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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들어 중국 IT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소득증대에 따른 농촌주민의 구매력 증대,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스마트 농
업 발전, IT 산업의 내부 경쟁 심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또
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삼농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
서 IT기업과 같은 비농업부문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중국
의 농업계는 자본, 기술력,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의 참여를 통한 농업․농촌분
야 발전 동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농업발전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을
파악하고, 최근 중국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방식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알리
바바(阿里巴巴), 왕이웨이양(網易味央), 징둥(京东)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로 접근하여 농업부문에 진출한 중국 IT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기업과 농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국내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투자방식, 생산물, 전업 여부, 영업지역, 기타 경
영주체와의 협력모델,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연계성 등에 따라 그 유
형이 세분화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농민합작사, 농가(가족농장, 전업대농,
소농 등), 생산단지 등 기타 경영주체와 협력과정에서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생산요소 투입, 생산, 선별·가공·저장·포장, 유통, 판매, 소
비 등의 가치사슬 상의 협력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패턴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이후
향진기업이 농산물 가공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발전하여 개혁개방 직후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대 이후 WTO 가입에 따른 시
장 개방에 대비한 자국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용두기업에 농가
선도 역할을 부여하였다. 용두기업은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발전하였다.
2000년대 이후 ‘삼농’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상업자본의 농
업부문 진출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대표적인 상업자본 중의 하나인
IT기업은 2010년대 이후 동종 업계의 경쟁력 심화 등의 이유로 새로운 비즈
니스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농업부문에 진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기업은 농업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①경영조직역량
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②농가 발전을 견인
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촉진시켰다. ③농업 생산의 표준 및 농산물 품질안전성
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④농업분야의 과학기술 혁신과 응용을 촉진하였다.
⑤농업의 가치사슬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당초 생산단계에 국한되었
던 농업분야 가치사슬을 생산 전·후방 단계까지 확대시켰다.
제3장에서는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배경과 참여 유형에 대해 살펴
보았다. 중국 농업부문 진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의 소득 증
대로 구매력이 강화되었다. 2003~2017년 농촌주민 순소득은 2,622위안에
서 13,432위안으로 증가하여 12.4%의 증가율을 보였다. 둘째, 도시화 진전
으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였다. 2011년을 기점으로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초과하였고, 2016년 도시화율은 54.8%를 기록했다. 셋째, 소비자들의 농식
품 소비량 증가와 함께 소비패턴도 다변화되고 있다. 2000~2016년 중국인
의 육류 소비량은 20.2kg에서 32.2kg, 과일 소비량은 32.5kg에서 44.6kg,
유제품 소비량은 4.3kg에서 12.3kg, 식용유 소비량은 6.4kg에서 10.0kg으
로 증가했다. 넷째, IT기업의 비교우위인 IT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스마트 농
업이 발전하고 있다. 정부의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도 기업의 농
업부문 진출의 중요한 유인이 되었다. 다섯째, IT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성
장률도 점차 둔화되고 있었다. 인터넷 소매액 증가율은 최근 회복세를 보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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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7년 32.2%로 2014년 49.7%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
섯째, IT기업이 농업부문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철학 혹은 기업
가정신 때문이다. 즉, 투자를 단지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문
제 해결,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기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IT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유형을 참여 분야, 참여 단계, 활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크게 ‘스마트 농업’과 ‘전자상거래’로 구분하였다. 스마트
농업 유형은 IT기업이 주로 재배업, 축산업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농업 가
치사슬 중에서도 생산단계에 집중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대부분의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업 생산단계에 적용될 수 있다. IT기업의 전
자상거래 참여 유형에서는 취급 품목이 다양하다는 가정 하에 재배업, 축산
업, 양식업, 임업, 가공업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그리고 참여 단
계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물류/유통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알리바바(阿里巴巴), 왕이웨이양(网易味央), 징둥(京东) 등의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를 분석하였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업분야에 진출하였다. 알리바
바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물류와 정보의 도농간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농
촌에서도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도시
로 판매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알리바바는 타오바오(淘宝)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에 걸쳐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촌(淘宝村)을 조
성하고 있다. 2017년 타오바오촌의 수는 2,118개까지 늘어났고 인터넷 상점
수도 49만 개를 초과하였다. 직접고용 인원은 약 130만 명이고 판매액은
1,200억 위안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타오바오촌이 저
장성, 광동성, 장수성 등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중·서부 지역에서
도 타오바오촌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향후 타오바오촌은 농촌을 포함
한 중국의 지역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바바의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

문의 생산모델을 혁신시켰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생산자와 공유함으로써 농산물의 생
산과 공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둘째, 농산물 판매방식을 업그레이드시
켰다. 전적으로 ‘수집상’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판매방식에서 탈피하고,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혹은 가공업체와 직거래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농촌 소비층을 다변화시켰다. 전자상거래를 이
용함으로써 농촌주민은 다양한 상품을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
비 범위가 넓어지고 소비 수준도 높아졌다. 넷째, 농촌주민의 창업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되었다. 타오바오는 진입장벽이 낮아 중소기업과 개인 창업자 위
주의 인터넷 창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는 농산업 가치사슬을 확장시켜 농
촌지역에 다량의 일자리와 창업 가능성을 창출한다. 타오바오촌에 1개의 인
터넷 쇼핑몰이 증가하면 평균 2.8개의 직접 취업기회가 만들어진다고 알려진
다. 다섯째, 농촌 빈곤 퇴치에 기여하였다.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의 일환으
로 자본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엔젤투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7년
795개 빈곤현의 약 20만 명이 온라인몰은행으로부터 경영자금 65억 위안 대
출을 받았다. 그리고 국가급 빈곤현에 33개, 성급 빈곤현에 400개의 타오바
오촌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민 소득 증대로 빈곤 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타오바오촌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소매 서비스형인 수이창(遂昌)
모델, 자발적 창업형인 샤지(沙集) 모델, 산업구조 고도화형인 수양(沭阳) 모
델, 빈곤 퇴치 도모형인 차오현(曹县) 모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다
양한 유형의 타오바오촌이 중국 전역에 분포함으로써 농촌지역 유통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왔다. 그리고 소위 ‘신유통(新零售)’의 이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
인 융합(O2O), 소매+체험형 쇼핑, 소매+산업생태사슬 등의 새로운 모델을
기존의 시스템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유가치창출 관점에서 살
펴보면, 타오바오촌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과 농산물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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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로 농촌 주민의 빈곤 탈출에 기
여하고 있다.
왕이웨이양(网易味央)은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왕이(网易)의 자회
사이며, 왕이를 대표하는 농업 브랜드로 양돈산업의 혁신을 목표로 설립되었
다. 2009년 왕이의 CEO 딩레이(丁磊)가 광둥성(广东省) 양회(两会)1)에서 양
돈산업에 투자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농업생산경영모델을 만들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왕이웨이양은 소위 ‘제4세대 사육모델’을 도입하여
양돈업의 혁신을 꾀하고자 하였다. 스마트 카메라로 전 사육과정을 관리함으
로써 단 6명의 관리자가 양돈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양돈장에서는 돼지의
건강 상태, 사료 섭취량, 배설물 상태 등을 감응 신호 장치를 이용해 원격 모
니터링한다. 사육장의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통제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배
설하도록 하고, 분변을 전문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최적의 사육환경을 유지한
다. 이는 돼지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
한 시스템화, 표준화, 현대화된 사육방식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였고, 동물복지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징둥(京东)의 자회사인 징둥몰(京东商城)은 중국 B2C(상품을 대량 취급하
는 생산자, 제조사 등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
는 방식)시장의 가장 큰 3C(컴퓨터, 통신, 소비류 전자제품 등)제품 인터넷
판매 전문 플랫폼이다. 2015년 징둥은 비즈니스 영역을 급속히 확장하기 시
작하면서 농촌 전자상거래 분야로까지 진출하게 된다. 징둥의 농촌 전자상거
래 전략, 즉 공산품의 농촌 진출 전략, 농촌금융 전략, 신선농산물 전자상거
래 전략 등이 초기적 성과를 내고 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이미 약 800
여개의 현급 서비스센터와 약 1,300여개의 징둥 서비스 지점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5만 명의 농촌 배송요원을 기반으로 12,000개의 향진(읍면)의 15만

1) 人民代表大会와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를 통칭함.

개 마을의 25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징둥그룹은
물류, 금융, 신선식품 관리, 빅데이터 등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스마트 농업공
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업 생산, 소매, 도시농업, 농업연구
원, 농업종합단지 등 농업 관련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징둥의 농업부문 진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
용해 소매부문 혁신을 꾀하고 있다. 2012년 초 징둥은 신선상품 채널을 출범
시켰으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판매서비스 제공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시도하였다. 2016년에는 신선사업부를 설립함으로써 농업부
문의 진출을 대내외적으로 시사하였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소매 편의점인 세
븐프레시(7Fresh)를 출시함으로써 신선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소매 모델을 시도하였다. 둘째, 소비자 지향적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
였다. 2017년 징둥은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달리기 닭(跑步鸡)’ 프
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은 보행기록 장치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밀집사육에 비해 방
목사육을 통해 생산한 닭의 영양가치가 더 높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방목사육 닭과 밀집사육 닭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데 보행기록 장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가치사슬 확대를 통
한 농업․농촌의 복합발전을 실현하였다. 징둥이 추진한 연꽃마을(荷花村) 조
성 프로젝트는 연꽃을 테마로 하여 재배, 관광, 숙박, 오락 등 복합생태전원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복합생태전원마을은 현대농업, 레저관광, 전원
마을이 복합된 특색 있는 마을이다. 징둥은 이 사업을 통해 농업분야 투자의
점진적 확대, 농업 가치사슬 확장, 지속가능한 타겟팅 빈민구제 등의 기대효
과를 예상하고 있다. 넷째,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2015년 말, 징둥은 드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농촌지역의 택배 배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6년 징둥은 20만 개 농촌마을에 배송요원
을 배치하였다. 드론은 먼저 마을주민이 구매한 상품을 농촌배송센터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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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원의 집까지 배달한다. 배송요원은 배달된 상품을 다시 상품을 주문한 농
민의 집까지 배달한다. 이처럼 드론을 활용한 배송을 통해 산간벽지의 전통적
배송방식으로 인한 인건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2018
년 4월 징둥이 선보인 ‘징둥농장(京东农场)’과 ‘징둥농업서비스 앱(京东农服
App)’은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관련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을 개괄
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2013년을 기점으로 사회자본(상업자본 혹은
민간자본)의 농촌 투입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피력하였다. 특히, ‘중앙1호
문건’에서 사회자본의 농촌 진입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2013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사회자본의 새로운 농촌건설 참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2014년, 2015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각각
농촌금융, 농촌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며 사회자본의 농촌 투자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인터넷, 모바일 등 IT기
술을 농업·농촌부문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2016년 중앙1호 문건
에서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유도하였고, 2017년에는 현대적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 전자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에는 농촌진흥
전략의 일환으로 1·2·3차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을 유형화하였고, 농업부
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은 O2O방식의 유통모델, 현지 특화산
업에 기반한 발전모델,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독립사업 모델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알리바바와 징둥은 자체 물

류시스템과 판매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소
비자와 생산자 간의 유통거리를 축소시켰고 농자재와 농산물의 거래비용이
하락하였다. 특히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연계한 확장형 유
통모델을 시도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알리바바의 ‘농촌 타
오바오’와 징둥의 ‘연꽃마을’ 프로젝트는 모두 현지 부존자원과 기존의 산업
중심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이미 조성된 상태에서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을 심
화시키거나 확장시켰다. 왕이의 ‘웨이양돼지(未央猪)’와 징둥의 ‘달리기 닭(跑
步鸡)’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농산물의 고급브랜드화, 이미지화 등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였고 시장의 수요에도 부응했다는 것이
다. 즉, 소비자 소요에 기초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알리바바, 왕이, 징둥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에는 다양
한 비즈니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모델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한
계가 있다. 대신, 참여 주체, 가치사슬에서 참여단계,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
한 공동의 이념 등을 중심으로 개념화된 모델을 제시할 수는 있다. 결국, 공
유가치창출(CSV)이라는 공동의 이념을 기초하여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참
여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가 조성된다.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농촌 진흥, 4차 산업혁명,
빈곤 퇴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18년 ‘중앙1호 문건’에서 ‘농촌 진흥’
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IT기업은 농업부문 진출을 통해 농업 생산성
증대, 농가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등의 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
었다고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인터넷, 바이오기술,
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촉발된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명이다. 농업부문에 진
출한 IT기업이 바로 농업분야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알리바
바, 징둥 등 IT기업은 실제로 농촌 빈곤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에 따라 지역 빈곤층에 창업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탈출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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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있다.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업의 비즈니스와 적절
히 연계시켰다. 둘째, 기업은 자신의 비교우위에 기초하되 비즈니스 영역을
점차 확대하였다. 셋째, 농촌 소비시장에 주목하였고 내부의 발전 잠재력을
모색하였다. 넷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브랜드 상품을 개발한다. 한국
국내에서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시 초래되는 농업계와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
기 위해서는 공유가치창출 측면과 제도적 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공유
가치창출 측면에서는 농업계, 기업,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와 설
득을 통해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공감
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제도적 관리 측면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관
련 규제 정비, 공론의 장 형성, 기술 지원(컨설팅 등), 운전자금 지원 등의 상
생모델 구축, 사전․사후적 갈등 해소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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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중국은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진입하면서 경제구조 개혁과 신성
장동력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6.9%를 기록하며 7% 이상의 고속성장시대를 마감하였다. 2016년과 2017
년에도 각각 6.7%와 6.9%를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중고속성장시대에 돌
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와 공급측 구조개혁
중심의 경제구조개혁 및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힘쓰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중국식 현대화 사회를 의미하
는 샤오캉(小康)사회 실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샤오캉사회의 전면적 실현을 위해서는 소
위 삼농(三農)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인구 절반 정도가 농촌에 거주하여
도시화율이 여전히 낮은 편이고, 도농격차 심화로 농촌주민 소득이 도시
민 소득의 3분의 1 수준이다. 농촌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
업생산비가 증가하여 농업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민공의
도시 정착문제, 농지를 둘러싼 갈등, 도시에 비해 취약한 농촌 복지시스
템 등 다수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삼농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중국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연속 삼농문제를 ‘중앙
1호 문건’에서 다룸으로써 농업·농촌·농민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해결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삼농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농업부
문과의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참여를 통한 농업분야 발전 동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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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개혁개방 이후 농촌에 설립된 용두(龍頭)기업이 중국의 농업·
농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용두기업은 어느 정도의 고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생산·가공·판매 등 개별 단계 혹은 전체 가치
사슬에 참여하여 다수의 농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용두기업이 생
산하는 상품은 기술함량과 시장성이 비교적 높다. 정부는 용두기업을 대
상으로 금융서비스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 및 농업 산업화를 위한 농촌
인프라 구축, 생태환경 조성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IT기업을 중심으로 한 비농업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진출
하고 있다. IT기업은 농업·농촌에 기반하여 성장한 용두기업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기업이 농업분야에 진출한 것은 성장잠재력을 인지
하고 새로운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처로 농업·농촌을 선택한 것이다. 기
업은 이윤 추구와 함께 농가 혹은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도모함으
로써 상생협력 모델을 구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IT기업 중에서도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
바바(阿里巴巴)는 2009년부터 타오바오촌(淘寶村)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전자상거래시장을 공략하였다. 즉,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산물과 공산품
의 직거래를 지원하여 농가의 시장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소득 증대에 기
여하고, 기업은 이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게 된다. 샤오미(小米)는 자사
의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쿤밍(昆明)에 스마트온실을 건설하여 화훼산
업에 진출하였다. 왕이(網易)는 돼지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유기농
전문 전자상거래업체인 투오투오공사(沱沱工社)는 유기농산물을 직접 생
산하고 있다.
농업분야에 IT기술을 접목할 여지가 크고, 중국 정부도 이를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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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2017년 중국 인터넷 발전현황 통계보고(2017
年中國互聯網絡發展狀况統計報告)’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가 7.51억 명에 달하고, 그중 농촌 인구는 2.01억 명으
로 전국 인구의 26.7%를 차지하며, 농촌지역 인터넷 보급률은 34.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도 7.24억 명에 달
했다. 이처럼 농촌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IT기술이 농업부
문에 적용되고 있다.
당해 연도 중국 정부의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중앙1호 문건’에서도 최
근 농업과 인터넷의 결합, 스마트농업, 농업 사물인터넷 등의 용어가 출
현하면서 농업부문의 IT기술 적용을 장려하고 있다. 2017년 ‘중앙1호 문
건’에서는 농촌의 인터넷상거래 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신형 농업
경영주체, 가공·유통업체와 전자상거래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했고,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互聯網)+’농업을 주창하였다. 2018년 ‘중앙1호 문건’
에서는 디지털농업과 스마트농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농림업수
리프로젝트, 농업 사물인터넷시범사업 추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업의 농업 참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농
업부문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팜 보급, 무인 트랙터와 드론을 활용한 영
농 등이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일부 유통업체와 IT기업에서는 농업부
문과의 상생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IT기업의 농업부
문 진출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은 농업에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농업부문의 상생협력을 통해 농가의 소득이 증가하고 농촌 일자
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과정에
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초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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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국의 IT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접근
하여 농업부문에 진출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농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국내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
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농업발전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을 파악하고, 최근 중국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방식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 농업발전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을 살펴보고, 향후 중국 농
업의 발전에 있어 기업의 기능을 전망한다.
둘째, 최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접근하여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기
업의 투자모델을 유형화하여 분석한다.
셋째, 타오바오촌 등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성공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상생협력모델을 발굴한다.
넷째, 기업의 농업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을 분
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등의 모델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농업분야 진출 및 국내 상생협력모델 사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시장을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방편인
동시에 농업부문 측면에서는 농업 현대화를 실현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
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결국은 상생협력
모델이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일환으로 농업부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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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장에 진출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현지 농가 및 지역사회와 상
생발전함으로써 공유가치창출(CSV)을 통한 전략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기
도 한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시 초래될 수 있는 갈등
요인의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3. 개념 정의
3.1. 공유가치창출
공유가치창출(CSV) 개념은 Porter and Kramer(2011)가 ‘Harvard
Business Review’에 발표한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e’ 논문
을 통해 크게 확산되었다. 여현덕(2015)은 기업이 사회와 분리된 객체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며, 기업의 비즈니스 행위가 사회의 수요에 근거
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CSV의 당
위성을 찾았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
가치 창출을 그 목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Porter and Kramer(2011)의
주장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에 근거할 때 CSV는 기업이 공익적 기치
를 염두에 두고 본연의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
련의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CSV는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구별된다.
CSV의 가치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편익 극대화이고 CSR의
가치는 선행이다. CSV의 목표는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과 지역사회의 가치
창출을 연계시키는 것이고, CSR의 목표는 훌륭한 시민성을 바탕으로 자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CSV는 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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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 제고를 통한 발전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지만, CSR은 강제성이
없고 기업의 재량에 의해 좌우된다. CSV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직결되는
반면, CSR은 기업의 이윤추구와는 별개이다. CSV의 아젠다는 기업의 비
즈니스와 직결되어 기업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반면, CSR의 경우 경영자
개인의 선호 혹은 외부의 요청에 의해 결정된다. CSV 예산은 기업 경영
과 직결되므로 편성과 집행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고, CSR의 경우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고 그 규모도 크지 않은 편이다(지성태, 2018).

표 1-1

CSR와 CSV의 비교

구분

CSR

CSV

가치

∙ 선행(doing good)

∙ 비용 대비 경제·사회적 편익

목표

∙ 훌륭한 시민성, 자선활동, 지속가능성

∙ 기업과 지역사회의 가치 창출 연계

∙ 자유재량

∙ 경쟁을 위해 필수

∙ 이윤극대화와 별개

∙ 이윤극대화를 위해 필수

∙ 외부의 요청과 개인적 선호에 의해 결정

∙ 비즈니스와 직결되고 내부적으로 형성됨

∙ 별도의 CSR 예산 배정, 효과 제한적

∙ 기업 전체 예산에서 확보

∙ 공정구매

∙ 1품질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달시스템 전환

강제성
이윤 추구
아젠다 성격
예산 확보
사례

자료: porter & Kramer(2011: 29~30), 지성태(2018).

3.2. 가치사슬
가치사슬(value chain)은 Porter(1985)가 처음 도입한 개념이며, 가
치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특정 산업에서 운영되
는 기업이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Wikipedia). 김수진 등
(2016)은 부가가치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activity)
과 기능(function), 프로세스간의 연결 형태(linkages)라고 정의하였다.
정훈희 등(2009)은 가치사슬을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제반 활동이라고
비교적 단순하게 규정하였고, 각 활동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다.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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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활동은 대체로 주요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으로 구분되고, 생산, 운송, 마케팅, 판매, 물류, 서비스 등은
주요 활동에 포함되고, 생산기반시설 지원, R&D, 교육, 조직화, 전문화
등은 주요 활동을 보조하는 지원활동에 포함된다(김연중 등, 2010; 장익
훈 등, 2014).
가치사슬의 범주가 국제시장으로 확대되면 소위 글로벌 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특정 산업의 가치사슬이
확장된 형태로 글로벌 수준에서 상품 혹은 서비스 생산, 유통, 판매 등과
연관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Wikipedia).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현지조사, 심층면담, 문
헌연구를 통해 알리바바, 왕이, 징둥 등의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에 투
자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물론 사례분석은 비즈니스의 관점, 가치사슬의
관점, 공유가치창출의 관점 등 분석틀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중국의 사
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농업부문과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 기
업의 농업 참여 사례도 분석하였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해 중국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현황 및 농업발전에서의 역할, 농업부문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정리·분석하였다. 주로 중국농업통계연감, 중국농
촌통계연감, 중국 인터넷 발전상황 통계보고, 농촌 인터넷상거래 소비추
세 보고, 중국농업발전보고 등의 문헌과 중국농업정보망, 중국삼농정보
망, 농업정보망 등의 인터넷사이트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중국농업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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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중국 정부의 정책자료 정리, 사례분석
을 위한 현지조사 등에서 공동연구기관이 큰 기여를 하였다. 위탁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통해 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연구 내용
을 협의함으로써 산출물의 품질을 관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틀은 가치사슬분석법이다. 즉, 중국 IT기업이 농
업분야에 진입함으로써 기존의 농업 가치사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IT기업이 가치사슬 중 물류·유통단계에 참여하여
자체 인프라 혹은 기술면에서 비교우위를 발휘할 경우 농업분야 물류와
유통시스템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IT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물류·유통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치사슬 전 단계로 확대될 수 있
다. 결국 기업이 참여한 영역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가치사슬
이 업그레이드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로 발
전한다. 이는 <그림 1-1>과 같이 소위 ‘스마일 곡선(smile curve)’으로
설명할 수 있다. 스마일 곡선은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Acer사의 설립
자 Stan Shih에 의해 1992년 도입된 개념이다(Ming etc., 2015). 그는
컴퓨터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중간에 위치한 생산단계보다 생산 전 R&D,
디자인 등의 단계와 생산 후 물류, 마케팅, 서비스 등의 단계에서 상대적
으로 큰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hih, 1996). 그 곡선
의 모양이 마치 웃는 모습과 유사하여 ‘스마일 곡선’이라 명명하였다. 기
업이 가치사슬의 어느 단계에 참여하여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
는가에 따라 스마일 곡선은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된다. 최근에는 스마일
곡선이 국제시장에서 분업을 나타내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을 분석하는데도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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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스마일 곡선

부가
가치

업그레이드
가치사슬(新)
서비스

R&D
마케팅

디자인

물류/유통
물류구매
생산

<생산 전 무형>

<생산 전 유형>

가치사슬(舊)

가공

<생산 후 유형>

<생산 후 무형>
가치사슬 활동

자료: 전응길(2013: 42) 그림을 기초로 필자가 수정하여 작성함.

미국개발청(USAID)은 가치사슬분석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가치사슬을 구조적(structural) 측면과 동태적(dynamic) 측
면으로 구분하고, 구조적 측면은 다시 지원활동시장(support markets),
주활동시장(primary markets), 최종시장(end markets)로 구분하고, 주
활동시장은 비즈니스 구현 환경(business enabling environment) 요소,
수직적 연계(vertical linkages) 요소, 수평적 연계(horizontal linkages)
요소로 구분한다. 동태적 측면은 가치사슬 거버넌스(value chain
governance) 요소, 활동주체 간 관계(inter-firm relationships) 요소,
업그레이딩(upgrading) 요소로 세분화된다. 각 요소별 세부 내용과 가치
사슬분석의 목적은 <표 1-2>과 같다. 이와 같은 가치사슬분석틀은 기업
이 특정 산업에 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에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분석틀은 국제개발협력에서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을 통한 상생협력모델 분석에 관한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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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구분

가치사슬분석의 주요 구성요소와 세부 내용
구성요소

내용

최종시장
(End markets)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트렌드 및 소비정보(가격, 품질, 수량, 소요시간
등) 형성
∙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변화를 유발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며, 가치사슬
의 연계에서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역할
∙ [가치사슬분석 목적] 가치사슬의 업그레이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소비자의
수요 및 트렌드 등에 대한 파악

비즈니스
∙ 가치사슬 활동과 연관된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환경(국제:
협정, 조약, 협력상황, 표준거래가격 등, 국내: 정책, 규정, 사업허가 절차,
구현 환경
(Business
규제, 공공인프라 등)
∙ [가치사슬분석 목적] 주어진 비즈니스 구현 환경이 가치사슬의 원활한 연계
enabling
environment)
를 위한 방해요소인지 여부 및 방해요소일 경우 그 수준 등에 대한 파악
주활동
시장
구조적 요소
(structural (Primary
factors)
markets)

수직적 연계
(Vertical
linkages)

∙ 가치사슬의 상하 수직적으로 연계된 관계(생산업체↔제조업체↔유통업
체↔최종시장)
∙ 단계별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편익(benefit), 정보
와 기술 등을 다음 단계로 전달함. 이를 통해 상호 업그레이딩 및 가치사슬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가치사슬분석 목적] 수직적 연계에 있어 업그레이딩을 위한 기회 및 제약
요소를 파악하고, 취약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발견

수평적 연계
(Horizontal
linkages)

∙ 가치사슬 단계별 내부 활동주체간의 관계
∙ 각 단계별 내부의 활동주체간의 경쟁(competition)과 협력(cooperation)
구도 사이의 적절한 균형 유지 필요
∙ [가치사슬분석 목적] 각 단계 내 활동주체간의 갈등과 협력 메커니즘 속에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가치사슬 전체 편익이 증대되는 지점을 파악

지원활동시장
(Support markets)

∙ 주활동시장(primary markets) 가치사슬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일련의 지
원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
∙ 금융 서비스, 기업 컨설팅, 법률자문 제공, 통신, 기술지원, 농업기술 교육훈
련 등의 가치사슬 전(全)단계에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및 관개시설, 기타
농업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
∙ [가치사슬분석 목적] 주활동시장 내 각 활동주체들의 지원활동시장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 및 지원활동시장 개선방안 파악

∙ 가치사슬 초기단계부터 최종시장단계에 이르기까지 상품 혹은 서비스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주체들 간의 역학관계
가치사슬 거버넌스
∙ [가치사슬분석 목적] 가치사슬 내 활동주체들 간의 정보와 편익의 상호간
(Value chain governance)
흐름 및 그 안에 존재하는 선도주체(lead firm)를 파악함. 가치사슬 각 단계
간 취약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
∙ 가치사슬 내 각 활동주체들 간의 상호교류 형태(협력적 관계, 대립적 관계)
동태적 요소
활동주체 간 관계
∙ [가치사슬분석 목적] 가치사슬 내 활동주체들 간의 관계형태에 대한 해당
(dynamic (Inter-firm relationships)
활동주체들 각각의 인식 파악
factors)
∙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단계별 활동주체들 간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고 상
호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가치사슬 자체의 혁신 및 경쟁력을
업그레이딩
강화시킴(가치사슬 차원의 업그레이딩, 활동주체 차원의 업그레이딩)
(Upgrading)
∙ [가치사슬분석 목적] 전체 가치사슬 및 개별 활동주체 모두가 업그레이딩될
수 있는 기회 및 제약 요소를 파악하고, 가치사슬 업그레이딩의 일환으로
활동주체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기타 필요한 재원 등을 파악
자료: 김수진 등(2016), 지성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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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업이 CSV의 일환으로 농업부문에 진입할 경우, <표 1-2>를 기
초로 사업 발굴·기획 시 고려해야 할 요인과 사업 종료 후 사후평가 내용
은 <표 1-3>과 같다. 즉, 농업분문에 진입하기 전에 해당 산업의 발전 잠
재력 존재 여부, 비즈니스 환경 조성 여부, 취약한 가치사슬단계, CSV 목
표 실현 가능성, 비교우위 여부, 타 참여주체와의 협업 가능 여부, 이윤창
출 모델 구축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사후평가단계에서는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로 사회적 효용이 증대되었는지 여부, 기존 비즈니
스 환경 개선 여부, 가치사슬 업그레이딩 여부, 활동주체별 편익 증대 여
부, CSV를 실현한 지원활동 내역, 타 활동주체와의 파트너십 형성 여부,
기업의 이윤 증대 여부 등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표 1-3

기업의 CSV사업 발굴·기획 시 고려사항과 사후평가 내용
구분

시장 여건
비즈니스 환경

CSV사업 발굴·기획 시 고려사항

사후평가 내용

∙ 해당 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존재하는가?

∙ 소비단계를 포함한 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
여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켰는가?

∙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 기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었는가?

가치사슬의 수직적 연계 ∙ 어느 가치사슬단계가 취약한가?

∙ 전체 가치사슬이 업그레이드되었는가?

가치사슬 내 수평적 협업 ∙ CSV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까?

∙ 각 활동주체들의 편익이 극대화되었는가?

지원활동 내용

∙ 지원활동을 위한 어떠한 비교우위를 보유하 ∙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활동을 통해 CSV를
고 있는가?
실현하였는가?

활동주체 간 파트너십

∙ 타 지원활동주체와 협업이 가능한가?

∙ 타 지원활동주체와 원만한 파트너십을 형성
하였는가?

이윤 추구

∙ 이윤창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까?

∙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였는가?

자료: 지성태(2018).

5.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는 기업의 농업 진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많다. 이
는 자본력, 기술력,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기업이 농업부문에 진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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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경쟁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업계 전반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농업법
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법인 설립을 통해 기업농적 법인 설립, 농외
자본의 투자, 기업 중심의 수직적 통합(계열화)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형
태로 농업부문에 진출한 기업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전체 농
업부문에서 기업의 역할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김병률 등
(2017)은 국내 기업의 농업 진입을 둘러싼 문제 및 쟁점을 검토해 개선
점을 제시하였다. 즉, 국내 기업의 농업 진입 유형을 구분하고, 미국과 일
본 등의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도입, 기업의 농업 참여 가이드라인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처럼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팽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논의도 병행
되었다. 이계임 등(2015)은 관련 연구를 통해 농업과 식품기업간 상생협
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과 기업의 상
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력 강화, 기반조성, 공정거래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대기업 농업투자 관련 규제 개선과 특구진입 규제 완화 등
이 요구되는 동시에 표준계약서 보급과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도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박성진 등(2015)은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조
사하고 유형 분석을 통한 농업과 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 및 시스템을 도
출하였다. 46개 우수사례를 사회공헌형, 원료구매형, 유통협력형, 수출협
력형, 기술지원형, 공동 출자형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 IT기업 등과 같이 특정 기업군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 혹은
협력모델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IT기업의 농업부문 진
출 사례 자체가 많지 않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일부 기업이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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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여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
을 뿐이다. 이에 반해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 징둥 등 글로벌 IT기업이
농업부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도 적지 않
다. 특히, 2009년부터 알리바바에서 추진한 ‘타오바오촌’ 사례는 기업과
농업부문의 상생협력모델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 劉靜 등(2015)은 장쑤
성 사례를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농촌의 새로
운 경영모델 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타오바오촌’ 모델은 ‘상
점+전자상거래+가내수공업+현대화 물류운송시스템’이 조합을 이뤄 6차
산업을 실현하여 종국에는 지역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張燦
(2015)는 ‘1호 타오바오촌’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상거래 클러스터모델
이 발전할 수 있는 원리를 규명하였다. 클러스터 규모에 따라 발전 동력
이 상이하고, 발전단계에 따라 발전 핵심동력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교우위, 창업자의 역량(맹아기)과 규모경제, 사회네트워크(성장기)
와 혁신요인(성숙기) 순이며, 규모경제는 해당 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을
가속화하는 핵심요인이라고 보았다. 농업과 인터넷 융합의 시너지효과를
다룬 비교적 초기의 연구도 있다. 羅百輝(2006)는 인터넷 등의 IT기술에
힘입어 농업의 발전과 혁신을 꽤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농업에
인터넷을 접목하는 6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농업에 사물인터넷
(IoT)을 적용한 스마트영농 실현, 인터넷을 통한 유통 플랫폼 구축, 농식
품의 브랜드화, 다양한 방식의 농식품 전자상거래 구현, 빅데이터를 이용
한 시장 예측, 분석 및 상품 개발, 농업 크라우드 펀딩 등을 대표적인 모
델로 꼽았다.
이상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을 비교적 포괄적 관점에
서 분석하거나 개별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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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이라는 특정 기업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공유가치창출
(CSV)의 관점에서 기업과 농업부문의 상생협력모델을 모색한다는 점은
기존 선행연구와 크게 차별되는 부분이다. 국내에서는 IT기업의 농업부
문 참여 관련 연구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도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6.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현황,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분석,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한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과 관련 정책, 국내 기업과 농업부문의 상생
협력모델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등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기업과 기타 농업경영주체와 협력모델을 기초로 기
업의 농업 참여형태를 유형화하고, 개혁개방 이후 기업의 농업 참여 패턴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중국의 농업발전과정에서 기업이 어떠한 역할
을 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제3장에서는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현황 및 발전 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IT기업의 농업 참여형태를 유형화한다.
셋째, 제4장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IT기업인 알리바바, 왕이, 징둥
등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기업들이 대체로 새로
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거나 농가 혹은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유가치창출(CSV)의 목적으로 농업부문에 진출한다고 할 때, 이 두 관
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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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제5장에서는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과정을 검토하고 그 맥락에서 IT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이해한다.
다섯째, 제6장에서는 이상 분석내용을 기초로 국내 기업과 농업부문의
상생협력모델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림 1-2

연구 흐름도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

유형 구분

패턴 변화

향진기업

역할

용두기업

상업자본

중국 IT기업의 농업 진출 현황

변화 추이

유형 구분

결정요인

지원정책

중국의 사례분석

비즈니스모델 관점

공유가치창출(C SV) 관점

알리바바(阿里巴巴), 징둥(京東), 왕이(網易) 등

정책적 시사점: 상생협력모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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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례

제2장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

1.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유형화
2.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패턴 변화
3. 중국의 농업발전과정에서 기업의 역할

1.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유형화
농업부문에는 다양한 경영주체들이 공존한다. 기업도 농업경영주체들
중의 하나이다. 그 외에도 농가,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이 있다. 이들
경영주체는 그 규모, 취급 품목, 출자 형태, 경영분야 등에 따라 더욱 세
분화된다. 중국 정부는 농업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농업경영주체의 역할
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중앙1호 문건’에서 신형 농업경영시스템 구
축을 제기하였고, 그 일환으로 신형 농업경영주체 발전 지원을 포함해 다
양한 형태의 규모경영 발전, 농업 사회서비스체계 강화, 공소합작사 개혁
발전 가속화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2016년 ‘중앙1호 문건’과 <정부업무
보고(政府工作報告)>에서 신형 농업경영주체 육성을 위한 정책시스템 구
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신형 농업경영주체는 전업대
농(專業大戶), 가족농장(家庭農場), 농민합작사(農民合作社), 용두기업(龍
頭企業)을 의미한다.

전업대농은 단일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생산규모가 큰 농가를 의미한
다. 즉, 규모화와 전업화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와 구별된다. 따라서 생산성이 일반 농가보다 높고, 생산단계
에 집중하며 유통단계 참여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가족농장은 전업대농
과 마찬가지로 가족구성원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농업가치사슬에서 생산
단계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 유통, 판매에도 참여함으로써 소위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전업대농보다는 전문화 수
준이 더욱 높고, 상품화 수준과 생산성이 높고, 생산기술과 설비가 선진
화되었다. 농민합작사는 일종의 협동조합으로 개별 농가의 토지, 노동력,
자본, 기술 혹은 기타 생산자재를 특정 협력방식을 통해 영농에 공동으로

38 ❙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과 상생협력모델 연구

사용하는 경영연합체이다. 따라서 그 규모가 더욱 크고 전업화 수준도 높
고 시장과의 연계 수준도 높으며, 농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그 특징
은 분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고, 생산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로써 생산성과 영농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
다. 용두기업은 생산자재 공급부터 생산, 가공, 저장, 물류운송, 판매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R&D까지 농업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고
있다. 기업과 다른 경영주체의 협력 형태를 살펴보면, ‘기업+생산단지+
농가’, ‘기업+농민합작사+생산단지+농가’가 대표적이다. 이로써 다른 농
업경영주체들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훨씬 높고, 기업의 자체 발전뿐만
아니라 농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2017년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출간한 <농촌녹피서(農村綠皮書)(2016~
2017)>에서는 신형 농업경영주체를 자가 경영하는 가족농장, 협동 경영
하는 농업합작사, 고용인력으로 경영하는 농업회사, 용두기업을 포함한
농업산업화연합체, 신농민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가족
농장 수는 87만 호를 초과했고, 등록된 농민합작사는 188.8만 개이고,
농업산업화경영조직은 38.6만 개이고 그중 용두기업은 12.9만 개이고,
농업사회서비스조직 수는 11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중국 정부는 <신형 농업경영주체 육성을 위한 정책시스템 구
축 가속화에 관한 의견(關于加快構建政策體系培育新型農業經營主體的意
見>을 내놓음으로써 농업 산업화를 위한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역할을 또

다시 강조하였다. 그리고 신형 농업경영주체 육성을 위한 정책시스템 구
축의 일환으로 재정·세수정책을 개선하고, 기초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금융분야의 신용대출서비스를 개선하고, 보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마
케팅시장 확대를 장려하고, 인재 육성 및 영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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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정책적 지원시스템은 신형 농업경영주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용두기업을 포함한 농업산업화경영조직이 농업분야에
서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농업 참여 유형은 투자방식, 생산물, 전업 여부, 영업지역, 기
타 경영주체와의 협력모델,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연계성 등에 따
라 세분화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기타 경영주체와의 협력모델과 가치사
슬 상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농업 참여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기타 농업경영주체들과의 협력모델에서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생산단지를 기반으로 농민합작사, 농가와 협력함으로
써 ‘기업+생산단지+농가’, ‘기업+농민합작사+생산단지+농가’ 모델이 형
성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의 특징은 기술, 자본, 설비, 인력 등을 보유한
기업이 농업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분산되어 있는 토지, 노동력 등의 생산
요소를 집중시킴으로써 규모화효과를 꾀한다는 것이다. 농가는 생산을
담당하고 기업과 합작사는 가공 혹은 판매를 담당한다. 물론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농가뿐만 아니라 촌민위원회, 지방정부의 협조를 받
는다. 그 외에도 ‘기업+합작사+농가’, ‘기업+농가’, ‘기업+합작사’ 등의
모델도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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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농업경영주체의 협력모델

기업

생산단지
(촌민위원회)

농민합작사

소농

가족농장

전업대농
자료: 필자 작성.

또한 가치사슬 상의 연계성을 기초로 기업의 농업 참여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농업경영주체들 간의 협력은 곧 가치사슬 상에서의 분업을 의미
한다. 농업의 가치사슬은 일반적으로 생산요소 투입, 생산, 선별·가공·저
장·포장, 유통, 판매, 소비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을 비롯한 농
민합작사, 가족농장, 전업대농, 소농 등의 농업경영주체는 이러한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물론 가치사슬 단계별로 참여 주체는 상이하다. 대
체로 전업대농과 소농은 생산단계에 집중하고, 농민합작사와 가족농장은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전 단계에 걸쳐 참여한
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생산단계보다는 가공·유통·판매단계의 참여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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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단계에도 참여한다. 농업부
문에 전문화된 기업은 가치사슬 전체에 참여하고, 기업이 보유한 비교우
위를 최대한 살려 가치사슬 특정 단계에 특화하기도 한다. 한편, 농업의
가치사슬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보조적 역할을 하는 주체도 있다.
정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기업은 적
극적인 경영주체이면서도 기술 R&D, 교육훈련,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소극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농업부문이 기업의 전체 비
즈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그림 2-2

농업의 가치사슬
농업의 가치사슬

주요
활동

주체

생산요소
투입

생산

선별·가공·
저장·포장

유통

판매
(내수, 수출)

소비

직접: 기업, 농민합작사, 가족농장, 전업대농, 소농 등
간접: 정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자료: 필자 작성.

2.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패턴 변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농촌지역 곳곳에 향진(鄕鎭)기업이 설립되면서
농촌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진기업의 업종은 농업분야뿐만 아
니라 공업, 교통·물류, 건설업, 상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 다양하다. 기
업의 형태도 향진정부, 촌민위원회에서 설립하거나 농민들이 공동으로
혹은 독자적으로 설립하였다. 이처럼 향진기업은 농업생산구조 및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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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를 다원화시켰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
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로써 농산물의 수요를 증대시켰고, 농업
부문의 유휴노동력을 비농업부문에서 흡수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농외
소득도 증대시켰다. 1988년 향진기업의 수는 1,888.2만 개였고, 총생산
액은 4,764.3억 위안, 전체 직원 수는 9,545.5만 명에 달했다. 이후 향진
기업 발전이 다소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가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남
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향진기업은 제2의 전성기를 맡게 되고, 1996
년 전체 직원 수가 1.35억 명에 달했다(萬寶瑞, 2018). 향진기업과 농업
부문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긴 했지만, 농업부문과 농촌경제 발전
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1990년대 들어 시장경제 발전이 본격화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농
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산업화가 가속화되
었고, WTO 가입에 따른 개방화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
고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농업 산업화의 기치 하에 농업발전
을 선도할 용두기업(leading enterprise) 육성에 힘썼다. 2002년 WTO
가입을 전후하여 중국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산업화 지원이 곧 농
업 지원이고, 용두기업 지원이 곧 농민 지원이라고 보고 농업산업화경영
을 주도할 국가 중점 용두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용두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산규모, 매출액, 부채비율, 발전 잠재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건전한 가치사슬을 구비해야 한다. 고정자산규
모는 동부, 중부, 서부지역을 구분하여 각각 5,000만 위안, 3,000만 위
안, 2,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도 각각 2
억 위안, 1억 위안, 5,00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의 자산 대비 부
채비율이 60% 미만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많은 농가를 선도할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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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안정적이면서 규모가 비교적 큰 원료 생산기지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 함량이 높아야 하고 시장경쟁력과 판매망을 갖추고 동종
상품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해야 한다(Baidu百科). 이러한 선정요
건은 용두기업이 농업부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보유해야 하
고 농업경영의 핵심주체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용두기업은 농가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며 농업발전을 위해 긴
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하였다. 초기에 농가는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고 용
두기업은 가공, 유통, 판매를 담당하면서 유기적 분업이 이루어졌다. 용
두기업은 규모화효과를 위해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농가와 계약하여 농산
물을 수매한다. 그 과정에서 용두기업은 원하는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
으로 공급받기 위해 생산에 필요한 종묘, 비료 등을 포함한 농자재, 재배
기술, 1차 가공 및 저장기술 등을 농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본, 기
술, 정보가 부족한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
성되게 된다. 최근에는 농민합작사, 전업대농 등 다양한 경영주체가 나타
나면서 용두기업과 경영주체와의 협력방식도 다양해졌다. 심지어 생산단
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완전한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용두기업도 나타나
고 있다.
용두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었
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중국 국무원(國務院)에서 발표한 <농업산업
화용두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關于支持農業産業化龍頭企業發展的
意見)>에서 용두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용두기업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게 된다. 농자금 대출 등에 대한 우대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었고, 농촌기반시설 및 생태환경 조
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농업 산업화 여건을 개선하였고, 용두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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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첨단과학기술, 지역특색농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병행하였다. 그리고 용두기업이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농가를 견인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통해 지원하
였다. 또한 농축산물 재배·사육·가공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를 감면
해주고,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융자금 이자
를 보조해주거나 수출입 관세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부여하였다.
2000년대 들어 상업자본의 농업부문 진출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 즉, 농업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상기업이 보유한 자본, 기술과 혁신역량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였다. 2013년 ‘중앙1호 문건’에서 중국 정부는 상업자본을
농업·농촌부문에 진입시켜 재배업, 축산업 등 기업화 경영에 적합한 산
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농민들이 가공·판매과정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기
업들도 새로운 투자처로 농업·농촌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2·3차 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그 대안으로서 농업부문의 투자가치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셋째, 농식품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보았다. 소비자의 소
득수준 향상과 함께 농식품 소비패턴 다양화, 고급화, 브랜드화, 안전성
과 편이성 중시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경영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았
다. 넷째, 기업의 농업·농촌부문 진입 시 제약요인이 약화되었다. 특히,
농촌 토지임차제도 등이 유연화됨으로써 기업의 농업부문 진입장벽이 과
거에 비해 낮아졌다. 농업부문에 진출한 상업자본 혹은 공상기업과 농업
용두기업의 차이점은 전자가 비농업부문의 자본을 기초로 농업에 진출했
다면, 후자는 말 그대로 농업에 특화된 기업이다. 따라서 상업자본 혹은
공상기업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체 기업 경영에서 일부분만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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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상업자본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일환으로 농업·농촌부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즉, 농업·농촌부문을 단순히 소비시장으로만 바
라보는 것이 아니라 농업 혹은 농촌 관련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기업의 경영과 접목시키는 것이다. 상공업부문의 시장이 이미 포화
되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중국
의 농식품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어쩌면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당연한 접근일 수 있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교
우위를 농업·농촌 관련 비즈니스와 접목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의 IT기
업들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타오바오촌을
운영하며 유통망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농민을 대상으로 공산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채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농가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리바바 자회사인 알리바바 클
라우드는 중국의 농업기업인 터취그룹(特驅集團)과 공동으로 AI기술을
기반으로 대규모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IT기
업은 알리바바 외에도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운영 기업인 왕이(網
易)도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휴대폰업체인 샤오미의 경우 아직 시범단계

이기는 하지만 자체 기술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IT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은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도 무관하지 않다. 2018년 ‘중앙1호 문건’에서 디지털농업, 스마
트농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농림업수리프로젝트’, ‘농업 사물인
터넷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식품 유통·판매단계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기업의 농촌지역으로의 서비스망 확대 지원, 농산물 전자상거래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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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강화, 농촌지역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추진, 인터넷 기반 농산업 신
업태 발전을 촉진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표 2-1

기업 유형별 농업 참여 패턴

기업 유형

참여 시기

참여 분야

향진기업

1980년대 이후

농산물 가공

참여 배경

용두기업

1990년대 이후

농업가치사슬 전반

WTO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농가 선도 역할 부여

상업자본

2000년대 이후

농산물 가공, 판매

삼농문제 대두로 정부가 진입장벽을 낮춤

IT기업

2010년대 이후

농산물 유통

개혁개방 이후 농촌경제 활성화

동종 업계 경쟁 심화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주: 필자 작성.

3. 중국의 농업발전과정에서 기업의 역할
중국의 농업발전에 있어 농식품 관련 기업(용두기업 포함)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蔣黎, 2013). 첫째, 경영조직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용두기업을 필두로 한 농식품 관련 기업
은 선진 기술과 효율적인 관리방식을 농업부문에 도입하고 농가의 생산
활동과도 밀접하게 연계시켰다. 이로써 농업의 표준화, 규모화, 집약화를
촉진하고 자원 활용률과 토지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경영조직의 형태를
최적화하였다. 또한 농업 현대화를 위한 생산요소를 투입하고 농업의 종
합생산력을 높이는 한편, 농업 부산물의 공급을 늘림에 따라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시장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가 되었다. 둘째, 농가 발
전을 견인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촉진시켰다. 농업 관련 기업과 농가의 이
익연계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즉, 합작제, 주식
합작제 등 기업과 농가의 이익이 긴밀하게 연계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계
약수매, 변동가격, 이익 반환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생산기지에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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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농가의 현대화 생산을 견인하였다. 결과
적으로 농업부문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켰다. 셋
째, 농업 생산의 표준 및 농산물 품질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용
두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기업은 농자재 공급 및 기술규범과 관리규범
을 통일시킴으로써 표준화 생산과 과학적 관리를 촉진하였고, 농업부문
의 전체 가치사슬에서 품질을 관리하여 농산물 관련 인증 비중을 높였고
농식품 품질 안전성을 높였다. 용두기업은 표준화된 생산기지를 건립하
고 ISO9000, HACCP, GAP, GMP 등의 인증 비중을 높이고, 다수의 용
두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유명브랜드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넷째, 농
업분야의 과학기술 혁신과 응용을 촉진하였다. 농업 관련 기업은 농업기
술 R&D분야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내부적으로 R&D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농업분야의 기술진보를 위한 물질적 지원과 기반 마련에 힘썼
다. 또한 개발된 선진기술을 현장에 응용하고 보급하는데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종합생산력을 높이고 농식품의 과학기술
함량과 부가가치를 제고하였으며, 농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
움이 되었다. 다섯째, 농업의 가치사슬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당
초 생산단계에 국한되었던 농업분야 가치사슬을 생산 전·후단계까지 확
대시켰다. 용두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기업은 농업의 가치사슬에서 원
료기지 건설에 힘쓰고,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포장·저
장 및 물류·배송 단계를 개선함으로써 농업분야 가치사슬의 범주를 확대
시키고 건전하고 완전한 가치사슬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
정에서 각 지역마다 보유한 자원과 비교우위가 상이하여, 지역별 비교우
위 산업과 산업지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주도적인
산업이 부각되고 규모화 효과가 나타나고 조직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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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업이 집단화되기도 하였다. <그림 2-3>에서처럼 국가 중점 농업산업
화 용두기업은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중부와 서부의
분포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농식품 관련 기업 중 용두기업이 농업·농촌에 밀착하여 농식품
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향진기업, 상업자본도 용
두기업과 동시대에 공존하면서 상호 경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다른 역
할 혹은 방식으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였다. 향진기업은 주로 농산
물 가공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상
업자본은 농업에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발굴하였다.

그림 2-3

중국의 국가 중점 농업산업화용두기업 분포

자료: 農民日報(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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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중국 농업산업화조직 수
는 41.7만 개에 달하고 전년 대비 8.0% 증가하였다. 그중 용두기업 수는
13만 개다. 용두기업의 연 매출액은 약 9조 7,3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용두기업의 고정자산은 약 4조 2,3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용두기업의 성별 분포들 살펴보면, 동부 연해지역과
전통적으로 농업에 특화된 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고, 중·서부지역에
위치한 용두기업의 분포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동부 연안지역이
2016년 국가 중점 용두기업은 총 1,131개였고, 그중 샨동성이 85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쓰촨성(58개), 허난성과 장쑤성이 모두 55개씩이
었다.
농민일보사(農民日報社) 삼농발전연구센터(三農發展硏究中心)가 조사한
833개(유통부문 농업기업 미포함) 용두기업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영업이익이 2~15억 위안 구간인 용두기업의 비중이 53.3%로 가장
높고, 15억~45억 위안 구간에 18.0%, 45억 위안 이상 구간에 12.4%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2억 위안 미만 구간에 분포한다.
용두기업 중 상장된 기업 수는 121개이고 이는 3,034개(2017년 기준)
전체 상장기업 중 약 4%를 차지하고, 그중 농업 관련 제조업 기업이 69
개, 농업 기업이 52개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식품제조업과 식품가공업
이 모두 31%씩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용두기업 대부분이 식품 관
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농업 재배업의 비중은
13%이며 주로 식량작물이나 유지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축업과 양식업의 비중은 각각 12%와 8%이고, 임산물 재배업의 비중의
3%에 불과했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농업’과 레저농업이 확산되면서 관
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중도 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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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용두기업의 영업이익 구간별 분포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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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農民日報(2018.02.22.).

그림 2-5

용두기업 업종별 비중
임산물 재배업
3%

양식업
8%
목축업
12%

관련 서비스업
2%

식품제조업
31%

농업재배업
13%
식품가공업
31%

자료: 農民日報(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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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현황
1. 진출 배경
2. 참여 유형

1. 진출 배경
중국 IT기업이 비즈니스영역을 농업부문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농촌주
민의 구매력 증대, 도시화, 소비시장 다변화로 농식품시장의 성장 잠재력
이 크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IT기술을 접목하여 농업부문의 혁신을 이룩
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IT기업의 내부적 요인도 작용하였다.

1.1. 농촌주민 구매력 증대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1인당 GDP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을 기록하면서
1인당 GDP가 크게 상승하였다. 1인당 GDP는 2003년 10,600위안에서
2017년 59,660위안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 13.1%를 나타냈다. 경
제 성장률은 주민의 소득과도 직결된다. 도시주민 가처분소득과 농촌주
민 순소득이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03~2017년 기간 도시주
민 가처분소득은 8,472위안에서 36,396위안으로 증가하면서 연평균
11.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농촌주민 순소득은 2,622위안
에서 13,432위안으로 증가하여 12.4%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도시주민
가처분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절대금액 기준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주민의 순소득 증가는 구매력이 그만큼 강화
되었음을 의미하며, 일부 IT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촌지역 소비시
장을 겨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도시주민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은 공유가치창출(CSV) 등의 방식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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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농업·농촌·농민의 상생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도 하다. 즉, 농업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농촌 인프라 개선을 통한 생
활환경 개선, 농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와 기업
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사이의 접점이 이루어질 때 상생협력이 실현될
수 있다.

그림 3-1

중국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소득 및 1인당 GDP 변화
(단위: 천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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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연도별 중국통계연감.

시대에 따라 각 가정의 경제력을 대표하는 용품이 있다. 이는 해당 가
정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 1980년대 이전
가정의 4대 용품은 ‘자전거’, ‘재봉틀’, ‘손목시계’, ‘라디오’로 해당 가정
의 경제력과 구매력을 나타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세탁기’, ‘냉장고’,
‘컬러TV’, ‘녹음기’가 新 4대 용품이 되었고, 최근에는 핸드폰, 컴퓨터,
자동차, 집 등을 통해 해당 가정의 경제력 혹은 구매력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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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는 세탁기, 냉장고, 컬러TV, 에어컨, 컴퓨터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가정의 구매력을 비교하였다. 세탁기, 냉장고, 컬러TV의 경우
2000년 도시 가정과 농촌 가정 사이의 격차가 컸으나 2016년 그 격차가
많이 축소되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농촌
가정의 소득 수준이 그만큼 상승하였고 그에 따른 구매력도 상승하였음
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농촌 가정의 구매력 상승은 IT기업을 포함한 상
업자본이 중국의 농촌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표 3-1

중국 도시와 농촌 100가구 당 주요 가정용품 보유대수
(단위: 대)
구분

세탁기
냉장고
컬러TV
에어컨
컴퓨터

2000

2005

2010

2015

2016

도시

90.5

95.5

96.9

92.3

94.2

농촌

28.6

40.2

57.3

78.8

84.0

도시

80.1

90.7

96.6

94.0

96.4

농촌

12.3

20.1

45.2

82.6

89.5

도시

116.6

134.8

137.4

122.3

122.3

농촌

48.7

80.1

111.8

116.9

118.8

도시

30.8

80.7

112.1

114.6

123.7

농촌

1.3

6.4

16.0

38.8

47.6

도시

9.7

41.5

71.2

78.5

80.0

농촌

0.5

2.1

10.4

25.7

27.9

자료: 중국농업통계연감.

1.2. 도시화 진전
도시화는 농산물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비농업부문에 종사하게 되고, 농산물 생산자에서 소비
자로 전환된다. 농업에 종사할 경우 생산하는 농산물의 일부는 자가 소비
한다. 따라서 상품화되는 농산물은 그 만큼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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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로 인해 상품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한다. 또한,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는 주된 이유는 도시 비농업부문의 소득이 농업 소득보다 높기 때
문이다. 즉, 도시 이주 이후 소득 수준 향상으로 농산물 절대 수요가 증
가한다. 결국, 도시화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농산물 시장이 확대됨으
로써 IT기업과 같은 상업자본의 농업부문 투자를 유인하게 된다.
한편, 농촌과 도시의 완충지대라고 볼 수 있는 향진(鄕鎭) 중심지에 인
구가 집중되는 현상도 상업자본의 농촌 진출을 견인하는 요인 중의 하나
이다.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이 대도시로 이주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호구문제, 취업, 주택과 자녀 교육문제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
해 도시로의 이주를 망설이게 된다. 이에 반해 향진 중심지는 지리적으로
도 근접하고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많은 농촌인
구가 향진 중심지에 유입되어 농촌의 도시화(農村城鎭化)를 촉진한다. 농
촌지역에 산재되어 분포하고 있던 농촌인구가 향진 중심지에 집중되게
되면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상업자본 투자도 뒤따르게 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총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78~
2016년 중국 인구는 9.6억 명에서 13.8억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절
대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호구제도 등으로 인해 중국의 도시화는 비교
적 더디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1년을 기점으로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초과하였고,
2016년 도시화율은 54.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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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총인구 및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중 변화

그림 3-2

총 인구 수

단위: 억 명

도시인구 비중

농촌인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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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統計年鑑(2017).

1.3.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농식품 소비가 대체로 증가하는 가
운데 소비패턴이 변화한다. <그림 3-2>에서처럼 중국인 1인당 식량, 채
소 연간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육류, 과일, 유제
품과 식용유 소비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중국인 1인
당 식량과 채소 연간 소비량은 각각 133.6kg과 109.6kg이었고, 2016년
각각 82.3kg과 97.4kg으로 감소였다. 한편, 동 기간 육류는 20.2kg에서
32.2kg, 과일은 32.5kg에서 44.6kg, 유제품은 4.3kg에서 12.3kg, 식용
유는 6.4kg에서 10.0kg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대다수 농식품 소비 증가
는 시장 확대로 이어진다. 현재 중국인의 소득수준에 기초하면 향후 농식
품 소비 증가세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규모
확대는 곧 잠재적 투자가치가 있음을 뜻한다. 중국 도시와 농촌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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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소비 추이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농촌 대비 도시의 농식품 소비
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 소득 수준과 농촌인구 이주에 따른 인구 증가 때문이다. 2000년 주
요 농식품 소비량을 “100”으로 놓고 연도별 소비량지수를 계측한 결과
2016년 기준 유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도시의 지수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 또한 향후 농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농식품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예를 들어, 농촌주민의 소득 수준
이 현재 도시주민 소득 수준으로까지만 상승하여도 농식품의 잠재적 소
비량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3

중국인 1인당 주요 농식품 연간 소비량 변화
식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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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연도별 중국통계연감 자료를 기초로 환산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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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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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연도별 중국통계연감 자료를 기초로 환산하여 산출함.

농식품 시장규모 확대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는 농식품 수출입 동
향이다. 2000년대 초까지 농식품 순수출이던 중국은 농식품 총 소비량
증가와 소비패턴 다양화로 수입이 급증하여 2004년부터 농식품 순수입
국으로 전환하였다. 물론, 최근 농식품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수입 증가
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향후 농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이 크다. 이 또한 향후 중국 농식품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임을 반증한다.
이와 같은 중국의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추세가 IT기업이 농업부문에 진
출하는 중요한 동인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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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중국의 농식품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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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농업부.

1.4. 스마트 농업 발전
최근 각종 IT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소위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IT기업의 농업 참여를 촉진하는 요
인이다. 중국에서 ‘스마트 농업’이란 용어가 처음 제기된 것은 <2009년
중국 IT상품 혁신과 기술 트렌드 대회(2009年中國IT産品創新與機術趨
勢大會)>에서다. 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IT기술에는 인터넷, 사물인터넷

(IoT), 무선통신, 3S(원격감지 RS, 지리 통신 시스템 GIS,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 GPS) 등이 있다. 스마트 농업은 이와 같은 신기술을 접목하는 동
시에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저장·운반·가공·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업
의 가치사슬을 확장시켜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농업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농업은 농산물의 품
질안전문제 개선, 농업의 표준화 생산 촉진, 농업의 기반시설 강화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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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농업의 생산경영 효율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된다.
중국 정부의 스마트 농업 발전 정책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중국 농업
부가 발표한 <전국 농업·농촌 정보화 발전 ‘12.5’계획(全國農業農村信息
化發展“十二五”規劃)>에서는 ‘스마트 농업’이란 용어가 직접적으로 출현

하지 않았으나 농업·농촌 정보화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발전 목표는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시설을 확실히 개선하
고, 농업생산, 농업경영, 농업관리, 농업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수준을 가
시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016년 3월 발표된 <13.5 계획 요강(十三五規劃綱要)>의 제20장(농
업 기술·장비 및 정보화 수준 제고)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농업 발전(發
展智慧農業)’이란 용어가 출현했다. 그리고 농업 현대화 중점 프로젝트로

스마트 농업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현대 농업을 추진하
고, 재배업, 축산업, 양식업 등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하고, 전자상거래, 물
류, 교역, 금융 등의 기업이 농업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
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6년 4월 농업부 등 8개 과련 부처가 공동으로 제시한 <‘인터넷+’
현대농업 3년 행시 실시방안(“互聯網+”現代農業三年行動實施方案)> 에
서는 “스마트 농업의 대대적인 발전(大力發展智慧農業)”이란 표현을 분
명히 명기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농업 사물인터넷 지역 시범사업’,
‘농업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농촌정보화 사업’, ‘농기계 정밀작업 시범
사업’, ‘토양검사와 비료 시비 모바일 정보서비스 시범사업’, ‘농업정보
경제시범구역 조성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2016년 9월에 농업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13.5’ 전국 농업·농촌
정보화 발전 계획(“十三五”全國農業農村信息化發展規劃)>에서는 8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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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사업을 제시하였다. ‘농업장비의 지능화 사업’, ‘농업 사물인터넷 지역
시범사업’, ‘농업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글로벌 농업데이터 조사분석 시
스템 구축사업’, ‘농업 행정(政務) 정보화 심화사업’, ‘농촌·농가 대상 정
보 보급 사업’, ‘농업 정보화 과학기술의 혁신능력 강화 사업’, ‘농업정보
경제 시범구역 조성사업’이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농업 사물인터넷 등의
정보기술 응용 비율을 2015년 10.2%에서 2020년 17.0%로 높이고, 동
기간 농업 총생산액에서 인터넷상의 농산물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1.47%에서 8.0%로 높이고, 농촌·농가 정보화 서비스센터 설립 비중을
1.35%에서 80.0%로 높이고, 농촌 인터넷 보급률을 32.3%에서 51.6%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표 3-2

중국의 농업·농촌 정보화 발전을 위한 8대 중점 사업
사업명

사업 내용

- 중국에 적합한 감지기, 수집기, 제어기 등을 연구·개발하여 보급
농업장비의 지능화 사업 - 전통적인 시설 및 장비의 지능화 개량
- 재배업, 종자생산, 시설농업, 축산업, 양식업의 시설 및 장비의 지능화 수준 제고
농업 사물인터넷 지역
시범사업

-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사업 장려
- 사물인터넷 핵심기술, 스마트 장비 등에 대한 시험과 숙련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농업 사물인터넷 응용모델 보급
- 10개 시범성(省), 100개 시범구역, 1,000개 시범기지 건설

농업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 신선농산물 지역 직접 배송, 농자재 안심 공급, 관광농업의 인터넷 마케팅 등 전자상거래 시범
구역 조성
- 등급별 포장, 가공·저장, 콜드체인시스템, 지역 배송 등의 설비를 구축하고 품질기준 적용, 통
계 구축 및 모니터링, 검사, 신용조회 등의 시스템을 구축
- 시장정보, 브랜드 마케팅, 기술 지원 등 부대서비스를 보완하여 벤치마킹 및 확산 가능한 농업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모델 구축

글로벌 농업데이터
조사분석 시스템
구축사업

- 전 세계 주요 농업국의 농업데이터 수집, 분석 및 결과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농업데이터
센터 개편, 글로벌 농업 조사분석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글로벌 농업데이터 분석과 조기경
보시스템 연구·개발

농업 행정 정보화
심화사업

- 농업부문 행정 정보시스템 상호 연계 및 교환
- 농업데이터 공유 및 개방
- 농업부문 각종 정보자원의 전산관리 및 공유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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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사업명

사업 내용

- 농촌농가 대상 정보 보급 플랫폼 구축, 농업의 공익적 서비스와 농촌의 사회화 서비스 자원의
농촌농가 대상 정보 보급
통합 관리, 농산물 생산, 판매, 농촌 생활 및 ‘삼농(三農)’ 정책 등을 위한 정보서비스 개선
사업
- 매년 10여개 성(省)을 선정하여 마을과 농가에 정보 제공, 2020년까지 48개 이상의 익농정보
사(益農信息社)를 설립하여 전국의 모든 현(縣), 국유농장과 행정촌에 서비스 제공
- 농업부 농업정보기술과학 추진단 구성 및 내실화
농업 정보화 과학기술의
- 농업 사물인터넷 등을 연구하는 10개 중점 실험실 및 서북지역 등 6개 지역 중점 실험실을 증설
혁신능력 강화 사업
- 농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인재 및 혁신팀 육성 강화
농업정보 경제 시범구역
조성사업

- 시범사업 효과와 파급영향이 크고 지속가능 발전 잠재력이 있는 경제시범구역을 조성하여 농
업 사물인터넷, 농업 전자상거래, 농업·농촌 빅데이터, 농촌·농가 정보화 및 12316 공익서비
스(콜센터) 등의 종합적 응용 및 통합 관리 추진

자료: ‘13.5’ 전국 농업·농촌 정보화 발전 계획(“十三五”全國農業農村信息化發展規劃).

2017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동력 강화하여 현대농업
의 빠른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농업과학기술 R&D 및 보급을
강조하며 스마트 농업을 언급하고 있다. 2018년 ‘중앙1호 문건’에서도
스마트 농업이 거론되었다. 농촌진층전략의 5대 목표로 설정된 산업 진
흥의 농업생산기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세부 내용에서 디지털 농업과 스
마트 농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즉, 스마트 농림업·수리
프로젝트와 농업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추진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1.5. IT산업 내부적 요인
IT기업이 농업부문에 진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IT산업의 경쟁 심화
와 성장률 둔화에서 찾을 수 있다. 농업부문에 비교적 많이 진출한 전자
상거래업계를 예로 들면, 물론 전체 소비재 소매총액 대비 인터넷 소매액
의 최근 성장률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소비재 소매총액은
2013년 22.4조 위안에서 2017년 29.5조 위안으로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성장률은 17.2%에서 10.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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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소비재 소매총액의 성장률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2017년
인터넷 소매액은 1.9조 위안에서 7.2조 위안으로 증가함으로써 연평균
증가율 40.1%를 기록하며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인터넷 소매액 증가
율은 최근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7년 32.2%로 2014년 49.7%에 비해
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향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수
익구조도 악화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6

중국 소비재 소매총액과 인터넷소매액 변화 추이

단위: 천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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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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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생존을 위해 새로운 시
장을 개척하고 신기술을 도입하여 혁신을 꾀한다. 어떤 기업은 새로운 비즈
니스모델을 도입하여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전자
상거래업체가 비즈니스 영역을 유통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취급상품 신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유통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재배업·축
산업에 투자하고, 드론, AI, 스마트팜,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새로운 비즈
니스 영역인 농업에 접목시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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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이 농업부문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철학 혹은 기업
가정신 때문이다. 즉, 투자를 단지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
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기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러
한 목적 하에서는 수익성이 낮거나 경제적 측면에서 오히려 비용을 추가
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 의미
에서 중국의 소위 ‘삼농’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농업부문에 진출하
는 IT기업이 있을 수 있다.
왕이(網易) CEO인 딩레이(丁磊)는 양돈업에 투자한 이유를 금전적 수
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농촌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돈업의 선진 사육모델을 전파하기 위한 공
익적 목적 때문이라고 밝혔다(網易CEO丁磊: 我爲什麽關注養豬). 이러한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명(mission)을 가지고 농업부문에 진출한
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대체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참여한다. 물론 기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기도 한다. 기업은 참여과정
에서 기회(opportunity)를 갖게 된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거
나 난이도가 높거나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적 기회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기회를 비즈니스모델과 연계시켜 경제
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이다. 사회적 가치창출의 물질적
토대이면서 전제조건이 바로 경제적 가치창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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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기업가정신과 가치 혁신

기회
(opportunity)

•사회적 기회
•경제적 기회

사명
(mission)

도전
(challenge)
•상충관계(trade-off) 형성
- 사회적 가치 對 경제적 가치
•핵심 도전과제의 정의

혁신
(innovation)
•상충관계 극복
•가치장출 프로세스 중심
- 마케팅, 개발, 생산/운영,
공급사슬

자료: 라준영(2013: 54).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기회와 경제적 기회는 서로 상충하는 도전
(challenge)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사회적 가치창출 과정에서 비용이 증
가하고 품질이 저하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혁신 기회가 축소됨으로
써 경제적 문제가 나타난다. 결국 기업 혹은 기업가 사명에 기반한 사회
적 가치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충관계를 극복하
기 위한 혁신(innovation)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 가치창출과 경제적 가
치창출의 상충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거나 새
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곧 비용을 절감하
고 품질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는 지름길이다(라준영, 2013: 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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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유형
본 연구에서는 IT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유형을 <그림 3-8>과 같이 참
여 분야, 참여 단계, 활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크게 ‘스마트 농업’과 ‘전자
상거래’로 구분하였다. 먼저 참여 분야는 재배업, 축산업, 양식업, 임업,
가공업 등으로 나누었다. 둘째, 참여 단계는 농업 가치사슬(value chain)
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생산단계, 가공단계, 물류/유통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활용 기술은 IT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 혹은 동원
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하며, 인터넷,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트론과 로봇, 3S(원격감지 RS, 지리 통신 시스템 GIS, 위성 위치확
인 시스템 헨) 등이 있다. 이는 소위 4차산업혁명 기술이다.
IT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유형인 ‘스마트 농업’과 ‘전자상거래’는 참여
분야-단계-활용 기술로 이어지는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스마
트 농업 유형은 IT기업이 주로 재배업, 축산업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농업 가치사슬 중에서도 생산단계에 집중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
공지능 등 대부분의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업 생산단계에 적용될 수 있
다. 김연중 등(2017)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기반기술, 핵심기술, 응용기
술로 구분하였다. 기반기술은 인프라 구축기술로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
트웨어 기술로 나뉜다. 핵심기술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
능, 딥러닝 등이다. 그리고 응용기술은 수요자가 직접 활용하는 기술로
자율주행농기계, 무인드론, 지능형로봇, 영농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술,
농장 자동제어장치 기술, 맞춤형 컨설팅기술 등 다양하다. 다시 말해, IT
기업이 소위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부문의 스마트 농업을 실
현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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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 유형에서는 취급 품목이 다양하다는 가정
하에 재배업, 축산업, 양식업, 임업, 가공업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아
우른다. 그리고 참여 단계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물류/유통분야에 집중
된다. 최근 물류/유통분야에서 다양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에서 적용 가능한 4차산업혁명 기술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직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자 수요 파악,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물류시스템 선진화, 드론을 이용한 물품 배송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넓다.

그림 3-8

기업의 농업분야 참여 유형 분류

[유형]

[분야]

[단계]

인터넷

재배업
생산

스마트 농업
축산업
양식업

[활용기술]

가공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임업
물류/유통
가공업

드론/로봇
3S
(RS, GIS, GPS)

주: 필자가 작성하였으며, 위 그림의 유형-분야-단계-활용기술의 연계는 하나의 예시로 그 외의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미 중국의 많은 IT기업이 ‘스마트 농업’ 실현 및 ‘전자상거래’ 혁신
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의 경우 주력 비즈니스인 전자상거래에 농업을 접목시키는 한
편, 최근에는 스마트 농업으로까지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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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물류·유통시스템을 기반으로 재배업, 축산업, 양식업, 임
업의 신선식품은 물론 그 가공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시키고 있다.
취급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상
의 유통 플랫폼은 물론, 주문량과 배송량이 급증하면서 인공지능(AI), 로
봇 등도 활용하고 있다. 즉, 주문단계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인
기상품을 선별하고 제고를 조정하며, 챗봇을 활용해 하루 약 350만 명의
고객 상담을 단시간 내에 소화한다. 그리고 신선식품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드론을 이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
알리바바는 양돈산업과 과수산업에 관심으로 보이며 스마트 농업 진
출을 시도하고 있다. 향후 중국 소비자의 돼지고기, 사과를 비롯한 과일
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AI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자 한다. 이미지 식별기술을 이용해 돼지의 발육 상태, 운동 빈도, 사료
섭취 상황, 면역력 등의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또한 돼지의 체온, 기침소
리 등을 감지해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음성 인식 및 적외선 기술을
적용시키고자 한다.
IT기업 중에는 비즈니스 영역을 전자상거래에서 농업 생산으로 확대
하는 경우도 있다. 유기농산물 전문 전자상거래업체인 투오투오공사(沱
沱工社)는 베이징시 외곽에 약 21만 평에 달하는 유기농장을 직접 운영

하고 있으며,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자체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왕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이면서 스마트 농업과 전자상거래
를 병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왕이의 자회사 왕이웨양(網易味央)
은 양돈장을 직접 경영하고 있으며 스마트 카메라와 감응 신호 장치 등을
이용한 소위 ‘제4세대 사육모델’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돼지의 발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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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동물복지와 생태농업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 왕이웨이양에
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왕이 자회사인 왕이카오라(網易考拉)라는 온라인
플랫폼과 왕이옌시엔(網易严选)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
다. 왕이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유통·마케팅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 농업과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비즈니스 전
략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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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분석
1. 알리바바(阿里巴巴)
2. 왕이웨이양(網易味央)
3. 징둥(京东)

1. 알리바바(阿里巴巴)
1.1. 진출 개황
알리바바는 1990년 중국 항저우에서 마윈(马云) 등 18명의 창립 멤버
가 설립한 중국의 대표적인 IT기업이다. 알리바바의 주요 경영 분야는 전
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매체와 게임, 혁신프로젝트 등이다.
또한 자회사인 차이냐오(菜鸟) 네트워크와 투자 관련 회사를 통해 물류업
과 서비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마이 그룹(蚂蚁集團)과 전략적 협
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금융서비스기업은 세계 최대 가치를 인정받은
핀테크 플랫폼인 즈푸바오(支付宝)를 운영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경영 전
략을 ‘단일 사업구조, 국내시장'에서 '다원적 사업구조, 글로벌시장 진출'
로 전환하고 있다.
표 4-1

알리바바의 사업 추진 현황

시기
2003년 5월

주요 내용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타오바오왕(淘宝网)설립

2004년

제1회 인터넷 쇼핑 대회 개최, 고객과 판매자 간의 즉시 문자, 언어, 동영상통화를 가능케하는 PC용
통신 소프트웨어 알리왕왕(阿里旺旺) 출시

2008년 4월

타오바오왕(淘宝网)이 제3자 브랜드와 소매상에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오바오샹청(淘宝
商城) 설립. 알리바바그룹연구원(阿里巴巴集团研发院) 설립

2010년

알리바바는 중국 시장에서의 회사명을 ‘1688(야오류바바)’로 변경함. 3월에 공동구매전문 플랫폼 쥐
화솬(聚划算) 설립함. 8월에는 모바일 타오바오 출시

2011년

그룹차원에서 타오바오(淘宝)를 이타오왕(一淘网), 타오바오왕(淘宝网), 타오바오샹청(淘宝商城)
으로 분리

2012년 1월 11일 타이바오샹청(淘宝商城)의 명칭을 티엔먀오(天猫)로 변경
2016년 5월

알리바바가 국무원 제1기 창신창업기업 시범기지(双创企业示范基地)로 선정

2017년 2월

알리바바, 마이, 충칭시(重庆市)정부 간 MOU 체결함. 향후,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물류, 신형스마트도시, 금융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협력 강화

2018년 4월

알리바바, 마이, 하이난성(海南省) 정부 간 전략적 협력관계 맺음.

2018년 5월

알리바바가 파키스탄 전자회사(Daraz)의 주식 인수(중국-파키스탄 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력 강화)

자료: 알리바바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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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는 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업분야에 진출하였다.
2003년 타오바오왕(淘宝网, 중국의 주요 인터넷 쇼핑사이트)이 만들어지
고, 농촌지역의 일부 농산물 생산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산물
을 판매하였고 농민들은 공산품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교통,
통신 등 기초인프라가 취약하여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2010
년 이후 ‘중국 특색 프로젝트(特色中國項目)’, 계약주문 농업(訂單農業),
타오바오촌(淘宝村) 등 신형발전모델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알리바바가
농업부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초, 알리바바 그룹
산하에 있는 알리연구원에서는 <농산물전자상거래 백피서(2012)>를 발
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알리바바의 여러 플랫폼에서 진행된 농산물
거래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사례를 기초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발전 배경
및 발전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후 농산물 혹은 농촌 전자상거래 관
련 보고서를 출간함으로써 시장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기업의 실적을 대
외적으로 홍보하였다.

표 4-2

알리바바의 농산물·농촌 전자상거래 관련 연구 내역

연도

보고서 제목

2010

샤지모형 연구보고(“沙集模式”调研报告)

2012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백피서(阿里农产品电商白皮书)

2013

알리바바 농산물 전자상거래 백피서(阿里农产品电商白皮书), 중국현급지역 전자상거래 발전지수 보고(中国县
域电子商务发展指数报告), 수이창모형연구-서브시중심형현급지역 전자상거래 발전모형(遂昌模式研究――
服务驱动型县域电子商务发展模式), 타오바오촌연구 보고 2.0(淘宝村研究微报告2.0), 포용성의 혁신과 성장:
중국 전자상거래발전연구(包容性创新和增长:中国涉农电子商务发展研究)

2014

알리바바농산물전자성거래 백피서(阿里农产品电商白皮书(2014)), 중국 타오바오촌연구보고(中国淘宝村研
究报告(2014)), 중국신형농민연구보고(中国新农人研究报告(2014)), 신강전자상거래발전보고(新疆电子商
务发展报告)

2015

알리바바농산물전자상거래 백피서(阿里农产品电商白皮书(2015)), 중국 타오바오촌연구보고(中国淘宝村研
究报告(2015)), “인터넷+” 연구보고(“互联网+”研究报告), 농촌네트워크소비연구보고(农村网络消费研究报
告), 저장타오바오촌 연구보고(浙江淘宝村研究报告(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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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연도

보고서 제목

2016

중국 타오바오촌 연구보고(2016)(中国淘宝村研究报告(2016)), 2016년 신강인터넷상거래 발전연구보고
(2016年新疆网商发展调研报告), 2016년 귀향 전자상거래 창업 연구보고(2016年返乡电商创业研究报告),
2016년 중국 현급지역의 지역간 전자상거래 발전보고(2016年中国县域跨境电商发展报告), 수양모델-인터넷
+삼농의 모범사례(沭阳模式——“互联网+三农”典范)

2017

중국 타오바오촌 연구보고 2017(中国淘宝村研究报告(2017)), 농촌상업연구보고(农村商业研究报告), 허저 전
자상거래3+3(菏泽电商“3+3”), 엔젤금융발전과 전자상거래: 중국의 실천(普惠发展和电子商务:中国实践)

출처: 알리연구원 자료 정리.

2014년 알리바바는 ‘천현만촌(千县万村)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향
후 3~5년간 100억 위안을 투자하여 1천 개 현급(县级) 단위에 서비스센
터와 1만 개의 촌급(村级) 단위에 서비스스테이션의 건립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물류와 정보의 도농간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농촌에서도 인터
넷으로 제품을 구입하고(网货下乡),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도시
로 판매(农产品进城)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때부터 알리바바의 농촌 타오바오(农村淘宝) 전략이 구체화되었다.
2016년 알리바바는 안후이성 딩위안현(定远县)과 협력하여 최초로 우
수한 농산물의 계약주문 농업프로젝트를 시도하였다. 농촌 타오바오 플
랫폼을 기초로 종자, 비료, 농기자재 구입부터 수확, 가공, 판매에 이르기
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였고, 육종, 선별, 재배관리, 재배기술 관련 서비
스가 제공되는 생산기지를 조성함으로써 완전한 가치사슬을 형성하였으며,
이로써 재배, 관리, 판매 등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
졌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우수농산물 계약주문 농업’의 발전모델이다.
2018년 2월 알리바바 자회사 알리윈(阿里云, 알리 클라우드)은 쓰촨
트취그룹(四川特驱集团), 더캉그룹(德康集团)과 협력하여, 인공지능시스
템 ‘ET 브레인’을 스마트 양돈(智能养猪)에 전방위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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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상 이미지 분석, 안면 인식, 음성 식별, 물류 계산 등의 기술을 활
용하여 돼지의 성장환경과 건강상태에 대해 정밀하게 파악하게 된다. 또
한 양돈시장의 수요·공급 빅데이터 분석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
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농업생산에 정보기술을 충
분히 활용함으로써 중국식 ‘정밀 타깃(精准)’ 축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
다. 2018년 4월 알리바바는 농촌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통·창
고·물류시스템 전문 업체인 후이통다공사(汇通达公司)에 45억 위안을 투
자하였다.
알리바바는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그 유
형은 다음과 같다. (1) C2C: 타오바오 등의 플랫폼을 통해 농민이 직접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판매한다. (2) B2C: 제3자 브랜드 및 소매 플랫폼
인 티엔마오(天猫)를 활용하여 중국 소비자에게 최고급 농산물의 구매 기
회를 제공하며, 이 플랫폼은 2012년 출시되었다. (3) B2B: 1688(알리바
바 산하의 소기업 거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량 판매 주체와 대
량 구매 주체를 연결해주는 인터넷 도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합작사, 용두기업, 대규모 농가가 생산한 농특산물을 타오바오마이지아
(淘宝卖家), 웨이신 상점, 오프라인 소매상에 위탁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농산물과 식품 관련 특산품관과 브랜드
관을 설치하여 잠재력과 생산력을 갖춘 농산물 생산 기업을 위해 브랜드
마케팅, 도매 거래 채널을 마련하였다. (4) S2B: 알리바바가 농촌 타오바
오를 통해 중국의 현급 지역에 전자상거래 서비스시스템2)을 구축하고 전
자상거래 생태계3)를 조성하였다. 현지 농산물 공급시스템 개편하여 온라

2) 현급 서비스센터, 촌급 서비스스테이션, 향촌 물류시스템을 연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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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자상거래 S2B모델을 구축하였고, 공급사슬을 강화하고 티엔먀오(天
猫) 등의 플랫폼과 연계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공급한

다. (5) S2C: 허마신선(盒马新鲜)은 알리바바가 시도한 소매부문의 혁신
모델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효율성이 높은 체험형 쇼핑센터이
다. 2016년 1월 출시하였으며 식음료업-소매업-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융
합한 것이다.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구매 혹은 체험할 수 있다.

1.2. 농촌 타오바오(农村淘宝) 발전 현황
알리바바의 최초 농촌 관련 프로젝트는 농촌 타오바오로 2014년 ‘천
현만촌(千县万村)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본격화되었다. 농촌 타오바오는
농촌지역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2년 말,
타오바오 사이트에 농촌지역에서 163.3만 개의 인터넷 상점이 등록하였
고, 그 가운데 농산물을 취급하는 상점은 26.1만 개이다. 농산물 판매 상
점은 2013년 초 39만 개에서 2015년 90만 개로 증가하였다.4)
‘타오바오촌(淘宝村)’은 농촌지역 네티즌이 지역경제와 전자상거래를
결합하여 만든 일종의 인터넷 창업 클러스터이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농촌주민들이 타오바오를 거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창업한 인터넷 상점
이다. 타오바오촌을 활용하는 농촌주민은 규모의 경제와 협업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3) 전자상거래 산업생태계는 촌샤오얼(村小二)과 타오바오 도우미(淘帮手)를 연계함.
4) 2016년에는 알리바바 계열의 소매업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티엔마오에서 1,000억 위안 규모의 농산물 소매
거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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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촌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교역 장소로, 농촌지역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촌
단위에 설립한다. 둘째는 교역 규모로, 전자상거래 연간 거래액이 1,000
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인터넷 상점의 규모로, 마을 단위로 인터
넷 상점 수가 100곳 이상이거나 마을 가구 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타오바오촌은 2009년 장수성 쑤이닝현 샤지전 동펑촌(江苏省睢宁县
沙集镇东风村), 허베이성 칭허현 동가오촌(河北省清河县东高庄), 저장성

이우시 칭안류촌(浙江省义乌市青岩刘村) 등 3곳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2014년 타오바오촌은 푸지엔성(福建省), 광동성(广东省), 허베이성(河北
省), 허난성(河南省), 후베이성(湖北省), 장수성(江苏省), 산동성(山东省),

쓰촨성(山东省), 톈진시(天津市), 저장성(浙江省) 등 10개 성시(省市)에서
212개로 증가하였다. 2016년 타오바오촌은 중국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
으로 확산되었으며 총 1,311개까지 증가하였다.

표 4-3

2009~2017년 타오바오촌 분포 현황
(단위: 개)

연도

수량

분포 지역

특징
3 타오바오촌의 출현

2009

3

2013

20

2014

212

10 발전·확대의 시작

2015

780

17 빠른 발전 및 확산

2016

1,311

18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해지역에 밀집

2017

2,118

24 상품 다양화, 서비스 품질 향상, 공익 추구

— 지역별로 산재되었으며, 비교적 소규모

자료: 중국 타오바오촌 연구보고(2017년)(中国淘宝村研究报告(2017年)).

2017년 타오바오촌은 2,118개로 늘어났고 인터넷 상점 수도 49만 개를
초과하였다. 직접고용 인원은 약 130만 명이고 판매액은 1,200억 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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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하였다. 타오바오촌 인터넷 상점 점주의 연령대는 젊은 편으로 30세
이하 청년 점주의 수는 전체의 51.8%를 차지하였다. 이들 청년 점주는 귀향·
귀촌 후 창업한 사례가 많다. 이들의 창업으로 마을은 활기를 되찾고 있
고, 농촌 잔류 아동5) 문제나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타오바오촌은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저장성, 광동
성, 장수성의 타오바오촌은 각각 779개, 411개, 262개로 상위 3위를 차
지하며, 이 성들에 분포한 타오바오촌이 전체 비중의 68%를 차지한다.
중국 중·서부 지역에서도 타오바오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중·
서부 지역의 타오바오촌은 총 68개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하였다. 그중
에서도 광시(广西), 구이저우(贵州), 충칭(重庆), 산시(山西), 샨시(陕西)와
신장(新疆)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4-1

2017년 각 성별 타오바오촌 분포 현황
(단위: 개)

1,000
800
600
400
200
0
저장

광동

장수

산동

푸지엔

허베이

허난

기타

주: 기타 지역은 17개 성시가 포함됨.
자료: 중국 타오바오촌연구보고(2017년).

5) 留守儿童, 젊은 부부가 도시에 나가 농민공으로 일하는 경우, 농촌의 조부모 등에 맡겨진 아동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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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2017년 전자상거래 창업이 가장 활발한 10대 타오바오촌

순위

도시

구현(区县)

진·가도(镇/街道)

촌(村)

1

광저우시(广州市)

바이윈구(白云区)

타이허진(太和镇)

타이위안촌(大源村)

2

광저우시(广州市)

바이윈구(白云区)

징시가도(京溪街道)

시뉴자오촌(犀牛角村)

3

광저우시(广州市)

판위구(番禺区)

난춘진(南村镇)

리런통촌(里仁洞村)

4

후저우시(湖州市)

우싱구(吴兴区)

즈리진(织里镇)

따허촌(大河村)

5

지에양시(揭阳市)

푸닝시(普宁市)

치웨이가도(池尾街道)

샹랴오촌(上寮村)

6

후저우시(湖州市)

우싱구(吴兴区)

즈리진(织里镇)

허시촌(河西村)

7

후저우시(湖州市)

우싱구(吴兴区)

즈리진(织里镇)

친지아강촌(秦家港村)

8

진화시(金华市)

이우시(义乌市)

장동가도(江东街道)

칭커우촌(青口村)

9

광저우시(广州市)

화도구(花都区)

샤링진(狮岭镇)

리췬촌(益群村)

10

쑤저우시(苏州市)

창슈시(常熟市)

위샨진(虞山镇)

안딩촌(安定村)

주: 각 마을별 인터넷 상점 활력도 지수 순서임.
자료: 중국 타오바오촌연구보고(2017년).

진화(金华), 광저우(广州), 취안저우(泉州)의 타오바오촌은 규모가 비교
적 큰 편이며, 인터넷 상점의 점포수가 2만개가 넘는 타오바오촌도 있다.
후저우(湖州) 즈리진(织里镇)은 전국 최대의 아동복 생산 지역으로 의류
업이 발달해 있으며, 물류, 마케팅, 인력 훈련, 설계 등 산업 내부의 생산
연계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다. 광저우시, 후저우시 등지에서 전자상
거래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경제 발전 속도가 빠
르고, 교통,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관련 기초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도
매시장 혹은 제조업 클러스터가 갖춰져 있다.
타오바오촌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타오바오촌 클
러스터화 현상(‘타오바오진(淘宝镇)’6) 또는 ‘타오바오촌 클러스터(淘宝村
集群)’7))이 나타나고 있다. 타오바오촌 클러스터 지역에서는 인터넷 상

6) 하나의 향진(乡镇)이나 거리(街道)에 타오바오촌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타오바오진(淘宝镇)이라 명명함.
7) 10개 이상의 타오바오촌이 공간적으로 연접하여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타오바오촌 클러스터(淘宝村集
群)라 명명함. 타오바오촌의 수가 30개 이상일 경우, "대형 타오바오촌 클러스터(大型淘宝村集群)"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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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서비스상점, 정부, 협회 등이 긴밀히 상호작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
화시키고 있었다. 2016년, 타오바오진은 135개였다. 장수성 수양현(沭阳
县) 신허진(新河镇)과 장수성 쑤치엔시(宿迁市) 쑤청구(宿城区) 겅처진(耿
车镇)은 지역 내 다수의 타오바오촌이 설립되었고, 중국 동북부 및 중서

부 지역에서도 타오바오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2017년 타오바오진
수는 급속히 증가하여 242개에 이르렀고, 상위 3대 클러스터에 각각
104개, 75개, 74개의 타오바오촌이 분포하는 등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
다. 같은 해 신규 타오바오촌 중 72%는 기존 타오바오촌 클러스터에 설
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2017년 상위 10대 타오바오촌 클러스터

순위

현(시)

성

타오바오촌 수

주요 상품

1

이우(义乌)

저장(浙江)

104

일상잡화

2

웬링(温岭)

저장(浙江)

75

신발

3

차오현(曹县)

산동(山东)

74

공연복

4

루이안(瑞安)

저장(浙江)

54

신발

5

푸닝(普宁)

광동(广东)

52

홈웨어

6

쑤이닝(睢宁)

장수(江苏)

51

가구

7

푸장(晋江)

푸지엔(福建)

48

신발

8

쯔시(慈溪)

저장(浙江)

44

가전

8

용캉(永康)

저장(浙江)

44

헬스기구, 금속제품

9

수양(沭阳)

장수(江苏)

41

화목

10

르어칭(乐清)

저장(浙江)

40

전자전기제품

자료: 중국 타오바오연구보고(2017년).

일반적으로 1개 향진 구역 내 3개 이상의 타오바오촌이 설립될 경우
지역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타오바오진의 경제
적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타오바오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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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농촌은 창업 및 고용 기회가 창출된다. 전자상거래가 현지의 전통
산업에 도입되면, 해당 산업에 새로운 성장 잠재력이 표출될 수 있다. 거
버넌스 측면에서는 정부가 타오바오진의 농촌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준다. 지난 10년 간 타오바
오촌이 중국 농촌지역에 도입·확산됨에 따라 농업의 물류, 관리, 운영,
마케팅이 종합적으로 발전하였다. 가시적인 효과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었고 농촌지역에서 수요로 하는 공
산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었다.

1.3. 농촌 타오바오(农村淘宝) 프로젝트 특징
중국 농촌 전역에 타오바오촌이 확산되면서 농촌 사회·경제 전반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 개시 시점은 오래되지 않았
고 아직까지 지역적 분포가 불균형하지만, 그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2015~2017년 타오바오 수 증가율은 연평균 60%를 기록했고, 농민 소득
증대 및 농촌사회 발전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농촌 타오
바오’ 프로젝트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동시에, 농촌 인터넷 상점의 육성과 업그레이드에 기여하
였으며, ‘인터넷+농업·농촌·농민’ 전략 추진에도 도움이 되었다. ‘농촌
타오바오’는 농촌 비즈니스 생태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생산모델을 혁신
했고, 소매업을 발전시켰다. 또한 농촌에 공산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소비층을 확대하고 농민의 창업 및 취업기회를 증가시켰다. 그 뿐만 아니
라 농촌의 빈곤 퇴치에도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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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생산모델의 혁신
시장 정보는 농산물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생산자가 소비
자 선호를 정확히 파악할 수만 있다면, 맞춤형 생산물을 공급하여 경영소
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
를 기반으로 소비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농산물의 생산
과 공급을 조정할 수 있다. 타오바오 인터넷 상점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 분석을 하며, 농민 또는 인터넷 점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상품을 생산 또는 제공하도록 하여 농민의 소
득 증대를 촉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농산물을 생
산하고 판매하여 농민 소득을 증대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농촌
전자상거래연구보고(農村電子商務硏究報告)>에 소개되었다. 첫째, 펑제
(奉节)의 인터넷 상점은 크기, 당도 등을 포함한 네이블 오렌지의 판매 데
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네이블 오렌지의 재배방법, 상품의
등급 분류, 포장 등의 기술을 농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오렌지 나무
한 그루당 수익은 당초 300~400위안 수준에서 약 1,000위안으로 증가
했다. 둘째, 쌀 수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바오다오(珍宝岛) 쌀을 분기별
도 도정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3개월 이내 혹은 해당 월에 도정한 쌀을
구매하도록 했다. 그 결과 1주일에 1,500톤이 판매되었으며, 이는 현지
용두기업의 몇 년간 계약판매한 양을 상회한다.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
는 농업 생산측면에서 많은 혁신을 이루었다. 앞으로 인터넷기술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주문형 농업 및 스마트 재배(사육)이 이루어질 것이
다. 알리바바와 같은 IT기업은 농업 생산부문에 더 많은 혁신모델을 만들
어냄으로써 농업 현대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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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판매방식의 업그레이드
알리바바가 농촌에 진출하면서 농민이 도시민과 동일한 상품을 소비
하게 되었고, 농촌을 도시와 연결시켜줌으로써 농산물이 도시로 판매되
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대부분 ‘수집상’이 매
입하는 방식이었고, 이들이 농가가 직접적으로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창
구역할을 하였다. 또는 가공업체나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많은 중간
상인을 거치면서 거래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농가의 이윤을 대폭 축소시
킨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경우, 농민은 훨씬 많은 판매 채
널을 선택하여 소비자 혹은 가공업체와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판매
망을 다변화함으로써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기념일 혹은 연휴 특별행사를 진행하면, 시간
과 공간의 제약 없이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농촌
타오바오에서 진행한 설날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구이저우(贵州)
고추장은 5시간 만에 8만병이 판매되었고, 뤄촨(洛川) 사과는 11시간 만
에 90톤이 판매되었다. 간난(赣南) 레이블 오렌지도 250톤이 판매되었
다. 2016년 설날 기간, 농촌 특산물이 전국 31개 성시구(省市区) 및 359
개 도시로 판매되었다고 한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 중국 농촌
인터넷 판매액은 8,950억 위안을 기록했다. ‘타오바오촌’은 농촌 인터넷
판매의 전형적인 모델이고, 현지 특산물의 인터넷 판매를 통해 연간
1,000억 위안의 판매액을 기록하였으며, 심지어 판매액이 10억 위안을
초과하는 타오바오촌도 있다. 이로써 ‘농촌 타오바오’는 전통적인 판매방
식을 대대적으로 변화시켰고, 농민들에게 더 많은 판매채널을 제공하고
더 큰 수익을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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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농촌 소비층 다변화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민의 소비패턴도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
인다. 농촌지역의 교통, 인터넷 등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 농민들은 인터
넷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농촌 타오바오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농업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농민의 소비 범위가 넓어지고 그
수준도 향상되었다. <2017년 중국 설날 빅데이터 보고(2017年中国年货
大数据报告)>에 따르면, 2017년 설날 연휴기간, 농촌 주민이 가장 많이

구입한 상품은 가전과 식료품이었으며, 전체 비중의 25% 이상을 차지하
였다. 그 다음은 의복, 가구, 화장품 등의 순이었다. 해외상품 구매의 경
우, 영유아 용품의 구매 비중이 50.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식료품
(24.35%), 의복(17.68%) 순이었다.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의 소비 상품
은 점차 유사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전자상거래 가격은 오프라인 구매 가
격에 비하여 20% 이상 저렴하였고, 농촌 주민의 지출을 약 1,000억 위안
이상의 감소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민은 농촌 타오바오의 서비스센
터를 통해 의복, 가전, 농약, 화학비료를 비롯한 일용품과 농업 투입재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상품(슌레이(舒蕾) 샴푸)의 경우, 농촌지역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민 수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1.3.4. 창업·취업기회 확대
<중국 타오바오촌연구보고(2017년)>에 따르면 타오바오는 진입장벽이
낮고 중소기업과 개인 창업자 위주의 인터넷 창업 플랫폼이다. 풍부한 농
산물, 환경 등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견인하
여 농산업 가치사슬을 확장함으로써 농촌지역에 다량의 일자리와 창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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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창출한다.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는 다양하고, 탄력적이고, 농촌지역
에 근접해있다는 특징이 있다.8)
알리바바 연구원에 따르면, 타오바오촌은 평균 1개의 인터넷 쇼핑 사
이트가 증가할 때마다, 2.8개의 직접 취업기회를 창출한다. 전국적으로
볼 때, 직접고용 창출효과는 약 84만 개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
히, 2016년 12월 장수성 쑤닝(睢宁)의 경우, 40개의 타오바오촌에서 3만
6,900여개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고, 이를 통한 직접고용
창출효과는 약 20만 개로 추산되었다.
장수성 수양(沭阳)의 31개 타오바오촌에서는 전자상거래 창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생, 퇴역군인, 농민공 등이 창업을 위해
귀촌하였다. 수양현(沭阳县)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3월까지 수양
현 전체에 6,500여명의 귀촌 창업자가 있고, 그중 상당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꽃과 나무를 판매하고 있다.

1.3.5. 빈곤 퇴치에 기여
빈곤층은 대체로 농촌지역에 분포한다. 왜냐하면, 가용자원이 부족하
고, 생산기술이 낙후하여 생산성이 낮고, 판매채널이 제한적이어서 합리
적인 가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농촌주민 소득이 보편적으
로 낮기 때문이다.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를 통해 농민들에게 엔젤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본 부족 문제를 완화시켜주었다. 2017년 795개 빈

8)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의
고객상담센터 직원, 택배 배송원 등이다.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가구 업계의 목수, 배송원 등이다. 소
자본 창업, 인터넷 쇼핑몰의 택배업의 성장은 직접적인 취업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의 가치
사슬을 따라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고하며, 나아가 간접 취업기회를 창출해 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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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현(縣)이 인터넷 상점은행으로부터 경영자금을 대출받아 자금난이 해
소되었다. 수혜자는 약 20만 명이고, 대출 총액은 65억 위안에 달하며,
1인당 평균 3만 위안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창
업자금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중국 타오바오촌연구보고(2017년)>에서도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가
농촌 빈곤 퇴치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알리바바 소매업 플랫폼에
서, 국가급 빈곤현에 분포하는 타오바오촌의 수는 33개이고, 이들의 인
터넷 판매액은 370억 위안에 달했다. 성급 빈곤현에 분포하는 타오바오
촌은 400여 개 이상이고, 이 가운데 60개 빈곤현의 온라인 판매액이 1억
위안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동성 차오현(山东曹县)은 성
급 빈곤현으로 48개 타오바오촌이 분포한다. 2016년 10월 현 전체에 3
만 5천여 개의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보유하고 있고, 공연 의상, 가구 등
을 판매하여 6,300여명의 빈곤 인구가 빈곤에서 탈출했다고 보고되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를 통해 창업을 하거나 취업함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하
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농촌 타오바오’는
중국 빈곤 퇴치 사업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1.4. 타오바오촌(农村淘宝村) 사례
1.4.1. 수이창(遂昌) 모델: 소매 서비스형
수이창(遂昌) 모델은 ‘인터넷+협회+기업+농가’의 판매·유통모델로 중
개조직이 분산되고 영세한 농가를 대신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을 판
매한다. 협회 명칭은 수이전자상거래유한공사(遂网电子商务有限公司)로
수이창현(遂昌县)정부가 설립하였고, 기업과 협회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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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회는 생산물을 통합 관리하며, 농민합작사, 생산기지, 일부 영세 농
가 등 생산자를 물색하여 이들의 상품을 회원사인 저장·배송센터(마이터
롱 소매 플랫폼(麦特龙分销平台))에 집하한다. 이후 해당 상품을 판매사
이트에 올려 판매한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구매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을 소매 플랫폼에 전달하고, 소매 플랫폼은 상품 배송과 물류 업무를 진
행한다. 협회는 농산물 소매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산물 생산자와 타오바
오 판매상을 연결시킨다.
수이창현의 협회 역할은 업체에 무료 창업훈련을 제공하며, 공동구매,
창고서비스 제공, 배송, 물류, 포장 등의 운영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업
체들의 재고 해소와 리스크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물류업체
와 협상하여 물류비 상승을 막고, 창고 관리, 자금문제 등 협회원들의 관
심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수이창현의 협회의 본질은 전자상거래 종합서비스사업자를 현지화하
는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기초로 다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과 오프라인을 연계시키고, 공급상, 인터넷 상점, 서비스지원 업체(물류,
은행, 전자통신운영상 등)와 정부 등의 다수의 주체와 협력하여 현지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이창 모델은 현재 저장성(浙江省) 롱여우현(龙游县) 등 일부 현(县)
지역과 춘안현(淳安县)의 치엔다오호(千岛湖), 안후이성(安徽省)의 닝궈
현(宁国县) 등에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의
기타 지역에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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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수이창 농산물 전자상거래 판매모델 개요도

농촌

농산물 공급

온라인

농산물 수요

자금 흐름

소매, 정보서비스,
공공서비스 플랫폼

자금 흐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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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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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합작사
생산기지
제조사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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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흐름

농
산
물
수
요

온라인 구매
수퍼마켓

오프라인
품질
관리감독

체험·저장·물류·배송
운영 플랫폼

기타

도시

농산물 전문시장

물
류

도매시장
기타

자료: 알리연구원. 2013.01.24. 涉农电子商务分销运营模式在探索中升级. http://www.aliresearch.com/Blog/Article/detail/
id/17400.html

1.4.2. 샤지(沙集) 모델: 자발적 창업형
2006년 장수성(江苏省) 쑤닝현(睢宁县) 샤지진(沙集镇) 동펑마을(东风
村)에 3명의 청년이 귀향하여 창업하였다. 이후 농민이 전자상거래 플랫

폼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창업하는 경우를 샤지(沙集) 모델이라고 지칭
하였다. 샤지(沙集) 모델은 대표적인 공산품 중심의 타오바오촌 발전모델로
전자상거래 창업의 고용 창출 및 농민 소득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귀향 청년은 오프라인 창업의 단점9)을 극복하고자 전자
상거래를 활용한 창업을 시도하였다. 이후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가구를
생산하고, 티엔마오(天猫)와 타오바오(淘宝)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
비자들에게 가구를 판매하였다. 이들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자 많은 마을

9) 투자 비용이 크고, 안정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실패 리스크도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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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온라인 창업에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하였으며, 2017년 현재 마
을의 90% 이상 청년들이 모두 귀향 창업자이다. 사업 인프라도 초기의
‘단순 설비+간단한 택배’에서 ‘디지털 작업장+전문 물류센터’로 업그레
이드되었다.
샤지(沙集) 모델은 중국의 기타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수닝현
(睢宁县) 사례가 대표적인 발전사례로 꼽힌다. 수닝현(睢宁县) 정부의 통
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까지 수닝현(睢宁县) 전체에 40개의 타오바오
촌이 있고, 3만 6,900개의 인터넷 상점, 83개의 물류기업이 존재한다.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16억 위안이며, 2010년 대비 약 71배 성장하였
다. 또한 20만 개의 직접고용 창출효과가 나타났고, 1인당 평균 소득은
1만 6,200위안으로 현 전체의 평균 소득인 1만 3,820위안에 비해 약
17% 높다. 수닝현에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으며, 촬영,
설계, 교육훈련, 법률, 회계 등의 경영 관련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1.4.3. 수양(沭阳) 모델: 산업구조 고도화형
장수성(江苏省) 수양(沭阳)은 전통적으로 조경(묘목)산업이 발달했다.
농민들은 해당 지역 특화사업이었던 묘목을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하였고,
오프라인 재배와 온라인 판매를 결합하는 경영모델을 적용하였다. 수양
모델은 농촌의 기존 산업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을 통해 농업의 산업화를
이룬 사례이다.
농민들은 재배 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온라인 시장의 피드백과 수요
를 파악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묘목 품종을 연구개발하고 품종구성을 조
정하고 품질을 향상시켰다. 예를 들어, 수양지에차오 마을(沭阳解桥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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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보리, 조, 수수, 옥수수 대 등의 껍질을 벗기고 표백하고 염색하여
제작한 예술품을 판매하였다. 2018년 현재, 마을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말린 꽃 생산, 판매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해당 마을의 말린 꽃 온라인
매장은 630여개이고, 연간 판매액은 2.6억 위안, 직접고용 창출효과는
약 2,600여명이다. 마을 주민 1인당 소득은 2.2만 위안 수준이며, 2011
년 대비 2015년의 수양 묘목 산업의 토지 생산성은 32% 증가하였고, 주민
1인당 평균 순소득은 기타 마을에 비해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년간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통해 전체 묘목산업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다. 현재 이 마을의 생산 품목은 대형 녹화수목, 프로젝트용 묘목, 정
원분재, 생화, 다육식물, 소형 분재 등 약 3,000여 가지로 매우 다양하다.
수양의 생산 네트워크는 기존의 식물뿐만 아니라 화초 가공, 종이 화분
및 종이 상자 가공 등 가공 산업과 연계되어 있고, 관광 등 문화산업으로
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 밖에도 마을의 산업단지에는 대규모 꽃과 묘목
공급업체, 관련 자재 공급업체, 전자상거래 서비스업체 등이 클러스터를
이루었다. 수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의 본래 시스템과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창업하고 농산업을 혁신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농민을 부유하게 하고 농업의 경
쟁력을 높이고 농촌을 아름답게 하는 ‘인터넷+삼농(三農)’ 전자상거래 발
전모델을 실현하였다.

1.4.4. 차오현(曹县) 모델: 빈곤 퇴치 도모형
산동성(山东省) 허저시(菏泽市) 차오현(曹县)은 성급 빈곤현으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 지역 산업 발전에 활용됨으로써 빈곤문제가 완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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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외지 이주 주민들이 귀향하여 창업하는 선순환 모델이 만들어졌다.
2009년 차오현 다지진(大集镇)은 청장년층은 외지에 나가 일을 하고,
농촌 잔류 아동과 독거노인이 마을에 남아있는 전형적인 빈곤한 농촌이
었다. 2013년 딩루촌(丁楼村)과 장좡촌(张庄村)에 타오바오촌이 설립되
었고, 이곳에서 만들어진 공연 의상이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판매되었다.
이후 다지진 타오바오촌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전체 진(镇)에 27개의 타오바오촌이 형성되었고 인터넷 상점
은 2만 4,000여개로 증가했으며, 연간 매출액은 20억 위안에 달했다. 다
지진에서는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가공에 약 2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고, 5,000여 명의 이주 주민이 귀향하여 창업하였다. 2017년에는 다
지진 행정촌 전체에 타오바오촌이 설치되었다. 이후 차오현 정부는 외지
거주 청년 및 대학생들이 귀향하여 창업하도록 장려했다. 차오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다지진 귀향 창업자는 1,979명이었고, 대학생이
창업한 전자상거래 회사가 118곳이었다. 현재 많은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체가 차오현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차오현에서는 타오바오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2017년 차오현의 264개 빈곤마을(9개의 성급 빈곤마을 포함)과 2만 5천
개 빈곤집단(贫困群众)의 빈곤이 퇴치되었다. 차오현에서는 ‘전자상거래
+취업+교육훈련+저리융자’가 결합된 모델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소하였
다. 빈곤 농민에게는 구직 기회, 전자상거래 직업훈련, 개인 저리 대출 등
의 탈빈곤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는 빈곤 농민의 자립성을 키우기
위한 방편이다.
차오현의 빈곤 퇴치 운동이 성과를 거두자 허저시정부는 전자상거래
장점에 주목하였고, 시정부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서비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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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구축하였다. 2017년에는 시 전체(7현 2구)에 전자상거래 공공서
비스센터를 건립하였고, 장베이지구(江北地区)가 먼저 ‘천현만촌(千县万
村)’ 시범현으로 지정되어 3,000여 개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스테이션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인터넷을 통해 공산품이 농촌으로 유입되고 농산물
이 도시에 판매되는 채널이 형성되었다.

1.4.5. 청현(成县), 우공현(武功县), 통위현(通榆县) 사례
청현(成县)은 간수성(甘肃省)의 빈곤현(贫困县) 가운데 하나로 수이창
(遂昌) 모델처럼 협회를 설립하여 운용하였으나, 웨이신10)마케팅(微营销)
을 위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수이창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청현의 협회
는 합작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케팅을 직접 진행하
고 있다.
우공현(武功县)은 샨시성(陕西省) 시안시(西安市)에 위치한 빈곤현(贫
困县)으로 현지에 온라인 판매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공현에서

는 온라인 판매상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고, 시안시의 온라인 판매상이
우공현에 투자하여 농산물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지린성(吉林省) 통위현(通榆县)에서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인프라가 취
약하여 온라인 판매를 진행할 수 없었다. 통위현에서는 항저우의 서비스
업체를 초청하여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티엔마오(天猫)에 전문 매장을 개
설하였다. 현재 서비스 업체를 활용하여 농산물의 분류, 포장, 촬영, 브랜
드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급 브랜드화 상품으로 만들어 부가
가치를 높이고 있다.
10)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유사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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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사점
1.5.1. 비즈니스모델 관점
타오바오촌이 중국 전역에 분포함으로써 농촌지역 유통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왔다.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도시에 판매하고
도시에서 생산되는 공산물을 농촌지역에 판매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삶의 질을 높였고, 도시 주민의 소비효용까지 제고시켰다.
더 나아가 알리바바가 축적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패턴을 파악하
고, 이를 생산부문과 유통부문에 적용함으로써 맞춤형 생산을 통해 그 효
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과거 농업 가치사
슬에서 농민들은 생산단계에만 참여하였다면, 타오바오촌을 통해 소비자
와 직접 거래하는 소매단계까지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가공,
포장, 물류, 마케팅 등의 단계에도 자연스럽게 관여하게 되었다.
알리바바는 기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업·농촌부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모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시스템의 지속적
인 혁신을 꾀하고 있다. 소위 ‘신유통(新零售)’의 이름으로 온라인과 오프
라인 융합(O2O), 소매+체험형 쇼핑, 소매+산업생태사슬 등의 새로운 모
델을 기존의 시스템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허마신선(盒马新鲜)이다. 이는 소매부
문의 혁신모델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체험형 쇼핑센터이다.
즉, 대형 신선식품마트, 푸드 코트(food court), O2O가 결합된 알리바
바의 독창적 모델이다. 이는 소매와 체험형 쇼핑이 결합된 새로운 유통모
델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혹은 골목 신선식품슈퍼의 상권
범위가 반경 3km 이내이고 배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예약주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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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대부분 상점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반면, 허마신선의 경우 상
권 범위가 반경 5km에 달하고 배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약주문한
상품의 절반은 집에서 직접 수령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 유통모델
에 비해 경쟁력이 클 수밖에 없다.11)
알리바바는 비즈니스 영역을 유통부문에 국한시키지 않고 생산부문으
로까지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유통
부문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징둥(京
東)과 왕이(網易)의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왕이와 징둥은 각각 ‘깜찍

한 꽃돼지(猪小花)’와 ‘달리기 닭(跑步鸡)’을 브랜드화하여 양돈업과 양계
업에 뛰어든 것처럼 알리바바도 2018년 초 양돈업을 시작하였다. 무엇보
다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양돈업 발전에 관심이 많았다. 인공
지능시스템 ‘ET 브레인’을 스마트 양돈(智能养猪)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안면 인식, 음성 식별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돼지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체중, 사료 섭취량, 운동량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
여 사양관리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돼지 모돈의 새끼돼지 생산
량은 평균 3마리 증가했고, 자돈 폐사율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12) 이와 같은 양돈산업의 혁신발전은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중국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알리바바가 양돈산업에 뛰어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11) 雲陽子, 爲什麻說盒馬O2O是阿里新零售的一號工程?(2017.2.18.) (http://www.ebrun.com/20170218/
216100.shtml)
12) 新農村物流, 終于! 馬雲也開始養猪了, 他究竟圖啥?(2018.2.8.) (http://www.sohu.com/a/221661760_
10009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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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공유가치창출 관점
타오바오촌은 농촌 일자리 창출 및 빈곤 퇴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
다. 전자상거래라는 저비용의 유통채널을 기반으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
하였고,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특히, 도시로 이주했던 청년들을
유인함으로써 도시부문의 고용 부담을 경감시킨다. 알리바바 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중국 타오바오연구보고(2017))>에서는 전국 타오바오촌
이 2,118개로 전년(1,311개) 대비 62% 증가했고, 타오바오진(鎭)은 242
개로 전년(135개) 대비 79% 증가했다. 타오바오촌 대부분이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동부지역에 분포한다. 최근에는 중·서부지역에서도
타오바오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6년 25개였던 중·서부지역 타
오바오촌은 2017년 68개까지 증가했다. 전국에서 타오바오촌이 가장 많
은 도시 중의 하나인 산동성 허저(菏澤)시의 예를 들면, 2017년 타오바오
촌이 168개로 산동성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 지역 타오바오촌
점주 수의 51.8%가 30세 이하의 청년이다. 이는 타오바오촌이 청년 창
업의 요람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2017년 9월까지 이 지역 타
오바오촌 점주 중 약 6,500명이 귀촌하여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생, 퇴역군인, 농민공 등 그 신분이 다양하며, 취업분야도
사이트 운영뿐만 아니라 설계, 제조,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한다.
<중국 타오바오연구보고(2017년)>에 따르면, 전국 2,118개 타오바오촌
가운데 활성화된 상점은 약 49만 개이며, 상점 1개가 활성화되면 2.8개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는 직접고용효과이다. 즉, 타오바오촌이 활성화되
면서 전국적으로 약 130만 개의 직접고용효과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타오바오촌이 풀뿌리 창업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셈이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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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오촌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로 농촌 주민의 빈곤 탈출에 기여하
고 있다. 무엇보다 빈곤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
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알리바바의 역할이 중요했고, 그 외에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교통,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2014년 중국 정부가 국정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한 ‘정
밀 타깃 빈민 구제(精準扶貧)’정책을 자사 비즈니스와 연계시킴으로써 농
촌지역 빈곤인구 감소에 일조하였다. 2015년 기준, 832개 국가급 빈곤
현에서 알리바바의 유통 플랫폼을 통해 1,517.6억 위안 상당의 물품을
소비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한 것이다. 이중 소비액
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현의 수가 505개에 달한다. 알리바바를 통한 물
품 구매로 이 빈곤지역의 소비자들은 약 300억 위안의 지출액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빈곤현에서 알리바바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 실
적은 215.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판매액이 1억 위안 이상인 현의 수도 38개에 달했다.13)
<중국 타오바오촌연구보고(2017년)>에 따르면, 국가급 빈곤현에 분포
하는 타오바오촌의 수는 33개이고, 성급 빈곤현에 분포하는 타오바오촌의
수는 400여 개로 알리바바의 유통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빈민 구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17년 알리바바는 베이징에서
농촌 타오바오를 앞세운 농촌 진흥을 통한 빈민 구제 전략을 발표하였다.14)

13) 中國網, 阿里巴巴農村淘寶: 電商扶貧 扶貧新思路(2016.10.21.) (http://cul.china.com.cn/2016-10/21/
content_9105404.htm)
14) 발표회 주제는 ‘新供給新農村新零售-農村淘寶興農扶貧戰略發布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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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흥농(興農)채널을 개설하였다. 세부 창에는 흥농빈민구제
관, 빈민구제스토리, 기술흥농(농자재·농기구, 농업투자·기업 유치), 농가
특산물 등이 있다. 흥농채널에서는 빈곤지역에서 생산하거나 발송하는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이와 함께 재배-저장-물류-판매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연계시키고 전 과정을 정비하여 농산물 공급을 표
준화하고 품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을 높
이고 도시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다. 취급하는 농산물의 규격 및 품질을 표준화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를 적용하여 ‘淘鄕甛’으로 브랜드화하였다. 또한 농촌 생산지와 도시 소
비자의 식탁을 연결해준다는 의미에서 ‘淘鄕甛-城市餐桌’이라는 홍보전
략을 수립하기도 하였다.15) 이로써 알리바바는 농촌 빈곤 퇴치를 위한
또 다른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표 4-6

알리바바 타오바오촌에 대한 CSV관점의 평가

구분
시장 여건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농촌 주민은 농산물 생산자이자 공산품 소비자로 타오바오촌 전자상거래
소비단계를 포함한 전체 산업
를 통해 농산물 판로 확보와 공산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효용이 높아졌다.
발전에 기여하여 사회적
도시 주민의 경우도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을
효용을 증대시켰는가?
소비함으로써 효용이 제고되었다.

비즈니스 환경

기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었는가?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IT기술이 접목됨으로써 생산모델의 혁신, 판매방식의
업그레이드를 가져왔다. 특히, 농촌의 교통, 통신 인프라가 개선되고 이에
기반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가치사슬의
수직적 연계

전체 가치사슬이
업그레이드되었는가?

과거 생산단계에 국한되었던 농산물의 가치사슬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
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된 가공, 포장, 물류,
마케팅 등의 단계를 거치기도 한다.

15) 環球網, 農村淘寶興農扶貧戰略啓動 開通興農扶貧頻道(2017.8.22.) (http://tech.huanqiu.com/internet/
2017-08/111618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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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속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가치사슬 내
수평적 협업

각 활동주체들의 편익이
극대화되었는가?

알리바바는 타오바오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여
수익을 창출하였고, 농가는 생산성 향상,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비용 감
축, 부가가치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고, 교통, 통신 등의 인프라를 구축
한 지방정부는 기업활동에 따른 세수가 늘어남으로써 편익이 증대되었다.

지원활동 내용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활동을 통해 CSV를
실현하였는가?

빅테이터 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생산모델을 혁신하도록 하였고,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였고,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농촌 빈곤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하였다.

활동주체 간
파트너십

타 지원활동주체와 원만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는가?

타오바오촌 설립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인프
라가 취약한 지역의 교통, 통신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타오바오촌이 지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모델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협력
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 않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타오바오촌 수에서
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잘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윤 추구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였는가?

타오바오촌 수와 이를 통한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수
익으로 이어진다. 농촌지역의 전자상거래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
에서 잠재적 수익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자료: 필자 작성.

2. 왕이웨이양(網易味央)
2.1. 진출 개황
왕이웨이양은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왕이(网易)의 자회사이며,
왕이를 대표하는 농업 브랜드로 양돈산업의 혁신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2009년 왕이의 CEO 딩레이(丁磊)가 광둥성(广东省) 양회(两会)16)에서
양돈산업에 투자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농업생산경영모델을 만들
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양돈장
설립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후난성(湖南省), 장시성(江西省), 저장성(浙江

16) 人民代表大会와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를 통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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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 등을 둘러보았고, 저장성의 안지현(安吉县) 20여 곳을 집중 검토한

결과, 샤오웬춘(孝源村)이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토양
오염과 지하수 변화 현황, 토양조건, 생물사육의 안전성, 교통 인프라, 기
타 사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사업지 총면적은 약 80헥타
르에 달한다.
왕이웨이양은 소위 ‘제4세대 사육모델’을 도입하여 양돈업의 혁신을
꾀하고자 하였다. ‘제4세대 사육모델’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첨단
화, 자동화, 전문화를 특징으로 한다. 스마트 카메라로 전 사육과정을 관
리함으로써 단 6명의 관리자가 양돈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양돈장에
서는 돼지의 건강 상태, 사료 섭취량, 배설물 상태 등을 감응 신호 장치
를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한다. 사육장의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통제하
고, 정해진 장소에서 배설하도록 하고, 분변을 전문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최적의 사육환경을 유지한다. 이는 돼지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 발생률
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스템화, 표준화, 현대화된 사육방
식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였고, 동물복지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11년 3월 양돈기지 설립 대상지가 저장성의 안지현으로 결정된 이후,
‘스마트 사육’을 실현할 수 있는 돈사를 두 차례에 걸쳐 건립하였다. 이후
사육되어 왕이웨이양 브랜드를 달고 처음 출시된 돼지고기는 2014년 왕
이의 구내식당에서 최초로 선을 보였다. 2015년 12월 개최된 세계 인터
넷대회의 연회에도 공급되었다. 2016년 11월 우전(乌镇)에서 개최된
CEO 연찬회 이후, 왕이웨이양은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중국 인터넷업계, 식품업계와 농업계로부터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왕이
라는 브랜드와 농업이 결합되어 대중의 호기심을 크게 자극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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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왕이웨이양의 돼지 한 마리에 8만 8,801위안, 1kg에 1,000
위안으로 판매되어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같은 해 왕이웨이양
흑돼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왕이카오라(網易考拉)와 인터넷 쇼핑몰
인 왕이옌시엔(網易严选)에서 판매되고 있다.

2.2. 진출 특징
왕이웨이양은 양돈산업을 타깃으로 하여 산업의 혁신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IT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자체 유통망과 연계시켰으
며, 그 과정에서 동물복지와 생태농업 실현,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사
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왕이웨이양의 농업부문 진출에서 나타
난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돈산업의 혁신을 목표로 하였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면서 소비국이다. 그러나 중국의 양돈산업은 여전히 낙후한 상
태이다. 개별 양돈농가의 규모도 매우 영세하고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배
출되는 분뇨는 토양과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통계로 살펴보면,
양돈산업 사육단계까지의 연간 시장규모는 1조 위안이고, 사료, 도축, 돈
육제품 등 전후방산업까지 포함하면 시장규모가 2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세한 사육농가의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으며, 연 출
하두수가 500두 이상인 농가 비중은 약 40%이고 나머지 60%는 순수입
이 10만 위안 이하이다. 연 출하두수가 500만 두 이상인 기업은 존재하
지 않으며, 5대 양돈기업의 총 출하두수는 약 2,000만 두로 연간 출하두
수가 7억 두인 중국 양돈시장에서 많지 않은 규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이는 양돈산업의 혁신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농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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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출한 것이다. 중국의 전통적 사육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
효율, 안전, 자원 절약, 환경 친화적 제품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
육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대표적인 ‘인터넷+현대농업’ 기업으로 인
정받고 있다.
둘째, 기업이 보유한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였다. 스마트 카메라, 감응
신호 장치 등을 이용하여 돼지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한 사양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운영상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원
격관리가 가능하여 노동력 투입이 최소화된다. 제4세대 사육모델의 핵심
은 바로 IT기술과의 접목이다.
셋째, 자체 유통망을 활용한 동시에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
었다. 왕이웨이양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웨이양 브랜드를 달고 대형 온
라인 플랫폼인 왕이카오라와 인터넷 쇼핑몰인 왕이옌시엔에서 판매된다.
이와 같은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웨이양 흑돼지고기 가격은 기존의 프리
미엄 흑돼지고기의 평균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배송서비스가 가능한 부위는 동일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부
위별 가격을 달리하는 타 브랜드와 차별화하였다. 자체 유통망을 활용함
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홍보효과도 극대화하였다. 특히, 웨
이양의 마스코트인 ‘깜찍한 꽃돼지(猪小花)’를 캐릭터화하여 젊은 소비층
을 겨냥하였다. 또한 캐릭터를 상품화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풍부하
게 하고 기업 내 타 상품의 이미지 간접홍보 효과도 기해할 수 있다.
웨이양은 기존 유통망을 활용하는 동시에 이를 크게 개선하였다. 돼지
고기를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정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회 배송
되는 분량은 4인분 세트이며, 이는 소규모 가족의 고기 수요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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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인분은 350g이다. 정기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주로
영유아나 노인이 있어 식품안전에 더 관심을 갖는 계층이다. 신선식품의
특성상 저온저장 배송을 기본으로 하고 최장 36시간 내에 제품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수령할 수 있도록 배송시간을 탄력적으
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배송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제
품을 반품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 밖에도 돼지고기제품은 완전 밀
폐·진공포장과 미러 알루미늄 속 포장을 사용하여 세균 발생을 억제하고
신선도 유지 및 열기와 습기 차단의 효과를 최대한 높였다. 아이스팩은
배송시간 동안 냉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빙점과 용량을 조정하였다.
넷째, 동물복지와 생태농업을 실현하였다. 웨이양의 양돈장은 생태 친
화적, 자동화와 지능화를 지향한다. 즉,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동물복지
를 추구하며 규모화 사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돼지우리는 강철로 만들어
설치가 용이하고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붕은 플루오로카본 도
료로 도포하였고, 이는 강수와 고온, 부식에도 강한 편이다. 돼지우리 내
부는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빗물 누수를 막
았다. 또한 돼지우리 내부에 조명이 필요 없게 설계하여 에너지 손실을
줄였다. 흑돼지의 평균 점용면적은 2㎡로 하여 우리 바닥은 깨끗하고 건
조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왕이가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돼
지 변기(猪马桶)’는 양돈산업의 최대 난제인 오폐수 처리문제, 악취문제
를 해결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생태농업을 실현시킨 웨이양의 최대 성과
로 평가된다.17)

17) 웨이양 변기시스템은 돼지 배설물을 집중 수거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함. 돼지 배설물을 지하 배출관으로
빨아들인 후, 환경보호 처리시스템 과정을 거치면서 처리와 정화를 진행함. 정화 후 돼지 오줌은 깨끗한 물
이 된다. 돼지 배설물 중 고형 폐기물과 슬러지는 부드럽고 냄새가 없는 생물비료로 전환되며, 주변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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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양 양돈장은 곡물과 액체사료를 사용하며, 사료에는 항생제와 살
코기 성장 촉진제를 첨가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 사료공급시스템으로 운
영되어 사람이 직접 사료를 공급하는데 소모되는 인력자원을 절감하였
다. 이러한 사료 공급 시스템은 돼지들에게 사료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어 발육 저하에 따른 질병 발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결국 왕이는 이와 같은 동물복지와 생태농업 실현의 성과를 인정받아
중국농업국제협력촉진회의 동물복지국제위원회 이사회의 회원이 되었고,
제4차 중국 동물복지와 가금류산업 품질안전포럼 및 중국 축산업 운영
국제정상회의의 참가 요청을 받기도 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시도하였다. 왕이는 양돈산업에 진출
하면서 1억 위안 이상을 투입함에 따라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일조하였
다. 왕이웨이양은 양돈산업을 통해 구축한 현대농업 실현모델을 장시성
(江西省)과 협력하여 전파하고 있다. 즉, 관행적인 사육방식에서 발생하
는 환경오염, 낮은 품질과 브랜드 가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장시성의
농업 혁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왕이는 장시성 내에 투자 시 자사의 전
자상거래, 쇼핑몰 등의 기술과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
해 장시성 물류시스템의 강점과 연계하여 생산-가공-유통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확장하고 공고히 하고자 한다. 생산단계에서도 장시성 내 각
종 농산물 생산과정을 표준화, 규모화, 집약화하고 생태 친화적으로 혁신
할 계획이다. 또한 장시성 녹색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역할을
하고, ‘인터넷+’와 농업 공급측 구조 개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
드된 표준화, 규모화, 산업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기질비료로 판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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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사점
2.3.1. 비즈니스모델 관점
왕이웨이양은 생산단계부터 가공·포장, 물류·유통, 마케팅단계에 이르
기까지 양돈산업의 기존 가치사슬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생
산단계에서는 IT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사양관리와 비용 절감으로 생
산성과 품질을 높였다. 가공·포장단계에서는 포장단위를 규격화하고 표
준화하였으며 알루미늄 재질의 진공포장으로 세균을 억제하고 신선도를
유지하였다. 물류·유통단계에서는 자사 유통시스템을 기반으로 ‘정기배
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송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 반품을 허용함으로
써 새로운 소비층을 발굴함은 물론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마케팅
단계에서는 웨이양의 마스코트인 ‘깜찍한 꽃돼지(猪小花)’를 캐릭터화하
여 젊은 소비층의 선호도를 높였고, 캐릭터 상품화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
고시켰다. 왕이웨이양이 이와 같은 혁신을 통해 중국 양돈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것은 잠재적 발전 가능성 때문이다. 중국 소비자의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돼지고기를 포함한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양돈농가 대부분이 여전히 소규모이고 전통적 사육방식을 고수하
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
다. 이를 반증하기라도 하듯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속적인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중국의 돼지 수입량은 1,620톤에 달했다(중국농
업부). 왕이웨이양은 혁신을 통해 양돈산업의 가치사슬을 업그레이드시
킴으로써 돼지고기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할 것이다. IT분야 대표기업인
알리바바가 IT기술을 양돈산업에 전방위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의 혁신성
장을 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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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왕이웨이양의 중국 양돈산업의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부가
가치
업그레이드
가치사슬(新)
R&D

디자인

생산

가공포장

물류 유통

마케팅

물류구매
가치사슬(舊)

<생산 전 무형>

<생산 전 유형>

<생산 후 유형>

<생산 후 무형>
가치사슬 활동

자료: 필자 작성.

2.3.2. 공유가치창출 관점
왕이웨이양은 양돈산업 진출을 통해 혁신모델을 제시하였고 생산-가
공·포장-물류·유통-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양돈산업의 가치사슬을 자체
보유한 기술력과 유통 인프라를 통해 업그레이드시켰다.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은 단순히 생산성 향상만을 꾀하는 것이 아니다. 사양관리를 선진화
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동물과 환경 친화적으로 사양관
리를 함으로써 동물복지와 생태농업을 실현하였다. 즉, 내구성이 강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소재를 사용하여 돈사를 만들고, 돈사 내부는 위생
적이면서도 점용면적이 넓게 하였다. 또한 ‘돼지 변기’를 개발하여 주변
수질과 토양 오염의 주범인 분뇨 처리문제와 악취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와 같은 동물복지와 생태농업 실현으로 왕이가 중국농업국제협력촉진회
의 동물복지국제위원회 이사회의 회원이 되었다.
왕이는 양돈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사회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왕이의 양돈장은 장시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사의 현대화된 양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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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모델을 주변지역에 전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시성의 양돈산업 선
진화에 일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 시 자사의 기술력과 유통
플랫폼을 장시성의 물류시스템과 연계하여 생산-가공-유통으로 이어지
는 가치사슬 확장을 꾀하고 있다. 왕이의 비교우위인 유통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도 장시성 내 농산물 생산과정을 표준화, 규모화, 집
약화하고 생태 친화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시성 녹색산업 진
흥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표 4-8

왕이웨양의 양돈산업 진출에 대한 CSV관점의 평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시장 여건

∙ 소비단계를 포함한 전체 산업 ∙ 기업 자체 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프리미
발전에 기여하여 사회적 효용
엄 돼지고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효용을 증가
을 증대시켰는가?
시켰다.

비즈니스 환경

∙ 기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 ∙ 양돈산업의 혁신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비즈니스
었는가?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가치사슬의
수직적 연계

∙ 전체 가치사슬이 업그레이드 ∙ 생산-가공·포장-물류·유통-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되었는가?
을 업그레이드시켰다.

가치사슬 내
수평적 협업

∙ 각 활동주체들의 편익이 극대
화되었는가?

지원활동 내용

∙ 왕이웨이양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여 수익을 창출
하였고, 동물복지와 생태농업을 통해 기존에 지불해야 했던
직·간접적 비용을 줄였다.

∙ IT기술을 활용한 생산단계의 혁신, 기존 유통시스템의 개선(맞
춤형 상품 개발, 배송시간 단축, 상품규격 표준화, 캐릭터를 상
∙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활동을
품화한 마케팅 전략 도입)을 통해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하였
통해 CSV를 실현하였는가?
고, 동물과 환경 친화적 사양관리를 실시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였고, 지역사회(장시성)의 농업부문 발전과 상생협력
을 위해 기업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였다.

활동주체 간
파트너십

∙ 타 지원활동주체와 원만한 파
트너십을 형성하였는가?

∙ 장시성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양돈산업은 물론 기
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파트너가
되었다.

이윤 추구

∙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였는가?

∙ 상대적으로 저렴한 프리미엄 제품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캐
릭터를 이용한 홍보효과에 따른 신규 소비층 발굴을 통해 기업
은 이윤을 극대화 하였다.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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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둥(京东)
3.1. 진출 개황
징둥몰(京东商城)은 중국 B2C(상품을 대량 취급하는 생산자, 제조사
등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시장
의 가장 큰 3C(컴퓨터, 통신, 소비류 전자제품 등)제품 인터넷 구매 전문
플랫폼이다. 또한 중국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그 영향력이 큰 전자상거래 인터넷사이트 중 하나이다. 징둥몰은 1998년
6월 18일 설립되었으며, 회사 설립 초기 광자기 상품을 대리 판매하였으
며, 불과 2년 만에 중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광자기 상품 대리상으로
성장했다. 2003년 발생한 사스(SARS)가 전통적 소매업에 큰 충격을 줌
으로써 2004년 1월 징둥의 창업주 리우챵둥(刘强东)은 계열사를 전자상
거래에 진출시켜 ‘징둥멀티미디어넷(京东多媒体网)’을 정식으로 출범시
켰으며, 이후 IT업계의 선두주자로 부상하였다.
2007년 6월, 징둥멀티미디어넷은 징둥몰로 사명을 바꾸고 중국 B2C
시장에 새로운 면모를 과시했다. 그 후, 단기간에 거액을 투자하여 전국
적인 직영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2014년 5월 22일, 징둥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이로써 중국 최초
로 미국증시에 상장한 대형종합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되었으며, 전 세계
10대 인터넷 기업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나스닥 상장 초기의 징둥의
시가총액은 30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4년간의 발전을 통해 현재 징둥의
시가총액은 이미 600억 달러에 다다랐다. 2014년 징둥은 텅쉰(腾讯)과
MOU를 체결하고, 모바일 소설네트워크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모델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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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력하였다. 징둥은 이미 핸드폰단말기(手机客户端), 웨이신 쇼핑(微
信购物), 핸드폰QQ쇼핑(手机QQ购物)등으로 구성된 완전한 모바일 쇼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2015년 제4분기 모바일을 통한 주문량만 전체 주
문량의 61.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30% 이상 증가한 것이
다. 다른 전자상거래기업에 비해 징둥의 가장 큰 비교우위는 완벽하게 구
비된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말 기준, 징둥은 중
국 전역에 7대 물류센터, 50대 도시의 213개 대형 창고, 5,367개 배송거
점과 4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시설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징둥은 이
러한 기반 위에서 2015년 ‘징둥이 집 앞까지(京东到家)’를 출시하여, 소
비자들에게 반경 3km 내에서 온라인 및 마트 상품을 2시간 내에 신속하
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5년 징둥은 비즈니스 영역
을 급속히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농촌 전자상거래 분야로까지 진출하게
된다. 징둥의 농촌 전자상거래 전략, 즉 공산품의 농촌 진출 전략, 농촌금
융 전략, 신선농산물 전자상거래 전략 등이 이미 초기 성과를 내고 있었
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이미 약 800여개의 현급 서비스센터와 약
1300여개의 징둥 서비스 지점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5만 명의 농촌 배
송요원을 기반으로 12,000개의 향진(읍면)의 15만 개 마을의 25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중국의 도시부문은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나 광대한
농촌지역은 여전히 낙후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농촌경제 진흥과
농업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인터
넷+농업’발전모델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농업에서 현대화 농업으
로의 전환은 징둥을 비롯한 IT기업의 농촌시장 진출을 유인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또한 기존 전자상거래시장이 포화되고 온라인 고객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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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의류, 3C 전자제품의 점유율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새로운 경제영토인 농촌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
2015년 3월, 징둥농업전자상거래 부문이 설립되었고, 5월에는 첫 번
째 농자재기업의 입주를 유치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징둥과 ‘진정다
그룹(金正大集團)’이 MOU를 체결하고 직영과 POP 방식을 결합한 영업
을 시작했다. 그리고 8월 1일 징둥농자재 채널이 온라인 영업을 시작하
여 농민들에게 종자, 농약, 화학비료, 농기구 등의 농자재 상품과 전자상
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징둥은 중국 내 최초로 직영방식을 도입한
농자재 종합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되었다. 11월에는 징둥 농자재 채널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인터넷+농자재’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6년
1월에는 징둥농자재서비스센터 프로젝트가 정식 출범했으며, 2016년 상
반기에 농자재서비스센터 수가 1,000곳으로 늘어났다. 징둥은 9월에 중
국 농업전자상거래 혁신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고 중국 농산품 전자상거
래 플랫폼인 ‘이무티엔(一亩田)'과 MOU를 체결했으며, 12월에는 둔황시
엔펑종자기업(敦煌先锋种业)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년 3월에는 징
둥농자재와 i징둥 X사업부 조직이 ‘드론 식물보호 과학기술 서비스 연맹’
을 설립했다. 4월 9일, 징둥은 향후 드론을 이용해 식물보호 서비스를 시
작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징둥그룹의 물류, 금융, 신선식품 관리, 빅데이
터 등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스마트 농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동시에
제1호 ‘징둥농장’브랜드를 만들었다. 동시에 징둥 농업서비스 모바일앱
‘스마트 농업류(智慧农业类)’를 같은 날 출시했고, 징둥농업연구원도 함
께 출범했다. 6월에 징둥은 러농다오(乐农道)와 MOU를 체결하고 징둥농
업서비스센터의 업그레이드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국가표준연구원(国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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标准研究院)과 공동으로 농업전자상거래 국가표준을 제정했다. 11월에는

농자재 및 농약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농이왕(农一网)'과 MOU를
체결하고 징둥의 농이왕 플래그쉽 스토어를 정식으로 개통했다. 징둥은
현재 아래 그림과 같이 생산, 소매, 스마트 농업, 도시농업, 농업연구원,
농업종합단지 등 6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그림 4-4

징둥의 농업전략

•징둥 ‘달리기 닭’
•징둥 ‘헤엄치는 오리’
•‘연꽃 게’

•징둥-미쓰비시 합작
식물공장

소매부문

생산부문

도시농업

•장쑤성(江苏省)
허화촌(荷花村)

징둥
농업전략

스마트
농업
징둥농업
연구원

농업종합
단지

•징둥신선, 징둥지역관,
징둥빈민구제
•합작: 용후이(永辉)
•브랜드: 7Fresh
•징둥농업서비스 APP
•징둥농장: 드론방제
•전문가, 고문의 기술
지도

기타

•징둥농업대출서비스
•징둥빈민구제

자료: 鄭倫(2018).

3.2. 진출 특징18)
3.2.1.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소매부문 혁신
징둥몰은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이다. 징둥그룹에서 전자상거래는 주력업종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류, 도서, 3C 상품 등의
점유율 증가가 완만해지면서 징둥은 취급 품목을 농산물로 확대하였다.

18) 본 절의 일부는 9월 6∼8일 실시한 중국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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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초 징둥은 신선상품 채널을 출범시켰으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판매서비스 제공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시도하였다.
2016년에는 신선사업부를 설립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진출을 대내외적으
로 시사하였다. 이후 농산물 온라인 홍보와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 기반
을 마련하였다. 또한 징둥은 2002년 용후이마트(永辉超市)와 합작하여
소비자들이 ‘징둥이 집 앞까지(京东到家)’ 플랫폼에서 신선상품을 주문할
수 있게 하였다. 용후이마트의 전자상거래부문이 상품의 조달과 배송을
담당하였다. 이와 동시에 징둥은 오프라인 소매 편의점인 세븐프레시
(7Fresh)를 출시함으로써 신선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소매
모델을 시도하였다.
징둥이 농업부문에 진출한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
째 이유는 농산물이 필수 소비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일정 규
모의 매출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주요 IT기업
들이 농업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리바바 등과 경합하기 위해
서는 농산물 관련 서비스를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최근 의복,
도서, 3C 등의 상품 판매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온저장기술
이 발전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신선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그 매
출 증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징둥은 농산품 소매와 관련된
징둥신선(京东生鲜), 지역관(地区馆), 징둥빈민구제(京东扶贫) 및 세븐프
레쉬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알리바바(阿里巴巴)의 티엔마오 신선슈퍼
(天猫生鲜超市), 먀오신선(喵鲜生), 타오샹티엔(淘乡甜)과 허마신선(盒馬
生鮮)과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 두 기업을 비교하면, 알라바바

계열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전문화가 잘 되어 있어 시장의 수요에 더 잘
부합한다. 티엔마오 신선슈퍼는 일용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 더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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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먀오신선은 수입 신선상품 위주로 취급함으로써 고소득 소비층을
겨냥하고 있다. 타오샹티엔은 국내 우수한 농특산물을 취급한다. 한편,
징둥의 비교우위는 전체 산업연계망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알
리바바에 비해 농산물 생산기반이 더 탄탄하고 자체 물류배송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2.2. 소비자 지향적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2017년 징둥은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달리기 닭(跑步鸡)’ 프
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즉, 빈곤 농가에 농자금 대출과 사육장 설치를 지
원하고 닭 사육을 위탁하였다. 단, 닭에 보행기록 장치(만보기)를 달아
100만 보 이상 걷는 닭에 한해 시중가격 대비 3배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
여 징둥의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하였다. 그 후 ‘헤엄치는 오리(游水鸭)’
프로젝트도 시행하였고, 장쑤성의 홍저후(洪澤湖)에서 오리를 기르기 시
작했다. 2017년 6월에는 징둥그룹이 일본 미쓰비시 화학그룹과 합작하
여 식물공장사업을 추진하였다. 일본 미쓰비시화학그룹은 징둥에 식물공
장의 재배기술을 전수하고 징둥은 공장 건설과 상품 판매 부문을 책임지
기로 했다.
‘달리기 닭’은 징둥이 최초로 농업부문에 진출한 프로젝트이다. 또한,
이는 징둥이 추진한 허베이(河北) 우이현(武邑县) 농가를 대상으로 한 빈
민구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은 보행기록 장치
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밀
집사육에 비해 방목사육을 통해 생산한 닭의 영양가치가 더 높다고 인식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방목사육 닭과 밀집사육 닭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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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데 보행기록 장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
였다. 보행기록 장치를 부착한 방목사육 닭과 징둥의 온라인 홍보가 결합
함으로써 ‘달리기 닭’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다.
‘달리기 닭’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의 한계점도 드러났
다. 닭 사육기술 향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행기록 장
치를 부착하여 소비자 신뢰 구축에만 관심을 가졌다. 결국 방목사육 닭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보행기록 장치의 고비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였다. 결과적으로
‘달리기 닭’ 프로젝트를 규모화, 장기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
었다. ‘헤엄치는 오리(游水鸭)’ 프로젝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농업부문에서 징둥의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즉,
농업기술지도 및 생산조직 활성화가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접목되면
그것이 곧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된다. 2018년 연꽃마을(荷花村) 프로
젝트가 추진되어 ‘연꽃 게(荷花蟹)’가 곧 출시될 예정이다. 징둥이 연꽃
게 프로젝트를 통해 농업기술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와 상품의 경쟁력 강
화를 시도하게 된다.
징둥이 미쓰비시와 합작하여 식물공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는 농업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의미한다. 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8년
1월 베이징 통저우(通州)에 1만 제곱미터 규모의 생산 공장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다. 징둥의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 위해
서는 당면한 문제들이 많다. 식물공장은 일종의 고비용, 첨단기술과 장비
가 투입되는 영역이다. 이미 국내외 다수의 기업이 이 영역에 관심을 갖
고 이미 대규모로 투자했거나 향후 투자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식물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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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성숙하지 않았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된다는 점에
서 리스크가 큰 영역임에 틀림없다. 이에 식물공장에 대한 투자를 회의적
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첫째, 식물공장은 제약된 공간에서 채소를
재배해야 하므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다. 둘째,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채소가 잔류농약 등의 안전성에 있어 비교우위에 있지만 노지에
서 재배되는 채소의 식감을 유지하기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취약하다.
몇 년 전 일본 도시바의 식물공장이 고비용과 식감 부족 등으로 폐업한
사례도 있다. 셋째, 식물공장은 인위적 환경이므로 노지의 자연환경에서
재배되는 작물에 비해 영양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항암, 항노화
관련 영양소가 부족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2차 대사물질도 충
분치 않다고 한다. 넷째, 최근 노지에서 생태농업,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
업이 발전하면서 식물공장을 이용한 재배법과의 차별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둥이 식물공장분야에 진출하여 생
산부문의 혁신과 전자상거래 영역을 접목시킴으로써 어떠한 비즈니스 모
델이 형성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3.2.3.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복합발전 실현
2018년 3월 9일, 징둥은 장쑤성(江苏省) 쓰훙현(泗洪县) 인민정부와
공동으로 연꽃마을(荷花村) 조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징둥의 목표는 연
꽃을 테마로 하여 재배, 관광, 숙박, 오락 등 복합생태전원마을을 쓰흥현
에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현지 농민의 소득 증대와 빈곤의 조기 퇴
치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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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허화촌(하화촌) 프로젝트 개념도

농업

민속

연못, 수상마을 전경
민속, 야시장, 전통혼례

관광

연못, 게 섬(蟹島),
까마귀 섬(烏島)

체험

팜스테이, 수확체험,
특산물 만들기

과학기술
농업

연못문화

미식

특색있는 온실

특색 있는 미식촌

농업
무형문화

지역문화 전시

자료: 中國商網(2018.3.10.)에 기초해 필자 정리.

복합생태전원마을은 현대농업, 레저관광, 전원마을이 복합된 특색 있
는 마을이며, 농촌종합발전모델로 최근 몇 년 간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도
농균형발전의 모델이기도 하다. 연꽃마을 프로젝트는 징둥이 농업분야에
진출한 이후의 대규모 투자사업이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징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대효과를 예상한다.
1) 농업분야 투자의 점진적 확대
징둥의 당초 주력 사업부문은 전자상거래였고, 최근에 와서야 농산물
이 취급 품목에 포함되었다.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부문에도 관여함으로써 가치사슬을 확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 나
아가 농촌지역개발부문까지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 의미
에서 연꽃마을 프로젝트는 기존에 시도했던 ‘달리기 닭’, ‘헤엄치는 오리’,
‘연꽃 게’ 등의 개별 프로젝트 경험을 기초로 관광, 숙박, 체험 등의 요소
를 포함시킴으로써 농업지역의 종합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제4장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분석 ❙ 117

말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징둥의 농업분야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치사슬 확장
징둥이 앞서 추진한 ‘달리기 닭’, ‘헤엄치는 오리’, ‘연꽃 게’ 프로젝트
는 농업부문의 생산, 유통, 판매를 연계한 것이다. 연꽃마을 프로젝트를
통한 복합생태전원마을 조정은 기존의 가치사슬에 관광, 숙박, 체험 등의
서비스를 연계시킴으로써 가치사슬이 더욱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징둥
의 비즈니스 영역이 더욱 확대되어 더 다양하고 많은 잠재적 소비자를 확
보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를 근거리에서 상대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신뢰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이
확장됨으로써 각 단계별 거래비용이 감소하여 가격이 보다 저렴해진다.
또한 기업이 특정 부문의 가치사슬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상품의 표준화
및 품질 제고에 유리해졌다.
3) 지속가능한 타겟팅 빈민구제
연꽃마을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
시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본 프로젝
트를 통해 단순히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구성원
과의 상생도 하나의 중요한 목표이다. 빈민구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프로젝트 효과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기획단계부터 복합생태전원마을의 원활한 운
영과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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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성장 실현
2018년 4월 징둥이 선보인 ‘징둥농장(京东农场)’과 ‘징둥농업서비스
앱(京东农服App)’은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이다. 징둥은 향후 드론을 활용한 농림보호 서
비스를 발판으로 자사가 보유한 물류, 금융, 농식품, 빅데이터 등 분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스마트농업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다. 징둥농장(京东
农场)이 바로 그 브랜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징둥의 IT기술 적용 영역

이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에 국한되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IT기술
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농산물 생산, 물류, 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어 분산되어 있는 가용자원을 정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징둥농장
과 징둥농업서비스의 주요 업무 영역도 확대될 것이다.
2015년 말, 징둥은 드론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최초의 과제는 농
촌지역의 택배 배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2016년 징둥은 20만 개
농촌마을에 배송요원을 배치하였다. 드론은 먼저 마을주민이 구매한 상
품을 농촌배송센터에서 배송요원의 집까지 배달한다. 배송요원은 배달된
상품을 다시 상품을 주문한 농민의 집까지 배달한다. 징둥은 중국 최대의
직영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 수십 년에 걸쳐 방대한 물류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그러나 산간벽지에서의 전통적 배송방식은 상당한 배송비용을
요구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주문량이 많지 않아 배송요원 투입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크다. 이는 농촌지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론을 사용하면 배송비용을 대
폭 절감할 수 있다.
드론의 항공촬영과 자체 촬영기능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농

제4장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분석 ❙ 119

지보호, 안전순찰, 원격탐사 등의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하고 복잡한 업무는 드론 등의
IT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 농림업 식물보호의 영역에서 드론의 활용가치
는 매우 크다.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억 무(亩)의 경지 중 드
론을 이용한 식물보호가 적합한 면적은 약 1억 무(亩)에 불과하다. 그중
현재 실제로 드론을 이용해 식물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면적의 점유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비중이 40~50%에
달하는 것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동시에 중국에서 이 분야의 발
전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이 바로 징둥이
드론을 활용한 사업에 뛰어들게 된 동기이다.
2017년 8월 랴오닝성(辽宁省) 후루다오(葫芦岛) 싱청시(兴城市)에 대
규모 병해충이 발생했다. 5만 무(亩)의 땅콩밭이 병해충 피해에 직면했
다. 징둥 비행방재단은 20대의 식물보호 드론을 활용하여 농약살포 작업
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현지 농민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이는 징둥이
드론을 농업부문에 활용한 매우 성공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농업 생산
과정에서 식물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드론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관련 산업의 표준화 및 부대 서비스 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징둥은 이와 관련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식물보호 전용 드론을 판매하는 동시에 드론 운용에 필요한 각종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동북3성, 허난(河南), 산시(陕西) 등 농업
에 특화된 성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번기에 식물보호 작업을 위
탁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둥은 농촌마을마다 배송요원을 배치하고
있은 상황에서 이들은 평상시에 배송업무를 담당하면서 필요 시 식물보
호 드론 조종사로 투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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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둥은 드론을 이용한 식물보호 서비스 수요 창출과 서비스 제공을 위
한 인력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징둥금융을 통해 소
액대출서비스를 농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병해충 방제 서비스 이용 시 비
용 부담문제를 해소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징둥은 장쑤(江苏), 산시(陕
西), 베이징(北京), 후난(湖南), 구이저우(贵州) 등 주요 성 혹은 시에 소재

한 대학과 식물보호, 병해충 방제, 드론 운용 등과 관련된 창업자, 종사자
양성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징둥의 농업서비스 플랫폼에서 활동하게 될 것
이다.
징둥이 개발한 ‘징둥농업서비스 앱’에 ‘임무’, ‘교육’, ‘비행방제단’, ‘도
구’ 등 네 개의 창이 있다. 이를 통해 병해충 방제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
자를 매칭시켜주고, 드론 활용의 전 과정의 등록과 관리, 소요 예상 작업
시간 추정, 자원 배분과 데이터 분석 관련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징둥
농업서비스 앱의 핵심기능은 징둥이 대규모 플랫폼을 통해 관련 서비스
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드론 등의 장비를 안배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식물보호 수요자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것이다.

3.3. 시사점
3.3.1. 비즈니스모델 관점
징둥은 농업분야 진출을 통해 비즈니스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을 다변
화하였다. 먼저 비즈니스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도시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후 그 대상을 농촌주민으로 확대
하였다. 심지어 농촌에서 접근성이 낮은 산간벽지와 빈곤지역의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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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켰다. 둘째, 취급품목도 공산품, 가공식품
중심에서 농자재, 신선농산물로 다양화하였다. 농자재를 취급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높였고, 신선농산물은 하나의 특화상품으로 소비자의 수
요에 부응한 것이다. 셋째, 비즈니스 영역을 전자상거래에 기반한 유통부
문 중심에서 농업생산부문과 농촌지역개발부문까지 확대하였다. 생산부
문에서는 ‘달리기 닭’, ‘헤엄치는 오리’, ‘연꽃 게’ 등의 프로젝트, 식물공
장, 드론 방제 등의 사업을 이미 추진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
촌지역개발부문에서는 ‘연꽃마을’ 중심으로 복합생태전원마을을 조성하
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체험, 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 외에도 농업서비스 앱을 운영하고 드론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드론 방제와 연계하여 소액금융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유통부문에서
도 비즈니스 영역 확대로 전국적으로 연계된 물류시스템을 보완하고, 다
른 유통업체와 합작하여 소위 신유통(新零售)을 실현하고 있다. 넷째, 신
규 비즈니스 사업을 프로젝트형에서 프로그램형으로 규모화하였다. 기존
의 ‘달리기 닭’, ‘헤엄치는 오리’, ‘연꽃 게’ 프로젝트는 단일 품목 중심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투자 사업이었다면, 복합생태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일종의 농촌종합개발사업이며, 기존의 개별 프로젝트까지 아우르는 프로
그램형 사업이다. 이처럼 징둥은 유통부문을 생산부문과 서비스부문과
연계시킴으로써 농업부문의 가치사슬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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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징둥 농업부문의 가치사슬 확대
생산

- ‘달리기 닭’ 프로젝트
- ‘헤엄치는 오리’ 프로
젝트
- ‘연꽃 게’ 프로젝트
- 스마트팜(식물공장)
- 드론 방제

유통
- 전자상거래
- 전국적 물류시스템
- 합작: 진정다그룹,
이무티엔, 러농다오,
농이왕, 용후이마트

서비스
- 복합생태전원마을
(연꽃마을) 조성(관광,
체험, 문화 등)
- 농업서비스 앱
- 드론 배송
- 소액금융
- 빅데이터 활용

자료: 필자 작성.

3.3.2. 공유가치창출 관점
징둥은 자사의 주력업종인 물류·유통부문의 취급품목을 신선농산물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을 생산부문과 농촌지역개발을 통
한 관광, 문화, 체험 등의 컨텐츠를 제고하는 서비스부문으로까지 확장함
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빈민구제를
하나의 영업 목표로 설정하고 빈곤 농가를 가치사슬에 참여시킴으로써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즉, 빈곤 농가에 ‘달리기 닭’ 사
육을 위탁하여 100만 보 이상 걷는 닭을 시중가격 대비 3배 높은 가격으
로 수매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켰다. 이와 함께 소액대출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운용자금 부족으로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는 빈곤 농가
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빈곤 농촌지역을 타깃으로 복합생태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빈곤
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수준을 제고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징둥은 단순히 기업의 이윤 창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구성원과의 상생도 구현하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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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징둥의 농업부문 진출에 대한 CSV관점의 평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소비단계를 포함한 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켰는가?

∙ 소비자의 수요에 근거하여 신선농산물 공급채널을 신설하고, ‘징둥이 집
앞까지’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달리기 닭’, ‘헤엄치
는 오리’, ‘연꽃 게’ 등의 상품 발굴로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복합생태전원마을 조성을 통해 소비자의 관광, 체험, 문화 등에 대한 수요
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적 효용을 크게 증대시켰다.

비즈니스 환경

기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었는가?

∙ 드론을 이용한 배송 및 병해충 방제, 보행기록 장치(만보기)를 이용한 상
품 개발 및 이미지 제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장 분석 및 서비스 혁신,
스마트팜 건설 등 IT기술 접목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었다.

가치사슬의
수직적 연계

전체 가치사슬이
업그레이드되었는가?

∙ 징둥의 농업부문 비즈니스의 가치사슬이 유통부문 중심에서 생산부문과
서비스부문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즉, IT기업이 주도하는 농업·농촌부문
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발굴되어 가치사슬이 업그레이드되었다.

각 활동주체들의 편익이
극대화되었는가?

∙ 징둥은 비즈니스 영역을 유통부문 중심에서 농산물 생산과 지역개발사
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까지 확장함으로 수익창출모델을 다변화하였다.
∙ 징둥과 협력한 유통·생산기업들은 징둥이 보유한 물류시스템을 활용함
으로써 효용을 높였다.
∙ 징둥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농가는 판매처 확보, 취업기회 확
대, 소액금융서비스 활용, 빈곤 퇴치 등의 편익을 가져갔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활동을 통해 CSV를
실현하였는가?

∙ 빈곤 농가에 ‘달리기 닭’ 사육을 위탁하여 100만 보 이상 걷는 닭을 시중가
격 대비 3배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빈곤 농가에 소액대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수매한 닭고기는 기업 자체 전자상거
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여 비즈니스와 연계시켰다.
∙ 복합생태전원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빈곤마을에 ‘연꽃마을’ 프로젝트는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였다. 즉, 농산물 생산,
관광, 체험, 문화 등 다양한 컨텐츠의 비즈니스를 추진하여 단순히 기업의
이윤 창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구성원과의 상생도 구현하자
고 하였다.

가치사슬 내
수평적 협업

지원활동 내용

활동주체 간
파트너십

이윤 추구

∙ 유통부문에서 ‘진정다그룹’, ‘이무티엔’, ‘러농다오’, ‘농이왕’, ‘용후이마
트’ 등과 합작을 통해 각 주체들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영역
을 확대하였다.
타 지원활동주체와 원만한
∙ 생산부문의 ‘달리기 닭’, ‘헤엄치는 오리’, ‘연꽃 게’ 프로젝트는 현지 농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는가?
의 협력에 기반하여 추진되었다.
∙ 복합생태전원마을인 ‘연꽃마을’ 조성은 지방정부의 지원과 현지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었다.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였는가?

∙ 징둥은 농업부문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여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을 발굴함으로써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활로를 모
색하였다. 또한 자체 물류시스템에 기반한 다른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
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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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관련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1. 정책 개요
2. 세부 정책
3. 중국과 한국의 정책 비교

1. 정책 개요
중국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삼농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
끼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위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협력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민
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이다. 민간부문은 자본, 기술
과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고,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민간부분의 투
자여건을 조성한다. 2013년을 기점으로 사회자본(상업자본 혹은 민간자
본)의 농촌 투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피력되었다. ‘중앙1호 문건’에서
도 사회자본의 농촌 진입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2013년 이전에는 농촌의 사회조직, 농촌금융 육성 등 자본 투입 관련 내
용을 일부 다루었으나, 도시 상업자본의 농촌 투자 관련 내용은 없었다.
2013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사회자본의 새로운 농촌건설 참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고, 2014년, 2015년 중앙1호 문건에서
는 각각 농촌금융, 농촌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며 사회자본의 농촌 투자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된다. 그리고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인터넷,
모바일 등 IT기술을 농업·농촌부문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이 나타난다.
2016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였고, 2017년에는 현대적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 전자상거래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2018년에는 농촌진흥전략의 일환으로 1·2·3차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도별 중앙1호 문건에서 다룬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사회자본의 농촌
진출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그 분량이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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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회자본 관련 내용이 199자에 불과했으나 이후 그 내용이 지속
적으로 증가해 2018년 809자에 달했다. 이를 통해 사회자본의 농촌 진
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중앙1호 문건에서 언급된 사회자본의 농촌 투입 관련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는 몇 가지 정책적 목표를 통해 사회자본의 농업 진출
을 유도하고 있다. 1) 도시 상업자본에 농촌금융 건설 참여를 장려하여
농업부문의 금융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시킨다. 2) 도시 상업자본을 농업
부문의 1·2·3차 산업과 융합시킨다. 특히, 농산물 생산과 가공업을 결합
하여 산업의 가치사슬을 긴밀히 연계시킨다. 3) 상업자본을 농촌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농촌 기반시설의 현대화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 4) 상업자본을 활용하여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혁신시키고, 농
촌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하여 현대화된 농산물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현대화된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장려한다. 5) 상업
자본을 농업부문에 투입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 인적자본 유출 등의 문제
를 해결한다.
둘째, 중국 정부의 IT기업을 포함한 사회자본의 농촌 진출에 대한 정
책적 지원이 보다 구체화되고 지원 역량도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원
영역이 농촌금융, 농촌 인프라, 식품산업, 1·2·3차 산업 융합 등으로 확
대되었고, 지원 방식도 시범사업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중국 정부는 IT기업의 농촌 진입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유도
한다. 즉,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에 집중하도록 하거나 농업의 1·2·3차
산업 융합하여 가치사슬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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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조속한 현대농업발전과 농촌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
中共中央、国务院关于加快发展现代农业进一步增强农村发展活力的若干意见

문서 제목

중앙1호 문건 제목 및 사회자본의 농촌 투입 관련 내용

사회자본의 새로운 농촌건설 투입 장려
鼓励社会资本投身新农村建设

언급 내용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농촌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몇 가지 의견
中共中央、国务院关于实施乡村振兴战略的意见

자료: 각 연도별 중앙1호 문건.

2018

농촌의 1·2·3차 산업의 융합 추진으로 사회인재와 사회자본의
농촌 진입 장려
推动农村三产融合；鼓励社会人才和社会资本进入农业

809

614

202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농업 공급자 측의 심도 있는 구조 개혁 추진을 통한 농업과 농촌발전의 새로운
현대적 식품산업 구축 : 농촌의 전자상거래 발전
2017 기능을 조속히 육성시키기 위한 몇 가지 의견
打造现代食品产业；发展农村电商
中共中央、国务院关于深入推进农业供给侧结构性改革加快培育农业农村发展新动能的若干意见

사화자본의 농촌 인프라 건설 투입 장려
鼓励社会资本投入农村基础设施建设

315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을 통한 농업현대화 건설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
中共中央、国务院关于加大改革创新力度加快农业现代化建设的若干意见

184

199

관련 내용 분량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발전에 관한 새로운 이념을 실현시켜 농업현대화를 촉진하고 전면적인 소강사회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이 농업·농촌 농민을 위하여 서비스
2016 를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
하도록 유도
中共中央、国务院关于落实发展新理念加快农业现代化实现全面小康目标的若干意见
引导互联网金融、移动金融为三农问题服务

2015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농촌개혁을 통한 조속한 농촌현대화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사회자본 농촌금융 구축 추진 지원
2014 의견
支持社会资本进行农村金融建设
中共中央、国务院关于全面深化农村改革加快推进农业现代化的若干意见

2013

연도

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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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에 ‘인터넷+’ 방식을 도입하여 농업을 현대화하고,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인터넷 등 현대 정보기술을 응용하
여, 농업 전체 가치사슬에 대한 개선과 업그레이드를 추진
∙ 농촌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여 온-오프라인의 융합, 농산물의 도시 공급, 농자재와 생활용품의 농촌 공급 등 도농 간 원활한 유통체계를
형성
∙ ‘농촌 택배(快递下乡)’ 프로젝트를 시행
- 농촌에서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방정부와 서비스기업이 농촌 전자상거래 서비스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산물이 농촌 전자상거래를 통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등급 분류, 수확 후 관리, 포장, 배송 등 완벽한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

조속한 농촌금융제도 혁신

농산물유통방식 혁신
농촌 인프라 시설건설 추진

현대농업과학기술혁신 보급시스템
구축 강화
농산물유통시설과 시장 건설 강화
금융자원의 농촌 우대지원 추진

2014

2015

2016

전자상거래, 물류, 무역, 금융 등 여러 분야 기업들의 농업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지원
농촌 현장에서 전자상거래 시범 사업을 추진
사회자본의 농촌 인프라 시설 건설 투자와 농촌에서 각종 사업 추진을 장려
정부 주도 또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농촌의 공익성 사업(또는 프로젝트)은 민간에 하청을 주거나, 정부 재원와 사회자본을 합자하여
기업과 사회조직이 농업 분야 건설과 관리 보호, 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
∙ 상업화 운영이 가능한 농촌서비스업은 사회자본 투자를 전면적으로 개방
∙ 사회자본이 농촌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가능 분야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재산세와 금융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
- 또한 향진정부가 권한을 이양할 분야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사회조직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도록 권한을
이양

사회자본의 새로운 농촌건설 지원

2013

∙
∙
∙
∙

∙ 삼농과 현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며, 예대비(存贷比) 및 농업대출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발전계획 수립과 프로젝트를 배정할 때 농촌을 우대하여 투자를 증대시킴
농업과 농촌 발전에 국유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
기업이 농촌에 생산과 생활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장려
기업과 사회조직은 자금 투자, 기부 및 후원, 인재와 기술 지원 등의 방식으로 농촌에서 의료위생, 교육훈련,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문화,
여행, 체육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도록 장려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세수우대, 관리보호비 등의 혜택을 부여
∙ 공익성 농촌공익사업 프로젝트에 활용된 소득지출은 세전(税前) 공제정책을 시행

∙
∙
∙
∙

구체적 내용

관련 부문

중앙1호 문건 내 사회자본의 농촌건설 투입 관련 상세 내용

연도

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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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판매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해결
∙ 농산물의 수확 후 등급 분류, 포장, 마케팅 등을 강화
∙ 현대화 농산물 냉장물류 시스템과 농산물 판매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급과 판매 기업, 우체국 및 각 분야 기업들의 서비스망을
농촌으로 확장시키도록 지원
∙ 농촌의 전자상거래를 보급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의 산업모델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장려 및 지원
∙ 농촌 현장에서 전자상거래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농촌의 유통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
∙ 디지털 농촌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총괄계획을 완성
∙ 농촌지역의 광대역 네트워크와 4세대 이동통신망(4G) 보급을 촉진하며, 삼농에 맞춘 정보기술, 제품,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원격 의료와 원격 교육 등의 보급을 통하여 도농 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

농촌의 1·2·3차 산업 융합시스템
구축
농촌 인프라 시설 업그레이드

2017

2018

자료: 각 연도별 중앙1호 문건을 참조하여 필자 정리.

∙ 신형 농업경영주체와 가공·유통기업, 전자상거래 기업의 전면적인 연계와 융합을 촉진하여, 온-오프라인의 상호 발전을 촉진
∙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표준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
∙ 농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농촌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구축을 지원하고, 농촌택배 프로젝트와 농촌 현장에서의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사업을
실시
∙ 농가 정보보급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실시
- 성 전체에서 시범사업 추진, 전국의 농산물 유통 핵심 네트워크를 보완, 공익성 농산물시장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 농산물 생산지 예냉(预冷)
등 냉장물류인프라 시설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 신선농산물의 직접 공급과 직접 판매 시스템을 보완
∙ ‘인터넷+농업’의 적극적 추진

구체적 내용

관련 부문

계속

연도

표 5-2

2. 세부 정책
2013년 중앙1호 문건에서 사회자본(민간자본)의 농촌 진출 관련 내용
을 다룬 이후,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등 유관 부처에서 세
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세부 정책은 사회자
본의 농촌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농촌 시장의 활성화와 IT기업의 농촌
진출을 통한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였다.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등 유관 부처가 사회자본의 농촌
진입에 있어 주로 관심을 갖았던 분야는 농촌금융, 농촌 인프라 건설, 농
촌 전자상거래, 농업 산업화 등 네 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농촌 전자상거
래 분야는 중국 IT기업의 농업분야 투자와 관련이 있다. 각 분야별 유관
부처의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농촌금융 분야
농촌금융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는 부처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
회(이하 은감회),19)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농업부,20) 중국농
업은행 등이다.
중국 은감회는 2014년 은감발[2014] 45호21)에서 민간자본의 농촌신
용사(农村信用社)의 재산권 개혁사업 참여에 관한 문건을 발표하였다. 관
련 문건에서는 민간자본과 기타 자본의 농촌신용사 재산권 개혁과 농촌

19) 은감회(银监会)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의 약칭임.
20) 농업부(农业部)는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로 개칭됨.
21) 《민간자본과 농촌신용사의 재산권 개혁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통지(中国银监会关于鼓励和引导民间资本
参与农村信用社产权改革工作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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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에 대한 출자금 확충, 농촌신용사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민영
주주의 유효한 행사 권리를 보장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금융 감독기구
의 관리 권한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의 농촌신용사에 대한 투자 규범과 관
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은감회는 2017년 은감반발[2017] 31호22)를 발표하고, 농업분야의 신
규 투자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해당 문건에서는 “신규
사업 및 업종에 대한 지원에 힘쓰고, 은행권을 포함한 각종 금융기관은
농촌의 레저와 관광산업 관련 서비스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농촌과 농업,
관광, 교육, 문화, 건강, 양로 등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 생산 및 판매를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해 농촌의
1·2·3차 산업 융합 프로젝트, 산업단지 등을 지원하고, 농업의 가치사슬
을 정비하고 업그레이드시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해당 문건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농업’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다.
농업과 농촌의 경영주체와 농산물 가공·유통기업,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
한 신용대출 지원과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과 농촌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을 지원하여 새로운 형태의 농촌 전자
상거래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건에
서는 도시화와 농업 현대화를 조화롭게 결합시켜 농촌 노동력을 도시로
이동시켜 취업·창업을 하거나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산
업 및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산물 품

22) 《중국 은감회 2017년 완벽한 삼농 금융서비스사업 완수에 관한 통지(中国银监会办公厅关于做好2017年三
农金融服务工作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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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안전을 위한 이력추적과 새로운 형태의 농업경영주체 등에 관한 정보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2016년 《전국농촌경제발전 ‘13·5’ 규획(全国农村经济发展
“十三五”规划)》을 발표하고, 민간자본을 농촌에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투
자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문건에서는 농업과 농촌의 투자·융자 시스템
과 재정자금 투입방식을 혁신하여, 정부와 사회자본의 합자, 정부 서비스
의 민간 도급, 사회자본에 대한 이자 보장과 인센티브 형식의 보상, 민간
이 설립하고 정부가 보조, 사회자본 투자에 대한 리스크 보상 등의 조치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융과 사회자본이 농촌으로 투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정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며, 인터넷 뱅
킹과 모바일 뱅킹이 농촌에서 활용되어 농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명
시하였다.
중국 농업부와 농업은행은 농재발[2017] 63호23)를 발표하며, 농민의
기초금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정부의 환경 개
선, 금융정책의 지도, 재정정책의 유도, 금융기관 전환 등이 일체화되어
(사위일체(四位一体)) 농촌의 금융서비스 보급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우대 소액금융서비스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인터넷 뱅킹의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기초
금융서비스는 현대적 방식(온라인)과 전통적 방식(오프라인)을 결합시켜
농민들의 금융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
하였다.

23) 《농업부와 중국농업은행의 농업의 녹색발전 금융지원 추진사업에 관한 통지(农业部、中国农业银行关于推
进金融支持农业绿色发展工作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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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촌 인프라 건설 분야
농촌 인프라 건설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는 부처는 국무원, 발개위, 농
업부, 재정부 등이다.
국무원은 2015년 국반발[2015] 42호24)를 발표하였다. 해당 문건의
제12항에는 정부는 사회자본과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
다. 즉, 에너지, 교통운수, 수리(水利), 환경보호, 농업, 임업, 과학기술,
보장성 비영리 주택건설 프로젝트, 의료, 위생, 양로, 교육, 문화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정부 지원과 함께 사회자본을 유치하기로 하였다.25)
국무원은 2015년 국반발[2015] 93호26)를 통해 각종 사회자본의 농업
및 농촌 투입을 장려하고, 사회자본 유치를 위해 농촌의 시장 환경을 개
선하고 기업 경영에 적합한 현대화 재배업을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의 4대 황폐화 자원27)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농업환경 관리, 농지의 수리(水利)시설 건설, 생태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각종 사회자본이 투입된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8) 또한 자체적으로 상업화 운영능력을 갖춘 농촌
서비스업에 한하여 사회자본의 투입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농촌 발전

24) 《국무원이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에 하달하는 공공서비스 부문의 정부와 사회자본의 합자방식
보급에 관한 지도의견 통지(国务院办公厅转发财政部发展改革委人民银行关于在公共服务领域推广政府
和社会资本合作模式指导意见的通知)》
25) 해당 지도의견에서는 “특허경영이 필요한 에너지, 교통운수, 수리(水利), 환경보호, 도시건설사업 등 특정분
야는 《기초시설과 공용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基础设施和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에 근거하여 집행
해야 한다.”고 밝힘.
26) 《국무원의 농촌 1·2·3차 산업의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推进农村一二三产业融
合发展的指导意见)》
27) 사황(4대 황폐화된 자원, 四荒)은 황폐화된 산, 도랑, 구릉, 개펄을 포함함.
28) 사회자본이 투입되어 면적 규모가 적정하면서 표준화된 농경지와 공익적 생태산림 등이 토지관리 관련 법
규와 토지이용 계획에 부합, 심의를 통한 건설용지 적법성 인정, 용지의 지속적 유지 등의 전제 조건을 충족
하면, 일정 비율의 토지를 관광과 레저, 여행, 가공, 유통 등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하도록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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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국자본 유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국무원은 2016년 국반발[2016] 87호29)를 통해 투자·융자 방식을 혁
신하여 정부의 재정투자가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더욱 많은 사회자본이 농업과 농촌에 투입되도록 유도해
야 한다고 밝혔다. 각급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자금이 투입되어 형
성된 농업과 농촌의 경영자산에 대한 권리를 계량화하여 현지의 촌락이
나 농가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향촌
집체조직이나 농가가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농가의 장기적
인 수입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국무원은 국반발[2017] 17호30)를 통해 농촌 급수와 쓰레기
처리 등 일정한 수익이 창출되는 인프라 시설의 건설비는 정부 재정과
사회자본을 이용하여 조달하되, 농가의 투자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
혔다.31)
발개위와 농업부는 2016년 발개농경[2016] 257호32)를 공표하였다.
해당 문건은 각급 지방정부가 정책의 제정과 발전 계획 수립, 정책 지도,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중앙정부의 각 부문은 농업부
문 공공재의 직접적인 ‘제공자’에서 사회자본의 ‘합자 파트너’로 전환되
어 각종 프로젝트의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9) 《국무원의 농민수익의 지속적인 증대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보완에 관한 몇 가지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完
善支持政策促进农民持续增收的若干意见)》
30) 《국무원의 농촌인프라 시설 투융자체제시스템 혁신에 관한 지도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创新农村基础设施
投融资体制机制的指导意见)》
31) 농촌의 전기와 전신 공급 등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인프라 시설의 건설 투자는 기업이 진행하고, 정부는
빈곤지역과 중점지역에 한해서 보조를 해 준다고 규정함.
32) 《국가발전위원회와 농업부의 농업부문 정부와 사회자본의 합자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国家发展改革委、农
业部关于推进农业领域政府和社会资本合作的指导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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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업과 농촌의 인프라 시설과 공공서비스의 공급 능력 증대를 위하여
사회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성과 평가와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 이익의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발개위는 재정부, 농업부 등 6개 기관과 합동으로 농개농경
[2017] 331호33)를 발표하였다. 해당 문건의 제11항에서는 “고표준 농경
지 건설을 위하여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정
부는 위탁 건설과 특허 경영, 서비스 하청 등의 방식을 강구하고, 대규모
품목농장,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농기업 등 신형 경영주체와 상업자본이
고표준 농경지 건설에 투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발개위는 재정부, 농업부 등 13개 기관과 합동으로 발개
사회[2017] 1292호34)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민관협력(PPP)을 적극 활
용하여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고, 민간자본이 화장실, 오수처리, 주차장,
관광가이드 등 농촌의 인프라 시설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겠
다고 밝혔다. 또한, 수익성이 낮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
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2.3. 농촌 전자상거래 분야
농촌 전자상거래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는 부처는 국무원, 발개위, 농
업부, 상무부 등이다. 현재 알리바바, 징둥 등 중국의 전자상거래 전문 IT

33) 《확고한 고표준 농경지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扎实推进高标准农田建设的意见)》
34) 《<농촌관광 발전의 질적 향상 촉진운동 방안(2017년)> 인쇄발송에 관한 통지(关于印发《促进乡村旅游发展
提质升级行动方案（2017年）》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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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관련 분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국무원은 2015년 국발[2015] 40호35)을 통해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농촌 현장에서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신형 농업경영주체
와 농산물, 농자재 도매시장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시키겠다는 구
상을 밝혔다. 또한, 상품 판매량에 근거하여 생산량을 결정하고, 농촌 전
자상거래의 배송 및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완하며, 농업부산물과 물
류 표준화, 냉장저장시설 건설 등 핵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다.
농산물의 맞춤형 주문 생산을 보편화하기 위해 신선 농산물과 농업 생산
자재의 전자상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농업부문의 대량 생산품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2015년 국반발[2015] 59호36)를 발표하였다. 해당 문건에서
는 농업 마케팅을 혁신하기 위해 전국적·지역별 농산물의 생산지 시장
건설을 강화하고, 농산물 판촉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마케팅 역량을 강
화시킨다고 밝혔다. ‘신유통’을 육성하고 농업 전자상거래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촌 전자상거래 응용기술교육 계획 수립, 각종 농업
경영주체와 전자상거래 기업의 연계 유도, 물류배송과 냉장시설설비 등
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2015년에 국반발[2015] 93호37)를 발표하였으며, 빈곤지역
이 현지의 우량 자원을 기초로 특산물 재배, 농산물 가공업, 농촌관광, 전
자상거래 등 농촌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지의 여

35) 《국무원의 “인터넷+”운동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
36) 《국무원의 농업발전 방식의 조속한 전환에 관한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转变农业发展方式的意见)》
37) 《국무원의 농촌 1·2·3차 산업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推进农村一二三产业融合
发展的指导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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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부합하고 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농촌산업을 융합시킬 수 있
는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프로젝트는 빈곤 지원 및
탈출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며, 빈곤퇴치 자금은 빈곤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16년 국무원은 《빈곤 극복 ‘13·5’ 규획(“十三五”脱贫攻坚规划)》을
발표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빈곤퇴치 정책을 추진하였다. 해당 규획
제3절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빈곤 구제(电商扶贫)’에서는 “농촌의 전자상
거래를 빈곤 구제의 중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빈곤 구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빈곤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
난한 농가가 전자상거래를 창업·운영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특히,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이 선구자 역할
을 하여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원하는 빈곤 농가(혹은 빈곤 농가가 포함
된 농민합작사)를 지원38)하고, 전자상거래와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특산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물류배송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우체국, 공소합작사 등의 조직
을 빈곤지역에 설치하거나 분소를 개설하도록 장려하고, 전자상거래 플
랫폼 기업이 농촌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확대하도록 유인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농산물이 도시로 판매되고, 공산품이 농촌에서 판매되는 쌍방향
유통시스템의 점진적 구축을 계획하였다. 농촌의 전자상거래 환경 개선
을 위해 우체국, 대형 전자상거래기업, 택배회사 등에 교통, 유통, 공동
구매와 판매, 개별 네트워크를 연결시킨 통합 네트워크를 이용할 것을 장

38) 해당 규획에서는 빈곤 농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창업과 취업을 했을 경우 지방정부와 전자상거래
기업이 무료로 온라인 쇼핑몰 개설과 판촉서비스, 경영관리교육을 지원도록 장려하였고, 네트워크 비용 보
조와 소액신용대출 지원을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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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농산물의 품질 표준 시스템 및 농
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등급 분류, 포장과 운송의 표준 설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39)
국무원은 2017년 국반발[2017] 78호40)를 통해 ‘인터넷+식량’ 모델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해당 문건에서는 식량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발전시
키고, ‘인터넷 양곡상점’ 등 새로운 형태의 식량 소매업을 보급하여, 온오프라인의 융합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의 식량 전자교역 플랫
폼을 개선하고, 물류운송과 금융서비스 등의 기능을 확대하여, 식량 재배
농가와 식량 구매 기업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식량문화 자원의 보호, 개발과 이용을 확대하고, 식량산업 관광, 체험과
소비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원은 국반발[2018] 4호41)를 통해 신기술 시범단지에 적용시
킬 수 있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표준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농업과 농촌
의 정보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발개위는 《전국 농업경제발전 ‘13·5’ 계획(全国农村经济发展
“十三五”规划)》을 발표함으로써 농촌 전자상거래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온-오프라인을 융합시켜 도시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촌 지역에 농자재
와 소비품을 판매하는 쌍방향 유통시스템 구축을 장려하였다. 또한 생산

39) 국무원은 2016년 규획의 후속 조치로 국반발[2016] 87호(국무원의 지속적인 농민소득 증대 촉진을 위한 지
원정책 개선에 관한 몇 가지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完善支持政策促进农民持续增收的若干意见)》)를 발표
하고, ‘인터넷+’방식의 현대 농업운동을 실시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크게 발전시키고, 농촌 물류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언급함.
40) 《국무원의 농업 공급자 측 구조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여 식량산업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推进农业供给侧结构性改革大力发展粮食产业经济的意见)》
41) 《국무원의 농업 신기술산업 시범구역 건설 추진에 관한 발전적 지도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推进农业高新
技术产业示范区建设发展的指导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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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판매를 직접 연계시켜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물류비를 절감시키겠다
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농민공, 소수민족 등 농업·농촌의 기
층으로까지 연결시키는 ‘인터넷+’42) 방식의 도입을 장려하였다. 즉, 농
민공이 IT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을 하고 현대 상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소수민족이 자체 생산하는 가내수공업 제품과 친환경 농산물 등
의 특산물을 발굴하고 이를 브랜드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발
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2017년 발개위는 재정부, 농업부 등 13개 기관과 합동으로 발개사회
[2017] 1292호43)를 발표하였다. 해당 문건에서는 “농촌관광과 인터넷
등 현대 정보기술을 결합시킨 스마트 농촌관광 발전(‘인터넷+관광+농
업’)을 장려하기 위해 1,000개의 농촌관광 중점 사이트를 개설하고 현대
화 물류기업들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농촌관광과 연계한 지역 특산품
구매 프로젝트’와 ‘일촌일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상무부는 발개반고기[2016] 1284호44)를 발표하였다. 해당
문건에서는 ‘특색 농림업과 농자재의 전자상거래 이용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고, 전자상거래 기업의 농림 특산물의 온라인 판매
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업의 산업화 선도기업과 농민합작사, 가정
농장, 대형 재배업 농장 등 신형 경영주체가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온라
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하였다.

42) 농업 등 전통적 산업을 인터넷과 결합시켜 해당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임.
43) 《농촌관광의 품질 향상 촉진운동 방안에 관한 통지(关于印发《促进乡村旅游发展提质升级行动方案(2017年)》的
通知)》
44) 《전자상거래 발전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推动电子商务发展有关工作的通知)》

140 ❙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과 상생협력모델 연구

그리고 ‘일촌일품’45) 관련 농가, 특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촌 지역이
온라인 쇼핑몰에 손쉽게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연
계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이 밖에도 농식품과 임산물의 품질 정보 수집
및 이력추적을 강화하고, 브랜드 농식품, 임산물과 농자재의 판매를 촉진
하도록 전자상거래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을 위한 연구 등을 중점적
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 농업 산업화 분야
농업 산업화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는 부처는 국무원, 발개위, 농업부
등이다.
2015년 국무원은 국반[2015] 40호46)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농업
생산, 경영, 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화, 지능화, 정밀
화, 현대화된 ‘재배와 사육, 농산물가공업’이 결합된 친환경 농업의 새로
운 모델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형성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홍
보하고 보급하여 새로운 형태의 농업 생산47) 및 경영 시스템으로 정착시
키고,48) 이후 다양한 농업의 네트워크 관리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49)

45) 1개 농촌에서 1개 특산품을 생산함.
46) 《국무원의 “인터넷+”운동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
47) 생산방식을 혁신하여 새로운 형태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다른 지
역에도 보급·적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농업을 발전시킴.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산업 혹은 지역
에서는 환경 정보 공유,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 제어 등의 기능이 연계된 농업의 환경 모니터링시스템을 보
급함. 쌀, 옥수수 등의 대중 농산물 생산지역에서는 지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농산물 사물인
터넷 관측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능형 절수관개, 토지 맞춤형 시비처방, 농기계의 위치 추적 경작 등 세
밀한 농작업을 실시함. 대규모의 표준화 가축 사육단지와 수산물 위생양식 시범단지에서는 적절한 사료 투입,
질병의 자동 진단, 폐기물 자동 수거 등의 스마트 설비를 응용·보급하며, 각 작업 간의 상호연계를 추진함.
48) 새로운 형태의 농업 생산 및 경영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터넷기업의 농업 서비스 플
랫폼 구축을 장려하고, 대규모 농가와 가족농장, 농민합작사, 농업 산업화 선도기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생산과 경영 주체들을 지원하고, 생산과 판매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업 생산을 생산 주도형에서 소비 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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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농산물과 농자재의 품질안전 추적시스템50)을 점진적으로 구
축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국무원은 국반발[2016] 87호51)를 통해 농업 폐기물의 자원화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자본을 유치하고 시장화 운영을 하겠다고 밝
혔다. 또한, 농업의 표준화 생산과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여, 신형 경영
주체가 ‘삼품일표’52)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사회자본의 농업 투자기금, 사모펀드 지분투자기금, 농업 과학
기술 창업투자기금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업 보조금, 농업 관련
신용대출, 농산물 선물, 농업보험 등과의 연동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원은 국반발[2018] 4호53)에서 IT기술과 농업·농촌을 전면

으로 전환시킴. 농업의 과학화, 기술화, 조직화, 정밀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생산과 유통, 판매방식
을 혁신하고 농업 발전방식을 전환하여 생산 효율과 가치를 증대시킴. 농촌의 토지 이양과 관련된 공공서비
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토지 이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민의 권익을 보장함.
49) 네트워크 서비스 수준 향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하여 농민에게 정책과 시장,
과학기술, 보험 등 생산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 인터넷기업과 농업의 생산경영 주체 간 협력을
지원하여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함. 농업정보 모니터링시스템을 구
축하여 재해 예방과 경작지 품질 모니터링, 중대 동식물 전염병 예방과 통제, 시장가격 변동 예측, 경영상 과
학적 의사결정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50) 농산물과 농자재의 품질안전 추적시스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존 인터넷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
산물 품질안전 추적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표준 수립의 제도화를 추진하며, 생산지 출하허가와 시
장의 진입허가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새로운 형태의 농업 생산경영 주체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생산경영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동인터넷과 사물인터넷,
QR코드, 무선전자테그(RFID) 등 정보기술을 보급하여, 이를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등 각 단계에서 광범
위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추적시스템의 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농산물의 “논과 밭에서부터 식탁까지
(从农田到餐桌)”의 전(全)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혀끝의 안전(舌尖上的安全)”을 보장함.
51) 《국무원의 지속적인 농민소득 증대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개선에 관한 몇 가지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完善
支持政策促进农民持续增收的若干意见)》
52) 삼품일표(三品一标)는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과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农产品地理标志)을 통
칭함.
53) 《국무원의 농업 최신기술 산업시범단지 건설 추진에 관한 발전적 지도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推进农业高
新技术产业示范区建设发展的指导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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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긴밀하게 융합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을 발전시키고, 지능화 기술과
네트워크 연결로 농업의 생산과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 전(全) 과
정에서의 스마트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7년 발개위는 《전국 농업경제발전 ‘13·5’ 규획(全国农村经济发展
“十三五”规划)》을 통해 농업에 ‘인터넷+’ 방식을 적용하여 중국 농업의
현대화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규획에서는 현대 IT기술을 생산, 경영,
관리, 서비스 등 농업의 세부 분야에 응용하고, 네트워크화, 지능화, 정밀
화된 현대화 재배와 사육 모델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빅
데이터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
집 및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스마트 기상 예보 시스템
과 농업 원격탐지기술을 응용하여 농업 정보의 모니터링 및 예보 시스템
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3. 중국과 한국의 정책 비교
최근 중국 사회자본(상업자본 혹은 민간자본)의 농업·농촌부문 진출
배경에는 비즈니스 영역을 기존 도시·공업부문 중심에서 농업·농촌부문
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경영상의 이유 외에도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사회자본의 농업·농촌부문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
책적 지원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삼농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2013년을 기점으로 ‘중앙1호 문건’을 통해 사회자
본의 농업·농촌부문 진출 관련 내용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점차 구체화되는 경향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중앙1호
문건이 연초 중국 정부의 국정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무

제5장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관련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 143

게감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중앙1호 문건이 하달된 이후에는 관계 기관
및 부처에서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등의 일사불란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향진기업을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용두기업을 필두로 한 농업부문
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었음을 상기할
때, 중국 정부가 사회자본의 농업·농촌부문 진출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
늠해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중국 정부는 삼농문제 해결 시 당면하는 과제
를 자본, 기술과 혁신 역량을 갖춘 민간부문에 일정 부분 의존하는 전략
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민관협력(PPP)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정책을 통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IT기
술을 농업에 접목함으로써 농업 가치사슬의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부문에서도 전자상거래기업의 진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
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비교할 때 상업자본의 농업부문 진출
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물론,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기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농업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
지 소유 요건, 출자 자격 및 규모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시켰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기업농 육성으로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
구축”을 목표로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
업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관련 지원 정책을 통해 국내 전체 벤처기업 중 농업 벤처가 차지하는 비
중을 2016년 5%에서 2020년 1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즉,
2020년까지 신규 벤처기업 1,800개 창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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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1만 2천개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
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용두기업이나 IT기업과 비교하면 농업부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 배경에는 농업부문에 진출한 기업의 규모가 대체로 영세하고 농업계
의 반발로 인해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점 등이 작용했다고 본다.
㈜동부팜화옹의 유리온실 사업이 바로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을 놓고
기업과 농업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제로는 기업
농적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추진해 왔던 농업 정책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
이 갈등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김수석·허정회·한혜성 2015).

㈜동부팜화옹 유리온실 사업 사례54)
㈜동부팜화옹의 유리온실 사업은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었다. 사업 기본 성격이 1) 장기 임대
차 방식으로 간척지 활용하고, 2) 정부 지원을 받으며, 3) 생산물을 전량 수출하도록 했다는 점 등에서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사업의 ‘시범’ 사례라고 볼 수 있었다.
당초 ㈜세실의 자회사가 화옹지구 간척지 제4공구 첨단 유리온실(15ha 규모)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8월 ㈜동부팜한농이 사업을 인수하여 자회사인 ㈜동부팜화옹을 설립하였다. 2013년 4월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다. 총
건설비는 약 500억 원(자부담 420억 원, 보조금 87억 원)이었다.
㈜동부팜화옹은 당초 사업 계획대로 토마토로 품목을 한정하고 2013년 3월부터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토마토 생산자 등 농업인 단체가 불신 입장을 밝혔고, 갈등이 불거졌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동부그룹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지자, ㈜동부팜한농은 유리온실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손실이 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유리온실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54) 장상환(2013), 김수석·허정회·한혜성(2015) 68-79쪽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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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
알리바바, 왕이, 징둥 등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를 기초로
그 유형을 O2O방식의 유통모델, 현지 특화산업에 기반한 발전모델, 소
비자 수요에 기초한 독립사업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1.1. O2O 방식의 유통모델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유형 중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전통적 유통시스템은 여
러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손실률이 커졌고 그로 인한 비용도 높아질 수밖
에 없었다. 무엇보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괴리되어 시장정보 공유가 어려
워 농산물 수급 불균형문제가 자주 나타났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고 소비자는 품질, 가격 등의 수요 조건을 충
족시키는 맞춤형 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웠다. IT기업의 전자상거래가 이
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알리바바와 징둥은 중국의 양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자체 물류시
스템과 판매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산물 유통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들이 보유한 유통망을 이용해 농촌지역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소비
자와 생산자 간의 유통거리를 축소시켜줌으로써 농자재와 농산물의 거래
비용을 낮췄다. 징둥은 초기에 농자재 직영 방식의 전자상거래 사업에 진
출하였고, 이후 취급 물품의 범위를 신선농산물로까지 확대하였고, 7Fresh
등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여 맞춤형 상품 판매 전략을 취하는 동시에
택배회사를 설립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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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바바는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과 도시 사이에 농산물
과 공산품이 쌍방향으로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의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농산물
유통분야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즉,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장 수요
량,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농가와 공유
함으로써 생산부문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을 준다.

1.2. 현지 특화산업에 기반한 발전모델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에 있어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현지 부
존자원 혹은 특화된 산업에 기반했다는 것이다. 기업이 새로운 지역에서
신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을 안정화시키기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현지 부존자원과 기존의 산업 중심의 비즈니스 생태계
가 이미 조성된 상태에서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을 심화시키거나 확장시
키는 수준이라면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알리바바의 ‘농촌 타오바오’는 현지의 자생적 특화산업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유통채널을 다양화하였고, 주문형 생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알리바바가 현지 특화산업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 중 유통단계를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해당 산업을 보다
고도화시켰다. 그리고 과거의 맹목적인 생산방식에서 탈피하고 수요량,
수요 패턴 등을 고려하여 생산함으로써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결
국, 농촌 타오바오를 통해 공급측과 수요측의 비즈니스 생태환경이 모두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징둥은 연꽃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복합생태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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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복합생태전원마을은 해당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위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즉, 지역의 생산기반인 농업
의 현대화, 지역 명소 및 레저시설의 관광 자원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전원마을 조성 등을 통해 농촌종합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1.3.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독립사업 모델
IT기업이 비즈니스 영역을 농업생산단계로까지 확장하면서 독립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다. 물론 농신품 시장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
고 IT기술을 접목하고 자사의 주력 사업인 전자상거래와 연계시켰다는
점이 기존의 생산방식과 차별화된다.
왕이는 중국 시장에서 녹색웰빙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
안해 사육시설의 위생조건을 개선하고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웨이양돼지
(未央猪)를 직접 사육하고 있다. 또한 영상 이미지 분석, 안면 인식, 음성
식별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돼지의 성장환경과 건강상태에 점검하는
등 선진 사양관리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왕이의
돼지고기는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고가에 판매되고 있고 그에 대한 호응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둥의 ‘달리기 닭(跑步鸡)’ 프로젝트도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는 중국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건강한 닭을 사육하여 판매
하는 프로젝트이다. 닭에 보행기록 장치(만보기)를 장착하여 닭 운동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였다. 그리고 본 프로젝
트는 빈곤퇴치를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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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업의 공통점은 농산물의 고급브랜드화, 이미지화 등의 마케팅 전
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였고 시장의 수요에도 부응했다는 것
이다. 물론 이와 같은 독립사업 모델의 한계점도 있다. 자사가 보유한 기
술, 유통망 등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독립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가가치가 높은 대신 투입 및 관리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사업의 확장성
에 한계가 있어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1.4. 상생협력 종합 모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알리바바, 왕이, 징둥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모델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 대신, 참여 주체, 가치사슬에서 참여단계,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이념 등을 중심으로 개념화된 모델을 제시할 수는
있다(그림 4-7 참조). 먼저, 상생협력의 주체가 존재하며, 크게 직접적 주
체와 간접적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주체는 농가(주민), 기업,
소비자 등으로 상생협력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그로 인해 효용을 얻게 된
다. 간접적 주체는 대체로 정부, 지자체, 대학, 유관 기관, 생산자조직 등
으로 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성공적인 상
생협력사업을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함께 상호간의 유기
적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 아이템 발굴이
중요하다. 결국 기업이 사업을 주도하게 되고 대체로 전체 가치사슬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단계를 기반으로 한다. 가치사슬 한 단계에 집중하기도
하고, 다양한 단계에 걸치기도 하며, 단계를 점차 확장하는 경우도 있다.
가치사슬 단계에 따라 참여 주체 및 참여 방식이 결정된다. 셋째, 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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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상생협력 실현을 위한 공동의 이념이 공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공유가치창출(CSV)을 공동의 이념으로 보았다. 즉, 개별 주체의 경제
적 이익 혹은 효용을 우선하기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상생
협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선언적인 구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에 투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국, 공유가치창출이라는 공동의 이념을 기초하여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참여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가 조성되게 된다.

그림 6-1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의 상생협력 종합 모델 개념도
상생협력 생태계
공유가치창출
(CSV)

직접
주체

가치
사슬

간접
주체

농가(주민)

생산

기업

소비자

유통

소비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층조직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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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아이템

2.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2.1. 농촌 진흥
중국은 과거 도농 이원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물론 농업·농촌부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것이 소위 삼주농문제
이다. 이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2025년
까지 전면적 샤오캉사회(小康社會)를 건설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가운데 삼농문제 해결이 중국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된 것은 당연하다.
2018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농촌 진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농촌 진흥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IT기업을 포함한 상업자본의 진출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IT기업은 농업부문 진출을 통해 농업
생산성 증대, 농가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등의 방면에서 이
미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농촌부문에 진출
한 IT기업은 수익모델을 모색하게 된다. 이에 기업 유치 차원에서 비즈니
스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지급은 공공부문이 담
당해야 한다.

2.2. 4차 산업혁명
IT기업이 농업의 4차 산업혁명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인터넷, 바이오기술, 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촉발
된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명이다. IT기업이 농업부문에 진출하면서 농업
부문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친환경 분야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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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IT기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구축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소
비시장 전체 동향 및 개별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파악하여 유통 전략 수립
에 활용한다. 이러한 정보를 생산부문에 적용하면 농산물 수급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농산물 등급 분류에 활용할 경우 점차 세분화되는
소비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IT기업의 인공지능기술을 활용으로 스마트농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 농업부문의 생산기술 발전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노동집약적
농업에서 기술집약적 농업으로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
인다. 중국 농업의 생산구조와 농가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발적 기술 도입을 통한 농업 혁신을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을 통해 인공지능 등 첨
단기술의 적용은 스마트농업 실현과 농업부문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을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기술을 농업
부문에 접목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발전을 촉진한다. 관행농법은 화학비
료,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농업자원을 낭비함으로써 심각한 환경오
염문제를 야기한다. 만약 IT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게 되면 정밀농업을 실
현할 수 있다. 즉, 적절한 양의 농자재를 투입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여
친환경농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징둥, 왕이 등의 기업은 IT기
술을 농업에 적용하여 이미 녹색웰빙식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건강 증
진에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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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빈곤 퇴치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의 성과는 빈곤 퇴치효과를 가져온다. 빈곤농가 혹은 빈곤지역을 타겟으
로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다. 그리고 IT기업이 전자상거래 등 비즈니스 과정에서 축적한 빅데이터
는 농촌 빈곤층의 소비성향과 구매력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농촌 빈곤층 지원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IT기업
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창업과 일자리 정보, 원격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빈곤 탈출이 더욱 용이해진다.
알리바바, 징둥 등 IT기업은 실제로 농촌 빈곤지역을 타겟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촌 분포를 보면 국가급 빈곤현과 성
급 빈곤현에 타오바오촌이 각각 33개와 400여 개가 있다. 이러한 빈곤지
역의 타오바오촌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한 빈곤 퇴치 효과도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징둥의 ‘달리기 닭’ 프로젝트는 빈곤 퇴
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4. 부정적 영향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나타내는 것
은 아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농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
의 이해가 얽혀 있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賀軍偉, 2015).
첫째, IT기업을 포함한 상업자본의 이윤 추구는 농업·농촌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 IT기업이 농업부문에 진출하여 상생협력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상업자본의 특성상 자사의 경제적 이득에 기초하지 않는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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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적이고 일방적인 호혜는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이 수익성만을 고려하
여 생산구조를 환금작물 위주로 재편한다거나 농지를 비농업용으로 전환
할 경우 농업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차원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상업자본의 농업부문 진출과정에서 농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
다. 특히, 농가가 보유한 토지경영권을 상업자본에 장기 임대한다고 가정
할 때, 토지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 수준의 단기 임차료
를 산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가치까지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상업자본은 농가에
비해 정보력, 사회적 자본, 시장교섭력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셋째, 기업의 농업부문 투자는 농촌 노동력 수급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IT기업을 포함한 상업자본이 특정 지역에 투자하여 대규모 농업 산
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가정하자. 조성과정에서 농지가 수용되고 농민은
건설노동자로 편입 될 것이다. 그리고 조성 이후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은
산업단지 노동자로 흡수되거나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을 전전할 것이다.
최근 농촌인구 고령화와 도시화 진전으로 농업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
서 농촌의 노동력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농민공이 농촌으로 되
돌아가는 사태가 재차 발생하면,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은 생존을 위한 최
후의 안전장치를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넷째, 현재는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초기단계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제가 부재하고 IT기업도 경험이 부족하여 해당 사업이 실패
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그에 따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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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모두 농민 혹은 지역사회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 속히 관련 법규와 규정을 만들고, 적절한 수준에서 시장에 관여하여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은 안정적인 투자를 전제로 하여 사
전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하고, 농업과 다른 산업의 투자 환경 차
이를 명확히 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가 밝은 인재를 육성하거나 발
굴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3.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농가, 농
촌 지역사회의 큰 저항 없이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
문이다.
첫째, 경제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업의 비즈니스
와 적절히 연계시켰다. 알리바바, 징둥, 왕이 등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은 농업·농촌 편향적 정부 정책의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농촌진흥(鄕村振興)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자본, 선
진기술 및 관련 경험의 동원이 필요했고, 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비즈니
스 영역을 확장해야 했던 IT기업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또한 농
산물시장에서 중·고급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이 부족한 상
황에서 IT기업은 자신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여 농산업의 공급측 개
혁에 일조할 수 있었다.
둘째, 기업은 자신의 비교우위에 기초하되 비즈니스 영역을 점차 확대
하였다. 농업은 리스크가 큰 산업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잘못된 전략, 경
험 부족, 리스크 관리기제 부재 등의 이유로 농업부문 투자에 실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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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존재한다. 알리바바와 징둥의 경우 농업부문 진입 초기 자사의 비
교우위 부문인 전자상거래를 농산물 유통과 연계시킴으로써 투자 리스크
를 최소화하였다. 결국 IT기업의 참여는 중국 농산물 유통부문의 혁신을
가져왔고, 기업들의 비즈니스도 점차 안정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비즈니
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생산부문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비즈니스 확장과정
에서 기업은 농가와의 분업을 매우 중시하였다. 알리바바의 사례에서처
럼 농가에 자사가 보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였고, 비즈니스 영역을 농업생산부문까지 확장한다고 하지만 생산부
문 대부분을 농가에 의존했다. 이와 같은 합리적인 분업은 IT기업의 리스
크를 최소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것이 바로 기업과 농가의 상생협력
실천모델이다.
셋째, 농촌 소비시장에 주목하였고 내부의 발전 잠재력을 모색하였다.
중국 IT기업은 농촌지역을 단순히 농산물 공급지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잠
재력이 큰 소비시장으로 보았다. 중국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낙후하고
주민의 소득수준도 낮지만,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소비시장으로써의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한 것
이다. IT기업이 농촌을 농산물 공급지로 국한하여 규정할 때와 공산품 소
비지로 확대하여 규정할 때의 비즈니스 영역의 범위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IT기업의 농업부문 참여로 인터넷과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가치사슬과 연계시킴으로 농산업 전체 가치사슬이 업그레이드될 것
이다. 결국은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구매력을 강화시키고, 이는 공
산품 소비를 촉진시켜 기업의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소비시장
으로써 잠재력을 갖춘 중국 농촌과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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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봉착해 있은 한국 농촌의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농가의 소
득 증대가 기업의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생협력의 철학은 국가
와 분야를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넷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브랜드 상품을 개발한다. 사회가 진보
하면서 소비자가 세분화되고 소비패턴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획
일화된 상품을 대량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략은 한계가 있다. 농산물 혹은
농촌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시 현지 농산물의 특징, 지리적 위치, 기타 자원의 활용성 등을 고
려해야 한다. 알리바바는 ‘타오바오’를 통해 현지 특산물을 취급함으로써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였고, 징둥은 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
했지만 만보기를 단 ‘달리기 닭’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
거리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 외에도 홍보 및 판매 전략이 중요하다. 알
리바바는 빈곤지역에서 ‘타오바오’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있다는 공익적 사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고, 징둥의 ‘달리
기 닭’ 프로젝트도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들 사업이 당초 빈곤문제 해결을 통한 상
생협력의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후 ‘이미지 메이킹’, ‘스토리 텔링’ 등
의 방식으로 기업 홍보, 상품 판촉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IT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사례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물론,
중국의 알리바바, 징둥, 왕이와 비교하면 비즈니스 범위와 투자 규모가
매우 한정적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카카오이다. 2016년 카카오는 ‘카카
오파머’55)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농업 혁신’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밝

55) 2018년 7월 ‘카카오톡 쇼핑하기’로 통합되어 서비스 품질 개선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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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카카오파머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농축산물을 구매자들과 연결해주
는 일종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이다. 카카오파머 서비스는
제주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자사가 보유한 모바일 유통
플랫폼을 이용해 제주 감귤을 판매하는 파일럿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후 카카오파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면서 10개 파트너와 약 40
여 종의 농산물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다. 대상 지역을 제주에서 전국으
로 확대하였고 취급 상품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와의
상생, 상대적 취약산업인 농업의 혁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카카오파머
서비스 운영의 바탕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카카오의 ‘소셜
임팩트(social impact)’ 경영철학이 깔려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
조). 카카오파머는 국내에서 IT기업과 농가의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임은 분명하나,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와 비교
하면 투자 규모가 작고 소극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국내에서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주된 요인은 농
업계와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크게 공유가
치창출 측면과 제도적 관리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공유가치창출 측면
에서는 농업계, 기업,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 구축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
렵다. 제도적 관리 측면에서는 상생모델 구축과 갈등 해소 기제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상생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관
련 규제 정비, 공론의 장 형성, 기술 지원(컨설팅 등), 운전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 갈등 해소 기제는 사전적 갈등 해소 기제와 사후적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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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단계에서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후
단계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단,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갈등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대응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와 같은 갈등문제로 인해 해외 농업부문에 진출하여 해당 지역 농가
와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국내 기업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CJ
그룹이다. CJ그룹은 1998년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주요
12개 사업부문에서 총 3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식품사업의 일환으로 수
출용 고추장과 김치의 주원료인 고추를 베트남 현지에서 조달하기로 결
정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실천방안으로 ‘KOICA-CJ 베트남 농촌 가치사
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을 KOICA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본 사업
은 계약재배 농가를 선정하여 한국산 고추 종사를 보급하고 재배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약 200평에 달하는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최대 500톤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본 사업을 통해 CJ는 고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았고, 농가
는 계약재배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여 소득을 증대시켰다. 가공공장이 가
동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사업 대상지역은 1인당
월 소득이 35달러 이하의 빈곤층 가구의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는 매
우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본 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이 이전 대비 평균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3 참조). 국내 식품
산업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CJ그룹과 같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상생협력모델을 실천하는 기업에는 새로운 활로는 모색하는 기
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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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과 관련 정책
1. 기업의 농업 참여 동기
일반 기업이 농업 부문에 진입하는 동기는 크게 1) 기업 자체의 필요
성(예를 들어 사업 부문 확장이나 원료 조달), 2) 지역 사회의 요청 또는
요구, 3) 기업 이미지 향상으로 나눌 수 있다(김태곤·최병옥·양찬영 2013).
첫째, 기업은 기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야(‘먹거리
찾기’)로 진출하거나, 필요한 원물·재료를 보다 쉽게 조달하고자 농업 부
문에 참여할 수 있다. 동부팜한농이나 LG CNS가 전자 사례라면, 후자를
대표하는 사례는 축산 관련 기업의 수직계열화를 들 수 있다. 둘째, 관내
농업경영체만으로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여 경
제를 활성화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 주로 정책 사업을 활용하거나 지자체
가 주도하기 쉽다. 1980년대부터 본격 추진했던 농공단지 사업은 농외소
득원 창출이라는 목적을 우선시하였지만 이와 비슷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전략식품산업 지원 사업56)도 다양한 지역
농축산업 주체 역량을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산업계 참여를 장려하고 있
다. 전북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도 2018년 6월 현재 국내 기업 51
개(본사 소재지가 익산시인 기업은 18개)가 입주해 있다. 셋째, 비교적
최근부터 기업이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기존 농업 부문 참여자와 상생
을 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operate Social

5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상 지역의 특화된 농산물의 생
산·가공·판매 등을 지원해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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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y, CSR) 또는 공유가지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개념에 토대를 둔 활동이다.

2. 기업의 농업 참여 경로
기업의 농업 진입은 크게 1) 현행 제도 틀 안에서 농업 (생산) 부문에
계열화 사업자로 참여하거나 자회사(농업법인)를 설립·운영하는 방식과
2) 정부의 기업농 육성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지원 사업의 사업자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제도 틀 내에서 농식품 산업 관련 기업이 농업 생산 부문에 수직적 통
합 형태로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축산계열화이고, 기업농 육성 정
책의 대표적 사업이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이다. 농업법인(특히 농
업회사법인)을 활용하는 방식은 다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출
자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기업이나 농협 등에서 직접 경영하는 방식도 활
용한다. 최근에는 벤처 형태로 농업 부문에 진입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1. 농업법인 설립 또는 출자57)
농업법인제도는 조직경영체를 육성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취업기
회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김수석·박석두 2006). 당초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시작하였고, 1995년에는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
57) 유찬희·엄진영·김윤진(2018)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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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개칭하였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법인 성격, 설립
요건, 농지 소유 여부 등이 다르다.

부표 1-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분

영농조합법인

법인 성격 - 협업적 농업경영체

농업회사법인
- 기업적 경영체

-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설립
-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
- 비농업인의 출자 총액의 90/100까지 출자 가능
설립 요건
로 참여
- 출자총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8억 원을 제외한 금
- 비농업인은 준조합원(의결권 없음)으로 참여 가능
액을 한도로 함.

사업

-

농업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 관련 공동이용 시설 설치·이용
농산물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기타

농지 소유 - 소유 가능

-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이외에 부대 사업으로 영농자
재 생산·공급
종묘 생산 및 종균 배양 사업
농산물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장비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사업

- 조건부 소유 가능

주: 서종석 외(2017: 13) <표 3-1> 재구성.

2009년 농업법인 제도 개정 이후 비농업인 또는 기업의 출자가 농업
회사법인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가용한 최신 자료인 2014년 농업법
인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58) 14,953개 영농법인59) 중 전체 출자
금 대비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이하 유형 1 법인)은
1,918개(12.8%)였다.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이 90% 이상인 법인(이하 유
형 2 법인)도 666개였다.
유형 1 법인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중은 각각 29.6%과

58)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https://mdis.kostat.go.kr/index.do, 2018년 6월 20일 접근)에서
자료를 구독함. 농업법인 실태 조사 자료는 2014년까지만 제공함.
59) 출자금 규모가 0원인 법인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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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였다. 유형 1 법인 중 82.0%가 유통업, 농축산물 가공업, 작물 재
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유형 1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와 시
설 면적은 1,743ha에 불과했는데, 이는 대다수 법인이 직접 생산보다는
가공이나 유통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부표 1-2 유형 1 법인 사업 형태, 2014년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물 재배

105

157

262

축산업

28

77

105

(5.5%)

농축산물 가공업

143

344

487

(25.5%)

농축산물 유통업(도소매)

168

477

645

(33.8%)

9

9

(0.5%)

7

9

16

(0.8%)

농지 분양 및 위탁 판매

2

39

41

(2.1%)

관광 및 음식업

28

32

60

(3.1%)

기타

85

200

285

(14.9%)

합계

566

1,344

1,910

(100.0%)

위탁영농
농업 서비스

0

합계
(13.7%)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 실태 조사』.

부표 1-3 유형 1 법인 소유·임차 농지 면적, 2014년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계

소유면적

201.9

398.6

600.4

임차 면적

346.6

579.7

926.3

시설 면적

44.0

172.7

216.7

합계

592.4

1,151.0

1,743.4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 실태 조사』.

2.2. 직접 경영
일부 기업은 농업법인 설립·출자 방식 대신 계열사 형태로 농업 부문에
진입하기도 한다. 농업법인 형태로 진입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관련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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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 국내 대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 현황

(단위: 백만 원)
기업 명

상호 명

최초
설립일

농협

㈜농우바이오*

1990.06

2014.10

7,150

대성

㈜파주영농

2011.02

2011.02

1,800

굿가든(주)*

2012.04

계열
편입일

자본금

매출액

업종

69,262

종자 및 묘목
생산업

2012.05

8,009

396
50

기타 작물 재배업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동부

㈜동부팜 아그로

2009.04

2012.03

㈜새만금팜*

2009.10

2009.12

250

135

채소작물 재배업

동부팜흥농(주)

2001.04

2011.10

9,000

35,340

종자 및 묘목
도매업

CJ

씨제이돈돈팜(주)

2004.07

2004.08

30,799

45,655

양돈, 양돈정액
판매업

LG

팜한농

1953

2016.04

628,300

농자재(작물보
호제, 종자)

아모레
퍼시픽

㈜장원*

2007.04

2007.04

5,083

15,134

차류가공업(녹
차)

한화

그린투모로우(주)*

2010.02

2010.04

5,668

224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현대
자동차

㈜서림환경기술

2009.01

2009.02

12,000

㈜현대서산농장

2005.04

2011.04

6,200

44,987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서림개발(주)

1981.10

2009.02

13,500

103

젖소 사육업

효성

거목농산(주)

2006.02

2006.03

3,080

작물 재배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채소작물 재배업

주: *은 농업회사법인을 의미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공개시스템.

위에서 예를 든 진입 형태 외에도 2008년부터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
성 사업을 추진하였다.60)61) 2009년부터 간척지인 새만금 지구(700ha)
와 영산강 지구(518ha)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을 실시하여 2011년 최

60) 아모레퍼시픽은 제주도에서 녹차를 생산·가공함. SK 임업, LG그룹 곤지암예원, KT&G 예본농원 등도 사례임.
이외에 순천농협에서 직영농장을 운영하였으나 2014년 철수함.
61) 김병률 외(2016) 21-24쪽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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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확정하였다.62) 그러나 해당 지구 기반시설 정비와 간척농지 조성이
늦어지고, 대규모 농어업회사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기피하는 등 문
제가 발생하였다.

2.3. 벤처 기업63)
2016년 5월말 농식품 부문 벤처기업은 1,571개였다. 이 중 농업 생산
부문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 수는 50개(3.2%)로 제한적이었다. 농업 관련
벤처기업은 대부분 제조·가공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부표 1-5 농식품 벤처 기업 현황, 2016년 5월말

(단위: 개소)
산업 분류

벤처 기업 수

비율
3.2%

농업

50

임업 및 광업

3

0.2%

식료품 제조업

899

57.2%

음료 제조업

52

3.3%

담배 제조업

1

0.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35

15.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91

5.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3

0.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6

10.6%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

0.1%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3.0%

연구 개발업

12

0.8%

합계

1,571

100.0%

자료: 박지연·김연중·최진용(2016) 36쪽 <표 3-1> 재구성.

62) 새만금 지구는 (유)농산무역(시설원예), ㈜동부그린바이오(시설원예, 조사료, 한우), ㈜새만금초록마을(한
우, 사료작물), 영산강 지구는 ㈜한빛들(시설원예), ㈜장수채(새싹채소), 삼호용암영농조합법인(한우, 청보
리), 매봉합자회사(시설원예), ㈜남해(해바라기 기름)가 선정됨(김병률 외 2016: 23-24).
63) 박지연·김연중·최진용(2016)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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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식탁이 있는 삶>
‘식탁이 있는 삶’은 단순히 산지 농산물을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산지에서 특화된 좋은 산물들을 소개하며 가치와
철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통 경로를 구축하여 유기농 분야 특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농업인들과 협업하여 상품
기획과 유통을 함께 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식탁이 있는 삶’ 김재훈 대표는 운영 중인 다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하여 총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였고, ‘THE DAN
초당옥수수’는 해마다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상품 품질을 높이는 단계를 넘어, 원료 농산물의 물성(物性)을 제대로 이해
하고 공급하자는 신조 하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성공 요인이다.

<사례 2: 부용농산64)>
농업회사법인 ‘부용농산’은 인구 399명에 불과한 안동 마을에 정규직 직원 58명 규모의 기업을 두고 있다. 대표 나이
34세, 직원 평균 나이는 34.2세인 젊은 농기업이다.
부용농산은 직접 밭에서 마와 우엉을 생산할 뿐 아니라(1차 산업), 마 분말과 차와 같은 가공품을 생산하고(2차 산업),
마를 수확하고 마 요리 등을 배우는 농촌 체험교실 ‘영파머스랜드’(3차 산업)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영파머스스쿨’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약 66만 ㎡의 밭에서 마, 우엉 약 2,000톤을 직접 재배하고, 62개 농가에 계약 재배를 맡겨 약 1,000 톤의 작물을
구매한다. 2016년 영파머스랜드에 약 1,000명의 관광객이 찾아 왔다. 마·우엉·가공품 판매와 체험 관광 수익을 포함하
면 2016년 매출은 136억 원에 이른다. 원재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계약재배 농가소득도 약 20% 늘었다고 추정된다.

<사례 3: 이더블버그(Edible Bug)65)>
이더블버그는 아직 생소한 식용 곤충을 가공하여 직접 판매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여 식용 곤충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2016년 현재 서울(흑석동 및 양재)과 부산(안락동)에 매장 3곳이 있고, 2016년 매출액 1억 2천만 원을 기록하였다(2015
년 2천 5백만 원 대비 약 5배 증가). 평균 구매 만족도도 93.4% 이상이라고 한다. 자체 제조시설을 이용해 곤충을 식용화
하여 신뢰성을 높였고, 생소한 원재료의 맛과 향, 식감 등을 활용하여 차별화에 성공하였다.

64) 동아일보. “벤처농부가 일군 ‘일자리 기적’”, 2017년 8월 2일 보도 자료.
65) 농림축산식품부. “곤충, 식품산업 본격 진출!” 2016년 3월 10일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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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농업 참여 관련 정책
3.1. 농업법인 관련 정책
농업법인제도는 1990년 제정된「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토대로 도
입되었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취업기회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김수
석·박석두 2006). 당초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시작하였
고, 1995년에는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칭하였다.

부표 1-6 농업법인 제도 변천 과정

구분
근거 법률
농지

1990년 제정

1993년 개정

1994년 개정

1998년 개정
「농업·농촌
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2009년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 농지소유 가능 조합원 1인당 소유상
「농지법」의 농업인 소유 규정 적용
∙ 상한 규정 없음 한 합산면적

∙ 당해 시·군 거주
∙ 유지
∙ 3년 이상 영농
∙ 유지
영농조합
주체 ∙ 1ha 미만 농지
법인
∙ 소유상한 폐지
소유자

∙
∙
∙
∙

거주지 요건 폐지
영농기간 요건 폐지
농업인·생산자단체
의결권 없는 출자자=준조합원 도입

∙ 농지·현물 한정 ∙ 현금출자 가능
출자 ∙ 1인당 총출자액 ∙ 유지
의 1/3 이하

∙ 준조합원 출자액 총 출자
준조합원 출자한도 폐지
액의 1/3 이하로 제한

농지 소유 불가능

조건부 소유
가능1)

조건부 소유 가능2)

비농업인 출자 가능

농지개량조합 삭제

농업회사 주체 농민
법인
출자

농민·생산자단체·
농지개량조합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 비농업인 출자 비농업인 출자
액의 1/2(주식회사는 1/3) 액은 총출자액의 액은 총출자액의
이하
3/4
90/100

주: 1) 농업인 출자액 합계가 총출자액의 1/2 이상, 농업인이 대표사원, 업무집행권 보유 사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에 농지
소유 가능.
2) 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 가진 자가 1/3 이상 농업인이면 소유 가능.
자료: 김정호 외(2015), 김정호·정영환·최은아(2015) 재구성; 유찬희·엄진영·김윤진(20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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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어 왔고, 진입 요건이나
관련 규제도 완화되었다. 1994년에는 비농업인 출자를 허용했고, 2009
년 이후에는 비농업인의 출자 요건을 크게 완화하였다.

3.2.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정책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사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기업농
육성으로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 구축”(농림수산식품부 2008)66)을 목
표로 생산, 가공, 유통 및 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농업 종합단지(complex)
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300~500ha 간척지를 장기 임대 방식으로 마련
하고, 농식품기업과 농어업인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
하였다. 정부는 간척지 장기(30년) 임대,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고
생산 시설도 지침에 따라 지원하였다.

3.3. 벤처기업 관련 정책67)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 내 전체 벤처기업 중 농업 벤처 비중은 2016
년 5%에서 2020년 1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
으로 2020년까지 신규 벤처 창업 1,800개를 추진하여, 신규 일자리 1만
2천개를 마련하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원스톱 지원 채널’을 구축하여 벤처 창업
에 필요한 기술·자금·교육·판로 등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
표하였다.68) 2015년 6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계기로, 농식품

66) 농림수산식품부. 2008. “간척지,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탈바꿈.” 2008.12.19. 보도 자료.
67) 박지연·김연중·최진용(2016)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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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존 창업 관련 기관69)을 유기적으로 연
계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등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벤처 기
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부상조 플랫폼’을 구축하여 설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4. 기업의 농업 참여: 관점과 쟁점
4.1. 찬반 논리
기업의 농업 부문 참여라는 쟁점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례는 많이 발
견하기 어렵다. 기업의 농업 부문 참여를 지지하는 관점은 기업 자체의
필요성을 반영하거나, 경제 전반에서 강조하는 생산성과 경쟁력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표 1-7 비농업 부문의 (대)기업 농업 부문 인식 찬반 사례

쟁점

찬성

반대

일반
근거

- 위생,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 편익을 늘릴 수 있음. - 출혈 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 기존의 골목 상권 문
-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이 낮은 상황이므로, 생산성
제와 비슷한 성격임.
을 높여야 함.70) (반론: 대기업이 식량작물 부문에 진 - 가족농 중심 생산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음.
출하려 할 가능성은 낮을 것임.)
- 농업인 지위를 단순 임금노동자로 전락시킬 수 있음.

경쟁
력
측면

- GDP 대비 2.3%(2012년)에 불과한 산업을 그냥 두면 - 특수작물 진출 가능성이 높음. 그 결과 기존에 동일 품
소멸하게 되어 있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위험 부
목을 재배하던 농가가 전작하는 연쇄 효과가 생길 것임.
담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됨.
- 수출경쟁력이 실제로 있을지 의문임.
- R&D 촉진 및 보급을 활성화할 매개체가 될 수 있음. - 생산성을 높이면 필연적으로 고용이 감소함. 농촌 공
-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함.
동화 가속화 가능성이 있음.

제도
측면

- 현행 법 체계에서는 농업인·비농업인, 농업법인과 그 - 대기업 특혜가 될 가능성이 높음.
외 법인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 투자 여력이 있으면 - 상호출자제한기업도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등
투자를 하고 새로운 실험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함.
의 조치는 특혜 사례임.

주: 자료: KBS 공감토론(2016. 9. 29.) 토론 내용 정리.

68) 농림축산식품부. 2015. “청년 일자리, 농업·농촌에서 찾으세요.” 2015.6.2. 보도 자료.
69) 농업기술실용화재단(수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서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안양), 귀농귀촌종합
센터,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도 농업기술센터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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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업의 참여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입장은 기존 생산자와
경합 및 갈등 발생 가능성, 대기업과의 공정 경쟁이 어려워 생길 수 있는
파급 효과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장상환(2013)은 농외 자본의 농업 부문
참여는 규모의 경제를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적 농업의
제약 요인 때문에 기업이 진입해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71)

4.2. 갈등 사례
최근 발생한 ㈜동부팜화옹과 LG CNS 사례는 앞 소절에서 제시한 찬반
논리에 기초하여 이해집단간에 갈등이 빚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상생
을 꾀하려는 노력이 일부 있었지만 갈등이 고시·심화되었고, 이 과정에
서 중재를 담당했어야 하는 정부 기관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특히 ㈜동부팜화옹의 유리온실 사업에서 드러난 집단 간 갈등 양상은
기업(㈜동부팜한농)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전농) 사이에 발생했지만,
실제로는 기업농적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추진해 왔던 농업 정책의 방향
성에 대한 갈등에 해당한다(김수석·허정회·한혜성, 2015).

70) 토론 패널은 (대)기업이 농업 생산을 할 때 생산성이 더 높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음. 자본집약적인 시
설원예에서는 기업의 단위면적당 또는 1인당 생산량이 더 많을 수 있음. 그러나 생산 주체의 규모에 따른 생
산성에 대한 실증연구, 특히 일반 농가와 기업의 생산성을 비교한 연구는 제한적이므로 이는 충분한 근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71) 생산 과정 불확실성, 노동 시간과 생산 시간의 불일치, 고용 노동을 확보할 때 수반되는 과도한 거래비용, 규
모의 경제 발현 한계, 원료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한계, 농지 확보 및 지대 부담 등을 이유로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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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팜화옹 유리온실 사업 사례72)
㈜동부팜화옹의 유리온실 사업은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었다. 사업 기본 성격이 1) 장기 임대
차 방식으로 간척지 활용하고, 2) 정부 지원을 받으며, 3) 생산물을 전량 수출하도록 했다는 점 등에서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사업의 ‘시범’ 사례라고 볼 수 있었다.
당초 ㈜세실의 자회사가 화옹지구 간척지 제4공구 첨단 유리온실(15ha 규모)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8월 ㈜동부팜한농이 사업을 인수하여 자회사인 ㈜동부팜화옹을 설립하였다. 2013년 4월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다. 총
건설비는 약 500억 원(자부담 420억 원, 보조금 87억 원)이었다.
㈜동부팜화옹은 당초 사업 계획대로 토마토로 품목을 한정하고 2013년 3월부터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토마토 생산자 등 농업인 단체가 불신 입장을 밝혔고, 갈등이 불거졌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동부그룹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지자, ㈜동부팜한농은 유리온실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손실이 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유리온실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김태곤·최병옥·양찬영(2013)은 동부팜한농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이 농업 부문에 진입할 때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을 생산자와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하였고, 급속하게 수직계열화 체계 구축했다는 점에서
찾았다.

LG CNS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 사업 사례
LG CNS는 2016년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과학영농 기술개발 위한 한국형 스마트팜
설비 및 솔루션 개발해 농가 생산성 향상 기여하고 향후 수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설비 국산화와 국내시설원예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해외 시설원예 설비시장에 적극 진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73) 스마트팜 등과 연관하여 재배
실증단지에 필요한 설비 및 S/W 개발 등에 주요 목적이 있고, 해외 전문재배사가 수탁 생산한 농산물은 전량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보 농업인 단체와 토마토 및 파프리카 생산자 단체는 규모화된 기업이 진입하면 기존 생산
자 경영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고, 생산 농산물이 국내에 출하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의심을 표시했
다.74) 2016년 9월 19일 LG CNS는 사업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4.3. 상생 사례
4.3.1. 상생 전략 발전 과정
갈등 사례처럼 기업이 생산 부문 등에 직접 진입하는 방식이 아니더라
도 한국 기업은 농업 부문에 꾸준히 진입해 왔다. 기본적으로 진입하려는

72) 장상환(2013), 김수석·허정회·한혜성(2015: 68∼79)를 참고하여 작성함.
73) 한국농업신문. “LG CNS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 사업’ 추진” 2016. 7. 12 보도자료.
74) 이는 앞서 발생한 (사)동부팜화옹 사례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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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해당 부문 생산자 또는 지역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 때문이다. 기업 측에서는 원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농가나 지역 차원에서도 안정적 판로 확보, 소득
또는 고용 창출 기회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과 농업 부문의 협력 과정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에서 시작
되었지만, 동시에 거래 관계를 넘어 사회공헌 등의 형태로 협력을 강화하
려는 노력도 이전부터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도농교류 활성화나 일사일
촌(一社一村) 운동은 오늘날 공유가치창출 개념을 이미 담고 있던 사회공
헌활동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일사일촌 운동은 초기에 활발하
게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회성 활동에 그치는 사례가 늘어나
는 등 지속성이 부족했다(이규천 외 2012). 이는 사회공헌활동은 기업 이
미지 제고와 공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기업 핵
심 역량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이계임 외 2015).

부표 1-8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창출 비교

분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창출

개념

경제적·법적 책임 이외의 사회적 공헌 활동

기업의 이윤 창출과 사회적 공헌 활동 일체화

목적

시민의식을 전제로 한 자선 활동

비용 대비 사회적·경제적 편익 또는 효용

인식

이윤 극대화와 무관한 활동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필수요소

한계

예산 규모에 따른 활동 제한, 지속성 및 성장성 결여

기업 가치사슬 영역에만 한정

자료: 이계임 외(2015) 수정.

일사일촌 사례를 확대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기존 방식의 한
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75)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7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보통 일상 경영에 더해 윤리성까지 강조하는 ‘정도 경영’, 이윤 추구 과정에서 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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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기업은 사회공헌활동 등의 형태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에,
이윤 추구에 직접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업이 사회적 요구에 대응
하기 위한 접근을 다루고 있으며,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회공헌활동) 기업의 이윤추구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76)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 개념은 공유가지창출 개념으로 발
전하였다(Porter and Kramer 2011). 즉,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완
화·해소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성과를 올릴 수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4.3.2. 상생 사례
이 소절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를 먼저 소개하여 공유가치창
출 사례와 비교하고자 한다. 공유가치창출 사례는 앞서 살핀 기업의 농업
부문 진입 동기(기업 자체의 필요성, 지역 사회의 요청 또는 요구, 기업
이미지 향상) 별로 소개한다.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풀무원 그룹 사례77)
풀무원 그룹은 핵심 역량인 유기농 식품 R&D를 계속 강화하고 브랜
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 일환인
‘바른 먹거리’ 프로그램(공익 캠페인, 제품 개발, 제품 정보 제공)을 실행
하고 있다.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식품 정보 확인 방

호 및 관리 등까지 고려하는 ‘환경 경영’, 그리고 (전략적) 사회공헌활동까지 포함함(남영호 2008).
76) 장기적으로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Porter and Kramer
(2006) 등을 참고하기 바람.
77) 박명섭 외(2016)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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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양소 교육·바른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 소비자가 식품 안전
성과 정보에 점차 관심을 많이 갖고, 식생활 습관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바른 먹거리’ 콘셉트를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제품 다각화·차별화 성격도 있지만 다
양한 소비자 니즈(needs)에 대응하는 성격을 지닌다. 제품 포장과 홈페
이지 등에서 제품 성분 정도를 완전히 제공하고 있고, 용어 설명 등을 추
가하여 관심 있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공유가치창출: SK그룹-청원군 오창농협 사례78)
SK그룹은 2003년 친환경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청원군 오창농협에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의뢰하였고, 2008년에 친환경농산물 센터를
건설하였다. SK그룹은 직원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안정
적으로 공급하고, 오창농협은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여 리스크를 완화
하였다. 동시에 생산자와 계약을 맺어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학교급식
이나 매장 등에도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기여하고 있다. 기업 자체
필요성과 이미지 개선을 동시에 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 공유가치창출: ㈜CJ-㈜대상 사례79)
㈜CJ-㈜대상 사례는 지역에서 상생협력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전남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는 천일염은 수입 소금과의 경쟁에서

78) 김태곤·최병옥·양찬영(2013)을 참고하여 작성함.
79) 김태곤·최병옥·양찬영(2013)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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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 확보 실패, 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높은 가격 변동성과
생산자에게 불리한 유통 구조, 위생관리 강화 등 때문에 입지가 점차 축
소되어 왔다. 이에 전라남도는 2008년부터 기업을 유치하여 고질적인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CJ와 ㈜대상도 안전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관심을 보였다. 2000년대 후반 생산자와 주민을 지속
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두 기업이 지역 생산자를 참여시키면서
‘신의도 천일염 주식회사’와 ‘신안 천일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결
과 천일염 부가가치를 높이고 환경 부하를 줄이며 고용창출에도 기여하
는 등 양측이 모두 편익을 얻었다.

5. 시사점
5.1. 공유가치창출 측면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외연 확대가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다른 부문과의 연계를 촘촘히 확대하여 부가가치
를 높이고 상생할 수 있어야 사회와 경제를 이루는 한 부문으로 원활하게
작동·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가치창출은 이러한 상생 관계 필요
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그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개념이
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공유가치창출 개념에 기초한 실천이 보다 확
대되면 농업 부문 종사자-기업인-지역 모두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 농업 여건과 그동안 기업 진출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경험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단기간에 널리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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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제약을 넘어서려면 서로에게 필요한 내용과 상생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은 물론,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향후 생길 수 있는
갈등 요인을 미연에 줄여야 한다. 이 과정과 논의를 먼저 제시하는 측은
기업이나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기업이나
지역 공공 기관 등이 보다 큰 흐름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짚어내기 쉽고,
논의나 대화를 보다 적은 거래비용을 들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기업이 ‘농업 부문에 진입한다.’는 인식
이 퍼져 있고 이에 대한 기존 생산자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활동 목적, 구체적인 내용, 기대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공유가
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별 주체 간
노력만으로 모든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례별로 적합한 추진 방식
(상생 모델)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 측면에
서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5.2. 제도적 관리 측면
제도 측면에서 공유가치창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상생
모델 구축 지원과 갈등 해소 기제 마련으로 나눌 수 있다.

5.2.1. 상생 모델 구축 지원
기업과 기존 생산자가 공유가치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은 지
역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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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9 상생 모델 유형 예시

유형

주요 특성

- 지역 단위 직거래 위주
농가-지역 농협-기업 연대
- 지역 농협이 생산 지도, 기업의 물류 능력 활용
기업-생산자 연대

- 공동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 기업의 품질 관리, 판로 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증대

지자체-기업 협력

- 지역에서 기업 유치
- 지역 농산물 활용 및 지역 내 판로 활용

자료: 김태곤·최병옥·양찬영(2013: 88∼90)을 참고하여 재구성.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공공 부문에서 직접 상생 모델을 설계·전파
하기 보다는 기반 마련 및 조성 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관련 규제 정비, 공론의 장 형성, 기술 지원(컨설팅 등), 운전자금 지원 등
을 들 수 있다.

5.2.2. 사전적 갈등 해소 기제 마련
기업 진입 관련하여 지역이나 특정 품목 생산자에게 정보(신호)를 제
공하고,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인식 격차를 좁히는 역할은 공공
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에서 2013년 발표한 “기업의 농업 참여 가이드라인”을 들 수 있다. “기업
의 농업 참여 가이드라인” 중 1·2번은 공유가치창출과 궤를 같이 하며,
2번은 상생 모델 지원과도 관련된다. 3·5번은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의 근
거가 될 수 있고, 4·6·7번은 갈등 관리 역할 조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에도 “기업의 농업 참여 가이드라인”은 각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
고, 구속력을 지니지 못해 당초 기대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
서 선언적 수준을 넘어 사전적으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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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0 기업의 농업 참여 가이드라인

1. 농업계와 기업계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기업의 농업 참여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
2. 기업은 자본·기술 투자를 통한 농업발전을 지원하고, 농업계는 기업이 이러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협력한다.
3. 기업이 농업 생산에 참여할 경우에 관련 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4. 기업이 농업 생산에 참여할 경우에 국내 생산이 없는 품종, 자급률이 낮고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수출용 품목 등에 대한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5. 기업의 농업생산 참여로 공급과잉 등 현안 발생 시 해당 기업은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정부와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한다.
6. 기업은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해위 등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7. 정부는 기업이 농업참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중재기구 설치 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과 농가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자료: 국민공감농정위원회.

5.2.3. 사후적 갈등 해소 기제 마련
사전적 갈등 예방 조치를 마련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완화하기는 어렵
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사전 관리 단계에서는 이해 당사자(기업-생산자, 기업-농협 등) 간 갈등
은 가급적 자율적 해결에 맡기되, 문제가 발생하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수석·한혜성·허정회 2015).
사후 관리 원칙으로 하버드 콘셉트81)을 고려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갈등 관리인을 양성하거나 정부 기관에서 직접 중재위원회 형태로 개입
할 수도 있다. 다만 동부팜한농 사태처럼 정부에서 개입을 하였다가 원활
히 중재하지 못하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칙을 마
련하고 갈등관리인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0) 자세한 개선 사항 제안은 김병률 외(2016: 74∼77)를 참고하기 바람.
81)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고, 실제 원하는 바를 이해한 뒤, 상생적·호혜적 대안을 마련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거
하여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4단계 접근 방식임. 자세한 내용은 김수석·한혜성·허정회(2015: 127)을 참고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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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카카오 사례분석
카카오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비롯해 광고, 게임, 커머스, 컨텐츠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적인 IT기업이다. 그리고
2016년에는 ‘카카오파머’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하면서 ‘농업 혁신’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카카오파머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농축산물
을 구매자들과 연결해주는 일종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이다.
카카오파머 서비스는 제주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출발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즉, 제주지역 농가들이 농산물 생산 이후 마케팅, 판매의 어
려움을 카카오가 보유한 모바일 유통 플랫폼을 이용해 이를 해결할 수 있
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된 파일럿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감귤 750톤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격적으로 카카오파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0개 파트너와
약 40여 종의 농산물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다. 상품은 크게 자체 브랜
드 상품(PB)과 입점 브랜드 상품으로 나누어진다. 자체 브랜드 상품은 제
주지역 우수 파트너를 선정하여 패키지 디자인을 후원한 것이고, 입점 상
품은 기존에 판매된 농산물을 패키지화하여 카카오파머 플랫폼에서 판매
된다. 물론 이후 대상 지역을 제주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취급 상품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마케팅 전략 중의 하나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격 설정을 통해 생산자
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힘썼다. 농업인과 합의된 상품에 한해
납품가격과 포장, 배송, 카카오의 마케팅 비용 및 이익 등 상품가격 구조
를 공개하였다. 이로써 상품 유통과정에서 유통마진을 최소화했고 가격
이 투명하게 설정되었음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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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스토리를 입혀주기도 하였다.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우수한 농산
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발굴하여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과 콘텐츠 제작 등
을 후원하였다. 그 결과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4050대의 농산물 소비행태
를 모바일로 확장하였고 2030대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와의 상생, 상대적 취약산업인 농업의 혁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카카오파머 서비스 운영의 바탕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강조하는 카카오의 ‘소셜임팩트(social impact)’ 경영철학이 깔려
있다. 소셜임팩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 농업과 같은 특정 분야
는 물론 사회 시스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같이가치 위드 카카오(같이가치 with Kakao)’라는
사회공헌 플랫폼을 통해 기부, 자원봉사, 마음건강에 이르기까지 이용자
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모금 제안부터 진행, 참여까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플랫폼이다.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2007년 12
월 오픈부터 2018년 초까지 1,920만 명의 이용자가 196억 원의 모금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Makers with Kakao)’ 플랫
폼을 통해 사용자에게 공동주문을 받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낭비 없는
생산과 가치 있는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에 따른 불필요한
재고 발생 등을 해결하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2016년 2월부터
시작하여 2018년 초까지 약 138만 개의 상품을 판매하였고, 주문 성공
률은 96%에 달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기적(selfish) 속성을 가
지고 있다. 기업에 따라서는 이윤 추구와 더불어 기업의 이미지 개선, 브
랜드 파워 강화, 윤리적 책임 이행 등을 목적으로 이윤의 일부를 지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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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이것이 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다. 카카오가 바로
‘소셜임팩트’라는 경영철학 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 중
의 하나이다. 카카오파머를 통해 마케팅,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
가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모바일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한 것은 사회
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이윤을 추구했으며, 이는 기업이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접
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기업과 농가의 가치 창출을 연계한 상생협
력모델인 셈이다. 이것이 소위 ‘공유가치 창출(CSV)이다. Moon 등
(2011)은 기업의 유형을 우둔한 기업(stupid corporation), 이기적 기업
(selfish corporation), 선행 기업(good corporation), 스마트 기업
(smart corporation)으로 구분하였다. 이기적 기업은 CSR을 통해 선행
기업으로 혁신하고, 선행 기업은 CSV를 통해 다시 스마트 기업으로 혁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카카오파머가 이와 같이 이기적인 기업이 선행 기
업을 거쳐 스마트 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기적 기업은 선행 기업을 거치지 않고 CSV를 통해 바로 스마트 기업으
로 혁신할 수도 있다. 최근 카카오는 우정사업본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우정사업본부에서 추천하는 전국 농수특산물을 자체 유통 플랫
폼을 통해 판매하기로 하였다. 즉, 농산물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영역을 더
욱 확장하여 더 많을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 혁신‘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스마트한 경영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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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1

CSR 혹은 CSV를 통한 기업의 혁신
전략(Strategy)

<High>
선행 기업
(Good Corporation)

CSV

스마트 기업
(Smart Corporation)

②

CSR

사회적
이익

①

우둔한 기업
(Stupid Corporation)

윤리
(Ethics)

③
CSV

이기적 기업
(Selfish Corporation)

<Low>
<Low>
자료: Hwy-Chang Moon, etc.(2011: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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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

<High>

부록 3. CJ제일제당 사례분석
국내 농식품기업들이 국내시장 포화 및 투자 관련 규제 등을 이유로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해외시장에서 농산물 생산단계에
참여하는 기업은 판로 확보가 어렵고, 식품가공단계에 참여하는 기업은
고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렵다. 그리고 선진국이나 신흥
국가에 진출 시에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고, 이들 기업들이 시장을
이미 선점한 경우도 많다. 개발도상국에 투자 시에는 거버넌스가 취약하
고 투자 관련 법규·제도가 미비하며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불확실성과 리
스크가 크다. 따라서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하지만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공유가치창출(CSV)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
내 농식품기업 중에서도 CSV 실천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
이 나타나고 있다. CJ제일제당(이하 ‘CJ’)이 그중 하나이다.
CJ그룹은 1998년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주요 12개 사
업부문에서 총 3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2012년에는 중국에 이어 “베트남
에서 제3의 CJ를 건설한다.”는 사업비전을 대내외에 공표하였다. 그 이후
식품과 문화사업을 주력으로 공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투자전략을
펴고 있고, 베이커리, 홈쇼핑과 극장 등의 사업분야에서는 베트남 시장점
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사업의 일환으로 수출용 고추장과 김치의 주원료인 고추를 베트
남 현지에서 조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당초 중국산
고추가 고추장 원료로 사용되었으나 중국 내 생산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러한 전략의 실천방안으로 ‘KOICA-CJ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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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마을 사업’을 KOICA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사업대상 지역은 닌
투언성 땀능 2개 마을이었고 2014~2017년간 17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민간기업(CJ)의 비즈니스적 니즈(needs)와 수원국
(베트남)의 개발목표를 연계한 사회투자형 사업으로 KOICA-CJ-베트남
3자간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대상지역에서 계약재배 농가를 선정하여
한국산 고추 종사를 보급하고 재배기술을 전수하였다. 그리고 약 200평
에 달하는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최대 500톤의 물량을 처
리할 수 있게 되었다. 가공공장은 세척, 건조, 제분, 냉장·냉동 저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 외에 학교,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고, K-Water
와 공동으로 수도관 연결 및 관개용수로 공사도 진행하여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
본 사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CJ는 고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
급 받을 수 있고, 농가는 계약재배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여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다. 가공공장이 가동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
었다. 사업 대상지역은 1인당 월 소득이 35달러 이하의 빈곤층 가구의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는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본 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이 이전 대비 평균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농
가와 CJ는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업 종료 이후에도 그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CJ가 사업규모 확대로 고추 수요
가 증가하면 수혜농가 수도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고추 재배 참여 농가
수가 2014년 2가구에서 2017년 43가구로 늘었다. 이는 곧 CJ와 지역 농
가가 상생협력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5
년 CJ그룹은 베트남 국가주석으로부터 우호 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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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이 선정한 ‘세상을 바꿀 주목
할 만한 혁신기업’ 7개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아시아 기업 중 유일하다.
이와 같이 소외지역의 빈곤문제에 관심으로 갖고 비즈니스와 연계시
킴으로써 지역주민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실천한 바탕에는 사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다는 의미의 ‘사업보국(事業報國)’이라는 CJ그룹의
창업이념이 있다. 즉, 비즈니스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함으
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
미이다.
CJ가 한국산 고추종자를 보급하고 재배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생산성이
제고되었고,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건립함으로써 고추의 부가가치가 상승
하였다. 결국 <그림 6-2>에서처럼 베트남(닌투언성) 고추산업의 가치사
슬에서 생산단계와 가공단계의 부가가치가 상승함으로써 기존의 가치사
슬이 업그레이드되었다.

부도 3-1

CJ의 CSV사업에 따른 베트남(닌투언성) 고추산업의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부가
가치
업그레이드
가치사슬(新)
R&D

디자인

생산
물류구매

가공

물류 유통

마케팅

가치사슬(舊)

<생산 전 무형>

<생산 전 유형>

<생산 후 유형>

<생산 후 무형>
가치사슬 활동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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