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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농축산업 생산 진출의 비현실성

1. 머리말
LGCNS가 전북 군산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76.2ha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7년간 3800
억 원을 들여 '스마트 바이오 파크'를 조성하고, 전문 재배회사가 이 중 50ha에서 토마
토와 파프리카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 바이오 파크는 한국형 스마트팜
설비와 솔루션 개발 등 과학영농 기술개발과 국내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해외 설비 시
장 진출을 위한 첨단 시설원예 연구 실증단지라고 한다. LGCNS는 설비와 솔루션 공급,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해외 전문재배회사가 전량 수출을 전제로 작물 재배를
전담하며, 농민들이 원할 경우 재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엘지의 농업 진출이 국내 시설원예 농가를 붕괴시킬 것이라
면서 반대한다. 9월 21일 세종시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 CNS는 국내 농업발전에 저해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며 새만금스마트바이오파크
사업의 철회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LG CNS는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1
공구에 다시 사업자를 모집하는 일반경쟁입찰이 진행될 경우 농민단체를 설득해서 함께
사업 입찰에 참가하거나 매립과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2공구나 5공구 등 다른 부지
에다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기존
에 유치했던 해외 자본이 아니라 새롭게 자본을 구성해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고
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

2. 기업농 찬성과 반대 논리
1) 기업농 찬성 논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의 한국 공식방문을 맞아 네덜란
드 농업으로부터 배워야 할 3가지 키워드로 오픈경쟁, 첨단농법, 협업체계를 제시했다.
네덜란드가 자국 농업을 보호하는 대부분 유럽 국가와 달리 농업시장을 개방했고, 원예
작물을 생산하기에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 않지만, 유리온실과 수경재배 등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였으며, 또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스마
트팜'을 이용해 노동력을 줄이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산업과 정부, 학계는 함께 농업
을 연구하고 연구성과를 현장에 적용, 교육을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네덜
1) “LG CNS, 새만금 스마트팜 재추진 검토…‘사업 계속할 것’”. SBS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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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는 국토 면적이 한국의 약 42%에 불과하지만, 양국의 경작 면적은 160만~180만 헥
타르 수준으로 비슷하다. 농가 수는 한국의 약 5.8%인 6만5천여 가구로 가구당 평균 경
작 면적이 한국보다 20배가 높다는 것이다. 전경련 엄치성 상무는 "농업의 글로벌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업화가 필요하며 농업인도 기업인 마인드를 갖출 필요
가 있다"며 "대규모 농사를 지으려면 유리온실, 수경재배와 같은 첨단농법의 도입이 필
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농업경제학자도 찬성 논리를 편다. “시설원예의 국제 경쟁력은 아직 취약하
다. 확고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이 되려면 새로운 기술혁명을 거쳐
야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광범위한 첨단 융복합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팜 개발·보
급에는 정부보다 기업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기업은 제한적 영농 참여를 통해 한국
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개선하고 농가에 보급·확산해 기업과 농민이 상생할 수
있을 것 같다.”2)
여러 언론들도 기업의 농업 진출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농업과 ICT
융합은 세계적 추세다. 네덜란드가 세계 2위 농업 수출국으로 성장한 비결이 바로 스마
트팜이다. ---일본도 최근 기업의 농지 소유를 자유화하는 파격적인 규제 철폐에 나서는
등 ‘농업 보호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 --- LG 측은 이번 사업의 목적이 ICT를 접목해
개발한 설비를 시장에 보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스마트팜 생산 작물은 모두 수출하며
해외투자자도 국내 농작물 판매는 금하는 조건까지 걸고 계약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는 2012년 동부팜한농이 경기 화성에 수출용 토마토를 재배할 유리온실을 지었다가 농
민단체의 반대로 사업을 접었던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3)
“이미 세계 농업은 몬샌토(미국), 신젠타(중국) 등 연 매출 10조원이 넘는 거대 기업들
이 종자와 신종 작물 개발을 주도한 지 오래다. 유독 우리나라만 기업의 농업 진출이
원천 봉쇄되고 있다. --- 농촌 경제를 되살리려면 결국 새로운 투자와 신기술 도입을 통
한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 그러려면 농민들 스스로 기업 투자의 길을 터주
고 이들과 상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농민들이 "농사는 농민만 짓는 것"이
라고 고집한다면 농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4)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려면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고 해외로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다. 만약 농민단체 주장대로 일체의 기업형 투자를 막으면 무슨 수로
선진농업을 하자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5)
정부 기업농 육성정책
2009년 이명박정부가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정 패러다임을 ▲개별농가→기
업형 주업농 ▲비농업계의 자본투자 제한→민간투자 활성화 ▲농업보호·특별지원→
경쟁·시장중심 등으로 전환하면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본격화됐다. 2009년 3월 이
2)
3)
4)
5)

김한호, “기업의 농업 진출, 막아야만 하나”, 서울신문 , 2016. 8. 20.
“새만금 스마트팜 반대 ‘정치 농민’에 휘둘려서야”, 동아일보 사설, 2016. 7. 7
“農業에 기업 진출 길 터줘야 농촌 경제 앞날 밝아질 것”, 조선일보 사설, 2016. 7. 7
“농업 첨단화가 기업 투자없이 어떻게 되겠나”, 한국경제 사설, 201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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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의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발족
시켰다. 위원회는 3대 핵심과제로 ‘농업의 경쟁력 확보’, ‘농촌에서의 삶의 질 보장’,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 등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농업구조도 해외선진농업국과 같
이 생산주체를 기업형·주업농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위원회의 1차적인 목표로
삼았다. 위원회는 거대자본을 가진 대기업을 농축산업에 참여시켜 대규모 농업회사
를 육성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대표가 농민이고 법인
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민이라야 했다. 하지만, 2009년 5월
'농지법' 개정 이후 대표자가 굳이 농민일 필요가 없어졌다. 또 법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가운데 농민 구성원 요건은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축산업 분야를 기존 축산법 제 27조는 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 5만수 이상의
양계업(농식푸령 32조) 등 일정규모 이상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법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그러
나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1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을 보고하면서, 농업분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대기업의 축산
업 참여제한조항 삭제’를 추진, 2010년 1월 법률 조항이 삭제됐고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합법화됐다. 더불어 2009년 3월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9554호)'의 개정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축산업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대기업의 양돈업 진출을 돕는 법이 2
012년 말부터 속속 제정되었다. 2012년 12월과 2013년 3월에는 ‘가축계열화 사업자
의 범위 및 지정방법’ 고시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됐다. ‘가축
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고시에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따른 특례규정(이라 “특례규정”)｣에
따라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 혼합계열화 등의 사업형태도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것은
수직계열화사업 역시 일반 축산농가와 마찬가지로 사료 및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
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을 법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기업농 도입 반대 논리
“시설원예농가 붕괴. 실증생산단지 및 전량 수출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50ha 생
산단지에서 파프리카가 생산되면 현재 전체 수출되는 양보다 많을 정도이며 설사 전량
을 수출한다고 해도 해외에서 저가 경쟁이 이뤄질 뿐 아니라 국내시장 과잉공급으로 이
어지고 이로 인해 중소 영세농가부터 무너지게 됨. 특히 올해 부채만 쌓인 토마토농가,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파프리카 농가는 LG 농산물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음”6)
대기업 자본의 농업 진출을 우려하는 이유는 “자본의 농업 진출은 필연적으로 농업생
6) 전국농민회총연맹, “LG CNS 농업진출 현황과 대응”, 201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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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규모화와 집중화를 가져오고, 이는 소농구조의 붕괴를 유발하기 때문”이고 “농업
이 생산하는 다원적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7)

3. 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실태
사육, 사료, 유통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축산분야 대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연구소가 2013년 4월 발표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동향과 문제점’에 따르면 하림그룹, 사조그룹, 이지바이오시스템그룹, 동원그룹 등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로 사육, 사료, 유통분야의 시장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육분야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계열화 사업을 중심으로 사육분야의 시장지
배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양돈산업의 경우 상위 5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지
난 ’10년 18.5%에서 ’12년 20.8%로 2.2% 증가했다. 배합사료도 인수·합병을 통한 사
료기업의 계열그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양돈사료의 경우 상위 3개 업체의 시
장점유율이 2007년 33.7%에서 2011년 34.0%로 0.3% 증가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사
육일수가 짧은 중·소가축 위주로 대기업의 계열화가 확대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실
제 지난 2012년 계열화 비율은 오리 95%, 육계 91%, 토종닭 65%, 돼지 25%로 나타
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국내 대기업 중 농업분야에 진출한 대기업은 8개 그룹
25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
감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2016년 4월 기준 국내 기업집단 가운데 농업분야에 진출한
대기업은 CJ,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하림, 하이트진로, 한화, 현대자동차, 농협 등 총 8
개 기업집단의 25개 계열사에 이르고, 이들 농업분야 진출 국내 대기업들의 총매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4364억 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공개시스템(OPNI)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농업분야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이 진출한 기업집단은 양
돈, 양계, 젖소사육업, 조류사육업, 축산업 등에 진출한 ‘하림’이다. 하림그룹은 2007년
돈육 가공업체인 선진을 인수하며 양돈업에 진출했다. 2008년에는 대상그룹의 축산물
사육·가공 사업 부문인 대상 팜스코의 지분 65%를 인수했다. 하림은 양돈업인 농업회사
법인 (주)선진한마을을 비롯해 15개 회사를 거느리며, 3218억 47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
했다.
또한 양돈, 양돈정액판매업을 영위하는 CJ돈돈팜(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의
CJ브리딩(주) 등 2개 회사에 진출한 CJ 기업집단이 약 482억 88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
했다. 아모레퍼시픽도 2007년부터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오설
록농장에 진출해 134억 43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또한 388억 76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7) 양승룡, “대기업 자본의 농업 진출을 반대하는 이유”, 농민신문 , 201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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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서산농장을 비롯해 (주)서림환경기술(젖소사육업), 주)서림개발(채소작물재배업)이
계열사로 있고, 하이트진로도 지난해 12월, 과실재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팜컬쳐를 설
립했으며, 한화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그린투모로우를 201
0년에 설립했다. 이 밖에도 카카오는 채소작물재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만나씨이에이
를 2013년 3월에 설립했으며, 농협은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해 2015년에 135억 1900
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농업회사법인 (주)농우바이오를 지난 1990년에 설립해 2014년
계열에 편입했다.
표 1. 국내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현황
단위 : 백만원, 직전사업년도말 기준

기업명
농협
씨제이
아모레
퍼시픽
카카오

하림

회사명
농업회사법인
(주)농우바이오
씨제이돈돈팜(주)

설립일

계열
편입일

자본금

매출액

세부 업종

1990.06

2014.10

7,150

13,519

종자및묘목생산업

2004.07

2004.08

30,799

48,288

양돈,양돈정액판매업

씨제이브리딩(주)
농업회사법인
(주)오설록농장
농업회사법인
(주)만나씨이에이
농업회사법인
(유)그린피그팜스
농업회사법인
(주)봉화
농업회사법인
(주)봉화제네틱스
농업회사법인 (주)한사랑
농업회사법인 ㈜청운
농업회사법인 (주)익산
농업회사법인 ㈜보람
농업회사법인 ㈜유전자원
농업회사법인 ㈜제일종축
농업회사법인
(주)선진한마을
농업회사법인
(주)팜스코바이오인티
농업법인
(유)진천오리인티
농업회사법인 (유)에이치비씨

2015.03

2015.04

1,000

2007.04

2007.04

5,083

13,443

2013.03

2015.10

1,508

72

2008.07

2009.02

1,000

3,337

2009.06

2009.06

100

380

2012.06

2012.06

200

2010.07
2007.09
1995.10
2004.02
1989.12
1973.11

2010.07
2008.08
1995.10
2007.09
2007.09
2007.12

900
2,400
254
1,003
1,158
6,550

4,177
3,652
172
20,896
16,028
22,090

양돈업
양돈업
축산업
양돈업
양돈업
양돈업

1999.02

2007.09

1,000

129,515

양돈업

2014.02

2014.02

17,469

27,973

양돈업

2002.03

2002.03

300

32,874

기타가금류및조류사육업

2007.07

2007.07

100

28,009

양계업

농업회사법인 (주)피그앤그린

2010.12

2010.12

2,000

29,958

양돈업

농업회사법인 (주)포크랜드

2003.06

2009.06

2,500

2,786

양돈업

-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

음료용및향신용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양돈업
젖소사육업
양돈업

하이트진로

농업회사법인 (주)팜컬쳐

2015.12

2016.02

900

-

과실재배업

한화

농업회사법인 (주)그린투모로우

2010.02

2010.04

5,668

343

기타시설작물재배업

(주)현대서산농장

2005.04

2011.04

6,200

38,876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현대
자동차

(주)서림환경기술

2009.01

2009.02

12,000

13

젖소사육업

서림개발(주)

1981.10

2009.02

13,500

74

채소작물재배업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공개시스템(OPNI, 2016.4)
* 음영으로 표시한 씨제이 돈돈팜(주), 쎄제이 브리딩(주), (주)서림환경기술, 서림개발(주)는 농업법인(영농조
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아님
김철민의원실 “국내 대기업 농업분야 진출, 8개 그룹 25개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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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업에는 아직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이 미약한 편이다. 2013년 설립된 만나시이
에이는 농민이 주도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으로 카카오 등 외부자본의 지분투자를 받은
경우이다. 2014년 충북 진천의 장미재배농장 700평을 2억원에 인수해서 1만9800m2(약 6
천평)의 온실에서 60명이 일하고 있다. 외부 자본 12억원을 유치했고, 2016년 매출액은
100억원으로 예상된다. 2015년 10월 19일 카카오의 투자전문 자회사 케이벤처그룹(대표
박지환)은 만나씨이에이 지분 33% 수준의 투자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4. 기업농 도입의 비현실성
1) 자본주의적 기업농 제약과 가족농 존속의 이유
일부 논자들은 전문화, 표준화, 집중화가 농업의 산업화에서 핵심적 과정으로 농업생
산도 공업생산과 동일한 성격을 갖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여 덜
자본화된 생산자를 구축할 것이고 농업생산은 소규모의 농업자본가들 손에 장악된다.
대규모 기업농장의 성장은 축산물 생산에서 농업변화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준다는 것이
다.
그러나 자본의 집중과 집적과 자영업자의 양극 분해 논리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에
서는 이러한 법칙이 잘 관철되지 않고 가족농은 해체되지 않고 끈질기게 존속해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농업과 제조업을 등치시킬 경우 핵심적 문제는 식품시스템의 특수
성과 그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농업생산자들이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농업 생산은 공업과 달리 자본이 직접 뛰어드는데 여러 장
애가 있다.
생물학적 과정의 위험과 불확실성
농업은 자연적 생물학적 과정에 많이 의존한다. 농업생산은 기후, 곤충, 질병, 부패 등
의 환경과 생태적 과정에 따르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취약하다. 가뭄과 홍수, 장마, 냉해,
병충해 등 기후와 생태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다. 동식물은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성장이 촉진되기도 저해되기도 한다. 생산과정을 통제하거나 가속
시키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
노동시간과 생산기간의 불일치
농업분야에서는 생산기간이 노동시간 보다 길다. 생산기간은 식물과 가축의 자연적
성장 리듬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동기간과 생산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효율적 이용과 유통과 실현과정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며, 결
국 이윤율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가족농이 존속하는 이유는 자기착취를 할 수 있는 가
족노동의 능력이나 기술의 적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논리와 본질 그 자체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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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노동의 신축성
가족농은 자신의 순수익을 생산 확대, 가족 소비 또는 생산요소에 대한 투자로 나누
는데 다른 경영주체들에 더 신축적이기 때문에 이윤 획득에 초점을 둔 산업적 형태의
농장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기업농이 이윤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쉽게 몰락하
는 것에 비해 가족농은 상황이 어려울 때 더 잘 견딜 수 있다.
고용노동의 과다한 거래비용
가족농의 경우 거래비용이 절감된다. 거래비용은 소유권을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하고
자산을 가동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계약을 모니터하고 실행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첫째, 농업생산은 작물별로 지역별로 재배기술의 특수
성이 있다. 농가 가족은 성장과정에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교육받
은 장점이 있다. 둘째, 기술적 이유로 농업노동력은 한 장소에 집결시키거나 쉽게 감독
하기 어렵다. 작업과 성과를 연결시키기 어렵다. 연결시키려면 많은 과도한 비용이 든
다. 이 때문에 농장에서는 고용노동보다 가족농이 더 유리하다. 가족농은 고용노동력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어려움에 대한 최적 해결책이다. 농장 규모가 커지고 고용노동력이
많아질수록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셋째, 농업생산에서는 노동계약이 더 어렵다.
노력은 관찰하기 어렵고 결과는 노력과 바로 직결되지 않고 그 후의 단계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특징과 통제와 감시 비용의 저렴함 때문에 가족농은 산업적 농업의 압력
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과 구 소련의 집단농장이 이러한 노력과 성과간의 연
결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실패하면서 결국 집단농장과 협동농장을 해체하고 농가별 책
임경영체제로 전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대기업 농업생산 경영도 동일한 문
제를 안고 있다.
규모의 경제 작용의 한계
농업생산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있다. 가족경영으로 생
산과 노동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규모의 비경제가 작동된다.
원료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곤란
농산물은 먹거리로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가 상응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식품은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식품소비 취향은 각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
한다. 따라서 자본으로서는 획일적인 대량 생산이 어렵고 프레미엄급 생산물을 대량으
로 생산할 수도 없다. 독점 생산에 따른 초과이윤 확보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한국농업
의 경우 대량의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좁아진 국내시장에서 과일, 채소, 축산 등은 모두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에 시달린다. 이익까지 바라지 않는 농민들도 나가떨어지는데 기
업의 이윤추구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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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확보와 지대의 부담
공업의 경우 토지는 부지 제공이라는 수동적 역할에 그치지만 농업생산에서는 토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산수단이다.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입하거나 지대를 지불해
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부담이 크다.
이러한 농업의 특수성들 때문에 농업에서 기술혁신은 집약화(Intensification), 가치이
전(수탈, Appropriation), 고부가가치화(Valorization)의 형태를 띤다(Guthman, 2004: 64).
집약화는 비료(토양에 작용), 다수확품종(품종에 작용), 제초제(잡초에 작용), 살충제(해충
에 작용) 관개나 온실(기후에 작용) 성장촉진제(동물의 성장리듬에 작용) 등을 사용해 생
물학적 과정을 가속시키고 생산과정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은 농
업을 둘러싼 전후방산업, 즉 농자재 생산, 농산물 가공, 농산물 마케팅 분야에서 독점적
지배력으로 농민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높은 이윤을 올리려 한다. 가치이전 내지 수탈의
경우 농민들은 구입 자재(종자, 트랙터, 비료 등)와 농산물 유통자본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농민이 누릴 부가가치는 자본에게로 이전된다. 계약영농이 이러한 종류의 수탈
의 극단적 형태다. 농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수탈당하는 노동자,
자신의 땅에 고용된 손이 되는 것이다. 결국 자본은 농업생산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제
약과 위험이 따르므로 회피하고 농자재 생산과 농산물 가공 판매 등을 통하여 이윤을
올리는 방법으로 농업을 지배한다.8)
정부의 대기업 농축산업 진출 촉진정책은 이러한 농축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
지 않은 것으로 추진성과 미흡, 농지투기 조장, 정부 보조금 낭비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2) 과잉공급으로 시장 교란
(1) 파프리카, 토마토 과잉 공급으로 농가경영 악화

기업이 시설원예 분야에 진출하면 유리온실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나 토마토 등이 농
민들의 생산과 경합하여 시장가격을 저하시킬 것이다. 자본여력이 있는 대기업이니까
시장 진입 후 몇 년간 덤핑을 하면서 시장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그러다가 많은 농민
들이 생산을 포기하면 가격을 올려 수지를 맞출 것이다. 50ha 생산단지에서 연간 1만톤
가까운 파프리카가 생산되면 2015년 현재 2만9천톤의 수출물량을 두고 일반농가와 저가
경쟁이 이뤄져 결국 국내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LG는 스마트팜이 자신들이 생산하는 농자재를 실증하기 위한 단지라고 하지만 50ha
라는 설비 규모가 농자재 실증단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다. 지난번 추진했다가 농민들
의 반발로 무산된 팜한농의 유리온실 규모는 10.5ha였다. 467억원이 투자된 팜한농의 유
8) 이상 농업생산분야에서 자본주의적 기업농의 한계와 가족농 존속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가족농장상환, “대기
업 농업생산 진출 비판”, 자본의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 , 한울, 2015, 8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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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온실을 그 후 우일팜이 170억원에 인수했다. 우일팜은 당초 유리온실에서 생산된 토
마토를 전량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이어 받았지만 동부에 비해 약한 브랜드와 취약한 판
로로 일부 토마토만 수출하고 더 많은 물량을 국내에 풀고 있다. 우일팜에서 연간 생산
하는 토마토 5000톤 중 약 80% 가량인 4000톤이 도매시장과 대형 마트 등으로 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토마토 소비량 연간 45만톤 중 1%에 불과한 규모지만 가격에 미
치는 영향은 크다. 우일팜의 토마토 시중 공급과 최근 토마토 가격 하락세에 연관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농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토마토 10kg 평균 도매가격은 7월 15일
현재 1만5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1320원에 비하면 27.8% 하락한 수준이다. 가
격이 하락한 만큼 토마토 재배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것이다. 우일팜 유리온실의 5배나
되는 50ha에서 생산될 물량에 대해 수출용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크
게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림 1. 파프리카 재배면적 추이(단위: ha)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파프리카의 현장적용 가능 및 생산자 주도형 가공 기술개발”, 2016. 7. 5

그림 2. 파프리카 생산량 추이(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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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파프리카 내수 및 수출 물량(단위: 톤)

그림 4. 가락시장 파프리카 단가(원/kg)

표 2. 파프리카 생산량 및 가격 변동(단위: ha, kg/10a, 톤)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1

429

10,061

43,160

연평균 도매가격
(빨강, 원/5kg 상자,
상품 기준)
29,004

2012

430

11,777

50,642

31,460

2013

575

10,891

62,622

26,018

2014

598

10,763

64,363

24,322

2015

707

10,324

72,950

19,69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 시설채소 온실 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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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설 토마토 생산량 및 가격 변동(단위: ha, kg/10a, 톤)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연평균 도매가격
(원/10kg 상자, 상품
기준)

2011

5,850

6,294

368,224

25,217

2012

6,344

6,822

432,779

26,868

2013

6,054

6,419

388,624

25,498

2014

7,070

7,072

499,960

22,127

2015

6,976

6,551

456,982

19,67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 시설채소 온실 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 2016. 8.

표 4. 파프리카 소득, 생산비 추이(원/10a)
조수입

중간재비

경영비

소득

생산비

소득률(%)

2010

40 676 643

22 754 649

25 370 346

15 306 297

29 507 074

37.6

2011

43 065 024

25 587 944

28 438 417

14 626 607

32 334 125

34.0

2012

42 632 143

25 890 650

28 769 925

13 862 218

33 373 616

32.5

2013

41 104 980

22 412 002

25 434 473

15 670 507

28 588 453

38.1

2014

42 430 164

23 565 197

26 547 591

15 882 574

30 319 646

37.4

2015

40 448 323

21 778 261

26 309 632

14 138 692

29 994 772

35.0

자료: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 년도별 생산비 자료 , 2016.

표 5. 시설토마토 소득 생산비 추이(원/10a)
조수입

중간재비

경영비

소득

생산비

소득률

2010

18 159 159

8 238 830

9 265 268

8 893 891

12 518 926

49.0

2011

17 673 200

8 299 191

9 738 410

7 934 790

12 935 367

44.9

2012

21 683 077

10 320 395

11 939 528

9 743 549

15 903 091

44.9

2013

26 832 960

13 046 902

15 684 160

11 148 800

20 769 809

41.5

2014

25 673 296

10 716 240

13 247 892

12 425 404

18 560 974

48.4

2015

25 757 155

10 499 197

12 759 697

12 997 458

17 829 625

50.5

자료: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 년도별 생산비 자료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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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 성출하기(6월-7월, 10월) 매년 가격 급락 반복. 2016년 7월에는 유통협약
으로 1,000톤 폐기(매몰) 예정. 하등품과 선제품의 재래시장 등 시중 유통으로 가격
질서가 교란되었다.
전남 화순군 도곡면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소속 파프리카 농가들의 판매단가와
농가수취가격은 2012년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도곡면 파프리카 농가의 판매단가와 농가수취단가 추이(원/kg)
판매단가

농가수취단가

2011.8-2012.7

4,836

4,047

2012.8-2013.7

4,136

3,342

2013.8-2014.7

3,818

3,080

2014.8-2015.7

3,434

2,661

2015.8-2016.7

3,221

2,450

자료: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
출하내역서｣
, 각년도.

표 7.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농가의 출하량과 매출액 추이(단위: kg, 천원)

A농가

B농가

C농가

전체농가

출하량

매출액

출하량

매출액

출하량

매출액

출하량

매출액

2012

24,399

557,840

86,922

2,045,344

27,571

678,795

480,139

11,092,070

2013

25,821

561,628

84,244

1,730,706

29,413

615,834

480,025

9,923,374

2014

18,987

370,613

93,045

1,770,180

27,451

529,325

595,698

11,383,785

2015

18,028

278,079

92,209

1,400,603

26,143

429,655

539,989

8,643,332

2016

15,963

254,583

89258

1,408,790

20,263

348,236

394,941

6,485,752

매년 1월-12월의 수치임. 단 2016년은 7월까지의 수치로 11월 12월분이 포함되지 않음.
자료: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
농가별 생산현황｣
, 각년도.

도곡면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의 원가분석에 의하면 하절기(4-10월) kg당 4,195원,
동절기(12-3월) kg당 4,375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에는 판매단가
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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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경남 가고파 수출영농조합법인 농가 수지 추이

2012.8–
2013.7

2013.82014.7

2014.82015.7

2015.82016.6.18

평당 생산량(kg)
단가(원/kg)
평당 조수익
평당 지출
평당 순수익
평당 생산량(kg)
단가(원/kg)
평당 조수익
평당 지출
평당 순수익
평당 생산량(kg)
단가(원/kg)
평당 조수익
평당 지출
평당 순수익
평당 생산량(kg)
단가(원/kg)
평당 조수익
평당 지출
평당 순수익

3000평
(유리 1500
비닐 1500)
40
3,589
161,833
65,278
57
3,506
191,605
120,613
70,992
66
3,318
218,845
127,908
90,937
66
3,244
218,116
128,896
89,220

2,200평
(유리 1400,
비닐 800)
60
4,027
236,898
157,067
72
3,392
216,472
116,536
99,936
67
3,049
203,928
104,869
99,065
64
3,142
201,392
112,110
89,282

유리
2,700평

유리
1500평

69
4,208
291,215
203,886
69
3,578
217,297
114,343
102,955
61
3,240
199,053
112,946
86,108
65
3,156
204,796
108,886
95,910

47
3,542
165,932
104,493
57
3,247
160,649
89,106
71,542
68
3,209
218,996
93,665
125,331
64
3,196
205,103
95,357
109,746

지출에는 종자, 농자재, 박스, 선별, 수수료, 난방비, 가스, 양액, 인건비(700평당 1명)를 포함. 시설감가상각비
와 수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가고파 작기별 경영비 분석자료, 각년도.

표 9. A농가의 연도별 출하량 및 출하금액 추이
출하 물량(kg)

출하 금액(원)

2011

262,135

1,117,491,371

2012

267,130

1,276,215,937

2013

326,165

1,451,131,566

2014

301,172

1,085,672,403

2015

330,182

1,079,451,823

2016

268,571

985,925,424

파프리카 시장은 수출이 40%, 내수가 60%정도인데 수출시장은 거의 일본이다. 네
덜란드에서는 유럽 여러 국가로 수출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일본에 95%를 수출하고
대만에 5%내외 수출하는 정도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서 개척하기 어렵다.
한국 내수시장의 경우도 동기작(7월 파종, 8월 정식, 11월초부터 첫 수확)과 하기
작이 겹쳐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0월 11월과 5-7월에는 동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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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하기작 출하가 겹친다. 과잉생산을 면할 수 없고 위 표에서 보는 대로 가격이
하락한다. 12월-다음해 2월간에는 일조량이 적어 생산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다.
현재 생산량은 이미 적정량을 넘었다. 과잉시 폐기할 수밖에 없다. 가공기술은 아직
발전되어 있지 않다.

(2) 대기업 축산업 진출의 문제점
대기업 축산 진출에 따른 대량사육은 질병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대기업 축산업체
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항생물질을 대량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윤추구를 목적으
로 하는 대기업 축산업체는 투입 사료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성장촉진제를 사
용하고자 하는 유인에 쉽게 넘어간다.
대기업 축산업체는 외부불경제를 초래하여 생태 위기를 심화시킨다. 대기업 축산
업체가 배출하는 대량의 축산분뇨는 인근 농가와 협력하여 처리하기 어렵다.
축산 계열화가 심화되면 대기업 위주의 시장 주도로 사료곡물가격 상승분이 사료
판매가격에 전가되는 등 양축농가의 경영비 증가 및 기업 종속화가 우려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직접 사육 및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수직계열화가 진행되면 축산
농가의 입지가 좁혀지는 동시에 농협의 축산물 판매사업과 경쟁구도를 형성할 가능
성이 크다.

3) 기업농은 경제성이 없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유리온실의 경제성이 없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2006년 현재 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할 경우 정부의 지원이 없다는 가정 하에 ha
당 조수입 약 4억원에 대해, 광열동력비가 1억원, 농기구시설 상각비가 1억3천만원, 제
재료비 기타 1억4천만원, 고용노력비 6천만원, 지불이자 4천만원 등 비용이 4억8천만원
으로 소득이 8천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9) 정부의 보조금으로 유리온실을 지워놓았을 경
우 매몰비용으로 시설비를 계산하지 않을 경우 조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더
욱 정교한 시설이 소요될 스마트팜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일반 유리온실보다 더 큰 적
자를 볼 것이다.
정부도 이를 알고 막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2015년 8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지원 대상자로 우포그린 등
2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체당 온실 규모는 1-2ha로서 ha당 30억원(3.3m 당 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팜 온실 신축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30%를 융자해주는 조건이다. 농기구 시설상각비의 절반을 정부보조로 메꾸어주면 적자
를 간신히 면할 것이고 LGCNS 등 기업들도 역시 같은 지원을 기대할 것이다.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스마트팜이 일반농민들의 시장을 잠식토록 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경쟁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9) 장상환,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비판”, 자본의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 , 한울, 2015, 96-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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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경남 P농가의 생산실적 추이
작기

총매출

생산량(kg)

재배면적(㎡)

kg당 단가

㎡당
생산량

근로자수

2012

2,257,791,850

485,575

36355

4,649.73

13.35648

13

2013

2,228,786,255

547,805

46270

4,068.58

11.83931

18

2014

2,156,247,776

567,795

46270

3,797.58

12.27134

18

2015

1,763,756,922

526,710

46270

3,348.63

11.3834

22

자료: 필자 조사에 의함.

면접에 응한 대부분의 농가는 자동 제어 기술이 도입되는 유리 온실의 경우에도 작물
의 생육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면적에는 한
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설원예 가족농의 적정 규모는 3000-5000평이라고 한다. 한국파프
리카자조회 가입자격은 그동안 200평이었는데 현재는 3000평으로 올렸다.
P농가는 재배하고 있는 파프리카를 모든 줄마다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몇 줄 가운데
한 줄만 살펴보다 보니 2012년의 11천평에 비해 재배면적을 15000평으로 확장한 2013년
에 ㎡당 생산량이 전년도의 13.4kg에서 11.8kg으로 감소했다고 한다(P농가 면접, 2016.
10 13).
P농가는 그동안 비닐하우스 온실 15000평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해왔는데 2016년 기존
의 농장과 십여km 떨어진 곳에 8000평 규모의 측고 6m 첨단 유리온실을 건립하였다. 2
만3천평 규모의 대규모 재배농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농가의 경우 경영주 부부와
장남 부부와 차남 부부 총 6명이 두 농장을 세 사람씩 나누어 경영을 하고 있다. 경영
주가 은퇴하면 장남이 현재의 15000평 비닐하우스 농장의 경영주, 차남이 8000평 유리
온실 농장의 경영주가 될 것이다.
유리온실 건설업자가 유리온실을 건립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전문 재배사를 고
용하여 경영하고 있지만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놓았기 때문에 스스로 전업농이 되어서
경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도 경영주가 노력의 90%를 유리온실 경영에 투입하고 있
다는 것이다.
농업외부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여 유리온실을 지으면 온실을 관리할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고용된 관리자가 자작농처럼 기업 농장을 자기농장처럼 섬세하게 관리하
겠느냐 하는 점이다. 농가는 생산과 판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관리를 하는 반면

4) 농가 주도의 농업기술 발전
기업농 농업생산 진입 찬성논자들은 자금력 있는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ICT를
활용한 농업기술이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시설원예 농업기술은 농가 주
도로 크게 진전되었다. 최근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장기 저
리 융자 혜택을 보지도 않고 최첨단 유리온실을 건립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18 농정의 우선 순위는?

농민들은 측고 6m의 첨단 유리온실을 건립하고 있다. 4000평 내지 8000평의 대규모
유리온실을 짓는다. 측고 4m의 유리온실에서 평당 30-40kg을 수확하는데 비해 파프리카
를 평당 70kg 생산한다. 월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시설원예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생산량을 올리고 생산비를 절감하려 한다.
시설원예 농민들은 원격제어 기술도 이전부터 이용해왔다. 해외여행을 갈 경우 노트
북을 들고 다니면서 원격으로 환경을 제어했다. 스마트팜은 노트북 대신 스마트폰을 이
용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5. 대기업 농업 진출 규제 방안
1) 대기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
농업생산 분야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재벌 및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치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같이 농업생산은 농민(농가)의 고유분야로
법률로 지정하여 향후 재벌 및 대기업이 농업생산 자체를 고려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다.10)
김우남 의원 등은 2014년 7월 23일 축산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대기업 축산 진입을 원
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제27조(축산업의 참여 제한) 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연매출액 200억원 이상 또
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기업의 진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있다. 박민수의원은 2013년 12월 26
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9조의2(대기업의 농
어업 영향평가서 등 제출)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어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에는 농어업 영향평가서 및 농어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출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만으로는 한
계가 있으므로 그것보다는 축산법을 개정하여 대기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아니오와, 미네소타, 위스콘신,
메브라스카, 미주리, 캔자스 등 9개 주에는 가족농 보호를 위해 기업농(corporate fa
rming)을 금지 내지 제한하는 반기업농법(Corporate Act)을 채택하고 있다.11)

10) 장경호, “LG 사업추진 중단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이해하는 관점 -”, 농업농민정책연구
소 녀름 제250호 이슈보고서, 2016. 10. 4
11) 이수미, “가족농 보호를 위해 기업농을 금지 규제하는 미국 반기업농법”,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251호 이
슈보고서, 201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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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회사법인에서 비농업인의 투자 지분 제한 강화
영농조합법인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인으로 구성된 발기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
농업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준조합원으로 해야 되며 의결권이 제한된다.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농
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합명회사·합
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모두 가능하다. 농업인 1인 이상 이면 가능하고, 주주들을 자
유롭게 모집할 수 있다.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만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
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 이사가 3분의 1 이상 농업인일 경
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농지법 제2조).
농업인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의거,
1) 1천제곱미터(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들은 이미 농업회사법인을 활용하여 농업생산
과 축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비농민의 출자지분을 90%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
로 비농업 자본이 농업경영에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축산분야,
특히 양돈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경종부문에 비농업 자본이 변로 진출하지
않은 것은 재배과정에서 위험부담이 크고 가격이 불안정한 등 수익 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첨단 시설원예분야, 밀폐형 식물공장 등에서 재배 위험을 줄
이는 기술이 발전한다면 비농업 자본이 이 회사법인의 규정을 활용하여 진출하려할 것
이다. 농축산업 생산분야에 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경영주의 자격을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비농민의 출자지분을 회사를 지배할 수 없는 50% 이하로 제한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12)

3) 계열화사업에 따른 대기업의 농가지배를 규제하는 방안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해도 사료업체나 가공업체가 계열화를
통해 농가를 지배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계열화 농가에 대해 사료값 등 사육비
인상의 강제하고 농가의 투입노동과 시설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구
매가 책정 등으로 농가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가
12) 장경호, “LG 사업추진 중단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이해하는 관점 -”, 농업농민정책연구
소 녀름 제250호 이슈보고서,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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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 표준거래약관을 정하고 이를 이행했는지 정부기관과 농민단체 등
을 통한 모니터가 필요하고 불이행시 강력하게 제제할 필요가 있다.

4) 사료생산과 농축산물 가공, 유통에서 협동조합 강화
사료생산과 농축산물 가공, 유통 분야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과 대결하
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의 협동조합 조직력과 사업이 강화되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