는 거의 없음.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 파프리카는 타국의 제품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품

질도 우수해 도 소매 업체들이 선호했지만, 높은 프리미엄으로 가격이 상승

함에 따라 지속적인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생산비를 보다 낮추

어 단가를 낮추고 일본 소비성향에 맞는 크기의 파프리카 공급을 늘려야 한

다는 주장이 많음.

○중국은 현재까지 파프리카에 대한 인식 수준과 생산기술이 낮으나 가격경쟁

력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향후 중국산 파프리카의 국내 반입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음.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자율 수급체계 및 산업체

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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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파프리카 수출량과 수입량 추이

자료: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GTA).

○토마토는 1990년대 후반 널리 알려지면서 수요가 급증하였음. 수요 증가와 

맞물려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2000년대 방울토마토가 보급되는 등 품질개

량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였음. 최근 토마토의 대체과일에 대한 수요 증

가와 토마토 생산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판매가격이 상승해 수요가 다소 정

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

○토마토 재배면적은 2000년 4,900ha에서 수요 증가로 인해 2007년 7,400ha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생산 증가로 인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지자체의 시설지원사업과 타 작목에

서 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함에 따라 재배면적이 다시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에는 7,000ha로 2000년 대비 43.82% 증가하였음. 1990년대 이후 농가들이 

노지재배 위주였던 작부체계를 시설재배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최

근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농가가 시설재배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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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토마토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자료: 통계청(KOSIS).

○토마토는 최근에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아져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

며, 일본에는 신선품, 중국과 러시아에는 가공품 위주로 수출하고 있음.

<그림 3-6>  토마토 수출량과 수입량 추이

자료: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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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는 시설재배가 쉽지 않아 채소, 화훼에 비해 시설재배 비율이 낮으나,

최근 포도의 반촉성 재배, 감귤류의 촉성 반촉성 재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임.

○시설과수재배는 1960년대 후반 대전지역에서 포도 시설재배를 시작으로 단

기간에 크게 발전하였으며, 1980년대 제주도 중심으로 파인애플, 바나나 하

우스재배가 급증한 바 있음. 1980년대 후반에는 감귤 하우스재배가 증가하

였고, 1990년대에는 단경기 생산이 주목적인 복숭아, 단감 등을 조기출하하

기 위한 가온재배와 배, 비파, 금감, 참다래, 무화과 등의 숙기 촉진과 안정

생산을 위한 무가온재배의 면적이 급증하였음.

<그림 3-7>  시설과수 재배면적 추이

단위: ha

자료: 통계청(각 연도). 시설작물 재배면적.

○시설과수 재배면적은 1991년 453ha에서 2000년 3,402ha로 급증하였으며,

2015년 시설과수 재배면적은 8,808ha로 2000년 대비 2.6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설재배면적의 9.7%를 차지함. 2000년 3.2%임을 감안하면 3배가량 

비중이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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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종별로는 2015년 감귤 재배면적이 전체 시설재배면적의 5.1%, 포도 재배

면적이 3.0%로 시설과수 재배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함.

<표 3-7>  시설과수 품목별 재배동향

단위: ha

2000년 2015년
2015/2000

재배면적 비중(%) 재배면적 비중(%)

시설재배합계 105,758 100.0 90,468 100.0 0.9 

과수 3,402 3.2 8,808 9.7 2.6 

감귤 1,623 1.5 4,573 5.1 2.8 

포도 1,115 1.1 2,707 3.0 2.4 

기타과수 664 0.6 1,528 1.7 2.3 

화훼 4,936 4.7 2,893 3.2 0.6 

자료: 통계청(각 연도). 시설작물 재배면적.

○화훼류의 경우는 시설재배면적이 41.5%로 노지재배면적에 비해 적으며, 최

근 화훼산업의 침체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시설이 늘어나면서 시설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품목별 시설화훼 재배면적의 비중을 살펴보면 절화류가 

5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분화(33.8%), 초화(7.3%), 화목

(2.6%), 관상수(2.2%), 구근(0.5%), 종자(0.4%) 순임.

<표 3-8>  화훼류 재배시설 및 주요 품목 시설면적

단위: ha, %

구분

화훼류 재배시설

노지 시설
절화 분화 초화 관상수 화목 구근 종자

2012 6,429 3,562 2,866 1,555 950 189 60 73 27 10

2013 6,430 3,669 2,761 1,466 918 197 64 93 15 9

2014 6,222 3,638 2,585 1,375 873 188 58 67 14 10

비중 (100) (53.2) (33.8) (7.3) (2.2) (2.6) (0.5) (0.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2~2014). 화훼재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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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온실형태별 시설면적

○시설채소의 온실형태는 크게 비닐온실과 경질판온실, 유리온실로 나눌 수 

있음. 연도별 시설채소 온실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비닐온실은 최근 정

체 또는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경질판온실은 감소세가 뚜렷하며, 유

리온실은 정체와 증가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3-8>  연도별 시설채소 온실시설 설치 현황

단위: ha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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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시설채소 온실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유리온실은 329ha로 0.6%,

경질판온실은 76ha로 0.1% 수준임. 나머지 50,074ha, 96.7%는 비닐온실임.

- 비닐온실 중 단동형이 4만 4,177ha, 연동형이 5,897ha로 대부분이 단동형임.

<표 3-9>  시설채소 온실시설 설치 현황

단위: ha

합계
비닐온실

유리온실
경질판
온실소계 단동형 연동형

2012 47,924 46,015 40,788 5,227 278 90

2013 51,058 49,450 43,753 5,697 306 67

2014 51,787 50,074 44,177 5,897 329 76

비중(%) 100.0 96.7 85.3 11.4 0.6 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2~2014).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화훼류의 경우 최근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시설재배면적 감

소에서 기인된 것으로 시설재배면적이 노지재배면적보다 적음. 2014년도를 

기준으로 시설재배면적 중 89.9%가 철파이프 시설면적으로, 비닐온실면적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유리온실면적은 65ha로 전체의 2.5%에 불과하

며, 경질판온실은 5.3%로 광투과율이 높은 유리온실이 화훼류의 시설형태

로는 유리하나 설치비 부담으로 인해 경질판온실의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됨. 채소류에 비해 유리온실과 경질판온실의 비중이 높음.

<표 3-10>  온실형태별 화훼 재배면적

단위: ha

구분
시설

노지 계
철골유리 철골경질 철파이프 기타 시설합계

2012 71 162 2,560 73 2,866 3,562 6,429

(비중) (2.5) (5.7) (89.3) (2.5) (100) 

2013 69 164 2,456 73 2,762 3,669 6,430

(비중) (2.5) (5.9) (88.9) (2.6) (100) 

2014 65 138 2,324 58 2,585 3,638 6,222

(비중) (2.5) (5.3) (89.9) (2.2)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2~2014). 화훼재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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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설원예농업 생산의 문제점

○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팜 도입, 기술 고도화 등으로 시설원예작물의 단위수

량이 증가하고 출하기간도 연장되어 동 하계 작형의 출하가 중복되고 있음.

특히 강원도 지역까지 재배가 확대되면서 봄철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등 수

급여건에 있어 공급과잉이 우려됨.

- 시설원예작물 재배면적은 최근 5년간 토마토의 경우 34%, 파프리카의 

경우 41% 증가함.

- 생산량은 단수의 증가, 재배지역 확대, 생산의 주년화 등으로 최근 5년간 

토마토가 46%, 파프리카가 56% 증가함.

○시설자재에 있어서 비닐온실의 철골재 등은 국산화가 진전되었으나, 유리온

실 및 양액관리 등 ICT 분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준임.

- 유리온실의 55%(벤로형), 환경제어 분야의 85%가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음.

- 수입산 사용으로 시설원가 및 개보수비용이 높아 시설자재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전반적인 생산비도 함께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 자재생산, 시공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규모 영세업체로 해외수주 등 글로

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취약함.

○토마토의 경우 국내 소비가 생과용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소비처를 확보

하지 못하고 있음.

- 서양의 경우 소스에 토마토 등이 사용되나, 우리나라는 양념류로 사용되

지 않는 등 국내 소비가 생과용에 한정되어 있어 가공용 등의 추가 수요

처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음.

- 생과용 위주의 소비에 따라 국내 소비량은 세계의 절반 수준인 실정이

며, 생과용은 사과 등 타 과일과 경합관계에 있어 소비확대의 한계를 가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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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국내 과일물량 처분개념으로 시장이 협조한 업소용 중심의 수출방식

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어 수출 성장률이 최근 둔화되고 있으며, 수입여력

이 큰 일본시장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뉴질랜드는 남반구의 이점을 살려 동절기 일본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노지재배에 따른 가격 경쟁력 우위와 수요 물량의 안정적 

공급을 내세워 일본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또한 최근 LG CNS 등 대기업의 시설원예농업 시공 및 자재 분야 진출 움직

임 등으로 시설농가의 불안심리가 형성되고 있음. 때문에 시설자재 등 연관

산업부터 생산, 소비, 수출단계까지 시설원예농업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시설원예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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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 전망

○ 2004년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한 총 52개

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농산물 대부분이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

입되며, 한 중 FTA가 발표됨에 따라 수입액의 80% 이상을 FTA 체결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기 체결 FTA(15건 발효) 영향이 누적되면서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커지는 동시에, 새로운 FTA 체결도 확장되는 전면 개방시대에 직면

하고 있음.

○기존 9건의 발효된 FTA와 더불어, 2014년과 2015년에 발효된 영연방(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FTA와 중국 베트남 FTA, 2016년 콜롬비아 FTA 이행에 

따라 국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그 추세가 가

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즉, 시장 개방 확대는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국내 농

축산물 수급과 국제시장이 더욱 긴밀하게 연동됨을 의미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KASMO 2015에 따르면, 기 체결 FTA 영향 누적

에 따라 수입액은 증가 추세를 보여 2036년 수입액은 2014년 농업생산액의 

89.6% 수준인 349억 달러일 것으로 전망됨. 수출액은 연평균 1.9% 증가하

여 2036년에는 84.7억 달러 수준으로, 무역수지적자는 연간 1.6% 증가하여 

2036년에는 263.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런 가운데 수입 농축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국내소비도 정체 내지 

감소되는 추세가 지속 심화될 전망임. 특히, 2016년 이후 1인당 6대 국내과

일 소비량은 연간 0.3% 감소하여 2036년 1인당 소비량은 38.5kg, 5대 채소 

소비량은 88.1kg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임. 반면 오렌지 열대과일 소비량은 

2016년 이후 연간 1.8% 증가하여 2036년 1인당 소비량은 20.7kg 수준으로 

전망됨.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잠식, 농업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2036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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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적은 2016년 대비 7.8% 감소한 156만 3,000ha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시설원예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채류의 수급 전망은 다음과 같음.

- 재배면적은 연평균 0.5% 감소하여 2015년 5만 4,300ha에서 2036년 4만 

8,600ha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임.

- 생산량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2015년 235만 톤에서 2036년 

236만 톤으로 연평균 0.02% 증가할 전망임.

- 1인당 소비량은 2015년 46.2kg에서 2036년 44.4kg 수준으로 2015년 대

비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자급률은 동식물위생검역(SPS)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어 국내 생산량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되어 자급률은 100% 이상으로 전망됨. 과채류는 

2015년 100.6%에서 2036년 102.3%로 2015년 대비 1.7%p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됨.

<표 3-11>  과채류 수급 전망

구분 2015

전망

2017 2022 2027 2032 2036
’36/’15

(%)

재배면적(천 ha) 54.3 53.6 52.4 51.4 50.0 48.6 -10.5

생산량(천 톤) 2,351 2,363 2,365 2,379 2,376 2,363 0.5

1인당 소비량(kg) 46.2 46.0 45.3 45.0 44.8 44.4 -3.9

자급률(%) 100.6 100.8 101.1 101.4 101.8 102.3 1.7p

주: 과채류는 수박, 참외, 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 풋고추, 파프리카를 의미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KASMO.



제 4 장

시설원예농업 선진국의 시설원예산업 현황

- 네덜란드 사례 -

○우리나라의 시설원예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

원가 절감, 기술 고도화를 통한 품질과 생산성 향상, 산지와 매장 사이의 유

통구조 개선, 지역별 작물별 다양한 가치 부가 등이 필요함. 더불어 주변 국

가의 시설원예농업 연구와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연계할 필요가 있음. 따라

서 이 장에서는 시설원예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농업여건과 시설원예농

업 현황,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자 함.

1. 네덜란드 농업의 일반 현황

○네덜란드는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국가로서 2010년을 기준으로 

농업과 원예의 수출액이 650억 유로로, 네덜란드 전체 경제 GDP와 고용에

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 수준임.

○네덜란드는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의 17.5% 정도이며, 주요 수출품은 채

소와 화훼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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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식품 정책기능이 식량자급 등과 같은 식량안보가 아닌 수출농업,

경제적 진흥 등 산업목적이 강한 특성을 반영하여 2010년 농업식품부와 경

제부를 통합한 바 있음.

○핵심 농업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있음. 가축의 배설물과 같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며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첨단유리온실

을 장려함. 또한 유기농 육성을 위해서 네덜란드 농업 및 원예협회(the

Dutch Organization for Agriculture and Horticulture)와 유통업계가 공동 협

정을 맺어 매년 10% 이상 유기농산물 소비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며, 농업

혁신정책으로서 해마다 2,500만 유로의 혁신보조금을 통해 농가들(통상 기

업농)의 태양광 지열 조명 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에너

지효율 및 절감기술 등의 확대를 촉진하고 있음.

○바이오기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030년까지 유류,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연료 중 30%를 바이오매스로 대체하고자 노력하고 있

음. 이를 위해 농작물 보호, 비료 및 농식품 쓰레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바이오매스 혁신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농가소득안정 보조금

에 대한 정책은 EU정책을 따르고 있음.

○ 2014년 기준 네덜란드의 경지면적은 약 107만 5,000ha 정도로 전 국토 대비 

경지면적은 25.8%에 달함. 우리나라의 농지면적은 171만 ha 정도로 전 국토 

대비 경지면적이 17.1%에 그친 점으로 비춰보았을 때 농업의 규모화가 이루

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4-1>  네덜란드와 한국 간 주요 지표 비교(2014)

구분 네덜란드 한국

국토면적 (천 ha) 4,154 10,027

경지면적 (천 ha) 1,075 1,711

국토면적 대비 경지면적 (%) 25.8 17.1

자료: FAOSTAT(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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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덜란드 시설원예농업 현황5

2.1. 시설원예작물 재배면적 및 농가 수 변화

○ 2011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원예산업의 총 면적은 14만 9,368ha이며 이 중에

서 노지원예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설원예농업의 비중은 1만 

311ha로 전체 7%를 차지하고 있음.

○유리온실 시설원예 농가의 수는 전체 1만 1,146호이며 이 중 시설원예 농가

는 4,464호로 전체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시설원예 농가 중에서 시

설채소 재배농가는 1,463호이며 시설화훼는 3,001호로 각각 13.1%와 26.9%

를 차지하고 있음.

<표 4-2>  네덜란드 원예작물 재배면적 및 농가 수(2011)

단위: ha, %, 호

구분 면적 비율 농가 수 비율

시설원예 10,311 7.0 4,464 40.0

(시설채소) (5,041) (3.4) (1,463) (13.1)

(시설화훼) (5,270) (3.6) (3,001) (26.9)

노지원예 139,057 93.0 6,683 60.0

합계 149,368 100 11,146 100

자료: 네덜란드 중앙통계국(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CBS).

○네덜란드 시설원예작물의 재배면적은 1975년 7,907ha에서 2005년 10,540ha

까지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나 2011년 10,311ha로 소폭 감소하였음. 시설채소

와 시설화훼의 재배면적 비율은 1975년에는 약 60%를 시설채소가 차지했으

나 2011년에는 화훼재배면적이 51.1%까지 증가했음. 시설원예 농가 수를 

5 이지원(2015)의 일부 내용을 발췌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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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2000년에는 시설원예 농가는 11,062호였으나 2011년 4,463호로 

절반이 넘게 감소하였음.

<표 4-3>  네덜란드 연도별 시설원예작물 재배면적 변화

단위: ha

구분 1975 1985 1995 2005 2010

시설원예 7,907 8,973 10,154 10,540 10,307

시설채소 4,683 4,559 4,405 4,445 4,986

시설화훼 3,060 4,275 5,518 5,616 4,774

기타 164 139 231 479 547

자료: 네덜란드 중앙통계국(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CBS).

○규모별 시설원예 농가의 비중은 0.25ha 미만의 농가가 2000년 기준 3,179호

(전체의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 이르러서는 1,380

호(23%)로 줄어듦. 반면 5ha 이상 농가는 2000년 151호(1.4%)에서 2010년 

454호(8.8%)로 증가하였음.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은 2000년 0.95ha 정도였

으나 2010년 1.78ha로 점차 시설원예농업이 규모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규모화는 시설채소 재배농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

나는데 2000년 1.79ha 정도였던 농가당 재배면적이 2011년에는 4.12ha로 2

배 이상 증가했음. 이는 생산비를 절감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할 수 있음.

<표 4-4>  네덜란드 시설원예농업 규모별 농가 수

단위: 호, ha

구분

규모(ha)별 농가 수

농가 수
시설

면적<0.25

0.25 

~

0.5

0.5 

~

0.75

0.75 

~

1.5

1.5 

~

3.0

3.0 

~

5.0

>5.0

2000 3,179 1,537 1,354 2,790 1,638 413 151 11,062 10,526

2005 2,438 1,033 974 1,860 1,493 509 289 8,596 10,540

2010 1,380 683 628 1,086 1,044 507 454 5,782 10,307

자료: 네덜란드 중앙통계국(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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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품목별 재배현황

○ 2015년 네덜란드 시설채소 품목별 농가 수와 시설면적, 경영규모는 다음의 

<표4-5>와 같음.

<표 4-5>  네덜란드 시설채소 품목별 농가 수, 시설면적 및 경영규모(2015)

단위: 호, ha

구분 농가 수 시설면적 경영규모(ha/농가)

토마토 300 1,755 5.85

오이 220 545 2.48

딸기 250 357 1.43

파프리카 250 1,200 4.80

가지 50 110 2.20

기타 420 450 1.07

자료: 이지원(2015).

○네덜란드의 시설 토마토는 2000년 1,134ha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1,545ha까지 증가하였으나, 생산 농가는 1999년 700호에서 2007년 468호로 

크게 감소하였음. 경영규모가 3ha 이상 되는 농가는 1999년 대비 2007년에 

2배 가까이 늘어났고, 농가당 경영규모도 1999년 평균 1.68ha에서 2007년 

3.3ha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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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토마토 재배규모별 농가 수 변화

단위: 호, ha

구분
0.01

~
0.25ha

0.25
~

0.5ha

0.5
~

0.75ha

0.75
~

1ha

1
~

1.5ha

1.5
~

2ha

2
~

3ha
3ha

농가
수

면적

1999 99 17 43 90 149 116 103 83 700 1,178

2000 116 26 41 71 121 93 104 96 668 1,134

2001 116 13 31 59 111 89 105 112 636 1,224

2002 111 11 24 48 101 81 106 120 602 1,227

2003 91 17 15 38 84 71 105 122 543 1,257

2004 106 15 18 30 69 67 94 139 538 1,353

2005 118 15 15 23 64 60 90 146 531 1,396

2007 108 8 10 20 48 40 70 163 468 1,545

자료: 네덜란드 중앙통계국(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CBS). 

○파프리카는 시설 파프리카의 재배면적에 큰 변화가 없는 동안 파프리카 재

배농가는 1999년 737호에서 2007년 399호로 크게 감소하였음. 파프리카 생

산농가가 점차 규모화되면서 경영규모가 3ha 이상인 농가는 1999년 63호에

서 2007년 142호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농가당 평균 경영규모도 1999년 

1.5ha에서 3.0ha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표 4-7>  파프리카 재배규모별 농가 수 변화

단위: 호, ha

구분
0.01

~
0.25ha

0.25
~

0.5ha

0.5
~

0.75ha

0.75
~

1ha

1
~

1.5ha

1.5
~

2ha

2
~

3ha
3ha

농가
수

면적

1999 54 27 48 102 206 125 112 63 737 1,119

2000 58 24 35 96 185 121 123 74 716 1,155

2001 61 16 31 78 151 117 137 87 678 1,194

2002 50 19 26 73 138 115 127 99 647 1,235

2003 61 15 21 50 119 103 123 110 602 1,213

2004 55 16 19 41 102 87 121 118 559 1,205

2005 65 13 14 42 83 85 115 127 544 1,236

2006 51 11 10 28 69 73 90 135 467 1,214

2007 39 9 7 17 52 51 82 142 399 1,187

자료: 네덜란드 중앙통계국(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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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시설화훼 재배면적은 1975년 3,060ha에서 2000년 5,927ha로 증

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5,327ha로 감소했음. 농가 수는 1975

년 8,352호에서 2007년 4,316호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음. 농가당 경영규

모는 1975년 0.37ha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7년 1.23ha로 급속한 규모화가 

이루어짐.

<표 4-8>  네덜란드 시설화훼농가 규모별 농가 수 및 재배면적의 변화 추이

단위: 호, ha

0.01

~

0.1ha

0.1

~

0.25ha

0.25

~

0.5ha

0.5

~

0.75ha

0.75

~

1ha

1

~

1.5ha

1.5

~

2ha

2ha

이상

농가

수
면적

1975 2,327 1,883 1,849 1,193 557 356 115 72 8,352 3,060

1985 1,608 1,431 1,333 1,241 841 739 254 254 7,701 4,275

1995 1,117 1,128 1,212 1,103 911 1,032 418 478 7,399 5,518

2000 806 970 996 897 762 957 475 712 6,575 5,927

2005 588 793 617 623 516 692 412 825 5,071 5,616

2007 478 650 514 498 425 573 364 814 4,316 5,327

자료: 네덜란드 중앙통계국(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CBS).

○절화류의 경우 1975년 1,558ha에서 1995년 3,832ha까지 증가했다가 이를 기

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15년 1,880ha를 기록해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절화류에서 장미가 전체 재배면적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으로 국화, 거베라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반면 분화류의 경우 

1975년에는 452ha에 불과했으나 점차 성장하여 2015년 1,330ha로 1975년 

대비 재배면적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분화류 중에서는 분화식

물의 재배면적이 전체의 5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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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네덜란드 시설화훼류 재배면적 변화

단위: ha

구분 절화류 분화류 기타화훼류

1975 1,558 452 1,050

1985 3,221 856 198

1995 3,832 1,456 231

2000 3,770 1,260 500

2005 3,250 1,380 550

2010 2,440 1,380 430

2015 1,880 1,330 370

자료: 네덜란드 중앙통계국(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CBS). 

2.3. 시설원예농업의 생산성 수준

○네덜란드 시설채소 농가들의 생산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창곤

(2009)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토마토의 경우 600톤/ha, 파프리카 300톤/ha,

오이 750톤/ha, 딸기 80톤/ha임. 네덜란드에서 이와 같은 과채류들의 생산성

이 높은 이유는 최적 환경관리체계 및 수경재배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임.

현재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등 채소류는 2009년 기준 80% 가까이 수경재

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토마토의 경우에는 90% 이상 수경재배를 통

해 생산됨. 화훼류 중 분화류는 100% 수경재배를 통해서 생산되며, 절화류 

중 40% 정도가 수경재배되고 있음.

○또한 작물의 광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온실의 광 투과율을 높이고, 충분

한 엽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유인 높이를 3.5m, 측고 높이를 6m 이상으로 설

정해 시설원예작물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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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네덜란드 시설원예작물 수경재배 비율

 자료: 네덜란드 중앙통계국(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CBS).

2.4. 시설원예작물의 유통 현황

○네덜란드의 시설원예 농산물, 그중 청과물 유통은 그리너리 협동조합 중심

의 협동조합 유통이며, 경매협동조합인 동시에 판매협동조합의 역할도 하고 

있음.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경매협동조합(co-op auction) 역할이 강했

으나 그 후 판매협동조합(marketing co-ops) 역할이 강해지고 있음.

○ 1990년대 초 네덜란드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청과물 시장여건이 변화하여 

경매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1990년대 중반 

이후 청과물 경매장을 합병하고, 판매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즉, 1996년에 네덜란드 청과물 협동조합 경매장 9개가 합병되어 새로운 협동조합 

VTN(Voedingstuinbouw Nederland, 네덜란드 식품원예협동조합)이 새롭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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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판매 자회사이며 하나의 중앙유통판매조직인 The Greenery Int. BV로 모

든 상업활동을 통합하였음.

○ 1997년에는 22개 경매협동조합에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연맹

(federative co-op)인 CBT(Centraal Bureau Tuinbouwveilingen, 청과물경매중

앙회)가 VTN에 합병되고, 마케팅활동은 The Greenery Int. BV에 통합되었음.

<그림 4-2>  네덜란드의 원예농산물 유통구조

자료: JOS BIJMAN(2002: 103). Essays on Agricultural Co-operatives.

○또한 Greenery 경매협동조합의 경매는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예약수의거

래가 증가하여 대안적인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모색하게 되었음. 대안적인 

가격결정 메커니즘으로 계약중개(contract mediation, brokage) 방식이 있는

데, Greenery 조직 내에 담당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중개인(mediation

agent)이 수요, 공급 정보를 판매자, 구매자에게 제공하여 생산자를 대신해 

구매자와 협상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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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류의 경우에는 전 세계 66%의 화훼, 분화식물이 네덜란드의 화훼경매

장인 Floral Holland를 통해서 세계시장으로 경매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 방

식이 점차 발전하고 있음.

○네덜란드 시설원예 작물의 유통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원예농산물의 

전자상거래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매,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며, 현재 완벽한 전자상거래가 가능함. 전자상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의 유인과 시장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음.

2.5. 시설원예 농산물의 수출 현황

○신선채소류 수출시장에서 멕시코, 스페인, 중국 등의 성장으로 인해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네덜란드 시설원예 채소는 세

계 수출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네덜란드 시설채소의 총 생산량 중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가 생산액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세계 신선원예농산물 중에서 수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시설채소 전체 생산량 중에서 약 80%가 독일, 영국 등 해외

로 수출되는데 이 중에서 50% 이상이 독일로 수출되고 있음.

○화훼시장의 경우 Flora Holland라는 화훼경매장이 있는데 네덜란드 산지 인

근 6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총 거래 금액은 41억 유

로, 한화로 환산했을 때 7조 4,000억 원 규모임. 경매시계를 활용한 총 매출

액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개서비스를 통한 판매는 35%인데 

점차 중개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분화류 중에서는 호접란의 매출

액이 전체 27.5%로 가장 높으며, 네덜란드에서 생산한 절화류의 주요 수출

국은 독일과 영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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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네덜란드 원예작물의 수출액은 농식품 수출액의 34% 수준이고 원예

작물의 교역량은 세계 교역량의 24%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화훼의 경우 세

계 교역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채소 부문에서도 세계 최대의 수출

국으로서 2010년 기준 수출액 42억 유로를 기록했음. 이는 다른 국가들이 

식량자급을 달성한 후 나머지를 수출하는 것과는 극명하게 다르며, 네덜란

드가 식량자급보다는 수출지향형 농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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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덜란드의 시설원예농업 정책

○네덜란드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 농지기반 정비, 교육 지원, 한계농가의 이

탈 및 농지유동 지원,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 네덜란드는 

1957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EU 내외의 시장과 펀드 및 재정적 지원, 재

건 계획 등의 훌륭한 농업시스템을 활용해 농업과 원예 분야가 국제경쟁력

을 갖추게 되었고,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만들었음.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EU의 총 생산 과잉,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해 EU는 좀 더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개혁을 단행함. 이 시기에 

네덜란드 시설원예농업은 지나치게 생산성에 치중해 품질은 떨어지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생산방식을 취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음.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를 담은 다양한 정책

들을 시행하고 있음.

○네덜란드의 시설원예농업 정책은 경제농업혁신성(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 Inovation)에서 추진하고 있음. 혁신성에서는 농업부

문의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며 혁신적이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애그리비즈니스를 촉진하며, 식품 안전과 품질 관련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혁신성의 역할에 대해 “혁신성은 애그리비

즈니스를 자극하고 촉진한다. 그러나 꽃을 직접 기르지 않는다. 꽃은 생산자

가 기른다”는 표현을 하고 있음.6

○경제농업혁신성은 2010년 10월 신정부 출범 이후 신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함. 신산업정책은 기업농(farm enterprise)이 비즈니스하고 성장하는 공

6 Horticulture in the Netherland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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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room)을 제공하고, 네덜란드만의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국제교역의 확대로부터 수혜를 받고 신흥경제권의 성장 기

회를 활용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시설원예농업과 식물번식물질(propagation material) 분야를 2대 핵심분

야로 삼고 있음.

○시설원예농업 분야와 번식물질분야는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7대 전략 목표).

(1) 지속가능성

(2) 시장에서 제품 차별화

(3) 공간계획

(4) 지식 및 혁신

(5) 기업가정신과 노동력

(6) 푸드체인상 생산자로부터 소매까지 협력

(7) 국제화 전략

○특히 정부는 시설원예농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절감을 강조하고 

있음. 시설원예농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해 정부에서는 작물의 

영양분과 작물 보호제(농약)를 지하수나 지표수에 방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폐쇄적인 물 이용체계(Closed Water Systems)’와 생물학적 작물보호 및 에너지 

절감시스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플랫폼 지속가능성(Flatform Sustainability)

에서 혁신성, 원예농산물위원회(Board), 생산농가, 물위원회, NGO 간 협력

체계가 강조되고 있음.

○시설원예 생산농가에게 에너지 절감(Energy Saving)을 위해 유리온실 난방

에 천연가스(LNG)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네덜란드는 천연가스자원

의 보고로 천연가스를 이용해 유리온실 재배를 할 경우 총 생산비용의 25%

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유리온실 사업 부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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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당부서 간 MOU를 체결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화석연료 이용과 CO2 발생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혁신과 

액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음. 즉 정부에서는 에너지 중립적인 시

설원예농업을 위해 2020년부터 신축되는 유리온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유리온실(Energy Transition Greenhouses)을 설치하기로 하였음.7 이 프로젝

트를 위해 원예위원회, 생산자, 관련 부처, 연구소, 에너지 컨설턴트, 자재 공

급업체 등의 민관파트너십(PPP)을 강조하고 있음.

○정부는 2011～2020년 기간 동안 앞의 7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

지 절감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시설원예농업 정책을 위해 혁신 투자와 시범프로젝트를 지원

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법규와 지침(CO2 cap system)을 만들고 지열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축소에 지원을 하고 있음.

○시설원예농업에 대한 정책들을 추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3.1. 시설원예 농산물의 상품화와 품질인증정책

○네덜란드는 농산물 품질 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농 축산물 내

외부 비파괴 품질 검사, 일관저온유통시스템, 수확 후 관리 기술 등을 적극

7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시스템의 장기적인 구조변화를 일컬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의미함.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궁극적으로 없애고 신재생 에너

지, 즉 풍력, 수력, 조력, 태양, 지열, 해양 에너지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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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실용화하고 있음. 또한 온실 내 병해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작물별 

생육 모델을 개발하는 등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또한 HACCP나 ISO 인증과 같은 품질인증 방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현

재 품질 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Global GAP가 적용된 농산물

에 대한 구매자들의 선택이 집중되어 현재 네덜란드 시설채소 농가들은 

100%, Global GAP 인증을 받고 있음.

3.2. 네덜란드 시설원예농업 단지 조성

○네덜란드 전체 시설원예작물의 재배면적 증가가 점차 둔화되고 시설원예 농

가 수가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농가당 재배면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네덜란드 정부는 시설원예농업의 지속성과 생산효율 증대 방안을 마

련하였음. 네덜란드 정부도 시설채소의 경제성을 높이 사 Wetland와 Venlo

를 ‘그린포트(Greenport)’로 지정해 연관 산업과 연구소를 집중 지원함.

○네덜란드의 채소 시설재배지역은 서쪽의 Wetland와 독일 국경 인근의 

Venlo에 집중되어 있음. 이 밖에도 Aalsmeer, Barendrecht, Noord-Holland

North를 포함한 총 5개의 그린포트를 지정해 앞의 두 곳에서는 채소, 나머지 

세 곳에서는 화훼 생산 클러스터를 구성했으며, 그린포트는 네덜란드 전체 

시설원예농업 면적의 65%를 차지함.

○이러한 그린포트는 물류시설과 대규모 시장을 인접시켜 집중화를 통한 기술

이나 자재, 물류, 수송, 시장, 가공 등 시설원예농업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을 

발전시켜 효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며,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

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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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네덜란드 시설원예농업 재정비

○네덜란드는 1995년부터 시설원예농업 재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

으며, 2002년에는 400ha에 달하는 유리온실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계획했

음. 정부는 이 사업에 총 1억 3,4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해 2010년까지 집

행할 계획이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서 천연가스 사용, 온실가스의 방출, 농

약과 같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

았음.





제 5 장

스마트원예단지(가칭) 조성계획과 타당성 분석8

1. 추진배경 및 의의

○수출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시설원예농업의 구축이 중요함.

-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국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품질 등에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 시설원예농업은 계절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생산이 가능하며, 정밀 

환경 생육관리로 고품질 작물 생산이 용이함.

○ 온실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비가림 시설에 가까운 단동 비닐 

온실이 약 80%를 차지하며, 호당 면적은 0.4ha 수준으로 영세함.

- 온실면적: (’90) 25,000ha → (’95) 43,000ha → (’00) 51,000ha → (’14)

53,000ha

- 전체 온실면적 5만 3,000ha 중 현대화 자동화가 안 된 온실이 약 4만 2,500ha임.

8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원예단지(가칭) 조성계획(2016. 5.)에 대한 타당

성 분석작업 결과로서, 추진 배경을 비롯한 조성(안)과 운영방안은 자료를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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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품목인 파프리카, 토마토 등의 경우 생산시설이 분산되어 있어 농

가가 개별 수확 선별 포장하여 출하하거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소규모로 유통하는 형태임. 따라서 물류활용 등의 측

면에서 경영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원예농업의 발전을 위해 영세성, 낮은 집적도 등으로 

인한 경영 비효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스마트원

예단지(가칭) 조성계획’을 발표함.

○스마트팜 집중보급을 추진하여 시설원예농업, 정밀 생육관리, 환경제어 등

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산재되어 있는 시설원예농업 경영체를 

집적화하여 대규모 생산 출하, 물류시설 공동이용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촉진하고자 함.

- 노후화 영세한 시설을 이전 집적화하여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시설원예농업 핵심거점 육성을 통해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

장산업화에 기여하고자 함.

○스마트원예단지는 기존 농업인들의 생산 유통 수출체계를 조직화 규모화하

여 거래교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업 외부자본의 농업생산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의미가 있음.

○또한 저비용 에너지 공급을 통한 입주 경영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단지 운영

성과를 제고하는 의미가 있음. 농업인은 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초

기부담을 덜고 경영비의 30~40%에 해당하는 에너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

며, 집단화함으로써 전문적 체계적 시설관리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조건

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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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설에 중앙제어가 가능한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추구할 수 있음.

- 대규모 시설 운영을 통한 생육 환경 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과학적 

분석에 의한 정밀농업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음.

○시설원예농업은 기존 농업인과 차별화된 경영 마인드와 전문 지식이 요구되

며, 단지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함.

- 집단 교육과 전문적 기술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품목 재배기

술 혁신을 위한 자체 R&D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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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안)

2.1. 스마트원예단지 유형

○스마트원예단지의 유형은 기존 시설이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는 지역을 리모

델링하는 유형과 지역 내 부지를 확보하여 신규 시설원예농업 단지를 조성

하는 유형이 있음.

- 노후화된 소규모 경영체가 분산되어 있는 지역을 리모델링하여 일정 구

역 내에 시설 집적화 및 첨단시설을 구비하는 방식은 기존 인프라를 최

대한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생산성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

이 있음.

- 신규 시설원예농업 단지를 조성하는 유형은 최첨단 시설과 함께 집단에

너지 공급 및 공동물류센터 활용 등의 시스템 구축으로 경영효율성을 극

대화하는 장점이 있음.

<그림 5-1>  유형별 스마트원예단지(가칭) 조성 계획

<지역리모델링 유형>

⇒

<기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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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설원예농업 단지 조성 유형>

(계속)

<지역공간 내 부지 확보> <스마트원예단지 개념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5.). 스마트원예단지(가칭) 조성 계획.

2.2. 구성 및 운영 방안

○스마트팜 온실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구역 정비,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보행자도로, 상 하수 시설, 정수시설 등 기본시설을 지원하여 

기반을 정비함.

○생산시설은 단지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춘 시설원예작물 생산

시설을 집적하여 규모화를 추진함.

- 생산시설(온실 등) 구성과 함께 생산에 필요한 배후시설(APC 등)을 포함

하여 지구당 약 20ha 규모임.

- 생산시설이 약 15ha 이상일 경우 물류효율성 제고가 가능함.

○주요 시설원예작물(토마토, 파프리카 등)의 국내 공급과잉 현상을 고려하여 

기존 농가(이주)를 우선 사업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신규 농가를 지원함. 이 

과정에서 기존 시설원예 재배 농가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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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쟁력 제고를 선도하는 핵심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

한 ICT 융복합 스마트시설을 도입하는데, 앞서 스마트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2015. 11. 서울대)에서 생산량 25% 증가, 상품 출현율 12% 향상, 고용 노

동비 9.5%를 절감해 농가 총수입이 31%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음.

○관련시설은 시설원예작물 생산 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전반을 단지 내에 조

성하여 경영효율화를 촉진함.

- 시설원예농업 경영비의 30~40%를 차지하는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신

재생에너지인 지열, 발전소, 산업체 폐열, 바이오가스 등 집단에너지 공

급방식9을 도입함.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은 단지 입주 경영체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물류시스템을 구축함.

- 기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생과 중 수출 비규격품 등을 가공하여 판매

수출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구비함.

○운영방안으로 입주 경영체 간 계열화를 유도하여 생산자 대표회에서 단지 

경영을 총괄하고 시설원예농업단지 생산물의 공동선별 포장 운송 관리 및 

생산 출하물량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

<표 5-1>  사업비 추정(각 20ha 규모, 2개 지구 조성 시)

단위: 억 원

내용 총사업비 추정
총 필요예산 추정

국비 ‘17년 필요예산 지방비 자부담

기반조성 247 197 60 50 -

스마트온실

(유리, 비닐)
500 350 70 50 100

에너지시설 560 448 89.6 112 -

9 신재생 에너지(지열, 발전소 산업체 폐열, 바이오가스 등)를 열원으로 하는 냉난방 

설비를 한 곳에 모아 규모화된 시설로 건설하고, 중앙으로부터 개별농가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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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규모 농지 확보 방안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을 위해 농지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기 조성된 생산단지 

보완을 통한 내실화 및 규모화와 농어촌공사가 소유 관리하면서 쌀 생산 등

의 용도로 장기 임대하고 있는 농지를 활용하는 방안,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여 단지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 경영체를 모집하는 

방안이 있음.

○첫 번째 방안은 시설원예농업 경영체가 중소규모로 모여 있는 지역을 중심

으로 주변 농지를 활용(법인화, 임대 등)하여 대규모 단지를 형성하는 것으

로, 토마토의 경우는 부여, 논산 등, 파프리카는 진주, 부여 등, 딸기는 논산 

등의 지역이 가능할 것임.

○두 번째 방안은 충남 당진시 대호 석문지구, 충남 태안군 이원지구 등 지자

체에서 토지 매수 등이 불필요한 국 공유 관리 농지를 임대하는 방안임.

○세 번째 방안은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여 단지조성 계획

을 수립하고, 입주 경영체를 모집하는 방법임.

○단지조성을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상기안 중 각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스마트원예단지 조성계

획에 농업진흥지역 포함시 우대하는 방법이 있음.



68

3.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3.1.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스마트원예단지 적용 재배작물은 시설원예작물 중 비교적 외부환경적 요소에 

의한 생산성의 변화가 적은 단고추(파프리카)를 추정 대상 작물로 선정함.

○보수적인 추정을 위하여 스마트원예단지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 중 하

나인 규모화 집적으로 인한 경영효율화(대규모 생산 출하, 물류시설 공동이

용 등의 물류효과와 브랜드화 등) 효과는 현 시점에서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

문에 기존 산재해 있는 원예시설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제함.

○기존 원예시설을 스마트팜화하는 것보다 규모화된 원예단지를 스마트화하

는 것이 보다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기존 시설을 스마트화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정

하였으며, 상품출현율 향상 부분도 효과에서 제외함.

○생산원가 및 생산요소 비용 추정의 근거는 실제 6,000평 규모의 유리온실에

서 파프리카 생산 시 평균 비용을 근거로 사용하였으며, 농협중앙회 농업금

융부에서 시설자금 대출 시 사용하고 있는 ‘유리온실 신규투자에 따른 사업

성 및 시나리오 분석툴’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3.2. 추정근거

○사업추진 조건은 기반조성 및 시설 자금은 2차년도, 시설조성사업 종료 후 

15년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금리 적용기준은 2016년 5월 31일 3년 

만기 국고채금리가 1.5%임을 감안하여 농협시설자금융자금리 2%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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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 경락가격은 2015년 가락시장 평균 낙찰가격(3,500kg 기준)이며,

사업량은 20ha 2개동 약 6만 평을 기준으로 함.

○시설자금 집행계획에서 부지매입 및 기반 조성과 시설 설계 등을 위하여 

2017년도 필요금액을 1차년도 집행예산으로 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2차년

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추정함.

<표 5-2>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단위: 천 원

구분 1년차 2년차 합계 
기반조성  600,000  1,870,000  2,470,000 

스마트온실(지원)  700,000  3,300,000  4,000,000 

에너지시설  896,000  4,704,000  5,600,000 

스마트온실(자부담)  500,000  500,000  1,000,000 

합계  2,696,000  10,374,000  13,070,000 

<표 5-3>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17년 신규)사업비 추정

단위: 백만 원, 20ha 생산단지 조성 시

종류 구  분 규모 사업비 산출근거

합       계 - 12,360 -

생산

필요시설

계 - 3,770 -

용수시설

시설용수 1,600톤 160
∙관  정 

(8공 x 20백만 원)

생활용수 30톤 110
∙상수도

(분담금 10백만 원+공사비 100백만 원)

전기수전
1식 2,500 ∙자가선로 구성

1식 1,000 ∙수전설비 TR 10,000kVA

부지

조성

계 - 7,675 -

부지정지 25ha 6,500 ∙절‧성토량 75,000㎥ 등

도    로 365m 375
∙간선도로 300m(B=11.0m)

∙지선도로 65m(B=6.0m)

오폐수처리 1식 800 ∙처리용량 : 30톤/일(분담금 포함)

기타

부대비

계 - 915 -

설계감리비  5% 572.3 공사비 5%

제세공과금  3% 343.4 공사비 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5.). 스마트원예단지(가칭) 조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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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생산비 비용 추정은 6,000평 시설 기준이며, 에너지 비용은 개별유

류난방과 집단에너지공급의 연간 소요비용을 추정근거로 사용하였음.

<표 5-4>  유리온실 생산비 평균 및 스마트온실 생산비 추정

단위: 천 원

구분 유리온실 스마트온실 비고

1. 경영/생산비  390,000  420,000 -

종묘비  60,000  60,000 -

비료및약품  80,000  80,000 ∙ (유,무기비료, 농약)

기타재료비  180,000  180,000 ∙소모품 및 생산도구

기타운영비  70,000  100,000 ∙수리비, 각종요금, 차량유지비 등

2. 인건비  310,000  280,550 ∙인건비절감율(9.5%)

3. 에너지비(20ha) 기준  3,900,000  560,000 ∙(집단에너지사용)  

3.3.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평균 시설운영비와 생산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6,000평 규모의 유리온실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파프리카 시

세가 현 수준에서 안정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생산량이 각각 15%, 20%,

25% 증가(생산량은 69→72→75kg/평)할 때 편익비용(BC)은 각 1.6→1.7→

1.8로 증가함.

<표 5-5>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생산성증가율 평당 생산량(kg) NPV(천 원) BC 사업타당성

15% 69 74,313,067 1.6 적격

20% 72 82,472,680 1.7 적격

25% 75 90,632,293 1.8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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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생산량 15% 증가 시 수익 추정

<그림 5-3>  생산량 20% 증가 시 수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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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생산량 25% 증가 시 수익 추정

○스마트원예단지화로 생산성의 증가와 인건비 감소(9.5%) 효과 외에도 생산

비용 중 30~40%를 차지하는 에너지(난방, 조명 등)를 집단에너지 공급방식

으로 전환할 때 생산비용 절감 효과(유류 공급 및 개별 난방: 39억 원/연 →

집단에너지 공급: 5.6억 원/연)로 인하여 수익이 향상됨(유리온실 13% → 스

마트온실 48%).

○결론적으로,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소규모의 비닐하우스 또는 유리온실들

을 스마트화하여 집적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첨단시설을 도입할 

경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시설원예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서는 시설원예농업 경영체를 

육성하여 규모화하고 집적화하는 것이 시설원예농업의 정책방향이 되어야 함.



제 6 장

시설원예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향과 

정책의 기본방향

1. 미래성장산업의 정의

○미래성장산업이란 미래에 내수, 수출 등 수요가 확대되는 산업(수요의 자연 

증가), 확대 가능성이 큰 산업(수출 등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산업),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신 수요 창출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시장개방화 시대에 국제시장의 완전경쟁하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시장 수요 

확대 가능성이 큰 산업을 의미함. 다시 말해 경쟁력이 있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성이 있는 산업을 일컬음.

○최근에는 미래의 메가트렌드인 ICT, BT, NT 등 기술 융복합 가능성이 있으

며,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정의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

은 첨단화, 기술융복합화에 집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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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업분야에서 미래성장산업이란 완전개방시대에 국제시장(수출시장),

내수시장에서 경쟁국 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 또는 상품,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이 대상이 됨. 축산물은 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부

가가치율이 낮은 대표적인 품목임.

○또한 전후방 관련 산업에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품목이나, 토

지절약적이며 자본기술집약적인 첨단농업 부문으로 수출시장의 잠재력이 

풍부하여야 함.

○시설원예 농산물은 생산 성장률이 높음. 2010년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액은 

5.3조 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 42조 원의 13%를 차지함. 1990년대 0.8조 

원이었던 생산액 규모에 비해 6.6배 성장한 수치이며, 1990년대 대비 2010

년 농업 전체 생산액이 3.2배 성장한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시설원예농업은 

고성장산업으로 미래성장산업이라 할 수 있음.

2. 시설원예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향

○시설원예농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래성장산업화가 가능한 부문임.

- 토지이용형 농업이 아닌 자본과 기술 집약적 농업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음. 생산비 중 토지이용비 비중이 적음.

-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과 정밀농업이 가능해 재배관리 및 생산 자동화

가 가능하고, 인력 절감이 가능함.

- 생산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연중 생산체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노동

자 이용 등 인력 운영상 유리한 점이 있음.

- 시설원예농업은 저농약 또는 유기농으로 생산되는 친환경적 농산물 생

산방식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적합함. 품질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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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추세에 적합한 농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시설원예농업은 장치산업, ICT 융복합, 수출산

업으로 전후방 관련 산업이 많아 산업발전에 따른 전후방 관련 산업 진

흥효과와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분야임.

○시설원예농업 전후방 관련 산업으로는 해외로열티를 지불하는 종자산업, 수

출을 위한 플랜트, 비닐, 유리, 골조, 양액, 상토, 재배상 등의 자재부문, 환경

제어를 위한 컴퓨터 등 IT 관련산업, 스마트팜, 상품화시설 등을 위한 관련 

산업 등임.

○다만 현재의 우리나라 시설원예농업은 5만 2천 ha 시설온실 면적 대부분이 단

동 비닐하우스 온실이며, 시설원예농업 종사 농가의 호당 면적이 평균 1,500

평으로 영세하여 미래성장산업으로 거듭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임.

○시설원예농업이 미래성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시장에서 수출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하며(수출경쟁력), 내수시장의 경우 국산 농

산물이 수입 농산물에 대해 경쟁력(수입대항력)을 가져야 함.

○시설원예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설원예농업의 

하드웨어인 온실의 현대화와 규모화, 그리고 소프트웨어인 생산기술을 획기

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또한 노지재배 채소, 과일 중에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 살포를 많이 하고, 수확횟수가 많은 고추나 엽채류, 포도 등의 작

물들은 시설원예농업으로 유도하여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재배, 편농으로 유도하여 고품질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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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원예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과 과제

○시설원예농업 정책은 시설원예농업을 수출산업의 핵심산업, 첨단기술농업

의 대표 산업, 국제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

음. 이를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시설원예농업이 농업의 미래성장을 주

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소비 확대와 수출을 통해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정

책 대안을 모색해야 함.

- 우리나라 수출 신선농산물의 대부분은 시설원예농업 작물(과일, 인삼 제

외)로 농산물가공품과 함께 핵심 수출품목임.

○정책 대안으로는 생산부문에 있어서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유통부문의 

수급안정 체계화 방안, 소비부문의 선진국 수준의 소비 달성 방안과 수출 확

대 방안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

3.1.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첫째, 노후시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동

화시설, 환경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함.

○둘째, 첨단화 및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 ICT 융복합 장비 등 스마트팜 보급

을 확대하고, 소규모로 산재된 시설을 집적화하여 대규모 생산과 출하, 물류

시설 공동이용 등 경영효율화를 촉진하여야 함.

- 규모화되지 않고 분산된 농가는 물류비용 절감이 어렵고, 생산자조직에

서 판매 수출을 중간업체의 위탁하면 중간 유통마진이 과다 발생하여 경

쟁력이 약화됨. 또한 규모화와 집단화가 되지 않으면 온실 관리 인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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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개별 농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공선 APC로 수집, 운반 등의 비

용 부담이 있음.

○셋째, 시설자재의 표준화와 국산화가 필요함. 피복재, 관수 양액설비, 스크

린 등 주요 자재 생산의 선도기업을 지정하여 국산화 제품을 개발하는 R&D

사업을 지원하고, 최적 생육모델 및 생육관리를 위한 환경 및 재배관리체계

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와 표준화 대상과 규격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함.

3.2. 시설원예농업 경영체 육성과 기업의 농업참여

○토지절약적이자 자본기술집약적 시설원예농업은 우리나라 농업 중에서도 

국제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고 ICT 융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

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부문임.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설원예농업 경영체 육성임. 시설원예농업 

경영체는 기본적인 첨단온실을 갖추고 선진화된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농기업 경영체(farm enterprise)를 의미함. 여기에는 물론 농가 부부 기반의 

가족경영 시설원예농가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세계의 시설원예시장

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적 시설원예농업 경영체를 적극적으로 육

성할 필요가 있음.

○네덜란드의 경우 시설원예농업의 평균적인 농가 규모가 2.3ha(시설채소 

3.45ha, 절화 분화 등 시설화훼 1.76ha, 2010년 기준)이지만 2000년대 이후 

시설원예농업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5ha 이상의 대형 시설원예 사업체

(mega farm)가 늘어나 시설원예농업의 주류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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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모 있는 시설원예농업 경영체는 자가노동력 이용 중심이 아니라 

고용노동력을 이용한 기업적 경영체로서 네덜란드 등 선진적인 시설원예농

업국가의 시설원예농업 경영체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육성

할 필요가 있음. 즉, 전문 농기업 경영체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

요가 있음. 따라서 농업 관련 기업의 첨단시설원예농업 분야 진입에 대해서

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시설원예농업의 대표적 선진국인 네덜란드에 비해 파프리카를 

제외한 과채류의 경우 생산성(단위면적당 수확량)이 1/2~1/6 수준으로 낮으

며(파프리카는 60% 정도 수준), 농가 간 생산성 차이가 200~300%로 

10~15%에 불과한 네덜란드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종자부문, R&D

부문, 기술지도부문 등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접근이 불가피함.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술, 인적 자원, 경영, 자본, 수출인프라 등에서 

시설원예농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농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인 시각

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물론 농가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생산분야는 수

출용이나 가공용 또는 자급률이 낮아 생산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진입을 유도

하는 등의 보정이 필요하나, 종자 개발, 자재 및 플랜트 개발, 가공 및 수출산

업 육성을 위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기업 참여를 유도 또는 개방이 필요함.

3.3. 수급안정 체계화

○유통부문에서는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함.

출하약정제 도입, 계약재배 확대 등 계획에 의거한 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연중 안정적 생산과 출하를 유도하고 자조금 등을 조성하여 자발적인 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저

장시설 확충과 의무자조급 도입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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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에 저장시설을 설치해 공급과잉 시기 출하량 중 일부를 가공하여 저

장하고, 저장물량은 출하량이 적은 시기에 프랜차이즈 카페, 외식업체, 가공

업체 등 대량소비처에 판매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이는 저장을 통

한 수급조절로, 출하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 급락 현상을 완화하고 비수기 소

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음.

○생산자의 자발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현재 임의조직의 형태로 존재하는 

품목별 생산자 자조회를 의무자조금 단체로 전환하고 자조회의 기능과 역할

을 정립해야 함. 이는 정부의 수급안정화 노력과 맞물려 시너지를 창출함으

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3.4. 소비 확대 및 신수요 창출

○선진국 수준으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사회 진

출 증가, 고령화, 건강 중시 경향 등 소비자의 변화를 고려한 소비확대 방안

이 모색되어야 함.

○시설원예작물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한 예로 ‘토마토 김

치’를 들 수 있음.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 조직감이 단단한 생과를 이용하여 

일반 김치나 물김치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한 사례가 있음. 일반가정과 외

식, 식품기업 등 각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수요가 많고 소비가 가능

한 한식 메뉴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함.

○가공제품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지역별 주산지에 가공품 생산기

반을 구축하고 제품화를 지원하여 시설원예 가공제품을 상품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가공원료 국산 대체율을 제고한 신가공품을 개발하는 연구 등

에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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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출 확대 및 신시장 개척

○수출전문 경영체를 육성하고, 수출상품의 품질을 제고하여 동남아 신수출국 

및 일본 등 기존 수출국에 신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이 필요함. 또한 생산 후 

수출국 도착까지의 신속하고 안전한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 유통체계

를 개선해야 함.

○수출전문 경영체 육성 방안으로는 내수 중심 생산에서 수출 중심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출전문단지 조성이 이루어져야 함. 기존의 원예전문생산단

지를 수출전문단지로 육성하여 수출 관련 지원을 집중시키고, 수출 집약적 

생산으로 국산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며, 동남아, 러시아 등 해외진

출시장을 확대해야 함.

- 수출전문단지를 대상으로 품종, 작부체계 개선,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하

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수출전문단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수출 보험을 지원하고, 수출정산조

직 설립과 같은 방식으로 수출농가에 대한 경영위험을 완화하는 지원이 

필요함.

○전문 경영체 육성과 함께 무엇보다도 품목 단위 생산농가와 법인경영체 등 

생산자조직이 지역적으로 집중화되도록 유도해야 함. 이는 수출농산물의 공

동선별을 위한 유통센터로 생산물의 수집과 공동선별, 포장을 통한 상품화,

수출항 또는 공항까지의 공동운송 등 물류효율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

이기 때문임. 또한 농가들의 재배기술 교류와 공유, 현장교육 등의 측면에서

도 중요하며, 생산유통의 조직화, 규모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수출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산지 공동 유통물류센터 등을 

운영하여 수출업체의 냉장 및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함. 수출전문단지 

중심으로 수출농산물의 선도와 품질 유지를 위한 수확 후 선별, 포장,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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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 단계에 저온유통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함.

○수출 상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규격품 관련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함. 수출농가 대상으로 시설 내 주요 병해충 바이러스 방제에 대한 현장

코칭과 방제 시 필요한 살충제와 살균제 등 약제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방제 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 연관기술 개발 등에 지원을 확대해야 함. 동남아 등을 

대상으로 생산과 소비, 가격 동향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국가와 시장을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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