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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연차보고서는 2006년도『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사업의 활동보

고서이다.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중국 농업과

학원 농업경제연구소(IAED/CAAS) 및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PRIMAFF)와 

더불어 농업, 농촌정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류와 학술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2003년 10월 결성한 포럼이다. FANEA는 2003년 10월 서울 제1회 국제심포지

엄을 시작으로 2004년 10월 중국 웨이하이(威海)시에서 제2회 국제심포지엄과 

2005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제3회 국제심포지엄을 각각 개최한 바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FANEA 국제심포지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로 2006년 9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환기 

경제의 동북아 농업’을 주제로 한․중․일 3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동북아

시아의 최근 농업정책 개혁, 동북아 농업에 대한 FTA의 시사점, 최근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 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국제농림수산업 연구센터와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

구중심의 연구자들도 옵저버로 참여하여 각국의 농업정책과 역내 농업협력 증

대에 관한 전문적인 견해와 다양한 식견을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밖에 한중

간 공동연구 수행, 초청세미나 개최 등 동북아 역내 농업 연구 협력과 교류 강

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 다. 

FANEA는 앞으로도 한․중․일 3국의 농업 연구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내 농업정책 조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공유함으로써 참여 기관간 연구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

정이다. 그동안 FANEA 포럼 운  사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북아농업 팀원

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6.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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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사업목적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일본 농림수산정책

연구소 및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동북아 역내 농

업․농촌의 정책 연구 개발과 정보 및 자료 교류, 학술활동 촉진 등을 위해 

2003년 10월에 발족한 학술포럼이다. 2006년도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운 사업

은 제4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와 관련된 활동과 한․중․일 3국 연구기

관 사이의 공동연구, 초청세미나, 홈페이지 운  등을 포함한다.

2. 사업내용 및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6년 9월 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4회 동북

아농정연구포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 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환기 경제의 

동북아 농업’을 주제로 한․중․일 3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동북아시아의 

최근 농업정책 개혁, 동북아 농업에 대한 FTA의 시사점, 최근 농업 및 농촌개

발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 다. 특히 이번 심

포지엄에서는 일본 국제농림수산업 연구센터와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의 연구자들도 옵저버로 참여하여 각국의 농업정책과 역내 농업협력 증대에 

관한 전문적인 견해와 다양한 식견을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FANEA의 공동연구 사업으로 중국농업부 농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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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RCRE)과 공동으로 ‘중국 WTO 가입 전후 농업정책 비교연구’를 수

행하 다. 또한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의 중국농업 전문가인 한이쥔 박

사를 초빙하여 ‘중국의 WTO 가입 전후 농정 변화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 다. 

그 밖에 FANEA 홈페이지 관리 및 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 으며, 중국 농

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주최 세미나에 참여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중

국 농업의 화두로 등장한 삼농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저명한 농업전문가들의 연

구 결과를 집대성한 연구 자료집(「중국의 삼농 문제 회고와 전망」)을 발간하

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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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운  현황

1.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운  개요 

◦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일본 농림수산정

책연구소 및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와 더불어 동북아 역내 

농업․농촌 정책 연구 개발과 정보 및 자료 교류, 학술활동 촉진 등을 위

해 2003년 10월 발족한 학술포럼임.

◦『동북아농정연구포럼』사업의 일환으로 한․중․일 농업 및 농촌경제 분

야에 있어서 공조, 공생을 위한 협력 가능분야와 전략을 상호 모색하기 위

해 FANEA 국제심포지엄을 한국, 중국 및 일본에서 해마다 개최하고 있

음. 특히, FANEA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한․중․일 농업분야 전문가간 지

식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이 지역의 농업 및 농촌 분야 협력 강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함.

◦ FANEA 국제 심포지엄의 주제는 창립 기념 2003년 서울 심포지엄이 “동

북아시아 지역의 농업협력 필요성과 가능성”, 2004년 제2회 중국 웨이하

이 심포지엄은 “세계화 시대의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2005년 제3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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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심포지엄은 “세계화와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2006

년 제4회 서울 심포지엄은 “전환기 경제의 동북아 농업”임. 주제 발표 논

문은 제1회부터 제3회까지 발표된 논문 35편과 제4회에 발표된 논문 9편

을 포함한 모두 44편임(분야별 논문주제는 <부록1> 참조). 

◦ FANEA의 활동은 연례 국제심포지엄 개최 외에 공동연구 수행, 초청세미

나 개최, FANEA 홈페이지 관리, 각종 국제세미나 참석 등이 있음. 

2. 연혁

◦ 2003. 10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홈페이지(www.fanea.org) 구축 
◦ 2003. 10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창립기념행사(MOU체결) 및 제1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

◦ 2004. 5 동북아농정포럼TFT 창립

◦ 2004. 10 제2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중국 웨이하이)

◦ 2005. 10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일본 도쿄)

◦ 2005. 11 동북아농정포럼TFT이 동북아농업팀으로 통합

◦ 2006. 9 제4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한국 서울)

3. 운  조직

◦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 을 위해 기존의 동

북아농정포럼TFT이 동북아농업팀(팀장 어명근)으로 통합․재편되었음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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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진 구성: 어명근 동북아농업팀장 외 4인

직 위 성 명 담당 분야

연 구 위 원 어명근(팀장)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운 사업 총괄

연 구 위 원 정정길 공동연구 및 대외연구협력활동

초청연구원 이현주 국제협력 교신 및 실무총괄

전문연구원 한근수 FANEA 홈페이지 관리 및 운

위촉연구원 리경호 공동연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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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

1. 제4회 FANEA 국제심포지엄

1.1. 개최 목적

◦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국제심포지엄은 2003년 10월에 한국농촌경

제연구원(KREI),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PRIMAFF),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IAED/CAAS)가 농업농촌 정책연구 개발

과 정보 및 자료 교류, 학술활동 촉진 등을 위해 공동창립한「동북아농정

연구포럼(FANEA)」활동의 일환으로 한․중․일 3개국에서 매년 1회 개

최되어 왔음.

◦ 올해로 제4회째를 맞이하는 동북아농정연구포럼 국제심포지엄은 “전환기 

경제의 동북아 농업”을 주제로 한․중․일 3개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와 농업정책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이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향과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동북아지역 농업분야의 협

력과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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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요

◦ 일시: 2006. 9. 4~7(3박4일)

◦ 장소: 롯데호텔월드(잠실)

◦ 대주제: 전환기 경제의 동북아 농업(Northeast Asian Agriculture under 

Economic Transition)

◦ 소주제: 

- 동북아시아의 최근 농업정책 개혁(Recent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Northeast Asia)

- 동북아 농업에 대한 FTA의 시사점(FTA Implications on Northeast 

Asian Agriculture)

- 최근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새로운 이슈(Emerging Issues in Recent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 참석자: 

가. 외국인 참석자: 총 15명

-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Qin Fu 소장, Li Suoping 박사, Li 

Xiande 박사, Liu Xiaohe 박사, Xia Ying 박사(5명)

-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센터: Han Yijun 박사, Wu Wen 박사, Wang 

Xiaomin 박사(3명)

-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Konishi Kozo 소장, Watanabe 

Yasuo 부소장, Yoshida Taiji 박사, Yoshii Kunihisa 박사, Fukuda 

Ryuichi 박사, Higuchi Tomoo 박사(6명) 

- 일본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 Tada Minoru 박사(1명)

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섭 원장 외 직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농림부 

및 유관기관, 농민단체, 주한 중국 및 일본 대사관 등(약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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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엄 일정

9. 4(월)

입국 및 호텔 체크인 

 

18:30 ~ 20:00 환 리셉션(서울플라자 호텔)

9. 5(화)

07:30~08:20 기관장 조찬회의

08:30~09:00 등록

09:00~09:50 개회식

개회사: 최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기조연설: 최양부(前주아르헨티나 대사)

09:50~10:20 휴식

10:20~12:05 제1세션: 동북아시아의 최근 농업정책 개혁

좌장: 친 푸(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장)

 ▶ 중국의 현행 농지제도: 정립과 평가

시아 잉(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 신핵심농가경  안정화 제도에 대한 예비연구

요시이 쿠니히사(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 한국농정의 최근 변화

박성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토론

이태호(서울대학교)

리 시엔더(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와타나베 야스오(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12:05~13:40 점심식사

13:40~15:25 제2세션: 동북아 농업에 대한 FTA의 시사점

 좌장: 코니시 코조(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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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시아국가에서의 FTA체결이 농업에 미치는 시사점

리우 샤오허(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 협력적인 게임이론에 의한 자유무역협정 분석

후쿠다 류이치(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향

김윤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토론

오세익(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한 이쥔(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히구치 토무(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15:25~15:50 휴식

15:50~17:35 제3세션: 최근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새로운 이슈

좌장: 최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중국의 신농촌 건설 및 한국과 일본의 농촌개발 경험

리 시엔더(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 세계유가상승이 일본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향 계측

요시다 타이지(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 유가상승이 시설원예농업에 미치는 향

이용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토론

정기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원(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타다 미노루(일본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

17:40~18:00 폐회식

18:00~20:00 만찬

9. 6(수)

09:00~18:00 현장견학(장소: 대관령 원예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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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목)

 호텔 체크아웃 및 귀국 

 

 ◦ 심포지엄 전체 일정

날짜 시 간 행 사 장 소 비 고

9/4

11:50∼ 중국인사(8명) 입국 인천공항 CA123/버스 접

14:30∼ 일본인사(7명) 입국 김포공항 OZ1015/버스 접

18:30∼20:00 환  리셉션
서울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룸)

25명(양식)

9/5

07:30∼08:20 3개 기관장 조찬회의 롯데호텔(펄룸) 6명(일식)

08:30∼09:00 행사 등록
롯데호텔

(3층 에메랄드룸)

09:00∼09:10 개회식: 환 사(원장) 상동

09:10∼09:50 기조연설(최양부 前 대사) 상동

10:05∼10:20 휴식

10:20∼12:05

제1세션: 동북아시아의 최근 
농업정책 개혁
(좌장: 친푸 소장) 
- 발표(3인): 각 25분
- 토론(3인): 각 10분

상동

12:05∼13:40 점심식사
롯데호텔

(3층루비제이드룸)
70명(뷔페)

13:40∼15:25

제2세션: 동북아 농업에 
대한 FTA의 시사점
(좌장: 니시오 소장) 
- 발표(3인): 각 25분
- 토론(3인): 각 10분

상동

15:25∼15:50 휴식

15:50∼17:35

제3세션: 최근 농업 및 
농촌개발의 새로운 이슈
(좌장: 최정섭 원장) 
- 발표(3인): 각 25분
- 토론(3인): 각 10분

상동

17:40∼18:00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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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발표 논문 요지(발표순)

1) 중국의 현행 농지제도: 정립과 평가(시아 잉 박사, 중국농업과학원 농

업경제발전연구소)

-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현행 농지제도에 나타나는 결함과 현실적인 제도 

정립에 대한 수요를 지적하고 있다. 농지제도의 정립문제에 대한 지적

을 토대로 농지제도의 정립을 외부경제와 사회환경의 변화로 보고, 제

도적 관계, 발전이념 및 정책, 경제발전의 단계성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 다.

- 본 논문의 제3장에서는 농지소유권 명시의 중요성에서 출발하여 재산권

제도의 경제학 이론을 근거로 농민의 토지임대차권익의 강화를 제시하

으며, 국가, 공동체 그리고 농가간에 명확하고 보장 가능한 재산권 범

위를 형성하는 것은 중국 농지제도변화의 기본 방향이다. 게다가 농지 

유동은 다음의 5개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첫째, 공업화와 도시화의 발전이 농촌 노동력의 유출을 초래하고 농업

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 토지의 취업기능을 약화시킨다. 둘째, 지역

별, 단계별로 농촌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여 농가 토지 경작에 의한 사

회보장기능을 약화시킨다. 셋째, 농업내부의 분업체계 발달로 점차 농

18:00∼20:00 환 만찬
롯데호텔(3층 
루비제이드룸)

50명(한식)

9/6

09:00∼ 현지견학 출발 대관령 원예농협
일본: 6명, 
중국: 8명,

한국: 6명(총20명)

11:00∼12:30 대관령 원예농협 견학

1:00∼2:00 점심식사 횡성한우플라자

2:00∼4:00 출발 - 서울 도착

4:00∼ 자유시간

9/7
15:50 일본인사(3명) 귀국 김포공항 OZ1045

19:50 중국인사(8명) 귀국 인천공항 CA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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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업가와 농민노동자계층이 형성되면서, 농민에게 토지를 벗어난 취

업기회를 창출해 주는 동시에 토지 집중경작의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토지의 수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넷째, 농업기계화는 농업생산의 

‘무형적 노동비용(인간노동비용)’을 감소시켜 농촌 노동력의 충분한 이

용을 촉진시킨다. 다섯째, 농지유동서비스를 전담하는 중개기구를 육성

하고 토지사용권 유통시장을 열어 농지사용권 유동을 위한 양호한 외부

환경을 조성해 준다.

- 본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법률 및 법규를 농지제도의 정립을 지도

하고 규범화하는 주요 도구와 중요수단으로 삼아야 함을 지적하는 한

편, 농촌 토지관계에 대한 관련 법률과 법규의 개정과 보완에 대한 대책

을 건의하 다.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사회, 경제에 일련의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농지제도 변천의 외부환경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지제도의 변혁

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제시함으로써 농지제도 정립의 필요성과 가능성

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현행 농지제도 확립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토지제도의 정립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신 핵심농가경  안정화 제도에 대한 예비연구(요시이 쿠니히사 박사,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 2007년 도입될 핵심 농가 경 안정화 시스템은 농업정책을 가격정책에

서 수입 정책으로의 선회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1999년 7월에 제정된 식

품, 농업, 농촌 기본법에 의거해 처음 제시되었으며, 2005년 3월에 공표

된 신 식품, 농업, 농촌 기본법에 더욱 구체화되었다. 

- 세계 2차대전 이후 실시된 농업정책은 농가에게 지원되는 전통적 품목

별 지원을 탈피하여 핵심 농가를 위주로 하는 직접지불 방식으로 변화

되고 있다. 핵심농가 경  안정화 시스템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된다. 

첫째, 일본과 외국간의 생산 조건 차이로 비롯되는 차이의 경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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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시스템을 시행한다. 둘째, 농가수입 감소가 농가 경 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향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품목별 지원

법이 아닌 논농사 및 밭농사에 종사하는 핵심 농가의 전반적인 농업 경

에 초점을 두고 있다. 

- WTO 농업협상에서 그린박스 요건의 준수와 같은 비우호적인 생산 조

건을  교정하고자, 미국과 유럽은 이미 과거 생산량에 기초한 직접지불 

시스템을 도입하 다. 그러나 대농에 대한 지원 집중현상, 특히 미국에

서 발생하는 지대 상승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비록 본 문제들

이 일본에서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카시하가시 

(Kashihagashi)”와 같은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업구조 전망에 따른 농업 구조” 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의 정책이 

현실화 된 이후 핵심농가의 경  안정화 정책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필요한 정책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

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일본 농림수산 정책연구소 (PRIMAFF)는 농업사회 및 경제, 신

규 농업생산에 따른 구조를 분석하고, 식품 판매 및 농산품의 수요공급

을 분석하며, 농업정책이 갖는 향후 문제를 예측하고, 2010년에 시행될 

예정인 식량, 농업, 농촌 기본 계획에 대한 논의에 사용될 기본 정보 및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자 한다. 

3) 한국농정의 최근 변화(박성재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은 UR이 논의되기 전인 1980년대까지 국경보호와 가격지지 정책

에 의존하여 농정을 펴왔다. 농정이 지원해야 할 주 정책대상 그룹과 

세소농으로서 약자들이었고, 지원의 가치도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

시했다. 

- 그러나 자유무역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UR의 등장은 농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하 다. 1980년대 말부터 농업정책은 정예농에 대

한 집중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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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R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확보한 10년의 개방준비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2회에 걸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

하 다. 1단계는 1992∼1998년의 농어촌발전대책이었고, 2단계는 199

9∼2003년의 농업농촌발전계획이었다. 이 두 대책은 정책방향과 역점

사업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생산과 유통의 기반확충 및 

시설현대화 등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이었다. 

- 농업․농촌부문에 대한 투융자의 확대는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다. 

안정적 생산을 가능케 하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증진, 유통효율화

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의 

후생증진과 국제경쟁력 향상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반면에 생산자 

잉여가 늘지 않아 소득이 정체하고, 부채증가에 따른 농업경 체의 부

실화문제, 농촌의 노령화와 공동화 가속 등의 문제는 여전하거나 악화

되었다.

- 참여정부 들어 제3단계 구조개선사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농촌종합대

책은 앞선 대책들의 문제와 더욱 확대될 개방 수순에 대응하여 투융자 

수준을 대폭 증대시키면서, 정책방향도 소득과 복지, 지역개발에 더 무

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 다. 그동안 소득불안정이 큰 이슈가 되면

서 직접지불에 의한 소득보조를 확대하 다. 또한 농업정책도 시장지향

적으로 전환하여 농정의 핵심과제 던 가격지지를 위한 쌀수매제를 폐

지하 다. 나아가 자원보유와 경 능력, 농가의 선택 등에 감안하여 차

별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맞춤

형 농정을 검토 중이다. 

4) 한․중․일 3개국 역내농업교역에 대한 연구(리우 샤오허 박사 외, 중

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 지역경제통합은 최근 20년간 가장 뚜렷한 경제 특징이 되고 있다. 한․

중․일 3개국은 동북아지역의 핵심국가들이지만, 그 수출은 구미지역

에 의존하고 있어서 역내무역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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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U, NAFTA 등의 경제조직들이 계속 확장되는 경쟁의 압박 속

에서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정책을 다시금 고려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역내무역규모를 확대하여 경제발전의 중요 동력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중․일 3개국의 무역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중국 농산물의 국제

무역모델, 한․중․일 3개국간의 모의자유무역지대 구축이 한중일 및 

기타 국가의 GDP, 수출입량 등에 미치는 향을 통해 국가간 농산물 

수출입의 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 다.

5) 협조적 게임이론에 따른 FTA 분석 -미국 및 호주 FTA 사례 연구- (후

쿠다 류이치 박사,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 본 연구는 2005년 1월 효력이 발생한 미국-호주 FTA (AUSFTA)를 살

펴보고, 게임이론을 적용해 협상 및 경제에 미친 향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던 이론적 조건을 게임이론을 이용해 분석한다. 관세철

폐를 위해 양국이 협상하고 합의한 자유무역은 항상 파레토 최적 

(pareto optimal)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협상결과가 항상 그럴 수는 

없다. 둘째, AUSFTA가 어느 정도의 향을 미치는지 GTAP ( 로벌 

무역분석 프로젝트)를 이용해 그 정도 측량하며, 이를 위해 미-호주 양

국간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었을 경우와 초안 계약서가 완전히 이행된 

경우를 비교 한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었다고 전제할 때, 분석결과 동

등변화 (Equivalent Variation, EV)와 GDP는 미국, 호주 모두에 긍정적

이었다. 그러나 합의된 관세제도 하에서 EV와 GDP는 미국의 경우 완

전철폐 되었을 때보다 약간 높았고, 호주의 경우 약간 하락되었다. 교섭

이론 (bargaining theory)을 적용해 볼 때 양국 합의가 호주가 매우 불리

하게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받아낼 여지가 있다. 호주는 미국이 설탕 및 유제품에 대한 관세

쿼터제도 철폐를 지연함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설탕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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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해가 매우 컸다. 

6)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향(김윤식 박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개별 국가가 다른 나라와

의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한국은 최근 칠레, 

ASEAN, EFTA 등과 FTA를 체결하 고, 미국과도 FTA체결을 위한 협

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지난 해 23억 달러의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

다. 2004년까지 미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28억 달러 수준이었다. 최근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2003년 발병한 광우병에 따라 쇠고기 수입이 급

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한국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 중

의 하나이다. 

- FTA는 본질적으로 양국간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양국간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물론 예외를 인정받는 품목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품목은 아주 소수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예외를 인

정받는 품목은 사회 경제적으로 민감한 품목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쌀이 

이런 품목에 해당된다. 

- FTA 효과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FTA의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는 점이다. 적절한 가정과 모델이 이용되지 않으

면 분석결과는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가정 중의 하나

가 동질성에 대한 가정이다. 수입품과 국내산 농산물이 동질적 

(homogeneous)이라는 가정이다. 이 연구는 동질성에 대한 가정을 검토

하고 동질성을 가정할 때 왜 FTA 효과가 과대평가되는지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일반적으로 FTA 혹은 무역 효과를 분석할 때, 수입농산물은 국내산 농

산물과 동질적인 상품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두 상품으로 별

개의 상품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격도 달리 책정된다. 따라

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FTA 효과를 분석하면, 그 효과를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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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개연성이 매우 높게 된다. 

- 수입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이 이질적인 상품이라는 가정을 적용하여 

미국과의 FTA 체결이 한국의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국내 쇠고기 가격은 11.5% 하락하고 생산은 5.6%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생산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39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 쇠고기와 동질적이

라는 가정 하에 분석하면 생산액 감소는 78억 달러로, 이는 이질성을 가

정했을 때의 생산액 감소보다 두 배 정도 많은 액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질성 여부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FTA 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7) 중국의 신농촌건설과 한일 양국의 농촌발전경험이 주는 시사점(리 시

엔더 박사,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 신농촌건설은 2006년 중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며, 향

후 10년 또는 더 긴 시간 동안 추진할 농촌의 중심 임무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도농간 격차와 종합 경제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신농촌건설

의 제의 배경, 건설의 주요 내용과 취해야 할 정책 및 대책에 대해 분석

하 다. 또한 한일 양국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대규모로 추진한 농

촌건설의 경험을 종합하여, 농촌 건설 및 발전에 대한 일련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신농촌 건설에 대한 분석과 한․일 양국의 농촌

발전에 대한 소개와 회고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정부는 농촌 건설 및 발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

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발전계획의 수립, 관련 

프로젝트의 성과 실시, 법률 및 법규의 제정, 자금 투입의 보장 등 어떠

한 분야에서든지 정부는 모두 주도적이고 전가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농촌건설과 농촌발전은 각 분야

에 향을 주긴 하지만, 그 관건이 되는 내용은 정부가 전 사회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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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원하여 농촌의 인프라시설 건설에 투자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서 우선 농촌의 도로, 전기 공급, 안전한 식수, 초․중․고교의 교사(校

舍), 농촌 환경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농민의 생산 활동과 생활을 

위해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볼 때 농촌발

전의 핵심은 농민이 도시주민의 소득에 근접한 소득수준을 확보하고, 

기본적이고 도시주민과 동일한 사회공공서비스를 향유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농촌 교육, 공공보건 및 의료, 빈곤 구제, 기본적인 사회보

장체계의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농민의 참여는 농촌발전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농촌발전 

프로젝트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농민의 요구사항을 충분

히 고려해야 하며 또한 현지의 자원상황과 조건에 근거하여 특색 있는 

농산물을 개발하고 농민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8) 급등하는 국제 원유가격이 일본의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향 평가(요

시다 타이지 박사,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은 2004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분야에 향을 미치

기 시작하 다. 일본은 1974년과 1980년에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원유가격의 급등은 산유국과 그 주변국의 분쟁으로 발발

되었으며, 일본산업에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향을 준 이후 종료되었

다. 그러나 현재 원유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중국 및 

기타 국가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의 급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유가 급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에너지원 중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수

입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원유가격 급

등은 일본 경제에 큰 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식품(agro-food)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는 국제원유가격 급등이 일본의 농식품 부문에 

미치는 향을 표준 투입산출 기법인 "균형가격 모델 (Equilibrium 

Price Model)"을 사용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그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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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2006년1월에서 6월까지 수입가격지표는 원유의 경우 평균가격대비

125.1%, 원유 제품에 대해서는 96.5%의 상승을 각각 기록하 다. 총 농

식물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격상승률을 보인 분야는 어업의 4.3%

이며 (원양어업 7.6%, 근해어업 6.0%), 그 뒤를 원예품 (3.5%), 시설채

소 (3.1%)가 따르고 있다. 순생산 감소비율을 보면 어업 9.9% (원양어

업 22.2%, 근해어업 14.9%), 원예 7.1% 및 시설작물이 5.6% 로 조사되

었다. 동일한 시기에 수입가격인상 지표가 상승하 지만 식품 산업과 

식품 서비스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적은 향을 받았다. 오늘날 세계

원유가격의 급등이 일본의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향은 지난 2차 오일 

쇼크보다 적으며 (1980년 발생), 이는 일본 경제의 석유 의존도가 감소

했기 때문이다.

9) 유가 급등이 시설원예 경 과 생산에 미치는 향(이용선 박사 외,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 과거 수년간 국제 유가는 상승하는 추세이며 최근 유가는 특히 빠르게 

상승하 다. 식량작물, 노지채소, 과소, 축산 등은 경 비에 대한 농광

열비의 비중이 3%이하 수준에 불과하지만 시설채소의 경우, 경 비에 

대한 농광열비의 비중이 26%에 이른다. 국제유가의 빠른 상승으로 

시설원예농업은 크게 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06년 국제유가가 두바이유기준 배럴당 연평균 60~80달러 수준을 가

정하면, 시설(원예)작물의 경 비는 15~27% 증가하는 한편, 농가소득

은 13~2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 상승에 대하여 전체 시설재

배면적은 미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품목․작형별 생산과 공

급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이와 같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품

목의 겨울철 생산․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호박처럼 에너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의 봄철 생산․공급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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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기조가 향후에도 수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유가가 농

업에 미치는 중장기적 향을 면 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유가의 농업

에 대한 향 분석결과를 농가, 정책당국자, 소비자 등의 경제주체들과 

공유함으로써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유가 급등으로 개별 품

목이나 시기별 수급 불균형이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측 등의 신

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등 주체들의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지원

하여야 한다.

1.3. 현장견학

 ◦ 국제심포지엄의 후속행사로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중국 및 일본 측 인

사를 대상으로 우리 농협을 소개하는 취지로 대관령 원예농협을 방문하여 

산지유통센터, 전처리 공장 등 견학.

1.4. 심포지엄 평가 및 차기 심포지엄 관련 사항

◦ KREI, IAED/CAAS, PRIMAFF 3개 기관의 협력을 주축으로 한 동북아농

정연구포럼은 FANEA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이 대두되는 동북아 지

역의 농업 분야의 문제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높이고 한․중․일 

3국간 농업의 공생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협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올해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4회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기존 3개 기

관 외 일본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JIRCAS),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

심(RCRE), 서울대학교(SNU) 등 심포지엄 참여 대상기관을 확장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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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농업정책과 역내 농업협력 증대에 관한 더욱 전문적인 견해와 다양

한 시각을 접하고 포럼 확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 음.

◦ 올해 국제심포지엄과 연계하여 개최된 “2006년 FANEA 기관장 협의회

(FANEA DG/President Meeting)”에서 한․중․일 3개 기관장은 차기 국

제심포지엄에 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 음. 제5회 FANEA 국제심포지

엄 은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의 주최로 중국 북경에서 개

최될 예정이며 시의 적절한 주제를 채택하여 올해 심포지엄과 같이 참여 

기관을 확대시켜 포럼의 활동 폭을 넓히고, 인지도를 더욱 제고시켜 나갈 

방침임. 

2. 공동연구

2.1 목적

◦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 연구기관 및 전문가간 지식 및 정보교류를 확대하

여 3국간 농정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동북아 지역의 농업 및 농촌의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창립된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활동의 일

환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한․중․일 유관기관과 다양한 주제의 공동연

구를 수행해 오고 있음.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활동의 일환으로 중국과 공

동 수행한 연구는 다음과 같음.

- “동북아 역내 농산물 무역과 정책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모델링

(2004, 공동연구기관 IAED/CAAS)”

- “중국의 농촌노동력 유출과 농업노동력 부족현상 연구(2004, R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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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FTA 체결에 대응한 역내 농업협력 증대방안(2005, RCRE)”

- “동북아 역내 농산물 무역과 정책분석 D/B 구축 및 모델링(2005, RCRE)”

- “중국의 WTO 가입 전후 농업정책 비교 연구(2006, RCRE)” 

2.2. 개요

◦ 중국의 WTO 가입 전후 농업정책 비교 연구 

- 연구기관: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中 部 村 究中心)

- 연구책임자: 커빙셩(柯炳生) 박사 

- 연구기간: 2006. 6. 1 ~ 2006. 9. 30(3개월)

- 참여 연구진: 한 이쥔( 一 ), 왕 리(王莉), 쟈이 쉬에링(翟雪玲), 지앙 

난(姜楠)，왕 샤오민(汪 敏)

- 연구요약: <부록 3> 참조

3. 초청세미나

3.1. 목적 

◦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초청세미나는 농업․농촌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자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

고 있음.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 초청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중국경제 및 

중국 농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와 원내 연구진들과의 활발

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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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한국의 농산물 경쟁력 비교(2004, 초청연사: Dr. Panweiguang 

중국 절강대 교수)”

-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반도에 대한 향(2005, 한광수 인천대 교수)”

- “중국의 농산물 국제교역과 경쟁력(2005, Dr. Weng Ming 중국사회과학

원 농촌발전연구소)”

- “중국 WTO 가입 전후 농업정책조정 및 변화 분석(2006, Dr. Han Yijun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3.2. 개요 

◦ 주제: 중국의 WTO 가입 전후 농정 변화 및 향후 전망 

◦ 초청연사: 한이쥔 박사(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시장무역실)

◦ 일시: 2006. 9. 7(목) 10:30~12:20

◦ 장소: 연구원 본관 소회의실

◦ 참석 인원: 부원장 포함 원내 연구진 및 농림부 공무원 등 20여명 

◦ 발표 요약:

가. 주요 농업 생산정책의 변화

- 농촌 세제개혁, 직접보조, 우량종자보조, 농기계보조, 생산자재 종합보

조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

- 1999년부터 구조조정 실시. 2002년 농업부 《비교우위 농산물 지역 배

치계획》제정

- “무공해 식량행동계획”(2001) 추진과 《GMO 농산물 안전관리조례》

제정

- “퇴경환림환초(退耕 林 草) 보조 실시

나. 주요 농산물 유통체제의 변화

- 신선농산물 유통: 1985년에 개방되어 자유매매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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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 1985년 소매시장 개방, 2001년 부분적 수매 개방, 2004년 완전 개방

- 면화: 1998년부터 공소사(供 社)가 독점 수매, 1999년 완전 개방

다. 주요 농산물 무역정책의 조정

- 관세의 대폭 삭감: 2001년의 21%에서 2005년의 15%로 감소

- 수출보조 철폐

- 관세 할당 수량의 지속적 증가

- 수출확대 규획 제정, 연 7% 수출증대(2006)

라. 주요 농산물 무역변화

-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 발생, 무역흑자가 적자로 전환

- 부분 개방 농산물의 수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

으로 작용

마. 농산물 무역시장구조의 변화

- 수입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에서부터 수입한 농산물 수입액의 증가 

속도가 큼. 최근 2년 동안 중국 대두수입이 대폭 증가, 남미 농산물 수

출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각각 중국의 제2, 제3의 공급국으로 

부상

- 수출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본이 줄곧 30% 이상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함. 홍콩, 미국, 한국도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 4개 국가 

및 지역이 중국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함.

바. 중국 농민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도시화 가속화, 농촌 노동력 이동 촉진

- 농촌 인구의 기초 교육수준 제고(“햇볕정책” 등)

- 농업세제정책 및 농업보조 정책의 개혁

- 토지관리 정책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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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과 농민조직정책 정비: 올해 농민조직합작법이 통과됨에 따라 중국 

농민, 농업 발전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농촌사회보장정책의 수립

- 《농업법》을 통한 농업투자의 지속적 증대

사. 농산물 소비상황 분석

◦ 곡물소비

- 식소비용 곡물, 사료용 곡물, 가공용 곡물, 무역용 곡물, 종자용 곡물 및 

소모분은 현재 중국 식량소비의 주요 형식으로 그중 식소비용 곡물과 

사료용 곡물은 주요 곡물소비를 차지한다. 2004년 중국 식량소비 총량

은 약 4,800억kg, 식소비용 곡물의 소비는 2,700억kg으로 총소비량의 

26%를 차지하 다.

- 그 특징은 ①일인당 곡물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국 곡물

소비 총량이 완만히 증가하고 있음. ②사료용 곡물의 안정적 증가 ③공

업용 곡물이 증가 ④무역용 곡물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 으나 최근 수

년간 곡물수출상황이 불안정적임. ⑤종자용 곡물은 비교적 안정적임.

◦ 축산물 소비

- 축산물 소비 지속적 증가: 1978년 8.9kg에 불과했던 전국의 1인당 평균 

육류 소비량이 2005년 59.2kg으로 증가. 그중 돼지고기는 38.3kg, 쇠고

기는 5.4kg, 양고기는 3.3kg, 가금육은 11.2kg을 각각 차지함.

- 1984부터 2005년까지 21년 동안 일인당 평균 육류 소비량은 3배 증가하

여 연평균 증가율이 6.8%에 이름 

아.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 농업정책 전망

◦ 농촌 개혁 심화, 체제보장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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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토지임대제도(承包制度)의 확립

- 농민전문합작경제조직의 발전

- 농지 개간 체제 개혁

- 농촌종합개혁 추진

◦ 농업투자 증대, 인프라 개선

- 국가의 농업에 대한 투자 증대

- 농업투자 체제개혁 추진

- 농업보조제도 정비

- 농촌 융자제도 개선

◦ “9대행동”실시

◦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농업의 대외개방 확대, 농산물 무역관리시스템 정비, 농업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 등

◦ 거시조정 개선

- 농업 행정관리 체제 개혁 및 정비

- 각 항목의 농업응급예비안 제정

4. FANEA 홈페이지(www.fanea.org) 운

◦ FANEA 홈페이지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농업, 농촌분야의 연구결과 및 자

료공유를 통한 정보교류 촉진, 역내 국가의 해당 분야 연구기관과 전문가

들의 연구네트워크 형성 및 자료의 D/B 구축



25

◦ 주요 성과로는 FANEA 국제심포지엄을 배너(banner) 형식으로 제작, 설치

하여 해당 콘텐츠를 부각시켰고(심포지엄), 프로그램별로 발표논문과 자

료를 링크하여 자료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재구성하 음. 

◦ 일본 및 중국과 FANEA 홈페이지 공동관리자(Joint Webmaster) 선정 및 

운 을 통한 홈페이지 활성화함. 각 국의 공동관리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각자 자국어와 어로 홈페이지상의 각 메뉴에 접근하여 자

료의 등재를 가능토록 하 음.

◦ 또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각 기관별 학술회의, 국제세미나 개최, 전문가초

청세미나 개최, 기관장회의 개최 등 관련정보를 적시에 공지함으로써 동

북아농정연구포럼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

5. 기타 학술 협력 활동

5.1. “중국 농업정책 분석 및 정책 지원시스템에 관한 프로젝트 평가 

워크숍” 참석

◦ 출장목적: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IAED/CAAS) 주최 “중국  

농업정책 분석 및 정책 지원시스템에 관한 프로젝트 평가 워크숍(the 

Project Assessment Workshop of Agricultural Policy Analysis and 

Decision Support System)” 참석

◦ 출장자: 오내원 기획조정실장, 이현주 국제농업연구센터 초청연구원

◦ 일시: 2006. 4. 7(금) ~ 10(월)(3박4일)

◦ 장소: 중국 북경

◦ 출장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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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워크숍 개요

◦ 일시: 2006. 4. 8 ~ 9

◦ 장소: Jiuhua Shanzhua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No. 16)

◦ 참석인원: Zhang Lijian(중국농업과학원 부원장), Qin Fu(농업과학원 농업

경제발전연구소장), 오내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조실장), Shozo 

Yamamoto(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부소장), Ren Airong(당

위원회 서기겸 농업경제연구소 부소장), Dr. Dyno Keatinge(ICRISAT 부

소장) 등 

5.1.2 워크숍 프로그램

4월 7일 

18:00 환 리셉션(만찬장 1층)

4월 8일 

9:00~12:00 프로젝트 평가 및 보고(2층 85호 회의실) 

▶ 좌장: Zhang Lijian(중국농업과학원 부원장)

 - 중국 재정부( 政部) 문건 낭독

 - 평가위원 소개

 팀 장: Lu liangshu 원로 박사 

 부팀장: Li Jingwen 원로 박사 

 - 프로젝트 평가 워크숍 프로그램 소개

▶ 프로젝트 평가 세션 좌장: Lu Liangshu, Li Jingwen

- 프로젝트 설명: Qin Fu(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소장)

12:00~14:00 점심식사

14:00~15:00 호텔→농업경제발전연구소(IAED) 이동

15:00~17:00 프로젝트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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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농업경제발전연구소(IAED)→호텔 이동

18:00~20:00 저녁식사

4월 9일

9:00~12:00 프로젝트 평가 토론 및 평가서(Assessment Conclusion) 수정 

폐회

5.1.3. 워크숍 주요 토론 내용

- 데이터베이스는 IAED/CAAS 자체자료, 국가통일자료, 기타 정부 15개 

부문의 독립적인 자료가 종합되어 있는데 각 기관간․부문간의 데이터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

요하다고 지적. 

-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매우 인상적이며 방대한 양의 D/B 시스템 구축

은 향후 매우 이 분야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나 여

전히 질적인 차이(Gap)가 존재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CGE, GTEP 모델 등의 시연을 볼 수 없어서 유감

이고, 단기 예측만 고려한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

- 모델의 퀄러티에 대해 판단내리기 어렵고, 정책 건의 방면에서 새로운 

Finding(결과물)이 없고 혁신적인 내용이 적었다고 지적.

- 중국은 매우 광대한 나라이므로 지역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CGE 모

델을 지역별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 

- 농업기후 조건 등의 환경조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중국은 노동력 등과 같은 요소시장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 정부정책

의 농민소득, 빈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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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 있어 오일 가격의 향 등 외부적인 변수가 포함되지 않았고, 한

국이나 일본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은 반면에 인도 등 국가의 연구가 비

교적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

- 향후 지속적인 재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5.1.4. 기타 일정

가. 중국 IAED/CAAS 위탁연구 관련 회의

◦ 위탁연구 과제명: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

◦ 일시: 4월 9일 20:00~

◦ 장소: 컨벤션센터 1층

◦ 참석자: 리닝휘 박사(IAED/CAAS 농업정책연구실 주임), 이현주 초청연

구원(KREI) 

◦ 주요 회의 내용: 

- 농산물 수급 전망결과가 주산지별(지역별)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역별 분류는 가능하나 품목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

- 중국 위안화 환율절상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 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가

능 여부에 대해 농산물 품목이 결정되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설명.

- 중국의 농산물 수급변동이 세계시장에 미치는 향분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함. 

나. 현장견학

◦ 일시: 2006. 4. 10. 오전 11시

◦ 장소: 중국 대형 할인매장 까르푸(중국 국제컨벤션센터 부근)

◦ 견학내용: 중국 채소 및 곡물 가격 실태 파악 

 

다. 한․중․일 농산물 무역모형연구 재개 제안(중국 IAED/CAAS 리우샤오허 

박사): 리우샤오허 박사는 동 워크숍 참석자로 온 일본측 무역모형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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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바야시 박사와 한중일 무역모형연구의 재개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연

구계획에 대해 한․중․일 3국 담당자간의 구체적인 논의를 제의하 음.

5.2. 연구자료집 번역판(「중국의 삼농 문제 회고와 전망」) 발간

◦ 발간 배경 및 목적: 

- 중국의 삼농문제는 WTO 가입으로 농업개혁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 다시 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중국 정부

는 최근 수년 동안 전인대, 정치협상회의, 농업공작회의 등 주요 회의에

서 삼농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2004년 이래 3년 연속 농업․

농촌․농민을 주제로 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함으로써 삼농 문제해

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삼농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저서 ≪中 的"三 " : 回 与展望≫(牛若峰등 저, 중국사회과학출

판사，2004년)가 출간되었음.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원전을 바탕

으로 한 한 번역판 ≪중국의 삼농 문제 회고와 전망≫(지성태 번역)을 

2006년 10월에 출판하 음. 이 연구 자료집으로 중국 삼농문제의 형성 

배경과 현황,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독자들이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중국 농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 주요 내용:

제1장 “三農” 문제: 총체적인 문제 

1. “三農” 문제에 내포된 의미

2. 시기별 “三農” 문제

3. “三農” 문제: 가장 절실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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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三農” 문제의 현재 상황 

1. 농민의 소득 수준은 낮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크다

2. 경제 구조가 균형을 잃었고, 도시화 진행 과정이 정체되었다

3. 공공 자원의 분배에 있어 균형을 잃었고, 사회 공평성이 손상되었다

4. 빈부의 양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위기를 내재하고 있다

제3장 “三農” 문제의 배경과 형성 원인

1. 중국적 특색과 발전 경로

2. 도시와 농촌의 분할과 이원화 정책

3. 이익집단의 형성과 농민들의 세력 약화

제4장 토지문제: 원한 주제

1. “경작하는 자가 그 토지를 소유한다(耕者有其田)”

2. 농민 토지 재산권의 집단화: 역사적 오류

3. 토지승포제(土地承包制): 완전하지 않은 토지제도 개혁

4. “인클로저 운동”: 농민의 권익을 침범하는 새로운 형식

5. 토지제도 개혁을 끝까지 진행한다

제5장 식량문제: 대국의 근심

1. 식량문제는 정부의 첫째 관심사 ----식량안보에 관한 관심

2. 식량 개혁의 우회로

3. 식량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

제6장 농업 잉여노동력의 이동: 무한한 공급과 유한한 수요

1.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 과정의 역사적 회고

2.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의 커다란 흐름

3. 농업 잉여노동력의 도시와 농촌으로의 구분 이동

4.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에 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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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농민의 부담문제

1. 농민의 부담은 많고 무겁다

2. 농민의 부담이 무거운 원인

3.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근본적인 대책

제8장 향촌의 운 문제

1. 향촌 운 에 있어 존재하는 문제

2. 향촌 운 문제의 원인

3. 향진 관리체제 개혁 모색에 대한 평가

4. 향촌 관리체제 개혁의 방향

5. 향촌 관리체제 개혁 추진의 유기적 조치

제9장 농민 조직화: 문제의 관건

1. 낮은 수준의 농민 조직화와 왜곡되고 불균형 한 사회 구조

2. 농민 권익 보호의 핵심은 농민 조직화

3. 농민 조직화의 실현 형식

4. 정부의 합작사에 대한 지지정책

제10장 농업 현대화: 험난한 여정

1. 농업 현대화의 내용과 목표

2. 중국의 농업 현대화는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3. 중국 농민은 어떠한 농업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가

4. 농민과 농업 산업화 경

5. 중국식 현대 농업 발전을 위한 집약적 경 에 대한 전망

6. 농업 현대화: 험난한 여정

제11장 “三農” 문제 해결의 국제적 경험

1. 시장가격 지지와 직접 소득지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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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입 보조와 보장성 조치 실시

3. 농촌 종합발전 촉진과 농민의 권익 보장

4. 국제적 경험이 중국에 주는 시사점

제12장 “三農” 문제 해결의 기본 사고와 정책 방향

1.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분할에서 도시와 농촌의 협력운 으로 전환한

다

2. 개혁을 심화하고, 기능을 전환하며, 지지를 강화한다

3. 농민의 수를 줄이고, 농민을 부유하게 만든다

제13장 중국 농민의 복음 --당의 16대와 16회 3중전회에서

1. “三農” 문제의 원활한 문제해결을 모든 사업의 최우선에 놓았다

2. “많이 지급하고, 적게 거두어들이는” 정책이 시작되었다

3. 공공재정의 햇살이 농촌의 대지를 비추기 시작했다

4. 도시와 농촌 노동자의 평등한 취업제도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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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FANEA 국제심포지엄(2003∼2006) 분야별 발표 논문 제목

1.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산지유통, 소비지 유통(도매, 소매)

◦ “한중일 농촌경제 협력의 선택: 1차 상품 유통조직 혁신,” 우시우웬(길림

성정부 농촌경제정보센터, 제1회)

◦ “일본의 채소 수입 동향과 수입채소 유통의 특징,” 고바야시 시게노리

(PRIMAFF, 제1회)

2. 식량 안보, 식품수급

◦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과 유통체제 개혁,” 슈샤오칭(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제2회)

◦ “일본의 식량안보 문제와 정책방향,” 마사토 이토(PRIMAFF, 제2회)

◦ “한국의 식량안보 문제와 정책반응,” 임송수(KREI, 제2회)

◦ “중국의 곡물 수급 균형 분석,” 주시강(IAE/CAAS, 제2회)

3. 농가 경제와 소득 문제

◦ “농가계층 변동의 특징과 요인,” 하시즈메 노보루(PRIMAFF, 제1회)

◦ “중국의 농촌빈곤과 빈곤 경감 정책,” 왕상구이(IAED/CAAS,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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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불균형,” 싱리(IAED/CAAS, 제3회)

◦ “한국 농업의 구조변화와 양극화 실태,” 김정호(KREI, 제3회)

◦ “한․중․일 농민 소득문제와 정부정책,” 리센더(IAED/CAAS, 제3회)

◦ “신 핵심농가경  안정화제도에 대한 예비연구”, 요시이 쿠니히사

(PRIMAFF, 제4회)

◦ “한국농정의 최근 변화”, 박성재(KREI, 제4회) 

4. 식품안전: 유전자변형, 검역

◦ “중국의 농업표준화 개발 현황과 쟁점,” 슈샤오준(중국 농업부, 제2회)

◦ “유전자변형 곡물: 국제 식품체계에의 향,” 타치카와 마사시

(PRIMAFF, 제2회)

◦ “한국의 식품안전 체계,” 최지현(KREI, 제2회)

5. 환경농업: 다원적 기능, 유기농, 지속가능성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와 정책과제,” 고다모토유키

(PRIMAFF, 제3회)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경제적 조망,” 김창길(KREI, 제3회)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역개발,” 후즈췐(IAED/CAAS, 제3회)

◦ “농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다카하시 요시푸미(PRIMAFF, 제3회)

◦ “순환경제 매커니즘을 통한 농업의 삼차원적 오염 관리,” 주리즈(IAED/ 

CAAS,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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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기술: 연구개발, 생산성

◦ “한․중․일간 농업경제 연구방향설정,” 쑤에구이씨아(IAED/CAAS, 제1회)

◦ “동북아지역 농정연구 협력의 필요성과 과제,” 이동필(KREI, 제1회)

◦ “PRIMAFF내의 연구협력 활동 개괄,” 치바 오사무(PRIMAFF, 제1회)

7. 농업생산요소: 농지, 용수, 노동력, 농기계, 농자재 

◦ “일본 농지이용의 구조적 변화: 차지/대규모화 진행과 농지이용의 후퇴,” 

오노 도모야키(PRIMAFF, 제1회)

◦ “일본 농촌사회의 인구문제,” 하시주미 노보루(PRIMAFF, 제3회)

◦ “일본의 산지마을과 고령자 생활,” 아이카와 요시히코(PRIMAFF, 제3회)

◦ “중국의 현행 농지제도: 정립과 평가”, 시아 잉(IAED/CAAS, 제4회) 

◦ “급등하는 국제 원유가격이 일본의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향 평가”, 요

시다 타이지(PRIMFF, 제4회)

◦ “유가급등이 시설원예 경 과 생산에 미치는 향”, 이용선(KREI, 제4회)

8. 농산물 무역: 수출입, 관세, 원산지 규정, 지재권 

◦ “한․중․일 농업 및 무역정책 분석을 위한 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리우샤오허(IAED/CAAS, 제3회)

◦ “동북아 국가의 농업무역 흐름과 쟁점들,” 권오복(KREI, 제2회)

◦ “동북아 농산물 교역문제 연구와 토론,” 리우샤오허(IAED/CAAS, 제2회)

◦ “세계 쇠고기 무역의 구조변화와 향: Aglink 모형에 의한 시나리오 분

석,” 우에바야시 아쓰유키(PRIMAFF, 제2회)

◦ “DDA 이후 한국 농업 전망: 쌀 산업을 중심으로,” 서진교(KREI,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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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 개발 의제 이후 중국의 농업통상,” 리우샤오허(IAED/CAAS, 제1회)

◦ “한중일 3개국 역내 농업교역에 대한 연구”, 리우샤오허(IAED/CAAS, 제

4회)

◦ “협조적 게임이론에 따른 FTA 분석”, 후쿠다 류이치(PRIMAFF, 제4회)

◦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향”, 김윤식(KREI, 제4회)

9. 국제협력: 역내 협력(동북아, APEC), 국제기구(OECD, FAO)

◦ “한․중․일 농업구조 분석: 역내 농업협력 가능성,” 어명근(KREI, 제1회)

10. 농촌개발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촌개발”, 유경희(PRIMAFF, 제3회)

◦ “한국에서의 도농간 발전격차 실태”, 박시현(KREI, 제3회)

◦ “도농간 교류 프로그램의 새로운 단계”, 에가와 아키라(PRIMAFF, 제3회)

◦ “중국의 신농촌건설과 한일 양국의 농촌발전 경험이 주는 시사점”, 리센

더(IAED/CAAS,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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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제4회 FANEA 국제심포지엄 한국측 발표 논문

◦ 한국 농정의 최근 변화(박성재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향(김윤식 부연구위원,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유가 급등이 시설원예 경 과 생산에 미치는 향(이용선 연구위원,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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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의 최근 변화

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서론

한국은 DDA/WTO와 FTA 등의 개방 환경에 대응하여 10년 단위 중장기 정

책인 「농업․농촌종합대책」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은 UR의 

논의 이후 2003년까지 두 번에 걸쳐 시행된 종합대책에 이어 추진되는 3단계 

종합대책이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이전의 대책들과 다른 점은 정책방향을 생산 중심에

서 소득과 복지 및 지역개발 쪽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 있다. 과거의 대책들은 

농업생산과 유통의 기반구축과 시설현대화 등 하드웨어 투자를 우선시 하고, 

농가의 경 안정이나 노령농가 등에 대한 복지대책이 미흡했다. UR로 인해 농

업의 자유무역체제로의 전환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

부분의 소농과 고령농 들이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 

정책의 방향의 전환은 그동안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과거 10여년 동안 상

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던 부문의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제는 정책의 우선순위

를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도 사실이다. 

그동안 농정방향에 대한 논쟁도 많았고 혼선도 있었다. 1990년대 전반기에

는 소수 엘리트 중심의 구조개선에 역점을 두었고, 후반기에는 가족농 중심의 

농정이 강조되기도 하 다. 한편에서는 모든 농가를 다 같이 살리는 일반적인 

정책은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농업정책과 산업정책의 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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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된 농가들에 대한 복지정책과 농촌인구의 유지를 위한 지역개발 정책으로 

정책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은 이러한 

정책추진의 경험과 논의를 반 하여 정책방향을 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박

성재외). 

이 은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최근의 한국 농정의 변화와 의미를 설명하는 

자료로 작성되었다.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은 UR을 전후로 하여 약자보호와 형

평성의 논리에서 시장경쟁과 효율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의 논리로 전환

하 기 때문에 다루는 시점은 1980년대 말부터로 한다. 

서론에 이어 2절에서는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농업․농

촌의 변화와 의미를 분석하 다. 한국농업의 성장, 구조변화와 문제점을 중심

으로 설명하 다. 제3절에서는 1990년대의 두 정권의 농업정책을 간략하게 소

개하고 그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 다. 논의되는 정책은 문민정부(1993∼1998)

의 농어촌발전대책과 국민의 정부(1998∼2003)의 농업․농촌발전계획이다. 이 

대책들은 편의상 1단계 구조개선사업, 2단계 구조개선사업으로 지칭하 다. 

제4절에서는 참여정부(2003∼2008)의 농정인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대해 

배경과 내용, 특징 및 의미 등을 검토하 다. 이 대책은 3절에서 논의한 두 대

책과 연관지어 3단계 구조개선사업이라고도 칭하 다. 또 UR협상의 다음 라운

드가 2005년부터이므로 의미상으로 보면 이전 두 대책은 개방 1단계의 대책이

라 할 수 있고, 농업․농촌종합대책은 개방2단계를 대비한 대책이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대책을 구분 비교하 다. 제5절

은 전체의 을 요약 정리하 다. 

2. UR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문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농업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

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그 속도가 매우 빨랐다.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7.8%에서 2004년에는 3.2%로 줄었으며,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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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구성에서도 농림업의 비율은 같은 기간에 17.1%에서 7.8%로 낮아졌다. 농

가 호수와 농가인구는 각각 29.8%, 48.7%가 감소했다. 농가 호수가 줄어든 만

큼 호당 경지면적은 늘었지만 전체 경지면적도 전용, 유휴화 등으로 줄어 호당 

경지면적의 증가는 24%에 그쳤다. 

전체 농업생산액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같은 기간에 72% 증가했다. 농산물

의 수입은 133% 증가한 반면 수출은 15%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의 비중은 그만큼 높아졌다. 

1990년대 전반기의 생산기반 투자 및 신기술 도입 등의 효과로 생산이 증가되

면서 수입도 늘었기 때문에 국내 공급은 수요보다 빨리 증가해 공급과잉단계

가 고착화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실질가격은 하락하고 투입재와 생활물자

의 가격의 상승이 빨라져 농가교역조건은 1990년 113.7에서 1997년 117.4까지 

올라갔다가 2004년에는 96.8로 하락하 다. 

농업소득은 1990∼2004년에 명목가치로 92%가 증가했지만 1996년 소득에 

비하면 2004년 소득은 11.2% 증가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 농가소득

은 농외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같은 기간에 163% 증가했다. 그렇지만 도시부문

과의 성장격차는 날로 확대되어 도시근로자 가구에 대한 농가의 소득비율은 

1990년 97.4%에서 2004년엔 77.6%로 하락하 다. 

농촌인구는 1990∼2000년의 10년 사이에 15%가 감소했다. 농촌의 활력 저하

는 인구감소 못지않게 노령화에 있다. 1990∼2004년에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은 

11.5%에서 29.3%로 증가한 반면 14세 미만은 20.6%에서 10.3%로 감소했다. 

한국농업은 UR 이후 개방체제로의 적응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지만 상황은 매우 악화되었다. 한국 농업의 문제를 ①성장의 정체, ②

농가경제의 불안정, ③농촌사회의 활력저하와 후계인력 부족, ④정책불신의 만

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농업의 성장동력이 멈추어가고 있다. 한국농업은 비교적 빠른 성장추

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성장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연평균 농업

성장률은 1990∼’95년 3.0%, 1995∼’00년 2.7%, 2000∼’04년 0.0%로 현저히 

성장속도가 떨어지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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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가부채의 누적과 소득정체, 소득격차의 확대 등으로 농가경제의 불

안정성이 심화되었다. 농가소득은 1990년대 초 소득증가에 따른 채소, 과일, 축

산 등에 대한 수요증가로 농업소득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 으나 중반 이후 

수요정체,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충격 등의 향으로 명목 농업소득은 현재까

지도 정체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농업소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초부터 농업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 

정책으로 지원된 자금 등이 부채로 남으면서 농가부채가 급속히 증가하여 농

가의 재무상태를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농가부채대책을 1998년부터 2003년까

지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현재도 쟁점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셋째, 농촌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젊은 후계인력의 부족으로 농촌사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경 주 연령인 60세 이상인 농가의 비중이 2005년에 

57.4%이나 이 중 후계자를 가진 농가는 많지 않다. 

넷째, 지난 10여년의 많은 재정투입과 정책홍보에도 불구하고 상황악화에 

 
1
 2000년 가격으로 본 실질 농업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임.

그림 1.  한국의 농업생산과 농업소득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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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정책의 불신이 극도에 달해 있다. UR이 논의되면서 정부는 경쟁력강화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 고 2003년까지 2회에 걸친 농업․농촌대책과 농림투

융자사업을 추진하 다. 정부는 정책의지 홍보를 위해 총투자사업비를 내세워 

정책홍보를 하 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업․농촌의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

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농업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

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현재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선택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쪽

에서는 개방 환경에 대응해 농업구조조정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쪽에서는 구조조정의 효과란 장기에 걸쳐 나타나지만 현재 농민의 대

부분이 이동성이 거의 없는 노령 인구라는 점에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

한다. 개방의 충격을 농업내부에서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농정의 어려움이 있다. 

사실 한국 농업의 구조조정 속도를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매우 빨랐다. 국

민총생산에서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7% 시점을 기준으로 본

그림 2.  농가소득과 부채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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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서유럽 선진국은 100∼160년, 일본이 73년인데 비해 한국은 겨우 26년에 

불과했다(이정환, 1998;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 효과는 매우 약하다는 점이 문제다. 

3. UR 이후 한국 농정의 성과와 한계 

3.1. UR과 농정의 전환

UR이 논의되기 전인 1980년대 전반기까지는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은 식량

자급을 통한 국민에 대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있었다. 특히 주곡인 쌀의 자급

달성과 쌀농가의 소득안정화가 핵심 과제 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종개량과 

비료․농약 등에 의한 생화학적 기술의 발전정책과 쌀의 정부수매에 의한 가

격지지 정책이 이용되었다. 이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농산물의 공급이 충분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증산은 바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

키는 것이 되어 증산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표 1.  농업생산액 비중 감소와 속도의 국제 비교 

40%인 시점 7%인 시점 소요기간(년)

    국 1788 1901 113

네덜란드 1800년경 1965 165

미    국 1854 1950  96

독    일 1866 1958  92

덴 마 크 1850 1969 119

프 랑 스 1878 1972  94

일    본 1896 1969  73

한    국 1965 1991  26

자료: 이정환(1998). p 26 tab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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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은 형평성을 중시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세소농 중심의 지원을 

당연시 하 다. 농지정책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자 해서 임대차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농지의 소유규모도 3ha로 제한하 다. 저리의 정책

자금도 세소농이 중대농보다 배분비율을 높게 하 고, 지원액에 상한을 두어 

중대농을 차별하 다. 

1980년대 한국농업은 상업적 농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이농으로 인한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 농기계화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농업의 전문

화, 시설화, 기계화가 빠르게 진전되었다. 이러한 농업의 성격변화에 따른 자본

투입의 증가는 대부분 차입자본에 의한 것이었고 이것이 부채의 급증을 불러 

농가경제의 불안정문제가 현안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의 농정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쌀 수매가격의 인상, 부채대책 등 농가부담 경감 조치의 

확대에 매달렸다. 

그런데, 1980년대의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안정화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농

산물시장의 개방압력은 가중되었으며, UR의 논의가 시작되자 농정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시장이 개방되고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

면 종래의 소농보호 위주의 정책으로는 농업의 지속성과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농업정책의 기조를 세소농보호와 

형평성에서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구조개선 투자확대를 

계획하게 되었다. 1989년에 정부는 1992∼2001년의 10년 동안 42조원을 투입

하여 경 규모화, 농업기계화와 생산기반 확충, 농업시설의 현대화 및 첨단기

술 도입 등을 통해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

하 다. 

3.2. 문민정부 농정: 농어촌발전대책 

1993년 새로 집권한 문민정부는 전정권 말기에 구상된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정책을 농업․농촌발전대책으로 구체화하 다. 이 계획은 전정권이 수립

했던 구조개선사업의 기간을 3년 줄여 1992∼1998년의 7년으로 단축하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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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투융자계획으로 뒷받침하 다. 1994년에는 목적

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여 1994∼2004의 10년 동안 15조원을 투입

하여 농어촌의 인프라와 복지, 지역개발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 다. 

이 시기는 UR의 타결로 무역자유화로의 진행방향이 확정되었고, 2004년까

지 허용 받은 10년의 준비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경쟁력을 확실히 높여

야 한다는 인식이 확실해졌다. 과거와는 달리 세소농보다는 중대농이면서 젊

은 농업인을 집중 지원하여 이들에게 농지의 집적과 시설현대화, 최신기술의 

보급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농지소요의 상한도 대폭 상향조정되었으며 농지임대차가 부분적으로 허용

되었다. 농법인체 등의 제도도입으로 공동경 의 길도 터놓았다. 후계자도 

농단계와 기술수준, 규모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 다. 경지정리, 농업

용수, 농업기계화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고 유리온실, 쌀가공센터(RPC) 

등과 같은 첨단시설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투자를 위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일부 대규모 사업은 보조

금을 함께 지급하 다. 이러한 지원이 나이가 젊고 경 규모가 큰 소수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엘리트농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농가의 다수를 차지

하는 세소농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정책의 합리성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 농가로서는 차입자본에 의한 대규모 투자를 하

으므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해졌다. 

그러나 이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

다. 투자확대의 결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농업성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농가의 소득도 증가하 다. 1997년말 외환위기의 충격은 문제의 뇌관을 건드

린 것과 같았다. 급격히 위축된 소비심리로 농산물가격이 급락과 투입재가격의 

상승으로 많은 농가가 부실화되고 도산되었다. 농가 경 위기의 확산으로 농촌

경제사회의 불안정화를 막기 위해 1998년부터 부채대책이 시행되었다.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위축된 농산물 수요의 회복은 더디게 나타났다. 반면

에 투자성과로 나타난 생산성 향상과 수입농산물의 증가는 농산물의 공급과잉

을 초래하여 가격을 끌어내렸다. 이후 농가의 교역조건의 계속 악화되었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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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득은 오르지 않고 정체되었다. 

3.3. 국민의정부 농정: 농업․농촌발전계획 

외환위기의 충격 속에 출범한 국민의정부는 농업부문에 가해진 피해를 극

복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상환연기, 새로운 자금공급의 확대 등 단기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부채대책을 추진하 다. 한편 정부는 1998년에 종

료되는 1단계 투융자사업의 후속정책으로 농업․농촌발전계획과 농업․농촌

투융자실천계획을 수립하여1999∼2004년의 6년 동안 45조원을 투입하기로 하

다. DDA와 쌀협상 등의 개방논의 일정을 감안하여 2004년 이후는 새로운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로 조성된 개혁 드라이브의 흐름을 타면서 전반적

인 개혁정책을 추진하고자 하 다(김정호 외).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5대 개혁

과제와 6대 중점 추진시책을 설정하 다. 5대 개혁과제는 ①농정조직 개혁, ②

농산물유통개혁, ③협동조합개혁, ④투융자제도 개혁, ⑤ 농업관련 규제 개혁

을 말한다. 6대 중점시책은 ①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확충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육성, ②생산․유통․품질․안전성 중심의 총체적 경쟁력 제고, ③수출농업 육

성으로 농업의 활로 개척, ④농업통상협력의 강화와 통일농정의 적극 전개, ⑤

21세기 선진농촌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 확충, ⑥농업경 안정시책의 강

화 등을 담고 있다. 

투융자 재원의 배분의 변화는 두 대책의 성격변화를 짐작케 한다. 1단계 구

조개선사업(1992∼1998)에서는 생산기반정비에 29.9%의 재원을 투입하 고, 

2단계(1999∼2003)에서는 34.1%로 재원배분을 한층 늘렸다. 그러나 시설현대

화와 농업기계화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 재원비중을 대폭 축소하 다. 농업

기계화는 1단계에서 7.4%를 배분하 으나 2단계에서는 3.3%로 축소시켰고, 

시설현대화는 4.6%에서 2.2%로 낮추었다. 1단계 구조개선사업에서 방만한 투

자로 농가부채가 누적되고 농가부실화를 초래한 것이 투자조정을 하게 된 이

유이다. 친환경농업은 2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재원도 늘고 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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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증가하 다. 2단계 중점사업이었던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재원도 5.9%

에서 8.4%로 늘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전 정권의 농정방향과 큰 차이가 없었다. 문민정부 

농정을 소수 엘리트의 중심의 농정이라 비판하고 가족농 중시의 정책개념을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박성재외). 다만 친

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성과는 상당히 있었다. 국민

의 정부 농정의 특색은 농업관련 조직 개혁과 농산물유통 정책의 강화에서 찾

을 수 있다. 농림부의 조직개편, 농업관련기관들의 통합 등이 대대적으로 이루

어졌다. 농산물유통개혁은 국민의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으로서 산지와의 직거래 등을 통해 물류비용과 중간상인들의 유통마진을 

줄이고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고자 하 다. 

3.4. 개방대응 1단계 농정의 성과와 한계 

농업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사업에 2003년까지 총 69조원의 중앙정부자금

이 투입되었다. 경 규모가 크고 젊은 농인이 경쟁력에서 유리점이 있기 때

문에 이들을 집중 지원하 다. 유리온실, 현대식 축사, 환경보전을 위한 축산분

뇨처리 시설의 지원 등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보조금과 융자를 같이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 다. 경지정리와 수리시설의 현대화 등

을 위한 생산기반투자를 확충하여 자연재해 등에도 생산에 큰 충격을 받지 않

도록 하 다. 

이와 같은 정책의 성과로 1980년대 후반 마이너스 성장을 보 던 농업은 플

러스 성장으로 전환하 고, 농업의 규모화, 전문화, 현대화로 생산성이 향상되

었다. 생산기반의 강화로 잦은 재해에도 생산감소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관리, 유통의 표준화․등급화 등에도 성과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생산증가로 인해 국내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제가격과의 격

차가 줄고 소비자의 후생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평가는 부정적인 쪽으로 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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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자 쪽에서 보면 소득정체, 부채증가 등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증가했다. 

소비자 쪽에서 보면 지난 10여년을 개방준비기간에 많은 재원을 투입했지만 

경쟁력 제고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박성재 외). 

표 2.  분야별 국고 지원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계 362,499 326,272 688,771 100.0 100.0 100.0

생산기반정비 108,316 111,327 219,643  29.9  34.1  31.9

농업기계화  26,868  10,701  37,569   7.4   3.3   5.5

시설현대화  16,844   7,122  23,966   4.6   2.2   3.5

농규모화  23,773  14,293  38,066   6.6   4.4   5.5

기술개발 및 품종개량  13,490  10,239  23,729   3.7   3.1   3.4

교육 및 인력육성  24,890   8,613  33,503   6.9   2.6   4.9

축산구조개선  39,947  28,612  68,559  11.0   8.8 10.0

유통개선 및 수출확대  21,522  27,354  48,876   5.9   8.4   7.1

임업구조개선  23,592  21,380  44,972   6.5   6.6   6.5

경 개선 및 농외소득  25,443  22,123  47,656   7.0   6.8   6.9

생활여건개선 및 복지  34,824  26,658  61,482   9.6   8.2   8.9

친환경농업육성 등 기타   2,990  37,760  40,750   0.8  11.6   5.9

자료: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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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방 2단계의 대응 농정: 농업․농촌종합대책 

4.1.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배경 

2단계 농림투융자사업이 다 끝나가는 2003년 상황에서도 농업․농촌의 여

건은 별로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논의가 활발해진 DDA 협상, 한․칠레 

FTA 체결 및 다른 국가들과의 확대계획, 2004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할 쌀협상 

등의 변수로 인해 개방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농업인의 불안

감은 증폭되었다. 기존의 농업정책으로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인 성장과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11월에 향후 10년(2004∼2013) 동안 농업․

농촌부문에 대한 지원수준을 대폭적으로 증가시켜 앞으로 예정된 개방 환경 

수순에 대응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발표하 다. 2004년 2월 농업․

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발표하 다. 2단계 농림투융자사업인 

45조원 사업을 1년 앞당겨 종료하고 새로운 대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준비는 이미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었다. UR 이후의 

다음 라운드인 DDA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에 대통령직속 위원회로서 농

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농업․농촌대책을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논의토록 하 다. 정책연구기관인 KREI, 농림부, 학

계 및 관련기관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 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은 이

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농림부). 

4.2.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내용과 특징 

농업․농촌종합대책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업정책), 잘 사는 농업인(소득정책), 살고 싶은 농촌(농촌정책)을 정책비

전으로 내세웠다. 

농업정책은 시장지향적 산업정책으로 추진하여 전업농 중심의 농업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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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명

산업의 육성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농업적 성장이 유망한 농가를 집중 지원하

고 고령농가나 세농 등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품목인 쌀에 대해서는 정부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여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쌀가격이 결정되도록 하 다. 만일 시장의 

교란으로 쌀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농가에 충격을 줄 것에 대비하여 쌀가격 하

그림 3.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구성

자료: 농림부,「농업․농촌발전 세부추진계획」,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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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분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병행하도록 했다. 

농지유동화를 촉진시켜 경쟁력 있는 농가에 자원이 집중도록 하면서 시장

경쟁의 심화에 따라 일시적인 요인으로 경 에 실패한 농가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은행제도와 회생지원제도를 도입하 다. 또한 농작물재해보

험 등을 확충하여 경 위험을 줄여나가기로 하 다.

그러나 산업정책만으로는 개방 환경에 적응해가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현

안인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소득보조를 강화시키기로 하 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사회보장보험의 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노후의 안정

적인 생계를 유지하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이전의 정책과 대비하여 크게 달라진 것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박성재 외) 첫째, 정부의 재정배분을 생산과 유통부문 중심

에서 소득보조와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중심으로 전환하 다. 종합대책의 이전

인 2003년의 농림투융자예산 중 생산기반 정비에 투입된 비중은 32.6%이었으

나 종합대책의 종료 연도인 2013년에는 8.9%로 낮추고 반면에 농가소득 및 경

안정에는 20.6%에서 30.0%로, 그리고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에는 8.6%에서 

17.2%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 같은 정책설계는 2단계까지의 농

표 3.  분야별 투융자 규모

단위 : 백억원, %

분 야 별 2003(%) 2008(%) 2013(%)

농업 체질강화, 경쟁력 제고 191 24.8 311 28.5 479 32.2

농가소득 및 경 안정 159 20.6 285 26.1 447 30.0

* 직접지불 사업  72  9.3 247 22.6 341 22.9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66  8.6 157 14.4 256 17.2

농산물 유통혁신  52  6.7 102  9.3  95  6.4

산림자원 육성  50  6.5  66  6.0  81  5.4

농업생산기반 정비 251 32.6 171 15.7 132 8.9

자료: 농림부,「농업농촌발전 세부추진계획」,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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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구조개선과 투융자사업에서 생산기반과 유통부문 등의 하드웨어적 투자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둘째, 쌀에 대한 정책방향의 전환이다. UR 이후에도 쌀가격의 인하를 정책방

향으로 정했지만 농가소득에 미치는 향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쌀산업에 대한 과

감한 구조개선을 시도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보호낮추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쌀가격을 시장수급에 맡기는 시장지향적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셋째, 개방의 향에 따라 농가소득이 1990년대 중반이후 실질적으로 하락

하고 있는데다, 추가적인 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소득안정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과거의 가격지지 정책을 

철회한 대신에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직접지불과 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사회

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적인 직접지불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

작했다는 점이다. 

5. 요약 및 결어

한국은 UR이 논의되기 전인 1980년대까지 국경보호와 가격지지 정책에 의

존하여 농정을 펴왔다. 농정이 지원해야 할 주 정책대상 그룹과 세소농으로

서 약자들이었고, 지원의 가치도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했다. 

그러나 자유무역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UR의 등장은 농정의 방향을 근본

적으로 전환하게 하 다. 1980년대 말부터 농업정책은 정예농에 대한 집중 지

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UR협상에서 개

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확보한 10년의 개방준비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2회에 걸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 다. 1단계는 1992∼1998년의 농

어촌발전대책이었고, 2단계는 1999∼2003년의 농업․농촌발전계획이었다. 이 

두 대책은 정책방향과 역점사업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생산과 

유통의 기반확충 및 시설현대화 등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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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부문에 대한 투융자의 확대는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다. 안정

적 생산을 가능케 하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증진, 유통효율화에 상당한 성

과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의 후생증진과 국제경

쟁력 향상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반면에 생산자 잉여가 늘지 않아 소득이 

정체하고, 부채증가에 따른 농업경 체의 부실화문제, 농촌의 노령화와 공동화 

가속 등의 문제는 여전하거나 악화되었다. 

참여정부 들어 제3단계 구조개선사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농촌종합대책

은 앞선 대책들의 문제와 더욱 확대될 개방 수순에 대응하여 투융자 수준을 대

폭 증대시키면서, 정책방향도 소득과 복지, 지역개발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

로 전환하 다. 그동안 소득불안정이 큰 이슈가 되면서 직접지불에 의한 소득

보조를 확대하 다. 또한 농업정책도 시장지향적으로 전환하여 농정의 핵심과

제 던 가격지지를 위한 쌀수매제를 폐지하 다. 나아가 자원보유와 경 능력, 

농가의 선택 등에 감안하여 차별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맞춤형 농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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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향

김윤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서론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은 개별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한국은 최근칠레, ASEAN, EFTA 등

과 FTA를 체결하 고, 미국과도 FTA체결을 위한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23억 달러의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 다. 2004년까지 미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28억 달러 수준이었다. 최근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2003년 발병한 광

우병에 따라 쇠고기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한국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 중의 하나이다. 

FTA는 본질적으로 양국간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양

국간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물론 예외를 인정받는 품목이 있긴하지

만 이러한 품목은 아주 소수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예외를 인정받는 품목은 사

회 경제적으로 민감한 품목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쌀이 이런 품목에 해당된다. 

FTA 효과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FTA의 효과를 어떻

게 분석하는가 하는 점이다. 적절한 가정과 모델이 이용되지 않으면 분석결과

는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가정 중의 하나가 동질성에 대한 

가정이다. 수입품과 국내산 농산물이 동질적 (homogeneous)이라는 가정이다. 

이 연구는 동질성에 대한 가정을 검토하고 동질성을 가정할 때 왜 FTA 효과가 

과대 평가되는지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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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모델

2.1. 접근 방법

과거의 연구들은 수입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과 동질적이라는 가정을 전제

로 하고 있다. 즉, 수입농산물은 품질, 상품 특성, 소비자 인식 등에서 국내산 

농산물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수입농산물은 국내시장에 

직접 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수입량이 증가하면 이는 바로 국내시장에서 

공급의 증가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국내가격이 하락하고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방식은 FTA 효과를 과대평가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아래의 그림은 동질성 가정을 전제로 FTA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D와 S는 각각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다. FTA 체결 이전 국내가격은 P0 에 형성

되고 국내 생산은 Q0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가격은 P0에서 P1으로 하락하고 생산은 Q0에서 Q1으로 감소한다. P
im을 일종의 

도착가격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전의 가격이라 하면, Pim = P1이 된다. 국내가격

과 수입가격간의 차이가 클 경우, 가격의 하락폭은 매우 크게 된다. 따라서 

FTA 체결의 국내산업에의 향은 매우 크게나타난다. 

하지만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에서 국산농산물과 별도로 취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도 다르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또 다른단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위

의 접근방식으로는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중국혹은 일본과 FTA를 

추가로 체결할 경우 분석이 쉽지 않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국내가격은 미

국산 농산물의 국내도착가격 수준까지 하락한다. 이후 중국이나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이들 국가로부터의 도착가격이 미국산 도착가격보다 높다면 이들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는 해당품목의 국내시장에 전혀 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미국농산물이 국내 수입시장을 완전점유하게 되므로 수입전환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방식은 FTA 효과를 분석하는 데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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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수입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과 동질적이지 않다고 가정한

다. 예를 들어, 국산 한우 쇠고기는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별도의 상품처럼 

취급되며 따라서 가격도 달리 형성된다. 한국의 소비자는 한우에 대해서는 높

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지만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국산 쇠고기와 수입산 쇠고기간의 소비자 가격은 3-4배 

차이가 난다. 

이러한 현실을 반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수입농산물을 국산 농산물

의 대체재의 하나로 다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는 국산 돼지고기

나 닭고기와 같이 국산쇠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의 하나로 보는것이다.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쇠고기와 국산쇠고기간의 상대가격이 변화하

게 되고이는 국내산 쇠고기 수요에 향을 미친다. 국산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

기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되므로 국산쇠고기 수요의 일부가 미국산 쇠고기

로 대체된다. 이러한 대체효과는 수요함수의 이동 (shift)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FTA 효과는 수요함수가 얼마나 이동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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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rket of U.S. Goods

위의 그림은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내 시장을 나타낸다. Pus0와 P
us
1는 관세 

철폐 전후의 미국산 농산물 가격이다. Dus 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내 수

요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농산물의 국내도착가

격은 Pus0에서 P
us
1로 하락하고 수입량은 Q

us
0에서 Q

us
1로 증가하게 된다. 

그림 (b)는 국내시장을 나타낸다.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수요를 대체하면 국내수요는 D0에서 D1로 이동한다. 수요함수의 이동에 

따라 국내가격과 생산이 향을 받는다. 수요함수가 얼마나 이동할 것인가는 

수요의 교차탄성치(cross elasticity)의 크기에 의존한다. 교차탄성치의 크기가 

클수록 수요함수는 많이 이동하게 되고 수요함수가 많이 이동할수록 국내 향

은 커지게 된다. 

교차탄성치의 크기는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간의 대체가능성에 따라 달

라진다.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간의 품질 차이가 크다면, 대체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품질이 유사하다면 대체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 (c)는 동일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다른 국가 상품의 한국시장을 

나타낸다. 한국에 수출하는 가격은 Poth0로 고정되어 있다. 한국이 미국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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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체결하기 전 한국에 Doth0을 수출했지만,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뒤에

는 미국산 농산물이 다른 국가의 수요일부를 대체하기 때문에 수출량이 Doth1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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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rket of Domestic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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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th1 Qoth0

Doth1

Doth0

(c) Market of Goods of Other Cou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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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요함수

이 연구에서 채택한 접근법의 특징은 수입농산물을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대체재로 보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산 쇠고기뿐만 아

니라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쇠고기와도 대체관계에 있다. 따라서 각국 쇠고기 

가격이 수요함수에 모두 포함된다. 이 경우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것

이다. 

Qd=f(P, Ppork, Pchicken, Pusbeef, Paubeef, Pnzbeef, expenditures)

Qd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1인당 수요량, P는 국내산 쇠고기 가격, Ppork 와 

Pchicken 는 국내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 Pusbeef, Paubeef, Pnzbeef 는 미국산, 호주

산,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수입가격이다. Expenditures는 육류에 대한가구당 지

출액이다. 

위의 수요함수로부터 수요함수의 0차 동차성을 이용하면 다음의 관계를 유

도할 수 있다. 

n + npork + nchicken + nusbeef + naubeef + nnzbeef + nexp = 0

일반적으로 자체가격 탄성치 (n)는 음의 값을 가지고, 국내산 대체재는 양

의 값을가진다. 또한 모든 수입쇠고기는 국내산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기 때

문에 양의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쇠고기가 열등재가 아니라면 지출

액에 대한 탄성치도 양의 값을 가질것이다. 이는 절대값의 크기로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교차탄성치는 자체가격 탄성치보다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양국간 교역이 없는 경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교역이 

없는 품목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차탄성치를 가정하게 되는데, 교차탄성치가 적

어도 자체가격탄성치의 절대값보다는 작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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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탄성치가 -1.0인데 수입농산물의 교차탄성치를 1.2로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지 않다는 점이다. 

쇠고기의 경우 다른 육류와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립방정

식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연립방정식 모델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적

어도 연립방정식과 같은 수의 외생변수가 필요하다 (내생변수의 수가 방정식

의 수와 같다면). 충분한 외생변수가 없다면 연립방정식 모델을 이용할 수 없고 

교차탄성치도 추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외생변수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점

에서 연립방정식 모델의 한계가 있다. 

3. FTA 효과 추정

P0
us
와 P1

us
를FTA 체결 전후의 가격이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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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시장에서 미국산 농산물 가격변화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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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및 공급함수가 선형이라고 가정한다. nusbeef 를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산 쇠고기에 대한교차탄성치로 정의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nusbeef = 
usd PQ ln/ln ∂∂ .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하락에 따른 국내산 

쇠고기의 수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61

(수요함수 이동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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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큼 이동하게 된다. 이로부터 FTA가 국내시장에서

의 가격 및 생산에 미치는 향을 계산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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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와 )0(≤η 는 각각 공급탄성치와 수요탄성치를 나타낸다.  

FTA의 효과를 생산액 변화율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생산액 변화율은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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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부과되는 관세는 40%이고, 자체가격 탄성치와 교차

탄성치는 각각-0.9와 0.56으로 추정되었다 (공급탄성치는 0.49). 이를 적용하여 

가격변화율 및 생산변화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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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가격은 11.5% 하락하고, 국내 생산은 5.6% 감소

한다. 생산액으로는 16.5% 감소한다. 국내 쇠고기 시장규모가 2002-04년 평균 

240억 달러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국내산 쇠고기 시장은 39억 달러 정도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미국산 쇠고기와 국내산 쇠고기가 동질의 상품이라고 가정할 경우, 생

산액 감소는 7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동질성을 가정할 경

우 국내 향이 이질성을 가정할 때와 비교해 과대평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입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을 이

질적인 상품으로 보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일반적으로 FTA 혹은 무역 효과를 분석할 때, 수입농산물은 국내산 농산물

과 동질적인 상품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두 상품으로 별개의 상품처

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격도 달리 책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FTA 효과를 분석하면, 그 효과를 과대평가할 개연성이 매우 높

게 된다. 

수입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이 이질적인 상품이라는 가정을 적용하여 미국

과의 FTA 체결이 한국의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국내 쇠고기 가격은 11.5% 하락하고 생산은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생산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39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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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쇠고기가 국내산 쇠고기와 동질적이라는 가정하에 분석하면 생산액 감소

는 78억 달러로, 이는 이질성을 가정했을 때의 생산액 감소보다 두 배 정도 많

은 액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질성 여부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FTA 

효과를 과대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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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이 시설원예 경 과 생산에 미치는 향

이용선,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유가동향

금년 2/4분기 국제유가는 두바이(Dubai) 기준 배럴당 64.89달러로 2005년 

동기에 비해 35% 상승하 다. 2003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국제원유가

격은 최근 이란 핵문제와 미국의 석유재고 감소,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

면 공세 등으로 크게 상승하 다. 국제유가는 알래스카 유전 폐쇄 결정으로 지

난 8월 8일에는 배럴당 72.16달러까지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 다.

금년 2/4분기 국내의 경유소비자가격은 금년 2/4분기 기준 리터당 1,249원

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 상승하 으며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한편 세금

이 면제된 면세경유의 가격1은 686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 상승하 다. 

표 1.  경유소비자가격과 면세유가격의 추이, 1998∼06 

단위: 원/l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간 2/4 1/4 2/4

원유가격(두바이) 11.6 26.18 22.86 23.84 26.82 33.67 49.46 47.89 58.01 64.89

경유소비자가격 579 611 643 696 811 938 1,097 1,058 1,177 1,249

면세유가격 386 377 377 365 420 487 576 570 621 686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각 연도.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1
 2006년 2/분기 기준 면세율은 45%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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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국내 유가도 빠르게 상승2하고 있으며, 

고유가 추세3는 국내 농업에도 크게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유가 급등이 국내 시설원예 경 에 미치는 향을 계측하고, 특히 시설과채류

의 생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유가상승이 시설원예 경영에 미치는 영향 

국제유가의 상승은 우선 국내 농업투입재 가격에 향을 미친다. 김병률 외

(2006)4에 의하면, 국제유가가 10% 상승 시 농약과 농기구류 가격은 변동이 없

는 반면, 비료는 0.15%, 사료는 0.5%, 농광열비는 7.5%상승한다. 따라서 국

제유가의 상승은 농광열비 비중이 높은 작물에 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추

정된다. 

 

표 2.  주요 과채류의 광열 동력비 비중 

단위: %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시설고추 25.6 36.9 35.6 30.5 31.9 30.1

시설오이 30.7 31.3 32.2 26.0 26.2 31.0

시설토마토 24.7 26.9 31.9 26.3 25.5 25.3

시설호박 11.5 20.2 16.8 13.1 15.9 19.6

시설딸기  5.7  4.1  4.9  4.5  5.1  5.7

주: 시설오이, 시설토마토, 시설딸기는 촉성 작형임.

자료: 농촌진흥청 

 
2
 국내 유가는 최근에 가까울수록 국제 유가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경향이 있다.

 
3
 에너지전문가들에 의하여 국제유가는 향후 적어도 5년 정도 고유가 기조가 유지될 것으

로 에측됨

 
4
 김병률․김배성․조 수․이용호(2006),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이 농업에 미치는 향｣, 

농정속보 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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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경 비 중 농광열비5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식량작

물 2%, 노지채소 2%, 과수 3%, 축산 1% 등으로 낮은 반면, 시설채소 26% 등 

시설원예작물에서는 높다. 시설 재배를 위해 소요되는 유류비는 품목이나 재배

방법에 따라 다르다. 시설채소중에서도 고추, 오이(촉성6) 등은 경 비중 농

광열비 비중이 30∼31% 수준인 반면, 토마토(촉성) 25%, 호박 20% 등으로 상

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딸기의 경우는 6%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농업투입재가격 변동계수 계측 결과를 이용하여 농

작물 부류별 경 비와 소득에 미치는 향을 계측한 결과, 보일러용 등유 등 

농광열비가 많이 드는 시설작물 생산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반면, 식량작

물, 과수, 노지채소, 축산부문에 대한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유가 시나리오별 농업 생산부문별 경 비와 소득 변동 

단위: 천원, % 

  주: 농업 생산부문별 경 비와 소득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2004년(실측치)을 기준으로 

계측하 고, 각 시나리오별 조수입은 기준년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자료: 김병률외(2006),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이 농업에 미치는 향, 농정속보 33,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5 농광열비는 유류, 전기로 구성되나 유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6
 촉성재배란 주로 겨울철에 가온을 하여 재배하는 작형을 일컫는다.

구분 시나리오
기준e(2004) case 1 case 2 case 3

$33.80 $60.00 $70.00 $80.00

시설작물
경 비 77,206 88,798  (15.0) 93,223 (20.7) 97,647 (26.5) 

소득 91,522 79,930 (-12.7) 75,506 (-17.5) 71,081 (-22.3) 

식량작물
경 비  3,023 3,059  (1.2) 3,073 (1.6) 3,086 (2.1) 

소득  5,951 5,916 (-0.6) 5,902 (-0.8) 5,889 (-1.1) 

노지채소
경 비  9,615 9,725  (1.1) 9,766 (1.6) 9,808 (2.0) 

소득 19,725 19,616 (-0.6) 19,574 (-0.8) 19,533 (-1.0) 

과 수
경 비  6,270 6,383  (1.8) 6,426 (2.5) 6,470 (3.2) 

소득 14,655 14,541 (-0.8) 14,498 (-1.1) 14,455 (-1.4) 

축 산
경 비 10,473 10,536  (0.6) 10,560 (0.8) 10,584 (1.1) 

소득  4,781  4,718 (-1.3) 4,694 (-1.8) 4,67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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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을 가정할 경우, 시설작물 경 비

는 2004년 대비 15% 상승하고 소득은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가 

연평균 70달러로 높아질 경우, 시설작물 경 비는 2004년 대비 21% 증가하고 

소득은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가가 연평균 80달러까지 높아질 

경우, 시설작물 경 비는 2004년 대비 27% 증가하고 소득은 22% 감소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3. 유가 상승이 시설과채의 생산·공급에 미치는 영향 

3.1 추정모형과 자료 

앞 장에서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농작물 부류별 경 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한 결과 시설원예작물에 대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장

에서는 유가 상승이 개별 시설원예작물의 재배면적과 공급에 대해 각기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설원예작물의 생산 활동은 곡물이나 과수처럼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계절 단위로 이루어진다7. 시설채소의 계절별 재배면적이나 공급을 분

석하기 위한 계량경제모형은 설명변수와 피설명변수의 시차항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ADL) model)으로 표현할 수 있다. 

y t=α+βy t-4+∑
4

j=0
γjx t-j+ut, ut ∼ iid(o, σ

2)

 7 원예학에서는 시설원예작물의 생산 활동의 차이를 ‘작형’ 단위로 구분한다. 여기서 작형

이란 촉성, 반촉성, 억제 등의 재배방식을 일컫는다. 이들 작형을 계절별로 표현하면 대체

로 겨울, 봄, 가을 등으로 대응하여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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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1은 전작형(또는 전계절)을 나타내며, t-4는 1년전 같은 작형(계절)

을 나타낸다. 즉 이 모형은 1년전 피설명변수를 선결 변수로, 전작형과 1년전 

동일 작형의 경제적, 비경제적 외생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한다8. 

공급량(또는 재배면적)은 전년 동기의 공급량(또는 재배면적), 자체 및 대체

재의 전기, 전년 동기 등의 가격 조건, 전기의 기상 조건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

되는 것으로 설정한다. 즉 (어떤 지역의) t기 공급량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는 

함수 형태를 가정한다. 

Qt=f(Q t-4, P
i
t-k, P

j
t-k, W

i
t-k )

단, Qt-4 : i재의 1년전 공급량 

Pt-k : i재의 t-k기 가격(k=1, 2, 3, 4), 

Pjt-k : j재의 t-k기 가격(k=1, 2, 3, 4), 

Wit-k  : t-k기의 기상 조건(k=1, 2, 3, 4), 

 

재배면적에 대한 자료는 농림부의 「작물통계」를 이용한다. 계절별(월별) 

공급량 자료는 서울농수산물공사의 가락동 도매시장 월별 반입량을 이용한다. 

재배면적반응함수와 공급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가격 자료로는 서울 농수산물

공사의 가락동 도매시장 상품기준 거래가격을 이용한다. 가격 디플레이터는 통

계청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한다. 재배면적 및 공급 반응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유가자료로는 농협조사월보의 농가구입 가격지수를 활용한다. 강수량, 일

사량 등의 기상자료는 기상청의 자료를 이용한다.

 

 
8
 ADL 모형은 넓은 의미의 동태적 선형회귀모형이며 매우 유용한 모형임. 예를들면 1차 시

차항을 포함하는 ADL(1,1)만 하더라도 계수에 대한 검정과 해석에 따라 정태(static)모형, 

1차 자기회귀(AR1)모형, 부분조정(partial adjustment)모형, 오차수정(error correction)모형 

등이 된다(Davidson & Mackinnon(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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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배면적에 대한 향 

가온시설면적은 1990년 전반기에 정부의 시설지원사업에 힘입어 연평균 

39%씩 증가하 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연간 10%씩 증가하 다. 하지만 2000

년 들어서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그림 1> 참조), 정부의 

시설지원사업이 크게 감소한데다 농가는 노령화되는 한편 유가는 빠르게 상승

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0년대에 면세경유가격이 연평균 

9%씩 증가하면서도 가온재배면적이 그다지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가온하우스시설이 일단 설치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기 어려운 투

자의 불가역성(不可逆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면세유 가격과 가온시설면적 동향 

자료: 농림부, 농협중앙회 

이미 설치된 시설 그 자체는 변경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앞 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시설재배농가들은 유가 상승에 의해 경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이를 회피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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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농가가 개별 품목과 계절별 재배면적을 어떻게 조정하는 지를 추정해보

기로 한다. 

이 계측을 위해 전라남도를 택하여9 이 지역 자료를 사용하 다. 오이 2∼3

월을, 호박은 3∼4월을 기준으로 한다. 오이 정식기 가격으로 9월 가격을, 호박

은 10월 가격으로 설정한다. 

표 4.  오이․호박의 재배면적반응함수 추정결과

오이 호박

상수항 0.302
(0.153)

0.140
(0.073)

전년 면적 0.786***
(3.279)

0.399**
(2.819)

전년출하기 자체가격 0.920***
(3.367)

0.975***
(3.973)

전년 정식기 실질유가 -0.622*
(-1.811)

0.472**
(2.542)

전년출하기 대체재가격 -0.853***
(-3.113)

-0.398**
(-2.399)

더미변수 0.383*
(2.051)

-0.736**
(-3.131)

R
2

0.78 0.91

F-statistics 7.88 15.9

추정방법 OLS OLS

표본수 17(1989-05) 16(1990-05)

주: 1) ***,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오이 재배면적 반응함수의 더미변수는 2005년을, 호박은 1990년을 설정함. 

 9 전라남도를 택한 것은 자료의 제약 때문이다. 공식통계는 시설재배면적만을 공표할 뿐 특

정 계절이나 작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시설재배면적의 변화가 겨울 또는 촉성 재배면

적의 변화 동향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은 전라남도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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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전라남도의 오이와 호박10 시설재배면적 반응함수를 추정한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전남 지역의 오이, 호박 등의 시설재배면적은 전년 출하기의 

자체가격11은 물론 대체재 가격에도 유의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식기12의 유가에 대한 오이 재배면적의 탄성치는 -0.62로 나타났고, 호박은 

0.47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에서 특이한 것은 유가 상승에 대한 오이 재배면

적의 반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박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유가가 상승한 결과 오이 등 고온성작물의 재배면

적은 감소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유류비가 덜 드는 호박 등에 대한 대체 작용으

로 타 품목 재배면적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3. 공급에 대한 향

유가상승이 시설과채 생산에 미치는 향은 공급함수 추정을 통해서도 도

출될 수 있다. 재배면적은 표본수가 비교적 적지만 도매시장 거래자료는 월별

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공급함수에 대해서도 추정하기로 한

다. 공급함수 추정을 위해 도매시장의 월별 거래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월별 차

이(효과)를 고려하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채택한다.

<표 5>는 오이와 호박에 대한 공급 함수 추정결과이다. 오이의 경우, 겨울

철 공급량이 정식기 유가에 부(-)의 반응을 보 으며, 호박에 대해서는 봄철 공

급량이 정식기 유가에 정(+)의 반응을 나타낸다. 이는 재배면적반응계수 추정

치와 동일한 부호이며, 유가의 공급 탄성치는 오이 -0.21, 호박 0.42로 각각 나

타났다.

10 전라남도에서는 오이 품종으로 취청오이를 주로 재배하며, 호박 품종으로는 주로 애호박

을 재배하므로 가격 자료를 이들 품종의 것을 이용한다.
11 오이는 2~3월을, 호박은 3~4월을 기준으로 한다.
12
 오이는 9월 가격을, 호박은 10월 가격을 정식기 가격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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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오이․호박의 공급함수 추정결과

오이 호박

상수항 3.754
(1.373)

-0.925
(-0.508)

전년 물량 0.403***
(3.773)

0.326*
(2.096)

전년 자체가격 0.199
(1.458)

0.522***
(3.289)

전년 대체재가격 -0.177*
(-1.729)

-0.055
(-0.377)

전년 정식기 실질유가 -0.201**
(-2.597)

0.422**
(2.402)

기상변수

(일사량/강수량)
0.361**
(2.465)

-0.078*
(-1.806)

더미변수(2000.3) 0.265*
(2.210)

월별효과

0.014(12) -0.626(3)

-0.014(1) 0.099(4)

0.001(2) 0.527(5)

R2 0.69 0.96

F-statistics 10.4 56.6

추정방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표본수 41(1992-05) 27(1997-05)

주: ***,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4. 맺음말 

과거 수년간 국제 유가는 상승하는 추세이며 최근 유가는 특히 빠르게 상승

하 다. 식량작물, 노지채소, 과수, 축산 등은 경 비에 대한 농광열비의 비

중이 3% 이하 수준에 불과하지만 시설채소의 경우, 경 비에 대한 농광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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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이 26%에 이른다. 국제유가의 빠른 상승으로 시설원예농업은 크게 

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국제유가가 두바이유기준 배럴당 연평균 60∼80달러 수준을 가정

하면, 시설(원예)작물의 경 비는 15∼27% 증가하는 한편, 농가소득은 

13~2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 상승에 대하여 전체 시설재배면적은 미

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품목·작형별 생산과 공급은 변화가 이루어지

고 있는데, 오이와 같이 에너지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겨울철 생산·공급은 감소

하는 반면, 호박처럼 에너지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의 봄철 생산·공급

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 기조가 향후에도 수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유가가 농업

에 미치는 중장기적 향을 면 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유가의 농업에 대한 

향 분석결과를 농가, 정책당국자, 소비자 등의 경제주체들과 공유함으로써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응방안

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유가 급등으로 개별 품목이나 시기별 수급 불균형이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측 등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등 경

제 주체들의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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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공동연구 요약자료

◦ 중국의 WTO 가입 전후 농업정책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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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 전후 농업정책 비교연구

1. WTO 가입 후 주요 농업 생산정책 조정

중국은 WTO 가입 이래 농업의 효율성 제고, 농민소득 및 농산물 경쟁력 

증대를 위해 일련의 농업지원정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WTO 가입의 필요요건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농업개혁과 발전의 수요

에 부합하는 것이다. 몇 가지 중대한 정책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국내지지정책 조정, 농업종합생산능력 및 경쟁력 제고

1.1.1. 농촌 세제개혁: 

  이는 중대한 의의가 있는 정책으로 규범적인 농촌세제제도를 건립하고 농민

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비개세( 改 )와 농업세 감면 

등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1) 비개세( 改 ): 2003년 전국에서 전개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농촌세(

), 농촌의무교육세( 村 育集 ), 도살세, 기존 농업세에 부

가된 새로운 농업세 등이 있다.

  (2) 농업세 감면: 2004년부터 전국에서 농업세 감면 또는 전면 폐지가 시작되

었다. 2004년에 담뱃잎을 제외한 농업특산세를 전면 폐지하 고, 각 지역



76

은 비개세를 기초로 농업세 세율을 인하하 다. 2005년 산동성 등 5개성

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농업세를 폐지하 다. 2006년 전

국적인 범위에서 농업세를 취소하 다.

1.1.2. 직접보조: 

직접보조정책은 WTO가입 배경 하에 농민소득 감소와 농산물 경쟁력 감소 

등에 대해 제기된 농업 및 농민지원 개념으로 식량 직접보조, 우질품종보조 및 

대형 농기계 구입․설치 보조, 농업자재 종합보조 등을 포함한다. 

식량 직접보조는 식량의 유통체제개혁과 관련이 있는데 원래의 보호가격 

수매방법을 전환하여 직접 농민에게 보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4년  전국에

서 시장(西藏), 칭하이( 海)를 제외한 29개 성․시에서 시행되었다. 중앙재정

은 식량위험기금에서 116억 위안을 마련하 는데 그 중 13개 식량 주산성이 

101억 위안에 달한다. 실제 집행에서 주로 농가 경지면적(토지승포면적)에 따

라 보조를 제공하 다. 전국의 평균 보조폭은 1무당 6위안 정도이고 13개 주산

성의 평균은 1무당 9위안에 가깝다. 전국의 보조액은 농가평균 50위안에 이르

지 못하 는데 비해 13개 주산성의 보조액은 60위안 남짓이다. 2005년 국가의 

보조자금은 132억 위안에 이른다. 2006년 식량 주산성의 재배식량 직접보조의 

자금규모는 식량위험기금의 50%이상까지 증가되었다.

우질품종보조는 대두, 옥수수, 소맥 및 벼에 대한 생산보조이다. 주된 목적

은 우량품종의 보급,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이다. 경지면적에 따라 보조가 

제공되었다. 우질품종보조는 대두에 대해 2002년에 최초로 시행되었고,  2003

년에 로 확대되었고, 2004년에 대두, , 옥수수, 벼 등 4종 주요 식량 작물로

까지 확대되었다.

2004년 중국은 농기구 구입설치 보조를 개시하 다. 농민과 농업생산에 종

사하는 농기구 서비스조직의 농기구 구입에 대해 보조를 제공하 다. 주요 보

조는 , 벼, 옥수수, 대두 등 4대 식량작물의 작업 기계가 해당되었다. 사용된 

중앙자금의 보조율은 기계 가격의 30%를 넘지 않으며 또한 단일 기계 보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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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칙적으로 3만 위안을 넘지 않는다.

최근 수년 동안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화학비료, 농약, 농막 등 농업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민의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수익이 감소하는 상

황이 벌어지고 있다. 2005년 중앙재정은 125억 위안을 재배농민의 농업생산자

재에 대해 종합직접보조를 시행하여 농업자재 가격인하를 통해 농민의 재배 

수익을 안정화시키고 식량생산을 촉진하며 중국의 식량안보를 확보하 다. 

1.1.3. 퇴경환림환초(退耕 林 草) 보조:

2002년부터 시작하여 농민의 “퇴경환림환초”를 독려하 다. 처음 시작단

계에서는 식량보조 으나 2004년부터 식량보조에서 현금보조로 전환하 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장강유역은 매년 1무당 210위안이고, 황하유역은 140위안

이다. 1999년부터 2004년말까지 완성된 누적 퇴경환림은 2.87억 무에 달한다.

1.2. 비교우위에 따른 농산물 지역 배치 추진

중국 농업 지역 배치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비교우위 농산물의 산업벨트

(优 品 )를 건설하고 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농업 효율증대, 농민 

소득 증대를 추진하 다. 2002년 농업부는 충분한 연구검증을 거쳐 《우질농

산물 지역배치규획》(2003~2007년)을 제정하 다. 

《규획》은 국내외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11종 농산물을 

우선 재배하여 35개 특색을 보유한 우질산업벨트지역을 형성할 것을 제기하

는데 여기에는 전용 , 전용 옥수수, 고유(高油)대두，면화, “双低” 유채, “双

高” 고구마, 감귤, 사과, 우유, 쇠고기 양고기 및 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재정 

지원정책 증가를 통해 시장경 주체 등을 지원하여 우질 농산물의 지역배치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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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업 산업화 경영의 촉진, 시장주체 경쟁력 강화

농업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농민의 전문합작경제조직건설 시

범지역을 전개하 다. WTO 가입 이후 농민 합작경제조직의 건설이 더욱 중시

되면서 투입이 증대되었다. 2004년 농업부는 2,000만 위안의 자금을 전국 11개 

우질 농산물 지역, 35종의 주요 농산물과 지역 특색을 보유한 산업벨트를 건설

하는데 투입하 다. 이는 농업산업화 수준을 제고하고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범작용을 하는 농민전문합작조직을 증가를 위해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다. 엄선을 통해 최종적으로 111개 농민전문합작조직이 확정하여 시범 건설을 

전개하고 있다. 재정부( 政部)는 2003년에 2,000만위안의 전문자금을 마련하

여 농민전문합작경제조직에 지원하 고, 2004년에도 5,000만위안의 전문자금

을 마련하여 250개 농민전문합작경제조직을 지원하 다. 이 외에 전인대 상무

위원회가 “농민합작경제조직법”을 제정하 고 농업과 농촌위원회가 주도적으

로 기초작업을 개시하기 시작하 다. 이 법률초안은 주로 농민합작경제조직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설립, 등기, 구성원 조건, 조직기구 및 내부관

리시스템, 수익분배 원칙, 국가 지원정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이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4. 품질표준 인증 감독체계 건립 강화 및 농산물 품질안전수준 제고

  이는 주로 “무공해 식품행동계획” 추진과 《농업 GMO 안전관리조례》시행

제정을 포함한다.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이 계획의 주요 목적은 농산

물의 “농지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의 품질안전관리를 통해 8~10년 혹은 더욱 

단기동안 주요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무공해를 실현하고, 국내외 시장의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농산물 품질 안전관리 작업에 관한 의견》과 

《무공해 농산물 관리방법》을 발표하여 122개 항목의 무공해 식품업 표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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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 고, 100개 무공해 농산물 생산시범기지와 20개 표준시범지를 확정하

여 농산물 도매시장 검측지의 건설 등의 작업을 강화하 다. 

  GMO 상품의 국내생산과 수입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관련부분은 농업관련 

GMO 안전관리 분야의 법규를 제정하 는데 《농업GMO 안전관리조례》와 

이 조례에 의거해 제정한 《농업GMO 안전평가관리방법》,《농업GMO 수입

안전관리방법》, 《농업 GMO표시관리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GMO의 연

구 및 실험, 생산 및 가공, 경 , 표시 및 수출입의 관리에 대해 분야별 원칙성 

규정을 제정하 다.

  WTO 가입 후, 각 급 농업부문은 일련의 농업 강화를 위한 정책조치를 채택

하여 국민경제의 빠른 발전과 국제수급 상황의 유리한 변화여건과 더불어 엄

중한 도전을 피할 수 있었고, 안정적 발전 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총액(GDP)의 안정적인 증가, 농업생산 총량의 증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 농산물 시장정책

  WTO 가입 전후, 중국 농산물 시장정책에 중대한 조정이 나타났다. 국가는 

농산물 유통체제를 계획경제에서부터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위해 일련의 정책

을 추진하 다. 농산물 가격과 국제시장가격의 연동성이 강화되었다.

  중국이 건국초기에 계획경제를 실시하면서 농산물 유통의 엄격한 계획경제

에 따라 조정하 다. 중국 국민경제의 발전과 시장경제체제의 건립에 따라 전

통 농산물 유통체제는 농산물 시장경제 일체화에 걸림돌로 작용하 고  전체 

경제 발전을 속박하 다. 이러한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 중국정부는  농산물 

시장경제체제 개혁을 적시에 추진하 다. 중국 농산물 유통체제의 변천을 보면 

전체적인 추이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에 있고 고도

의 집중에서 시장조정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농산물이 국민경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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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지위를 차지하고, 상이한 생산 수요 상황을 보임에 따라 유통체제의 개

혁 진전도 동일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식량은 2004년에 전면적으로 식량 매

매시장이 개방되었고, 농민에 대해 직접보조가 제공되었다. 또한 기업 메커니

즘의 전환과 시장질서의 유지, 거시조정의 강화 그리고 통일․개방․ 경쟁․순

서 있는 식량 시장체계가 건립되었다. 면화시장은 1999년에 전면 개방되었고, 

완전한 시장경제체제가 건립되었다. 국가는 또한 면화의 품질감독, 시장주체 

유입 분야에서 거시조정을 강화하 다. 신선농산물은 1985년 전후에 이미 시

장이 개방되었는데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중국은 이미 “자주생산, 자유매매, 

시장가격책정, 다채널유통”을 주내용으로 하는 신선 농산물 생산판매 체제를 

건립하 다.

  WTO 가입 이후 내외 시장의 연동에 따라 중국 농산물 가격에 변화가 나타

났다. 식량 가격은 회복성 상승이 나타났다. 식량 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

에 머무른 후 2003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 다. 이는 2000년부터 중국 식량 생

산이 4년 연속 감산주기에 진입한데 기인한다. 4년 연속 식량의 감산은 중국 

식량 수급관계에 변화를 가져와 기존의 공급과잉 국면에서 공급부족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3년 10월부터 중국 식량가격이 보편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하 고, 2004년에 식량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

다. 유지작물 및 식용유(食油) 가격은 국제시장과 연관도가 비교적 높다. 대두

를 위주로 한 유지작물과 식용유는 중국 WTO 가입 후 개방정도가 가장 큰 농

산물이다. 국내 유지 작물과 식용유의 수급 부족 상황 하에 시장개방은 국내가

격이 국제가격의 큰 향을 받게 되었다. 면화는 국내 공급파동이 비교적 커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됨에 따라 가격이 크게 상승하 다. 식용당(糖)의 가격 

파동은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나 이는 국내구조조정과 수급에 기인한 것이다. 

축산물은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 다. 채소가격의 기복은 크지 

않았는데 이는 주로 국내 공급 상황에 향을 받은 것이다. 과일 가격은 선감

소，후상승 국면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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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무역정책

3.1. WTO 가입 후 중국 농산물 무역정책의 조정

  WTO 가입 이래 중국의 농산물 무역정책에 일련의 조정이 가해졌다.

3.1.1.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중국은 WTO가입을 하면서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하

다. 농산물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취소하고 모든 관세에 대해 상한관리를 실

시하여 산술평균관세율을 WTO 가입 전의 21%에서 2004년의 17%로 감축하

는데 매년 동일한 비율에 따라 관세율을 감축하 다. 그 중 쇠고기, 유제품, 

과일, 음료 등 중국이 경쟁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품 관세 수준의 인하폭이 매우 

크다.

  WTO 가입이래 중국은 WTO 가입조건을 엄격히 이행하 으며 농산물 수입

관세 감축 분야에서 WTO 가입양허표에 포함된 977종 농산물의 산술평균관세

가 2004년에 이미 15%까지 인하되었다. 실제로 수입이 비교적 많은 상품이 관

세가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질加 평균관세수준이 크게 낮다. 2004

년 중국 농산물의 실질 수입加 평균관세수준이 8%에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개도국 상황보다 크게 낮고 선진국가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3.1.2. 농산물 관세쿼터 관리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 옥수수, 벼, 면화, 콩기름, 종려유, 채소종자

유, 식용당, 양모에 대해 관세쿼터제도 관리를 시행하여 쿼터내 수입농산물에 

대해 저관세를 적용하고, 쿼터외 농산물에 대해 고관세를 적용하 다. 중국은 

과도기(2002~2004년)내 점진적으로 관세쿼터수량을 증가하고 쿼터외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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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함과 동시에 점차 비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증대하 다. 이 외에 

2006년 1월 1일부터 콩기름, 종려유, 채소종자유의 수입관세쿼터와 수입국 무

역관리를 폐지하여 9%의 단일 관세를 적용하 다.

3.1.3. 수출보조 철폐

  WTO 가입 협상에서 중국은 농산물의 수출보조를 철폐하기로 하 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엄격히 이를 준수해왔으며 정부 직능이 점진적으로 서비스

주도형으로 전환되었다.

3.2. WTO 가입 후 중국 농산물 무역상황

WTO 가입 후 농산물 시장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중국 농산물 무역 형세에 

변화가 나타났다. 즉, 무역흑자가 점진적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2004년 농산

물 무역 적자가 46억 달러로 기록되었다. , 대두, 식용유, 면화, 동물모피 등

을 포함한 부분 개방도가 비교적 큰 농산물의 수입폭이 크게 증대되어 무역 적

자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채소는 줄곧 중국농산물 수출총액과 흑자액이 가장 

큰 농산물로 2004년에 37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실현하 다. 이 외 중국 농산

물 무역시장에 변화가 나타났다. 수입에 있어 미국은 중국의 최대 농산물 무역 

대상국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중국 농산물 수입의 제2, 제3의 공급국이 

되었다. 호주는 기존 제2대 무역대상국에서 제4대 무역대상국으로 지위가 낮아

졌다. 상기 4개 국가 및 캐나다, 말레이시아, 러시아가 중국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 전의 60%에 미치지 않은 수준에서 70%까지 증가되었는

데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났다. 수출에 있어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줄곧 3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홍콩, 미국, 한국은 약 10% 정도이

고 이 4개국과 지역은 60%이상의 수출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독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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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TO 가입 전후 농민의 수입변화 분석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농민들의 수입은 점진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도시주민의 수입 변화와 비교해 보면 그 성장 속도는 뚜렷하게 완만하고, 도시

와 농촌의 수입 격차는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농민의 수입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수입의 절대적 수준이 비교적 낮다. 2004년 

전국 농민의 평균 순수입은 2,936위안밖에 안되었는데 이를 환산하면 355달러

로 평균 하루에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둘째로, 증가속도가 완만

하다. 개혁개방 초기의 6년 동안 농민수입의 연 평균 성장률은 14%~20%(불변

조건으로 계산)이었는데 1997년 이후의 평균은 4%에 불과하 다. 셋째로, 도

시와 농촌 격차의 확대이다. 도시와 농촌의 수입 비례는, 1978년에는 2.56, 

1983년에는1.82로 축소, 이후에는 계속 확대되어 1994년에는 2.86을 기록하

고, 1997년에 2.47로 축소되었다가 2003년에는 다시 3.23으로 확대되었다. 그 

후 에는 계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넷째로, 지역 격차의 확대이다. 전체적으로 보

면, 동부가 높고 서부가 낮은 양상이 뚜렷하다. 즉, 동남부의 연해지역에서 서

부 내륙지역으로 가면서 감소하는 양상이다. 상해, 북경과 절강성의 농민 일인

당 평균 수입은 서부 지역 운남성, 귀주성, 감숙성과 섬서성 등 성의 3~4배에 

이른다. 

5. 중국 농산물 소비 분석

5.1 식량 소비

  식량소비의 총량으로 보면, 1995년 이래 중국의 식량소비량은 줄곧 와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총량의 성장과 인민 생활수준의 제고에 따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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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의 일인당 식량소비는 소폭으로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2004년 중국의 식량 총 소비량은 4,800억kg으로 2000년에 비하여 0.61% 증가

하 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식량 소비수요는 대략 4,800~4,900억kg사

이이다. 일반적으로 당해 생산량에서 250억~350억kg 정도가 모자란 상태이다. 

  식량소비의 구조로 보면, 식용, 사료용, 가공용, 무역용, 종자요 및 감모부분

은 현재 중국 식량소비의 주요한 부분이다. 그 중 식용은 제일 주요한 식량 소

비 경로이고 다음은 사료용, 가공용이다. 중국 식량소비의 구조에는 아래와 같

은 특징이 있다.  첫째로, 일인당 식용 소비량은 해마다 적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식용 총 소비량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로, 사룡용이 안정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1978년의 사료용은 4,575만 톤이었는데 2004년에는 1.2억 

톤, 2005년에는 약 1.6억 톤으로 연 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로, 공업

용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공업용은 3,919만 톤이었는데 2002년에

는 4,487만 톤, 2004년에는 약 5,335만 톤으로 연 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넷째로, 무역용의 비중이 비교적 작고 식량 수출량은 당해연도 식량 생산량과 

총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작다. 다섯째로, 종자용은 비교적 안정

적이다. 중국의 종자용 소비량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최근에는 1,200만 톤의 수

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식량 총 소비량의 2.6% 정도이다. 

5.2. 축산물 소비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의 축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의 주민들은 갈수록 많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고 있다. 1978년 일인당 평균 

육류 점유량은 8.86kg이었는데 2005년에는 59.2kg에 이르 다. 그 중 돼지고기

는 38.3kg,  쇠고기 5.4kg, 양고기 3.3kg, 가금육 11.2kg이다. 1984년부터 2005

년까지의 21년 동안 일인당 육류 점유량은 3.01배 증가하 고 연 증가율은 

6.84%이다. 

  육류의 소비구성을 보면, 소비 증가가 제일 빠른 것은 쇠고기로서 일인당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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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은 0.39kg에서 5.4kg로 증가, 연 증가율은 13.33%이다. 다음은 가금육과 

양고기로서, 소비 증가율은 각각 10.19%와 8.81%, 2005년 가금육과 양고기가 

전체 육류소비에서 18.92%와 5.57%를 차지하 다. 돼지고기 소비의 증가 속도

는 상대적으로 완만하여 증가율은 4.97%이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육류소비에

서 줄곧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2005년 돼지고기 소비는 육류 전체 소비량의 

64.70%를 차지하 다. 가금란과 유제품의 발전도 비교적 빠르다. 1984년부터 

2005년 사이 일인당 점유량은 각각 4.31배, 7.71배로 증가하여 연 증가율은 각

각 8.28%, 10.86%에 이르 다. 

  육류소비는 중국의 주민 소비 생활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다. 2004년 도시 주

민 가정의 일인당 연 소비성 지출은 7,182.1위안인데 그 중 육류와 육류제품에 

대한 지출이 526.8위안, 가금란이 68.19위안, 우유와 우유제품이 132.37위안으

로 전체 축산물 지출은 일인당 전체 소비성 지출의 10.13%를 차지하고 일인당 

식품지출의 26.84%를 차지한다. 

  중국 축산물 소비의 주요한 특징은 첫째로, 도시화 진행이 가속화되고 도시

와 농촌의 축산물 소비 차이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다. 1985년 도시 가정의 

일인당 평균 육류소비량은 농촌의 일인당 평균 소비량의 1.83배 는데 2004년

에는 1.63배로 감소하 다. 둘째로, 지역간의 차이가 현저하다. 특대도시와 연

해 발달한 지역의 도시와 농촌의 일인당 축산물소비량 차이는 현저하지 않다. 

그러나 서부지역의 도시와 농촌의 일인당 축산물 소비량 차이는 비교적 크다. 

셋째로, 수입수준의 증가는 축산물 소비 증가의 중요한 요소이다. 

  미래에, 축산물의 품질은 축산물 소비 증가의 중요한 제약 요소로 작용할 것

이다. 그러나 축산물 수요의 총량은 아직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수입수

준의 제고로 가공식품의 수요량은 끊임없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5.3. 과일 소비

  과일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중국 과일 시장의 수급관계는 “파는 자의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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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는 자의 시장”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중국 주민의 과일 소비수준도 끊임

없이 제고되었다. 1949년 일인당 연평균 과일 점유량은 3kg이었는데 2004년에

는 36.71kg에 이르 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과일 소비 상황으로 보면, 도시 주민의 과일 소비량이 

농촌 주민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2004년 농촌 주민의 과일 소비량은 

16.97kg에 머물 지만 도시 주민의 소비량은 56.45kg으로 농촌 주민의 3.33배

에 이르 다. 중국 과일 소비의 주요한 특징은 첫째로, 총 소비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로, 소비 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품질이 좋

은 과일, 무공해 과일, 녹색 과일과 과즙의 소비 수요가 진일보로 증가하고 있

다. 셋째로, 일반 과일의 도매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과일시장에는 구조

성, 지역성, 계절성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국면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로, 수출입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과일 수출입 무역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품종도 증가하 으며 점차적으로 저급시장

에서 고급시장으로 발전하고 있고, 신선과일 수출 중심에서 신선과일과 가공제

품의 동시 수출로 전환하고 있다. 

5.4. 채소 소비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일인당 채소 소비량은 장기간 동안 하락추세에 있

다. 2005년과 1983년을 비교하면,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일인당 평균 채소소

비량은 각각 46.4kg, 28.7kg감소, 각각 71.88%, 78.09% 감소하 다. 일인당 채

소 소비량은 단기적으로 볼 때 안정적인 상태이다. 1997년 ~2005년 동안 도시

주민의 채소소비량은 연평균 0.6% 증가하 지만 농촌주민의 채소소비량은 연

평균 0.6% 감소하 다. 채소의 소비량으로 보면, 도시와 농촌의 채소소비량의 

차이는 크지 않다. 도시주민의 연평균 일인당 채소소비량은 농촌주민보다 

20kg미만밖에 많지 않으며 월평균 2kg미만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미래의 채소 소비 추세로 보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수입수준과 생활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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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로 인해 사람들은 갈수록 고품질과 다양한 채소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6. “11.5”기간 농업정책의 조정방향 및 전망

  “11.5”기간은 현대화농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신농촌을 건설하고, 전면적

으로 부유한 사회(小康社 )를 건설하는 관건적인 시기이다. 중국 농업부는 

“공업으로 농업을 촉진하고 도시가 농촌을 이끄는” 새로운 단계의 새로운 형세

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장악하는 기초 하에 「전국의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11차 5개년 규획(2006-2010년)」을 편성하여, 중국농업정책의 발전방향

에 새로운 규정과 배치를 행하 다. 주요한 내용은, 농촌개혁을 심화하고 농업

과 농촌경제 발전의 체재보장을 정비하고; 농업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발전의 기초 조건을 개선하고; “9대행동”을 실시하고 농업과 농촌경제 발

전의 총체적인 협력을 형성하고; 국제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의 국제적 공간을 확대하고; 거시적 조절을 강화, 정비하고 농업과 농

촌경제 발전에 여유 있는 환경을 창조하고; 농업의 법률과 법규 체계를 정비하

고 농업과 농업경제 발전의 제도규범을 확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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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초청세미나 발표 자료

◦ 중국 WTO 가입 전후 농업 정책조정 및 변화 분석(한이쥔, 중국농업부 농촌

경제연구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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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FANEA 회원기관 개요

1.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Institute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Development,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IAED/CAAS)

◦ 개요: 중국 최초의 전문 농업경제 및 과학기술 정책연구의 국가급 과학연

구기관이며 현재 관리직원 91명, 고급연구인력 42명, 중급 연구인력 28명

(박사 25명, 석사 20명)이 재직 중 

◦ 설립연도: 1958년

◦ 주요 연구 분야: 농업경제 및 과학기술 정책, 지역 발전전략 및 농기업 투

자 및 경 관리 등 분야의 조사연구, 각급 정부와 농업기업에게 정책 및 

정보 지원, 농업정책연구, 행정관리 및 기업경 , 고급인재 육성, 국제협력 

및 학술교류, 전문 출판물 간행

◦ 소재지 주소: 북경시 해정구 중관촌 남다가 12호(中  北京市 海淀  中

村 南大街 12号)

◦ 인터넷 홈페이지: www.iae.org.cn

◦ 본원과의 관련성: 2003년 본원과 MOU 체결, 2003년 본원과 「동북아농

정연구포럼」공동 설치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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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Policy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RIMAFF)

◦ 개요: 국가농업경제연구소(NRIAE)의 조직개편으로 2001년 4월에 설립된 

일본농림수산성 산하 정책연구소

◦ 설립연도: 2001년

◦ 주요 연구분야: 식품, 농업 및 농촌, 임업, 수산업 분야 종합적인 조사연구, 

농림수산성의 기획 및 정책 수립 지원 

◦ 소재지: 2-2-1, Nishigahara Kitaku Tokyo, 114-0024, Japan

◦ 인터넷 홈페이지: www.primaff.affrc.go.jp

◦ 본원과의 관련성: 2003년 본원과 MOU 체결, 2003년 본원과 「동북아농

정연구포럼」공동 설치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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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FANEA 국제심포지엄 사진

1.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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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포지엄 참석자 단체 기념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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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06 FANEA Annual Report

The Forum for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 Northeast Asia 
(FANEA) was established jointly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the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CAAS) and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Japan (PRIMAFF) in October 2003. This forum was launched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in agricultural research and related field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s part of their joint commitment to foster 
mutually benefi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major activities of FANEA in 2006 were the 4th FANEA 
International Symposium, joint studies between Korea and China, invitation 
seminars, homepage management,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The 4th FANEA International Symposium was held under the theme of 
"Northeast Asian Agriculture under Economic Transition" from Sept. 4th 
through Sept. 6th in Seoul, Korea. In this symposium, host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ine papers dealing with three subordinate themes 
such as "Recent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Northeast Asia," "FTA 
Implications on Northeast Asian Agriculture," and "Emerging Issues in Recent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were presented and debated by 
participants from the three countries. 

Also participating at the symposium were three observer institutes; the 
Japan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Agricultural Sciences(JIRCAS), the 
Research Center for Rural Economy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in 
China(RCRE),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joint research project, FANEA conducted a study entitled "Study 
on China's Agricultural Policies Before and After Joining the WTO" with the 
Research Center for Rural Economy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in 
China. 

FANEA has also hosted an invitation seminar entitled "Analysis on 
Changes and Adjustment of China's Agricultural Policies Before and After 
Joining the WTO." Besides, FANEA has performed several activitie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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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tending of a seminar hosted by IAED/CAAS and the publishing of 
research materials, etc. 

Researchers: Myong-Keun Eor, Chung-Gil Chung, Keun-Soo Han, Hyun-Ju 
Lee, Jing-Hu Li
E-mail address: myongeor@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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