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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소재산업과 바이오소재농업 현황

∙ 국내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액은 2010년 1조 9,420억 원에서 2020년 1조 7,280억 원으

로 생산액이 연평균 1.2% 감소하였으며,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4.25%

에서 2020년 3.45%로 감소하였다. 

- 이는 바이오소재산업이 성장하면서 생성된 부가가치가 소재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농

업 분야로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산업, 바이오소재산업의 성장세

를 농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소재농업의 문제점 파악을 통한 활성화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바이오소재산업의 바이오소재농업 파급효과

∙ 바이오소재산업 성장에 따른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시장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

관표의 생산액을 이용하여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바이오소재 시장의 확대는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방 바이오소재산업 중

에서 건강기능식품산업이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에 대한 파급효과 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으로 분석되었다. 

∙ 바이오소재산업 성장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바이오소재농업계에 적절히 귀속되기 위해

서는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바이오소재농업계의 충실한 준비와 농업인과 바이오소재 기

업 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바이오소재산업 발전과 바이오소재

농업 간의 상생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경우, 향후 농업계와 기업 간 큰 시

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3) 바이오소재농업 성장을 위한 요구 분석

∙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가 겪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가격하락과 수입산의 국산 둔갑 

판매, 생산·가공 기술의 미정립에 따른 품질격차 등을 들 수 있다. 농가는 생산자단체 구성

을 통해 기업과의 협상력 제고와 적정가격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등급판

정제 도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품질 균일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유

통이력제를 시행하여 수입산 소재가 둔갑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바이오소재 기업이 국내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제품 고급화 전략을 펴고 있

으므로 국내산 농산물 구입 시 가장 중요시하는 사항은 가격보다는 물량확보의 용이성과 품

질이다. 따라서 농가가 생산자단체를 통해 국내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대량 생산·납품

능력을 확보하고, 등급판정제를 통해 품질 신뢰도를 향상시킬 경우 국내산 바이오소재용 농

산물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

∙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원료 소재 발굴과 가치사슬 단계별 패키지화된 연구 강

화가 필요하다. 원료소재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소재 원료 생산관리체계, 제품 가공 공

정, 기업 지원, 시장 분석 등 가치사슬 단계별 패키지화된 연구를 통해 국내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안정적인 바이오소재 원료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산학관연 협력을 통한 거점 클

러스터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원료 생산 기술개발, 생산관리, 품질관리, 생산자 조직

화, 기업과의 상생협력 체계 확립, 지역 내 지원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 또

한 스마트팜 활용을 통한 대량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경제적 대량생산에 노력해야 한다. 

∙ 선순환 비즈니스 생태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

립하여 바이오소재 발굴, 기능성 물질 탐구, 효능 검증, 원료생산 관리체계 구축, 클러스터 

선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소재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원료 조달 가능성을 확보하고,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홍보강화를 통해 소비를 진

작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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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소재산업과 
바이오소재농업 현황01

1.1. 서론

1.1.1. 배경

∙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소재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지만, 그중 농업과 가

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바이오소재농업과의 연계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에서 생

산된 바이오소재는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입재로 이용되거나 레드 및 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중간재로 이용되는 점에서 바이오소재산업의 성장은 지속적인 농산물 수요 증

가로 연결될 수 있다. 

∙ 바이오소재산업의 농산물 수요 증가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

력이 될 수 있으며, 바이오소재산업에서 필요한 농산물은 일반농산물과 수요처가 달라 

대체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품목 간 경쟁 완화 및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 급변에 대

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농업이 바이오소재 생산을 위한 원료 공급 역할에 그

치는 상황에서 바이오소재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농업 분야로 순환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이주량, 박지연, 2018).

∙ 바이오소재와 연계된 농업 부문에 새로운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계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바이

오소재 기업들은 국내산 농산물이 품질 기준과 적시납기에 필요한 수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수입산을 선호한다(박지연 외, 2017). 이에 반해, 농업계는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수

요가 제한적이므로 적극적으로 생산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크다고 판단하는 등 부의 피드

백이 발생하고 있어 바이오소재 기업과 농업계의 동반상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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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연구는 바이오자원의 정의와 품목 발굴에 집중하고, 자원의 소재화를 위한 연구개

발과 제품화 기술 수준 향상에 방점을 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바이오소재

가 되는 자원을 생산하는 단계인 농업에 대한 접근과 분석이 미흡하였다.

∙ 이 연구는 농업의 시각에서 바이오소재산업을 다루고, 바이오소재를 생산하는 농업과 농

산물 관련 소재를 이용하는 기업 사이에서 농업과의 연계 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1.1.2. 바이오소재농업의 개념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소재’라는 단어에는 소재를 만들기 위한 농산물과 이를 가

공하여 생산된 중간재가 모두 포함되어서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개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바이오소재를 만들기 위한 농산물은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이라고 정의하고, ‘바

이오소재’는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을 이용해서 생산된 ‘중간재’로 의미를 한정한다.

∙ 바이오소재농업은 ‘자연에 있는 생명자원을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바이오소재용 농산

물로 생산하는 농업’으로 정의하며, 바이오소재산업은 ‘바이오소재를 활용하는 산업’

으로 한정한다.

그림 5－1.  바이오소재농업의 개념도

자료: 김용렬 외(202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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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외 바이오소재산업 현황

1.2.1. 글로벌 바이오소재산업 현황

가. 글로벌 바이오소재산업 규모

∙ 글로벌 바이오소재산업의 범위는 출처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공통으로 해

당하는 바이오소재산업 분야는 크게 식품산업, 농산업, 의약소재산업, 향장산업으로 구

분된다. 이들 분야를 더 세분화하면, 식품산업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농산업에서는 바이

오 농약 및 비료, 의약소재산업에서는 바이오소재 의약품, 향장산업에서는 기능성 화장

품이 해당된다(박한길 외 2018). 

∙ 산업군을 바탕으로 집계한 글로벌 바이오소재산업 규모는 2020년 약 7,765억 달러에서 

2024년 약 9,903억 달러로 연평균 6.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바이오소재산

업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시장이 약 5,695억 달러로 전체시장의 73.3%를 차지하고 있으

며, 건강기능식품이 약 1,676억 달러로 21.6%, 바이오소재의약품이 약 351억 달러로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표 5－1 ]  글로벌 바이오소재산업 현황과 전망

단위: 백만 달러

분야 세부 부문 2018 2020 2022 2023 2024
연평균 
성장률

식품산업 건강 기능식품1) 145,600 167,600 193,000 207,089 222,207 7.3%

농산업
바이오 농약 및 

비료2) 3,274 4,300 5,647 6,472 7,417 14.6%

의약소재
산업

바이오소재 
의약품3) 31,193 35,115 39,530 41,941 44,499 6.1%

향장산업 기능성 화장품4) 507,800 569,463 638,614 676,278 716,163 5.9%

합계 687,867 776,478 876,791 931,780 990,286 6.3%

주: 바이오 농약 및 비료 시장의 규모는 2020년과 2025년 수치 및 전망률을 이용하여 환산함. 그리고, 각 분

야에 사용된 현황과 전망치들은 각각 다른 자료들을 활용하였음. 각 리포트마다 특성이 다르고, 세부부

문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선택하였음을 고려하여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1) Nutrition Business Journal(2014); 중소벤처기업부(재인용, 2022) 

2) MarketsandMarkets(2020)
3)·4) Grand View Research(2020); 중소벤처기업부(재인용, 2021)



128_ 제2부  2023년 농정 현안

나. 글로벌 바이오소재산업 투자

∙ 애그펀더(Agfunder)는 애그테크 관련 전문 투자 리서치 회사로써 매년 애그테크 관련 

기업의 투자금액과 건수를 정리하여 발표하고 있다. 주요 조사범위는 유통단계 개선, 

신식품개발, 애그비즈 장터, 신 재배 시스템, 농가용 로봇 및 자동화장비, 애그 바이오 

기술, 바이오 에너지 및 소재로 구분할 수 있다. 

∙ 애그펀더의 조사 자료 중 바이오소재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는 바이오소재

산업 및 에너지 부문이 해당된다. 해당 자료에는 바이오소재 이외에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바이오소재 부문에 대한 투자는 2017년 이후 7억 1백만 

달러에서 약 7억 7천만 달러로 일정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2021년 21억 달러로 급

성장하였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바이오소재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는 

점에서 해당 분야의 발전 가능성은 상당 기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2.  애그펀더의 바이오소재 부문 글로벌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2018~2022 Agfunder Agrifood-Tech Investing Report 인용 및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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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이오소재 관련 주요 사례 

∙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버섯 균사체

를 기반으로 인조가죽을 생산하는 미국의 마이코웍스(MycoWorks)는 1억 2,500만 달

러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Ettinger, 2022). 또한 일본의 Spiber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

을 바탕으로 양모 및 실크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3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였

다(Ho, 2021).

∙ 미국의 제노마티카(Genomatica)는 식물 추출 원료를 이용하여 나일론 및 비단을 추출

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1년 1억 1,8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장병창, 

2021. 8. 27; Agfunder, 2022).

∙ 중국의 블루파(Bluepha)는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기술과 관련하여 2021년 7,700만 달러

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며, 버섯을 이용한 포장 및 건축자재용 플라스틱과 폴리스티렌

폼을 제작하는 미국의 에코버티브 디자인(Ecovative Design)은 같은 해 6,0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Agfunder, 2022; 에코버티브 홈페이지).

그림 5－3.  버섯 균사체를 이용한 인조가죽 그림 5－4.  식물 원료를 이용한 비단

자료: 장병창(2021. 4. 7.) 자료: Vegan Business Magazine(2021. 9. 13.);
Agfunder(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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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약용작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신약이 개발되고 있다. 위령선에서 유효성분

을 수집하여 제작된 ‘조인스정’은 2019년 생산액이 523억 원이었으며, 벌의 봉독을 이

용한 ‘아피톡신주’가 개발되었다(최은택 2021). 

∙ 쑥(애엽)을 이용하여 제조한 ‘스티렌정’은 위염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시오가피

와 방풍을 이용한 ‘신바로캡슐’은 관절염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다. 이외 황련을 이용한 

기관지염 치료제 ‘시네츄라 시럽’, 현호색을 이용한 소화불량 치료제 ‘오티리톤정’, 당

귀를 이용한 관절염 치료제 ‘레일라정’등이 개발되어 시판중이다(최은택 2021).

그림 5－5.  위령선 그림 5－6.  봉독을 이용한 아피톡신주

자료: 김지섭(2022) 자료: 약학정보원

그림 5－7.  쑥(애엽) 그림 5－8.  방풍

자료: 성한길(2017) 자료: 권혜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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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국내 바이오소재산업 현황

가. 국내 바이오소재산업 규모

∙ 바이오소재를 활용하는 분야는 크게 식품산업, 농산업, 의약소재산업, 향장산업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분야에 속한 세부 부문의 산업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박한길 외 2018). 

∙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에서 세부 부문으로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바이오 농약 

및 비료, 사료첨가제, 바이오소재 의약품, 바이오 화장품 및 생활화학 제품을 바이오소

재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국내 바이오소재산업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4조 9천억 원 규모로 2016년 3조 2,900억 

원에서 연평균 10.5% 증가하였다. 고령화 및 소득증가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으로 향후 기능성식품과 의약품 분야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 표 5－2 ]  국내 바이오소재산업 규모

단위: 억 원

분야 세부 부문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율

식품산업
건강기능식품 3,464 3,716 4,231 5,087 7,598 21.7%

식품첨가물 6,032 6,014 5,808 7,143 7,199 4.5%

농산업
바이오 농약 및 비료 219 205 908 1,068 1,210 53.4%

사료첨가제 18,816 20,748 20,373 27,081 27,275 9.7%

의약소재산업 바이오소재 의약품 503 954 314 467 457 -2.3%

향장산업
바이오 화장품 및 

생활 화학제품
3,867 4,097 4,430 4,628 5,267 8.0%

합계 32,900 35,734 36,063 45,474 49,005 10.5%

자료: 산업분야 구분은 박한길 외(2018), 연도별 통계 수치는 산업통상자원부(2016~2020)를 참고로 작성함.

나. 국내 바이오소재산업 연구개발

∙ 부처별 바이오소재 연구개발에 지원된 투자액은 약 1,694억 원이며, 이 중 농림업 분야(농

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는 약 507억 원으로  29.9%를 차지하였다. 이외 산업통

상자원부가 약 392억 원(23.2%), 중소벤처기업부가 약 378억 원(22.4%)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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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 ]  부처별 바이오소재 연구개발 투자규모(’14~’18)

부처
투자규모
(억 원)

비중(%) 부처
투자규모
(억 원)

비중(%)

농림업

농림축산식품부 174.6 10.3% 교육부 48 2.8%

농촌진흥청 244.8 14.4% 해양수산부 34.7 2.0%

산림청 87.2 5.1% 부처합동 28.7 1.7%

소계 506.6 29.9% 식품의약품안전처 16.9 1.0%

산업통상자원부 392.3 23.2% 행정안전부 3.3 0.2%

중소벤처기업부 378.8 22.4% 환경부 1.5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1.7 12.5% 특허청 0.8 0.0%

보건복지부 71 4.2% 합계 1,694.3 100.0%

자료: 김용렬 외(2022) 인용

1.3. 국내 바이오소재농업 현황

∙ 현재 생산되는 농산물이 바이오소재로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파악해야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전반적인 현황 분석이 가능하지만, 현재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통계자료는 생

성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 국내산 거래표를 활용하여 바이오소재로 

활용되는 농산물의 비중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생산액1)을 

추정하였다. 

∙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구성 품목은 곡물류, 채소류, 과실류, 인삼, 차, 약용작물, 산업

용 곤충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2010~2020년 사이 바이오소재용 곡물류의 생산액은 40

억 원~70억 원대(곡물 생산액의 0.05%~0.07%)로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바이오소

재용 채소류와 과실류의 생산액 규모는 340억 원~420억 원대(0.3%~0.4%)와 370억 

원~450억 원대(0.86%~0.99%)로 산정된다. 

∙ 인삼, 차, 약용작물 등은 작물 특성상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인삼은 같은 기간 동안 8,190억 원~9,390억 원, 약용작물은 7,380억 원~9,130

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1)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액 추정방식은 ①산업연관표(2019년 연장표 기준) 중 바이오소재산업과 대표적으로 

관련된 산업으로 건강기능식품산업, 의약품산업, 화장품 산업을 선정하고 ②산업연관표에서 특정 품목의 농산

물이 각 바이오소재산업에 이용되는 중간재 투입액 비율을 산정함. ③ 품목 생산액에 바이오소재용 중간재 투입 

비율을 적용하여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액 규모를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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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액은 2010년 1조 9,420억 원에서 2020년 1조 7,280억 원으로 

연평균 1.2% 감소하였다.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4.25%이던 것이 

2020년에는 3.45%로 감소하여 바이오소재농업의 위치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

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오소재농업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바이오소재산업의 

성장 고리를 농업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바이오소재산업은 연평균 10.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바이오소재농업은 하락

세인 점에서 바이오소재산업이 성장하면서 생성된 부가가치가 소재의 원료를 공급

하고 있는 바이오소재농업 분야로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바이오소

재농업의 기반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 표 5－4 ]  국내 바이오소재농업 생산액 변화 추이

단위: 십억 원

구분 2010 2014 2018 2020
연평균 
증감율

농업 생산액(A) 45,724 48,669 50,051 50,135 0.9%

  곡물 생산액(B) 8,529 9,904 10,731 10,481 2.1%

  채소 생산액(C) 11,323 11,418 11,529 11,244 -0.1%

  과실 생산액(D) 4,095 4,250 4,508 4,567 1.1%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액(E)
   - 비중(E/A)

1,942
(4.25%)

2,085
(4.28%)

1,835
(3.67%)

1,728
(3.45%)

-1.2%

   - 곡물류(F) 4 5 6 7 4.9%

     곡물류 중 비중(F/B) (0.05%) (0.05%) (0.06%) (0.07%)

   - 채소류(G) 34 34 35 42 2.1%

     채소류 중 비중(G/C) (0.3%) (0.3%) (0.3)% (0.4%)

   - 과실류(H) 37 39 39 45 1.9%

      과실류 중 비중(H/D) (0.91%) (0.91%) (0.86%) (0.99%)

   - 인삼 939 855 830 819 -1.4%

   - 차 15 59 58 61 14.7%

   - 약용작물 913 1,093 851 738 -2.1%

   - 산업용곤충 - - 15 15 0.9%

주 1) 바이오소재농업 작물에는 인삼, 차, 약용작물, 곤충을 포함함.
2)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액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정한 값이며, 2010~2016년은 2016년 연장표 

기준 산업연관표, 2018~2020년은 2019년 연장표 기준산업연관표를 적용함.
3) 산업용 곤충생산액은 해당년도 곤충산업 실태조사에서 발표한 금액임.

자료: 김용렬 외(202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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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소재산업의 
바이오소재농업 파급효과 02

2.1. 바이오소재산업의 농산물에 대한 수요 분석

∙ 일반 농산물의 경우, 전체 품목별 생산액 대비 매우 적은 물량이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농산물 통계는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나, 바이오소

재용으로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물량이나 생산액에 대해서는 통계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반해 바이오소재용으로 사용되는 약용작물은 바이오소재용 원료로 활용되거나 

원물 자체가 바이오 최종제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들 품목의 경우 기존에 구축

된 통계를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분석에 이용할 수 있으며, 바이오소재 기업과의 연관성

이 매우 높아 기업 정보 파악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바이오소재산업의 바이오

소재농업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약용작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1. 약용작물의 중간 및 최종수요 추이

∙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약용작물의 경우 최종수요 

보다는 중간수요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간수요는 1995년 3,784억 원에

서 2019년 1조 6,088억 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하였으나, 최종수요는 같은 기간동안 

2.0% 증가에 그쳤다. 

∙ 중간수요 중 의료 및 보건분야, 건강기능식품분야의 증가율이 각각 9.2%와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 비료 및 농약과 화장품의 증가율은 각각 3.3%와 2.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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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 ]  약용작물에 대한 전방산업의 중간수요 및 최종수요 추이

단위: 십억 원

연도

중간수요

최종수요
화장품 의약품

비료 및 
농약

건강
기능식품

의료 및 
보건

기타 소계

1995 4.0 160.4 -　 89.8 75.4 48.7 378.4 348.3

2005 7.8 207.3 　- 213.6 258.3 114.8 801.9 438.2

2010 5.0 296.3 2.0 561.6 482.8 179.1 1,526.6 581.9

2015 7.1 233.8 3.3 539.9 703.2 138.2 1,625.5 428.9

2016 8.9 256.8 3.9 620.0 735.5 183.2 1,808.4 459.7

2017 7.9 230.4 2.9 610.0 729.0 156.5 1,736.8 454.9

2018 7.7 221.2 2.9 602.8 646.7 132.1 1,613.4 527.7

2019 6.7 207.0 2.7 637.4 627.0 128.0 1,608.8 566.1

연평균 
증감율 2.1% 1.1% 3.3% 8.5% 9.2% 4.1% 6.2% 2.0%

자료: 김용렬 외(202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2.1.2. 약용작물 투입재 및 최종재 수요함수 설정 및 추정

∙ 약용작물 수요는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 소비자들에 의해 직접 소비되는 최종수

요와 전방산업에서 투입재로 사용하는 투입재 수요(중간수요)로 구분할 수 있다. 바이

오소재용 농산물에 대한 전방산업에서의 투입재(중간재) 수요함수는 아래와 같은 

Log-Log 형태로 설정하였다. 

               ln    ln  ln  
 



ln                                           (1)

단, 는 바이오소재 생산량,      는 바이오소재 생산함수, Xx는 바이

오소재용 농산물에 대한 수요, Xi는 기타 투입재에 대한 수요, 는 바이오소재(투입

재) 의 가격,     는 각각 1, 2, … n번째 생산요소의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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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용작물 자체를 최종재로 소비하는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최종재 수요함수는 아래와 

같이 Log-Log 형태로 설정하였다.

           ln    ln ln ln  ln 
 



            (2) 

단, 는 약용작물에 대한 최종재로의 수요액, 는 약용작물 가격지수(한약 가격지수), 

는 GDP, 는 의약품 가격지수, 는 농산물 가격지수, 는 해당년도 이후를 1, 

이전은 0으로 설정한 더미변수이다.

∙ 전방산업인 의약품산업에서 약용작물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약용작물의 가

격이 1% 상승할 경우 의약품산업에서 수요는 1.296% 하락하며, 의약품 생산액이 1% 

증가할 경우 약용작물의 수요는 0.33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경우  약용작물의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산업에

서 수요는 0.458% 하락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이 

1%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해 약용작물의 수요는 0.622%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장품산업에서 약용작물의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화장품산업에서의 수요는 1.398% 

하락하며, 화장품 생산액이 1% 증가할 경우 약용작물의 수요는 0.393%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된다.

∙ 최종재 수요함수 추정 결과 약용작물의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최종재로의 수요는 

0.301% 하락하며, 의약품 가격이 1% 증가할 경우 약용작물의 수요는 5.219%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이 1% 증가할 경우 약용작물의 수요는 1.067% 증가하며, 

일반농산물 가격이 1% 증가할 경우 약용작물의 수요는 2.48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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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6 ]  약용작물의 투입재 및 최종재로의 수요함수 추정 결과

구분
투입재 수요

최종수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산업

상수항 14.071***
(2.575)

-4.16***
(1.532)

14.945***
(4.06)

-53.52***
(3.63)

LOG(의약품 생산액) 0.337***
(0.061)

LOG(건강기능식품 생산액) 0.622***
(0.047)

LOG(화장품 생산액) 0.393*
(0.206)

LOG(자체 가격지수) -1.296**
(0.577)

-0.458*
(0.267)

-1.398**
(0.562)

-0.301*
(0.178)

LOG(가공식품 가격지수) 4.581***
(0.23)

LOG(농산물 가격 지수) 0.76***
(0.236)

-2.093***
(0.507)

2.487***
(0.223)

LOG(의약품 가격지수) 5.219***
(0.34)

LOG(GDP) 1.067***
(0.158)

LOG(전기요금 가격지수) 1.398***
(0.312)

-0.533***
(0.16)

LOG(수도 요금 자격 지수) 1.709***
(0.421)

LOG(임금 지수) -1.629***
(0.394)

-2.442***
(0.185)

-2.279**
(1.082)

더미변수 
(2005년 이후는 1, 이전은 0)

0.071**
(0.031)

더미변수
(2008년 이후는 1, 이전은 0)

-0.131**
(0.067)

더미변수 
(2009년 이후는 1, 이전은 0)

-0.135***
(0.04)

더미변수 
(2011년 이후는 1, 이전은 0)

0.298***
(0.064)

-0.101***
(0.033)

더미변수 
(2017년 이후는 1, 이전은 0)

0.057*
(0.032)

주: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괄호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김용렬 외(202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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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바이오소재산업의 농산물 시장 파급효과2) 추정

∙ 아래 표는 각 바이오소재산업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바

이오소재산업에서 약용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 기본안(1안)은 연평균 성장률만큼 향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을 가정하

였으며, 2안은 연평균 성장률보다 2배로 시장이 성장하는 경우, 3안은 연평균 성장률

보다 시장이 3배로 성장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 표 5－7 ]  지난 10년간 주요 바이오소재산업 연평균 성장률

구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바이오소재산
업의 연평균 

성장률
12.2% 12.5% 8.4%

시
나
리
오 
구
성

기본안
(1안)

연평균 성장률(12.7%)만큼 
향후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

연평균 성장률(12.5%)만큼 
향후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

연평균 성장률(8.4%)만큼 
향후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

2안
연평균 성장률(12.7%)보다 
향후 2배의 시장성장 가정

연평균 성장률(12.5%)보다 
향후 2배의 시장성장 가정

연평균 성장률(8.4%)보다 
향후 2배의 시장성장 가정

3안
연평균 성장률(12.7%)보다 
향후 3배의 시장성장 가정

연평균 성장률(12.5%)보다 
향후 3배의 시장성장 가정

연평균 성장률(8.4%)보다 
향후 3배의 시장성장 가정

자료: 김용렬 외(2022) 인용

∙ 의약품 산업에서 약용작물 수요가 지난 10년간의 의약품산업 연평균 성장률만큼 성장

할 경우 약용작물의 공급량은 0.2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용작물의 

가격은 1.255%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 의약품산업에서 약용작물 수요가 지난 10년간의 의약품산업 연평균 성장률의 2배 성

장할 경우 약용작물의 공급량은 0.552% 증가, 가격은 2.509%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

다. 약용작물 수요가 연평균 성장률의 3배 성장할 경우 약용작물의 공급량은 0.828% 

가격은 3.764%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 약용작물 수요가 지난 10년간의 건강기능식품산업 연평균 성장률

만큼 성장할 경우 약용작물의 공급량은 0.871% 증가,  가격은 3.959% 상승으로 분석된다. 

2)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시장균형 모형 및 추가 분석은 본 보고서(김용렬 외 2022)를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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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 약용작물 수요가 연평균 성장률의 2배로 성장하는 경우 약용

작물의 공급량은 1.742% 증가, 가격은 7.918% 상승하며, 3배 성장할 경우 약용작물

의 공급량은 2.613% 증가, 가격은 11.876% 상승으로 예상된다.

∙ 화장품 산업에서 약용작물 수요가 연평균 성장률만큼 성장할 경우 약용작물의 공급량

은 0.006% 증가, 가격은 0.029%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 화장품산업에서 약용작물 수요가 연평균 성장률의 2배 성장할 경우 약용작물의 공급

량은 0.013% 증가, 가격은 0.058% 상승하며, 3배 성장할 경우 공급량은 0.019% 증가, 

약용작물의 가격은 0.087% 상승으로 예상된다.

∙ 모든 바이오소재산업에서 약용작물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바이오소재산업 연평균 성장률

만큼 성장할 경우 약용작물의 공급량은 2.064% 증가, 가격은 9.380% 상승으로 예측된다. 

- 모든 바이오소재산업에서 약용작물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연평균 성장률의 2배 성장

할 경우 약용작물의 공급량은 4.127% 증가, 가격은 18.760% 상승하며, 3배 성장할 경

우 약용작물의 공급량은 6.191% 증가, 가격은 28.141% 상승으로 예상된다.

[ 표 5－8 ]  전방사업의 성장률 시나리오에 따른 약용작물의 공급량 및 가격 변화율 추정 결과

전방 산업 산업 성장률 시나리오
약용작물의 

총 공급량 변화율
약용작물의 
가격 변화율

의약품산업

기존 연평균 성장률 0.276% 1.255%

기존 연평균 성장률의 2배 0.552% 2.509%

기존 연평균 성장률의 3배 0.828% 3.764%

건강기능식품

기존 연평균 성장률 0.871% 3.959%

기존 연평균 성장률의 2배 1.742% 7.918%

기존 연평균 성장률의 3배 2.613% 11.876%

화장품산업

기존 연평균 성장률 0.006% 0.029%

기존 연평균 성장률의 2배 0.013% 0.058%

기존 연평균 성장률의 3배 0.019% 0.087%

모든 
바이오소재산업

기존 연평균 성장률 2.064% 9.380%

기존 연평균 성장률의 2배 4.127% 18.760%

기존 연평균 성장률의 3배 6.191% 28.141%

자료: 김용렬 외(202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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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소재농업 성장을 위한
요구 분석03

3.1. 개요

∙ 바이오소재농업의 성장을 위한 요구를 진단하기 위해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 농가, 

기업(바이오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

산 농가(약용작물 152가구, 곤충 151가구), 바이오소재 활용기업(102개), 관련 전문가

(51명)를 대상으로 바이오소재농업 현황, 소재의 생산·가공 및 유통 현황, 향후 전망, 바

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2022년 7월~8월까지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였다.

[ 표 5－9 ]  바이오소재농업계 설문조사 개요

구 분
구분

기업 전문가 농가

조사 대상 국내 바이오소재 활용 기업 바이오소재 관련 전문가 약용작물 및 곤충 생산농가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유효 표본수 102개 기업 51명 약용작물 152농가, 곤충 151농가

조사 기간
2022년 7월 29일 

~ 8월 12일
2022년 7월 29일 

~ 8월 20일
2022년 7월 29일 

~ 8월 15일

자료: 김용렬 외(2022) 인용



제5장  바이오소재농업의 현황과 과제 _141

3.2. 성장을 위한 요구 종합 분석

3.2.1. 농가·전문가의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문제점

∙ 생산 및 유통과 관련 문제점에 대해 약용작물 재배 농가와 전문가는 ‘이윤에 비해 노동

력이 많이 소비된다(52.6%)’와 ‘수요처가 적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한다

(46.7%)’를 선택하였으며, 후자는 전문가도 응답이 높게(47.1%) 지적된 항목이다. 곤

충 농가는 ‘생산기술이 정립되지 않아 생산에 애로점이 있다(42.4%)’, ‘이윤에 비해 노

동력이 많이 소비된다(36.4%) 순으로 조사되었다. 

- 농가의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적정 가격이 유지되어야 하나, 개별 농가단위의 협

상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가에게 적정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

한 상황이다.

∙ 농가에서는 노동강도 대비 낮은 이윤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으며, 특히 곤충산업의 경

우 생산기술의 미정립에 대한 애로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곤충산업이 발달 초기에 해당

되어 적절한 생산기술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표준 사육 및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표 5－10 ]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관련 문제점에 대한 농가와 전문가 의견

단위: %

구분
생산농가

전문가
약용작물 곤충

수요처가 적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한다 46.7 34.4 47.1

농가간 경쟁이 많아서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 22.4 33.1 2.0

생산기술이 정립되지 않아 생산에 애로점이 있다 9.2 42.4 43.1

종자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성이 낮다 5.9 20.5 39.2

이윤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소비된다 52.6 36.4 15.7

가공장 시설이 부족하여 일정수준의 제품 품질유지가 어렵다 13.8 25.8 45.1

가공기술이 부족해서 제값을 받기 어렵다 5.9 15.9 11.8

기타 1.3 1.3 11.8

자료: 김용렬 외(202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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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및 유통 관련 문제점에 대해 약용작물 농가는 ‘유통 시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판

매되어 시장을 흐리고 있다(52.0%)’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전자는 전문가도 응답

이 높게(43.1%) 지적된 항목이다. 곤충농가는 ‘홍보가 부족해서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어렵다(64.9%)’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항목 역시 전문가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약용작물 농가는 생산경력이 길어 재배기술이 확립되어 있으나 기업과의 거래 시 가격

협상에 대한 어려움과 둔갑판매에 따른 인식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곤충농가는 산업발

전 초기에 해당되는 특성 상 수요처가 적어 납품할 곳이 적고 직거래 채널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5－11 ]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납품과 유통 관련 문제점에 대한 농가와 전문가 의견

단위: %

구분

생산농가

전문가약용
작물

곤충

납품받는 회사에서 가격하락을 강하게 요구한다 37.5 35.1 25.5

납품할 곳이 적어서 거래선을 바꾸기가 어렵다 31.6 37.7 35.3

유통시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어 시장을 흐리고 있다 52.0 28.5 43.1

유통단계가 많아서 생산자는 싼가격에 납품하지만 소비자는 비싼가격에 
구입하고 있다

21.7 9.3 19.6

홍보가 부족해서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어렵다 11.8 64.9 35.3

시장에 함량 미달의 저질상품이 싼값에 유통되어 제품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11.8 24.5 21.6

기타 1.3 2.0 5.9

자료: 김용렬 외(2022) 인용

∙ 주요작물 재배와 비교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약용작물 농가는 ‘수입산 바이오

소재용 농산물과 차별을 위해 생산 및 유통이력제가 필요하다(55.3%)’라는 의견이 가

장 많았으며, 곤충농가는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되

어야 한다(45.7%)’는 의견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 전문가는 ‘종자개량을 통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품질균일화가 필요하다(80.4%)’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이는 바이오소재 농가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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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2 ]  주요작물과 비교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농가와 전문가 의견

단위: %

구분

생산농가

전문가약용
작물

곤충

종자개량을 통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품질균일화가 필요하다 23.7 33.8 80.4

현재 시세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가격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26.3 31.8 21.6

수입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과 차별을 위해 생산 및 유통이력제가 필요하다 55.3 35.1 43.1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26.3 45.7 9.8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사육기술에 대한 교육 및 실습 기회를 늘려야 한다 7.2 41.1 33.3

기타 2.0 6.6 7.8

자료: 김용렬 외(2022) 인용

3.2.2. 기업이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조달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한 농가·전문가·기업의 시각

∙ 기업이 국내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을 확보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물량 확보 용이

성(85.3%)’과 ‘품질(품질관리 용이성, 85.3%)’로 분석되었다. 농가들은 기업들이 국내

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조달 시 중요시하는 조건은 ‘가격(84.6%)’, ‘정책적 지원

(84.2%)’이라고 보고 있어 기업과 농가들이 생각하는 중요성에서 시각차이가 나타났다.

∙ 수입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조달의 경우도 비슷한 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수입산 소재 조달 시 국내산과 같이 ‘물량확보 용이성(92.1%)’을 가장 중요시하지만, 

농가 및 전문가는 ‘가격(약용작물 농가 85.8%, 곤충 농가 82.6%, 전문가 86.3%)’을 우

선시하고 있다고 응답해 상이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물량 확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

는데 반해, 약용작물 농가의 경우 대량생산체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경향이 있었다. 이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에 대한 수

요자와 공급자 간의 인식 차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다. 

- 국내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물량 확보 용이성을 확보할 경우 국내산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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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3 ]  기업이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조달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한 농가·전문가·기업의 시각

단위: %

구 분

국내산 소재 수입산 소재

약용작물
농가

곤충 
농가

전문가 기업
약용작물

농가
곤충 
농가

전문가 기업

가격 84.6 73.1 85.7 80.4 85.8 82.6 86.3 83.3

물량확보 용이성 83.8 55.8 94.1 85.3 67.1 56.0 86.0 92.1

유통비용 78.4 70.5 78.0 66.6 73.8 59.7 76.0 81.4

품질 (품질관리  용이성) 83.2 65.7 80.4 85.3 28.4 39.2 54.9 90.3

품종 적합성 77.4 73.8 80.4 79.3 26.5 37.6 48.0 80.5

정책적 지원 (지원금, 세제 혜택) 73.5 84.2 76.5 58.8 29.0 50.7 40.8 59.8

자료: 김용렬 외(2022) 인용

3.2.3. 농가·전문가·기업의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의 중요도 비교

∙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중에서 약용작물 농가는 ‘자금 지원 확대 (95.2%)’

와 ‘유통이력 추적 강화를 통한 수입산 혼입 방지 (92.5%)’를, 곤충 농가는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94.5%)’,‘제품홍보 강화(93.8%)’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전문가는 ‘대량생산체계 확립’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각각 94.1%)’, ‘기업과 농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92.2%)’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기업은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발굴 

및 표준화(89.3%)’, ‘기업과 농업과의 상생협력 강화(89.2%)’ 순으로 선택하였다.

∙ 농가가 선택한 과제는 중단기 성격이 강하며, 전문가와 기업이 선택한 과제는 상대적으

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에 해당된다. 따라서 농가와 전문가, 기업의 요구

조건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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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4 ]  농가, 전문가, 기업이 생각하는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의 중요도

단위: %

구분

‘중요하다’ 선택 비율 평균 점수

약초
농가

곤충
농가

전문가 기업
약초
농가

곤충
농가

전문
가

기업

대량생산체계 확립 71.1 92.5 94.1 87.2 7.7 8.6 8.6 8.6

중장기 로드맵 수립 84.5 85.8 94.1 83.4 8.5 8.8 8.5 8.5

핵심 바이오소재 발굴 투자 확대 82.3 88.0 90.2 88.2 8.6 8.9 8.8 8.8

사업화 전주기 지원 체계 확립 84.7 92.4 84.3 79.5 8.5 8.9 8.3 8.3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소재 발굴 및 표준화 87.2 91.9 92.0 89.3 8.6 8.7 8.5 8.5

제품 홍보 강화 85.6 93.8 84.3 82.3 8.5 9.2 7.9 7.9

기업과 농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91.8 93.8 92.2 89.2 9.2 9.2 8.4 8.4

전문인력 양성 88.4 79.3 84.3 84.4 8.5 8.2 8.1 8.1

가공기술 및 시설 지원 88.4 92.4 82.0 84.3 8.8 8.7 8.0 8.0

수출시장 개척 87.1 92.4 70.6 81.4 8.8 8.9 7.7 7.7

그린바이오소재 빅데이터 구축 83.6 94.5 80.4 84.3 8.5 9.0 7.9 7.9

생산 및 재배기술 교육 확대 90.5 92.4 76.0 84.3 8.6 8.6 7.6 7.6

유통이력 추적 강화를 통한 수입산 혼입 방지 92.5 93.5 86.3 83.4 9.1 9.0 8.3 8.3

자금 지원 확대 95.2 94.2 80.0 81.3 9.4 9.1 7.9 7.9

자료: 김용렬 외(2022) 인용

3.2.4. 소득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정하여 교차분석을 실

시하였다. 중요하게 검토된 요소는 전업여부, 농장주의 교육 수준 및 연령대, 이력사항,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가격결정,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종사기간이다.

∙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과 전업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고분위 소득

일수록 전업농가 비율이 증가하고 겸업농가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업

농가 중 저분위 소득비율은 29.7%이었으나, 중분위는 30.1%, 고분위는 53.8%로 증가

하였다. 

∙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과 농장주의 학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고분위 

소득일수록 대졸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고분위 소득 농가중 대졸 이상 학력 비율은 

76.9%로써 중분위(47.0%) 및 저분위(51.9%)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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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기술이 널리 확산되지 않아 기술 확보가 일반작물

보다 획득하기 힘들어 농장주 개인의 노력과 지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표 5－15 ]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규모와 전업여부·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가구

구분
전업여부 교육수준

겸업 전업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소
득
규
모

저분위　
빈도 116 49 77 83

소득규모 중 비율 70.3% 29.7% 48.1% 51.9%

중분위　
빈도 58 25 44 39

소득규모 중 비율 69.9% 30.1% 53.0% 47.0%

고분위　
빈도 24 28 12 40

소득규모 중 비율 46.2% 53.8% 23.1% 76.9%

전체
빈도 198 102 133 162

비율(%) 66.0% 34.0% 45.1% 54.9%

주 1) 저분위는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농가이며, 중분위는 3,000~9,000만 원, 고분

위는 9,000만원 이상인 농가임.
2) Fisher’s Exact test에 따른 유의확률(양측검정)은 전업여부의 경우 0.005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

며, 교육수준은 0.001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김용렬 외(202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과 농장주의 이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저분위 

소득농가에서는 일반농(56.9%)의 비율이 귀농인(43.1%)보다 높았으나, 고분위에서는 

귀농인(62.5%)이 일반농(37.5%)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품종 고정 및 생산방법이 일반화되지 않아 영농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귀농인도 농

장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과 작물의 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계약가격 비율이 저분위 소득농가에서는 23.5%로 조사되었으나, 고분위에서는 38.8%

로 조사되었다.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을 계약가격으로 납품 시 농가는 납품처에 가격과 

양을 미리 계약하게 되므로 가격급변의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계약거래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고민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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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6 ]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규모와 이력·가격결정방법과의 관계

단위: 가구

구분
농장주 이력 가격 결정방법

일반농 귀농인 시장가격 계약가격

소
득
규
모

저분위　
빈도 74 56 114 35

소득규모 중 비율 56.9% 43.1% 76.5% 23.5%

중분위　
빈도 48 20 61 17

소득규모 중 비율 70.6% 29.4% 78.2% 21.8%

고분위　
빈도 12 20 30 19

소득규모 중 비율 37.5% 62.5% 61.2% 38.8%

전체
빈도 134 96 205 71

비율(%) 58.3% 41.7% 74.3% 25.7%

주 1) 저분위는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농가이며, 중분위는 3,000~9,000만 원, 고분

위는 9,000만원 이상인 농가임.
2) Fisher’s Exact test에 따른 유의확률(양측검정)은 농장주 이력의 경우 0.006으로 99% 신뢰수준에서 유

의하며, 가격 결정방법은 0.075로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김용렬 외(202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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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04

4.1. 가치사슬 단계별 연구 강화

∙ 기존에는 바이오소재를 기반으로 기능성 물질 추출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향후에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함유한 고품질의 종자 개발, 개발된 품종

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생산관리체계의 정립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 공정 기술개발, 제품화 기술개발 등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바이오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유전자 교정 기술 등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보다 에너지 절감과 노동

력 절감이 가능한  품종 개발도 필요하며, 이들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재배 방법 

등도 함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

과도 긴밀한 연계가 가능하다.

∙ 바이오소재 발굴 연구와 함께 가치사슬 단계별 패키지화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는 단순히 좋은 원료만을 생산한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농업인의 요구, 기업의 요구,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소재 원료 생산관리체계, 제품 

가공 공정, 기업 지원, 시장 분석 등 가치사슬 단계별 패키지화된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

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장  바이오소재농업의 현황과 과제 _149

그림 5－9.  바이오 원료 소재 발굴과 가치사슬 단계별 패키지화된 연구 플랫폼

자료: 김용렬 외(2022) 인용

4.2. 안정적인 바이오소재 원료 생산체계 확립

4.2.1. 산학관연 협력을 통한 거점 클러스터 형성과 안정적 원료 생산체계 확립

∙ 바이오소재농업 현장과 기업들의 공통된 요구는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생산기술 표

준화와 안정된 생산시스템 구축이며, 이를 위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량생

산체계가 가능한 클러스터화 추진이 필요하다. 

∙ 안정적인 원료 생산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농촌진흥청, 대학 연구소, 기업연구소, 도 농

업기술원 등과 연계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종자 개발, 생산관리 체계,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안정적인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을 위한 표준화된 생산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최

소한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착하

여 기업과 소비자에게 일정한 품질의 원료, 일정한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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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

여 해당지역의 농협이 연계되어 새로 개발된 종자의 재배, 원료의 안정적 생산체계, 품

질관리, 기업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요 유지와 소비처 확보를 위한 홍보 병행이 필요하

다. 자조금을 바탕으로 농가 교육, 제품 개발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기능성 물질 탐구 및 제품화와 홍보를 통한 소비 촉진과 품질 고급화, 생산

관리체계 구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림 5－10.  농협 중심 안정적 원료 생산공급 체계(평창 당귀 산업 사례)

자료: 김용렬 외(2022) 인용

4.2.2. 스마트팜 활용을 통한 대량 생산체계 확립

∙ 환경영향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노지재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형태

의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대량 생산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노동력 절

감, 균일한 품질, 안정적인 대량 생산체계로서 장점이 있다. 유효성 검증이 완료된 바이

오소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형 생육환경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

트팜 기반 표준생산법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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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 스마트팜은 노지재배보다 연속적이며 안정적인 면에서 대

량생산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신규 발굴된 바이오소재와 대규모 규격생산 플랫폼이 겸

비된다면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대량생산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대기업과의 연계협

력과 산업화에 유리하다. 

그림 5－11.  스마트팜 기반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대량생산 플랫폼

자료: 노주원(2022); 김용렬 외(2022) 재인용

4.2.3. 선순환 비즈니스 생태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가.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 소재 발굴, 기능성 물질 탐구, 효능 검증, 원료생

산관리체계, 기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담은 ‘바이오소재농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 

- 이와 함께 농업인단체 관계자, 기업인, 전문가, 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산학관연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중장기 발전 방안 논의와 계획 수립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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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이오소재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

∙ 바이오소재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맞춤형 소재 개발, 최

적생산시스템 구축, 시제품 생산, 산업화가 단계별로 이루어지면서 기업과 농업 간의 

연계와 협력체계가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형성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제품화 가능 품목에 대한 산업계와 농업계가 안정적인 원료 조달 및 생산 

가능성, 최적생산시스템을 구축 시제품 생산 및 산업화 등 각 단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림 5－12.  바이오소재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 플랫폼

자료: 김용렬 외(2022) 인용

4.2.4. 홍보 강화

∙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기능과 효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바이오

소재용 농산물을 활용할 경우 농업에서는 다양성에 따른 농산물 시장 안정화, 환경적으

로는 탄소배출 저감으로 환경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며, 인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논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한 객관적인 논거들을 찾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들을 대중매체나 각종 채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

를 바탕으로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소비 촉진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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