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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초국적 유통업체 제스프리사와 제주도 서귀포시 농가 간 제스프리 골드키위 계

약생산에 주목하고, 계약생산의 목적과 실제를 고찰하여 지역농가가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지역농가는 계약생산을 통해 제스프리사의 글로벌 수급 전략에서 로컬 시장의 수요를 충당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제스프리사가 주도하는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통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기업은 생산요

소 공급에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생산기술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도 현지 생산자와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

다. 이로 인해 지역농업에 대한 계약기업의 통제력은 제한되고, 지역농가와 기업 간 관계는 농가가 능동적으로 생산에 

참여함에 따라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어 : 제주도, 제스프리 골드키위, 계약 생산, 초국적 농식품 체계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cess by which local farmers are integrated into the trans-
national agri-food system. To that e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urpose and reality of the contract 
farming for Gold Kiwifruit between Zespri International, a transnational fruit producer based in New 
Zealand, and farmers in Seogwipo-si, Jeju Island. Through this contract farming, Jeju farmers were con-
tributing to Zespri’s global distribution strategy and helping the corporation meet local demand. In the 
process, local farmers were being integrated into the transnational agri-food system led by Zespri. In the 
cooperation between these two parties, the company took a limited role in providing production resourc-
es, and it consulted local producers in applying production technologies to local sites. Thanks to such 
practices, the company’s influence on local farming was limited, and local farmers were able to function 
proactively in production. Therefore, the company and the farmers maintained a horizontal relationship.

Key Words :  Jeju Island, Zespri Gold kiwifruit, contract farming, transnational agri-foo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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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농업의 재구조화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역 농가가 

산업적 농식품 체계(industrial agri-food system)에 

통합되고 있다는 점이다(Whatmore, 2002). 그 중

심에는 집약적 생산방식을 채택한 대규모 농기업

과 지역농가 간 계약생산(contract farming; con-
tract production; contract cultivation)이 있다. 계

약생산이 지역의 농산물 생산자와 대규모 농기업

을 이어주는 주요 기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 지역과 부문에 집중됨에 따라 농가별·작물

별로 그 통합의 정도는 상이하다. 따라서 계약생

산은 지리학자들의 다음과 같은 의문을 해결해 줄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로컬 행위자들은 

농식품 체계의 네트워크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

가?’(Marsden, et al., 1996, 371)
계약생산은 농산물 유통업체나 가공업체 등 대

규모 농기업이 대량의 농산물을 구득하는 몇 가

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이다. 첫째는 시장에서 구

매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주곡 작물을 가공하는 기

업에서 채택한다. 둘째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플

랜테이션 방식으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농작물 생

산을 기업이 직접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양

자의 중간 형태로서 계약생산이 있다. 기업이 농

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은 채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통제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Key and 
Runsten, 1999). 계약생산에서 농부는 플랜테이

션과 달리 ‘노동이 아닌 작물을 판매한다.’ 다시 말

하면, 생산을 계약 농가에게 남겨둠으로써 기업은 

농업생산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White, 1997, 104).
Little and Watts(1994, 9)에 의하면, 계약생산이

란 ‘계약에 의한 물량, 품질, 가격, 공급시점 등에 

대한 상세한 거래 약정, 특정 투입물의 공급 그리

고 생산에 대한 통제 등에 의해, 생산을 직접 결정

하는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의 수직적 조정 방식’이

다. Singh은 이를 간단하게 ‘계약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 체계(2002)’라고 정의한다. 

계약생산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활

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로

는 Little and Watts가 1994년에 펴낸 Living under 
Contract: Contract Farming and Agrarian Trans-
formation in Sub-Saharan Africa이다. 이 책에서

는 케냐의 원예농업, 짐바브웨의 설탕·차·목화 

농업, 감비아의 주곡농업, 코트디브아르와 가나

의 팜유 농업 등의 사례를 통해 제3세계의 계약

생산을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을 중심으로 설

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멕시코와 인도의 채소, 카

메룬의 팜유, 미국 남부의 계육, 오스트레일리아

의 낙농과 밀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Key 
and Runsten, 1999; Singh, 2002; Konings, 1998; 
Boyd and Watts, 1997; Pritchard, 1998). 

계약 생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작물의 특성 또

는 기술적 특성에 기반 한 논의가 지배적이다. 고

전적 수출작물을 생산하는가, 원예작물을 생산

하는가, 아니면 주곡 작물을 생산하는가에 따라 

분류한다. 작물은 각각의 생산조건 및 노동제도

와 관련이 있고 이에 따라 로컬에 대한 영향은 서

로 달라진다(Little and Watts, 1994). 다시 말하

면, 상품 특수적 요소는 상이한 조직을 구성하게 

하고 상이한 제도를 낳는다. 특히, 신선 채소와 과

일 부문은 새로운 기술과 경영 시스템, 그리고 대

도시권 시장과 개도국 생산지역 사이의 기능적 조

정에 기반을 둔 국제화된 수익창출을 보여준다

(Pritchard, 1998). 
따라서 농기업과 농가 간 계약 생산은 계약의 

주체와 목적 및 생산지역에 따라 생산 방식, 기업

과 농가 간 관계,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차이

를 가져올 수 있다. 이로 인해 계약생산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계약생산 주체의 측

면에서 초국적 기업과 해외 농가 간 계약생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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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초국적 기업과 해외 농가 간 계약생산은 아프

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주로 제3세

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농산업의 성장에 의

한 초국적 기업의 진출과 이로 인한 글로벌 분업

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계약생산이 소농

과 농기업 간 협력에 기반 한 농촌개발 전략으로

서 국제기구와 제3세계 정부에 의해 장려되었기 

때문이다(Carney, 1994). 이와 같은 현상은 1980
년대에 표면화되었다. 외환 위기로 인해 국가 파

산에 직면한 국가들은 IMF와 세계은행에 의한 구

조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출 다면화 전략을 

추구하는 계약생산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은 계약생산

의 전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차, 팜유, 설탕 등의 

전통적인 수출품은 물론 신선 과일과 채소, 화훼 

등 과거에는 취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품목이 계

약에 의해 생산되어 수출되고 있다(Watts, 1994; 
Little and Watts, 1994). 

최근 국내에서도 해외에 기반을 둔 초국적 유통

업체와 국내 농가 간 계약생산이 과수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다.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초국적 키

위1) 유통업체 ‘제스프리 인터내셔날(ZESPRI In-
ternational Limited, 이하 제스프리사)’2)과 제주도 

남제주군(현 서귀포시) 농가 간 골드키위 계약생

산(2003)이 그것이다. 제스프리사는 뉴질랜드산 

키위를 ‘제스프리’ 브랜드로 통일하고(1997) 자국

산 키위의 유통 및 계약생산을 수행하고 있다.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기업인 제스프리사

는 주주가 전원 키위 농가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초국적 농식품 업체와 차별화되나 전문 경영

인을 중심으로 초국적 유통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국내외 농가와 계약생산을 진행하는 등 기존의 초

국적 농식품 기업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

과수 부문에서 초국적 기업과 지역 농가 간 계

약생산은 국내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로 드믄 현상이다. 최근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

력이 약화되고 해외 농산물이 시장을 잠식함에 따

라 농산물 자급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생산비가 높은 북반구의 

산업국가에서 과수 부문의 계약생산이 진행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계약기업의 목적과 작물의 특성 그리고 지역 농업

의 발전 경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계약 생산의 주요 

주체인 제스프리사와 제주도 농가가 계약 생산을 

추진한 배경과 목적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계

약 주체들의 생산요소 및 정보 공급, 계약 주체 간 

관계의 측면에서 계약 생산의 실제를 고찰하여 지

역 농가가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제주도 키위 농업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관계자들과의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현지조사는 

2013년 2월 4일∼9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심층

면담은 제주도청 감귤특작과, 농촌진흥청 국립원

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제스프

리 인터내셔날 코리아, 제주황금다래 영농조합법

인, 제주참다래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제스프리 

계약생산 농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 제스프리 골드키위 계약생산의 

주체와 목적

1) 제스프리사: 주년 공급 및 현지시장 확보

초국적 유통업체 제스프리사가 국내 농가와 계

약생산을 추진한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스

프리사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세

계에서 계약생산을 하는 초국적 농기업들은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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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리한 기후 조건과 저렴한 임금을 이용해 농

산물을 생산하고 가공 또는 수출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Little and Watts, 1994). 그러나 제스프리

사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기

업은 뉴질랜드산 키위 시장의 확대를 통해 자국산 

키위의 수출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현

재 주요 수출 시장은 유럽과 아시아 및 북아메리

카 등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 산업지역이다(표 1). 
제스프리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

는 한국의 경우 뉴질랜드산 제스프리 키위가 수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표 2). 미국산

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낮은 생산비용과 지속적인 관세인하로 무장

한 칠레산이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으나 제스프

리 키위는 고품질의 고가정책과 활발한 홍보활동

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뉴질랜드산 키위의 출하시기가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키위의 출하 

시기는 품종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체로 남반구는 

3월∼11월(뉴질랜드, 4월∼11월), 북반구는 9월∼

4월이다(농수산물유통공사, 2002). 이와 같이 출

하가 중단되는 단경기(端境期)의 존재는 주년 공

급에 의한 연중 수출을 어렵게 한다. 특히 대형 소

매업체와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년 공급에 

의한 안정적 물량공급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

스프리사는 단경기에 키위를 수입하여 재수출하

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제스프리사는 

2000년부터 신품종 골드키위의 계약생산을 통

해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고자 했다(김병률 외, 

2009). 주요 생산지역(표 3)은 유럽의 이탈리아

와 프랑스,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아메리카의 칠

레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이다(http://www.

zespri.com). 계약생산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제

스프리사의 주요 수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계약생산의 목적이 뉴질랜드산 키위의 단

경기에 수출시장에서 현지생산을 통해 현지시장 

또는 인접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것임을 의미한

다. 다시 말하면, 제스프리사의 주요 역할은 자국

산 키위의 전세계 유통에 있고, 계약생산은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스프리사는 현지 시장 또는 역내 시장규모

를 고려하여 계약규모를 설정할 뿐, 뉴질랜드산 

표 2. 한국의 국가별 키위 수입량의 변화
(단위: 톤, %)

국가 명 1997 2000 2005 2010 2012

계 7,999 (100.0) 5,228 (100.0) 26,751 (100.0) 28,514 (100.0) 28,944 (100.0)

뉴질랜드 4,827 (60.3) 4,186 (80.1) 19,469 (72.8) 22,583 (79.2) 20,139 (69.6)

칠레 1,845 (23.1) 571 (10.9) 5,931 (22.2) 5,829 (20.4) 8,805 (30.4)

미국 1,327 (16.6) 356 (6.8) 1,351 (5.0) 102 (0.4) 0 ( 0.0)

기타 0 (0.0) 115 (2.2) 0 (0.0) 0 (0.0) 0 (0.0)

주: 뉴질랜드산 키위는 제스프리사에서 수입된 것임.

출처: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정보(www.kati.net)

표 1. 제스프리 키위의 판매지역(2011)

지역 판매 비율(%)

계 100.0

유럽 48.5
아시아(일본, 한국) 44.7 (16.3, 7.0)

북아메리카 6.8

주 1: 판매비율은 상자(tray) 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 2: 한국은 1990년 0.2%, 1995년 1.7%, 2011년 7.0%.

출처: http://www.zesp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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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시장을 잠식할 정도로 규모를 확대하지는 않

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내 골드키위 판매량을 고

려하여 약 100ha 정도로 계약면적을 유지하고 있

다. 이는 제3세계에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대

규모 계약생산을 수행하는 초국적 농기업의 일반

적인 특성과 확연히 구분된다. 

2)  남제주군 및 지역 과수농가: 감귤농업의 

대안으로서 안정적 소득 확보

제스프리사가 계약생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주체는 

당시 남제주군(현 서귀포시) 당국이었다. 그 배경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에서 과수농업, 나

아가 감귤농업이 차지하는 지위와 이 산업이 처

한 어려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계약생산

이 성사된 2003년 제주도 농산물에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한 품목은 과수이다(면적 41.6%, 조수입 

45.1%).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2011년에는 

과수 부문의 조수입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

게 된다(표 4). 
작목별 비중에서는 단연 감귤류가 가장 크다

(표 5). 2003년의 경우 생산면적은 98%를 넘었

고, 조수입은 약 97%에 달했다. 2011년에도 이러

한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표 6), 과수 생산면적은 자연적 조건이 

우수한 남부의 서귀포시(2003년 62.5%, 2012년 

66.7%)가 북부의 제주시(2003년 37.5%, 2012년 

33.3%)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이 가

운데 대부분은 감귤류에 해당되어 감귤류를 중심

으로 지역농업이 전문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제주도 전체의 감귤 재배지역은 1998
년 정점에 도달(25,860ha)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2012년에 20,595ha에 이르렀다(표 7). 이
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UR협상과 WTO체제의 

출범에 의해 글로벌 수준에서 진행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의 증가와 이에 대한 국가의 수용에 있

다. 1990년대에 본격화된 신선 과일의 수입, 특히 

표 3. 제스프리 골드키위 계약생산 국가

계약생산 국가 농가(호)

이탈리아(Emilia-Romagna and Latium) 150
프랑스(Corsica and Aquitaine) 50
칠레 -

오스트레일리아 -

일본(에히메현(愛媛県), 사가현(佐賀県)) 600
한국(제주도) 148

출처:  제스프리 인터내셔날 코리아; http://www. 

zespri.eu; 제주황금다래 영농조합법인; http://
www.zespri.com;http://www.zespri-jp.com;

표 4. 제주도 농산물의 조수입 추계

구분
2003년산 2011년산

면적(ha, %) 조수입(백만 원, %) 면적(ha, %) 조수입(백만 원, %)

계 60,045 (100.0) 1,076,378 (100.0) 51,222 (100.0) 1,553,753 (100.0)

식량작물 15,481 (25.8) 150,831 (14.0) 11,324 (22.2) 150,217 (9.7)

특용작물 5,573 (9.3) 57,555 (5.4) 2,745 (5.4) 35,257 (2.3)

채소류 13,561 (22.6) 330,250 (30.7) 15,571 (30.6) 555,329 (35.7)

과수 25,014 (41.6) 485,858 (45.1) 21,034 (41.3) 798,645 (51.4)

화훼 416 (0.7) 51,884 (4.8) 278 (0.5) 14,305 (0.9)

주: 식량작물에는 맥류, 잡곡, 두류, 서류, 특용작물에는 유채, 참깨 등이 포함됨.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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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의 오렌지와 감귤 시장의 개방은 소위 ‘감

귤 파동’으로 일컬어지는 지역 농업의 위기를 초래

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대체 

작목의 전환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

고, 특히 감귤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주감귤의 

대체를 위한 작목전환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 작목 가운데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높은 수익을 내는 한라봉과 천혜향 등의 만감류가 

대표적이다(표 8). 이는 감귤의 비중이 높은 서귀

포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만감류의 대부

분은 서귀포시에서 생산(2012년 현재 80.2%)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감류의 생산면적은 증가하는 

가운데, 만감류 내에서는 수익성에 따라 품종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제주군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감귤 생산면적

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면서 대안 모색에 주력하

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2003년 제스프리사로부터 

표 5. 제주도 과수의 조수입 추계

구분
2003년산 2011년산

면적(ha, %) 조수입(백만 원, %) 면적(ha, %) 조수입(백만 원, %)

계 25,014 (100.0) 485,858 (100.0) 21,034 (100.0) 798,645 (100.0)

감귤류 24,560 (98.2) 470,415 (96.8) 20,608 (98.0) 764,158 (95.7)

단 감 213 (0.8) 6,214 (1.3) 74 (0.4) 1,343 (0.2)

참다래 141 (0.6) 5,319 (1.1) 258 (1.2) 22,330 (2.8)

기타 100 (0.4) 3,910 (0.8) 94 (0.4) 10,814 (1.3)

주: 감귤류는 온주감귤과 만감류를 모두 포함한 것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표 6. 제주도의 지역별 과수생산
(단위: ha, %)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감귤류 기타 소계 감귤류 기타

2003
25,020
(100.0)

9,384
(37.5)

9,121
(36.5)

263
(1.0)

15,636
(62.5)

15,439
(61.7)

197
(0.8)

2012
21,050
(100.0)

7,005
(33.3)

6,788
(32.3)

217
(1.0)

14,045
(66.7)

13,807
(65.6)

238
(1.1)

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기초 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가 2개 행정시로 

개편되었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표 7. 제주 감귤의 생산 추이

(단위: ha, 100호)

연도 면적 농가

1980 14,094 199

1985 16,969 233

1990 19,414 256

1995 21,605 265

1998 25,860 362

2000 25,796 365

2005 21,430 306

2010 20,747 309
2012 20,595 31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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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생산을 제안 받게 된다. 이에 남제주군은 대

체작목으로서 골드키위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003년 

말 최초로 4개 농가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면

적이 약 100ha에 도달할 때까지 계약농가는 지속

적으로 증가했다. 계약생산이 농민들 사이에서 호

응을 얻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계

약생산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계약생산은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계

약업체가 전량 수매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감귤의 

판로 문제로 고통 받던 지역농가에게 안정적인 소

득의 확보는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됨에 따라 폐원 대

상 과수였던 키위의 재배면적은 골드키위 계약생

산의 영향으로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그림 1). 현
재 제주도에서 키위는 만감류를 제외하면 대규모

로 생산되는 과일 가운데 생산면적이 증가하는 유

일한 작목으로서 지역농업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

표 8. 제주도 만감류 생산 추이
(단위: ha)

연도 계 유자 금감 청견 네이블오렌지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기타

1997 539.9 106.8 136.3 83.1 51.8 82.5 - - 79.4

1998 611.0 102.1 125.0 125.8 45.3 134.6 - - 78.2

2000 664.9 30.5 131.9 120.9 49.3 264.9 - - 67.4

2002 973.8 12.2 122.7 110.6 44.5 621.0 7.8 - 55.0

2004 1,464.0 5.1 90.0 96.6 20.8 1,100.6 70.5 - 80.4

2006 1,494.0 5.1 95.2 94.0 18.5 1,128.2 86.9 - 66.1

2008 1,531.9 4.8 79.5 77.0 9.1 1,188.2 112.3 - 61.0

2010 1,700.7 4.8 55.6 76.8 7.4 1,291.9 152.2 38.7 73.3
2012 1,869.6 7.7 41.0 65.9 5.1 1,361.7 189.7 75.1 123.8

주: 최대 생산면적 50ha 이상을 기록한 과수를 정리한 것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그림 1. 제주도 키위 생산면적과 생산량의 변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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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3. 제스프리 골드키위의 계약생산과 

초국적 농식품 체계

1) 계약주체의 투입물 공급

일반적으로 계약기업은 작물의 생산에 필요한 

투입물과 서비스를 농가에 제공하고 농가는 토지

와 노동을 제공한다. 개도국의 경우 해당 작물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와 관련된 투입물과 서비스도 지역 내에서 조달

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소시장의 부재는 

전문지식과 설비 및 농약과 종자에 대한 기업의 

독점적 통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기

업은 종자, 살포 및 수확 기계, 비료 또는 살충제, 

관개 및 토양관리 설비 등을 공급하게 된다(Key 
and Runsten, 1999).

그렇지만, 제스프리사는 다양한 투입물 가운데 

묘목 한가지만을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역 

농가에게 묘목생산을 위탁하고 생산된 묘목을 계

약농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대신 계약농가는 

특허권을 가진 계약기업에게 로열티(매출의 15%)

를 지불하고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출하하는 것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된 농산물의 개

인적 거래 및 선과 후 비상품의 거래가 금지되며 

불법 유통시 벌금이 부과되는 등 계약기업은 품종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계약생산에 참여하는 농가는 키위생산에 

자신의 토지와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계약농가

의 영농규모를 살펴보면, 계약생산은 기존 과수농

가의 작목전환을 통해 진행되었으므로, 기존 영농 

규모는 골드키위 생산규모(2012년 평균 0.75ha)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전형

적인 자영농이 골드키위 생산농가의 영농규모를 

대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영농규모로 인해 기

존의 가족노동 중심의 농장 운영도 그대로 유지되

고 있다. 농가별로 생산규모가 1ha를 넘는 경우에

는 가족 이외에 1∼2명의 노동자를 별도로 고용하

는 등 필요노동을 농가별로 해결하고 있다. 대체

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주 

노동자를 배정받아 활용한다. 

또한 계약 농가들은 키위 생산에 필요한 꽃가루

와 생장을 조절해주는 비대제 그리고 비료 등의 

투입물을 영농조합법인이나 수입업체를 통해 구

득하고, 약품이나 설비 등도 기존 거래처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이는 계약체결 당시 그린 

키위의 재배역사가 20년이 넘었고 키위 시장도 성

장함에 따라 관련 요소시장도 상당히 성숙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도 키위생산에 필요한 주

요 설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제스프리사는 포

장 및 유통에 필요한 선과장(packhouse)과 저온저

장고 시설을 보유하거나 공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설은 지방정부가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계약농가들도 일부 부담하여 설립되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보건대, 계약농가

에 대한 계약기업의 투입물 공급은 매우 제한적이

다. 반면 지역농가들은 투입물을 자율적으로 구득

하거나 자발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에 참여하고 지

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입물 공급에 기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지역에서 진행

되고 있는 계약생산의 유형은, 투입물의 일부만을 

공급하는 부분 계약(partial contract)으로 분류될 

수 있다(Singh, 2002)3). 

2) 계약주체의 정보 제공

기업은 생산자에게 최적의 생산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농산물의 획득을 기대한

다. 이를 위해 기업은 식재와 전정, 병충해 방제, 

관개 및 수확 시점, 수출 기준에 맞는 약품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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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업이 요구하는 작물의 특징 등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게 된다(Key and Runsten, 1999). 제스

프리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대부분의 항목과 관

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생산기술, 병

충해 방제, 그리고 수확 및 선과 등을 중심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스프리사는 생산 관련 기술지도를 문서

교육과 실습 및 방문지도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제주지사의 직원(3인) 가운데 기술지도는 뉴질랜

드인 1명과 한국인 1명이 맡고 있다. 이들은 농작

업을 전정, 수분, 적화, 적과, 수확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에 해당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계약기업은 병충해 방제와 냉해에서 오는 

궤양병 방제를 위한 농작업 정보를 시기별로 안내

하고 있다. 시기별로 약품의 용도, 최대 분무 횟

수, 성분, 제품명, 사용 비율, 사용 시기, 잔류 허

용치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제시하고 있다. 궤양

병의 경우는 키위에 치명적일뿐 아니라 항생제가 

필요하므로 제주지사에 ‘허가 요청서’를 제출해야

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계약생산 농가의 궤양

병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계약기업은 수확시기와 선과, 유통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기술담당 매니저는 농장별로 과일을 점검하여 수

확날짜를 결정하고, 선과장에서 검사, 선별, 포장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한다. 이들은 수입과 

유통을 담당하는 서울지사에서 출고 지시가 내려

오면 지정된 유통사를 통해 대형마트에 공급한다.

한편, 계약생산이 성사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지방정부도 해외 기업과 계약생산을 진행하는 농

가에 대해 여타 농가와 차별을 두지 않고 교육과 

기술부문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계약농가

들이 해외 키위 농업지역을 견학하고 학습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생산과정에서는 토양검

사 및 재배 관리지침의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요컨대, 계약기업은 앞에서 살펴본 투입물의 경

우와 달리,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다양한 생산기술

과 병충해 방제 기술, 출하기준에 맞는 약품의 선

정 및 잔류 기준 등을 제공하고 최종 수확물의 수

확시점 및 선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농산물

의 품질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여타 개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지원을 통

해 계약생산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

도록 협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서 계약주체 간 관계

농식품 체계(agri-food system)에는 일반적으로 

농업 투입물을 생산하는 산업부문, 작물을 생산

하는 영농부문, 식품의 가공과 포장 및 유통을 담

당하는 식품 산업부문 그리고 가정의 식품 소비

부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Whatmore, 
2002).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 

계약농가의 경작과 관련된 다양한 농작업을 비롯

하여, 경작에 필요한 관련 투입물과 설비, 수확이

후 선과 및 포장에 의한 국내 유통 부문을 다루었

다.

제주도의 계약농가는 초국적 유통업체 제스프

리사와의 계약을 통해 제스프리사가 보유하고 있

는 품종을 그들의 재배기준에 의거하여 생산하고 

이를 해당 브랜드로 출하함으로써, 제스프리사의 

글로벌 수급 전략에서 로컬 시장의 수요를 충당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농가는 

제스프리사가 주도하는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통

합되고 있다. 

그런데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통합되어 있는 

지역 생산자들은 ‘토지를 소유한 노동자’(Davis, 
1980)로 일컬어지거나 ‘계약생산이 기업의 구상

(기능)과 농부의 실행(기능)을 분리함에 따라 농부

의 탈숙련을 야기한다’(Clapp, 1994, 81)는 설명과 

같이 계약생산 이후에 농가의 지위 하락이나 영농

에 대한 수동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연구지역에서도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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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에서 계약농가의 생산과정이 엄격하게 관

리됨에 따라 생산자들이 이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계약생산에 참여하는 

계약기업 제스프리사와 지역의 계약농가 등 계약

생산의 주요 주체들은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특히 

연구지역에서는 생산농가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능동적 참여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계약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은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농가와 

제스프리사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계약

기업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농가가 가격 결정권을 일정 정도 확보한 것

으로 이해된다.

둘째, 계약 농가는 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생산에

서 기업은 생산자와 불균등한 권력관계에 놓이게 

되고, 생산자는 고정자원에 대한 투자와 경작 패

턴의 변화에 의해 계약 작물에 과도하게 의존함에 

따라, 탈퇴가 제한되고 협상력이 감소하여 불리한 

계약을 받아들이는 등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

다(Key and Runsten, 1999). 그러나 연구지역 농

가의 경우 원한다면 폐원이 가능하며, 실제로 계

약을 해지한 농가도 여럿 발견된다. 

셋째, 계약농가는 키위생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산요소 이외에, 새로운 도구나 생산 설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계약 농가들은 계약기

업의 요구와 무관하게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농작

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개발하거나, 자연재해에 대비해 필요한 설비를 설

치하는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계약기업의 기술지도는 일방적으로 이루

어지기보다 현지 농민과 협력 하에 진행되고 있

다. 초기에는 뉴질랜드에서 행하던 방식대로 교

육이 이루어졌으나, 제주도의 환경은 현지 농민

이 더욱 잘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키위 생산방

식도 뉴질랜드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뉴질랜드는 노지재배와 곤충에 의한 충매 수분을 

하고 제주도는 시설재배와 인공 수분을 하는 식이

다. 따라서 실험 농가(10농가)와의 협력 하에 생육

과정에 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

대로 지역에 적합한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농가는 가격협상, 계약해지, 설비

투자, 기술지도 등의 측면에서 계약기업의 통제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계약

기업과 상대적으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대한 지역농가의 통합의 방식은 제 3세계에서 일

반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한 수직적 관계와는 상

이하며, 이는 계약생산의 목적, 지역농업의 발전

경로, 그리고 지역에 축적된 영농기술 등에 기인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역농가가 계약생산을 통

해 초국적 유통업체 제스프리사가 주도하는 초국

적 농식품 체계에 통합되는 배경과 그 방식을 중

심으로 고찰했다. 제스프리 골드키위 계약생산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밀

접한 관련을 맺는다. 글로벌 수준에서 진행된 시

장개방 압력과 이에 대한 국가의 수용, 그리고 위

기극복을 위한 로컬 수준의 대응으로서, 대체 작

목의 선택, 과수농업 중심의 지역농업 경로에 의

한 관련 기술의 축적 그리고 이로 인한 관련 요소

시장의 성숙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지역농업에 대한 계약기업

의 통제력은 제한되고, 지역농가와 기업 간 관계

는 농가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농업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침에 따라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거버넌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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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농업에 대한 

계약기업의 부정적 영향이나 전횡은 최소화된다. 

또한 계약농가가 새롭게 습득한 기술이나 설비가 

지역으로 확산되고, 해당 작목의 지역 내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키위 농업은 지역 농업에서 그 중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제 

3세계의 수출작물 중심의 계약생산에서 나타나는 

계약기업과 농가 간 불평등한 수직적 관계와 크게 

차별화된다. 

한편, 국내 지리학계에서는 1970년대를 정점으

로 농업분야에 관한 연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오늘날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한주성, 2011). 그러나 그동안 국내 

농업지역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그 동인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유형의 계약생산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주

1) 뉴질랜드에서 키위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04년 Isabel 

Fraser가 중국에서 “Chinese Gooseberry” 씨앗을 가져오

고, 이를 원예사 Alexander Allison이 재배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24년 Hayward Wright가 오늘날 전 세계 그린 키위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헤이워드(Hayward) 품종을 개발하

면서부터 뉴질랜드 키위산업은 급속하게 성장했다(http://

www.zespri.com).

2)제스프리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키위의 공급 과잉과 가

격 하락으로 뉴질랜드 생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뉴질랜드 정부가 유통의 단일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이는 1988년 키위 생산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 

기관이 설립한 뉴질랜드 키위 마케팅 위원회(New Zealand 

Kiwifruit Market Board, NZKFMB)가 1997년 키위후르

츠 뉴질랜드(Kiwifruit New Zealand)로 전환되고, 이와 함

께 설립된 마케팅 자회사로서 키위 생산자들이 주주로 참

여하는 협동조합형 기업이자 정부의 통제를 받는 법인이다

(Moran, et al., 1996; http://www.zespri.com).

3) 계약기업의 투입물 공급 수준을 기초로 계약생산의 유형

을 분류하는 경우 다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판매 및 구매 

조건만 명시한 조달 계약(procurement contract), 투입물의 

일부만 공급하고 농산물은 사전 협의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부분 계약(partial contract), 그리고 기업이 농가에 모든 투

입물을 공급하고 관리하며 농부는 토지와 노동의 공급자가 

되는 완전 계약(total contract)이 그것이다(Sing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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