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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호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특집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선정하고, 일본과 중국

의 관련 정책 동향과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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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6차산업화 정책동향 :

여성농업인 역할을 중심으로 *

가와테 도쿠야(川手 督也)
(일본대학교 교수)

1. 머리말1)

  유럽과 미국, 오세아니아 등에 비하여 일본의 농업은 한국과 공통점이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은 농촌의 겸업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겸업화가 진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일본과 상이한 점도 있다. 양국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논 농업을 기본으

로 하는 가족경영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 후계자는 대부분 남성이며, 영농규모가 영세

하고, 고도 경제성장 이후 국민경제나 노동력에 차지하는 농업비중이 크게 감소해 식

료자급률이 대폭 저하된 점, 특히 세계화 추세와 함께 토지이용형 농업의 어려움이 가

중된 것 등을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 

  양국 여성 농업인의 경우, 농업・농촌의 경영주체로서 역할이 크고 농업 취업인구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 결혼을 계기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되지 않고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던 것도 공통된 현상이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모두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관련 시책도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 (tkawate604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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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1992년 정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식료・농업・농촌정책의 방향’, ‘농산어촌

의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을 책정하는 등 여성을 농업 경영주체로서 명확히 평가하

고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농업 관련 사업에서는 ‘농촌여성기업’으로서 

활동이 진행되어 왔는데 오늘날 6차산업화 정책에서도 여성은 중요한 경영주체로 평

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여성에 의한 6차산업화의 선진적 활동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가업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면서 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빠져 있는 등 여전히 다양한 문제로 여성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즈니스로서의 발전은 앞으로가 가장 중요한 고비

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농업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최근의 일본 여성농업인 관

련 정책 동향과 여성농업인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과 농촌여성기업

2.1.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개요1)

  일본의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만든 것은 1992년 농림수

산성에서 책정한 『농산어촌의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이하, 『비전』으로 한다.)

이다. 농촌여성문제가 농정 과제로서 정면으로 논의되게 된 것은 이『비전』이 처음

으로 여기에서 농산어촌 여성대책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여성을 농업 경영의 주체로, 

정책적 대상으로 명확하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 두 개의 기본법(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과 식료・농업・농촌기본

법)이 제정되어 그 안에서 경영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이 법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되었

다. 오늘날의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은 각각의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정해지는 기본계

획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비전』책정의 배경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농업 경영주체의 쇠

퇴, 고령화와 남성농업인 감소를 들 수 있다. 둘째로 전 세계적인 여성 평등을 바라는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조류를 들 수 있다. 셋째로 여성이 그룹경영이나 개별경영에서 

중심이 되어 진행한 농산물직판이나 가공활동, 농업부기기장・분석 등을 통해 농촌여

성이 경제적 활동의 경영주체이기도 한 것을 스스로 보여준 점을 들 수 있다.

 1) 가와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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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에서는 우선 검토 시점으로 ① 여성의 지

위향상에의 활동은 세계적 조류이고 일본에서도 ‘신국내행동계획’을 내걸고 남녀 공동

으로 참여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여성도 여성의 지위 향상이 자신

과 관계가 깊은 것, 실효 있는 것이 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 ② 농산어촌의 

다면적인 기능이나 여유 있는 생활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지는 것이 보

이고 이미 농산어촌의 장점을 살린 생활을 실현하고 있는 남녀가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③경제합리성만 따지지 않는 생명 중시의 사고방식인 ‘생활의 시점’을 많이 

지닌 여성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향후의 방향성으로서 여성이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서 남

성이 여성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축하는 ‘농산어촌형 생활방식’의 확립이 필

요하다. 여기에서 ‘농산어촌형 생활방식’이란 풍부한 자연 등 농산어촌의 좋은 특성을 

살린 생활우선의 삶의 방식으로 자연과 공생하며 인간적인 따뜻함과 여유가 있는 삶

의 방식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계속해서 21세기의 농산어촌에 당연히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여성의 모습’이 나타

나 있다. 즉 ‘우리의 바람은 농산어촌의 여성이 농산어촌의 삶의 가능성을 추구한 

『농산어촌형 생활방식』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진행시키는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

을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설계하고 그 결과 자신감과 충실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21세기의 농산어촌에 있어서 당연히 있었으면 한

다’ 고 쓰여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측면에서는 ① 농

림어업자로서 일에 긍지를 갖고 충실감을 얻고 있다, ②일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

고 있다, ③ 지역의 농림수산업에 관한 방침결정의 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또 가정·지역의 생활자로서는 ① 농산어촌의 장점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다, ② 넓은 

의미의 마을 만들기 방침결정의 장에 참여하고 있다, ③지역과의 교류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이상에 입각하여 앞으로의 농산어촌 여성의 역할은 농림수산업・농산어촌의 발전

에 대해 남성과 함께 중요한 경영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생활시점의 중

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제2부에서는 제1부에 나타난 비전 특히 ‘목표로 하는 여성의 모습’의 실현을 위한 

대책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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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는 계발활동 추진과 관련 통달의 책정 등에 의거하는 농업위

원이나 농협 이사 등의 임원에의 여성 등용 촉진(소위 사회참여), 여성의 능력개발, ‘경

영・생활의 목표, 역할분담이나 의사결정의 바람직한 방법, 취업·생활조건, 경영이양 

등 스스로의 경영·생활에 관해 세대원 상호간 의논에 입각해서 체결한 약정’ 인 가족

경영협정 및 농촌여성기업의 제기와 지원을 들 수 있다. 또, 정책적 지원의 추진 주체

로서는 농업개량보급사업 특히, 종래의 생활담당의 개량보급원이 평가되어 실제로 농

업・농촌현장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2.2. 농촌여성기업이란 무엇인가?

  농촌여성기업이란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활동의 중심(방침결정을 포함)인 농업 관련 

사업(소위 6차산업화 관련 사업)의 총칭이다. 요건으로는 농촌주재의 여성이 중심이 

되어 하는 농업 관련 사업일 것, 구체적으로는 ①사용소재는 주로 지역산물일 것, ②

여성이 주된 경영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본 조사의 대상으로 하

는 ‘여성기업’은 여성의 수입으로 이어지는 경제활동일 것이다. 당시 이미 그룹 활동이

나 개별경영의 다각화 부문으로서 추진되고 있던 여성농업인의 가공이나 판매 등의 

활동을 평가하여 더욱 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용어를 포함해 농정에 의해 제기되고 

정책적지원이 이루어졌다(농촌생활종합연구센터, 1995, 이와사키(岩崎)·미야기(宮城), 

2000,  사와노(澤野), 2010, 사이토(斎藤), 2010 등).

  일본에서 농업 관련 사업은 197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 이후 1마을 1품목 운동과  

1.5차산업, 도시농촌교류 추진 사업 등이 있다. 이들은 1990년대에 들어와 개별경영이

나 지역농업의 부가가치화 방책의 하나로서 주목받게 된다. 하지만 여성이 경영주체

인 경우 즉, 농촌여성기업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농정에 의한 농촌여성기업의 제기

는 이마무라(今村)(1998년)의 ‘6차산업화’나 사이토(斎藤)(1998년)의 ‘지역 내발형 애그

리비즈니스’의 제기보다 빠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3. 농촌여성기업 유형

  농촌여성기업은 경영형태별, 목적별, 주된 사업별 등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경영

형태별은 ‘개별경영’형과 ‘그룹경영’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개별경영형은 여성이 

개별경영의 수직적다각화부문을 책임 분담하는 경우이다. 그룹경영형은 여성그룹에 

의한 농업 관련 사업 활동으로 실태가 다양한데 생활개선 그룹 활동이나 농협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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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활동에 바탕을 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개선이나 농협의 활동에

서 여성을 조직화하여 집단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여성농업인 지

도방식이다. 그룹 활동의 경우는 농가의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재

량권이 크지만 지역의 친목그룹의 성격이 강해서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입이나 법인화 등을 발판으로 한 조직재편이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목적별로는 경제성 추구를 기본으로 한 ‘비즈니스지향형’과 커뮤니티의 활성화나 자

기 자신의 삶의 보람 추구를 기본으로 한 ‘커뮤니티・삶의 보람 지향형’으로 크게 나

눌 수 있다(고바야시(小林), 2010).

  사업 내용별로는 1997년 이후 농림수산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여성기업조사에

서는 ① 농업생산 ② 식품가공 ③ 식품이외의 가공 ④ 판매・유통 ⑤ 도시와의 교류 

⑥ 지역생활관련서비스 ⑦ 기타 7개로 분류하고 있다.

2.4. 농촌여성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농촌여성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적 지원으로는 첫째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나 경영, 마케팅 연수, 둘째로 그룹이나 네트워크 활동에의 지원, 셋째로 공적자

금 등의 융자, 넷째로 시설정비 등의 보조사업, 다섯째로 관련제도의 개정을 들 수 있다. 

  관련제도에 관해서 첫째로 가공관계는 식품위생법 등을 국가의 법률로 제정하고 도

도부현이 보다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한다. 실제 인허가권한은 도도부현의 보건소가 

갖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후에 10평 미만의 소규모가공이 가능해 진 것

이 농촌여성기업과 6차산업화의 활동 범위를 넓혀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농가민박관계는 여관업법 등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고 도도부현이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 인허가를 실행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농정에서 그린 투

어리즘(green tourism)을 제창・추진하게 되고나서 1994년에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

을 위한 기반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 법 개정에 따라 농가민박에 

관한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그리고 여성기업과 6차산업화를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제로서 농업경영

의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변경하고 대응하는 제도개정이 필요했다.

  첫째는 개별경영을 경영주 한 사람의 조직이라는 개념에서 공동경영자 조직으로 다

시 파악하여 여성의 경영참여를 촉진할 필요성이다. 그러기 위해서 농정에서는 가족

경영협정을 활용하여 협정 체결을 여성의 공동경영자로서의 요건으로 자리매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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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된 제도 개정 및 책정에 대해서는 농업개량자금에서 여성창업자한도의 신설

(1995년), 농업자연금의 농지 권리명의를 갖고 있지 않은 여성의 가입대상화(1995년), 

인정농업자의 공동신청(2006년), 청년취농급부금의 특례(2011년), 6차산업화법 관련시

책 등의 여성우대자한도(2012년)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실제로도 제도상으로도 농업(경영)의 영역을 농업생산에서 6차산업까지 확

대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이미 각지에서 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개별경

영이나 지역농업의 부가가치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농업(경

영)의 영역은 여전히 주로 농업생산에 한정되고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

원이 불충분한 경향이 있었다. 농업경영의 다각화에 관한 논의는 아직 수평적 다각화, 

즉, 복합경영의 범위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 간신히 2000년대에 들어와 쇼겐지(生

源寺)(生源寺2006))들이 ‘농업경영이라고 해서 그 활동 영역을 협의의 농업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오늘날의 농업은 식품산업(가공・유통・외식)과의 다양한 결합 속에서 

또는 관광이나 교육・교류 비즈니스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속에서 스스로의 활로를 

찾아내는 형식의 산업이 되었다.’라고 논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이어 받아 농업 

관련 사업은 농업생산과 같은 정책적 대상으로서 평가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수산성은 농산어촌의 6차산업화(농림수산성, 2009)를 ‘고용과 

소득을 확보하여 젊은이나 어린이도 마을에 정주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농

림어업자와 가공・판매의 일체화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 촉진(지

역자원, 즉, 농림수산물, 바이오매스, 자연・경관・역사・문화 등)’으로 규정하여 6차

산업화사업(2010) 및 6차산업화법(2011)을 제정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6차산업화 관련 

시장규모를 2010년 1조 엔에서 2015년 3조 엔, 2020년 10조 엔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을 6차산업화의 경영주체로서 자리매김하여 농촌여성기업

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를 꾀하고 있다.

3. 농촌여성기업 현황

3.1. 전반적인 동향

  농림수산성의 ‘농촌여성에 의한 기업활동실태조사(2010년도)’에 의하면 1997년도 

4,040건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는 9,757건으로 1997년 조사 개시 이래 계속 증가했다. 

이 중 그룹경영과 개인경영을 비교해 보면 조사개시 시점에는 그룹경영이 압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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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83%를 차지했으나 매년 그 비율이 감소하여 2007년도에는 54.2%로 되고 건수도 3

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개인경영 신장률이 높아졌다<그림 1 및 표 1 참조>.

그림 1  여성 기업수의 동향

  자료: 2010년도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조사.

표 1  농촌여성기업의 경영형태

단위: 건

경영형태
조사년도

개인경영 그룹경영 합 계
중 법인

2010년도
4,473 5,284 9,757 685

45.8% 54.2% 100.0% 7.0%

2008년도
4,076 5,565 9,641 494

42.3% 57.7% 100.0% 5.1%

자료: 2010년도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조사. 

  연령층을 보면 구성원의 평균연령은 60세∼69세(45.7%), 50세∼59세(24.1%)층이 많

아 50∼60대가 활동의 중심으로 되어있다. 그룹경영과 개인경영을 비교하면 그룹경영

에서 39세 이하의 경우 ‘없음’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젊은층 멤버가 적어지

고 고령화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인경영에서는 39세 이하의 층이 약간 증가했다. 연간매출금액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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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엔 미만이 51.9%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영세한 경영이 태반인 것을 알 수 있

는데 1,000만 엔 이상인 경우도 전년에 비해 42건 증가했다. 또 300만 엔 미만의 영세

한 층은 약간 감소했다<표 2 참조>. 

표 2  농촌여성기업의 매출액 규모

단위: 건

매출금액
조사년도

300만 엔
미만

300~500
만 엔 미만

500~1,000
만 엔 미만

1,000~5,000
만 엔 미만

5,000만 엔 
이상

불명  계

2010년도
개인경영

2,574 504 447 256 44 648 4,473

57.5% 11.3% 10.0% 5.7% 1.0% 14.5% 100.0%

그룹경영
2,489 577 638 856 248 476 5,284

47.1% 10.9% 12.1% 16.2% 4.7% 9.0% 100.0%

합  계
5,063 1,081 1,085 1,112 292 1,124 9,757

51.9% 11.1% 11.1% 11.4% 3.0% 11.5% 100.0%

자료: 2010년도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조사. 

  법인화는 전체의 7% 비율로 되어 있다. 이 중 주식회사가 26.9%로 가장 많고 그 뒤

를 이어 농사조합법인이 22.2%를 차지하고 있다.

  활동내용을 보면 식품가공이 7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산물 직판장 등

의 유통·판매에 관한 활동이나 농가 레스토랑 등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활동이 각각 

59.7%(전년도 대비 107.4%), 20.5%(전년도 대비 117.8%)로 증가했다<표 3 참조>. 농촌

여성기업의 실제는 유형적으로 파악하면 전체로서 그룹경영형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삶의 보람 지향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개별경영형의 비즈니스 지향적이다.  

  그룹경영의 비율이 감소한 이유로는 생활개선그룹이나 농협여성부 등 기업의 모체

가 되는 조직의 조직률이 낮아진 것이나 각각의 그룹 구성원의 고령화, 예전에는 그룹 

만들기나 농산가공을 꼼꼼하게 지도해 온 생활관련 보급사업의 후퇴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그룹경영의 경우는 개별경영의 경우 이상으로 가업으로서의 농업경영에 종

사하면서 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부담에 빠져 있는 등의 이유로 사업으로서

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여 자신이 가진 뛰어난 능력이나 기술을 

살려서 사업규모를 확대해 법인화하는 6차산업화의 선진적 사례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룹경영으로 법인화를 해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선진적 사례 3건

에 대해 기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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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농촌여성기업의 활동 내용
단위: 건

유형

조사
년도

농업
생산

식품
가공

식품
가공
이외

유통 ‧ 판매 (※1) 되시와의 교류 (※2)

기타 불명
직판장

인터넷에
서의 판매

기타
체험농
원‧농장

농가
민박

농가레
스토랑

농사가공
체험※2

기타

2010년도
개인경영

1,252 3,485 110
2,062 170 440 287 362 219 258 118

57 57
89.6% 7.4% 19.1% 29.2% 36.8% 22.3% 26.2% 12.0%

28.0% 77.9% 2.5%
2,301 995

1.3% 1.3%
51.4% 22.2%

그룹경영

739 3,849 216
3,138 147 824 183 35 351 403 223

107 31
89.0% 4.2% 23.4% 18.5% 3.5% 35.5% 40.7% 22.5%

14.0% 72.8% 4.1%
3,526 1,007

2.0% 0.6%
66.7% 19.1%

합계

1,991 7,334 326
5,200 317 1,264 470 397 570 661 341

164 88
89.2% 5.4% 21.7% 23.5% 19.8% 28.5% 33.0% 17.0%

20.4% 75.2% 3.3%
5,827 2,002

1.7% 0.9%
59.7% 20.5%

자료: 2010년도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조사. 

3.2. 농사조합법인 경영 사례

3.2.1. 농사조합법인 고쿠후야채본점

1) 군마현 다카사키시 개요

  다카사키시(高崎市)는 관동평야의 북서부에 위치해 있다. 서단은 나가노현 기타사쿠

군 가루이자와정(長野県北佐久郡軽井沢町), 동단은 사이타마현 고다마군 가미사토정

(埼玉県児玉郡上里町)에 접해 있어 사이타마현 남서부를 거의 횡단하는 형태이다.

  면적은 약 460㎢이고 시내에서 아카기산(赤城山)・하루나산(榛名山)・묘기산(妙義山)

을 바라볼 수 있다. 옛날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아카센도(中山道)와 미쿠니가이도(三国

街道)의 분기점, 간에츠자동차도(関越自動車道)와 기타간토자동차도(北関東自動車道)

의 분기점, 죠에츠신칸센(上越新幹線)과 나가노신칸센(長野新幹線)의 분기점도 되는 

등 전국 유수의 교통거점도시이다. 인구는 약 37만 명으로 인구는 증가경향에 있다. 

또 고령인구비율은 21.9%로 군마현 평균인 20.6% 보다 약간 높다. 산업별 취업인구는 

1차산업이 4.5%이고 3차산업이 67.7%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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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은 총 농가수 7,524호(자급적 농가 3,021호, 판매농가 4,503호)로 기간적 농업종

사자수는 4,757명, 경작면적은 6,060㏊로 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농작물

은 쌀·맥류·감자류·채소·과실 등이다.

2) 농사조합법인 고쿠후야채본점(国府野菜本舗) 개요

① 농사조합법인 고쿠후야채본점의 변천

  농사조합법인 고쿠후야채본점은 2000년에 JA하구쿠미 여성부의 목적별 활동 중에

서 지역 농가여성 28명(마시오미츠에(眞塩光枝)회장, 회원 27명)으로 결성한 ‘고쿠후가

공연구회’가 그 시작이었다. ‘고쿠후가공연구회’는 그 지역산 농산물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특산물인 고쿠후배추 가공을 중심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한국에 김치가공기

술을 공부하러 가는 등 연구를 계속해 2000년에 독자적인 가공법을 확립해 고쿠후배

추를 활용한 가공품을 제조·판매하자 ‘고쿠후배추김치’가 대히트하였다. 그것이 가공·

직판장의 개설·운영을 목표로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고쿠후배추 이외에도 그 지역의 채소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을 진행해 농협의 

자재점포를 빌려 가공시설과 직판장의 정비를 개시했다. 정비는 동지구의 농가에서 

출자자를 모집하여 회원 80명(출자금 1구좌 3만 엔)과 찬조회원 200명(출자금 1구좌 3

천 엔)이 출자했다. 그리고 ‘건강한 지역의 경영주체사업’으로 현, 정, 농협의 보조금을 

활용했다. 농협 요청, 토목사무소 개발 허가 신청, 보건소 허가, 가게 레이아웃에서 비

품 조달에 이르기까지 회원 전원이 직접 추진했다. 그 밖에도 컴퓨터 강습회, 계산대 

연습, 접객 매너, 상품 진열에서 광고 만들기 등 마케팅에도 힘을 쏟았다. 또 그 지역

산 채소 가공 외에 일 년 내내 반찬 만들기, 지역 전통음식 재검토, 반찬 레시피 만들

기 등에 대해 역할분담을 정하면서 활동을 진행시켜 나갔다. 

  그러던 중 2003년 4월에 고쿠후가공연구회의 핵심멤버 18명이 JA하구쿠미 고쿠후지

소 옆에 농산물직판장 겸 가공소인 ‘고쿠후야채본점’을 개설했다. 보존료를 전혀 사용

하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어머니의 맛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만들

기에 몰두했다. 그 결과 절임류 외에 굵은 김초밥이나 쑥떡, 배추절임, 수제도시락 등

의 인기상품이 생겼다. 또한 점포 내에 찻집 코너도 설치해 도시락이나 수제 안미츠2)

등을 점내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12월에는 친목모임 같은 조직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2) 일본 전통 디저트로 한천 위에 팥소를 얹은 단 음식.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세계농업 제159호 | 17

체제 정비, 지도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존속 가능한 조직 만들기를 목표로 법인화(‘농사

조합법인 고쿠후야채본점’)하였다. 조합장인 마시오미츠에씨는 ‘법인화한 것에 의해 

사회적인 책임이나 신용이 늘어나 다양한 일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했다.

② 활동 개요

  고쿠후야채본점은 매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추석, 설을 제외) 10시부터 18시까

지 영업하고 있다. 회원 외에 계산대 담당과 조리장에 비농가 여성 파트타임 4명을 고

용하고 있다. 회원의 평균 연령은 53세이다. 

  상품은  계절 채소와 반찬, 가공품, 화초 등으로 채소는 각 농가가 개점 10시에 맞춰

서 반입하고 반찬이나 가공품은 멤버가 점포 내의 조리장에서 만들어 진열하는 것 외

에 다른 직판장 등(군마정(群馬町), 요시오카정(吉岡町), 마에바시시(前橋市))에도 납품

하고 있다. 주된 판매방법은 직판장에서의 판매 외에 이온, 묘목센터, JA, 그리고 소비

자의 택배이다. 도시락 매출을 보면 2004년도에는 하루에 20개였는데 2009년도에는 

하루에 30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 밖에 유치원, 농협, 지역 모임 등에서 최대 

200개의 주문을 받고 있다.

  회원이 생산한 채소나 가공품 등은 생산자 각자가 가격을 설정해 생산자명을 기재

하여 각 회원이 개점 전에 진열하고 팔리는 상태에 따라 보충한다. 팔고 남은 것은 싼 

값에 구입하여 다음날 반찬재료 등에 유효하게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점포 안은 손수 만든 반찬이나 신선채소가 늘어선 매장과 조리장으로 나뉜다. 그리

고 손님에게 조리풍경이 보이는 구조로 하고 외관도 교토풍의 고상한 이미지로 세련

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 

3) 지역농업 파급효과

  고쿠부(国分)지역은 옛날부터 배추가 맛있다고 유명해 브랜드화 되어 있다. 그러나 

배추의 작부면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고쿠후야채본점의 주력상품인 배추

절임 등에 사용되는 배추는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5a, 2t)하고 계약농가의 일손이 부족

할 때는 멤버가 수확을 도와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09년부터 그 지역 전통채소인 ‘고쿠부당근’의 생산지원을 새로 추진하고 있

다. 다이쇼시대(1912∼1926)에 탄생한 고쿠부당근은 긴 당근의 지방품종으로 향이 강

하고 끓여도 잘 뭉개지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설음식 등에 유용하게 쓰였다. 고쿠후

(国府)지역은 고쿠부당근의 종자생산지로서 쇼와30년대(1955∼1964)에는 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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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를 점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쇼와40년대(1965∼1974)에 들어와 고도경제성장과 함

께 수송이나 수납도 편리하고 수확하기 쉬운 짧은 품종에 그 자리를 내어 주고 거의 

생산되지 않게 되었다. 또 길이가 60센티에서 1미터나 되어 수확작업에 품이 많이 드

는 등의 이유도 생산 격감의 요인이 되었다. 현재 동 지구에서 고쿠부 당근을 시장에 

출하하고 있는 것은 동 시 니시고쿠부(西国分)의 한 농가만이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대로는 전통채소가 끊겨버린다’고 마시오(眞塩)대표들이 2009년 여름부터 재배를 개시

했다. 수확된 당근의 일부를 2009년 12월 12, 13일에 개최된 ‘고쿠후배추축제’에서 판

매·PR하는 등 전통채소의 생산 확대에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문화협회

가 2004년도에 실시한 ‘고향에 남기고 싶은 식재 115개 품목’에도 선정되었다.

4) 지역의 음식문화 ‧ 향토음식에의 접근

  이 지역에서는 초밥, 굵은 김초밥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흰 떡, 축하용 홍백만두 등 

지역의 전통적인 음식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나 맞벌이나 지역 밖에서 온 입주

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토음식을 알고 있는 가정도 요리를 만들 시간

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만드는 법을 모르는 가정도 많아졌다. 그래서 고쿠후야채본점

은 지역의 향토음식 판매뿐 아니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배추 강습회나 요리교실 

또, 가공체험을 하는 등 지역의 전통음식의 보전이나 의욕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인 마시오씨는 ‘식품첨가물이나 보존료 투성이인 요즘 시대에 보존료 없는 진짜 

맛, 그리고 제철의 맛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지산지소의 소중함을과 지역 농업을 이해

하기를 바란다’ 는 이유에서 그 지역의 유치원 급식용 반찬 제공에 힘을 쏟고 있다. 또, 

배추 수확이나 가공 체험 등도 실시하고 있어 지역문화 계승에 힘을 쏟고 있다.  

5) 활동 의의

  이상과 같은 활동에 의해 지구 내의 여성이 적극적으로 직판장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성 파워를 발휘하여 지역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여성의 취업으로도 이어졌다. 

게다가 멤버가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등 여성의 자기실현으로도 이

어졌고 지역의 농촌여성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쿠후야채본점의 연간매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였고 맞춤주문이나 다른 직판장에

의 납품이 늘어났다. 또, 제사 등의 용도로 떡, 경단, 반찬 등의 맞춤주문을 하고 있어 

지역사람들에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지역 주민에게 있어서 가까운 존재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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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에게는 채소 판매가 현금수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생산의욕이 향상되고 유휴

농지발생 방지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쿠후야채본점의 농산물 가공

활동은 지역의 음식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규모 확대 프로세스와 성공요인

  고쿠후야채본점은 시설 건설을 계기로 이벤트 대응레벨에서 단번에 규모 확대를 했

다. 성공요인으로는 ① 배추절임의 독자적인 제조방법 등 가공기술을 사전에 확립한 

것, ②기타 상품개발, ③대표이사의 탁월한 통솔력, ④시나 현, JA 등 관계기관의 지

원, ⑤ 민간 전문가에의 조언 의뢰 등을 들 수 있다.   

7) 과제와 향후의 전개방향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의 젊은 여성 가입을 촉구하여 후계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농가 여성이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의 일과 균형을 잡는 것을 과

제로 들 수 있다. 향후 지역에서 더욱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이벤트나 조리강습 등의 

활동을 충실하게 하고 장래에는 동지역에서도 고령화 · 핵가족화에 의해 증가가 우려

되는 독거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역 식재를 사용한 도시락을 전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에 공헌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나 고령자를 비롯한 소규모생산자는 시장출하가 어렵기 때문에 직판장 

기능을 충실하게 하는 것, 지역에서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여성이나 고령자 등의 커

뮤니케이션 거점, 지역의 음식문화를 발신하는 거점으로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

리고 지역유치원에 급식 제공등과 같은 식육(食育)활동 또한 전개할 계획이다.   

3.2.2. 농사조합법인 모리야마(守山)여성부가공조합

1) 나가사키현 운젠시 개요

  운젠시(雲仙市)는 나가사키현 남동부에 있는 시마바라반도(島原半島) 북서부에 위치

해 있다. 운젠후겐다케(雲仙普賢岳)의 북서부를 둘러싸듯이 위치해 북쪽 해안은 아리

아케해(有明海) 서쪽 해안은 다치바나만(橘湾)에 면해 있고 면적은 206㎢로 운젠산계

(雲仙山系)의 험한 산지와 구릉지가 많다. 이사하야시(諫早市), 시마바라시(島原市), 미

나미시마바라시(南島原市)와 인접해 운젠아마쿠사국립공원(雲仙天草国立公園)과 시마

바라현립공원(島原県立公園)을 가지고 있다. 연평균기온은 16.4℃로 그다지 한난의 차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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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구니미정(国見町)·미즈호정(瑞穂町)·아즈마정(吾妻町)·아이노정(愛野町)·치지와정

(千々石町)·오바마정(小浜町)·미나미쿠시야마정(南串山町)의 7정(町)이 합병해 현재의 운

젠시가 탄생했다. 인구는 약 5만 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고령인구비율은 

27.1%로 나가사키현 평균인 23.6% 보다도 높다. 산업별 취업인구는 1차산업이 25.6%이

고, 3차산업이 52.9%로 가장 높다. 

  총 농가수는 4,396호(판매·전업 1,053호, 판매·겸업 2,288호)이고 농업취업인구는 

7,049명, 경작면적은 약 4,100㏊로 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양파, 양

상추, 감자, 딸기, 단호박, 브로콜리 등이다.

2) 농사조합법인 모리야마여성부가공조합 개요

① 농사조합법인 모리야마여성부가공조합의 변천

  농사조합법인 모리야마여성부가공조합(이후 모리야마가공조합)은 JA시마바라운젠 

여성부에서 하고 있었다. 이 가공조합은 향토요리 교류회인 ‘고향맛축제’에 모리야마

여성부가 곤약을 제공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당초에는 곤약 가공이나 절임가공을 이

벤트 개최시기에 맞춰서 가공·판매를 했었는데 내방객이나 지역 주민 등의 요구가 많

아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그 후 곤약·절임가공기술을 확립하고 1987년 농산물 가

공시설·판매소를 설치해 모리야마여성부가공조합이 탄생했다. 

  상설판매소를 설치하고 나서 곤약이나 만쥬, 반찬류 판매도 하게 되고 1990년에는 

그 지역산 쌀 소비확대를 위한 과자류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품목 수도 증가했다. 판

매촉진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여 2002년에는 ‘고향산업진흥사업’을 활용해 팸플릿이나 

로고디자인· 광고 깃발 등을 만들었다. 

  2005년 이후 모리야마가공조합은 활동을 넓혀 갔다. 매월 넷째 토요일에 아침시장

을 개최하게 된 것 외에 운젠고부다카나(雲仙こぶ高菜)의 부활을 추진하게 되었다. 같

은 해 ‘향토음식문화지원사업’을 활용해 운젠고부다카나의 가공상품 개발·패키지·로고

디자인 등을 만들어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6년에는 ‘운젠고부다카나절임’, ‘수제곤약’, ‘매실장아찌’, ‘고부다카나만쥬’가 운젠

시 브랜드로 인정되었다. 브랜드 인정과 함께 판로가 확대되었다. 또 조미료에도 관심

을 가져 만쥬 등에 이용되었던 설탕류를 재검토하여 자체적인 고품질 설탕 생산을 목

표로 사탕수수 재배를 개시하고 있다.

  2006년에는 법인화(농사조합법인)하여 농사조합법인 모리야마여성부가공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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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법인화한 것을 계기로 다른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상품 소개·판매를 하게 되었

고 백화점 등의 물산전에 출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 매출도 신장했다.

  2007년에는 운젠시 전통채소 ‘10품목’을 가공·판매하는 일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또 

‘운젠고부다카나절임’의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지역 내외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

어 그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의 식육이나 체험도 실시하였다. 2007년에는 이제

까지의 활동을 인정받아 나가사키현민 및 운젠시민표창의 대상이 되었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그린·투어리즘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 내외의 지명도를 올리고 활

동 폭을 넓혔다. 2008년에는 ‘운젠고부다카나절임’이 슬로우푸드국제본부가 슬로우푸드

로 인정하는 음식세계유산인 프레시디오3)에 일본 최초로 선정되었다. 같은 해 SF이탈리

아 국제본부에서 음식박람회에 운젠고부다카나절임을 출전시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② 활동 개요

  모리야마여성부가공조합은 매일(추석, 설을 제외) 8시부터 17시까지 가공활동을 하

고 있다. 멤버는 대표이사 1명, 이사 2명, 감사 1명, 가공부원 7명 등 총 11명으로 65세 

정년제를 도입하여 사업계승의 원활화를 꾀하고 있다.

  주된 상품은 운젠고부다카나절임, 곤약, 각종과자류, 반찬, 떡류 등이다. 멤버가 개

점에 맞춰 반찬이나 각종 만쥬, 가공품을 가공시설 내에서 만들어 점포에서 판매하는 

것 외에 지역의 A-COOP나 직판장 등에도 납품하고 있다.

  원재료는 유기농에 무첨가인 것을 고집하고 있어 조합원의 밭이나 그 지역의 농가

와 계약 재배하여 확보하고 있다. 일부 그 지역산의 국산 밀을 사용하고 있는 가공품

도 있는데 양이 부족해서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다. 조미료도 지역산을 활용하고 있는

데 아직 취급량이 적어 향후 비율을 늘리는 것을 고려중이다.

  상품 특징으로 ‘고향의 맛’을 계승하여 ‘어머니의 맛’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가공품 등에 사용되는 소재는 해당 지역산의 엄선된 것

과 조화로운 생산·가공을 모토로 하고 가공품은 무첨가를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

 3) 프레시디오계획이란 소규모 생산자를 지역에서 직접 지원하여 그들이 전통적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돕는 것에 의해 전통적
인 생산방법을 지키는 것이다. 불과 2개의 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314개의 프로젝트를 포괄하고 있다. 
프레시디오는 생산자를 모아 생산자 자신이 판매촉진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그들의 상품품질과 평가 기준만들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규모생산자에 의한 식품 생산기술을 안정시키고 엄격한 생산기준을 설정하여 전통적인 음식에 발전력 있
는 미래를 보증하려고 하는 것이다. 프레시디오 식품은 요리사나 전문가들을 매료시킨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에게도 
그 평가를 인지시킬 수 있었다. 프레시디오의 성공에 의해 의식 있는 소비자는 양질의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이 경제적으로 이

루어지는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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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체적으로 조금 높게 설정되어 있다.

  판매방법은 자사 점포에서의 판매 외에 A-COOP, 직판장, 시내여관호텔, 슈퍼마켓 

등에의 택배, 물산전에서의 판매 등이다. 연간판매금액을 보면 2005년 이전에는 2,600

만 엔 정도였지만 ‘운젠고부다카나’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는 4,000만 엔 정도까지 오르

는 등 서서히 매출이 신장했다. 가공시설 안은 가공품 직판장과 조리장으로 나뉘어 조

리현장이 손님에게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가공시설은 농협 부지 내에 있고 1985년

부터 월 6만 엔에 대여하고 있다. 

③ 지역농업 파급효과

  가공조합으로 생산·가공을 하고 있는 운젠고부다카나는 십자화과 채소의 하나인 다

카나(高菜)의 지방품종이다. 일본에서 다카나는 서일본 특히 큐슈를 중심으로 절임(다

카나절임 등)소재로 여러 지방품종이 재배되고 있었다.

  운젠고부다카나는 운젠시 아즈마정에서 종묘점을 경영하고 있던 미네마나오(峰眞

直)씨가 1947년경부터 지방품종으로 육성한 것이다. 1950년대에 지역에 널리 보급하려

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생산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그 후 육성된 

미이케다카나(三池高菜) 등에 비해 수확량이 적었던 것, 고부4)가 특징인데 당시의 풍

조로는 오히려 모양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 쉬웠던 것, 다카나라고 하는 

품종이 상당히 교배하기 쉬워서 멀리 전해질 정도로 교배하여 본래의 형질을 잃기 쉽

게 된 것, 다른 다카나와 달리 다카나절임 외에 샐러드나 볶음, 겉절임 등에 적합하다

는 것이 널리 주지되지 않았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모리야마가공조합의 가공품 주원료는 그 지역산(일부 국내산)을 주로 이용하는 것

으로 하고 있다. 현재 주력상품이 된 운젠고부다카나는 2007년도에는 생산을 30톤까

지 늘렸고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하고 있는 것 외에 조합원의 밭에서도 재배하고 있다. 

수확 등은 멤버가 도와주러 가는 일도 있어서 지역농가와의 관계는 매우 돈독하다. 또 

엄격한 생산규정·이력에 의거해 생산 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합은 지역주민에의 전통채소 보급과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이사인 

바바(馬場)씨는 ‘소재형성에는 생물다양성이 필요불가결’이라고 하며 생물다양성의 재

생과 지역에의 추진을 목표로 내걸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4) 고부(こぶ): 혹. 식물의 줄기, 뿌리 따위에 툭 불거져 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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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의 음식문화·향토음식에의 접근

  초·중·고생과 대학생에게 농업생산에서 가공·요리체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특히 그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젠고부다카나 등 지방품종이나 지역

의 전통적인 가공품이나 요리 등 음식문화 재생활동의 일환으로 식육활동을 하고 있다.

⑤ 활동 의의

  모리야마가공조합의 매출은 운젠고부다카나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한 것이나 운젠

시 브랜드로 인정받은 것에 의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지역내외의 물산전 등에 

출점하고 있어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브랜드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모리야마여성부가공조합이 그 지역산의 원재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인해 가공멤버

이외의 지역 농가와의 연대 확립과 그 지역산의 다품목 농작물의 진흥으로 이어졌다. 

또 지역 내의 네트워크가 견고해지고 생산자와 함께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하는 체제

가 정비되어 모리야마여성부가공조합이 지역농업 진흥에 미치는 공헌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지역의 전통품종 재생이나 환경과 조화된 농업생산·가공 활동을 진행시

키고 있는 것과 적극적으로 식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높

게 평가된다.

⑥ 규모확대 프로세스와 요인 성공

  규모확대는 시설 건설을 계기로 이벤트 대응 수준에서 단번에 실시했다. 성공요인

으로는 ①곤약이나 만쥬 등의 가공기술을 사전에 확립한 것, ②시나 현, JA등 관계기

관의 지원, ③현 대표이사의 탁월한 통솔력, ④운젠고부다카나 재생활동을 계기로 한 

신상품 만들기·판로확대나 식육활동의 실시, ⑤정년제 도입에 의한 사업계승의 원활화 

등을 들 수 있다.

⑦ 과제와 향후 전개방향

  향후 더욱 매출을 신장시키고 맛있고 안전·안심할 수 있는 음식을 널리 제공하기 위

해 현재의 시설 확대 특히 레스토랑 부문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가공멤버의 취

업조건을 더욱 더 개선하여 다음 세대 육성에 힘쓰는 것을 과제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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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농사조합법인 아즈마(吾妻)농산가공조합

1) 지역 개요

  모리야마가공조합과 같은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고 서로 절차탁마하고 있는 관계라

고 할 수 있다. 아즈마정(吾妻町)은 나가사키현의 남동 시마바라반도의 북서부에 위치

하고 인구는 약 8,000명이다. 총 농가수는 885호로 조생산액은 39억이다. 농업은 지역

의 주간산업으로 쌀, 감자, 육용우가 주체이고 아리아케해(有明海)에 면한 간척지 250

㏊는 현내에서도 유수의 논지대이다.

2) 농사조합법인 아즈마농산가공조합 개요

① 설립 경과

  농사조합법인 아즈마농산가공조합은 1970년대에 농가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조직

된 지역의 농협 여성부가 모체로 되어 있다. 1980년에 나가사키현 신농정추진특별대

책사업의 보조금으로 가공공장을 건설했다. 1981년에 70년대부터 시작된 쌀 생산조정

에 의해 전작대두가 증가한 것과 겸업화·음식의 다양화에 의해 된장을 가정에서 만들

지 않게 된 것에 위기감을 느껴 ‘지역산 대두를 활용하여 고향의 맛을 전하자’ 며 농협

의 여성부 400명(1구좌 3천 엔)이 출자해 운젠농협 아즈마지구 부인부 농산가공조합을 

결성하여 가공활동을 시작하였다. 

  1985년에는 현경제연, 생협, SEIYU(西友)와의 거래를 개시한 것에 더해 선물세트의 

개시를 기세로 활동이 활발해졌다. 1989년에는 조합원에게 배당금(연수비로 1인 3천 

엔)을 주게 되었다. 이는 가공원들에게 임금보수라고 하는 생각이 싹트고 더욱 원동력

이 된다. 또 1995년에 취업조건(정년제 65세)을 정비하고 1997년에 사회보장제도를 도

입하는 등 농촌여성의 경제활동으로서 선진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2002년에는 법인화하여 농사조합법인 아즈마농산가공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에 의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게 되고 새로운 판로 개척 등이 이루어졌다. 또 이듬해에 

현민표창을 수상하는 등 현 내외에 활동을 인정받게 되었다. 게다가 사무소 겸 직판장

을 증설하여 대면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에 수제가공추천품 인정 획득· 

2006년에 운젠시 브랜드로 7개 품목이 인정되는 등 브랜드로서도 현을 대표하는 것이 

되었다. 2007년에 농협의 쌀창고를 구입하여 자재창고로서 활용하고 된장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에어콘을 설치하여 숙성시키는 환경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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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활동 개요

  아즈마농산가공조합에서는 매일(연간 가동일 350일) 8시부터 12시, 13시부터 17시까

지 가공·판매활동을 하고 사무 2명, 가공 12명 등 총 14명이 역할분담을 정하고 있다. 

월급제를 도입하고 있고 한 사람 월평균 20일 근무로 일정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다. 

또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복리후생면에서는 사회보험, 후생연금에 가입하는 취업조건

을 갖추고 있다.  

  상품은 (보리와 쌀을 섞은)된장, 낫토된장, 텟카된장,5) 된장절임, 매실장아찌, 락교절

임, 잼, 만쥬 등의 가공품이다. 그 중에서도 된장이 주력으로 아즈마천연보리된장, 아

즈마보리된장, 아즈마쌀된장, 아즈마섞은된장, 아즈마낫토된장, 아즈마텟카된장, 딸기

잼, 유자후추 8품목이 운젠시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지역에 친숙한 전통적인 농산물을 가공하고 무첨가에 맛을 변화시키

지 않는 등 높은 기술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의해 공장제품과 완전한 

차별화를 실현해 지역성·브랜드를 확립하여 부가가치를 최대한으로 살리고 있는 상품

이 많다. 원재료는 그 지역산·국산만을 고집하고 된장 등의 상품에 사용하는 농산물 

등은 농협에서 구입하고 있어 농협과의 유대는 돈독하다. 쌀도 현에서 생산된 히노히

카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맥은 인근 현에서, 다시마나 팥은 북해도에서 

국내산을 들여오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어업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양을 

확보할 수 없다. 가공에서 사용하는 조미료(설탕, 천연소금 등)도 국산밖에 사용하지 

않는 등 철저히 하고 있다. 상품의 특징으로는 설립 당시의 맛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 

100%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것 등으로 지역

의 맛을 정확하게 전하는 상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판매방법은 직판(직판장, A-COOP, SEIYU(西友), 조이풀상 등), 전화․FAX에 의한 직

판․세트판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간판매금액은 8,000만 엔에 이른다. 전국적인 

건강지향 붐이 더해져 출자자인 여성부원이 스스로 선물용으로 이용하여 입소문으로 

PR에 힘쓴 것이나 TV나 신문 등으로 평판이 퍼져나갔다. 또 국산보리·그 지역산 대두

를 이용하여 옛날 그대로의 제조방법을 고집하고 품질유지에 노력하고 있어 오랜 세

월 애용자가 많은 것도 들 수 있다. 가공시설 안에는 사무소 겸 직판장, 조리장, 된장 

충전실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작업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가공시설은 설립당시의 것을 기본으로 조금씩 증축하고 있다. 경영방침으

 5) 볶은 콩, 채 친 우엉, 고추·설탕·미림 등과 함께 버무려서 참기름에 볶은 불그레한 일본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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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가능한 빚을 지지 않을 것, 생산 매뉴얼을 책정해 철저히 할 것, 음식맛 조사에 

의한 체크를 실시하여 항상 기술 평준화를 꾀할 것 등이 정해져 멤버 간에 명확히 하

고 있다.

③ 지역농업 파급효과

  아즈마가공조합의 주력상품인 된장류 재료는 지역산 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연간 된장 150톤, 낫토된장 15톤, 텟카된장 8톤, 된장절임 500㎏으로 1년에 175.5톤의 

콩을 된장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거기에 잼, 유자후추, 락교 등의 재료도 지역산을 사

용하고 있어서 지역농업 진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④ 지역의 음식문화·향토음식에의 접근

  아즈마가공조합에서는 지역용 특별주문품을 10종류 만들어 지역의 행사·음식문화 

전승을 의식적으로 맡고 있다. 예전에는 된장 만들기 강습회 등을 빈번하게 실시하였

으나 매출이 신장함에 따라 시간을 낼 수 없어 개인용 강습회는 실시하지 않게 되었

다. 하지만 이전부터 그 지역의 중학생 직업체험교실을 실시하여 농산물에 관한 것과 

가공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또 2009년부터 대학생들에게도 가공체험을 실시하는 등 

질 높은 로컬 푸드의 의의에 대해 지역 외에도 전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⑤ 활동 의의

  지역의 전작대두와 쌀이나 딸기 등 지역산 농산물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지역농

업에의 공헌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시나 농협 등의 이벤트에의 참가의뢰는 원칙으

로 떠맡고 있고 식육활동과 맞춰 지역진흥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여

성 취업이라는 관점에서도 농촌여성의 임금보수나 복리후생의 충실 등 선진적인 활동

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⑥ 규모확대 프로세스와 성공요인

  규모확대는 시설 건설을 계기로 이벤트대응 수준에서 단번에 진행시켰다. 성공요인

으로는 ①보리된장 등의 가공기술을 사전에 확립한 것, ②시나 현, JA 등 관계기관의 

지원, ③핵심 상품(보리된장 등) 확립, ④다원적 판매채널의 확립과 ‘단골손님’만들기, 

⑤ 정년제 도입이나 취업조건 확립에 의한 후계자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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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과제와 향후 전개방향

  가공멤버의 대부분이 농가로 자기 집 일과 균형을 잘 잡는 것이 향후 후계자확보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 대두를 사용해 된장류의 가공·판매를 해왔는데 규모확대

에 따라 생산량이 자주 부족하여 원재료 확보가 과제이다. 또 아즈마된장은 높이 평가

되어 수요가 많으나 현재의 가공시설로는 생산능력의 한계로 이 이상 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공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공시설의 증설을 검토하고 있고 장래

에는 반찬이나 도시락의 생산판매를 생각하고 있다.

4. 6차산업화 관련 정책의 평가와 과제

  일본의 농정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화 관련법을 비롯한 관련시책은 6차산

업화를 개별경영이나 지역농업의 부가가치화 전략으로서 명확히 하고 마케팅에 배려

해 대상이 되는 지역자원을 폭넓게 파악해 종합적인 시책을 제기·추진했다는 의의는 

크다. 여성의 평가에 대해서도 경영주체로서 명확히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농촌 활성화 대책의 중심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산업정책으로서의 성격이 지

나치게 강한 느낌이 든다. 첫째, 사업으로서 큰 규모의 비즈니스가 염두에 있어 소규

모 활동이 사실상 대상 외로 되어 있다. 둘째, 사업 대상이 식품관련 산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셋째, 6차산업화관련법에서는 지산지소를 주창하면서 소비자나 지역주

민과의 연대가 보이지 않는다.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유통거점으로서 6차산업화의 핵

으로서 농산물직판장만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결과로서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또 전체 파이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활동, 농촌문화의 재검토·발굴이 필요하다. 가치 창조, 가치 체인의 원천은 지

역의 문화나 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 게다가 복지나 의료, 문화 등을 사업대상으로서 

명확히 하여 소비자나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 요시다(吉田)는 저출산 고

령화 속에서의 수요창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요시다, 2011). 요시다가 지적하고 

있듯이 식품 관련 산업 자체는 경제적으로도 한계점에 이른 상태로 수요창조는 어렵

다. 이에 대해 복지나 의료 등은 고령화 진전과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된다. 또 농촌문화적인 것은 농업·농촌의 쇠퇴와 함께 축소되고 희소재화 되고 있

어서 그러한 영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소규모 

활동이나 복지나 의료, 문화적인 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농촌의 지역자원은 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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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지역경제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그러한 활동이 각지에

서 생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정도 예를 들면 농업과 복지에 대해서는 농복연대라고 

하는 것으로 정책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원에 착수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정책의 

재검토에 의거한 융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 속에서 여성농업인

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보다 넓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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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6차산업화 마을별 사례*

이  윤  미
(아키다현립대학교 생물자원과학부 애그리비지니스학과 조교)

  일본에서는 농촌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의 6차산업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일본의 마을별 다양한 6차산업화 

사례를 통해 일본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사조합법인 오다팜의 6차산업화-히로시마현 고우찌정 사례

1.1. 지역 개황 6)

  농사조합법인 오다팜이 있는 히로시마현(廣島縣) 히가시히로시마시(東廣島市) 고우

찌정(河内町)은 히로시마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 목재, 쌀, 송이버섯이 유명한 

곳이다. 표고 280m로 오다(小田)강을 중심으로 계단모양을 한 경지가 펼쳐져 있으며 

13개 집락이 형성되어 있다. 경지면적은 127ha 가운데 논 면적은 118ha로 벼가 기간작

물이다. 논의 포장정비는 1979년에 시작되어 1987년에 거의 완료되었다.  

 * (Yoonmi@akita-pu.ac.jp, 0185-45-3953).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30 | 2013. 11

1.2. 자치조직 「공화의 고향(共和の鄕) ‧ 오다 (おだ)」의 설립

  오다지구(地区)의 지역 만들기는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구(旧)고우찌정 의

회 의원을 중심으로 「21세기를 생각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조직이 설립되었다. 그 

후 2000년에는 고우찌정장(町長), 정의회의원, 교육장 등을 중심으로 「21세기를 추진

하는 모임」이 설립되었다. 같은 해 2000년에는 직매시설 요링사이야(寄りん菜屋)가 

마을의 사업으로 개설되어 오다지구에 위탁 운영되었다.

  그 후 평성의 대합병1)을 맞이하여 구고우찌정이 히가시히로시마시로 합병이 결정

되어 2005년 2월 히가시히로시마를 포함하여 1시 5정이 합병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4

년 3월에는 13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다 소학교의 폐교가 결정되었다<표 1 참조>. 

연도 내 용

1997년 히가시히로시마시와 가모군 8 농협의 합병으로 히로시마중앙농협 발족

1999년 시정촌(市町村) 합병 특례법 개정. 「헤이세이(平成)의 대합병」이 본격화

2000년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 개시, 농산물 직매소 「요린사이야」오픈

2002년 카와치 마을과 오다 마을의 통폐합 계획을 구체화

2003년 자치 조직 「공화의 고향 ․ 오다」발족

2004년 오다소학교 폐교, 오다 진료소가 국민 건강 보험 진료소로서 재출발

2005년
히가시히로시마시가 가와치, 구로세, 후코토미, 토요사카, 아키쯔쵸의 5마을을 편입하여 합병 
농사조합법인 「팜 ․ 오다」설립

2010년 헤이세이(平成)의 대합병이 종결

2012년
자치 조직 「공화의 고향 ․ 오다」는 조직재편
쌀가루 빵 공방 「빵 & 마임」오픈

표 1  오다 마을의 발자취

  소학교뿐만 아니라 보육원과 진료소도 히가시히로시마시로 합병되었다. 오다 소학

교의 폐교는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러다가 지역이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불안감과 위

기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다 지구에서는 지역 자치조직을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생

기기 시작하였다. 자신들의 지역은 자신들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목적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3년 1월부터 14회의 준비회를 실

 1) 1999년부터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행정단위의 시정촌 (市町村) 합병을 일컫는 말이다. 평성(平成)은 연호이다. 지자체를 광역화
함으로써 행정재정기반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의 추진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시정촌합병특례신법의 기한 만료로 2010년 

3월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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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며, 2003년 10월에는 전 지역 주민의 승인을 얻어 지역 자치조직인 공화의 고

향 오다를 설립하였다. 조직체제는 <그림 1>과 같고, 간략하게 각 전문부에 대해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지역 자치조직 공화의 고향 오다의 조직체제

공화의 고향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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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총무기획부

  총무기획부는 주로 지역자치에 관한 업무와 각부의 사업조정 등을 실시한다. 구체

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발신 활동, 오다 지역의 비전 맵 작성, 신년회와 망년회 

등의 행사 계획, 홍보지 작성 등이 있다. 

1.2.2. 농촌진흥부

  농촌진흥부는 농사조합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지역 농업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

고 실행하고 있으며 농촌과 도시교류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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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림수산물 및 특산품의 개발 진흥 등을 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1월에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다.

1.2.3. 문화교육부

  문화교육부는 지역주민들의 교류를 다지기 위해 축제나 생애 학습발표회, 전통예능

의 계승 등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1.2.4. 환경보전부

  환경보전부의 업무는 주로 환경 미화사업 중심이다. 주로 잡초 깎기와 화단정리 등

을 실시하며 방범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1.2.5. 체육건강부

  체육건강부는 종합형 스포츠 클럽으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배구 

대회, 역전 달리기 대회, 주민 운동회 등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1.2.6. 여성부

  여성부는 오다지역의 여성 전원이 참가하여 각 부회와 연계해 가면서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특히, 식육강좌로서 쌀가루 연구회를 6,7,11월에 개최하고 

있고 각종 요리 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1.2.7. 백룡부

  백룡부는 건강 봉사 활동의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

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체력측정과 게이트볼 대회 개최, 친목 골프대회 등을 개

최하고 있다.

1.3. 농사조합법인 오다팜 설립 경위

  농사조합법인 오다팜의 설립 추진은 2004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자치조직 내의 

농촌진흥부가 마을 영농을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업 면에서는 

5년 후에 42%, 10년 후에 64%가 농업을 그만 두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한 마을 영농을 조직하게 된다면 60%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를 지키고 마을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마을

영농을 설립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을 하고, 2005년 2월 발기인 20명을 선임하여 설립 

발기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설립등기를 마쳤다.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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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립등기까지 약 1년이라고 하는 단기간에 합의가 형성되어 법인이 설립된 것은 

지역 자치조직 공화 고향 오다에 의한 지역의 의견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는 점과, 설립 후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점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

다. 당초는 오다지구의 전 가정이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구의 

77%에 해당하는 128호의 가정이 참가했다. 출자는 균등하게 1가구당 1만 엔과 등기면

적 10a당 1만 엔으로 총 출자금은 9,534천 엔이다.

  농사조합법인 설립을 계기로 오다지구 전 지역에서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의 

가입도 결정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5개의 행정구역 농가만 참가하였으나, 2005년도부

터는 오다지역의 전체 농가(105호)가 참가하기로 하였다. 그 가운데 농사조합법인에 

가입한 농가는 93호(미가입 농가 12호)이다. 또한  당시 지구내의 농업기계 투자액은 

농산물 판매액의 10배 이상에 달하고 있어서 농업기계의 과잉투자를 억제하기로 방침

을 세웠다. <그림 2>는 농사조합법인 오다팜의 운영 조직도이다.

       그림 2  농사조합법인 오다팜의 운영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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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차산업의 계기와 결과

  농사조합법인 오다팜은 오다지역의 경지 127ha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약 84.1ha 

의 농지에서 벼 46.4ha, 콩 16.5ha, 메밀 4.7ha, 채소 2.0ha를 생산해 오면서 경축(耕畜)연

계, 적정한 인원배치에 의한 적기(適期)작업 실시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여러 방

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만으로는 이익발생이 많지 않으므

로 쌀의 경우는 현미상태로 출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미를 하여 직접 판매

를 실시함으로써 많지는 않지만 예전 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경

영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다

각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3년 간 선진사례 시찰과 연구를 반복하면서 쌀가루로 빵을 만들기 위한 가공 사업

을 시작하기로 하여 2012년 제1회 6차산업화법에 근거한 사업계획하에 「쌀 특별재배

농산물(안심히로시마 브랜드)인 「청류의 오다 쌀」을 원료로 빵의 상품개발과 판

매」라는 사업명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사업의 내용은 오다팜이 스스로 재배한 「청

류의 오다 쌀」을 가공한 쌀가루와 자가 제조한 두류, 야채, 과일을 원료로 한 빵을 제

조하여 산지판매와 일반매장에서의 판매, 또한 지역 내의 학교 급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2012년 4월부터 쌀가루로 만드는 빵 제조와 판토마임「パン＆米夢(パントマ

イム)」이라는 빵 직매소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설비 투자 등에는 일부 보조금을 포함

하여 3,000만 엔의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법인에게 있어서는 큰 모험이며 투자였다.

  첫해 매출 목표는 200만 엔이었으나 2012년 9월 시점에서 이미 1,000만 엔의 매출액

을 넘어 섰다. 또한 쌀가루로 만든 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6차산업에 의해 수익향상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게다가 일정시기에만 일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

라 연간 고용이라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실제로 6차산업을 계기로 새롭게 5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이중 3명은 20대 여성

으로 젊은 세대가 지역에 정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오다팜은 쌀가루

로 만든 빵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5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 활성화

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현재 30여 종류의 빵을 판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철 채소

와 과일을 재료로 사용한 가공품들도 상품화할 계획이다. 또한 쌀가루로 만든 빵을 학

교 급식으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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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실 산지로 유명한 기낭농협의 6차산업화 사례               
   - 와카야마현 기낭농협 사례

2.1. 지역 개황

  와카야마현(和歌山縣) 기낭(紀南)지역은 기이반도(紀伊半島)의 남서부에 위치하며 태평

양에 접하고 있어 온난한 지역이다. 그러나 평지가 적고 산간지가 많아서 산간의 경사지

와 협곡의 한정된 평지를 이용한 매실과 감귤 등의 과수생산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기낭지역의 매실 생산은 에도(江戸)시대의 162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까지 매실 생산을 장려하였다고 한다. 그 후 메이지(明治)시대의 콜레라 

대유행과 청일 러일 전쟁의 군수식품에 의한 생산 확대로 1962년 가정에서 매실주 담

그기가 해금되었다. 그 후 1977년경부터 맛을 가한 매실 제조가 정착되고, 1985년경부

터 1990년에 들어서면서 귤 재배에서 매실 재배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오늘날의 매실 

산지가 형성되었다. 

  원래 매실은 생식하기보다 절여서 먹거나 매실주 등과 같은 음료 및 건강 유지식품

으로 가공하여 먹는다. 예부터 6월에 수확한 것을 가공하여 연중 섭취하는 식문화가 

정착되었다. 에도시대부터 상품으로서 매실절이가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것을 보면 6

차산업화가 옛날부터 정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2. 매실의 6차산업화

  매실 절임 가공산업은 일본에서 매실 제1 산지인 기낭지역에 집중하여 발전하여 왔

는데 기슈미나베(紀州みなべ) 매실 절임 협동조합이 47개, 기슈다나베(紀州田辺) 매실 

절임조합이 39개가 있고 조합외의 소규모 회사는 약 200개에 이른다.

  청과로서 시장을 경유하여 청과로서 판매되는 것은 매실 전량의 30%로 매실주나  

매실 절임 등의 원료로 10～20%가 유통되고 있다. 나머지 50～60%는 농가가 소금으

로 절여서 가공한 매실 절임의 1차 제품이 산지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그것을 매실 

절임 가공업자가 구입하여 저염 조미 등의 2차 가공을 실시하여 판매하고 유통시키고 

있다. 기낭지역의 매실은 청과유통, 산지 내에서의 매실 절임 가공, 매실주 등의 원료

유통이라고 하는 독특한 유통경로가 존재한다.

  기낭농협은 1965년부터 청과로 출하로 집중되어,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실 가공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1975년대부터 양념을 가한 제조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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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대되어 1차 산품에 부가가치를 더해 판매하는 가공 사업이 확대되고 안정화되어 

농협 경제사업의 핵심 사업이 되었다. 기낭농협은 지역의 특산품인 매실을 이용한 6차

산업화에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제1차 산업(농가의 의한 생산) ＋제2차 산업

(농가에 의한 1차 절임과 농협에 의한 양념 맛 가공) ＋제3차 산업(농협에 의한 가공

제조와 판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6개의 가공장에 약 160명의 종업원이 매실 절임, 매실 가공식품, 감귤 가공

품, 녹차 가공 등 농산가공의 제품과 매실의 1차 가공으로 약 40억 엔의 판매고를 올

리고 있다. 지역의 매실 가공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원료에 있어서 식품안

전의 생산이력과 잔류농약검사, 제품의 품질관리, 폐기물의 퇴비화에 의한 친환경 농

업 실시 등 까다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전국으로 판매하는 영업활동에 힘을 싣고 있다.

  매실 가공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실 절임만 해도 염분을 4%, 6%, 7%, 

8%, 14%, 22% 등 12종류로 구분하여 염분으로 맛을 조절하여 차이를 내고 있다. 특히 

건강중심으로 저염 매실 절임을 찾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매실 엑기스와 

매실주, 매실잼, 매실 젤리, 매실 아몬드 등 다양한 가공품과 냉동매실도 판매하고 있

다. 판매는 인터넷 판매와 관내의 직매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3. 매실 6차산업화 과제

  기낭지역에 있어서의 매실의 식품가공은 전통과 매점률로 보아 최근에는 상품이 다

양화되는 추세이지만, 매실 가공품의 대부분은 매실 절임에 특화하여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매실 산지에 있어서도 수급환경 변화로 인한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제는 다

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2003년경까지는 전통 있는 매실 가공식품의 수요에 의해 매실 절임의 통신판매와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리만쇼크 이후 몇 년 간 선물용 매실 절임

의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되었다<그림 3 참조>. 

② 건강식품으로 매실 절임이나 매실주로 만들어 매실을 섭취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문화이다. 그러나 매실의 식품 기능성에 대한 매력이 젊은 세대

로 제대로 계승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매실의 수요를 유지하고 보

급하기 위해서는 매실의 식품 기능성과 건강성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매실은 주로 매실 절임, 매실주, 매실주스, 매실잼 등의 가공식품과 같이 가정에서 

절여 먹거나 술로 만드는 가공을 하는데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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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먹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낭농협에서는 일 년 중 매실을 

먹기 위해서 「냉동 기슈 매실」의 상품화를 추진하여 왔다.

④ A급 매실 절임의 수요 감소와 소비지에서의 매실 절임 회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 

매장에서의 진열대 경쟁에 의한 가격경쟁이 발생하여 매실 농가가 생산하는 원료

매실 가격의 대폭적인 가격하락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맞

는 매실 원료 생산과 수급의 조정이 필요하다.

⑤풋 매실과 매실 가공식품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산업과 지역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

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소비를 위한 선전과 마케팅 지원도 해

야 한다. 산지 내에서는 농협이 주도하는 생산자조직, 매실 절임 가공회사의 매실 

절임조합 등이 있고 산지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으로서 기슈 매실모임이 있는데 단

순히 매실 생산이나 유통뿐만 아니라 매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지역 활성화에 대

한 지역 간 협의가 필요하다.

그림 3  1세대당 매실 절임 구입금액과 양

   수량 gram                                                                              금액 엔 

2.4. 6차산업화 전개 방향

  기낭농협에서는 6차산업화의 3차 산업부분으로서 10년 전부터 산지에 농촌관광객

을 초대하여 농업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단체고객 및 일부 개인을 포함하여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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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여 명이 찾아오고 있다. 주로 매실 수확과 귤 수확 그리고 매실주스 만들기를 실

시하고 있다. 

  기낭농협에서 농업의 수확체험은 당초는 산지 홍보활동으로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직매소의 고객확보로 이어지도록 힘을 싣고 있다. 또한 기낭농협에서는 「체험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의 모임」을 조직하고 있는데 수확체험은 농협 사무국에서 예약고객을 

각 농가로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객을 맞이하는 준비 등에 관해서는 농가

에게는 가능한 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로 농협직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5. 6차산업화를 위한 농협의 역할

①기낭농협이 생각하는 있는 6차산업화를 위한 농협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농협은 6

차산업화의 취지대로 농업인의 소득확보를 위해 1차 생산의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

한 조합원의 지혜와 정보를 집약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2차 가공 상품화와 

새로운 판매채널을 개척하는 3차산업적인 판매활동을 기획하고 코디네이터 하는 

역할이다.

② 개별농가에서는 담당하기 힘든 자금조달, 식품가공시설, 품질관리, 영업활동, 결제

업무, 정보발신, 녹색관광의 고객유치 등 6차산업화에 있어서는 인재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농협에서 맡아야 할 일이 중요하다.

③ 6차산업화법에 의해 농림수산성의 지원사업이나 경제산업성의 농상공 연계 사업에 

의한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은 6차산업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 등을 농가에

게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합원 농업자의 6차산업화가 진행되

면 농협사업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 해야 할일들

은 여전히 많이 있다. 농협의 역할에 따라 농업자의 6차산업화가 안정적으로 정착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이치다감의 생산과 가공 지원을 통한 지역농업 유지 사례 
- 나가노현 미나미신슈농협 사례

3.1. 미나미신슈농협 개황

  미나미 신슈(JAみなみ信州)농협은 나가노현(長野縣)의 이이다시(飯田市)를 중심으로 

1시(市) 2정(町) 11촌(村)을 관내로 하고 있다. 관내 지역 인구는 17만 명, 면적은 192,919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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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 중 경작면적은 8,650ha이다. 이치다감(市田柿：이치다가키)은 브랜드명으로 나

가노현 남부에서 재배되고 있는 감의 한 품종으로, 수확 후 건조(수분량 30～35％)시

킨 것으로 우리나의 곶감과 비슷하나, 곶감보다는 덜 건조시킨 것이다. 농협 관내의 

약 2,000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치다감은 농협 전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과일 중 

35%, 전체 농축산물의 판매액 가운데 14%를 차지하는 우수품목으로 판매액 순위로 

보면 가장 판매액이 높은 품목이다. 이치다감은 2006년 지역 브랜드로 등록된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다. 크기가 크지 않아 한입에 먹기 좋고 모양이 좋으며 고급스러운 

단맛은 맛에서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도 풍부하

여 건강식품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감 재배의 역사는 약 6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재배해 오던 이치다감은 1952년 나가노

현의 장려상품으로 인정되어 전국에서도 상당히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번 사례

는 지역농협에서 지역의 브랜드인 이치다감의 6차산업화를 통해 어떻게 지역농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소개이다. 

3.2. 이치다감 역사

  이치다감(市田柿)은 나가노현의 이이다시모이나(飯田市下伊那)지역의 대표적인 가

공품이다. 이치다감은 약 600년 전 야끼가키(焼柿)로 불리는 고목을 접목함으로써 널

리 보급되게 되었다. 그 후 1907년에는 단지화가 형성되어 야끼감에서 이치다감으로 

개칭되어 1950년경부터 상품화되어 동경과 나고야의 시장에 출하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경부터는 종래의 150g 포장판매에서 200g 포장판매로 이행되게 되자 조방적

인 재배에서 단지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이치다감 우량계통의 선발이 이루어

졌다. 이치다감의 역사에서 1982년 11월은 매우 중요한 해로 인식되고 있다. 1982년은 

오랜 비로 인해 이치다감에 곰팡이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미증유의 대 피해가 발생한 

해이다. 이를 계기로 곰팡이 예방 가공기술과 시설화가 진행되었다. 

  1989년에는 후생성(厚生省)이 곶감을 식이섬유가 2번째로 많은 식품으로 발표하여 

건강식품으로서 판매가 증가되어 농가 소득이 증가하였다. 1991년 농협과 경제련(전

농)에 의한 공동개발에 의해 감 자동 껍질제거 기계의 보급이 시작되어 규모를 확대하

는 농가가 증가하여 이치다감의 생산 확대로 연결되게 되었다. 2001년에는 JAS2)법으

 2)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JAS)는「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 년 공포」이다。이 

규격에 적합한 식품 등이나 제품에는 JAS마크라도 불리는 규격증표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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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든 가공식품으로의 품질 보증기간의 표시가 의무화 되면서부터 이치다감도 팩으

로 하는 포장에서 밀봉포장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지명과 상품명을 조합

한 「지역 단체 상표등록제도3)」가 도입되어 11월에 특허청으로부터 나가노현 유일

의 지역브랜드로서 인정되어 일본 내 제일의 곶감 생산지로 확립되었다. 

3.3. 이치다감 현황

  일본에서 곶감의 생산량과 출하량이 모두 많은 곳으로 나가노현(長野縣), 후쿠시마

현(福島縣), 야마나시현(山梨縣) 등이 있다. 나가노현의 이치다감은 하얀 가루가 특징

으로 일본에서 출하되고 있는 곶감의 약 29%를 차지한다. 

  이이다시모이나 지역의 이치다감 재배면적은 478ha, 미나미신슈농협의 이치다감 취

급고는 평균 25억 엔으로 이이다시모이나 지역에서의 이치다감 판매액은 대략 40～45

억 엔이다.

  미나시신슈 농협의 판매 점유율은 60% 전후로 추정되며 농협의 최대 취급량은 2002

년 316,000케이스(6kg 환산), 최대 취급액은 1999년으로 27억 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다. 감소하는 배경으로서는 이치다감이 전통가공식품에서 건강식품으로서 

소비자에게 인식되어 판매채널이 다양화되고 브랜드가치가 높아져 시장유통에서 통

신판매, 선물용 판매 등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서 정착하자 다른 업자와의 경쟁이 심화

되었기 때문이다.

3.4. 이치다감 지역 단체상품 등록

  미나미신슈농협과 시모이나 농협이 상표등록자로서 2006년 11월에 「이치다감 지

역 단체상표」가 등록 허가되어 지역 내의 생산판매 업자에 의해 지역브랜드로서 가

치와 생산력향상을 위하여 「이치다감 브랜드 추진협의회」가 설립되었다.

  <표 2>는 지역 단체상표 등록에 인정되기까지의 경위를 나타낸 것이다. 상표사용 

협정이 상표관리위원회에 의해 확립되어 재배에서 가공에 관한 연수회나 철저한 위생

관리, 브랜드 홍보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단체 상표 제도란、지역 브랜드를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신용도의 유지에 의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

을 목적으로　2006년 4월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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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 단체상표 등록까지의 경위

상표 市 田 怖

지정상품 나가노현 아이다 시모이나군에서 생산된 곶감

상품권자 미나미신슈농협 시모이나 원예농협

2005년 2/22 이치다감 진흥 간담회, 지역 단체상표에 대한 검토

10/3 이치다감 진흥협의회, 상표등록 공부모임

2006년 3/30 출원에 대한 의논

4/1 상표법개정에 의한 「지역 단체상표제도」개시

4/3 특허청에 출원

10/27 「이치다감」(市田怖) 등록조사 통지

11/10 「이치다감」(市田怖) 특허청 등록원부에 등록

자료：미나미신슈농협 홈페이지.

3.5.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한 미나미신슈농협의 대응

  미나미신슈농협의 이치다감 생산과 판매는 순조롭게 보이지만, 2003년경부터 소비

자로부터 불만이 증가하였는데, 농협 단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이다시(飯田

市)와 농협이 과제를 공유하고 생산자와 판매경영자가 이치다감의 생산 가공 판매기

준을 통일하여 신속하게 지역 단체상표를 취득하였다. 

  이치다감은 지역 단체상표를 취득했지만 품질과 양이 안정되지 않고 안전식품으로

서 산지기준이 명확화 되지 않는 등 브랜드의 선도자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2008년 농협 내에 「감 과(課)」를 설치하고 과제 해결을 위해 전문 직원 체제를 확립

하였다. 과제로서는 다음에 거론하는 이치다감의 품질기준의 명확화, 생산량의 확보와 

재배의 통일, 안심 안전한 가공기술 등이 있다.

3.5.1. 이치다감의 품질기준과 명확화

  이치다감의 특징은 색이 선명하고 표면이 부드러워 주름이 적은 것으로 이러한 조

건을 갖추어야 이치다감이라고 할 수 있다.「이치다감 브랜드 추진협의회」에서는 

2010년 이치다감 품질기준을 정하고 특히 이치다감의 명칭으로 출하, 판매되지 못하

는 것에 대해서는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로그마크를 작성하여 품질기준을 

충족한 이치다감에게만 부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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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생산량 확보 및 재배법 통일

  미나미신슈농협에서는 2008년에 감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생

산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이 생산력

의 약화를 초래하여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등 무엇보다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

었다. 농협에서는 2003년에 농가의 고령화에 따라 포장작업의 부담을 해소할 목적으로

「감 마을」을 설립하여 선별 포장 장기냉장 시설을 도입하여 농가지원을 실시하였다.

  2006년에는 이이다시와 농협이 연계하여 이이다시 농업진흥센터가「NPO 법인 녹

색바람」을 설립하고 감 재배를 포기한 감 밭을 농가로부터 차입하여 재배를 실시한 

후 수확한 생감을 이치다감 가공농가에게 알선하는「이치다감 등록은행제도」에 의

해 생산이 유지되고 있다. 생산에서 건조 포장 등을 전부 생산자가 담당해 오던 것을 

2003년 출하시설을 갖춤으로 인해 생산자들의 부담이 감소되었지만 재배지의 대부분

이 중산간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을 그만두

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농협에서는 생산부를 중심으로 1여 년 간

의 검토를 거쳐 2009년 7월에 농업생산법인 주식회사 이치다감 혼포프라우(株式会社

市田柿本舗ぷらう)를 설립하게 되었다. 즉, 고령화와 위생관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

고 지역진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법인의 설립 준비금은 2,010만 엔(99.5%)으

로 농협에서 2,000만 엔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농협직원이 출자하였다. 농가는 이제 생

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생산자로부터 구입한 생감의 껍질 까기, 줄에 꿰기, 

건조, 가공, 판매까지 법인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2010년에는 생감 매수 108톤, 차입 재배면적 100a(아르), 곶감으로 20톤을 판매하여 이

치다감 생산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생감 매수 200톤, 차입 면적 200a 곶감으

로 40톤을 계획하고 있다. 곶감의 경우는 계절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과일로 시설을 충

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는 

건조시설 하우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고령화 진행을 억제

할 수는 없지만 생산자들의 부담을 생산법인이 대신함으로써 지역의 특산물을 지속적

으로 생산해 내고 농지를 보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사례로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3.5.3 안전․안심 가공기술

  소비자 클레임의 대부분은 곶감 내부의 곰팡이이다. 원인은 전자동 껍질제거 기계

가 감의 껍질을 까기 위해 감을 고정해야 하는데 바늘을 감에 고정하기 때문이다. 미

나미신슈농협의 감 부회에서는 곰팡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늘식에서 흡



세계농업 제159호 | 43

입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치다감 브랜드의 존속유지에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2014년

부터 전부 흡입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기계 한대에 80만 엔에서 200만 엔 정도로 고가이므로 고령화 농가나 소규모 농가

의 이탈이 우려되자 농협에서는 흡입식 껍질제거 기계가 도입 불가능한 농가를 대상

으로 농협이 주체적으로 공동사업을 전개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온난화에 의해 자

연 건조만으로는 감의 표면에 곰팡이가 발생하므로 어떤 기후에라도 적응할 수 있는 

건조시설의 개선과 건조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3.6. 향후 계획

  앞으로는 이치다감을 둘러싼 생산 상황은 지금 이상으로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지금 이상으로 이치다감의 공급이 줄고 수요・공급균형이 깨어지는 것은 산지유지와 

이치다감 브랜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협이 실시하고 있는 「이치다

감 혼포후라우」,「감 마을」사업을 일관화 하여 새로운 농업생산법인을 육성하는 것이 

이치다감의 산지유지 확대와 브랜드 유지에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농산물 직매소를 통한 6차산업화 -에이메현 오치이마바리농협 사례 

4.1. 관내 농협의 특징과 농산물 직매소의 설립

  오치이마바리(越智今治)농협은 1997년 에히메현(愛媛顯) 이마바리시(今治市)와 오치

군(越智郡) 관내의 14개의 농협이 합병하여 탄생한 농협이다. 합병 전  8개의 농협은 

육지와 시코쿠(四国)를 잇는 시마나미 도로가 통하는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

머지 6개 농협은 산간부에 있다. 정 조합원은 12,000명, 준 조합원은 약 17,000명이다. 

농협의 판매고는 합병 전의 110억 엔에서 2010년 56억 엔으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에

는 다소 증가하여 62억 엔으로 3년 만에 60억 엔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관내의 농업은 농축산업 판매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밀감류가 재배되고 있어 광센

서 선과기를 도입하여 공동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야지대에서는 쌀과 보리와 시설

원예 등의 재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섬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생산량이 감소되고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농업 후계자도 좀처럼 확보하지 못하

는 상황이었다. 10년 정도 전부터 농산물의 농협 집하량도 점점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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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금액(천 엔/세금제외) 고객 단가(엔)

직매소 1,822,472 1,682

카페 178,112 1,028

식당 126,099 1,408

계 2,126,683

표 4  2010년도 판매 실적

  지역농업의 위기를 느낀 농협 직원 몇 명이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온 농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농협 내에 프로젝트를 만들어 추진한 것이 농

산물 직매소로 그 결과 「사이사이기테야(さいさいきて屋)」를 설립하게 되었다. <표 

3>에 직매소의 연혁을 기록하였다.

표 3  직매소의 연혁

년 월 개  요

2000년 11월 1호점 오픈, 출하회원수 90명으로 출발

2002년 4월 2호점 오픈, 출하회원수 500명 돌파

2006년 6월 출하회원수 1,000명 돌파

2007년 4월 현 점포 오픈 (2호점은 폐점)

출하회원수 1,332명

체험형 시민농원오픈

2007년 5월 카페 오픈

2007년 6월 식당 오픈

2009년 4월 어린이 체험농장 개설

2012년 4월 농산물가공처리시설 개설

채소 파우다기계 설치

2012년 6월 잔류농약분석실을 설치

4.2. 농산물 직매소「사이사이기테야(さいさいきて屋)」

  직매소를 설립한지 3년 정도 후에 판매고 1억 엔을 계획하고, 소규모의 농산물 직매

소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설립 첫해 21,000만 엔의 실적을 올려 초기 투자비용을 상각

하였다. 그 후 농협에서는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2개 점포 운영을 시작으로 서서히 판

매실적을 올려나가 2007년에 현재의 대형 직매소를 개설하고 2010년에는 고객 수 120

만 명, 판매고 21억 엔의 실적을 거두어 들였다(<표 4>2010년 판매 실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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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산물 직매소 운영

4.3.1. 생선류는 어협을 통해

  직매소의 인기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각종 생선 판매코너에도 있다. 왜 수산물을 판매

하는가 하겠지만 소비자의 편리성을 생각하여 원스톱 쇼핑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초 생선 판매도 직매소에서 전부 담당하여 판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역시 생선류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어협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지역의 어협에게 제안 하자 어

협에서도 직매를 해 보겠다고 하는 의견을 보여 왔다. 지역의 14개 어협의 공동출자에 

의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매일 아침 바다에서 잡힌 신선한 생선을 판매하고 있다.

4.3.2. 정미시설, 잔류농약 검사 분석실 설치

  점포 안에는 본격적으로 정미 기계뿐만 아니라 저온창고도 설치하였다. 농협 관내에

서는 매년 30kg짜리 5만 포장 정도 출하하고 있는데 여기 직매소에서는 그 반 정도에 

가까운 23,000포를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는 잔류농약 측정 장치를 도입하

였다. 직매소 밖이나 따로 마련해도 되었지만 굳이 직매소 매장 안에 잔류농약분석실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직접 분석실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벽은 큰 유리로 만들었다. 

  소비자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

들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4.3.3. 원격지 집하

  직매소에서는 농가 스스로가 출하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당 농협은 섬 지역을 관내

로 하고 있는데 섬 지역 농가들은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시나마미라고 하는 다리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농가들에게는 통행료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매소에

서는 섬에 거주하는 남자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아침 출근하기 전에 각 농가의 농

산물을 수집하여 출근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9시 정도에 직매소에 도착하게 

되면 점포 직원들이 진열대에 농산물을 진열하고 저녁 영업시간이 끝나면 남겨진 농

산물은 다시 직원이 트럭에 싣고 퇴근하면서 각 농가에 배달해 주는 방식이다. 처음에

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지만, 2012년부터는 섬 지역뿐만 아니라 육지이지만 

산간지역에서도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4.3.4. 잔품 감소 

  농산물 직매소의 가장 고민거리는 날씨에 따라 고객이 적은 날에는 잔품이 많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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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게 된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잔품을 줄이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발상으로 

2012년 4월부터 채소 분말(powder) 기계를 도입하였다. 팔다 남겨진 채소는 판매가격으

로 구입하여 건조기에 1~2일 건조 시킨 것을 분쇄기로 분말로 만든다. 생산한 분말은 

빵이나 케이크, 과자 등의 재료로 이용된다. 이렇게 만든 가공품들은 직매소 옆에 마

련한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다. 

4.3.5. 식당과 카페 운영

  직매소 옆에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식당에서 식재로 사용하는 채소는 물론 

직매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매일 수십 종의 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카페에서는 젊

은이들 취향에 맞게 샐러드, 케이크, 쿠키, 과일주스를 판매하고 있다. 

표 5  각 시설의 개요

시 설 면적(㎡) 개 요

직매소 562 출하회원수 1,400명, 생선류는 어협이 담당

신기술 신품종실증농장 519 신작물, 신품종의 생산기술지도 등

체험형 시민농원 2,052 초급 ‧ 중급 ․ 고급코스

어린이 체험농장 267 지역 내 어린이들이 채소재배

식당 77 지역산 농산물 사용

가공시설 ․ 카페 54 지역산 농산물 사용

쿠킹스튜디오 24 요리교실

4.4. 면화 프로젝트

  신기술 신품종 실증 농장에서는 채소의 신작물이나 과수의 신품종을 시험적으로 재

배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영농 지도원의 공부모임이나 출하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신

규 취농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장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면화재배

를 시작하였다. 이 지역은 일본 제일의 타월(수건) 생산지이다. 지산지소를 한다면 타

월의 재료인 면까지 직접 재배해 보기로 하고 지역의 타월 생산자와 연계하여 면화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들이 파종을 하고 면화 수확을 도와주고 

있으며, 타월 업자가 만들어 낸 타월에 직매소에 판매하는 채소를 가지고 염색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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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면화의 재배에서 제조까지 완전히 지역의 힘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타월 생산에 그치지 않고 청바지 생산까지 도전하여 의류회사와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데 도전하고 있다.

4.5. 지역 어린이 농업 교육

  어린이 체험농장을 마련하여 관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 체험학습을 실시

하고 있다.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찹쌀 벼 재배, 고구마 수확, 화덕 피자구이, 카레 

만들기, 냇가에 사는 생물체 조사, 딸기 케이크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있으며, 12월의 

수확제에는 자신들이 수확한 찹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일인당 만 

엔의 회비를 받고 있는데 사업으로 본다면 수지가 맞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자연과 식문화에 흥미를 가진 어린이가 있다면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해서 계속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의 생산과 판매체험을 통해 가족 간의 커뮤니케

이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식교육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4.6. 강한 농업이란 

  사이사이기테야가 현재의 대형 농산물 직매소로 확장했을 당시「농강(農强)」이라

는 단어를 모토로 삼았다. 

  ‘강한 농업을 지향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결코 규모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섬과 산간지역으로 이루어진 관내 지역은 다른 지역과 경쟁하기 보다는 

지산지소를 통해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처음 계획대로 

큰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농산물 직매소는 생산자에게 판매채널을 제공하

는 장소, 생산자 자신이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는 장소,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식문화와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소, 가공품의 개발과 정보의 수집과 제공의 장소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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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산업화(農業産業化)

정책 개요 *

전  형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농업산업화 개념4)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산업화(农业产业化)가 중국 농정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

다. 특히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영세 소농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별(품목별)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

으로서 그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1978년 말 농가 토지도급제의 도입을 통한 

농업경영시스템의 대전환에 이은 제2차 농업경영시스템의 개혁이라는 의미도 부여될 

정도로 중국 농정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농업산업화 정책은 처음부터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시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산동성(山东省)에서 채소산업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r-

gration) 모델이 시도된 것을 계기로 그 성과를 확대 보급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구체화

되고 정책화 되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이른바 ‘돌을 두들기면서 강을 건넌다(摸

着石头过河)'는 중국의 전통적인 개혁방식이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중국의 농업산업화 개념은 시장화, 구역화(단지화), 전업화, 규모화, 계열화(통합화), 

기업화의 6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이 중 계열화(Integration)가 핵심이다<표 1 참조>. 

  * (hjchon@krei.re.kr +86-10-6344-29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중국 동북3성의 중 단립종 쌀산업 구조변화와 

생산계열화 실태 조사 연구 (전형진, 2009)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인용 및 재정리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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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의 

각 단계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통합되는 생산계열화를 의미한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는 농업의 후방산업(투입재 생산 및 공급 산업, 기술 및 서비스산업)과 전방산업(농산

물 가공, 저장, 운송, 판매 산업)의 결합을 통해 전후방 연쇄효과(backward and forward 

linkage effect)를 극대화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중국의 농업산업화는 종종 우리나라 농정의 화두로 부상한 농업의 6차산업화와 비

교된다. 국내 농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6차산업화는 개념적으로 “생산에서 가공·판매 

등의 영역을 통합하고, 관광이나 교류·치유·복지 등도 비즈니스화 하여 지역에서 일자

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을 회생시키는 전략”으로 정의된다(김태곤 외, 2013). 

엄밀히 말해 지역농업 발전전략 차원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서 중국의 농업산업화와 우리 농업의 6차산업화는 출발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

만 6차산업화가 협의의 의미에서는 “생산자그룹의 주도로 가공·판매로 비즈니스 영역

을 확장하는 생산부문과 가공부문·판매부문의 통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생산계열화

가 핵심인 중국의 농업산업화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자그

룹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생산계열화의 주체를 생산자로 한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특히 용두기업龙头企业)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표 1  중국의 농업산업화 개념

개념 주요 내용

시장화
(marketization)

∙ 자원배치 및 생산요소의 결합, 생산요소와 상품의 구입‧판매가 시장기제에 의해 실현 

구역화
(regionalization)

∙ 생산요소의 집중, 자원비교우위에 입각한 배치계획 수립, 자원부존 조건에 부합하는 자원 
배치로 구역화(단지화) 실현

전업화
(specialization)

∙ 생산, 가공, 판매, 서비스 등 각 단계의 전업화(전문화)

규모화
(scalization)

∙ 수평적으로 토지,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집적경영 실현
∙ 수직적으로 생산‧가공‧유통의 통합화, 서비스의 사회화 실현. 통일적인 계획, 기술서비스, 

가공 및 판매로 적정규모에 도달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최적의 경제적 이익 실현

계열화
(integration)

∙ 생산‧가공‧판매과정의 통합화, 농업‧공업‧상업의 일체화경영 메카니즘 형성 여부가 
농업산업화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기업화
(commercialization)

∙ 생산, 경영, 관리의 기업화

자료: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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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주요 내용

1995.12.11 ∙ 사설 ‘論農業產業化’ 게재: 산동성 유방시의 농업산업화 경험 소개

1996 ∙ 농업부에서 농업산업화영도소조(農業產業化領導小組) 조직 → 전국적인 범위에서 농업산업화 정책 추진

1998.10.14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농업‧농촌업무의 약간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 關於農業和農村工作若
幹重大問題的決定》

∙ 농업산업화는 농가토지도급제의 토대위에서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영세한 농민들의 시장진
입 문제, 현대적인 과학기술 응용 및 규모화경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과 
시장화 정도를 제고하여 농업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임.

∙ 농업산업화의 발전은 시장개척, 농산물 심층가공 능력을 갖추고 대 농민 서비스제공 및 상품생산을 견
인할 수 있는 용두기업(龍頭企業) 육성이 관건임.

2000.1.16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2000년 농업‧농촌업무를 잘할 것에 관한 의견 關於做好2000年農業
和農村工作的意見》(中發[2000]3號)

∙ ‘기업+농가’ 유형의 농업산업화 경영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임.
∙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농식품 용두기업을 선정하여 시설 건설, 원료 구매, 설비 도입 및 상품 

수출 등 방면에서 지원하도록 함. 

2000.10.8

∙ 농업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
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농업산업화경영 중점용두기업 지원에 관한 의견 關於扶持農業產業
化經營重點龍頭企業的意見》(農經發[2000]8號)

∙ 국가에서 지원할 중점 용두기업의 선정 기준 및 6개 방면의 세부적인 지원내용 제시

2000.10.26

∙ 농업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
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용두기업 명단 공포에 관한 통지 關於公布農
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名單的通知》(農經發[2000]10號)

∙ 《意見》(農經發[2000]8號)에서 제시한 용두기업 표준에 근거하여 151개 국가중점 용두기업 선정. 기업 
동태에 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자격 취소

2001.6.26
∙ 농업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

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용두기업 인증 및 운
영모니터링 관리 잠행방법 關於印發‘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認定和運行監測管理暫行辦法’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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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산업화 정책 전개 과정

  중국 농업부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산동성 제성시, 수광시, 유방시 등에서 기

업(도매시장)이 주도하는 생산 가공 유통의 수직적 통합화를 실천한 경험을 토대로 

1996년 농업산업화 경영영도소조(农业产业化领导小组)를 조직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농업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1998년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5기 3중 전회

(10.12~14)에서 채택된 《농업 농촌업무의 약간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은 농업산업

화가 중국 농업의 당면과제인 농업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임을 강조하고 

정책적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아울러 농업산업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개척 능력과 

농산물 심층 가공 능력을 갖추고, 대 농민 서비스 제공 및 농민들의 상품 생산을 견인

할 수 있는 용두기업(龙头企业; leading enterprise)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기업+농가’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통한 농업산업화 발전 전략을 표방하였다. 



표 2  중국의 농업산업화 정책 전개 과정

일 자 주요 내용

(農經發[2001]4號)
∙《通知》(農經發[2000]10號)에 근거하여 국가중점 용두기업의 선정지표, 신청 및 인증 절차와 방법, 모

니터링 실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001.11.15
∙ 국가세무총국: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용두기업 소득세 면세 문제를 명확히 할 것에 관한 통지 關於明

確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所得稅征免問題的通知》(國稅發[2001]124號)
∙ 소득세 면세 기업의 조건과 절차, 관리 감독 및 검사에 관한 내용 규정

2002.8.14
∙ 중국농업은행: 《농업산업화 신용대출 업무를 더욱 잘할 것에 관한 지도의견 關於進一步做好農業產業

化信貸工作的指導意見》(農銀發[2002]125號)
∙ 농업산업화 촉진을 위한 중국농업은행의 중점 지원사업 영역 명시

2002
∙ 농업부: 《계약농업의 발전과 규범화에 관한 의견關於發展和規範訂單農業的意見》
∙ 계약농업의 규범화된 발전을 촉진하고 인도하기 위해 계약농업의 의의와 역할, 형식 등을 소개하고 각 

지역 사정에 맞게 규범화하여 계약이행율을 제고할 것을 강조

2002.12.31

∙ 농업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
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 《제2차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용두기업 명단 
공포에 관한 통지 關於公布第二批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名單的通知》(農經發[2002]14號)

∙《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認定和運行監測管理暫行辦法》에 근거하여 235개 국가중점 용두기업 선정

2004.9.3

∙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 《제3차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선도기업 명단 공포에 관한 통지 關於公布第三批
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名單的通知》(農經發[2004]5號)

∙《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認定和運行監測管理暫行辦法》의 규정에 근거하여 210개 국가중점 용두
기업 선정

2005.7.7

∙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 《21개 기업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선도기업 추가 선정 공포에 관한 통지 關於
公布21家企業遞補爲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的通知》(農經發[2005]8號)

∙《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認定和運行監測管理暫行辦法》의 규정에 근거하여 21개 기업을 추가로 
국가중점 용두기업으로 선정

2006.10.13

∙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 《농업산업화 경영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關於加快發展農業產業化經營的意
見》(農發[2006]6號)

∙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 동안의 5가지 농업산업화 발전 목표, 농업산업화 정책 추진의 
8가지 중요 업무, 농업산업화 경영에 대한 재정, 투자, 세수, 금융, 수출 방면의 지원 내용을 명시

2008.8.1

∙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 《제4차 농업산업화 국가중점 용두기업 명단 공포에 관한 통지 關於公布第四
批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名單的通知》(農經發[2008]3號)

∙《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認定和運行監測管理暫行辦法》의 규정에 근거하여 312개 국가중점 용두
기업 선정

2010.9.19 

∙ 농업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용두기업 인증 및 운영모니터링 
관리방법 關於印發‘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認定和運行監測管理辦法’的通知》(農經發[2010]11號)

∙《관리방법》에서는 국가중점 용두기업에 대해 동태적 관리를 실시하고 2년마다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또는 박탈하도록 규정  

2011.12.28

∙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 《제5차 농업산업화 국가중점 용두기업 명단 공포에 관한 통지 關於公布第五
批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名單的通知》(農經發[2011]12號)

∙《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認定和運行監測管理办法》의 규정에 근거하여 359개 국가중점 용두기업 선정

2013.4.7
∙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 《54개 기업을 농업산업화 국가중점 용두기업으로 추가 선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 關于遞補54家企業爲農業産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的通知》(農經發[2013]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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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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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농업산업화 정책은 농식품 용두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

업부를 포함한 9개 부처는 2001년 6월 공동명의로 발표한 《농업산업화 국가중점용두

기업 인증 및 운영모니터링 관리 잠행방법》(农经发[2001]4호)에서 국가중점 용두기업

의 선정 지표, 신청 및 인증 절차와 방법, 모니터링 실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였다. 용두기업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정의한 개념으로 “농식품 가공업 및 유통업을 위

주로 하는 기업으로서 각종 이익분배 메카니즘(계약, 주식합작제 등)을 통해 농가와 

연계하여 농가의 시장진입을 견인하고,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를 유기적으로 결합

하여 통합경영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용두기업의 특징을 요약하면 ①농식

품 가공 및 유통업 위주, ②전업화 생산에 종사하는 농가 견인(연계), ③시장개척 및 

기술개발 능력 보유, ④농가와 이익공동체 결성하여 농민들이 가공, 유통과정의 이윤

을 부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용두기업은 규모 및 경영관련 지표를 기준으로 국가급(國家級)과 성급(省級), 시급

(市級), 현급(縣級)으로 구분한다<표 3 참조>. 중국은 2000년 10월 처음으로 국가중점 

용두기업 151개를 선정한데 이어 2013년 10월 현재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342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표 3  중국의 국가급 용두기업 선정 기준

지 표 기 준

조직 형식

∙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농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업 위주의 법인 자격 기업
∙ ①[회사법公司法]에 의거하여 설립된 회사, ②기타 형식의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및 

해외합자기업, 해외합영기업, 해외직접투자기업, ③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하고 개설된 
농산물전문도매시장을 포함 

경영 ∙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매출액이 기업 총 매출액의 70% 이상

규모

∙ 생산․가공‧유통기업
  - 총자산 규모: 동부 1.5억 위안 이상, 중부 1억 위안 이상, 서부 5,000만 위안 이상
  - 고정자산 규모: 동부 5,000만 위안 이상, 중부 3,000만 위안 이상, 서부 2,000만 위안 이상
  - 연매출액 규모: 동부 2억 위안 이상, 중부 1.3억 위안 이상, 서부 6,000만 위안 이상
∙ 농산물 전문도매시장: 연간 거래액 기준 동부 15억 위안 이상, 중부 10억 위안 이상, 서부 8억 위안 

이상

수익 ∙ 총자산수익률이 동 기간 은행대출 이자율 상회

부채와 신용 ∙ 자산-부채 비율이 60% 이하, 은행대출이 있는 기업은 최근 2년내 신용불량 기록이 없을 것

연계능력

∙ 안정적인 이익분배 메카니즘(계약, 합작, 주식제 등)을 통해 농가와 연계할 수 있는 능력
  - 동부 4,000가구 이상, 중부 3,500가구 이상, 서부 1,500가구 이상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계약, 주식제, 합작 방식으로 농민, 합작사(전문협동조합) 또는 

기업이 각지에 조성한 생산기지로부터 직접 조달한 원료농산물 혹은 구입물량이 전체의 70% 이상  

제품경쟁력
∙ 동종 업종의 기업 중 품질, 기술, 신제품 개발능력이 상위에 있고, 주력 제품이 국가산업정책, 

환경보호정책 및 품질관리표준체계에 부합하며 2년내에 품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자료: 《農業產業化國家重點龍頭企業認定和運行監測管理辦法》(農經發[2010] 1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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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점 용두기업에 대한 지원은 재정, 투자, 세수우대, 금융, 수출 방면에 걸쳐 있

다. 농업부를 비롯한 8개 부처의 공동명의로 2000년 10월 발표된 《농업산업화 경영 

중점 용두기업 지원에 관한 의견》(农经发[2000] 8號)에 나타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 상업은행1)은 국가중점 용두기업을 대상으로 농가와 연계된 생산단지 조

성 및 기술개발 투자 항목에 대해 저금리 신용대출을 확대한다. 식량, 면화 등 주요 농

산물을 원료로 하는 대형 가공기업의 원료 구매 시 기업과 생산기지 농가 간 계약내

용을 토대로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둘째, 국가중점 용두기업이 대규모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농가와 연계하여 ‘기업+

생산단지+농가’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생산단지 조성 등에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셋째, 기업과 농가 간 다양한 형식의 위험공동부담 기제를 확립하고 계약(contract) 

등의 방식으로 안정적인 구매 및 판매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련 재정, 세

수정책과 제도에 근거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재배업, 축산업 및 농림수산물 1차 가공업에 종사하는 국가중점 용두기업에 대

해 소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기술 개발과 혁신을 독려하기 위해 개발비용을 지원한다.

  다섯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을 개척하고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국가중

점 용두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중앙 대외무역 발전기금(中央对外贸易发展基金)2)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수출시 융자를 실시하고, 국유 상업은행도 수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출해 주도록 한다. 국가 신기술 항목에 부합하는 경우 농산물 가

공설비의 수입 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국이 추진 중인 농업산업화 정책은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2010년)의 정책 

목표와 주요 추진 업무 등을 제시했던 《농업산업화 경영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农发[2006] 6號)에 잘 나타나 있다. 《의견》은 2006~2010년 기간 동안 ① 용두기업 

육성, ② 농산물 가공수준 제고, ③ 브랜드 육성, ④ 생산자조직 및 농민의 ‘농업산업

화경영’ 참여 확대, ⑤ 농산물 원료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 5가지의 농업산업화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1)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은 중국공상은행(中國工商銀行), 중국농업은행(中國農業銀行), 중국은행(中國銀行), 중국건설은행(中
國建設銀行).

 2) 1996년부터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원천은 수출상품 할당 입찰 수입이고, 수출기업의 경영성 투자와 중앙정부의 대

외무역 촉진 활동에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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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두기업 육성: 옥수수 가공제품, 유제품, 육류제품, 과일, 채소 등 이미 기초가 

확립된 분야부터 경쟁력이 강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용두기업을 육성한다. 대

중 소형 용두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여 연간 매출액 100억 위안 및 50억 위안

을 초과하는 용두기업을 다수 육성한다.

  (2) 농산물 가공수준 제고: 농산물 심층 가공 비중을 현저히 증가시켜 가치사슬을 연

장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산물 가공율

이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농산물 브랜드 육성: 국제 및 국내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표준화체계를 마련하

여 농산물 품질안전과 생산기술 수준을 제고한다. 고품질, 고효율의 안전하고 친

환경적인 유명브랜드 상품을 육성한다. 국가급 및 성급 중점 용두기업이 생산하는 

식품은 녹색식품 표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100개 이상의 유명 브랜드를 육성한다.

  (4) 생산자조직 및 농민의 농업산업화 경영 참여 확대: 다수의 전업 합작사(전문협동

조합)과 중개조직을 발전시켜 기업과의 이익배분 및 경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농

민들의 시장진입의 조직화 정도를 제고한다. 많은 농민들이 농업산업화 경영 영

역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로부터 얻는 소득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 

  (5) 농산물 원료 생산단지 조성 확대: 다수의 고품질 전용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

여,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용두기업의 가공수요를 충족시키며, 농가들의 표

준화 생산수준을 제고한다.

  《의견》은 또한 농업산업화 경영시스템 완비, 용두기업 클러스터 시범기지 육성, 각

종 중개조직의 발전 촉진, 농산물 품질 수준 제고, 과학기술 수준 제고, 국내외시장 개

척,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실현 등을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중점 업무로 제시하였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산업화 정책은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통합하는 계열화가 

핵심이다. 따라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과 농가를 연계하여 계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조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농가와 파트너가 되는 조직, 즉 계열화 주체는 용두기

업, 중개조직(협동조합, 품목협회 등), 전문시장(주로 도매시장)이 대표적이다. <표 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농업산업화 관련 경영조직은 1996년 1.2만 개에서 2010년 

25.5만 개로 연평균 24.45% 증가하였다. 연계된 농가의 수는 같은 기간 1,995만 호에서 

10,700만 호로 연평균 12.7% 증가하였다. 중국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에서 

약 40%로 증가하여 농업산업화 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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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제약과 자본주의적 농업협동조합의 운

영경험 부족 등으로 규범화된 협동조합의 발전이 매우 미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농식품 용두기업이 주축이 되어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통합하는 방식으

로 농업산업화를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다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두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초기의 양상에서 

벗어나 점차 중개조직의 역할이 강화되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특히 2007년 7

월 1일 농민전업합작사법(农民专业合作社法) (2006.10.31 제정) 시행을 계기로 법률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의 제도적이고 규범화된 발전이 촉진됨에 따라 대표적인 중개조직

인 협동조합이 점차 중국 농업산업화의 주력군으로 부상하는 추세이다. 2010년 말 현

재 전국의 전문협동조합은 35만 개에 이르며 가입 농가 수는 2,800만 호로 전체 농가

수의 10%에 달한다.

표 4  중국의 농업산업화 관련 경영조직 발전 추이

구 분 1996년 2000년 2006년 2010년

조직 수
11,824
(100.0)

66,000
(100.0)

154,820
(100.0)

254,900
(100.0)

  ․용두기업
5,381
(45.5)

27,000
(41.0)

71,691
(46.3)

99,200
(38.9)

  ․중개조직
3,384
(28.6)

22,000
(33.0)

70,874
(45.8)

141,100
(55.4)

  ․전문시장
1,450
(12.3)

7,600
(12.0)

12,277
(7.9)

14,600
(5.7)

참여 농가(만 호)
1,995
(10.0)

5,961
(25.0)

9,098
(36.1)

10,700
(40.0)

참여농가의 평균
연소득 증가액(위안) 

n.a. 947 1,486 2,193

  주: 참여 농가의 괄호 안 숫자는 중국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王新陽. 2008. 農業產業化問題研究－以威海市爲例. 山東大學碩士學位; 中國農業部 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 黃連貴等. 2008. “農業產業化經營發展取得了顯著成效” ｢農村經濟與科技｣ 2008(10); 
農業部農業產業化辦公室. “2010年全國農業產業化取得明顯進展” ｢農村經營管理情況｣ 2011年第29期(2011.5.30).

  농업산업화 경영조직이 농가와 연결되는 주요 형태, 즉 이익분배 형태는 계약(contract), 

합작제(cooperative system), 주식 합작제(stock cooperative system)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계

약관계는 조직 내부의 이익주체들이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분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주식 합작제는 농가가 주식 지분을 가지고 조직에 참여하는 것으로 노동을 제

공하고 참여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시스템이다. 합작제는 농가가 조직을 설립하고 회원

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중국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계약형태(주로 주문

계약)가 67.2%로 가장 높고, 합작제와 주식 합작제 형태는 32.8%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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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산업화 경영 유형

  중국의 농업산업화는 생산계열화가 핵심이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생산계

열화 유형은 품목별 또는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기업+농가’, ‘기업+생산기지+

농가’, ‘기업+행정단위(촌민위원회)+농가’, ‘기업+농업생산자조직(합작사, 품목협회 

등)+농가’, ‘농업생산자조직+농가’, ‘국유농간기업(農墾企業)+생산기지+농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기업+생산기지+농가’, ‘기업+농업생산자조직(합작사)+생산기지

+농가’, ‘농업생산자조직(합작사)+농가’ 유형이 가장 대표적이다. ‘국유농간기업(農墾

企業)+생산기지+농가’ 유형은 전국의 농간계통(農墾系統)3)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산

계열화 모델로 규모화 수준이 높고 통합의 정도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농업산업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것은 토지소유권

과 토지사용권이 분리된 중국의 토지제도에서 기인한다. 1978년 말 시작된 중국의 농

촌개혁 과정에서 확립된 농가 토지도급 경영제(包幹到戶)는 토지제도 측면에서 보면 

1950년대 농업집단화 이후 확립된 집단소유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개별 농가가 토지사

용권(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농가 토지도급 경영제의 실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중국 농업의 고속성장을 견인하

였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 및 유통체제 개혁이 심화되고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가 

토지도급 경영제는 영세 분산된 농민의 소규모 생산과 대규모 시장의 모순, 소규모경

영과 규모화 경영의 모순, 농업의 수직적 분화를 심화시켜 농업발전을 제약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

이 생산계열화를 핵심으로 하는 농업산업화이다. 이른바 농업산업화 경영을 통해 분

화된 생산, 가공, 유통단계를 통합하고 농가 토지 도급제의 토대위에서 규모화 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농가의 입장에서도 ‘기업+

농가’ 유형의 생산 계열화는 소규모 경영으로 인한 시장위험을 회피하고 소득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적극 수용하였다. 

 3) 신중국 성립 이후 인민해방군 제대군인이 주축이 되고, 이후 도시의 청년지식인이 참여하여 전국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조성한 
국영농장체계(State Farm System)를 의미한다. 중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모두 분포하며, 일반적으로 국영농장을 중심
으로 한 국영 농업기업(그룹) 형태로 존재한다. 농업부 내 농간국(農墾局; Bureau of Agricultural Reclamation)이 농간계통관

련 제반 업무를 총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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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기업+생산기지+농가’유형

  중국의 농업산업화 경영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열화 유형이다. 기업이 주변 농촌지

역의 농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토지를 임대한 농민이나 기

타 노동력을 활용하여 종자(종묘), 생산기술 등 기업의 통일적인 계획하에 생산을 진

행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것은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통일적

인 관리의 필요성 때문이다.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는 토지사용권의 유동을 법률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농가들이 임대료를 받고 토지사용권을 기업에게 양도하고 기업은 양도받은 토지를 생

산기지로 조성하여 통일적인 계획 하에 생산을 진행함으로써 규모화 경영을 실현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전하여 농

민공(農民工) 신분으로 취업하거나 기업이 조성한 생산기지에 고용되어 농산물 생산

에 참여할 수 있다. 도시로 이전하여 취업하는 경우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많아 기업

에 고용되어 생산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림 1  ‘기업+생산기지+농가’ 생산 계열화 유형(사례 1, 2)

자료: 중국 현지 출장조사 결과.

  기업이 농민들을 고용하는 형태는 품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장

기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거나 파트파임으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은 형태가 가장 많다. 

지역별로 토지사용권 임대 기간 및 비용, 고용 시 월 급여와 일당 등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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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생산기지를 조성한 후 농가와 연계하는 방식은 기업이 농가로부터 토지사용

권을 임차한 후 농민들을 고용하는 방식 이외에도 기업이 임차한 토지를 해당 토지를 

임대한 농민에게 재 도급하고 농민들이 자기 책임 하에 생산을 진행하도록 한 후 기

업이 제시한 표준에 적합한 생산물을 시중가격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

는 유형도 있다<그림 1 참조>. 이 경우 기업은 기술 지원, 가공, 유통을 책임지고 직

접적인 생산은 계약을 체결한 분산된 농민들이 진행한다. 농민들은 기업에게 토지의 

비옥도 등을 감안하여 확정된 연간 토지사용료를 지불한다.

  ‘기업+생산기지+농가’ 생산계열화 유형에서는 행정부문이 기업의 생산기지 조성 

및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업과 농가 간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4) 해당지역 촌민위원회가 기업과 농민 간 토지 임대차계약에 개

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유형은 농산물 생산의 집중과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기업이 생산과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생산의 규모화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개별 농가와 

거래를 진행할 때보다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또한 이 

유형은 계약 형식을 통해서 농가를 기업내부로 끌어 들이고, 기업과 농가 쌍방 간 계약

위반의 위험을 줄이는 한편 농산물 생산의 표준화를 통한 품질제고에도 유리하다. 

3.2.‘농업생산자조직+(생산기지)+농가’유형

  중국의 농업산업화 경영은 ‘기업+생산기지+농가’ 유형의 생산 계열화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거나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

된 각종 농업생산자조직(특히 합작사)이 생산계열화의 주체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농업협동조합법 에 해당하는 농민전업합작사법 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농민전업합작사는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가 진전되면서 중국 농촌에서 자생적으

로 조직된 농민들의 협동조직인 농민합작조직(農民合作組織), 농민합작경제조직(農民

合作經濟組織)의 주요 형식의 하나이다. 전업(專業)은 특정 품목이나 업종을 강조한 것

으로 농민전업합작조직(農民專業合作組織) 또는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農民專業合作

經濟組織)은 특정 품목이나 업종에 종사하는 농가들의 협동조직을 의미한다. 

 4) 중국의 토지유동 형태 중 토지소유권 주체인 집체경제조직(주로 촌민위원회)이 농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도급한 토지를 회수한 
후 생산조건을 개선하여 농민들에게 재 도급하거나 해당 집체경제조직 이외의 조직(예를 들어 기업)에 일괄적으로 임대하는 

‘반조도포(反租倒包)’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 경우 행정부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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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농업생산자조직+(생산기지)+농가’ 생산계열화 유형

  중국에서는 1950년대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조직되었던 호조조(互助組), 

초급농업합작사(初級農業合作社), 고급농업합작사(高級農業合作社) 등과 구별하여 신

형(新型) 농민합작조직 또는 농민합작경제조직으로 불리고 있다. 전업협회(專業協會), 

전업합작사(專業合作社), 주식합작사(股份合作社), 전업기술협회(專業技術協會), 기술연

구회(技術研究會), 합작협회(合作協會)，서비스중심(服務中心), 서비스회사(服務公司)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하며 이 가운데 전업합작사가 대표적인 형식이다.5) 

  중국에서는 농민전업합작사법 제정 이전에도 농민들이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

으로 다양한 협동조직을 설립하였지만 법인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

았다. 법률 제정으로 합작사는 독립적인 시장주체로서 다른 시장주체와의 계약, 거래, 

자금대출 등 일체의 생산 경영활동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시장

경제가 더욱 진전될수록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 그 역할과 기능이 증가하고 농업산

업화 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3.‘기업+농업생산자조직(합작사)+생산기지+농가’유형

  ‘기업+농가’ 생산계열화 유형이 계약관계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농업생산

자조직+농가’ 유형은 자금부족과 담보자산의 결핍이 중요한 제약 요인이다. 이러한 

 5) 합작사의 영어표현은 cooperative로 협동조합을 의미하며, 전업합작사의 영어표현은  specialized cooperative로 “특정 품목

이나 업종의 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확대 및 유
통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인 품목조합에 해당함. 농민전업합작사는 농업전업합작사 또는 농촌전업합작사로도 표현되는데 각각 주체, 산업, 지

역범주가 강조되었을 뿐 품목조합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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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업+생산기지+농가’ 유형에 농업생산자조직(대표적으로 

합작사)이 결합된 형태의 생산계열화 유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개별 농가

입장에서 보면 기업과의 교섭력이 약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할 조직을 찾게 되고, 기

업입장에서는 원료 구매비용을 낮추고 원료공급의 안정성 및 품질 보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생산자조직을 통해 다수의 분산된 농민을 관리하는 수요가 증가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기업+농업생산자조직(합작사)+생산기지+농가’ 생산계열화 유형

  ‘기업+농업생산자조직(합작사)+생산기지+농가’ 생산계열화 유형에서 기업은 합작

사를 통해 농가와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익공동체 관계를 결성하고, 농가도 소득 및 이

익 보장 측면에서 개별적 경영보다도 유리하며, 원료 공급에서 수량과 품질을 일정하

게 보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생산자조직인 합작사의 개입으로 농가의 위상과 교섭

력이 제고되고 기업도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업과 농가의 계약은 기업과 농가를 

대표하는 합작사 간 계약으로 대체되어 개별 농가와 계약하는 번거로운 수속과 협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의 원료 생산에 대한 품질의 감독비용과 통제비용을 줄

일 수 있다.

  이 유형에서 유의할 것은 대표적인 농업생산자조직인 합작사의 성격이다. 합작사는 

조직의 결성 과정에서 기층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 농민주도형(自辦型), 관주도형(官辦

型), 결합형(官民結合型)으로 구분된다. 중국의 합작사는 농민주도형의 비율이 적고 정

부(농업부문, 과학기술협회, 기타 정부 부문)나 농기업, 공급 판매합작사(供銷社) 등 외

부세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합작사의 발기인 주체는 농민, 기업, 농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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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층 정부 및 농촌집단 경제조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기업이나 기층 

정부 및 농촌집체 경제조직이 발기인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합작사의 발기인 주체

가 기업인 경우 합작사는 본래적 의미의 생산자조직의 성격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업

의 부속기구의 성격이 강하다. 

3.4.‘기업+농가’유형

  ‘기업+농가’ 유형은 농식품 기업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 법률적 효력이 있는 생산,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쌍방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형태이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원료의 수

량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농가에게 종묘(종자), 기술, 정보 등 계열화된 서비스를 제

공하고, 보호가격 또는 계약가격으로 생산된 원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보호가격은 

평균 생산비용에 평균 이윤을 더한 가격으로 기업과 농가 쌍방 간 협의를 통해 확정

한다. 농가는 계약 규정에 따라 토지, 자금, 설비를 활용하여 정해진 시기에 기업에게 

계약 물량을 판매한다. 

그림 4  ‘기업+농가’ 생산계열화 유형

  이 유형은 개별 농가경영의 불확실성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고, 일정정도 기업과 

농가 쌍방의 시장위험과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계약

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구속력이 약하고, 농산물시장 자체의 변동이 심해 기업과 농가 

모두 기회주의적 행위를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계약위반 현상

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쌍방 간 계열화 정도는 견고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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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산업화를 농정의 화두로 제시하고 농식품 기업이 

주체가 되어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계열화하는 농업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

다. 특히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영세 소농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별(품목별) 경쟁

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생산계열화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기업은 대부분 ‘기업+생산기지+농가’ 유형의 계열화된 생산 경

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생산계열화의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특히 고품질을 추구하는 친환경농업의 경우에도 생산계열화가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족농 또는 소규모 생산자조직에 기초한 소규모 생산 경영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농업 생산 경영구조와 차이가 있으며 한중 간 농업경쟁력 측면에서 우리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과 중국 농업의 성장단계의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농민들

의 능력과 기술력 등은 중국에 앞선다고 할지라도 개별 농가 중심의 생산 경영시스템

과 비교하여 중국의 기업의 역할이 강조된 경영시스템은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

에게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농업산업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여 우리도 국내 농식품 

기업과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그룹)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구상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농정의 대상에 식품이 포함되면서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

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필요성이 있다. 농정의 대상에 식품이 포함되면서 정부에서

는 ‘소비자 산지 상생자금’을 조성하여 식품 제조 기업이나 식품유통업체에 자금을 지

원(융자)하면서부터 식품기업이나 유통업체들이 점차 ‘기업+생산자조직+농가’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통해 원료를 계약 구매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농식품 기업

들이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시 군 유통조직 등 생산자조직과 물량, 단가, 

품질, 대금결재 등 관련된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농식품 기업과 생산자조직이 연계되는 ‘기업+생산자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

반 등)+농가’ 유형의 생산계열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한․중 FTA의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중국시장에 우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

기 위해서는 규모화 된 전문 수출 경영체의 육성이 필요하고, 생산, 유통, 수출단계를 

통합한 생산계열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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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산업화(農業産業化) 

지역사례 연구 *

주 준 펑 (朱俊峰)
(중국농업대학경제관리대학 부교수)

  농업산업화가 중국에서 단계별로 시행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 경영조직모델의 

혁신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다. 농업산업화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발전 국면에 진

입하였으나 어떤 모델을 채택해야 중국의 현대화농업의 발전을 더욱 잘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 실천의 산물인 만큼 굳

건한 이론적 지지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 현 단계에 존재하는 모델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 모델 운영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더 나은 탐

색을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중국 국내외 연구 현황6)

1.1 외국 연구 동향

1.1.1. 농업산업화 개념

  세계 농업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농업산업화는 1950년대의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였다. 하버드대학교 교수 John M. Davis와 Roy A. Goldberg의 저서 《A Concept of 

 * (zhujunf501@s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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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business》(1957)에서 농업생산경영이라는 참신한 개념인 Agribusiness를 제시하였으

며, 이 개념의 출현은 농업산업화의 장을 열었다. 

  전 세계의 식량과 섬유체계가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외국의 학자와 정책 제정자들

은 이러한 변화를 ‘the agro industrialization progress(농업산업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

다. 하지만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의로 인하여 ‘농업산업화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

해 참고할만한 통일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 다만 농업산업화는 특색경제와 사회

시스템 형성을 촉진하고, 세 가지 동적인 속성을 갖춘 프로세스’라는 점에 대해서만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

1.1.2. 농업산업화 연구 내용

  농업산업화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외국의 여러 학자들은 농업산업화라는 경제 현

상이 발생한 원인과 내포적 의미 분석을 연구의 핵심으로 삼고, 농업산업화는 농업 산

업 간의 공동 생산품의 출현으로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농업산업화 연구 학

자들은 농산품 거래와 무역 자유화 정책 간의 관계, ‘생산․구매’ 결정과 노동력 전이 

정책간의 관계, 제도 환경 변화와 경제 세계화 전략 간의 관계, 자본․노동력 생산효

율과 생산 경로 선택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위의 요소가 농업산업화 발전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동시에 일부 학자들 역시 경제, 사회에 대한 

농업산업화의 영향을 총 정리하고, 발전경제학의 관점에서 농업산업화의 발전은 경제

성장과 제도개혁을 촉진하고 농업발전의 활력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Ronald D. Knutson(1983)은 농업산업화의 조직형식 두 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

다. 하나는 공·상업 기업이 직접경영 또는 계약 체결의 방식으로 농장과 협력하여 구

축한 단일화 경영 조직이며, 나머지 하나는 농합조직(農合組織)과 농장이 협력하여 구

축한 단일화 경영 조직이다. 조직형식에 대해 Gail.L.Gramer과 Clarence.W.Jensea(1993)은 

미국의 농업 단일화 조직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농업산업화의 경제적 의미도 

분석하였다. 

  국가정책이 농업생산 및 농업산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농업 세수와 보조정책 이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Fan Hu와 John 

M.Antle(1993）는 정책변수를 포함한 농업 총생산량 모델을 이용, 각 국가 정책의 실증

결과 연구를 통해 농업 정책이 농업 총 생산력에 현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가설의 

정확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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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농업산업화 연구 방법

  농업산업화는 복잡한 경제학 문제와 사회발전 현상으로 그 연구 방법이 학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vans、Stephens(1988), Barry(1995) 등은 농업산업화가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에 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평가 방법 연구에 대해 상세히 논술하고, 농업

산업화 연구 방법을 총 정리하였다. Agribusiness은 농업산업화의 발전에 두 가지 지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농산업 경제학(agribusiness economics)인데, 농업산업화 과

정에서의 생산과 가공, 판매의 단일화 연구로써 기업 간의 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

구한다. 두 번째는 농산업 관리학(agribusiness management)으로, 농업산업화 과정에서의 

기업 관리 구조에 대한 전략 결정 연구이다. 이 중 농산업 경제학은 발전 경제학을 이

론의 기초로 하여, 미시분석에서 착수하여 제도 경제학에서의 계약 이론과 거래 비용을 

중심 연구 방법으로 삼고 응용하였다. 농업산업화 진행과정에서 제도 경제학인 끼친 

중요한 역할은 제도개혁과 제도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 데 있다(Williamson，

1996). 제도 연구와 성장은 경제 발전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는 제도가 

생산과 거래 비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North，1990). 농업산업화의 또 다른 미

시분석 방법은 시장거래경로의 조직경제학이다. 이는 시장조직을 수직 및 수평적으로 

연구한 방법 중 하나로,  Barrett(1997)이 채택한 후의 bainsian공업조직의 수평적 개념을 

예로 들 수 있다. 농산업 관리학 연구 방법의 첫 번째 기념비적인 연구 성과는 ‘상품시

스템방법(CSA)’이 특히 수직적인 농산품 시스템을 겨냥하여, 주로 농업산업화 발전 추

구와 조화를 이루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후, Marion이 미시경제학을 기초로 더욱 이

론을 갖춘 농산품 시스템 연구 방법인 ‘부문별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방법 역시 농업산업화 문제를 연구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외국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연구 방법을 사례 분석에 결합시켰다. 농업산업화 

연구에서 외국 학술계는 개발도상국의 농업산업화를 중점으로 각기 다른 시각에서 관

찰하고 심도 있게 분석해, 지역 경제 연구 발전에 큰 가치가 있는 문헌을 제공하였다. 

  상술한 외국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먼저 농업산업화 이론, 실증 등 분야에 

대한 외국학자들의 분석은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모델을 이용해 경제문제

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실행 가능성과 활용성을 갖춘 

이 두 가지 분석 방법은 농업산업화를 구체적으로 지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방면에서 보면 외국 학자들은 농업산업화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긴 

했지만 정책변화가 농업산업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적은 편이다. 실제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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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책과 농업산업화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는 농업산업

화 진행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책변화가 농업산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2. 중국내 연구 동향

  중국은 1993년부터 농업산업화경영을 추진하기 시작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겨우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 전반적으로 농업산업화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발전단계

에 머물러 있다. 연구는 먼저 산업조직의 시각에 기초한 분석과 규범경험식의 정책 연

구, 신제도 경제학 방법을 이론의 기초로 삼은 연구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2.1. 농업산업화 개념

  농업경제문제 잡지사의 총론에 따르면, 현 학술계에는 농업산업화에 대한 정의와 

내포적 의미가 최소 11가지의 관점이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니우눠펑(牛若峰)과 천지

위안(陳吉元)이 내린 정의가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니우눠펑(2000)은 농업산

업화경영을 강조하며, 농업산업화는 비교적 모호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실제로 경영분

야에 더욱 치중하여 활용해야한다고 여겼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모두 경제효율을 중심

으로 하는 시장의 뒤를 바짝 쫓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농업산업화에 대한 설

명 역시 규범적이지만 실증 방면에 있어서 외국의 정의와 비교하면 약간 부족한 편이다. 

1.2.2. 농업산업화 조직형식 연구

  농업산업화경영조직에 대한 연구에서 저우리췬(周立群)과 차오리췬(曹立群)(2001)에 

따르면, 농업산업화 초기 농촌의 주요 경제조직형식은 합작사와 ‘용두기업+농가’형태

이며, 이 두 가지 조직형식은 일정 부분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농업

경제조직 개선과 혁신탐색 시 반드시 신용과 협력, 전문적인 투자와 조직조정, 정부의 

상호보완적 제도 마련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원리(張文禮)(2000)는 제도혁신이론을 활용하여 중국의 농지재산권구조 선택의 원

칙과 현행의 농지재산권 제도 안배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는 ‘세 가지 

기초제도’지지를 전제조건으로 시장화, 산업화 제도 혁신을 통해 가정경영 조직모델을 

개조하여 현지 상황에 적합한 농업산업화 경영 모델(용두기업 주도형, 과학기술 주도

형, 시장 주도형, 주도산업 주도형 등 포함)을 선택할 것을 제시하였다. 

  니우눠펑(2000)은 농업산업화 발전에 관한 성과 연구에서 10년간 농업산업화 발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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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얻은 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산업화 경영조직 수량이 증가

함에 따라 이로 인한 파급작용이 나날이 증가하였으며, 조직형식이 날로 다양해졌고 

이 중 용두기업 주도형 조직형식이 그 경제력과 규모, 관리수준 및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조직은 다양한 형식을 취하며 농가와 이익 연합체를 구축하

였다.

  자오후이펑(趙惠峰)과 리퉁(李彤)(2002)은 세계 각국의 농업산업화경영조직의 유형에 

대한 대조 분석을 통해 외국의 농업산업화경영조직 모델을 계약제, 농업 합작사, 농·

공·상 종합체, 연합경영체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 모델의 개념과 특징, 그 적용 조건에 

대해 연구하였다.  

1.2.3. 농업산업화 관련 정책 연구

  중국내 학자들은 중국 발전의 실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농업산업화에 대한 

위치 및 정부의 중국 농업산업화에 대한 경영방식, 운영시스템, 용두기업 설립과 파급

작용, 농업산업화 내부의 합작 모델, 합리적인 이익 분배 시스템 구축, 농업의 과학기

술 투자와 보급 확대, 보조정책 제정의 역할에 대해 이론적 기술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정부의 농업산업화 추진 진행과정의 시각에서 농업산업화의 이론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장창허우(張長厚)(2003)는 농업산업화 진행과정 중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연구

하였다. 그는 농업산업화 진행 과정 중 정부는 지지자와 조정자 그리고 서비스자로서

의 역할을 함으로써 농업산업화경영이 질서 정연하고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농업산업화경영의 발전과정에서의 정부

의 직무에 대해 상세히 분류하였다. 

  농업산업화 정책의 보조 대상 문제는 현재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대부

분의 학자들은 용두기업이 농업산업화 경영의 핵심이므로 정부 보조의 중점 대상은 

농업산업화의 용두기업이 되어야 하며, 특히 국제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수출 위주의 

용두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쉬차오쉬徐朝旭，

2005). 일부 학자들은 농업산업화 정책지원 대상은 반드시 합작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

장(장싱우張興無，2007)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 학자들은 농업산업화 정책의 보조 

대상은 농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왕쉐린王學林，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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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농업산업화 경영 발전 현황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는 농업산업화 발전을 주목하며 농업산업화를 농업농촌경제

작업에서 전면적이고 방향성을 가진 중대사로 지정하고 확실히 장악할 것을 요구하였

다. 특히, 2013년 3월 국무원이 《농업산업화 용두기업 발전에 관한 의견(關于支持農

業産業化龍頭企業發展的意見)》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4개의 부와 위원회, 21개의 성

省(구, 시)은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농업산업화 정책 시스템을 한층 더 완비하였

다. 중국농업산업화 용두기업 협회의 설립으로 농업산업화 작업의 역량을 한층 더 강

화시켰으며 농업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성장의 침체와 중국내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된 상황에서도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였다. 

  현재, 중국의 농업산업화경영 발전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2.1. 농업산업화 조직의 현저한 증가와 경영효율의 안정적 향상

  농산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성 성장을 보임에 따라 사회자본 참여와 농업산업화 

경영의 적극성 역시 상승하여 농업산업화 조직의 수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2년 말까지, 농업산업화 조직의 총 수는 30.87만 개에 이르렀다. 이 중 용두기업이 

11만 개(국가급 1,152개, 성省급 1만여 개, 기타 중소기업 10만 여개)로, 판매수입이 5.7

조 위안을 돌파, 제공한 농산품 및 가공 제품이 농산품 시장 공급량의 1/3을 차지하며, 

주요 도시의 ‘장바구니(菜籃子: 도시 주민들의 채소 및 기타부식품을 지칭)’ 상품 공급

의 2/3 이상을 차지했다.  

2.2. 농민전업합작사의 왕성한 발전 및 수량의 빠른 증가 

  2013년 6월 말까지, 전국에서 법에 의거하여 등록한 농민전업합작사는 82.8만 개로, 

2007년 말의 약 32배에 해당한다. 실제 회원은 6,540여 만 가구로 총 농가의 25.2%에 

해당, 포괄산업이 점차 증가하면서, 재식농업, 양식업, 가공, 서비스업까지 이르렀으며 

이 중 재식농업이 45.9%, 양식업이 27.7%, 서비스업이 18.6%를 차지하였다.  식량, 면

화, 유지, 육류, 달걀, 우유, 과일, 채소, 차 등 주요 상품 생산을 포함하여 농업기계, 식

물보호, 민간공예, 여행레저 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역량이 커짐

에 따라 더 많은 전업합작사가 간단한 기술 및 정보 서비스에서 농자재 공급, 방충방

제 서비스로 확장, 생산 전·중의 서비스에서 생산 후의 포장, 저장, 가공, 유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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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하고 있다. 

2.3. 토지유전(土地流轉)1) 

  가속화로 인한 토지 적정 규모 경영의 발전 촉진: 2012년 2월 말까지, 전국 토지유

전 면적은 약 2.7억 묘(亩)로, 가정도급 경지면적의 21.5%를 차지했다. 토지유전를 통

해 대단위 재배와 집약화, 규모화 경영을 실현하여 생산비용을 절약하고 농업 발전과 

농민 수입 증가를 촉진하였다. 

2.4. 전업 대업자 및 가정농장의 빠른 발전

  농업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전국의 50묘 이상의 전업 대업자는 276만 가

구로, 이 중 100묘(약 6.6ha) 이상이 약 80만 가구에 이르며, 재식농업 대업자, 양식업 

대업자, 농기계 대업자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전국가정농장은 87.7만 개에 달하며, 경영

농지면적은 1.76억 묘로 전국 총 면적의 13.4%를 차지한다. 매 회 평균 노동력은 6.01

명으로 이 중 가족 구성원이 4.33명, 장기고용이 1.68명에 이르렀다. 재식농업에 종사

하는 농장은 40.95만 개로, 46.7%를 차지했으며, 양식업 종사 농장 39.93만 개로 45.5%

를 차지했다. 재식농업과 양식업 결합 종사 농장은 5.26만 개로, 6%를 차지했다. 매 회 

평균 경영 규모는 200.2묘(약 13.3ha)로 평균 수입은 18.47만 위안에 달했다. 

3. 중국 정부의 농업산업화 경영에 대한 인식

3.1. 농업의 새로운 경영주체 육성 및 주도

  개혁개방이후 농촌의 노동력은 장기간 대규모로 이동하였다. 비록 전체적인 양적으

로 여전히 과잉상태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구조적, 계절적, 지역적으로 부족 문제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으며 청·장년층의 노동력 부족 및 노동력 자질 구조의 하락 문제

가 두드러지고 있다. 핵심 농사철의 인력 부족과 현대 농업의 인재 부족, 신농촌 건설

의 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다. 농촌 노동력 구조에 발생한 심각한 변

화에 적합하고 농업현대화 건설에 필요한 새로운 생산 경영 주체를 대대적으로 육성

 1) 토지유전(土地流轉)이란 토지사용권 유통을 의미, 토지도급경영권을 소유한 농가가 토지경영권(사용권)을 다른 농가 또는 경영

조직에게 양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도급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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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농업산업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두에는 기업, 중간에는 전업

합작사가, 꼬리에는 수많은 농가가 위치하도록 하여 새로운 경영 주체를 육성하고 이

들을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형식이다. 농업산업화 용두기업은 농가생산을 ‘첫 번째 

작업칸’으로 삼고 규모화, 집약화, 표준화된 생산 기지를 건설하여 농민전업합작사, 재

배·양식 대업자, 가정농장의생산발전과 시장진입을 유도한다면 농민의 생산기술과 관

리능력, 시장의식, 법률의식을 향상시키고 대량의 새로운 생산 경영주체와 새로운 직

업 농민을 육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향후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라

는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공헌을 할 것이다. 

3.2. 농업효과 향상 및 농민수입 증가

  현재 중국의 농업 발전은 저투자, 저비용에서 고투자, 고비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농업 노동 생산율도 높지 않아 농업 비교효과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낮

은 식량 재배비교효과 문제가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어 농민 수입 증가를 크게 제약하

고 있으며, 농민 생산의 적극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농업산업화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경영기술 수준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농업생산품 증가와 노동

효율 향상, 생산 비용 인하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농업의 산업라인을 위로 확장하고 

아래로 확대하여 생산·가공·판매를 촉진하고 무역·공업·농업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결

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각 산업라인에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여 취업을 확대하고 경영수입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가는 상·공기업이 농업에 투자하여 농가에게 생산 전·중·후의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격려하고 있지만, 상·공기업이 장기간 직접적으로 넓은 면적의 농가의 토지를 임

대 경작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용두기업은 농민을 대신하여 생산하

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 중국이 현대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는 노동력 생산율 향상뿐만 아니라 토지 산출률도 향상시켜 농민의 취업을 촉진해

야 하며, 농업문제뿐만 아니라 농민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농업효과 향상뿐만 아

니라 식량생산을 안정시켜 ‘비농화’, ‘비식량화’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3.3. 새로운 농업경영시스템 구축과 농업생산경영 서비스 제공의 주요 과정

  농업발전 형태의 변화와 농업 시장화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생산경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농업생산 영역이 생산 전과 생산 후로 빠르게 확장되어 규모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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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크게 상승, 전국 토지유전 면적 점유 비율이 이미 20%를 초과, 재배․양식업 

대업자와 전업농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오늘날의 농업은 더 이상 10년 전, 20년 전

의 농업이 아니다. 과거 소규모 분산 경영에 적합했던 전통적인 재배․양식업 위주의 

농업경영시스템은 갈수록 생산력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기 어려워졌다. 이 밖

에 인구가 많고 땅이 적은 중국의 상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유전은 일정 기간 

내에는 빠르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경영 규모 역시 크게 확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규모화 경영과 소규모 생산이 병존하면서 ‘대농가’와 ‘소농가’병존의 구도

가 장기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기의 농업 생산 경영 방식에 적

합한 새로운 농업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 경영 서비스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

는 문제가 시급하다. 농업산업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용두기업이 분산된 농가를 조직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농가에 신품종과 신기술 보급 및 표준화 생산, 병충해 방제 등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농가에게 농산품 구입, 보관, 신선도 유지, 운송 

판매 등 시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농가의 발전과 생산을 위해 대출담보를 제공하

고 농가가 농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 이 밖에 농가에 

대한 생산기술 및 조작규칙, 시장 마케팅, 경영관리 등 훈련을 통해 기술, 자본, 관리 

등 선진 생산 요소가 농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가 발전에 유리한 특색 농

업과 고효율 농업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용두기업과 농민이 함께 발전하고 수

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농업발전의 집약화, 전문화, 조직화, 사회화 수준을 크

게 향상시켜야 한다.

3.4. 도‧농 개혁의 연동 추진, 도‧농간 요소의 평등한 교환 및 합리적 배치 

촉진을 위한 중요 매체

  오늘날, 중국은 도·농 지역 간의 발전 격차가 여전히 큰 편이며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의 발전이 불균형하고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 가장 큰 사회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공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시기로 자원요소가 추

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되고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현상이 

더욱 쉽게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세기가 도래한 이래 전국의 경지는 평균 매년 1,000

만 묘 정도가 줄어들고 있고, 매년 약 500만 명의 농민이 도시로 들어가 공업에 종사

하고 있으며, 농촌자금의 예대금 차이가 3조 위안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과 새로운 문제에 대해 도․농개혁 연동에 박차를 가하여 도․농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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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등한 교환과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하여 공업으로 농업을 촉진하고, 도시가 농촌

을 견인하면서, 공업과 농업이 서로 돕고 도시와 농촌이 합쳐진 새로운 형태의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농업산업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업과 도시의 선진적인 생산요소와 경영이념, 관리

방식을 농업에 적용하여 농촌의 토지와 노동력, 원자재 등 자원과 효과적으로 결합시

켜  농산품의 가공, 저장, 운송 판매 등 업계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업

과 농업의 불균형과 도시와 농촌을 갈라놓는 시스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간의 자원 요소의 평등한 교환이 가능한 효과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야한다. 또한 자원요소가 농업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뚫고 자원 요소

가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많은 농민이 평등하게 현대화 발전 과정에 참여하여 현대화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산업화 용두 기업이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농민과 시장 간의 유대 및 교량 

역할을 하여 자금과 기술, 인재를 농업과 농촌에 투입시키고 농산품과 농민을 시장과 

도시에 유입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실행과정에서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농업산업화는 

공업이 농업을 보조하고 도시가 농촌을 인도하도록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

시와 농촌간의 교류와 상호작용, 융합의 중요한 매체이자 도․농개혁 연동을 추진하

는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4. 중국 정부의 농업산업화 경영에 대한 지원정책 및 조치

4.1. 농업산업화 용두기업 발전 지원

  농업산업화는 중국 농업경영체제의 혁신이자 현대농업의 발전방향이다. 농업산업화 

용두기업(이하‘용두기업’)은 자본, 기술, 인재 등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이용하여 농

가의 전문화, 표준화, 규모화, 집약화 생산을 발전시키는 등 현대 농업산업 시스템 구

축의 중요한 주체이자, 농업산업화 경영 추진의 핵심이다. 용두기업의 발전을 지지하

는 것은 농업 조직화 정도의 향상과 농업발전 방식의 빠른 전환, 현대농업 건설 및 농

업취업 수입 증가를 촉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업산업화 경영의 발전

을 촉진하고 용두기업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는 일련의 정책과 추진조치를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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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농업부, 국가농업산업화 시범기지 추진 및 설립

  2011년 농업부는 《국가농업산업화 시범기지 설립에 관한 의견(關于創建國家農業産

業化示範基地的意見)》을 발표했다.《의견(意見)》은 2011년부터 국가농업산업화 시범

기지를 설립하여 용두기업 군집의 이점을 발휘하고 자원 요소를 통합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산업화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가적인 파급능력을 업그레이드하여 농민취업의 

수입 증가를 촉진, 농업현대화와 공업화 및 도시화의 동시 발전을 추진한다고 결정하

였다. 농업부는 2011년  국가농업산업화 시범기지 76개를 지정하였으며 후베이(湖北),

안후이(安徽), 허베이(河北), 장쑤(江蘇) 등지는 성(省)급 농업산업화 시범기지를 지정하

고 용두기업이 유리한 생산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

였다. 2013년 농업부는 두 번째 국가농업산업화 시범기지의 지정작업을 실시, 각 성과 

구(시)의 추천 및 전문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77개 국가농업산업화 시

범기지를 지정하고 바로 공포 실시할 예정이다.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된 국가농업산업

화 시범기지는 완비된 조직기구와 성숙한 관리제도, 완벽한 사회화 서비스 기능, 비교

적 높은 집중발전 정도는 농업산업화 경영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농민들에게 수입증가

와 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된다. 

4.1.2. 국무원의 《농업산업화 용두기업 발전 지지에 관한 의견 

(關于支持農業産業化龍頭企業發展的意見)》 발표

  2012년 3월 국무원은《농업산업화 용두기업 발전 지지에 관한 의견(關于支持農業産

業化龍頭企業發展的意見)》을 발표했다.《의견(意見)》은 용두기업에 대한 지지를 다

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현대농업의 발전 과정에서 농업산업화와 용두기업의 전략적 위치를 확정하였

다. 농업산업화는 현대농업의 발전 방향으로, 용두기업은 현대농업 산업 시스템 구축

의 중요한 매체이자 농업산업화 경영 추진에 있어 핵심이다. ‘농업산업화에 대한 지원

은 농업을 지원하고 용두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농업산업화의 발전을 중국 농업농촌작업의 전면적이고 방향성  있는 

중대사로써 확실히 장악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문건은 ‘5가지 첫 번째(五個一批)’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즉 첫 번째 용두기

업을 조성, 첫 번째 용두기업의 군집 형성, 첫 번째 산업기지 건설, 첫 번째 유명 브랜

드 육성, 첫 번째 우세산업 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 동시에 용두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관련 파급능력 및 지역경제 발전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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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중앙정부와 각 성은 지도 및 시범을 진행하였다. 농업부는 농업산업화 프로젝

트 기금을 설립하고 국가중점용두기업이 농민이 농산품을 집중적으로 판매, 운송, 저

장 및 기술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돕도록 하고 용두기업과 농가를 지도하여 긴밀한 

이익 연결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각 성과 시는 전용기금을 가지고 있다. 통계

에 따르면 현재 성급 농업산업화 전용기금이 25.7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완비와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용두기업 지원을 통해 농가의 표준화기지 

건설과 기술개조와 기지농가 훈련을 유도한다. 세수방면에서는 용두기업 농산품의 초

기 가공에 대해 기업의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을 해주고 채소 유통 단계의 증치세 

징수를 감면한다. 금융방면에서는 금융기관이 용두기업을 신용대출 지원의 중점으로 

삼고 자금을 유리하게 배정하도록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용두기업의 누

적 획득 대부잔고는 5,404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후베이(湖北), 장시(江西), 충칭(重慶), 

산시(陝西), 저장(浙江) 등 10여 곳의 성(省)은 신용대출 담보 기구를 적극적으로 탐색 

구축하여 용두기업의 융자난 문제를 개선하였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조건에 부합

하는 국가중점용두기업의 상장 융자와 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섯째, 이익 연결 관계를 완비한다. 농업부는 용두기업과 전업합작사가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용두기업+합작사+농가’를 시범적으로 전개하여, 용두기

업창립 또는 선도, 연결기업과 농가의 합작사 발전을 지원한다. 계약농업을 크게 발전

시켜 용두기업이 합작, 지분합작 등 다양한 형식으로 농가와 긴밀한 이익 연결 관계를 

형성, 농업산업화 발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1.3. 농업부, 농업산업화 용두기업의 발전 추진

  2012년 11월, 전국 농업산업화작업회의는 농업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업

산업화를 대대적으로 향상시켜 현대농업의 발전 수준을 선도할 것을 결정하였다. 3~5

년에 동안 연간 매출수입이 100억 위안을 초과하는 중점업계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한

다. 또한 주도산업이 더욱 두드러지고, 군집효과가 명확하며, 산업라인이 완벽하고, 관

련 파급능력이 분명한 국가농업산업화 시범기지 500곳을 창설한다. 계약농업의 포괄

범위를 50%이상까지 확대하고 합작, 지분합작 등 긴밀한 이익 연결 시스템의 채용 비

율을 45% 이상까지 향상시킨다. 전국 농가 총수에서 관련 파급농가가 차지하는 비중

이 50%를 초과하고, 산업화경영에 종사하는 농가의 연간 평균 증가 수입이 4,000위안 

이상에 도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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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업경영의 새로운 주체 육성

  2013년 1월, 중앙 1호 문건 《현대 농업의 빠른 발전과 농촌 발전 활력의 진일보한 증

가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于加快發展現代農業進一步增強農村發展活力的若幹意見)》

이 발표되었다. 1호 문건은 농업생산경영 조직의 혁신은 현대농업 건설의 핵심 및 기초

라고 제시하였다. 농업경영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 경영 주체가 육성되어

야 한다. 새로운 생산 경영 주체란 실제로 전업 대업자 및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등을 

지칭하며, 국가는 이들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새로 늘어난 농업 보조는 전업 대

업자와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등 새로운 생산 경영주체들에게 치중해야 한다. 

  1호 문건은 용두기업이 농민을 대신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발전을 이끌어

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현대농업의 발전은 노동 생산율 향상뿐만 아니라 토지 산출

률도 향상시켜야 한다. 농업문제와 농민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 밖에 농업효과를 향

상시키고 식량생산을 안정시켜서 ‘비농화’, ‘비식량화’현상을 예방해야 한다. 

4.3. 농민 전업합작사의 대대적인 발전

4.3.1. 《중국 농민전업합작사 법(中國農民專業合作社法)》의 반포 및 시행

  《중국 농민전업합작사 법(中國農民專業合作社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

었다. 해당 법은‘국가는 재정지원, 세수혜택과 금융, 과학기술, 인재의 지원, 산업정책 

지도 등 조치를 통하여 농민전업합작사의 발전을 촉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은 산업 정책의 편향, 재정보조, 금융지원, 세수혜택 등 지원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농

업과 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의 건설 프로젝트 지원은 조건을 갖춘 관련 농민전업

합작사에 위탁 및 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농민전업합작사

의 정보와 훈련, 농산품 품질 기준 및 인증, 기반시설 건설, 시장 마케팅, 기술 보급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민족, 변두리, 빈곤지역의 합작사를 우선 지원한다. 해당 법

은 금융기관이 농민전업합작사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원칙적으로 규정하였

다. 농민전업합작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가 규정한 농업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및 

기타 농업 관련 경제 활동에 상응하는 세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4.3.2. 중앙정부의 농민합작사 발전 지도

  부제연석회의(部際聯席會議)는 2013년 7월 24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합작사국가

급협조체제(合作社國家級協調機制)를 설립, 농업부를 중심으로 발전개혁위원회,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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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수리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총국, 국가임업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전국 공급

판매총사로 구성되어 있다. 합작사국가급협조체제는 농민합작사의 중요 정책 조사 연

구와 정책 건의 연구 및 제출, 보조 정책의 적절한 실행, 국가농민합작사 시범사의 평가 

감시 방법 제정 등을 담당한다. 8월 27일, 부제연석회의는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5. 각 지역의 실태 및 사례

5.1.‘회사+합작사+가정농장’모델 <장쑤(江蘇) 텐냥회사(田娘公司)+합작사+농장>

  2002년 5월에 설립된 장쑤 텐냥농업과학기술유한공사(江蘇田娘農業科技有限公司)는 

가축의 똥오줌과 짚 등 농업 고체유기폐기물을 처리하여 유기(류)비료를 생산, 우수한 

농산품 생산의 특색 있는 친환경형 농업과학기술기업이다. 

  회사는 2007년 창수(常熟)시 텐냥쌀업전업합작사(田娘米業專業合作社)를 만들어, 구

리전(古裏鎮) 우치우(塢坵) 지역에 있는 만 묘(亩)의 우수한 식량기지를 근거지로 삼아 

우치우촌의 562개 농가가 있는 유전토지 2,050묘를 직접 경영하면서 우수한 쌀 표준화 

시범 재배를 발전시키고, 주변에 있는 37개 가정농장을 흡수하여 합작경영을 하였다. 

그 면적이 약 4,800묘이며, 관련 토지면적은 6,800묘에 달한다. 이 중 1,300묘는 무공해 

쌀기지 인증을 통과하였으며 500묘는 유기쌀 기지 인증을 통과, 500묘는 친환경식품 

쌀로 매년 우수한 쌀 2,000여 톤을 생산하고 있다. 현지에 무공해, 친환경, 유기 쌀 생

산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투입품에서부터 재배, 가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업 전반

의 산업라인을 형성하여 농산품의 품질과 경제효과를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현재 구리전(古裏鎮)에 있는 90%의 토지는 이미 유전(流轉)을 하고 있는 땅으로 현

지 농민들이 토지 합작사를 만들고, 합작사가 앞에 나서 텐냥농장 등 도급 대업자와 

유전계약을 체결하거나 촌(村) 위원회가 나서서 조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3-5년이다. 자기의 농가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것

에 대해, 텐냥농장은 매년 묘당 4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 역시 

별도로 4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37개 합작농가에 대해서는‘6가지 통

일(六統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6가지 통일’관리란 종자 통일, 기계화 재배 통일, 병

충해 방제 통일, 기술 활용 통일, 표준화 생산 통일, 브랜드 판매 통일이며, 이를 통해

서 상품의 품질을 보장한다. 수확 후, 텐냥농장은 농가가 재배한 쌀 등 상품을 일괄 구

매하고 일괄적으로 ‘텐냥’ 상표를 찍는다. 기계화를 확대하여 농민에게 경작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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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해 텐냥농장은 농기계 합작사를 설립했다. 이는 전형적인 ‘회사+합작사+

가정농장(농업 대업자)’의 농업산업화 경영모델을 형성하는 것으로, 텐냥농장은 식량

을 재배하고 합작사가 서비스를 담당, 회사는 산업화 경영을 조직한다.

  국가는 텐냥회사에 대해 많은 정책적 보조를 지원하였다. 2008년 재정부와 국가세

무총국은 유기비료 제품 증치세 면제에 관한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텐냥’과 같은 

유기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의 증치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2009년 ‘텐냥’ 회사는 장쑤

성(江蘇省) 17개 농촌 신에너지 생태 건설 프로젝트에 선정된 업체 중 하나로 국무원

의 승인을 받아 ‘아시아개발은행 대출금을 이용한 중국 농촌 에너지 생태 건설’ 프로

젝트에 포함되었다. 이 회사는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300만 위안의 대출금을 한 번

에 받았으며, 5년 후 부터 이자를 지불, 동일 업계 중 쑤저우(蘇州)시에서 유일하게 정

부로부터 재정담보를 받은 기업이 되었다. 또한  텐냥회사는 지구환경기금(GEF)의 기

부금을 받아 전국에서 유일한 집중식 메탄가스 공정인 메탄가스 발전기 인터넷 연결 

공정을 건설할 예정이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중국의 집중식 메탄가스 발전기 인터

넷 연결 공정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장쑤성은 1억 위안의 토지규모

유전프로젝트 기금을 설립, 세수 보조정책을 지원하여 가정농장에 알맞은 기술 서비

스와 관리 서비스, 정보 서비스 등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3월, 창수시는 《농업산업화

와 용두기업 발전 보조 기금에 관한 실행 의견(關于農業産業化和龍頭企業發展扶持資

金的實施意見)》을 발표, 대단위 규모의 토지유전이 일정한 횟수 이상에 도달할 경우 

기반시설 건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2. 새로운 추세: 촌(村)급 합작농장<창수시 진촨 합작농장(常熟市勤川合作農場)>

  2013년 5월 6일, 창수시 진촨 합작농장(常熟市勤川合作農場)이 정식으로 간판을 달

고 운영함에 따라 창수시의 첫 번째 촌급 합작 농장이 되었다. 촌급 합작농장은 촌의 

집체경제조직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집체(공유)경제가 주도하고 농민이 자발적으로 

주주가 되어 농촌경제 합작조직 또는 농촌기업을 연결해 공동으로 농업생산경영 활동

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 주체이다. 그 구성원은 농민이 될 수도 있고 각 농촌경제

합작조직 및 농산품 가공, 마케팅에 종사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 

  ‘합작농장은 농업용지 면적을 결코 변경할 수 없으며, 함께 뭉쳐서 농업 농촌 조직 

간의 자원의 이점을 서로 보완하고 규모화 경영, 기계화 경작, 기업화 관리, 시장화 운

영의 완전히 새로운 방식에 기대어 전체적인 효과를 최대한 향상시킨다.’ 친촨합작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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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친펑(勤豐)촌을 필두로 장쑤 친촨 현대농업과학기술유한공사(江蘇勤川現代農業

科技有限公司), 상수시 친펑 과채재배전문합작사(常熟市勤豐果蔬種植專業合作社), 창

수시 친펑 농기계전업합작사(常熟市勤豐農機專業合作社)를 ‘핵심 회원’으로 하여 위산

전(虞山鎮) 둥롄(東聯촌과 중징(中泾)촌 등 8개 촌을 연결하여 공동으로 창설되었다. 현

재는 쌀과 보리 재배를 위주로 하고 과일과 채소 재배 및 농기계 종합 서비스 등 업무

도 겸하고 있다. 합작농장은 앞으로  농촌 토지 도급 경영권의 지분 구입, 노무 합작사

의 노동력 수입, 농기계 작업 서비스 등 방식을 통해 생산요소에 대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농자재, 농약의 일괄 공급 배분 및 농산품의 일괄 구매, 가공, 판매를 통해 유통 

협력을 진행할 것이다. 친펑촌 및 주변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통합하고  장쑤 친촨 현

대농업과학기술유한공사를 플랫폼으로 삼아 외부로 뻗어나가 시장 경쟁력과 경제효

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년 3월, 창수시는 《촌급 합작농장 발전의 격려 및 지원에 관한 의견(關于鼓勵

支持村級合作農場發展的意見)》을 발표하고 창수시의 첫 번째 촌급 합작 농장을 기획 

건립, 향후 촌급 합작농장의 발전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분명히 하였다. 해당 

문건은 각 지역의 촌급 합작농장 발전을 위해 촌급 집단이 주도하여 ‘생산, 공급, 판매’

단일화 모델을 통해 전문화 생산, 규모화 경영, 집약화 발전을 실현, 경작지의 질과 산

출효과를 향상시키고 현대 고효율 농업을 발전시켜 촌급 집단 경제력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것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농민은 합작농장에 가입하면 ‘직업농민’으로 전환

된다. 촌급 합작농장은 지분합작의 길을 걸으며 자주경영, 손익책임, 이익공유, 위험분

담을 통해 기업화 관리를 실시할 것이다. 

  창수시는 올해 촌급 합작농장 10개를 건립하고 2015년까지 촌급 합작농장 60개 건

립의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창수시 정부는 정책적으로 촌급 농장에 대해 혜택을 주

어 집단 경제발전에 공헌하고 본 지역의 농가 생산능력 수준을 향상 등에 있어 실적

이 두드러진 촌급 농장을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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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합작사, 촌장(村莊) 종합 발전 모델 견인

  - 헤이룽장성 우창시 신좡 농민합작사(黑龍江省五常市新莊農民合作社)

  우창(五常)시 얼허(二河)향 신좡(新莊)촌은 촌민 705가구가 거주, 인구는 1400여 명이

며, 경작지는 3.3만 묘이다. 주요 작물은 우수한 벼인 ‘도화향(稻花香)’으로 ‘새로운 농

촌 건설의 모범’, 성(省)급 ‘10대 조화로운 촌락’, 성(省)급 ‘문명촌 모범’, 국가급 ‘생태촌’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좡 합작사는 신좡촌 당지부(黨支部)가 2006년 설립한 것으로 

2008년 영업 면허증을 획득하였다. 현재 합작사에 가입한 사원은 350가구로 자산은 

350만 위안이며, 합작사 사원에게 생산재료 구입, 유기 벼 생산의 기술지도 및 서비스, 

농산품 가공 및 판매, 자금보조, 농기계 작업 등 활동을 연이어 전개함으로써 농민의 

조직화 정도를 향상시키고 농민 수입을 증가시켰다. 2010년 신좡 합작사는 헤이룽장

성 3성급 시범사로 선정되었다. 2012년, 신좡 합작사는 수익 380만 위안을 달성, 가구

당 평균 농민수입이 1만 위안 증가하였으며, 국가급 시범사로 선정되었다. 

  신좡 합작사는 사원과 촌민에게 다음과 같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3.1. 자금협동 및 자금 병목 해소, 자금부족 문제 해결

  신좡 농민합작사는 자금협동을 협력의 핵심으로 삼고 사원에게 자금 서비스를 제공

한다. 2006년 합작사의 융자액은 38만 위안에서 시작하여 2007년 110만 위안, 2008년 

150만 위안, 2009년에서 올해까지 융자액은 평균 200만 위안을 통제하고 있으며 누적 

융자액이 1200만 위안에 달한다. 농민의 예금 이자는 8%(시장보다 높은 수준), 대출금 

이자는 9%(시장보다 낮은 수준)으로 양방향으로 농민의 수입을 증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자금협동이 ‘사원 자신의 은행’이 되도록 하고 있다. 

5.3.2. 생산자재 구입 

  합작사가 농민에게 각종 생산 자재 구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간 단계가 감소,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보장하였다. 2013년, 사원을 위해 공동으로 우수한 유

기 비료 2000여 톤을 구입, 1톤당 500위안을 절감함으로써 사원이 총 100만 여 위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5.3.3. 유기농벼 표준화 생산

  신좡 농민 합작사는 7년 연속으로 유기식품기지인증을 진행하여 ‘품종통일, 제공생

산자재 통일, 생산기술표준 통일, 저장가공 통일, 상품판매 통일’의 표준화 생산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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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구축하였다. 2012년 유기 벼 계약 면적이 10,000묘에 도달, 사원의 수입이 400

만 위안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1.4만 묘에 도달하였다. 

5.3.4. 농산품 판매

  합작사는 1근당 2.4—2.5 위안(시장가격보다 약1위안 높음)에 벼를 구입하였다. 2012년, 

사원의 벼 5000여 톤을 구입하여 사원의 수입이 100만 여 위안 증가하였다. 이 밖에 2012

년 합작사는 1근당 0.1위안의 기준에 의거하여 합작사의 이윤을 사원에게 돌려주었다. 

5.3.5. 농산품 가공

  합작사는 150만 위안을 투자하여 농산품 가공 공장을 건설, 가공공장은 생산 허가증

을 획득하여 연간 생산하는‘석달호산(碩達戶山)’ 브랜드의 유기 쌀과 잡곡이 만 톤에 

이르며 상품의 최저 판매가격이 1근당 6위안으로 일반 쌀 가격의 2배에 달한다. 올해 

합작사는 닝보 싼셩(중국) 건강산업유한공사(甯波三生（中國）健康産業有限公司), 중

국 유기 친환경 실업유한공사(中國有機綠色實業有限公司), 상하이 따수 우제 요식관리

유한공사(上海大蔬無界餐飲管理有限公司), 광둥 샹이눙 농업과학기술유한공사(廣東鄉

意濃農業科技有限公司) 등 유명 기업과 유기 쌀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중앙 

홍그룹(中央紅集團), 라오딩펑 회사(老鼎豐公司)와 합작 공장건설 의향서를 체결함으

로써 합작사조직농민의 현대 농업 발전의 이점이 더욱 잘 드러났다. 

5.3.6. 지역 관리 서비스

  합작사는 편의서비스센터를 구축하여 농민에게 대행, 인솔, 대리 취득, 대리 제출 4

종 30여 항목의 서비스를 실시, 농민에게 10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5.4. 전통적인‘회사+농가’모델 <광둥 원스 그룹(廣東溫氏集團)>

  광둥 원스 식품그룹유한공사(廣東溫氏食品集團有限公司, 이하‘원스그룹’)은 윈푸(雲

浮)시 신싱(新興)현에 위치, 1983년에 창립한 양계업, 양돈업,양우업을 위주로 식품가

공, 생물제약, 식량가공 및 무역 등 업종 및 지역을 뛰어넘어 발전한 대형 목축기업 그

룹이다. 현재 전국 14개 성(시, 자치구)에 40여개의 양식 지점이 설립되었다. 2012년 원

스 그룹은 육계 8.65억 마리, 육돈 813.9마리, 육오리 1437만 마리를 시장에 판매해 335

억 위안의 판매 수입을 획득, 중국 국내의 최대 육계, 육도 생산 및 공급기지이자 국내

의 유명한 모국 양식 기업 그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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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회사와 농가의 유기적 결합으로 규모화 생산 실현

  원스 그룹은 1986년부터 농가와 협력하여 현지에서 ‘회사+농가’ 산업화 모델의 효

시를 열었다. 이 모델은 농산품의 표준화 관리와 산업화 경영을 실현, 농가의 토지, 노

동력, 회사의 시장, 자금, 관리경험, 기술 등 농업산업화 경영에 필요한 각종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거대한 협력 효과를 발생함으로써 공동 이익을 공감대로 하여 

회사와 농가 쌍방을 함께 연결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1986년에 단지 5가구의 농민과 

회사가 손을 잡고 양계를 했던 것이 2012에는 5.59만 가구에 이르러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농업산업화 경영 조직이 되었다. 

5.4.2. 생산·공급·판매를 원스톱으로 한 산업자원 통합

  원스 그룹은 ‘생산·공급·판매의 원스톱과 과학공업농업무역의 단일화’를 원칙으로 

비교적 완전한 기업 생산과 경영관리 산업라인을 구축, 업계 산업자원을 통합하여 그

룹 조합의 이점을 실현해 수익장애문제를 해결하였다. 산업의 전체 과정의 관리를 완

비하고 현대과학기술 및 관리를 활용하여 원료구입 및 사료, 종묘생산, 육계사육, 기술

결합, 판매와 가공 등 5단계를 그룹 내부에서 계획에 맞춰 엄격하게 단계별로 진행하

였다. 그룹은 시장의 리스크를 책임지고 내부의 각 단계별 이익에 대해 평형을 유지하

며 종합경영을 실시하였다. 회사가 주로 양계업, 양돈업 등 산업의 양끝 부분을 담당

하고 농가는 주로 중간에서 생산 사육 과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농가는 주로 생산 

리스크를 담당, 농가가 규정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사육 관리만 잘하면 안정적인 

업계의 평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합작 농가 수익 보장 문제를 해결하였다. 

5.4.3. 이익 분배 시스템 완비로 생산 경영 리스크 해소

  ‘회사+농가’모델은 회사와 농가 사이에 긴밀한 합작관계를 구축해야한다. 한쪽에 문

제가 발생하면 이 모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회사는 줄

곧 농가와 ‘五五分成’ 원칙 실행을 견지하며, 양자가 성실한 협력을 통해 업계의 경영 

성과를 향유함으로써 양식 농가의 이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사례를 통

해서 이러한 이익 분담 시스템이 회사와 농가 사이에 장기적이고 견고한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을 촉진하여 ‘회사+농가’모델의 건강한 운영을 보장하였음이 증명되었다. 

  원스 그룹을 통한 선두자의  파급효과는 광둥성(廣東省) 목축업계의 발전을 이끌었

다. 또한 산업화경영을 통해 많은 농가가 부유해질 수 있는 건강한 길을 걸으면서 농

민의 수입증가와 농업발전, 농촌의 안정을 실현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신농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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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촉진하였다. 농민의 수입은 현지의 구매력을 크게 촉진하고 농촌과 도시의 건설

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5.5. 가정농장 업주의 협력형(合伙型) 벼 합작사

<저장성(浙江省) 츠시(慈渓)시의 A합작사와 B합작사>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장성(浙江省) 츠시(慈渓)시는 경작점

용과 발전비식량작물로 인해 벼 재배 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1980년 벼 재배 면

적은 2.5만ha이었지만 1999년에는 1.6만ha로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또다시 0.49만ha로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닝보(甯波)시와 츠시(慈溪)시의 양 급 정부는 현지 식량자급률

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재정투자를 늘려 농경지의 기초건설 및 농작업 기계화 

지원을 실시, 벼 규모경영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츠시시는 2011년까지 17개의 농작업 

기계화 서비스 합작사를 설립하였다. 식량규모경영은 1.3ha 이상의 농장이 146개, 농경

지 총면적은 1,673ha에 이르며 벼 생산량은 33%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경영에서 농작

업 기계화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경작단계에서 이미 100%에 도달, 모내기 작업

에서는 45%(늦벼 직접파종 100%), 수확작업에서는 100%에 이르고 있다. 

  A합작사는 2006년 츠시시의 농민과 원래 본 시에서 농업기계 서비스를 진행하던 다

른 현의 농민으로 구성되었으며, B합작사는 2009년에 본 시의 농민과 원래 본 시에서 

농기계 서비스에 종사하는 안후이(安徽)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벼의 규모화 

생산과 농기계작업 서비스에 종사한 적이 있다. 합작사 설립 시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기계로 지분에 참여했다. 이 중 A합작사의 회원은 자신의 도급 토지로 지분에 참여했

다. 이 두 합작사는 상당히 큰 규모와 자본이 있는 농가들이 공동으로 건설한 합작사

로 창립자 한명이 책임지는 합작사가 아니다. 게다가 합작사 설립 후에 그들은 농업기

계를 새로 바꿀 때 국가의 보조금을 이용하여 합작사 안에서 고정 자산을 누적시켰다. 

합작사은 사원에게 작업 일수에 따라 급여를 주었는데 A합작사는 지분에 참여한 토지

면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였다. 츠시시에 있는 벼 생산 및 농업기계 서비스 합작사 

두 곳의 특징은 가정농장 업주가 협력하여 조직한 것으로 모든 사원이 다 똑같은 생

산기술과 자금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원의 참여와 결정 정도 

역시 근본적으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합작사 내부에 고정자산이 있기 때문

에 합작사의 결정은 합작사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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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츠시시의 벼 농업기계 서비스 합작사 두 곳의 개황

구분 A농업기계 서비스 합작사 B농업기계 서비스 합작사

설립시기 2006년 2009년

사원수 10명 9명

주주금 총액 20만 위안 -

연간판매 총액 150만 위안 100만 위안

고용인원 장기 소작인 4명 장기 소작인 6명

논 면적 50헥타르 없음(각 사원이 총 67헥타르의 논 보유)

기계서비스 면적 130헥타르(모내기） 200헥타르

농업기계 보유량 약간 약간

6. 현안 및 개선과제

6.1.‘강자가 앞장서고 약자가 참여’하는 모델은 합작사의 건강한 발전에 불리

  회사 주도형, 개개인 주도형 합작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반 사원은 동등한 참여

권과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합작사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준다. 중

국의 합작사는 주로 재배 및 양식 대농가와 기술인재, 용두기업 등 핵심 회원을 선두

로 하여 설립, ‘강자가 앞장서고 약자가 참여’하는 모델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합작사는 지배권이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기 쉽기 때문에 경

영자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회원이 더 많은 지배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모델은 합작사의 지배구조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기 쉬우며‘단극’의 권력구

조는 핵심 회원이 개인의 권한으로  다른 회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어렵다. 이는 합작사의 발전을 방애 나아가 합작사가 협력형 또는 업주제 기업으로 전

환하는 것 방애할 가능성이 크다. 

6.2. 농가 견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부 합작사

  어떤 합작사는 실질적으로 유리한 항목 및 대중적 기반이 없이 보조금 획득 또는 

세금 등 혜택 정책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기도 한다. 이들 합작사는 어떻게 

하면 규모 경영을 통해 더욱 큰 합작사로 발전하여 농민을 부유하게 만들 것인지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조금을 획득하지 못하면 적극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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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락하여 합작사는 유명무실해진다. 또한 비록 자금을 손에 넣었다고 할지라도 필

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도 및 추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다. 심지어 어떤 기업 또는 개인의 경우 설립되지 얼마 되지 않은 합작사의 낮은 문턱

과 재정, 세수 등 혜택 정책을 마음껏 이용하여 합작사를 탈세 및 차익 얻는 도구로 

여기기도 한다. 개개의 지방은 농민전업합작사를 발전시킬 때 단편적으로 합작사의 

수와 규모에만 관심을 기울여 수량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질은 무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합작사의 규모와 관리를 소홀이하고, 합작사에 대한 정부의 홍보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부 농민 전문 합작사가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혹은 저러한 규

범을 따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 합작사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한다. 

6.3. 농가의 권력 대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전통적‘회사+농가’모델

  전통적 ‘회사+농가’ 모델에서 회사와 농가의 권력 불균형은 농가의 수익 획득의 피

동성 등 회사와 농가의 계약 실행의 안전성을 떨어뜨린다. ‘회사+농가’ 농업산업화 조

직 모델에서 회사는 강력한 주체에 속하고 대다수의 개별 농가는 약한 주체에 속하면

서 이들의 주체 지위가 분명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회사와 농가 사이에는 경영의

식, 정보루트, 정책법률의식, 자금, 인재, 기술 등 방면에서 비교적 큰 격차 존재한다. 

농가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의 의지는 종종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고자 

하며 실제로 회사의 일방적인 규정 계약 조항이 발생, 심지어 농가를 속이거나 강제적

인 행위로 농가의 당연한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한다. 농가의 수익 획득의 피동성

은 농가가 회사에 의해 선택되고, 회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등 주도적인 참여권이 

없기 때문이다. 회사가 만일 시장 거래 방식을 통해 농산품 원료를 획득하려면 상품 

공급원 수량, 품질 또는 상품 공급 기간 등 불확실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회

사의 수익 수준 심지어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는 농가와 안정적

인 계약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6.4. 모호하고 지원이 부족한 새로운 농업경영주체 개념

  가정농장, 전문 대농가 등 새로운 농업 경영 주체의 개념은 모호하고, 국가와 지방

의 지원 정책 및 조치 역시 구체적이지 않고 실행되지 않으며 추진력이 부족하다. 중

국은 아직까지 새로운 농업경영주체에 관한 종류, 정의, 개념에 대해 공식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며, 현재의 개념 해석은 대부분 전문가 자신의 이해를 위한 것으로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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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막연하며 심지어 서로 겹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

에 국가는 더욱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각 지역 역시 자신

의 이해에 따라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장쑤(江蘇), 저장(浙江), 

산둥(山東),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은 지방 재력이 풍부하

기 때문에 추진 및 발전이 빠른 편이다.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등 농업이 강한 

성(省)의 경우 토지 자원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대해 일정한 혜택 정책

을 주어 발전 상황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이 밖의 대부분 성(省)의 경우 뚜렷한 발전

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7. 요약 및 시사점

  중국 중앙지방 정부의 추진 하에 중국의 농업산업화경영은 긍정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많은 지방의 농가는 용두기업의 지휘 하에 특정 농(부)산품의 생산 및 심화 가공

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및 무역, 재배, 사육, 가공이 통합되고 생산 전·중·후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시킨 산업화경영시스템을 형성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현지의 주도산

업과 농산품 생산 가공기지를 형성하였다. 농업 합작사의 빠른 발전은 많은 농가가 재

배 양식 단계 이외에 농산품의 가공, 판매 및 기타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끌

었다. 농업 대농가, 가정농장 등 규모경영의 발전 추세가 맹렬한 가운데 장쑤(江蘇), 저

장(浙江), 헤이룽장(黑龍江) 등 성(省)과 농업 대농가, 가정농장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

한 합작사와 용두기업의 뒷심은 더욱 크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농업산업화의 발

전은 농업의 효과 증가, 농민의 수입증가, 농촌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농업부 통계에 따르면 농업산업화 용두기업, 합작사, 중개회사가 견인한 농가

의 수가 이미 농가 총수의 50% 정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

서 우리는 이러한 견인역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전히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농가가 홀로 시장과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거의 100%의 농가가 농협에 가입한 일본, 한국의 조직화 정도와 비교했을 때 여

전히 차이가 크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조치가 세세하지 않고, 지방 정부의 경우 

재정 능력 등 요소로 인해 농업 발전의 적극성이 높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농

업산업화의 발전은 속도는 빠르지만 불균형하고 질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구체

적으로 불안정하고 지속 불가능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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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 현황과 전망 *

최  영  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농업연구관)

1. 국내외 곤충산업 현황2)

1.1. 곤충산업 개념과 국내 현황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동물은 약 180만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곤충은 그 가운데 

3/4인 약 130만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수치는 단지 보고된 

종수를 의미한다. 실제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곤충의 종수는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300∼500만종은 족

히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박(1999)에 의하면, 지구상에 분포하는 곤충의 종수

는 약 500∼3,000만종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곤충의 종류가 

다수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곤충이 지구상에 최초로 나타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억 5천만년에서 4

억 년 전으로 추정된다. 최초의 곤충 화석은 톡토기류1)의 일종으로 약 3억 8천만 년 

전 데본기 하부 지층으로부터 출토되었다. 이외의 몇몇 곤충화석들이 북미와 러시아

의 데본기 전후기 지층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인간의 역사가 300만년 정도에 불과하

  * (choi8464@korea.kr, 010-3014-6681). 
 1) 원시적이며 날개가 없는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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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곤충상은 참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 오랜 기간을 통해 곤충은 오늘날까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생물군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처럼 많은 곤충 종들에서 인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종을 약 15,000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서양의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면 곤충은 ‘익충(beneficial insects)’과 ‘해충(insect pests)’으로 양분해서 볼 수 있다. 그 동

안은 익충 보다는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맞물려 해충이 곤충의 대부분인 것처럼 각인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진화했다. 그 중 자원개발을 통해 달

라진 인간의 삶은 ‘기적’이라 비유할 수 있다. 지구상의 수많은 자원이 인간의 손을 새

로운 역할과 가치를 얻었다. 이젠 새로운 자원이란 소재가 소멸됐을 법한데, 여전히 

미개발 된 자원이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곤충이다. 약 130만종이란 어마어마한 종

으로 나뉘어 있는 곤충은 인간의 삶에 매우 유용한 자원이다. 

표 1  국내 곤충산업 시장 규모(2010)

활용분야 대상곤충종류
시장규모 (억원)

2010 2015추정

화분매개용 뒤영벌, 가위벌, 꿀벌  540  880

천적용 무당벌레,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등 34종  230  300

학습용, 애완용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 등 50여종  400  540

이벤트 나비류, 반딧불이 등  400  560

사료용, 의약용 동애등에, 풍뎅이유충, 거미, 거머리 등   -  700

합 계 1,570 2,98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양봉협회(꿀벌 화분매개 시장규모, 2010).

  이에 농촌진흥청은 지난 ’95년부터 농업적 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학습애완 곤충, 화

분매개 곤충, 환경정화 곤충, 천적 곤충, 식․약용 곤충 등을 연구해 왔다. 이는 국가

의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연구개발이다. 즉 곤충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 줄 

분야인 것이다. 현재 국내 곤충시장은 1,500억 원 규모이며, 2015년에는 3,000억 원 대

로 현재보다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1 참조>. 또한 곤충의 활용 범위도 

농업에서 생명과학, 의학 등으로 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엔 장수풍뎅이, 사

슴벌레, 왕귀뚜라미, 반딧불이 등이 자연생태 학습용과 애완용으로 인기다. 이밖에 화

분매개용 유용물질을 추출해 식품 또는 약제로 개발하는 분야, 사료로 개발해 가축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분야, 축산분뇨 및 음식물쓰레기를 정화하는 환경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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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그리고 함평 나비축제, 예천 곤충바이오엑스포 등 지역행사 소재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2012년 농식품부의 전국 곤충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의 곤충관련 농가

수는 총 395호이며, 그 중 사육농가 및 업체는 232, 유통업체 72, 곤충표본 및 용품생

산업 20여 곳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곤충 생태원 및 체험 학습장은 59개소이고 곤충

연구소는 12개소로 조사 되었다<표 2 참조>. 그러나 조사되지 않은 지역과 온라인 

거래,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한 보급을 감안하면 곤충산업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곤충산업 성장속도는 가속화될 것이다.

표 2  국내 곤충산업 현황

사육농가 및 
업체수

유통업체수
곤충표본 및 
용품생산업수

생태원 및 
체험학습장수

곤충관련 연구소

232 72 20 59 12

1.2. 해외 곤충산업 현황

  농촌진흥청 보고(인테러뱅 4호, 2011)에 의하면, 세계 곤충산업의 시장규모는 2007년 

약 11조원 규모에서 2020년 최대 약 38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곤충

유래 식·의약 소재개발을 위해 세계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초부터 

애완용 곤충시장이 형성 발달되었고 유럽은 화분매개 곤충 및 천적용 곤충, 중국 등 아

시아 지역에서는 식의약용 곤충 등이 발달하여 매년 시장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 각국은 일찍부터 곤충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일본은「동물애호관리법(애완 곤충)」,「식품위생법(식

용 곤충)」등의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곤충산업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곤충산

업 육성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모두 200억 원을 투입하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미생물농약제조법(천적)」 및 「식물상과 동물상 관리법

(곤충 관리)」등을 통해 곤충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1991부터 10년간 천

적곤충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생산된 농산물 수출액이 2001년 278억 달러, 2002

년 325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곤충자원의 산업화 관련 특허건수는 한국, 일본, 미국이 비슷하지만 우리의 기술수

준은 일본의 80% 수준이며, 국가별 특허 점유율은 일본 379건(33%), 미국 359(32%), 한

국 314(28%), 유럽 85(7%) 등의 순서이다(특허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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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산업 기술수준을 퍼센트(%)로 보았을 때 일본은 100%, 미국은 87%, 한국80%, 

중국은 68%로 보고 있다. 

 애완용 곤충 시장의 경우 일본은(농림수산식품부, 2009)  사슴벌레 시장만 2～3조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시장 확대를 위해 곤충 마니아층에게 다양한 곤충종 제공을 

위해 1,000여 곳 이상 곤충 숍을 운영하고 있다.

  먹이곤충 시장에서 귀뚜라미는 파충류, 어류 등의 애완동물에 섭식 기호성 우수하

여 귀뚜라미를 섭취한 애완동물은 다른 먹이를 먹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귀뚜라

미의 먹이곤충시장은 1999년 기준 미국 1,500억 원, 일본 157억 원으로 시장이 매우 크

다(농진청 보고, 2008). 따라서 귀뚜라미는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새끼돼

지의 사료원으로 매우 적합하며 가축사료소재로 이용 시 900억 원 이상의 시장이 추

가 창출되고 외국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내외 곤충산업 연구 동향

2.1. 국내 연구 동향

  국내에서 곤충자원화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된 국가기관 또는 출연 연구기관은 아직 

없으며, 다만 곤충과 관련하여 대학, 국공립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에서 곤충 산업화

를 위한 연구가 일부 수행 중이다. 

  현재 대학에서는 농학계 및 자연계의 농생물학과, 응용생물학과 또는 천연섬유학과 

등에서 곤충과 관련된 연구나 강의를 하고 있다. 곤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

육을 해야 하는데, 곤충사육의 목적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험용, 유전자원의 보존, 생

태․분류연구, 해충방제, 생물검정 및 발생생리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극히 일

부 대학에서 유용곤충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연구를 위한 시설은 확보되어 있지만 사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은 미비

한 상태이다. 또한 국공립연구기관(국립생물자원관 등)에서는 곤충을 전공한 사람을 채

용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지방에서는 농업을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행정직이 곤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공립연구기관의 주요 사육목

적은 해충방제, 위생곤충2)의 방제연구나 전시용 곤충의 수집 및 분류 등으로 국익을 

위한 목적이 우선 시 되는 경향이다. 민간연구소는 개인이 설립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

 2)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주는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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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농약회사의 부설연구소로서, 자사 생산품의 약제에 대한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  대부분 곤충 전공자를 채용하여 살충효과 검증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곤충 산업화와 관련하여 예천곤충연구소, 전남에 곤충잠업연구소 등 지역 곤충연

구소가 각 도마다 설립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표 3 참조>.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민간

연구소
농진청 및 
산하기관농학계

자연계
사대

농학계 자연계

농생물학과, 
잠사곤충(생물)
학과, 
천연섬유학과 
등

생물학과, 
생물교육학과, 
생명과학과, 
생물응용학과 
등

응용생물
(동물)학과, 
농생물학과 등

생물학과, 
생물공학과, 
생명과학과 
등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보건원, 
화학연구소, 
산림과학원 
병해충과, 산하 
도 시험장 등

한국곤충연구소, 
고려곤충연구소, 
각 농약회사 
부설 연구소 등 

국립농업과학
원 농업생물부 
곤충산업과, 
각도 
농업기술원 
병리곤충계, 
사업장 등

22개대학 14개대학 25개대학 17개대학 10개기관 10개기관 18개소

표 3  곤충연구 관련기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서는 주로 농업의 생산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해충방제, 곤

충의 검역문제 그리고 유용곤충자원의 개발 및 유전자원으로서의 보존 등이 주요한 

사육목적이다. 중앙기관에서는 곤충전공자들이 일반 곤충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 극히 일부분(농과원 농업생물부 곤충산업과)이 유용곤충자원의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거나 수입 대체효과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각 도 농업

기술원의 경우 농민과 현장에서 주로 작물의 해충방제에 대한 업무가 주업무로서 대부

분 곤충을 전공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비록 비전공자일지라도 그 분야의 

많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해충방제에 대한 남다른 비결을 습득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과학기술부, 2000)에서 국내 국공립기관

의 사육 곤충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9목에서 87종이 

사육되고 있다. 한국 전체로 볼 때 농업관련 연구기관의 약 30% 정도가 곤충을 사육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나비목 곤충이 29종으로 유충에 대한 농약실

험 또는 천적 연구용으로 가장 사육을 많이 하고 있으며, 파리목, 벌목 및 딱정벌레목

의 곤충들이 기생 곤충, 포식성 곤충, 화분매개 곤충 등의 연구를 위해 많이 사육되고 

있다. 대부분 연구용, 실험용으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농가소득 또는 경제적 효과가 있

을 수 있는 산업 곤충으로서의 이용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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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목  종수        곤  충  명    주요 사육목적

 바퀴목    5  독일바퀴 등

실험용, 유전자원보존, 생태․분류연구, 
해충방제, 생물검정, 발생생리 등

 메뚜기목    2  벼메뚜기

 노린재목    6  광대노린재 등

 매미목    6  멸구, 매미충류

 풀잠자리목    1  풀잠자리류

 딱정벌레목   20  무당벌레, 하늘소류 등

 벌목    7  꿀벌, 호박벌, 먹좀벌류 등

 파리목   11  모기류, 파리류 등

 나비목   29  호랑나비, 나방류 등

표 4 국내 사육곤충 현황

 

2.2. 국외 연구 동향

  곤충자원의 연구 동향은 각 국가가 처한 현실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크게는 동양과 

서양으로 대별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식용․약용 및 

물질 사용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는 환경 

농업과 관련하여 천적용과 화분매개용, 축분 분해용, 및 환경 지표용의 곤충 활용에 

깊은 관심과 과학적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원인을 몇 가지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두 문화권 간에 기존에 이용하던 곤충의 차이이다. 즉, 동양에서는 누에

나방이란 곤충을 가지고 비단이란 물질이용과 번데기, 누에똥 등을 식용․약용으로 

사용한 반면, 서양에서는 양봉을 중심으로 하되, 이를 광활한 목초지의 화분매개용으

로 주로 사용하였으며 19세기 이후에는 농장에서 고전적 생물 방제가 성행하였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유는 선진국인 대부분의 서양에서는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의 이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농촌 내 생물 서식공간의 조성 창조 등 과거보

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어야만 한다는 국민의식과 관련이 깊다. 

 일본은 농업연구센터에서 해충의 방제 연구를 주로 하는 반면에, 농업환경기술연구

소에서는 곤충의 기초연구를 하고 과거 잠업 연구기관이었던 잠업기술연구소는 곤충

자원 보존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를 하는 등 약 12개소에서 곤충자원 연구를 수행중

이다. 특히, 곤충산업개발 국책사업(COE Project)이 1996부터 수행되어 곤충 다양성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및 곤충 기능이용기술의 산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들의 곤충자

원의 이용 규모는 우리보다 매우 커서 꿀벌을 화분매개용으로 이용하는 양만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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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딸기에 31,400봉군3)이 한 해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농림수산성, 1999).

  중국은 예부터 상당수의 식용․약용 곤충이 개발 이용되어 왔다. 상해곤충연구소에

서는 곤충 분류 탐색 및 소재개발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곤명자원곤충연구소에

서는 오배자충, 백랍충 등을 사육하여 백랍충의 밀랍은 파라핀으로, 오배자충은 염료

로  대량 생산하며, 유용곤충을 사육하여 자원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잠업연구소는 

누에 사육 등을 각기 담당하고 있다. 또한 거미를 비롯한 천적 등 환경보전형 곤충연

구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았고 잠업기술 개발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Center for Economic Entomology 등 20개소에서 곤충자원을 연구하고 있다. 특

히, 농무성은 ARS를 중심으로 범세계적 곤충자원을 수집해 왔으며, 이들을 주로 친환

경 농업기술에 활용하고 있다. 양봉측면에서도 벌꿀의 생산보다도 화분매개에 의한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은 나비하우스와 정원 등 28개소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교육과 연계된 생

태관광을 주로 하고 있다. 그 동안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곤충서식지 복

원 연구와 환경농업을 위하여 곤충 서식 공간의 조성 등 친환경적 곤충이용 방법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시설재배지의 화분 매개 곤충으로 서양뒤영벌의 연중사육의 성공과 더

불어 환경농업을 위한 여러 천적의 개발 등을 주도하고 있다.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권의 곤충연구는 주로 국립곤충연구소를 중심으로 곤충의 

기초기반의 연구가 충실하여 분류 분야의 연구와 천척활용을 위한 기초 생태 연구에

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3. 곤충의 산업적 이용

  곤충산업의 영역과 가치는 농식품, 비농식품, 융복합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림 1 참조>,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2009년부터 농업 R&D연구를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개념의 Agenda 중심으로 연구방향을 전환하여 현장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고 있

다. 이에 발맞추어 곤충산업도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인력 투자가 적으면서도 큰 기

대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관련기관과 거버넌스 

 3) 1봉군 꿀벌 200-300마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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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구축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각 시군 작목별(딸기, 토마토 등) 12개 특

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3.1. 농식품 영역

 농식품 영역으로는 천적, 화분매개, 사료, 식품분야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친

환경농업과 시설원예 확산으로 해충방제용 천적 곤충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1988

년부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천적곤충을 상업적으로 활용해 왔다. 현재 35종의 천적 

곤충이 연구개발 되었으며, 이 중 24종(토착 천적 16종)이 상품화되었다. 이렇게 개발

된 천적은 시설재배 작물의 주요해충인 진딧물, 응애, 가루이, 총채벌레 등의 방제에 

활용되고 있다<그림 2 참조>. 현재 약 2,000여ha의 면적의 농가에 사용되고 있다. 농

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적 지원사업이 2012년부터 중단되어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에서는 그 면적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곤충산업의 영역

  국내는 세계 3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포함하여 총 11개 천적 회

사가 천적 곤충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천적 대량생산 및 활

용을 위한 연구를 강화해 천적산업 발전 및 농가의 천적이용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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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물적 방제에 활용되는 천적곤충  

        애꽃노린재                  굴파리좀벌                 콜레마니진디벌              칠레이리응애    

  뒤영벌(벌목 꿀벌과 벌)은 친환경 및 시설재배 작목의 다양화 등으로 활용되는 화분

매개 곤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수입한 서양뒤영벌에 의존해 왔다. 이에 

1995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2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체 생산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이 연구를 통해 토종 호박벌(bombus ignitus)에 대한 실내사육 환경, 인공월동 및 현장 

활용법 등 주요 핵심기술을 확립했다. 후엔 호박벌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서양뒤

영벌(bombus terrestris)에 대한 추가 연구도 착수했다. 여왕벌의 냉장 존 기술, 교미환경 

개선 등 연중사육기술 및 시설작목별 현장 활용법도 수립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업

체와 농가에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왔다<그림 3 참조>. 

그림 3  화분매개 곤충 실내 대량생산

     <산란환경 개선>       <사육환경 개선>        <인공월동법 구명>        <교미조건 구명>

      이중온도 시스템             보급용 봉군            산업용 대량월동법            호박벌 교미

  그리하여 2002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서양뒤영벌을 2005년에는 50%까지 국

내 생산 뒤영벌로 대체했다. 현재 생산규모는 연간 1만 5천봉군4)을 상회하고 있다. 

2007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4만여 봉군의 뒤영벌이 보급되었는데, 그 가운데 2만 8000

여 봉군이 국내생산 뒤영벌로서 수입 뒤영벌 1만 2000봉군에 비해 약 70%까지 수입 

 4) 1봉군 뒤영벌 200-3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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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효과를 높이고 있다.         

  과거부터 곤충은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 국내에선 메뚜기와 누에번데기 정도

가 식용곤충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누에의 경우 병이 들면 하얗게 굳어 생기는 백강

잠은 옛날부터 한방 약제로 널리 쓰여 왔다. 동남아시아 및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욱 

많은 종류의 곤충을 식용 및 약제로 이용하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식용․약용 곤충 

                누에                           동충하초                    꽃무지 유충(굼벵이)

3.2. 비농식품 영역

  비농식품 영역으로는 정서(애완·교육·예술·관광), 의약, 환경정화 분야 등에서 활용

되고 있으며, 최근 애완·학습용 곤충분야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분야이며 곤충을 주제

로 한 체험관광, 예술작품, 문화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등 유

기성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환경정화 곤충이 활용되고 있으며, 곤충 유래 물

질에서 기능성 의약품 소재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산업화는 인간을 자연과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에 도시인들은 다양한 방법으

로 자연을 대처할 무언가를 찾는다. 그 중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가족 또는 독

신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다. 과거에는 개와 고양이

가 가장 흔한 애완동물이었지만 최근엔 각자의 취향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

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애완동물시장이 커졌기 때문이다. 곤충 역시 혐오스럽다는 고

정관념을 벗고 애완용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이다. 특히 왕귀뚜라미는 아름다운 자연

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다. 즉 곤충 역시 인간의 삶과 정서를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서․애완곤충시장(농림수산식품부, 2009)은 국내 대표적 곤충산업으로 규모는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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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나비류(호랑나비, 배추흰나비, 암끝검은표범나비)

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의 경우 사슴벌레 시장만 2,000～3,000억

원 규모로, 취급점도 1,000여 곳이다. 또한 8cm 사슴벌레가 1억 원에 팔릴 정도다. 국내

는 아직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정서 및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수

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함평군에서는 호랑나비, 배추흰나비, 암끝검은표범

나비 등을 인공 사육하여<그림 5 참조> 매년 함평 나비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리

고 무주 반딧불축제와 같이 지자체의 관광 상품과 연계 및 학습생태원으로 관광벨트화도 

가능하다. 이는 곤충시장의 한 분야로 확대 및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곤충 중에는 썩은 동물질과 식물질, 동물의 배설물 등의 부식성 물질을 먹이로 이용하

는 종류가 매우 많다. 이들은 자연에서 항상 발생되는 썩은 물질을 분해시켜 쾌적한 환경

을 유지하게 하는 분해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습성을 가진 곤충군 중에서 집약

농업이나 인위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정화하거나 그 같은 활동

에 투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곤충을 환경정화 곤충이라 한다<그림 6 참조>. 

그림 6  아메리카동애등에

(Hermetia illucence, Black Soldier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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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의 배설물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

두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파리와 동애등에를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집파리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체

에 기술이전 하였으며, 동애등에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의 친환경적 분해시스템 개

발 연구를 산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분해 산물 및 파리, 

동애등에 유충을 이용한 사료화, 퇴비화 등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그림 7 

참조>. 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파리와 동애

등에를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집파리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체 기술이전 하였으며, 동애등에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의 친환경적 분해시스템 

개발 연구를 산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분해 산물 및 파

리, 동애등에 유충을 이용한 사료화, 퇴비화 등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7  동애등에의 활용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체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면역체계를 

지니고 있다. 곤충은 몸에 상해를 입으면 체내에 항균성 화학물질을 만들어 침입하는 

미생물에 대항한다. 때문에 내성이 없는 천연 항생제 소재로 의료용 및 식품보조제로

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똥구리에서 항균펩타이드인 ‘코프리신’을 분리

하여 항균성이 강한 천연연고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꿀벌 부채명나방 유충으로부터 항진균 단백질을 분리한 것은 물론, 다양한 곤충으

로부터 항균펩타이드 및 면역에 관련된 유전자를 발굴해 기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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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코프리신의 항균활성 및 포도상구균에 대한 상피세포 재생확인

Escherichia coli
(대장균)

Staphylococcus aureus
(포도상구균, 화농성 질환)

Pseudomonas aeruginosa
(가지마름병, 세균성 갈색무늬병)

MRSA

Escherichia coli
(대장균)

Staphylococcus aureus
(포도상구균, 화농성 질환)

Pseudomonas aeruginosa
(가지마름병, 세균성 갈색무늬병)

MRSA

Escherichia coli
(대장균)

Staphylococcus aureus
(포도상구균, 화농성 질환)

Pseudomonas aeruginosa
(가지마름병, 세균성 갈색무늬병)

MRSA

3.3. 융복합 영역

  곤충의 기능을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명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생체모방

공학을 이용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의 발달과 기술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곤충을 활

용한 유전학 연구와 곤충의 생체모방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생명공학 기술이나 나노 기술, 전자ㆍ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물(생체) 모방 기술

도 새로운 재료와 물질의 개발, 센서 개발, 로봇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산망 설계나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들의 행동 양식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데, 이런 생물 모방 기술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곤충이다. 

생체모방 기술은 산업, 군사 분야를 넘어서 보건, 환경, 사회분야 등 커다란 시장으

로 확대될 것이다.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의 메가트렌드에 자연모방의 대세가 기여

할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미래 학자들은 미래 고령사회에는 ‘노인은 없을 것’이라

고 예측한다. 이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기능이 약화된 조직이나 기관을 대

체, 보완하는 재생의학 기술의 발달을 의미한다.

현실적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물체의 능력을 따라 배우는 기술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아직도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신의 발명품이 수없이 많고, 인간이 아

무리 생명체를 만든다 해도 이미 만들어진 생명체의 다양성을 따라 잡을 수 없는 일

이다.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자연을 닮아 가면서 바이오칩이나 초고감도 바이오

센서 등 꿈의 신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생명체를 둘러싼 비밀의 문이 열린

다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곤충을 닮은 기계는 물론 사람을 닮은 기계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생체모방 기술 연구개발은 단기적 가능성

이 높은 산업화 과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 사고로 기술, 개념에 대한 원

천에 접근하고 새로운 더 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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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류는 예로부터 각종 질병치료와 건강 유지를 위한 민간 약재로 많이 이용되어 

왔는데 최근 참살이(well-being) 생활 패턴의 확산과 함께 곤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신소재 등 미개척 자원의 보고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신바이오 생물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경쟁적인 움직임이 벌어지

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세계미래학회가 제시한 2020년 후 10대 미래 기술’(농림수

산식품부, 2009) 가운데 바이오기술 분야에는 ‘곤충을 활용한 신약개발‘이 유일하게 포

함되어 있었다. 이렇듯 곤충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주목함으로써 21세기 새로

운 녹색성장 산업의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국내 곤충산업의 전망 및 육성방안 

4.1. 곤충산업 전망

  곤충산업은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

냐하면 곤충산업은 시간적, 공간적, 인력면에서 투자대비 기대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

문이다. 곤충산업은 식용뿐만 아니라 환경정화용 그리고 학습애완용 등 다양한 산업

을 창출할 수 있어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천척, 화

분 매개, 사료용 등 농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우리나라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

을 하기위한 필수 산업이기도 하다.

  앞으로 식용 곤충의 다양한 상품개발 및 이용, 그리고 식용곤충의 영양 및 기능성을 

부각함으로써 기존 식품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만이 사람들의 곤충식품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음식문화의 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음식관념을 수립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새로운 곤충자원을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곤충산업의 발전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식용 곤충에 대한 개발 및 사육에서부터 식품화 

하기까지 연구개발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곤충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천적 곤충, 화분매개 곤충, 축산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분

해 곤충 등은 친환경농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 학습애완과 의학 등에도 영

향을 미치고 있어 고부가가치가 기대되는 산업 중 하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도 곤충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홍보 강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녹색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산업영역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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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하여 국민들 역시 곤충산업을 ‘황금 알을 낳는 시장’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

며, 이밖에 유용곤충의 실내대량 생산 기술 및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정부의 

전략적인 계획 아래 지속적인 재정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2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곤충

의 법적지위를 부여하였고, 「곤충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도 2011년 1월에 발표

되어 전문 인력 양성, 전문기업 및 농가의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곤

충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산업화에 노력한다면 어

떤 산업보다 미래의 새로운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2. 유엔식량농업기구(FAO)‘곤충을 미래 대체식품’으로 육성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인류, 가축, 애완동물의 식량으로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던 

메뚜기와 개미 등 식용 곤충을 적극 권장했다. FAO는 전 세계 20억 명이 이미 단백질

과 미네랄이 풍부한 곤충을 먹고 있으며 곤충 식이가 환경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밝혔

다.  사료 대비 식품 생산에 곤충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FAO는 강조했다. 보통 곤충의 

경우 사료 2㎏으로 1㎏의 곤충 식품을 만들 수 있지만, 가축의 경우 가축에게 사료 8㎏

을 먹어야 1㎏의 고기 식품을 만들 수 있다.  FAO는 곤충은 환경적으로 해로운 온실가

스를 배출하지 않고 쓰레기와 동물 분뇨를 먹으며 농업 사료로도 사용된다고 말했다.

   현재 식용 곤충 대부분이 숲에 서식하며 곤충 농장은 종종 가족 경영으로 이뤄져 

틈새시장에 곤충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기계화가 곤충 양식 생산을 단계적

으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낚시 미끼 산업에서 오래 전부터 곤충 

양식이 이뤄졌다.

   FAO는 곤충 양식을 식량과 사료 확보 문제의 해법으로 소개하면서  "곤충은 곳곳에 

있고 빠르게 번식한다"며 "곤충이 남기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 족적(environmental 

footprint)'도 작다"고 밝혔다.  FAO는 이어 “곤충이 육류와 생선보다 고단백질을 함유해 

결식아동을 위한 영양 보충제로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곤충에는 구리, 철, 마그네슘, 망간, 인, 셀레늄, 아연뿐만 아니라 섬유질도 풍부하다.

그리고 식용 곤충 프로그램에서 엄밀히 곤충은 아니지만, 거미와 전갈 등 절지동물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FAO는 지적했다. 대학의 생물학자들은 식용 곤충의 

영양 가치를 분석했으며, 딱정벌레, 개미, 귀뚜라미, 메뚜기 같은 곤충의 g당 단백질 

함유량이 육류, 생선에 거의 가깝다고 밝혔다.

   따라서 FAO는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 함께 곤충을 식량 자원으로 바꾸는 시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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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착수했다. 곤충을 대량으로 사육하고 그것을 상품화해 판매하는 시스템 마련에 

골몰하는 중이다. 이제 우리는 포장지에 담긴 곤충들을 사서 아작아작 씹어 먹기만 하

면 되는 것을 기대해도 될 것이다. 

4.3. 곤충산업 육성방안

4.3.1. 곤충의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

  곤충은 지구상 마지막 미개발 생물자원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치열한 연구개발과 

산업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2020년 

38조 원으로 성장이 예상되는(함평 세계 나비엑스포 발표자료, 2008) 세계 곤충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선진국은 30여 년 전부터 곤충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

내 시장규모는 2015년에 3,000억 원으로 성장이 예상되나 선진국의 노력에 비하면 우

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곤충의 활용은 천적, 화분매개, 학습·애완용, 관광용 등이며 환경

정화, 사료, 바이오산업용 등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2011년 1월 ’곤충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곤

충산업 육성에 나섰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내에 존재하는 잠재

적인 곤충자원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향후 유용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위한 인

프라 구축이 우선 필요하며,- 곤충자원의 분포 및 서식환경 조사, 유용곤충 탐색, 발굴

된 자원에 대한 DB화, 경제적 가치평가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3.2. 곤충을 활용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실현 

  곤충은 천척, 화분 매개, 애완용, 체험관광, 지역축제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친

환경 고부가가치 농업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부터 국내에 천적시장

이 형성되어 매년 증가추세이나 아직 천적 활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도

입천적 8종을 수입하고 있다.

  국내 천적자원은 약 1,000여종으로 추정되나 국내에서 활용하는 천적은 29종으로 

더욱 다양한 천적의 발굴과 산업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가현장에

서 도입 천적이 이용되고 있으나, 비닐하우스 등의 고온 환경에서는 효과가 낮아 한국

형 천적의 개발이 절실하다.

  천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다한 농약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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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농산물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증대 및 시설원예 재배  면적의 증가로 한국

형 화분매개 곤충의 다양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딸기, 토마토 등 화분매개 곤충을 활

용할 수 있는 작목이 증가함에 따라 작목별로 화분매개 곤충의 개발과 산업화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학습·애완용 곤충 사육농가와 체험 관광, 지역축제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나 전문성 부족과 영세성으로 체계적인 산업화가 부진하며, 품종개발을 통한 상품 

다양화, 사육농사의 지원과 규제, 전문 인력 양성, 축제의 지역별 차별화 등 체계적인 

육성대책의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4.3.3. 곤충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시장 창출

  곤충을 이용한 21세기 생명 신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연구개발 

및 산업화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곤충자원을 BT, NT, IT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으로 신약, 인간질병 치

료, 생체모방 기술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00여종의 곤충으로

부터 175개의 신물질 연구를 수행하여 최근 곤충유래 물질에서 기능성, 의약품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곤충 공생 미생물, 생체모방 및 첨단 바이오센서 등 곤충의 생체구조와 기능을 

이용한 산업적 활용에 대한 연구개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곤충자원 산업화 

특허는 300∼400건으로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기술수준은 일본에 비하여 80%로 (특허청, 

2010)질적 성장이 필요하며, 생활사가 짧고 다양한 돌연변이를 보유한 초파리 연구를 확

대하여 인간의 만성 난치성 질병 치료 방법 및 신약 개발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정화 곤충인 동애등에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의 친환

경 처리기술 개발로 환경보호는 물론 신 재생에너지 분야를 개척하여 세계 시장에서 

선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는 동애등애 대량 사육기술을 개발하여 특

허를 등록하고 산업체를 통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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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곤충자원 

활용현황과 시사점 *

김  배  성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1. 서론 5)

  최근 농업분야에서 곤충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고 있고, 농가의 소득원

으로서 곤충의 활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의 종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약 500～1,000만종 정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

고 있다. 이중 우리 인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종이 약 15,000여종으로 보

고되고 있다. 곤충은 이와 같은 풍부한 종 다양성과 더불어 21세기 최대 미개발 생물

자원으로 주목되고 있다. 

  곤충은 전통적으로 양봉과 양잠 그리고 일부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천적

용 및 화분매개용 곤충시장이 부각되고 있고,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반딧불이 등은 애

완용과 자연생태학습용 곤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곤충은 그 유충 및 성충으로

부터 유용물질을 추출하여 식품 또는 약제로 개발하는 분야, 가축의 단백질 공급원으

로 곤충을 사료로 개발하는 분야, 축산분뇨 및 음식물쓰레기를 정화하는 환경정화 분

야, 그리고 함평 나비축제, 무주 반딧불이, 예천 곤충바이오엑스포(2007년, 2012년 개

최, 2016년 개최예정) 등 지역행사 소재로 이용하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

 *  (bbskim@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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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용되고 있다. 

  농업부문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곤충자원이 소득원으로서 지속가능하게 활용되고, 

또한 곤충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농업분야 곤충자원의 활용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

대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농업분야 곤충자원 활용실태

  현재 농업분야의 곤충 이용 현황 및 정도를 고려해서, 곤충자원을 천적용, 화분매개

용, 환경정화용, 애완용, 지역행사 소재용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 분야에 대한 활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2.1. 천적용 곤충 

  곤충이 천적자원으로 이용된 것은 농사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

나, 농업분야에 체계적으로 활용되어 성공한 최초 사례로는 1868년 미국 캘리포니아

에서 감귤해충인 이세리아 깍지벌레(icerya purchasi)를 베달리아 무당벌레(vedalia cardina-

lis)를 이용해 구제한 이후부터로 보고되고 있다(농진청, 2002; 농림부 농업연수원, 

2006). 또한 1967년 네덜란드에서 점박이응애 방제를 위해 오이 밭에서 칠레이리응애

를 대량생산하여 방제에 성공한 이후 곤충을 천적자원으로 활발히 활용한 계기가 되

었다(농림부 농업연수원, 2006). 

  농업분야에서 농약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충을 방제하는 투입요소로 현재까지 광

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한편 농약은 환경오염, 인간과 가축에게 농약 성분을 잔류

케 하는 위험, 기존에 투입된 농약성분에 저항성을 지닌 해충을 출현시키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농약 사용의 부작용과 더불어 최근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곤충자원을 천적으로 활용하는 이른 바 천적농

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천적곤충의 이용이 보편화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97년 농림부의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천적

시범사업을 계기로 본격화 되었다(농림부, 2006). 

  천적시범사업의 추진으로 최근까지 칠레이리응애, 콜레마니진디벌, 온실가루이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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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애꽃노린재 등 천적곤충을 대량증식하고 이용하는 기술을 확립하여, 천적을 농업

분야에 활용하는 실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분야에서 곤충을 천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소개되고, 농진청을 중심으로 이용기

술이 확립․보급됨에 따라, 1999년 이후 상업적으로 천적을 생산,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출현하였다. 그러나 천적곤충 가격이 농약에 비해 비싸고, 천적곤충을 이용하

기 위해서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 공동 사용해야 하는 문제, 천적자원 활용에 대한 생

산자 이해 및 선호부족 등으로 농업분야의 천적자원 활용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작물에 피해를 주는 수많은 해충(우리나라 해충 기록종수 약 2,700여종)에 대한 천

적곤충도 많으나, 현재 생물학적 방제제로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천적의 종류는 

약 20여종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의 투입은 대상해충에 대한 방제

효과와 천적가격에 의해 주로 결정되고 있다. 현재 국내 생산․공급이 어려운 천적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 수입 외래곤충이 국내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위

해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수입에 앞서 위해성 검토 절차가 수행되고 있으나, 수입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검토(위험분석)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다 증대될 천적 수입수요를 고려해서 이

들이 국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위한 과학적인 실험, 모니터링 등을 포함

한 보다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천적의 수입은 2002년까지 금지되어 왔으나, 이후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2007년 현

재까지 14종의 천적이 수입되었다. 

  국내에서 천적에 관한 연구도 1997년 천적시범사업이후 병해충 종합관리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칠레이리응애, 으뜸애꽃노린재 등이 10여종이 상품화되었다. 현재,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해충 방제는 시설작물인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멜론, 포도 등 7개 작물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천적은 다른 제품과는 달리 살아있는 생물로 몇 달에 걸친 장기 저장․보관이 어려

워, 수요가 있을 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과 기반을 갖추어야 하나, 농가에 대한 

수요예측이 쉽지 않아, 천적곤충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향후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증대로 그 시장규모가 지속해서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기술을 갖춘 새로운 회사들이 지속해서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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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화분매개용 곤충 

  많은 곤충들이 현화식물로부터 화분이나 꿀을 얻는 대신 식물에게 열매를 맺게 하

는 매개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자연 상태 식물이나 재배식물의 꽃가루를 매개해줌으

로써 식물의 결실에 도움을 주는 곤충을 화분매개 곤충이라 한다(농진청, 2006). 

  최근 집약농법의 발달에 따른 농약사용의 증대로 인해 자연 상태 화분매개 곤충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자연 상태 화분매개 곤충이 접근할 수 없는 시설작물 

재배면적의 증대, 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계절에 빈번히 발생되는 이상저온 현상, 그

리고 환경농업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화분매개 작업 및 화분매개 곤충의 역할에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사람의 손을 빌어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화분매개(꽃가루받이) 작업은 과실

을 오히려 작아지게 하거나, 모양을 나쁘게 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과실을 만들게 하

는 등의 부작용으로 화분매개 곤충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화분매개 곤충의 역할 및 관심 증대로 서양뒤영벌, 머리뿔가위벌 등

의 상품화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네덜란드 Koppert사와 공

동으로 자체종을 이미 개발하였고, 일본도 자체종 개발과 대량생산을 위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농진청, 2002). 우리나라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곤충

산업과에서 국내 자생 뒤영벌 등 화분매개 곤충 대량생산 및 보급을 위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화분매개 곤충으로는 그 동안 주종을 이루었던 꿀벌

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저온에서 꿀벌보다 활동이 왕성한 머리뿔가위벌, 서양뒤영

벌, 그리고 뒤영벌의 일종인 호박벌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머리뿔가위벌(osmia 

cornifrones radoszkowsky)은 사과, 배 등 타가수분에 의해 우량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과

수작물에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1992년 수입되어 사과재배에 이용된 바 

있다. 가위벌류는 사과 주산지인 경상북도(예천군)를 중심으로 1998년부터 최근까지 

대량생산 보급되고 있다. 뒤영벌류에 대해서는 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에서 국내 자생 

뒤영벌의 대량증식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경북 예천군 산업곤충연구소는 1998년부터 머리뿔가위벌을 대량 생산해 사과와 배 

과수원에 유무상으로 방사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1998～2007년 동안 사과와 배 과

수원 1,680ha에 336만수를 방사해, 이에 따라 정형과율이 26%, 생산량은 20%가 증가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천군은 머리뿔가위벌 방사 사업을 통해,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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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내 무상분양 15만수를 시작으로 2002년에 46만 천수까지 지속해서 분양을 확대

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7년 13만 5천수에 이르고 있다. 예천군은 2002년부터 매

년 유상분양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예천군의 머리뿔가위벌 분양물량의 감소는 뒤영벌

의 일종인 호박벌 분양사업 실시와 관련이 있다. 

  예천군은 2002년 10통의 호박벌 무상분양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513통 무상분양, 

1,690통 초기산란세대 유상분양, 28,116수 월동벌 유상분양, 139통을 시험 방사하는 등 

호박벌 분양 및 방사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총 3,000통(군내 

50%, 군외 50%)을 분양하였다. 

  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를 중심으로 연구․보급되고 있는 뒤영벌의 경우를 보면, 국

내외에서 그 사용량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1989년 3만군 정도에 불과하

던 뒤영벌 공급량이 2000년 60만군까지 증가하였고, 국내에서는 1994년 2천 3백군에

서 2002년 3만군, 2006년 약 4만군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4～2002년 국내에 공급된 물량은 전량 수입에 의존한 것으로 국내에서 

기술이 개발되어 상업적으로 생산이 시작된 것은 2004년 농업과학원이 자체 생산기술

을 개발하여, 그린아그로텍 등에 기술을 이전하면서부터이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생산․판매되어, 2006년 대산이 9천통, 그린아그로텍 7천통 등을 각각 생산․판매

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 생산․보급으로 수입은 1994년 2천 3백통에서 2002년 3천통까

지 증가하던 것이, 이후 1～1.5천통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서양뒤영벌의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이스라엘, 뉴질랜드로 이들 나라들은 

1990년 초부터 자체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하여,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

다, 호주도 자체종을 개발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도 화분매개용 뒤영벌 자체종 개발 및 대량생산을 위한 시험연구 중에 있다. 

2.3. 환경정화곤충(축산분뇨 정화곤충) 

  우리나라 인구 및 소득증대에 따라 육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연평균 1인당 

소비량은 쇠고기가 1990년 약 4.1kg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10kg으로 증가하였고, 돼

지고기는 1990년 약 11.8kg에서 2011년 19kg, 닭고기는 1990년 약 4kg에서 2011년 11kg

으로 지속해서 증가하여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축산업은 그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

되어왔고, 향후 FTA 확대에 따른 축산물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으로 다소 위축될 것으

로 예상되나, 그 규모는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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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농가는 그 만큼 증대되는 축산분뇨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축산분뇨중 돼지 분뇨가 문제시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이미 

1970년 후반부터 곤충을 이용해서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다. 1977년 러시아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부식성 파리의 대량사육 기

술을 개발하여 실용화 단계에 있다고 한다. 

  곤충을 이용한 축산분뇨의 처리기술은 축산분뇨에 적응된 곤충의 섭식, 분해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곤충이 미생물과는 달리 먹이를 찾아서 이동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분

쇄하고 소화시키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축산분뇨에 적응한 곤충들은 번식

과 발육이 매우 왕성하고, 고밀도 인공사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용성 및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농진청, 2002).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곤충으로는 방목지의 우분을 처리할 수 있는 쇠똥

구리, 돼지와 닭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집파리 유충 등을 들 수 있다. 쇠똥구리는 

전 세계에 약 5,000여종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는 약 60여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파리는 우리나라에 1,101종이 서식하고, 그 중에 집파리가 돼지와 닭의 분

뇨에 서식하는 우점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돼지와 닭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집파리를 이용한 처리기술은 경제성이 있

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어, 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곤충산업과에서 현재 연구 중에 

있고, 한국유용곤충연구소에서 미국산 아메리카동에등에(Black soldier fly)를 이용해서 

축산분뇨 및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한 바 있다. 또한 (주)바이오

로직은 환경부의 선도 기술 개발과제의 지원을 받아, 축산분뇨 및 음식물쓰레기를 집

파리 유충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2003년 개발하여 상품화한 바 있다. 

  바이오로직은 처리과정에서 침출수, 악취, 성충파리 발생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한 

처리시설을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의 처리용량은 평당 1일 80kg으로, 75평

(6톤/일), 130평(10톤/일), 200평(20톤/일) 규모의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

고 있다. 또한 이 기술은 파리의 유충을 가축의 단백질사료로 이용할 수 있어, 사료비 

절감 및 가축건강에 유용한 것으로 홍보되고 있다.1)

  현재 우리나라 농업분야에서 곤충을 이용한 축산분뇨의 처리는 이제 시작단계로 향

후 대상 유력종의 발굴 및 이에 대한 대량생산과 실용화할 있는 기술개발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곤충의 유충 또는 성충은 단백질과 지질이 풍부

 1) (http://www.konet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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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양식 및 관상용 어류, 조류, 가축 등에 사료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어, 이에 대

한 농가소득원 개발방안도 지속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4. 애완용 곤충 

  애완용 곤충분야는 곤충시장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분야중 하나로 장수풍뎅

이, 사슴벌레류(왕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사슴벌레 등) 등 곤충 성체의 

모습이 수려하고, 그 습성이 온순해서 애호가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시장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1980년대 초에 애완용 곤충 시장이 형성 발전된 일본의 경우, 

현재 이들을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3천여 개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을 전후해서 애완용 곤충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곤충시장에서 가장 먼저 상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곤

충은 장수풍뎅이로 유충을 구입해서 성충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곤충의 생활사를 관

찰할 수 있어 교육학습용으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애완용으로 쉽게 기를 수 있

어 초중학생들에게 애완용으로 인기가 높다. 

  일본에서 장수풍뎅이류와 사슴벌레류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 또는 판매상점이 약 

3,000여개가 있고, 한 업체당 500～1,000만 엔의 매출액을 내고 있다고 한다. 이를 기

준으로 일본의 애완용 곤충시장의 규모는 대략 150～300억 엔(1,200～2,400억 원, 8원/

엔 기준)이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백유현, 2006). 

  현재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류를 판매하는 우리나라 판매점의 수가 정확히 조사된 

바가 없으나, 필자가 파악한 인터넷 판매업체만 약 200여 곳에 이르고, 오프라인 상에 

판매점도 전국 문방구와 수족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수풍뎅이는 수명이 1년이고, 사슴벌레는 2～5년 정도의 수명을 가져, 최근 장수풍

뎅이보다 사슴벌레가 애완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인공사육이 쉽지 않아, 장수풍

뎅이가 6~9천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비해, 왕사슴벌레는 1～3만원(가격은 곤충의 크기

가 클수록 높음)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사슴벌레류중 왕사슴벌레 수컷이 가장 

인기가 높아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류를 취급하는 애완용 곤충 판매업체는 유충 또는 성충뿐만 

아니라, 곤충을 사육, 관찰할 수 있는 장비를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데, 사육 관찰망, 

사육배지(보통 건조 또는 발효톱밥), 놀이목(보통 참나무), 젤리형태의 곤충먹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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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약용 대상곤충의 예

구  분 곤  충

 나방류(Lepidoptera)  누에, 산누에나방류, 박각시, 솔나방, 박쥐나방, 쐐기나방, 주머니나방

 벌목  꿀벌, 호박벌, 말벌, 말총벌, 개미

 딱정벌레목  하늘소, 가뢰, 반딧불이, 물방개, 풍뎅이류, 소똥구리, 무당벌레

 파리목  꽃등에, 등에 

 메뚜기목  땅강아지, 귀뚜라미, 여치, 메뚜기

 노린재목  노린재, 매미

 기타  고추잠자리류, 명주잠자리, 뱀잠자리, 사마귀

자료: 농진청(2002).

한 세트로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애완용곤충 판매업체와 더불어 곤충사육농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농진청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말 기준으로 장수풍뎅이

와 사슴벌레류를 사육․판매하고 있는 농가는 총 228호로 이들 농가가 장수풍뎅이 

5,013,673마리, 사슴벌레 1,003,601마리를 사육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육과 번식이 용이한 장수풍뎅이와는 달리 사슴벌레의 인

공사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농가와 유통업자들이 자연 상태에서 이를 대량 채

집하여 유통하는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사슴벌레(특히 왕

사슴과 넓적사슴)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와 이로 인한 중장기 생태계가 교란 또는 파괴

되는 현상이 올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편, 최근 장수풍뎅이 사육농가가 증가하면서, 그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변

지역의 사과와 배 등 과실류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파악되고 있다. 특히, 밀폐사

육하지 않고, 노지에서 사육하는 일부지역에서 종종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5. 약용 및 식용 곤충

  약용곤충이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의약 또는 약재로 이용되는 곤충으로 

곤충의 생체 뿐 만아니라 그 산물과 체내 특정물질 및 곤충생체를 바탕으로 생성된 

동충하초와 같은 미생물을 직접 섭취하거나 가공하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이영보, 2005). 

  곤충을 약용으로 이용한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까지 알려진 약용곤충은 약 22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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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상 곤충을 약용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은 동양의 경우는 신농본초경의 기록이 효

시이고, 서양의 경우는 히포크라테스가 수종, 황달 등의 치료에 곤충을 이용했다는 기

록이 효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의보감에 약재로 이용된 곤

충이 다수 있다고 한다. 

  신농본초경에는 21종의 약용곤충 기록이 있고, 중국의 명(明)대 이시진이 쓴 약학서

인 본초강목의 충부에는 106종의 약용곤충 기록이 있으며, 본초강목습유에는 여기에 

25종의 약용곤충이 추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허준의 동의보감 충부에 95종의 약

용곤충이 수록되어 있다(농진청, 2002). 

  우리나라에서는 누에의 성분중 콜라겐이란 물질이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관절염과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이용한 미용제품과 혈당강하제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누에 비단실을 분말화한 아미노산은 소화흡수 촉진, 간 보호, 콜레스테

롤 저하, 혈당조절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이용한 드링크제, 실크

껌 등 다양한 식음료 제품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약용곤충 100여종을 대상으로 

추출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리활성물질 등 의약 소재로 이용될 가능

성에 대해서 연구 중이다. 또한 생명공학 및 의약분야에서 초파리를 이용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개발되어 상품화에 이르기까지는 경제성을 갖

추어야 함은 물론 장기간에 걸친 R&D와 안전성 평가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농가

를 위한 농업분야 소득원으로는 전통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되어와 안전성이 검정된  

약용곤충을 소재로 한 건강식품 개발이 보다 용이하고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에서 흰점박이 꽃무지와 장수풍뎅이 유충(굼벵이)이 간 기능을 활성화하

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즙으로 다려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그러나 굼벵이는 현재 법적으로 혐오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소재로 한 식품

은 생산, 유통,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주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을 대상으로 

동충하초를 개발하고, 그 기능성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혐오식품으로 분류된 유충을 소

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개발에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곤충은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고품질의 단백질원으로 중국, 태

국 등 아시아지역뿐 만아니라, 아프리카 및 유럽 각국에서 전통적으로 식용으로 이용

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태국에서는 물방개, 솔나방을 비롯해 여러 곤충들이 요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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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 이용되고 있고, 아프리카와 아랍의 여러 국가에서는 메뚜기를 식용으로 이용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누에나방의 번데기와 메뚜기 등이 오랜 기호식품으로 이

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3천 년 전에 개미를 요리의 재료로 이용했던 기록이 있고, 세계적

으로 약 3,600여종의 곤충이 식용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이중 약 370여종이 현재 식용

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곤충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광

물질 미량원소, 비타민, 효소 등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식용자원으로 매우 가치있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농진청, 2002). 더욱이 올해 5월 FAO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인류의 훌륭한 영양 공급원으로 곤충을 언급해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곤충에 대해 더

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곤충은 약용 및 식용자원으로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오랜 동안 이용

되어 왔다. 최근 이와 같은 곤충의 약용 및 식용자원으로서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

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국내 유용곤충자원에 대

한 탐색, 대상 유용곤충으로 부터 유용물질 탐색 및 약리학적인 효과 검정, 그리고 현

재 민간약재 또는 식품으로 밀거래되고 있는 곤충소재 식품 또는 약재에 대한 법적 

지위 등에 대한 문제가 시급히 검토,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6. 지역행사 소재용 곤충

  최근 지역행사 소재용으로 곤충을 활용한 사례가 빈번하다. 함평의 나비축제, 무주

의 반딧불이 축제, 예천군의 곤충바이오엑스포 등이 대표적이나, 양평, 성남, 봉화, 일

산, 영양 등에서도 반딧불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내세운 이

벤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구례군은 잠자리 등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이를 지역 

브랜드화 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성공사례로 일컬어지는 함평군, 무주군, 예

천군의 농업분야 곤충활용 및 곤충의 행사 이용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함평나비축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행사는 나비생태관, 누에체험학습장, 수생식물 자연학습장, 생물관찰학습장 등 곤

충 등을 관찰, 학습할 수 있는 내용 뿐 만아니라, 나비표본만들기, 천연염색체험코너, 

나비도예 학습체험장, 미꾸라지잡기 체험장, 전통가축몰리 체험장 젓가락집기 체험장, 

전통 꽃길탐방로 등 방문객이 직접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이와 같이,  자연환경을 살린 체험 학습장 운영 및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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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이 행사를 성공으로 이끈 요인으로 평가된다. 

  무주군에서 곤충자원은 화분매개용으로 머리뿔가위벌과 호박벌을 이용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행사 소재용으로 반딧불이를 이용하고 있다. 천적용 곤충은 

활용한 적이 있으나, 특정 몇 개 농가만의 이용으로는 효과가 없어 활용하고 있지 않

은 상황이다.  무주 반딧불축제는 행사가 무주군 소재지 행사장과 설천면에 위치한 곤

충박물관 등이 있는 반디랜드에서 개최되고 있다. 행사 중 반딧불이 등 곤충을 소재로 

한 내용은 행사장과 반딧불이 생활사를 관찰할 수 있는 부스운영, 야간에 반딧불이 서

식지를 직접 탐사하는 생태체험프로그램이 있었다. 생태체험은 무주군내 반딧불이 서

식지에 직접 방문해서 반딧불이의 활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설천면

에 위치한 반디랜드에는 상설 전시관인 곤충박물관이 있고, 그 안에는 세계 및 국내에 

서식하는 곤충들의 표본 전시, 영상을 통해 곤충의 생태, 역사, 지구 및 인류의 역사 

등을 알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관, 돔영상관이 운영되고 있다. 무주군의 반딧불축제는 

청정 환경을 상징하는 반딧불이의 이미지를 산골지역의 청정이미지와 결합시켜 지역

의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곤충을 활용한 성공

사례이다. 

  예천군은 2007년과 2012년 곤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예천군은 다

양한 곤충 사육과 전시관, 홍보관 등을 설립하였다. 예천군 곤충바이오엑스포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방문객이 찾아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은 성공적인 행사로 예천

군은 평가하고 있다. 예천군 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의 성공요인으로는 참여자들이 선

호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시설설치, 그리고 어린이

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등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곤충은 전통적인 양봉 및 양잠분야를 제외하고도 

천적용, 화분매개용, 약용 및 식용, 애완용, 축산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환

경정화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행사 소재용, 가축의 단백질 사료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고, 향후 그 응용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곤충자원의 활용에 대한 검토 범위를 농업분야로 한정하여 비농업분야의 

응용실태 검토를 제외하였으나, 최근 세계 선진국들은 첨단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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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곤충을 매개로한 다양한 첨단연구를 국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곤충산

업을 진흥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20～25여 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곤충자원 활용 역사는 양봉과 양잠분야와 일부 약용 및 식용 

분야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부터로 매우 짧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곤충자원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되

어야 할 점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천적곤충 활용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천적보급 사업의 추진으로 

천적을 활용한 재배면적이 급속히 확대되어 왔으나, 사업 추진상의 문제로 2010년부

터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파악된다.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된 친환경 농산물의 수

요는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진청 농업과학원이 개발한 천적 대량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영농수요 증대에 꾸준히 부응한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대응해서, 생산현장에서 곤

충을 직접 생산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과학원이 몇 

개 업체 및 지자체에 한정하여 기술이전 하던 방식을 확대해서, 각 지역 지자체 농업

기술센터에 곤충 사육 및 대량생산 기술을 이전하고, 이들이 다시 생산자단체 및 생산

자들에게 기술을 보급해서, 생산현장에서 곤충을 직접 생산해서 이용할 있도록 지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될 때, 농민

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들 곤충을 이용할 수 있고,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부응해서 그 보급률과 곤충을 생산․판매하는 민간업체들의 수익도 더욱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최근 애완용 곤충 사육농가의 지속적인 증가로 농가가 사육․판매하는 곤충 

가격의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응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안전성이 이미 검정된 민간약재로 쓰이는 곤충(예를 들어, 굼벵이)을 합법적

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서 곤충 사육 농가를 새로운 시장으로 유도 하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애완용 곤충시장의 과열을 해소할 수 있고, 곤충 사

육농가의 소득수준을 지속해서 유지․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다양한 식용대상 곤충의 개발 및 수출방안, 환경정화 곤충의 실용화 및 보

급방안, 가축․어류․조류 등의 먹이로 이용될 수 있는 곤충사료 개발, 그리고 곤충 

유래 유용물질 동정, 추출, 개발 등 새로운 곤충 활용분야 창출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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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와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15～20년 전부터 곤충의 활용에 관심을 

갖고, 그 활용방안 증대와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을 국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곤충 활용분야는 천적용, 화분매개용, 애완용, 약용 등 몇몇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고, 해외시장 개척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무쪼록 21세기 들어서면서 태동된 우리나라 곤충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지속

해서 건전하게 발전하고, 곤충이 지속해서 농가에 희망을 주는 소득원이 될 수 있도

록, 산․학․연․관이 각자의 이익 뿐 만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조화롭게 협력하

여, 곤충산업에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격려, 지원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곤충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루빨리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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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곤충산업 동향 *

최  영  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농업연구관)

1. 중국 곤충산업 현황2)

  곤충은 동물계 중 가장 큰 동물 군집이라 할 수 있고 인류가 이용해야 할 가치가 충

분히 있는 소중한 자원이며, 동물성 단백질 결핍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

다. 또한 식물 공급을 보장하는 새로운 통로인 동시에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곤충은 세대가 짧고 번식이 빨라 식품으로서의 이용률이 높으며 전체 

생물량은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의 총 생물량을 초과한다. 곤충 세계에 내재된 매우 

풍부한 자원은 중요한 재생성 생물자원이며, 창조주가 인간에게 내린 최후의 선물이

라 할 수 있다.  

  곤충 자원의 산업화 이용은 새로운 산업이지만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예부터 누에는 5000년의 이용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양잠 역사는 최소한 3000년 이상

이다. 오배자 관련 기록을 보면 2000년 전의《산해경》1)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충백랍

은 1700여년의 이용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외에도 식품으로서 곤충은 앞으로도 인

류의 전반적인 진화 역사를 수반해 나갈 것이다. 

  * (choi8464@korea.kr). 
 1) 중국 고전으로 작가는 하(夏)나라 우왕(禹王) 또는 백익(伯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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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는 약 20만~30만 종의 곤충이 있는데 그들의 형태, 습성, 행동 및 기능은 가

지각색이며 변화무쌍하다. 생존기간이 짧고, 번식은 빠르며, 음식물 전환율(轉換率)이 

높다. 곤충세계에 잠재된 풍부한 자원 역시 지구상에서 아직 충분히 개발 이용되지 않

은 최대의 생물자원이다. 지구상의 자원이 날로 결핍되어 가는 상황에서 “곤충은 하느

님이 인류에게 남겨준 최후의 재화”이다.

2. 중국 곤충산업 활용 현황

2.1. 화분매개 곤충산업

  곤충 화분매개는 꽃가루를 친환경적으로 수분하는 농업 생산의 날개이다. 이러한 

곤충의 종류는 대단히 많은데, 꿀벌류, 뿔가위벌류 (Osmia속), 호박벌류를 위주로 기타 

파리류, 갑충류, 나비류, 삽주 벌레류 및 모기류가 있다. 각종 꿀벌은 유채(油菜), 면화, 

과채 및 채소 등에 수분 후 일반적으로 약 30% 생산이 늘어난다. 거여목(개자리)등의 

콩과 목초의 수분은 종자 생산량을 1~2배 증산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꿀벌이 농작물 수분을 통해 증산한 경제적 효과는 양봉상품(꿀상품, 

로열 젤리, 봉랍:밀랍, 화분:花粉등)가치 총액의 수십 배, 심지어는 수백 배를 훨씬 능

가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꿀벌을 현대 농작물 수분을 위한 농업 시책 중의 하나로 포

함시켜 작물 개화기에 임대료(차임)로 벌떼를 차용함으로써 농작물의 수분을 이미 제

도화시켰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꿀벌의 농작물 수분 연구와 이용을 중시하기 시

작하여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그 잠재력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2. 약용 곤충산업

  약용 곤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곤충 전체 혹은 일부를 약으로 쓰는 종류이다. 

그 중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균이 다양하여 곤충의 몸에 기생하면서 만들어

지는 동충하초로, 가장 유명한 것은 동충하초균이 박쥐나방의 유충에 기생하여 만들

어지는 동충하초이다. 기타 약용 곤충으로는 흙바퀴(土元또는 土鳖虫), 꽃매미(斑衣蜡

蝉또는 樗鸡), 백강잠, 백단향, 백강균에 감염된 누에 번데기, 상표초(사마귀 알집), 매

미의 허물, 풀색노린재의 일종(蝽科:노린재과), 물명주잠자리의 유충(맥시목, 개미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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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과 산누에나방번데기 등이 있다. 약용 곤충의 하이테크 산업 방면에 있어서 파리 

구더기로부터 채취한 항균 펩타이드(peptide), 곤충 단백에서 추출한 항노화물질, 곤충 

독소에서 얻어낸 상품 등이 있다.   

그림 1  흙바퀴(토원) 및 사육장

2.3. 식용 곤충산업

  식용 곤충 자원은 생산적,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기타 생물과 비교할 수 없는 우수성

을 가지고 있다. 곤충은 생명이 짧고 번식력이 강하여, 규모화 공장 번식 생산에 적합

한데 면적, 물, 에너지, 사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5가지 절약성의 특징을 갖고 있

다. 곤충은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 단백질 함량이 50%~70%에 달하고, 어떤 것은 85% 

이상이며, 아미노산 함량도 높아 성분배합이 합리적이다. 대부분 연지방(软脂肪)과 불

포화 지방으로 에너지 소모가 잘 되고, 미량 원소도 비교적 풍부하면서 당 함량은 낮

다. 그래서 식품으로서의 곤충 영역은 발전할 영역이 넓다. 흥미로운 것은 곤충 식품

이 공통적으로 스테롤(sterol) 성분을 필요로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부 종류에 있어서 특히 초식성 곤충 중 콜레스테롤의 기능을 식물 콜

레스테롤이 완전히 담당하는 곤충종이 있는데 이런 현상은 곤충지방과 콜레스테롤 함

량이 높은 기타 육상동물의 지방의 차이 즉, 곤충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식품으로 

이용되지만 육상동물은 지방함량이 높아 콜레스테롤 수치상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곤충 지질을 개발하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는 환경 보호에 있으며, 많은 곤충을 비식

용 자원과 폐기물 원료로 사육하고, 인공양식(养殖)의 일부 수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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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면서 우수한 품질의 유지(지방)와 단백질 식물 자원의 곤충 개체를 만들 수 있

다. 예를 들면 식분성 곤충인 동애등에(黑水虻)는 단시간 내 다량의 돼지, 닭 등의 가

금류의 변을 소화시켜 주위 환경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집파리의 유충, 개미 등 모두 식품, 의약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측면에

서 쓸데없는 것을 유용한 것으로, 해가 되는 것을 유익한 것으로 전환하여 종합적인 

효과를 거둔 예이다.  

  곤충 지질 개발에 관하여 현재 심화된 기초 연구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별히 

현존하는 식용 곤충의 기능성 지질 성분과 기타 생리 활성 성분(강한 항암 활성을 가

진 물질 포함)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공업화의 예 또한 일부 퇴적성의 특정 

지질에 국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백랍, 봉랍, 가뢰소(반묘) 등 식용성 및 기능성 유

지(油脂)상품으로서 극히 드물다. 현재 곤충유지(油脂)개발의 비교적 두드러진 일례는 

압착법(压榨法) 또는 스테롤(sterol)부산품 침출을 통해 누에의 번데기로부터 잠용유(번

데기 기름, 중국에 잠재된 자원 약 1만 톤/년)를 채취하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제조 과

정을 거쳐 혈액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 가공 버터, 윤활유, 절삭유, 세척유, 건성

유, 디젤유, 아젤라인산 및 표면 활성제 중간체 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중국내에서도 

비누 제작시 터키식 염색용 적색 기름(염료)과 가소제(可塑劑)로 사용되어 왔다.

  아울러 중국내에 인공사료 또는 방사사육에 성공해 대규모로 생산을 하게 된 곤충

으로는 흙바퀴, 꿀벌, 가뢰(반묘, 斑貓), 양충, 오배자 진딧물과 라크깍지진디 등 소수 

몇 종에 불과하다. 이러한 식용 곤충 유지의 규모화 생산에 커다란 장애가 있기 때문

에 곤충 지질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 공학이고, 곤충학, 유지와 

식물 단백질 공학, 약물화학, 약리학, 의학, 약학 등 여러 학과의 융복합이 필요하다.  

 

그림 2  라크깍지진디 및 식용 파리핀(충백랍) 생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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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갈색거저리, 파리긍을 이용한 가축사료

2.4. 사료용 곤충산업

  사료용 곤충 자원의 산업화 개발은 하나의 광활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현재 육골분(肉骨粉) 오염과 어분(fish meal)생산량 감소는 사료용 곤충 산업화 개발

에 하나의 기회를 제공했다.   

①갈색거저리의 유충, 번데기, 성충은 단백질 함량이 각각 51%, 57%, 61%로 가축 사

육용으로 정제된 우량사료이며, 또한 사양 전갈, 사양 뱀, 사양 지네, 사양 자라 등 

의 사료로서 이용되는 우수한 상등(上等) 상품이기도 하다. 갈색거저리의 인공 사

육 방법은 간단하여 누구든지 사육할 수 있다.  

②파리 구더기 가루는, 미당(米糠), 맥부(밀기울), 돼지의 변, 부순뼈와 흙(백)설탕 등의 

원료를 사용하면 파리 구더기의 배양 속도가 빠르다.  닭, 오리, 거위를 사육하는데 

살아있는 파리 구더기를 직접 먹이로 주어 사육할 수 있다. 파리 구더기 가루로 돼

지와 물고기 등을 사육할 수 있다. 파리 구더기 가루에 함유된 약 68%의 단백질은 

지렁이 가루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가축 사료에 12%~20%정도를 첨가하여 

가축의 기호를 개선시켜 사료를 잘 먹게 할 수 있다.

③ 누에 번데기 가루는 누에고치 실을 뽑은 후 남게 되는 누에 번데기로, 탈취, 불에 

말리고, 탈지, 다시 불에 말리고, 가루로 만들면 바로 누에 번데기 가루가 된다. 단

백질 함유량이 70% 이상에 달하여 고품질의 수입 어분 가루보다 더 우수하며, 가

축, 식용개구리, 숲개구리, 새우와 게 등을 사육하는데 효과가 매우 좋다.   

④말린 바퀴벌레는 단백질 함량이 60%~70%로, 어류에게 비교적 좋은 도식(诱食, 먹

이를 잘 먹게 하는)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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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벼메뚜기 가루는 벼메뚜기를 말린 가루로, 단백질 함량이 64%이고, 지방 함량이 낮

으며 100g중 아미노산 함량이 16g에 달해 곤충의 사료인 우수한 품질의 어분가루

를 대체할 수 있다.

⑥ 기타 곤충의 예를 들면 어류 및 가축이 좋아하는 나방류는 단백질 함량이 높다. 

2.5. 관상 및 수공예 곤충산업

  사람들의 주목을 가장 끄는 것으로 아름답고 다채로운 각종 나비와 일부 금빛 찬란

한 갑충(甲虫) 등이 있다. 나비류는 관상용으로 전 세계 매년 무역액이 약 1억 달러이

며 중국과 대만은 매년 2,000만 달러에 가까운 외화를 벌어들인다. 진귀한 텐그제비나

비류(Teinopalpus aureus, 외국종)의 나비 한 마리는 2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얼룩명주나비류(Bhutanitis mansfieldi, 외국종)는 약 1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귀

뚜라미와 여치 등 명충(소리내어 우는 곤충) 또한 예부터 관상해 온 오락적인 곤충 이

다. 파푸아뉴기니는 1983년 나비 키우는 사업의 연구를 전개하여, 곤충 농장 관련 무

역 기구를 세우고, 나비를 기르는 농촌의 농민을 장려 및 보조하였으며, 또한 나비류

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나비류 종군의 증가를 촉진시켰다.

2.6. 소재용 곤충산업

  주요 요지는 라크깍지진디(아열대 나무에 기생하는 곤충으로 유충은 붉은색의 ‘虫

胶’(셸락)를 분비함), 백랍충과 오배자 진딧물을 개발․이용하여 공업재료로 쓸 수 있

다는 사실이다.

  라크깍지진디는 매미목 밀깍지벌레과에 속한다. 그 기생 식물로는 몇 가지 종류의 

황단(黄檀), Flemingia macrophylla (Willd.) Prain, 앙골라콩 등이다. 암컷 벌레의 라크깍지진

디가 분비하는 교질은 셸락 수지(树脂), 셸락 왁스 및 셸락 색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주요 성분은 셸락 수지로 가공을 거쳐 산업용 셸락이 된다.   

  백랍충 쥐똥밀깍지벌레는 매미목 밀깍지벌레과이다. 기생식물은 쥐똥밀깍지벌레 나

무 및 당광 나무 등의 물푸레나무과 식물이다. 수컷 쥐똥밀깍지 벌레는 생장 과정 중 

대량의 백색액을 분비해 가공을 거쳐 충백랍이 된다. 충백랍은 천연 고분자 화합물의 

일종으로 밀봉, 방습, 방녹(녹스는 것 방지), 윤활, 착광(着光) 등 여러 가지의 용도가 

있고, 군사용 산업, 전기 산업, 방직, 제지와 경공업의 중요한 소재이다. 의학적으로는 

외상을 아물게 하는 기능과 지혈정통(止血定痛)의 기능이 있다. 중국은 백랍충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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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이고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며, 사천성(四川省)의 백랍충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이다. 

그림 4  오배자진딧물 및 천연염료 분말제품

  매년 수출은 공급 부족 상황이다. 오배자는 동시목 면충과(綿蟲科)의 수십종에 대한 

총칭이다. 이러한 오배자 진딧물이 오배자나무와 옷나무과(Rhus punjabensis Stewart var. 

sinica (Diels) Rehd.et Wils. 등) 식물 잎 뒷면에 충영(虫瘿, 벌레혹)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오배자 상품이 된다. 거기엔 대량의 타닌이 들어 있어 제혁(制革), 염료, 금속방부(金属

防腐)와 매우 드물게 금속 추출 및 식품 가공과 의약 등에 사용하는 상용(常用) 원료가 

되기도 한다. 오배자는 중국의 특산품으로 생산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 귀주(贵州)와 

사천(四川) 두 성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데, 중국의 전통적인 수출 상품이다. 

2.7. 천적용 곤충산업

  천적이란 해충을 억제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생 벌, 기생 파리 등 기생성 곤충을 말

한다. 다양한 종류의 무당벌레와 딱정벌레, 노린재류와 벌류 등 포식성(捕食性)천적, 

잡초를 억제하는 다양한 종류의 잎벌레 등을 개발하였고,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인 통

계로 추산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광범위하게 밭과 산림 및 초원에 분포하

고, 해충의 발생에 대해 중요한 억제 작용을 함으로써 생태계 내 생태계 평형의 지주

(支柱) 역할을 한다. 그 작용이 크고, 분포가 넓음에 따라 곤충 자원을 산업화 하는 1순

위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많은 국가는 천적 곤충을 공장화하여 기르고 있으

며, 외국으로부터 유효한 천적 곤충을 도입하여 생물 방제의 중요한 국가정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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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현저한 성과를 얻은 실례가 수백 건에 달한다. 천적곤충 사육은 이미 세계적인 

새로운 산업이 되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는 곤충 개발 

및 이용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  

2.8. 분비물 및 그 대사산물 곤충산업

  곤충 분비물과 관련 산물을 이용하는 자원에는 곤충독을 포함하여 가뢰독소, 곤충

변(粪), 곤충차 등이 있다.

2.8.1. 곤충독 및 독충 종류

  곤충독은 유기체의 작용에 따라 자극제, 부식제, 억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

독증에 따라 신경독제, 순환독제, 배설독제 등으로 나뉜다. 독충의 종류는 대단히 많고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마찬가지로 원생(原生)독충과 차생(次生)독충으로 나뉜다. 넓은 

의미에서 독충은 최소한  21목, 100여과가 있으며, 사람과 가축에 대해 해가 있는 독충

은 4목에 불과하다.   

2.8.2. 곤충독 연구 및 산업화개발 전망

① 곤충독은 약물의 귀중한 소재중 하나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용으로서의 곤

충독은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가뢰(斑貓)독, 무당벌레독, 사마귀독, 벌의 독은 중

국의 전통적인 한약으로 남미주 북부의 인디언은 중세기에 가뢰(반묘)의 자극제를 

사용했으며, 유럽에는 민간이용도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비밀이 밝

혀졌으며, 앞으로 곤충독의 응용은 날로 광범위해질 것이다.  

  가뢰를 예로 들면, 고대에 외용약 종류로 많이 사용하였고, 최근 몇 년 동안 가

뢰는 각종 동물의 이식 종양 실험에서 명확한 억제 효과가 있었고, 임상시험 시 발

생한 간암에 일정한 치료 효과가 있었으며, 주관적인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

고 생존 기간을 연장하였다. 일부 병 사례에서 혹 덩어리가 축소했으며, 유암, 식도

암, 폐암 등에도 일정한 치료 효과가 있었다. 현재 antharidin뿐만 아니라, Sodium 

Cantharidate, N-methylcantharidimide과 N-hydroxycanthayridimide를 인공합성해 낼 수 

있으며, 특히 후자의 독성은 가뢰의 1/500 밖에 되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꿀벌의 독은 보편적으로 항균, 부종 억제, 혈압 감소, 진경(解痉), 

antiarrhythmic, radiation protection, 응고를 막는 항응(抗凝) 등의 작용이 있다. 임상 

시 다양한 종류의 질병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 그 중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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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두드러기(심마진), 혈관 신경성 부종, 소아 단순성 천식, 편두통 등의 치료에 비

교적 효과가 좋다. 

  혈관종의 통증을 멈추게 하고, 진경(解痉), 응고를 막는 작용을 하며, 중국산 벌

독 액체제는 경혈 주사 효과가 매우 좋다. 위의 두 예는 약용으로서의 곤충독의 잠

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②곤충독은 유기화학, 생물 화학, 곤충 화학 분류학의 좋은 제재가 된다. Habermehl은 

일찍이 동물 독소를 평론할 때 이러한 화합물 생물합성의 상세한 연구에 전문적으

로 힘을 쏟는 것은 그 발전사를 볼 때 전망이 밝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생물학의 계

통 분류상에 또한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③곤충학의 연구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많은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곤충 독학은 충

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고, 국내외의 많은 곤충학자들 중에서도 별로 언급이 없었

다. 사실 그것과 연관 지어 곤충의 생태학, 생물학, 분류학, 생리학, 해부학은 나눌 

수 없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곤충독은 중독학(Toxicology),2) 생리학, 약리학, 임상

의학으로의 광범위한 용도가 있으며 화학 생물화학, 곤충화학분류, 진화론, 생태

학, 곤충학에 대한 중요한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군사, 법의학, 여행사업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독학은 하나의 뛰어난 사업이다. 중국은 가까운 

미래 중독학 이라는 이러한 신흥분야의 학과가 반드시 비속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

라고 믿는다.　　

2.9. 곤충 공생물 자원산업3)

  곤충 개체는 하나의 생명 단위의 근원이며, 기타 관련된 생물의 존재와도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이 밖에도 곤충자원은 사람을 위해 문화적 자원을 공급하며, 심지어 법의학 

분야에서도 응용된다.  법의학 곤충은 특별히 법의학 사무에 있어서 특별히 형사안건조

사 수사 해결에 일정한 작용을 한다. 중국 송대(1235년)자찬의 송제형시원집록《宋提刑

洗冤集录》5권중 2권의 의난잡설하《疑难杂说下》를 보면, 곤충을 이용하여 살인자를 

밝히는 기록이 남아 있다. 거의 20년 동안 법의학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및 구소

련에서 점점 더 광범위하게 이용됐다. 현재 세계적인 범죄율과 하이테크를 응용한 범죄

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범죄와 효과적으로 투쟁할 것인가 하는 보편적인 대

 2) 독물의 생체에 대한 작용과 그 메커니즘을 밝히고, 독물 중독에 대한 조치 ·예방 등을 연구하는 학문. 
 3) 출처: http://xzf.2000y.net/mb/1/readnews.asp?newsid=3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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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곤충의 특성을 이용해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곤충은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해결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3. 중국의 3대 곤충산업

  전 세계에서 발견된 곤충은 180만 종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동물 종류 총수의 

70% 이상이다. 인류의 곤충 교류 역사는 기본적으로 먹을 음식을 위한 투쟁의 역사였

지만 얼마의 성과를 얻지 못하기도 하였기에 인류에게 끝없는 후한의 역사이기도 했

다. 이러한 곤충을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그들이 지구상에서 충분히 이

용되지 못하는 최대의 생물자원임을 알게 되었다. 

  곤충 자원 연구, 곤충 자원 이용, 곤충 산업 개발은 세계적 교류로서 글로벌적인 붐

을 일으켰다. 미국, 일본 등 선진 국가들은 모두 거대한 인력과 물질, 재력을 투입하여 

곤충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멕시코, 인도, 호주 등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들만의 전

통적인 식충(食虫)문화의 우수성을 살려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의 제공자로서 그들만

의 곤충 식품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 하였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오랜 곤충 산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유사전 곤충을 먹는 전

통과 현재에도 곤충을 먹는 소수 민족의 식충 풍습은 차치하고라도 집누에(가잠) 곤충

산업은 찬란한 중화 민족 역사 문화에 한 줄기의 빛을 던져 주었으며 후손들에게 유

구한 역사의 비단길로의 흥분을 불러 일으켰다. 꿀벌 또한 집누에(가잠)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하나의 방대한 산업을 지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두 산업 외에 중국 

3대 곤충 산업 중 하나는 갈색거저리의 공장화 사육과 산업화 개발로 21세기의 서광

을 비추게 될 것이다. 갈색거저리가 중국의 3대 곤충 산업이 되는 이유는 4가지이다.

①갈색거저리는 밀짚 등의 농공업 유기 폐기물을 종자로 전환시키는 선수이다. 갈색

거저리는 잡식성이고, 전환율이 높아 농작물의 밀짚을 위주로 한 농공업 유기폐기

물을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고, 대량의 밀짚 등의 부

식(腐屑)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여 기존 생태계 먹이 사슬과 다른 

부식(腐屑)생태 시스템을 만들어 인류가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경

로를 개척했다. 

②갈색거저리 사육을 통해 곡식을 소비하지 않고, 몸집이 큰 가축의 기존 사료를 우

수한 품질의 고단백 사료로 대체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갈색거저리를 사육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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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돼지 등 가축을 발판으로 하여 나아가 각종 가축과 다양한 종류의 경제적 동물

의 특정 종류를 사육할 수 있다. 갈색거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과 가축의 양식 배분 문제를 해결하였다. 기존의 단순한 농업 생산 방식이 다

양한 농업 생산 방식으로 바뀌었다. 농업 생산은 산업망을 형성하여, 농업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 하였다. 

③갈색거저리 가공 상품의 응용 영역은 넓다. 갈색거저리 가루는 어분을 대신하는 우

수한 품질의 단백질 사료이며, 영양 성분과 수입한 우수한 품질의 어분과 견줄 수 

있으며 생산 비용이 어분보다 훨씬 저렴하다. 갈색거저리 기름은 우수한 품질의 식

용유이며, 식용유를 첨가한 건강식품, 화장품 첨가제 및 변압기용 기름이다. 신선

한 갈색거저리는 탈지 단백질을 원료로 개발한 식품, 음료, 조미료(调味料) 제품이 

지속적으로 시판되었는데 예를 들면, 갈색거저리 복합 아미노산 영양액, 단백질 아

미노산 영양 보충제, 고단백질 아미노산 영양소, 조미료제(调味料剂), 고단백 아미

노산 영양소 식품 보충제 등이 있다. 갑충은 기능성 식품, 의약품, 건강 상품과 환

경 보호 재료, 방직, 비닐막(降解膜)생산 등의 영역이 있어 응용 전망이 광범위 하

다고 할 수 있다. 갈색거저리의 변은 훌륭한 유기질 비료이고, 가축의 조사료로 사

용될 수 있다. 

④갈색거저리는 적응성이 강하며 사육 기술이 용이하여 쉽게 습득할 수 있고, 공장화 

사육과 분산(分散) 사육이 모두 가능하지만, 분산 사육이 적절하여 집중적으로 가공

할 수 있다. 많은 곤충 산업 회사가 중국 3대 곤충 산업을 통해 억만의 중국 농민이 

부를 쌓도록 선도하고, 추진하여 21세기 인류 생존에 필요한 공헌을 하기를 바란다.  

그림 5  갈색거저리 사육장 및 가축사료   

          자료: 중국곤충 사육기지 백씨 곤충넷 (http://www.huangchong.net/News/Show.asp?id=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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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곤충 관련 회사소개

4.1. 광동성곤충자원생물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广州粤昆虫源生物科技发展有限公司)4)

  광저우 광동성 관충자원 생물과학발전 유한공사는 광동성 곤충연구소 소속의 과학

기술형 주식회사이다. 회사의 전신은 광동성 곤충연구소 Defenses 흰개미 연구팀(원명 

: 중국과학원 중남과학연구소)으로 후에 개미 이용 및 개미 피해 감독관리 지식혁신 

연구팀을 편성하였다. 팀의 책임자인 티엔웨이찐(田伟金)은 회사 이사장과 총경리를 

맡고 있는데, 광동성 홍화(红火)개미 방제관리 전문가팀의 회원인 동시에 광동성 백개

미학회(广东省白蚁学会)의 상무이사이기도 하다.

  회사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개미이용 및 개미피해 감독관리 지식혁신 연구팀은 

이미 40여 년 동안 백개미, 개미 등의 유해생물 생태학과 연구기초 및 기술을 축적해

왔다. Defenses 흰개미와 건축자재 흰개미, 임목 흰개미, 매립지 케이블 흰개미, 누에고

치 유해개미, 집 유해개미, 홍화(红火)개미 및 4가지 피해등 유해생물의 방제, 개미자

원 보호와 이용연구 방면으로 일찍이 국가와 광동성, 광저우시 등 각급 정부 부문의 

30여 과학 연구 항목을 맡아 11개 항목의 과학기술 성과로 수상했다. 

  과학기술 저작은 9권, 발표한 과학기술 논문은 173편, 그 중 논문 20편이 수상했으

며,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발명 특허는 3가지 항목, 기타 발명특허를 받은 항목은 

여러 가지 있다.

 ∙회사 상품: 홍화(红火)개미를 방제하는 약제인 홍화개미 박멸(红蚁净:분제)과 개미

박멸(蚁净安:과립제), 다른 종류의 백개미와 거실에 있는 유해개미를 방제하는 다

양한 종류의 약제, 바퀴, 파리, 쥐와 모기 등 4가지 피해를 방제하는 각종 유형의 

약제와 기구 등.

 ∙ 주소: 광저우시 신항서루 105호

 ∙ 연락인: 티엔웨이찐(田伟金), 쮸앙티엔용(庄天勇)

 ∙ 전화/팩스: 020-89100082, 이메일: Tianwj@gdei.gd.cn    

4.2. 광저우 녹색자원생물 과학기술 유한공사(广州市绿本源生物科技有限公司)5)

  본 회사는 하나의 과학연구, 생산 판매와 서비스를 일체화하는 혁신 기술을 연구․

 4) (http://www.gdei.gd.cn/company9.htm).
 5) (http;//www.gdei.gd.cn/company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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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기업이다. 막강한 과학연구역량을 의탁해 생물농약과 사료첨가제의 개발 및 

응용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여, 이미 아래 제품을 개발했다. 

  새로운 형태의 생물 살충제-곤충병원 선충(상품명: 뤼차오바오-绿草宝)，미생물 활

성균 사료첨가제(녹색브랜드), 한방약과 민간약, 동물의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약, 흰

개미 방제 미생물 약물을 생산하고 있다.

4.3. 쿤밍시 LAIKE생물과학기술 유한공사(昆明西莱克生物科技有限公司)6)

  본 회사는 셸락정제 상품을 개발하여 셸락곤충 상품의 탈영기술, 탈랍기술, antichlor

기술, 표백기술에 있어 세계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내 선두적인 위치로 현재 

중국내 곤충셸락의 정제 생산을 하는 첫 번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는 중국임

업과학연구원(中国林业科学研究院), 자원곤충연구소(资源昆虫研究所)의 기술 지원을 

받고 있으며, 셸락(shellac)상품의 연구, 개발,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이미 곤충 셸락의 정제, 과일 신선보호제, 곤충셸락절편, 셸락, 홍색소 등의 

관련 상품을 내놓았고, 동시에 로진(rosin), 테레빈유등의 산림화학제품도 다루고 있다. 

매우 좋은 기능적 효과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해 상품은 대부분 유럽, 미국, 일본, 한

국 등지로 수출하며, 국내 수요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주소: 운남성 쿤밍시 백용사 중국임업과학원 자원곤충 연구소109, 110실

云南省昆明市白龙寺中国林科院资源昆虫研究所109、110室

 ∙ 전화: +86-0871-3860003  팩스：+86-0871-3860050 

4.4. 산동郎氏충업유한책임회사7)

  낭씨(郎氏)충업회사는 2002년에 설립되었다. 산동 낭씨(郎氏)충업회사는 제남(濟南)

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성급(省級)기업으로 등록되었다. 이 회사의 면적은 667㎡

이다. 회사는 뒤에 구산(崮山)을 등지고 앞에 구운호(崮雲湖)를 보고 있는 아름다운 지

역에 위치하고 있다. 양식 작업장, 가공 작업장, 種蟲육성 작업장, 삼충분생산 작업장, 

원료창고, 밀봉하고 수출하는 작업장 등을 비치하고 있다. 방문하거나 견학하러 오신 

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당과 호텔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본 회사는 산동농업대학 식물보호곤충연구소와 산동성 충업협회에서 제공하는 기

 6) (http://www.kmshellac.com/lxwm.asp).
 7) (中國黃粉蟲网 http://www.cnchong.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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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바탕으로 관련한 산업, 기업과 연결하고 전문적으로 곤충산업화개발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본 회사는 곤충 종충 번식, 생산 양식, 기술 홍보, 과학기술 강습, 상

품개발, 가공판매 등 일련의 경제실체이고 동시에 다른 관련한 기업하고 경제연합체

를 이루고 있다. 

  회사는 충업을 핵심내용으로 경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장화 생산할 수 있는 곤충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 현재 깊게 진행된 프로젝트는 갈색거저리 자원산업화 프로젝

트와 메뚜기 자원산업화 프로젝트이다. 갈색거저리 자원산업화 프로젝트는 2001-2003년 

국가농업부 풍작계획프로젝트이며, 메뚜기자원산업화 프로젝트는 2005~2008년 국가과

학기술부 과학기술 지원 프로젝트이다. 갈색거저리와 메뚜기 자원산업화 프로젝트를 기

초로 회사는 새로운 자원산업화종류에 대하여 초기적인 연구와 실천을 진행하고 있으

므로 가까운 미래에 종류 구조 및 시장구조를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가 설립된 지 6년 동안에는 전국의 31개 성시(省市)에서 250kg 이상의 종충이 

있는 생산기지는 583개, 분산적 양식업자는 4,000여명이 있고, 곤충의 월간 생산량은 

10,000여 톤에 달한다. 독일, 일본, 한국 등 여러 국가와 무역관계를 맺고 있다. 말린 

곤충의 年 수출량이 1,800여 톤에 달한다. 

 ∙ 주소: 山東省 濟南市 長淸區 崮雲湖
 ∙ 판매 직통전화: +86-0531-87435888, Fax: +86-0531-87435777

4.5. 쿤밍곤충자원연구소(昆明資源昆蟲研究所)8)

  40년 동안 자원곤충 연구소는 Rhus chinensis, 백랍, 오배자, Phyllanthus emblica 및 뜨

거운 계곡지역의 식물 회복에 대해 연구해 왔다. 국가 서부대개발 및 중국 운남 녹색

경제강성(綠色经济强省)의 건설 배경 하에서 자원곤충연구소는 산업 곤충,  Shellac곤

충, 백랍, 오배자진딧물, 연지벌레, 식용곤충, 약용곤충, 관상곤충 등의 자원곤충 및 뜨

거운 계곡지역의 조림, 중요한 경제식물인 Tara, Neem, Pigeon pea, 선인장 등의 깊이 

있는 연구개발과 이용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 곤충생물을 배

양하여, 기술적 측면의 유전공학, 세포공학, 효소공학, 생물제약, 곤충 체내 함유물의 

채취와 개발 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주소: 云南省昆明市人民东路王大桥(운남성 곤명시  인민동루 왕대교)

 ∙ 전화: (0817)3853800  팩스: (0871)3854821 

 8) (http://www.forestry.ac.cn/newcaf/unit.cfm?i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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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xmchen@public.km.yn.cn

4.6. 산농유한책임회사(山农生物有限公司)9)

  하북성(河北省) 고비점시(高碑店市) 산농유한책임회사(山农生物有限公司)는 특정 종

류의 사육, 가공, 연구, 상무를 일체화시켜 다원화한 기업이다. 2002년 이 회사는 허베

이 까오페이디엔시에 하북 최대의 곤충 사육기지를 세웠으며, 주로 우량품종을 사육

하고, 상품을 개발하며 재활용하는 기업이다.

  회사가 창립된 이래 곤충의 품질검사 및 정제, 품종 원래의 우량성을 되살리고 종자

의 생장력 향상, 하이브리드교잡 방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와 결과 도

출을 통해 Barley pest, 갈색거저리 등 우량품종의 곤충 사육에 성공했다. 회사의 기지

는 구조가 매우 합리적이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자립잡고 있으며, 기술역량이 

막강한 기업으로, 완벽한 국제적인 판매루트를 가지고 있어 중국내 각급의 지도자들

과 전문가들의 인정과 곤충산업 애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본 회사는 “그룹 + 

회사 + 기지 + 농가”의 산업발전모델을 채택해 전국의 여러 지역의 도입종 기지에서 

모두 이상적인 수익을 얻었다. 시장의 수요는 산업발전의 풍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회사는 확실한 국내외 시장을 갖고 있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

고, 신제품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소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본사는 과학기술로 

농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에 보답하는 사업의 취지를 가지고, 각지의 바이어들과 협력

하여 사업발전을 추진할 것을 희망하며 환영한다. 

 ∙ 주소: 河北省 高碑店市 迎寫路

 ∙ 전화: (0312)2809888  팩스: (0312)28-9777 

 ∙ 이메일: wxuxia168@263.net

5. 중국 곤충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전망

  중국은 최근 들어 농업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 작물이 많이 나

타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배추 등과 같은 채소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로 

볼 때, 전통적인 농업 작물은 점점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포화나 심지어 과포화 상태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면을 해결하는 것은 농민의 수입, 자원문제와 관련되며 농

 9) (http://www.chinachong.net, www.cnycd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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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창업적 발전을 요구한다. 농민의 창업을 장려해야 현재 농촌지역의 여러 생산요

소를 효율적으로 통합 조정하여 농촌발전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고 농촌경

제발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 더 큰 동력을 보태며 농민수입 증가를 위한 더 넓고 많은 

방법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민창업을 장려하는 것을 신농촌건설추진의 유효

한 경로로 삼아야 한다.

  곤충자원의 산업화 추진으로 일련의 특별한 양식 사업이 형성되었다. 2000년 이후

로 빠른 발전이 있었고 어떤 종류는 이미 왕성한 활력을 갖춘 큰 산업으로 발전하였

다. 대규모 농업구조 형성, 순환경제생산 발전, 식품안전문제, 환경오염관리 및 생태균

형의 회복 등에 따라 2012년 이후 곤충산업은 더욱 빠른 발전을 할 것이다.   

5.1. 주력 곤충종이 형성된 산업으로 선도 

  갈색거저리는 누에와 꿀벌에 이어 발전규모가 가장 크고 응용범위가 가장 넓으며 

가장 국제화 되었고 경제수익이 가장 뚜렷하여 사회적 영향이 큰 종류이다. 현재 이미 

산업체계가 완비되어 기술보급과 상품연구개발, 우량종 배양, 사료가공, 가공보관, 포 

장 운수 등 완비된 산업사슬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 전문 갈색거저리 생산기업은 대략 2,000여 개이며, 특수양식기업으로 확장되어 

약 10000 여 곳에 이른다. 가공수출기업은 20여 곳인데, 그 중 연 생산 3억 위안을 하

는 기업이 2곳, 연생산 1억 위안 기업은 10여 곳, 종사인원은 10만 명을 넘는다. 

  갈색거저리는 이미 곤충자원산업화의 표준사례로서 기술보급사례, 산업연구개발 사

례, 사료 확장 사례, 응용시범 사례, 국제화무역 사례가 되어 기타 곤충자원의 산업화 

촉진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 갈색거저리의 산업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갈색거저리 자원산업화 성공의 선도 하에 갈색거저리 생산기술, 시장상황이 

비슷한 흑분충, 대맥충(슈퍼밀웜)의 발전은 매우 빠를 것이다.

  명충(大蜡螟、玉米螟、桃蛀螟)의 산업화규모 역시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최근 

완비된 생산기술체계가 형성된 곤충종류는 갈색거저리, 흑분충, 대맥충, 동남아메뚜기, 

중화메뚜기, 중화전흙바퀴, 금변흙바퀴, 귀뚜라미, 여치, 동애등에, 집파리 등이 있다.

5.2. 곤충자원의 다양한 발전 영역

  곤충업 개념의 보급과 사회 여러 계층의 폭 넓은 관심에 따라 새로운 “토착자원곤

충”들도 산업화 개발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산동 신태안의 잠자리, 이몽산 지역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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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소, 강소지역의 나방, 절강지역의 좀나방, 귀주지역의 가뢰, 사천지역의 중화나방 등

이다. 다양한 곤충자원의 산업화 개발은 수평적이고 세밀하게 발전하는데, 지역화와 

항목의 다원화이다.

  곤충자원의 다기능화 발전 역시 2012년 발전의 특징이 될 것이다. 곤충자원의 산업

화 영역은 다른 10여개의 산업영역과 연관되어 여러 종류의 발굴의 기초에서 다기능

발전의 특징도 나타난다. 아래 몇 가지 영역은 우선 발전하는 영역이다. 

① 식용곤충: 곤충은 고단백, 저지방, 기능성 단백질원으로서 이미 사회 각계의 인정

을 받고 있으며, 원형 곤충을 튀기는 가공방식에서 여러 가공방식으로 발전하고 있

다. 곤충생산의 발전은 저탄소요구에 부합하며, 식용곤충단백은 점점 더 큰 발전공

간을 갖게 될 것이다.

②사료용 곤충: 곤충생산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곤충단백은 사료공업에 있어서 비일

반적인 단백에서 일반적인 단백으로 전환되어, 전통적인 어분, 골분의 가장 좋은 

대체품이 되었고 동시에 무어분사료 개발에 새로운 단백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곤충분의 축목업에 응용으로 근원이 같은 단백에서 근원이 다른 단백으로 

전환이 실현되어, 질병전염을 막는 기술수준을 크게 올려놓았다.  

③약용보건 곤충: 중국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심천을 포함하여 전국 10개 도시의 약

품판매기업에 한의사가 상주하는 진료소를 시범 설치하였다. 제17회 당대회에서 

중의약과 민간의약사업발전을 지원하는 보고서를 채택하여 중의약의 봄이 도래하

였다. 약용보건곤충은 중의약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일부 곤충은 심장뇌혈관질

병, 당뇨병에 양호한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약용곤충은 최근 몇 년 

사이 이미 재고가 아주 적으며 어떤 품종은 거의 없다.

④환경정화곤충: 특별한 점은 어떤 곤충은 농작물 줄기나 가축의 배설물, 생활유기쓰

레기, 주방폐기물자원의 부식성 곤충을 먹으므로 생태전환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

⑤에너지 곤충: 어떤 곤충은 지방함량이 비교적 높아서 저렴한 생물질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곤충종류는 생물기름 영역에서 그 진가를 나타낼 것이다. 앞으로 바이오 

연료산업으로 발전 가능하다.

⑥문화 곤충: 어떤 곤충은 감상, 모양, 오락의 가치를 갖고 있어서 문화산업 영역에서 

일정한 가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비, 반딧불이, 귀뚜라미, 매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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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곤충산업의 국제화 

  유럽연합 과학기술발전의 제7대 계획 중에서 곤충산업 발전은 생물경제에 기초한다

고 명확하게 제기하였으며, 25%의 경비를 생물과 의약기술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진일보한 국제화를 위해 양호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5.4. 곤충산업 발전에 대한 사회 인식 강화

  중국의 곤충산업 발전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징

도 갖고 있다. 그 발전은 오랜 과정이 필요하며, 발전 중의 문제는 경제적 가치의 관점

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해와 판단을 해야 한다. 

  수수, 조 ,밀, 콩, 쌀 등 오곡과 말, 소, 양, 닭, 개, 돼지 등의 축산은 이미 수천 년의 

사육역사가 있다. 그 종자 증식과 사육기술은 이미 다 알고 숙지하고 있으나 병해충의 

존재와 발생 및 새로운 병의 꾸준한 발생으로 고대나 현대 모두 농업에서 흉작이 되고 

목축업에서 재난을 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세계 각 지에서 조류독감, 구제역, 광

우병 등등이 발생하였다. 지금도 목축업은 문제가 아주 많다. 

  곤충산업은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서 10여년의 발전시기 동안 기술, 정보, 시장 등의 

각 방면에서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해결과 제도정비의 과정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목

축업은 사육종류와 비교해 보면, 곤충생산은 아직 초보 단계이므로 더 많은 성장과 정

착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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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농업 개황 *

손  수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태국 농업 개황10)

1.1. 태국의 위치 및 기후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인도차이나, 미얀마, 그리고 중국 남

부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해안선이 2,614㎞에 달하고 동쪽으로는 태국만, 서쪽

으로는 안다만해(Andaman Sea)를 끼고 있다. 총면적은 약 513,115㎢로 프랑스와 비슷하

며 남한 면적의 5배에 달한다. 국토의 28%가 삼림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41% 가

량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구는 2013년 미국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기준 약 6천 7백만 명

으로 태국, 중국인이 대부분이고 그 밖에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디언 그리고 버마인들

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공식어는 태국어지만 상업영어도 통상적인 언어로 사

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외세의 지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태국은 국왕을 국가의 

수반으로 하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태국은 세 개의 계절로 나뉜 열대기후 나라이다. 3월부터 5월까지는 덥고 건조한 날

씨로 평균 기온은 34℃ 정도까지 올라가는 매우 더운 계절이다. 6월에서 10월까지는 

  * (ssh06@krei.re.kr 02-3299-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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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9℃정도의 날씨로 우기에 해당한다. 하루에 한 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화창한 날씨이다. 11월에서 2월은 계절 중 가장 시원한 날씨로, 낮에

는 32℃까지 올라가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20℃ 정도까지 내려가 선선한 날씨이다.  

그림 1  태국 위치

자료: 구글지도 참조 (www.google.com).

1.2. 태국 지역별 농업 환경

  태국 중부 지역은 과거부터 전통적인 곡창지대로 관개지가 풍부하고 기업농이 가장 

먼저 발달한 곳이다. 이 지역의 농업 생산성은 4개 지역 중 가장 높지만, 지역 경제에

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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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 등 고부가가치의 

농작물 생산에 특화된 농업인들이 주로 소작농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동북부 지역의 경우 가장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태국 전체의 농업인 수의 반 이

상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농업 환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진 않으나, 해안과 태

국의 주요 중심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을 지역의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

고 있다. 농업 생산성이 가장 낮고 농촌 빈곤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현재는 국가의 

보조금을 통해 고무 재배에도 힘쓰고 있다. 

  남부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등 매우 훌륭한 농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고무와 팜유 생산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수출 품목의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이다.

표 1  지역별 토지 사용 현황

사용 현황 전체 중부 북부 동북부 남부

토지 사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쌀  52.9  42.8  53.5  69.6   9.9

파라고무   8.9   4.3   0.1   1.1  57.0

영구 작물  10.5  15.7  11.7   2.7  27.4

농작물  18.5  25.0  27.6  16.7   0.2

채소, 허브, 화훼, 관상용 식물 등   1.4   3.0   2.1   0.6   0.4

삼림 (플랜테이션)   1.0   0.8   0.9   1.3   0.3

목초지   1.0   0.8   0.9   1.3   0.3

축사   0.9   1.0   0.8   1.1   0.6

담수 양식   1.1   3.5   0.5   0.6   0.2

기타   4.2   3.2   2.1   5.7   3.9

자료: Agricultural Censu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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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태국 지역별 주요 생산 활동

농업(주로 쌀)
티크
고무
기타 삼림
어업

자료: Agricultural Censu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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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국 경제구조의 변화

  1960년부터 태국은 경제사회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농업국가에서 제조업 기반의 산

업국가로의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여 1960년대에는 평균 

8%, 1970년대에는 평균 7.5%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농업의 비

중이 점차 축소되면서 제조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의 산업구조로 변화하

였다.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50년대에는 47%에서 그 비중이 점점 감소

하여 1966년에는 36.6%, 1986년에는 16.3%로 감소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 인구 역시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농업을 떠나 제조업 부문이나 도시

의 서비스 분야, 농촌의 비농업 분야로 전향하였다.

표 2  태국 산업 구조의 변화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1년

농업  23.2  15.8  12.5  11.0   8.6

광업   1.8   2.5   1.6   1.2   2.5

제조업  21.5  21.9  27.2  28.2  33.5

건설업   4.4   5.1   6.2   7.3   2.9

서비스업  49.0  54.7  52.5  52.3  52.5

GDP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NESDB1), 태국학센터, 태국의 산업구조 재인용. 

  비록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

전히 태국은 풍부한 토지와 적합한 기후 조건을 바탕으로 세계 농산품 수출량에 2.2 

%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13번째로 가장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다. 쌀, 고무, 카사바, 새

우 등에서는 전통적인 세계 수출 1위 국가이고, 설탕, 과일, 채소, 가축 사료, 닭고기 

수출에서도 큰 역할을 하며 세계에서 태국 농업 분야의 입지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농산물 부문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0.5%를 기

록하며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1) 태국 국제경제사회개발원(Office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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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태국 노동 인구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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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STAT dataset,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2010, Thailand's progress in agriculture. 재인용.

3. 태국 농업의 위치

3.1. 태국 농업 역사

  태국의 농업 발달사는 크게 네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60년부터 1985년까지는 

태국 농업의 황금기, 1985년부터 1996년까지는 비교 우위의 감소기, 1997년부터 1998

년까지는 태국 경제 위기 시기, 그리고 2000년대는 태국 경제 회복기라고 할 수 있다. 

  태국 정부는 1950년 후반부터 관개 부분에 공적 투자를 시작하였고, 1966년에는 농

업과 농업협동조합을 위한 은행을 설립하였다. 은행 설립 목적은 농가 대출 제공으로 

농가의 90% 이상이 현재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당시 농업에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태국 정부는 농촌 도로에 공

적 투자를 하였다.

  1960년에는 농업이 태국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기능을 하였다. 당시 농업은 태국

의 경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산업이었고, GDP 성장에서도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이는 풍부한 농지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적 투자 증

가, 적절한 행정 관리 정책, 보수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등을 통한 가격 안정이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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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하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는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

서 냉동 새우, 닭고기, 고부가가치 채소, 다랑어 통조림 등 고부가가치 농산품을 유럽

과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는 태국의 대규모의 도농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

해 농업 종사자들의 실질 임금이 증가하면서 태국 농업은 비교 우위를 잃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식품 시장이 늘어나 세계에서 거래되는 농산품의 가격이 급

격히 떨어지고, 선진국들이 자국 보호무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들을 펼치면서 1960

년부터 1980년에 4.1%를 기록하던 농업 GDP의 성장률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2.45%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1990년에는 태국의 농업인들은 불법 이주민들을 고용하

기 시작하였고 농장 운영에 기계화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4  농업 GDP의 연간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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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ESDB, Nipon Poapongsakorn, R&D and performance of the Thai Agriculture and Food Processing Industry: The 
Role of Government, Agribusiness Firms, and Farmers. 재인용.

  태국이 경제 위기를 겪었던 1997년과 1998년에는 태국의 전반적인 경제가 위기를 

겪었지만, 농업의 경우 바트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성장세를 다시 회복하였다. 또한 

2006년에 시작된 세계적인 식품 가격 상승은 지금까지 태국 농업 성장에 기여하며 태

국 농업의 회복을 앞당기고 있다.

  태국 농업생산의 부가가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1990년 초까지 하락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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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낮은 환율과 2006년 시작된 세계 식품 가격의 상승

으로 태국의 농업 생산이 다시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1998년부터 2009년까지는 가축의 

경우 부가가치가 연간 평균 3.1%씩, 농작물의 경우는 연간 평균 2.8%씩 증가하기도 

하였다.  

표 3  부가가치 점유율과 농업 세부항목별 연간 성장률

구분/년도 1960～1985년 1985～1996년 1996～1998년 1998～2009년 1960～2009년

농업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농작물
-가축
-어업

-삼림
-농업 서비스

65.49
10.62
6.7

6.11
3.55

64.86
10.68
6.9

6.05
3.68

64.27
10.74
7.18

5.98
3.77

64
10.69
7.49

5.79
3.81

66.41
9.06
13.88

1.98
2.32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농작물
-가축

-어업
-삼림
-농업 서비스

14.54
2.36

1.49
1.36
0.79

13.9
2.29

1.48
1.3
0.79

13.32
2.23

1.49
1.24
0.78

12.88
2.15

1.51
1.17
0.77

7.96
1.09

1.66
0.24
0.28

성장률
-농작물
-가축

-어업
-삼림
-농업 서비스

3.98
4.37

7.35
0.62
4.4

2.63
3.82

9.29
-11.12
-0.81

-0.64
-3.26

-1
-6

-8.54

2.8
3.1

3.54
-1.64
-0.36

3.37
3.8

5.38
-3.38
0.54

자료: NESDB, Nipon Poapongsakorn, R&D and performance of the Thai Agriculture and Food Processing Industry: The 
Role of Government, Agribusiness Firms, and Farmers. 재인용.

  1970년에 비해 1990년 초에는 농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농작물의 비중이 10% 

가량 떨어졌으나,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과 1998년에는 바트화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작물의 농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

가하기도 하였다. 

  가금류의 경우 축산이 농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부터 1980년대까

지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에 서서히 감소하였다. 그 후 2003년 조류 독감이 발생하기 

전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류 독감이 발생한 이후 닭고기의 수출이 2/3 이

상 감소하였다. 그 후 가공닭고기 수출로 전환하였지만 여전히 닭고기의 총 수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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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낮았다. 그로 인해 축산이 농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산림이 농업 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한 하락세를 지속하여 

이제는 태국 농업에서 미미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림 5  농업 부가가치 중 세부 분야의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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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ESDB, Nipon Poapongsakorn, R&D and performance of the Thai Agriculture and Food Processing Industry: The 

Role of Government, Agribusiness Firms, and Farmers. 재인용.

3.2. 태국 농업의 현대화

  태국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조류 독감, 비교우위 상실 등의 다양한 요소들

은 태국 농업이 현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많은 농장주들은 현재 

농장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기계화를 통해 해결하였다. 전문적인 농업

인들은 가격 절감과 생산력 향상, 식품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현대화된 농장 경영방

법들을 도입하였다. 또한 그들은 현재 더욱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실행 계획과 마케팅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농업인들과 농업 관련 회사들은 GAP(우수 농산

물 관리제도)을 도입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들을 적용하였다. 

   특히 이런 현상은 가금류 부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70년에 태국 내외에서 닭

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생산 기술과 현대화된 농장 경영이 종사자들

에게 소개가 되었다. 양돈 산업의 경우도 태국 내에서의 수요 증가와 다양한 연구, 기

술 보급에 대한 노력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경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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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후반에 수출용 닭고기와 새우에서 화학적 잔여물이 발견되면서 태국의 농

업 종사자들은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시작하였고, 2000년에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서

는 개방형 농장을 폐쇄형 농장 시스템으로 대체하였다. 양돈 산업 또한 빠르게 현대화

되기 시작하였고, 양돈 농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수 등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면서 위생 

시설이 빠르게 확충되었다.

4. 태국 농업의 부문별 현황

  태국은 매우 다양한 농산품을 생산한다. 여기에서는 태국의 주요 생산품인 쌀, 카사

바, 사탕수수와 가금류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4.1. 쌀

4.1.1. 생산 및 수출

  쌀은 태국의 가장 중요한 농작물로 농산물 경작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태국

은 이상적인 재배 환경과 경지 면적, 관개시설 등으로 세계적인 쌀 수출국이 되었다. 

태국의 쌀 생산은 주로 1980년대 초까지의 농지 증가, 관개 부분의 공공 투자 증가에 

의하여 증가하였다. 

표 4  작물의 경작면적과 수확량

구 분 경작면적(ha) 수확량(톤)

쌀 10,650,467 28,538,228

카사바 1,109,347 22,584,402

옥수수 1,057,064 3,886,134

사탕수수 1,003,356 61,029,162

녹두 190,415 132,582

대두 152,170 220,965

파인애플 98,208 2,183,280

수수 52,441 94,885

땅콩 42,079 66,570

케나프(kenaf) 13,908 19,937

자료: 태국 농업경제연구소, 2007. 이혜은‧박한울. 2012. 세계농업 9월호, “태국의 카사바산업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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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4년의 경우 태국의 쌀 생산량은 21.1백만 톤으로 작년의 생산량보다 4.5%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태국 기상 관측 부서(Thai Meteorological Department, 

TMD)가 예측한 날씨를 바탕으로 예측해 보았을 때, 쌀 생산량이 2013년도 보다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의 경우 태국은 2011년까지 30년 동안 세계 쌀 수출국 1위 자리를 차지하였

으나, 2012년에는 인도와 베트남에 밀려 3위를 차지하였고, 2013년에도 인도에게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태국의 예상 쌀 수출량은 작년에 비해 14.3%가 증

가한 800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6  태국 쌀 생산 전망
단위 : 백만 톤, 정곡기준

구  분 ’10/’11 ’11/’12 ’12/’13(A)[추정] ’13/’14(B)[전망] 전년대비(B/A)

생산량 20.3 20.5 20.2 21.1 4.5%

수출량 10.6 6.9 7.0 8.0 14.3%

재고량 5.6 9.3 12.5 15.5 23.9%

                                                                          생산량    수출량    재고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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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11                 ’11/’12               ’12/’13(추정)           ’13/’14(전망)

자료 : USDA, 2013.

그림 7  국제 쌀 교역 비중 

자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수산물 수입동향,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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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카사바2)

  태국에서 카사바의 경작면적은 쌀 다음으로 많고, 수확량도 사탕수수, 쌀의 뒤를 이

어 3위로 태국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카사바의 주산지는 동북지방이

며, 물의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로 알려져 있다.

4.2.1. 생산 

  태국의 카사바 생산량은 2003/2004년도에 2,000만 톤을 넘은 이후 2008/09년도까지 

상승세이며, 같은 해에 과거 최고치인 3,009만 톤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09/10년 태

국에서 해충 발생으로 인해 생산에 큰 피해를 초래하여 생산량이 전년대비 26.9% 하

락한 2,201만 톤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이듬해인 2010/11년에도 모종 부족과 해충피해

를 우려한 농가들이 경작 작물을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서 경작면적이 감소하여 생산

량은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인 2,191만 톤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림 8  태국의 카사바 수확면적과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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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11/2012년은 추정치임.
자료: 태국 농업경제연구소, 2011. 이혜은‧박한울. 2012. 세계농업 9월호. “태국의 카사바산업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인용.

 2) 이혜은 박한울. 2012. 세계농업 9월호. “태국의 카사바산업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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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년 생산량에 대하여 태국 타피오카 전분협회(Thai Tapioca Starch Association)에 

의하면, 수확 면적은 전년대비 3.8% 증가하여 737만 라이(Rai)3)(약 118만ha)이고, 단위 

수확량은 10.4% 증가하여 라이당 3.4톤(ha당 21.3톤)이며, 생산량은 14.6% 증가하여 

2,511만 톤으로 작년부터 증가추세이다. 

  2011/12년도 생산량 회복은 단위 수확량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2년 간 라이당 

3.0톤 정도에 머물렀는데 2011/12년도는 약 3.4톤으로 해충 발생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3. 사탕수수

  태국 국내와 세계 시장에서 사탕수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태국의 사탕수수 재배

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사탕수수의 수확량은 태국 농산물 중 가장 

많으며 경작면적도 4번째로 높은 작물로 태국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4.3.1. 사탕수수 생산 및 설탕 수요

  태국은 재배면적의 증가와 사탕수수 압착 기기들의 도입으로 급속히 생산이 증가하

여 2012/13년 태국의 사탕수수 생산량은 99.5톤에 달하였다. 하지만 2013/2014년에는 

99.5톤보다 3% 하락한 9.9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가뭄으로 인해 사탕수

수 추출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표 5  태국의 사탕수수 생산 및 수요

단위: 1,000 ha(면적), 1,000 톤

2011/2012 2012/2013

경작면적 1,300 1,350

재배면적 1,280 1,340

생산량 98,400 95,500

수요량 98,400 95,500

설탕으로의 이용 98,000 95,000

알코올로의 이용 400 500

총 이용량 98,400 95,500

자료: USDA, 2013.

 3) 라이(rai)는 태국에서 사용되는 면적단위로 1,600㎡(=가로 40m × 세로 40m), 즉 16 아르(are)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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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년에 태국 내에서 설탕의 수요는 태국 식음료 산업이 2011년 대홍수 이후 다

시 회복되면서 작년보다 5% 증가한 250만 톤으로 늘어났다. 태국 설탕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가정 설탕 수요는 작년보다 6% 정도 증가하였고 나머지 40%를 차지하는 산

업용 설탕 수요는 11% 증가하였다.

  2012/13년과 2013/14년에는 태국 경제가 5~6%의 성장을 이루면서 설탕의 수요 역시 

각각 270만 톤과 28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3.2. 설탕 수출 

  태국의 2011/12년 설탕 수출은 작년보다 19% 증가한 790만 톤으로, 설탕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원당(raw sugar)의 경우 작년보다 21% 증가한 5백 톤으로 증가하였다. 

원당 수출의 증가는 전통적으로 태국의 가장 큰 설탕 수출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포함

한 중국과 대만에서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흰 설탕과 정제 설탕의 경우도 2

백 90만 톤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13년에는 가뭄으로 인해 설탕의 생산이 줄어들면서 수출량 증가도 8백 

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이 설탕 생산을 증가시키면서 중국으로의 원

당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태국의 총 설탕 수출

단위: 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증가량(%)

미국 14,095 22,868 24,301 22,563 -7.2

인도네시아 1,004,884 1,304,964 1,352,165 1,921,618 42.1

일본 724,676 533,903 1,107,846 870,657 -21.4

중국 195,141 25,511 288,181 996,659 245.8

말레이시아 52,778 156,234 353,469 470,561 33.1

한국 151,418 134,804 521,738 505,139 -3.2

캄보디아 493,914 468,756 409,016 632,148 54.6

대만 298,451 88,042 140,538 279,581 98.9

러시아 30,661 31,652 175,318 49,614 -71.7

싱가포르 135,280 109,138 194,084 130,935 -32.5

인도 327,650 349,268 6,426 7,592 18.1

기타 1,868,754 1,393,108 2,308,082 1,909,241 -17.3

총 계 5,297,612 4,618,248 6,881,164 7,796,308 13.3

자료: Office of Cane and Sugar Board, 2012, USDA, 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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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금류

  태국의 가금류 산업은 태국의 농식품 부분 중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이다. 2004

년 조류 독감 이후 생산 및 수출 부분에서 주춤하였으나, 태국 농업경제연구소에 따르

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가금류 시장에서 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연평균 

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4.4.1. 생산 및 수출

  2011년과 2012년 초 태국의 구이용 영계 생산 능력이 성장하면서 구이용 닭고기의 

생산이 증가하였다. 2012년 구이용 닭고기의 생산은 전년도 135만 톤에서 15% 증가한 

155만 톤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닭 모이의 주재료인 콩과 옥수수 값의 

인상으로 인해 6% 하락한 145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의 75%에서 80%를 일본과 EU로 수출하고 있다. 2012년 7월 

EU에서 태국 생닭 수입 규제를 해제하여 전년대비 태국의 닭고기 수출은 15% 상승한 

54만 톤, 2013년에는 7%가 상승한 58만 톤을 예상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 태국은 

아세안, 홍콩,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7  태국의 구이용 닭고기 생산, 국내 수요 및 수출입량

단위: 만 톤

구 분 2011 2012 2013

생산 135 155 145

국내 수요 86.4 93 96

수출 46.7 54 58

수입 0.1 0.1 0.1

자료: USDA, 2013.

5. 태국의 쌀 담보 융자 제도

  2011년 6월 실시된 하원 총선거에서 쌀 담보 융자제도 부활과 농민에게 신용카드 

지급, 촌락 개발기금 지급 등의 공약을 내건 프아타이당(Pheu Thai Party)이 승리를 거

두게 되었다. 신정권은 공약대로 쌀 담보 융자제도를 부활시켰지만, 이것은 향후 전 

세계 쌀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태국의 쌀 수매는 융자 방식으로 농가는 쌀을 담보로 국영 농업은행에서 수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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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쌀 담보 융자제도를 실시하면서 신정부

는 시장가격 보다 약 50% 높은 가격 수준(조곡 기준 톤당 15,000바트, 약 483달러)으로 

조곡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태국 정부가 농가로부터 수매한 쌀을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경우, 수출업자의 매입가격이 높아지면서 국제 시장의 태국 쌀 가격 경쟁력은 

약화되고 국제 쌀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시장가격의 

왜곡, 재정 부담,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 등에 의한 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쌀 담보 융자제도는 본래 쌀값의 계절 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가격 안정화 정책이었으

나, 2001년 탁신 정권 때 융자 가격이 높게 유지되며 가격 지지정책으로 변질된 바 있다. 

6. 태국 농업의 당면 과제

  태국 농업은 현재 다양한 내부적, 외부적 해결 과제들을 안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물 부족, 집약 농업으로 인한 토양 오염, 자연 자원 고갈, 그리고 해충과 

질병 발생 등이 있다. 노동력 부족은 태국이 갖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과제로 임금 

상승을 가져와 농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젊은 노동 인구의 유

출 등으로 인해 현재 평균 연령이 52세이고, 이 중 18%는 60세 이상인 농업 종사자들

이 퇴직한 이 후 이를 대체할 인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적인 요소로는 기후 

변화와 세계적인 무역보호정책의 강화 추세, 그리고 식품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 등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O에서는 세계 시장의 식료품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고, 개

발도상국들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떠올라 태국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인 고부가가치 농업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

문에 태국 농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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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OECD 회원국의 

농정 검토와 평가 *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들어가는 글 4)

  OECD는 해마다 회원국의 농정변화와 농업보조 수준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가지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1)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농식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흥국가, 곧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도 다루고 있다. OECD가 개발한 이른바 생

산자 보조 상당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의 산출 결과도 제시되는데, 이는 농업

보조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된다.2) 이 보고서는 세계 전체의 농식품 시장 

동향과 OECD 회원국별 자세한 농정 변화를 담고 있어 유용하다. 

  여기서는 2012년과 2013년 상반기까지 포함하여 최근에 나타난 회원국별 주요 농정

변화를 주요 이슈별로 선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내용 중 더 자세한 논의나 정

보는 각주로 제시하였다. 단, PSE의 변화 추이는 생략하였다.  

  * (songsooc@gmail.com).
 1) 이 보고서는 “농업정책 검토와 평가(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으로 다음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http://www.oecd-ilibrary.org/agriculture-and-food/agricultural-policy-monitoring-and-evaluation_22217371;jsession
id=oy2kw7q1o1il.x-oecd-live-01).

 2) PSE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회원국별 데이터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음:

(http://www.oecd.org/agriculture/agricultural-policies/producerandconsumersupportestimatesdatabas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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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및 시장 전반의 변화

  경제 위기가 지난 5년 후 2012년의 세계 경제는 이전보다 더욱 쇠약해졌다. 재정 적

자가 감소하여 건실해진 측면이 있으나,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신뢰가 추락하여 경제

가 쇠약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목받고 있는 신흥경제국의 GDP 성장세는 2011년

보다 낮아졌다. 이러한 성장 둔화는 중국을 포함한 일부 신흥경제국들에 의한 긴축 통

화정책과 유로지역(euro area)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1차 상품의 국제 가격은 2012년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1990년대

와 2000년대 초반의 가격 수준에 견주어 아직은 높은 수준이다. 2012년의 에너지 가격

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IMF 식량 가격지수(food commodity price index)는 

2011년 수준에서 2% 정도 하락하였다.3) 2011년까지 식량 가격지수의 급격한 상승은 

높은 곡물 가격에 의해 초래된 것이었다. 2012년에 전반적인 식량 가격은 하락하는 추

세를 보였으나, 2005년 수준과 견주어 일부 품목은 5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다. 2012년에 농산물의 국제가격이 하락한 것은 주요국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강세 

현상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회원국별 농업정책 주요 변화

  OECD 회원국들은 농업보조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덜 왜곡된 정책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장 가격보장제도와 같은 생산과 관련된 여러 

조치들과 비교해 보면 2010년의 OECD 농업장관회의(Meeting of Misters of Agriculture) 

이후, 일부 농업 정책들이 목표 지향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①식량안보의 향상, ②투자 조성과 혁신, ③농업 부분의 위험 요소 

관리 향상, ④환경성과를 위한 유인책 구조 강화, ⑤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전략 등

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일부 신흥 경제국에서는 국내 농업 보조정책을 강화시키

며 농산물 자급률을 높이려는 경향을 띄기도 했다. 이러한 자급률 목표는 높은 가격보

조와 여러 생산증대 조치들을 수반하게 된다.

 3) IMF 가격지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imf.org/external/np/res/commod/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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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년도계획 하 시행 정책 조치

  많은 국가들이 거시적인 다년도 계획(multi-year framework)의 틀 안에서 농업정책 조

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계획 대부분은 2012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았다. 일부 정책은 2012년 혹은 2013년 안에 만기되었으며, 새로운 계획이 시작된 경

우도 있다.

  먼저, 캐나다의 성장(Growing Forward) 정책은 2008년에 시작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

었으며, 제2단계로 Growing Forward 2가 2013-2018년에 시행된다.4) 아이슬란드의 경우

도 양, 낙농, 원예생산 분야에서 정부와 농업인 협회 간에 체결된 다년간 협약이 성공

적으로 이행되어 2012년 가을에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었다. 러시아는 2008～2012년 

계획 이후 농업발전 8개년 계획(State Program for Development of Agriculture 2013～2020)

을 수립하였다(Vassilieva 2012).

  2013년에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농업경영 2020 프로그램(Agribusiness 2020)을 출범시

켰다(Flake and Zharmagambetova 2013). 인도네시아는 2012년 말에 새로운 식품법(Food 

Law)을 제정하였다.5) 이는 식량 주권을 지키고 식량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식량 안보를 

이루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2년 멕시코는 농업부문개발 프로그램(Sectoral Development Program 2007-2012), 지

역개발 프로그램(Programa Especial Concurrente 2007-2012), 기후변화전략(Mexican Climate 

Change Strategy 2009-2012)을 마무리하였다. 2013-2018년 국가개발 프로그램(National 

Development Program) 아래 멕시코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8년 

농업법(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이 2012년에 종료되었으나, 의회가 새로운 농

업법을 제정하지 못함에 따라 2008년 농업법이 1년 연장된 상태이다.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7개년 계획으로 

2013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2013년 6월에 농업이사회(council)와 의회(parliament) 및 집

행위원회(commission)이 CAP 개혁내용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2014~2020년의 다년간 재

정지출 계획이 확정되었다(European Parliament 2013). 주요 조치변화는 농업보조와 환

경요건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과 국가 간의 보조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최종 안은 

 4) 캐나다의 Growing Forward2 프로그램은 농업혁신, 농산물 유통, 농업경쟁력, 경영위험관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총 30억 캐나다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
다: (http://www.agr.gc.ca/eng/about-us/key-departmental-initiatives/growing-forward-2/?id=1294780620963). 

 5) 2012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의 식품법 전문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doa.go.th/psco/images/News/FOOD-LAW-NO-18-2012_ENG_PRESIDENT-SIGN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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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에 제시될 예정이며, 새로운 CAP은 2015년부터 적용된다.

  스위스는 농업정책개혁(Agricultural Policy Reform 2011)을 2011~13년에 이행하였으며 

2014~17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Ali 2008). 새로운 계획은 충분한 식량공급, 천연자

원 보존, 자연경관의 유지와 관리 및 분산된 거주 장려 등에 더욱 목표화된 직접지불

조치를 담으려 하고 있다.

3.2.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정책

  소비자의 식량안보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특정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곡물에 대한 자급률을 95%로 정하였다. 인도네시아

는 2014년까지 쌀, 설탕, 콩, 옥수수, 소고기를 자급하도록 정하였다. 일본도 식량, 농

업, 농촌지역 기본계획(Basic Plan on 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아래 2020년까지 칼

로리 공급량 기준으로 50%를 자급하는 목표를 내세웠다.6) 이는 2008년 기준인 41%보

다 향상된 수준이다. 카자흐스탄은 기본 식량에 대해 80%의 자급 목표를 제시하였으

나 농업경영 2020 프로그램에서는 이에 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식량안보에 관한 원칙(doctrine)에서 곡물, 설탕, 채소기름, 육류, 유제품 등

을 포함한 농산물에 관해 최소한 80~95%의 자급률을 유지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스라

엘도 일부 농산물에 대해 목표 자급률을 정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터키도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식량생산 증대를 농업정책의 보편적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 개선 사이의 관계는 약하다.7) 또한 빈곤타파, 

사회안전망 조치 등은 식량자급률과 직접 관계는 없는 정책이나 국가의 식량안보 상

황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급률 목표 설정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더 높

은 수준의 시장가격보조와 생산을 직접 촉발하는 조치 도입을 초래하기도 한다.

3.2.1. 생산과 연계한 시장가격보조의 유지

  이 보고서가 다루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시장보다 높은 수준의 농업보조를 유지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국내 가격은 수입관세나 쿼터 등 국경조치(border measures)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국내 가격통제와 공공수매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조치들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2012년에도 거의 

 6) 일본의 기본계획 핵심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다: (http://www.maff.go.jp/e/pdf/basic_plan.pdf).
 7) 이러한 견해는 주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농산물 수출국들의 것이다. 반대로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

만 등 주요 농산물 수입국들은 식량안보 보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식량자급률 확충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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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없이 시행되었다.

  중국의 경우 쌀과 밀의 최저가는 전년 대비 4~18% 상승했다. 생산비가 높아지면서 

2007년 이래 연속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아이슬란드의 겨우 특이하게 농업

인협회와 소비자 측을 대표한 노동조합 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마다 여러 유제품

의 도매가격을 결정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쌀 최저가가 25%정도로 상승한 반면에 설

탕은 16% 상승에 그쳤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콩의 수매조치를 개발하고 있다.

  2012년에 노르웨이는 대부분의 목표가격을 높였다. 우크라이나는 원유(raw milk)에 

대한 최저가격을 재도입하였다. 브라질은 다양한 농산물에 대해 가격보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을 목표로 시행하기도 한다. 

  EU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가격 때문에 기존의 수매를 통한 가격보조 조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러시아는 2012년 가뭄에 대응하여 곡물시장에 개입하였

고, 빵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 재고를 방출하였다.

3.2.2. 신흥경제국의 투입재 보조

  투입재에 대한 보조는 신흥경제국에 특히 중요하고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이 조치

의 변화는 제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비료의 생산과 사용에 보조하

고 있는데 주로 비료작물이 그 대상이다. 중국의 비료보조는 면적을 기준으로 주로 지

급된다. 러시아의 경우 농업 생산자에게 비료보조가 중요한데 2013년에 새로운 면적

기준 보조에 통합됨에 따라 비료보조가 철폐되었다. 

  브라질과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에서 이자보전과 자본보조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 금융지원은 비농업 활동과 관련한 투자까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

러한 보조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밖에도 연료 보조는 OECD 회원국과 신흥경제국이 공통으로 지급하고 있는 보조의 

형태이다.

3.3. 생산쿼터로 인한 높은 생산자 가격

  많은 국가에서 생산쿼터는 국제가격 보다 국내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데 유용한 수

단으로 활용된다. 일본의 경우 개별적인 쌀 농가에 할당되었던 생산쿼터를 2012년도

에 감축하였는데, 이것은 쌀의 예상수요에 근거한 생산량 조절이었다.8) 반대로 EU의 

 8) 미국의 관점에서 정리한 일본의 쌀 수입정책에 관해서는 다음 웹 사이트 참조:

(http://www.ers.usda.gov/topics/international-markets-trade/countries-regions/japan/policy.aspx#.UnwV2hwW0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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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쿼터는 2008년 농정개혁 이후 해마다 1%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4월에 폐지될 

예정이다(European Commission 2012). EU의 설탕쿼터는 적어도 2015년까지 잔존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 이후 쿼터연장에 관한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다. 노르웨이와 아이슬

란드의 우유쿼터와 노르웨이의 염소우유 쿼터는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다만 최

근에 노르웨이는 지역적으로 쿼터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에 노르웨이 정

보는 쿼터 이상으로 생산해도 이를 허용하는 기준을 7%에서 3%로 하향 조정하였다.

3.4. 면적기준 보조의 중요성

  가격보조와 비교해서 농경지 면적이나 사육 두수와 연동된 보조는, 특히 현재의 면

적이나 두수가 아니라 과거기준의 자료에 근거하여 시행할 경우 생산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왜곡효과가 적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시장가

격 보조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면서 이런 형태의 보조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스위스와 노르웨이에서 생산과 연계된 가축 두수 보조는 특히 중요하다. 중국은 최근

에 면적 기준 보조를 큰 폭으로 늘려왔다. 특히 곡물에 대한 직접지불과 비료 및 개량종

자에 대한 보조 대부분은 면적당 고정 지급률(flat-rate basis), 곧 곡물 파종면적과 관계없

이 지급한다. 이러한 면적기준 보조는 2012년에 1,078억 위안(약 171억 달러)에 이른다.

  일본에서는 논 면적당 보조가 농가소득보조(Farm Income Support Payment) 조치의 중

요한 요소이다. 카자흐스탄에서 면적보조는 새로운 정책조치에 속하는데 추정된 생산

비용에 기초하여 다양한 작물 생산자에게 지급된다. 러시아에서 면적기준 보조는 중

요하지 않으나 2013년부터 작물 생산자들은 이전의 투입재 보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면적기준 보조를 받게 될 예정이다.

  OECD 회원국에서 현재 생산수준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가 농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EU의 경우 단일보조(Single Payment Scheme, SPS)와 12개 신규 회원국에 적용되는 단일

면적보조(Single Area Payment Scheme, SAPS)는 현재의 시장변수들과 연동되지 않고 지

급된다. 2012년에 총 보조액은 2011년과 견주어 0.9%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전체 PSE 중 

45% 이상을 차지한다. 일본은 과거 수급권(historical entitlement)을 기준으로 면적당 고

정 보조를 밭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멕시코는 직접 지불 프로그램(PROCAMPO)을 

2013년까지 연장하였는데 2012년 지급규모는 2011년에 견주어 11% 증가하였다.

  노르웨이의 경우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과 낙농생산자에 대한 보조가 과거 수급

권에 기초한 것이지만 생산해야 지급되는 조건이다. 스위스의 면적기준 보조는 면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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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나 생산요건은 없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과거 수급권에 기초한 보조가 양고기 생

산자에게 지급되나 이 수급권은 매매가능하다. 다만, 겨울철에 최소한의 양 사육두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직접지불(Direct Payment)과 경

기대응 보조(Counter-Cyclical Payment, CCP)의 경우에도 과거 기준연도의 면적과 단수에 

기초하여 보조가 지급된다.  

3.5. 위험관리 정책 동향

  농업인들은 농가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위험요소에 맞닥

뜨리게 된다. 가격의 변동뿐만 아니라 기후와 연관된 생산량 변동, 가축질병 등의 요소

들은 기대치보다 낮은 생산량을 초래하기도 하며, 현금흐름과 농가 소득에 큰 파급영향

을 미친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경기대응 보조(counter-cyclical payment)

를 제공한다. 반면에 OECD는 정부 정책이 재앙의 위험(catastrophic risk)에 초점을 맞춰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시장기능을 통해 개별 농가의 능력을 넘어

서는 통상적 변동위험에 대응하여 보험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박보험(hail insurance)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해 농가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수준으로 관여하게 되며 보험보조를 지급하고 있다. 끝으로,  

통상적인 위험요소들은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적절한 생산 결합(production mix)

에 관한 결정부터 충분한 금융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까지 책임 있는 사업가로서 

농가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러한 책임을 농가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3.6. 재해 대응 정부지원

  일부 국가들은 기후로 말미암아 단수가 하락한 경우 보조를 지급한다. 브라질은 

“Garantia Safra” 조치에 따라 특정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규모 농가에 보조를 지급

한다. 이러한 보조 규모는 2012년에 전년도 대비 5배 증가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계속

된 가뭄으로 인해, 재해 지원프로그램인 “CADENA”의 정부 지출이 2010~2012년에 약 

2.4배 증가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긴급 융자(emergency loan)의 이자율이 2012년의 

가뭄 이후 감소하였다.

  재해 보조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정형화되어 있기보다 관련 당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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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2년에 CAP 보조는 북부 이탈리아의 지진과 

기후 관련 문제가 발생한 이후 당초 예정된 시기보다 앞당겨 지급되었다. 아이슬란드

의 재해 보조도 2010년과 2011년에 발발한 화산 폭발과 관련된다. 반면에 멕시코는 

2011~2012년에 연이은 가뭄으로 다양한 보조와 보험 배상조치를 발전시켰다. 미국에

서는 자연재해 이후 보험회사들이 작물 보험 프리미엄(crop insurance premium)에 대한 

지급계획을 확장하도록 장려되었다.

  호주는 농가의 자율적인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춘 가뭄구호(drought assistance) 프로

그램을 개혁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2012년 중반에 기후재해와 관련한 이

자 보조(exceptional circumstances interest rate subsidy)를 철폐하였다.  

3.6.1. 소득 안정화를 위한 경기대응 보조

  일부 국가들은 농산물 가격변동 등의 경기 흐름에 따라 보조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

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족불 보조(deficiency payment)는 시장가격이 사전에 정한 가격수

준(미국의 융자 부족불 지급(loan deficiency payment), 멕시코의 목표수익보조(target rev-

enue payment))이나 과거 가격에 기초한 가치보다 하락할 때(일본의 쌀 부족불 보조), 

또는 계측된 생산비용보다 낮을 때(일본의 밭작물 보조) 발동된다.

  미국의 CCP는 시장가격과 목표가격 간의 차이를 보상한다. 2012년에는 높은 시장가

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급 계획들이 대부분 발동되지 않았으나, 이 조치는 그대로 유

지되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좀 더 복잡한 수익성 계산과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들은 가격과 생산량 변동으로부터 수익 상실을 부분적으로 보상해준다. 미국의 

ACRE(Average Crop Revenue Election)은 산출된 주(state) 및 농가 수준의 수익 기준점에 

근거하여 보조를 지급한다. ACRE 프로그램은 2012년에도 유지되었지만, 높은 시장 가

격으로 인해 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발동되지 않은 상황이다.

  캐나다의 농업안정(agriStability) 프로그램은 전년도 대비 소득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

상해준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농업안정 프로그램은 2011년 대비 26% 감소했던 

2012년을 제외하곤 2007년 이후 상당한 규모로 지급되고 있다. 

3.6.2. 보험과 선물시장 참여 보조

  브라질은 상업농과 가족농에게 작물과 축산 보험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 

범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에 보험 보조는 농가 전체 보조의 16% 정도를 차지

하였다. 보험 보조의 조건은 농업 지역화(agricultural zoning)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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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후와 연관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 토양, 작물 주기에 관한 자료

를 사용하여 가장 적합한 작물파종 기한을 따르는 것이다. 2012년까지 40개 작물과 총 

26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 지역화가 적용되었다.  

  2012년에 칠레는 두 가지 새로운 형태의 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각각 소의 보

건과 사망, 밀과 옥수수의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다루는 조치이다. 이 보험 프로그

램은 농가 규모와 농가당 최대 보상액에 따라 프리미엄의 50~90%를 보조한다.

  중국은 농업보험 지원조치를 2007년에 도입하였는데, 그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험 프리미엄의 비용은 중앙정부(약 40%)와 지방정부(약 33%), 농가(약 20%)가 

각기 다른 비중으로 공동 부담하는 형태이다. 지리적 보상범위는 차츰 증가하여 2012

년까지 모든 주의 자치구가 이에 포함되었다. 

  EU의 보험 보조는 대부분 국가 단위에서 시행된다. 다만 회원국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EU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가 계획과 68 조항(Article 68)을 따르는 보

험 보조는 2012년에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7.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와 혁신에 관한 정책 

  농가 안팎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장기적으로 R&D는 농가와 식품산업의 생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영

역이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실질 R&D 지출액을 해마다 1% 증가

시켜 왔다. 그러나 예산 감축 등의 이유로 2007년 이후 이러한 투자 성장률은 둔화되

고 있는 실정이다. 

3.7.1. 혁신 정책에 앞장서는 국가들

  호주는 2012년 농촌 R&D 정책 선언문(R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Policy Statement)을 

발표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2012). 여기서는 R&D 체제 개선을 위해 4개 영역의 

제안을 하고 있는데, ① R&D 체계의 투명성과 책임 향상, ② 농촌 R&D 분야의 협력, 

③ 생산성 향상 추구, ④ R&D 투자의 효율성 증대 등이다.

  멕시코의 MASAGRO 투자계획(investment initiative)은  농업부(Ministry for Agriculture)

와 국제옥수수밀연구소(International Center for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IMMYT) 

간 협력의 산물이다.9) 2010년 설립 이후 종자의 유전적 다양성과 옥수수와 밀의 생산

 9) MASAGRO 프로그램과 관련 뉴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 사이트 참조: (http://masagro.mx/index.ph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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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과 이들 작물의 지속가능한 생산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MASAGRO 프로그램에 통합된 기관과 프로그램 등은 2011~12년에 

증가했으며, 현재는 국립농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와 일부 연

구기관 및 대학을 포함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연구 투자는 농업 정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 혁신 

프로그램은 “1차 산업 성장 파트너십(Primary Growth Partnership)”에 의해 자금이 조달

되는데,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임업과 식품 분야의 1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10)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EU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EIP(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은 혁신의 수용력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성과를 농가 경영에 적용 및 응용 

하려는 것에 중점을 둔다. 

3.7.2. 농업 기반 투자

  농업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양상은 2012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관개체제의 향상에 집중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칠레는 2022년까지 물 저장능

력을 30%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국가 관개전략(National Irrigation Strategy, NIS)을 개발

하였다.11) 이는 주로 중부지방의 가뭄해결을 위한 조치이다. 이 전략에는 강수를 개선

하기 위한 구름 씨뿌리기(cloud seeding)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물 자원의 효

율적인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물 사용자들을 조직화하였다.

  중국은 관개시설과 농업 선진화를 위해 2012년에 632억 위안(약 100억 달러)을 지출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 대부분을 1~2차 운하(canal)를 활용

한 관개수 전달에 사용하였다. 

3.8. 농업환경 조치(agri-environmental policy)의 중요성

  토지나 물 같은 자연자원의 사용에서 농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업의 지속가능

성과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은 중요한 의제이다. 농업 정책은 자원의 이용에 큰 영향을 

10) 자세한 정보는 다음 뉴질랜드 정부 웹 사이트 참조:
(http://www.mpi.govt.nz/agriculture/funding-programmes/primary-growth-partnership.aspx).

11) NIS는 장기적으로 총 15개의 보(reservoirs)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http://www.oecd.org/env/resources/Chi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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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므로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다루기 위해 특정한 조치들을 시행한다. 이상적인 

정책 조치는 환경으로부터 편익을 반영하여 계획되어야 하지만, 이는 대부분 현실에

서 가능하지 않다. 사실 환경문제를 다루는 많은 조치들이 국가 정책의 틀 안에서 작

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미국의 농업 지원 프로그램들 

중 일부는 그들 정책의 틀 안에서 환경 및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토지와 수자원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

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물 사용을 절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다. 

미래 물 사용에 관한 계획의 하나로 머레이 다링(Murray-Darling) 유역의 균형회복프로

그램(The restoring the balance in the Murray-Darling basin)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사용되

지 않는 물을 구매하고 관개 효율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둔다. 농가와 환경 간 절수된 

것을 공유하였고, 최소 50%의 절약된 물이 호주 정부로 전달되었다.  

  칠레의 토양회복(soil recovery) 프로그램은 주요 지점의 가용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2012년에 개정되었다. 중국은 농경지에서 산림으로, 목초지에서 초지로 전환을 위해 

176억 위안(약 28억 달러)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보조는 이미 전환된 토지에도 제공되

었다. 그러나 최근 곡물 자원의 안보 이슈가 대두되면서 토지 전환율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서부의 8개 주에 분포한 초지의 생태보호를 위해 방목의 축소, 풀 다양성 증대, 

동물 육종 또는 투입재 보조 등에 2012년에 총 136억 위안(약 22억 달러)을 배정하였다.

  프랑스는 농업 생태계획(agro-ecological plan)을 도입하였다. 이는 농업지식에 관한 정보

를 교환하기 위해 웹 기반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농업환경훈련을 강화시키며 생태 농업의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오스트리

아는 2012~15년 질산염(nitrate) 대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질소비료의 사용 

기간과 비료 저장에 대한 지침 및 질산염의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질

산염 대응(nitrates action) 프로그램은 질산염의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은 2011년에 새로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Direct Payment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을 시행하였는데, 주로 생물다양성 증대와 비료 및 농약사용량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8.1. 특정 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기농업

  브라질은 유기농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유기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

도와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덴마크는 새로

운 유기농 식품 표시제를 도입하여 유기농 재료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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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함께 유기농 과일과 산딸기류 식품 생산을 위한 새로운 지원 계획을 도입

하였다. 프랑스는 바이오 꿈 2017(Ambition Bio 2017)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유기농 생산

을 발전시키고, 유기농 식품의 생산 공정 체계화를 목표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경제연구소 2013).

  한국은 다양한 인증조치들을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친환경 인증규정을 개정하였

다. 또한, 이 후에 외국 기관에 의한 유기 식품 인증의 동등성(equivalence)을 인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12) 이 새로운 규정은 2013년 6월부터 적용된다. 터키는 유기

농업과 우수 농가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터키 정부는 현재 유기농업

의 비중(1.9%)을 2016년 3%, 2023년 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8.2.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정책

  2011년 후반 호주는 탄소농업 계획(Carbon Farming Initiative) 프로그램을 도입했다.13) 

이 프로그램아래 농가와 토지 경영자는 탄소를 저장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통해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을 확보할 수 있다. 배출권은 자율적으로 탄소 상

쇄시장(carbon offset market)에서 판매될 수 있고, 호주에서 2012년에 발효된 탄소가격제

도에 따라 탄소 감축 의무를 상쇄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특정 배출권 

프로그램이 저탄소 농법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 칠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완화 행동계획과 시나리오(Mitigation Action Plan and Scenario)” 프로젝트, “국가 적정 

온실가스 완화대책(National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3개년 저탄소 배출 능력형

성”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칠레는 2013년 초에 녹색성장 전략 측면에서 에

너지 집약적인 농업부문에 신재생 에너지(non-conventional renewable energies, NCRE)의 

사용을 촉진하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한국은 2012년에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Low Carbon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

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14) 일본은 기후변화의 영향 문제에 대응하는 영농방식 

12) 유기농산물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증 또는 동등성(equivalency)을 인정하는 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 미국과 캐나다

가 USCOEA(US-Canada Organic Equivalency Arrangement)에 합의하였고, 2011년에는 EU와 캐나다가 동등성 협약에 서
명하였다. 2012년에는 미국과 EU가, 2013년에는 미국과 일본이 유기농산물 동등성 협약에 서명하였다.  이밖에도 캐나다는 
한국, 호주, 코스타리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한국, 인도, 대만 등과 논의 중이다. 그밖에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 참조: (http://www.ota.com/index.html).
13) 자세한 사항은 호주 환경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웹 사이트 참조:

(http://www.climatechange.gov.au/reducing-carbon/carbon-farming-initiative).
14) 한국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는 일반 농산물과 견주어 에너지와 농자재 투입량을 낮추는 녹색 농업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온

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 농산물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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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이 2011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도

록 하였다. 

  EU의 농업 및 임업 배출권 규정은 곡물과 초지에서 방출되는 배출량을 2013년부터 

포함하게 된다. 오스트리아는 연방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국가전략(National Adaptation Strategy to Climate Change)을 도입하였다.15) 이는 모든 정

책의 계획과 결정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기후변화 효과를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9. 농촌 가정, 농업 근로자, 소규모 농가경영을 위한 새로운 조치

  중국의 농촌 빈곤완화 및 개발(Rural Poverty Alleviation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은 

2011년 후반에 도입되어 농촌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16) 

이는 교육과 의료, 주거 계획, 건축 및 교통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소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현금을 보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칠레에서 새롭게 제정된 법은 고용자와 근로자 집단 간의 단체 협약을 인정하고 가

임기의 여성 계약 근로자들에게 보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농촌 근로자

들의 권리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주민 사회의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토착지역 개발 프로그램(Indigenous Territorial Development Program)”에 소요되

는 2012년도 예산을 전년도 수준보다 50% 증대하였다. 

  2013년에 미국은 새로운 소액융자(microloan)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가계의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에게 35,000달러 미만

의 대출을 허용함으로써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지원하고 있다(USDA 2013). 

3.9.1. 식량 안보와 동식물 보건을 위한 규제 체제

  수입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무역이 확대되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식품안전, 동식물 건

강 위험, 바이오 안보(biosecurity)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은 식품

안전과 동식물 위생 분야의 관계 기관 사이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2012년 1월에 호주 수상과 모든 주의 여당 대표들이 모여 바이오안보에 관한 정부 

간 협약(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Biosecurity)에 서명하였다.17) 이는 불필요한 생명 

(http://www.smartgreenfood.org/jsp/front/index.jsp).
15) EU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전용 웹 사이트 참조: (http://climate-adapt.eea.europa.eu/).
16) 예를 들면 680개 가난한 군(County)에 있는 2,600만 명의 초중등 학생들에게 점심 보조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http://www.chinadaily.com.cn/m/guizhou/2012-11/21/content_15948171.htm).
17) 호주 정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는 바이오 안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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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를 줄이고 관할권 간의 자원 사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한다. 칠레에서

는 2012년에 과학자 사이의 식품안전 네트워크(Scientists for Food Safety Net)가 창설되

었다. 이 단체는 과학에 기초하여 안전과 품질 정책을 계획하고, 식품안전과 품질문제

와 관련된 사람들 간 교류를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칠레는 국내 소비재

에 함유된 살충제 성분의 수준을 줄이기 위해 농업 가축 서비스(Agriculture and 

Livestock Service), 보건부(Health Ministry), 칠레 수산 서비스(National Fishing Service) 등이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는 동물과 채소 위생에 관한 정책 지침을 제시하는 국가 위원회를 설립하였

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관세연맹아래 동식물 위

생(SPS) 기준과 기술규정의 조화와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였다.

3.9.2. 동물 복지에 관한 관심

  동물 복지 정책은 일부 국가에서 차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2011년 7월에 호주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사료와 도살가축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정책을 실시했다. 이 규정

은 2012년 말까지 다른 사료 및 도살가축 시장으로 확대 적용되도록 계획되었다. 이 새

로운 제도는 가축 수출업체로 하여금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표준에 부합하는 동물 

복지의 보장을 위해 공급체인을 설정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가축의 운송, 

생축의 취급과 가공, 공급망 통제, 공급망을 통한 가축의 이력제(traceability), 이행을 보

장하는 독립된 감사(audit) 등과 관련된다. “생축 수출경영 지원 패키지(Live Exports 

Business Assistance Package)”가 새롭게 발족되어 동물 복지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동물 복지 표준은 스위스와 EU의 직접지불 체제에서 차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

었다. 오스트리아는 암퇘지들이 분만 틀에 머물러야 하는 연간 최대 일수를 축소했고, 

덴마크는 정부의 수의학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동물 복지와 관련된 지표를 구축하였

다. 헝가리는 동물 복지와 관련된 투자에 6,600만 유로(약 8,500만 달러)의 국가 보조를 

투입하였다.

3.9.3. SPS 조치에 따른 무역 효과

  SPS 조치는 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인도네시아는 식량안보와 검역 및 식

품표시제 표준에 관한 수입 요구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였다. 가공식품의 수입

“바이오 안보 월보(Biosecurity Bulletin)”를 발간하고 있다:

(http://www.daff.gov.au/biosecurity/about/reports-pubs/biosecurity-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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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생산지 등록과 보건부의 수입 승인 정보가 필요하다. 반면에 일본은 광우병(BSE)

의 확산을 막기 위한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2013년 2월 1일부터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프랑스로부터 30개월 미만의 소고기가 수입되며, 네덜란드로부터

는 12개월 미만의 송아지 고기가 수입된다.18) 2012년에 러시아는 SPS 조항에 근거하여 

다양한 무역 규제조치들을 세웠다. 이러한 규제들은 축산 및 돈육 가공 상품의 수출업

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2010년에 구제역 발발 이후 대형 축산 농가와 가축사육 및 부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의무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축산 농가와 농가를 출입하는 수집

상에 대해서는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허가를 취득한 농업인 또는 등록 농

가와 수집상을 대상으로 의무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2012년에는 새로운 돼지

고기 이력제(Pigmeat Farm Traceability System)을 시범사업도 출범시켰다.19)

  멕시코는 2012년 6월에 예리스코(Jelisco) 주에서 발발한 조류 독감(avian flu) 이후 “식

품보건, 안전 및 품질 서비스(National Food Health, Safety and Quality Service)” 프로그램

을 시행하였다(Hernandez and Branson 2012). 또한, 2,200만 마리의 조류가 폐기되었고 

예방접종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2년 11월에 조류 독감은 공식적으로 근절

된 것으로 공표되었다.

  미국의 식약청(FDA)과 뉴질랜드의 1차 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는 식품

안전 체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에 서명하였다.20)

3.10. 농산물 수출입을 제한하는 국경조치

  국경 조치(border measures)는 국내 시장가격이 국제수준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단으로 관세, 관세할당(tariff-rate quota, TRQ), 국영무역(STE), 수입 허가제, 

수출 보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무역을 억제하거나 세입과 시장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채택된다. 대부분의 국경조치와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2012년에도 그대

로 유지되었다. 

  이와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생축과 포장육의 수입쿼터를 2011년에 17만 톤에서 2013

18) 일본의 정책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 참조: (http://www3.jma.or.jp/foodex/en/sc/category02.html).
19) 돼지고기 이력제에 관해서는 다음 전용 웹 사이트 참조: (http://pig.mtrace.go.kr/index.do).
20) 미국은 2011년에 제정한 “식품안전 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에 따라 4년 간 약 4만 곳의 외국시설을 검사

해야 하는데, 양국 정부 간 상호인증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덜 수 있게 되었다. 

(http://fda-news.registrarcorp.com/2012/12/fda-recognizes-new-zealand-food-safety-system/?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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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8만 톤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옥수수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

입쿼터를 적용하였다. 설탕과 쌀에 대한 종량세(specific tariff)는 세계 시장가격의 변동

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되고 있다.21) 중국도 급변하는 국제가격의 파급영향을 완화

시키고 높은 물가상승률을 낮추려고 농산물에 대한 실행 관세(applied tariffs)를 종종 조

정하고 있다.

  2012년 7월에 이스라엘은 일부 농식품을 대상으로 수년간 적용되어 온 방대한 양의 

관세를 축소하거나 없애기로 결정하였다. 멕시코도 2012년 11월에 300개 이상의 농식

품 관세라인(tariff line)을 일방적으로 축소키로 결정하였다.22)23) 이 가운데 일부 농식

품에는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관세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감축의 

무역효과는 작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의 농식품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아래 무관세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에 호주의 밀 수출 승인조치(Wheat Export Accreditation Scheme)와 밀 수출 부

과금(Wheat Export Charge)은 밀 수출 유통 개정법(Wheat Export Marketing Amendment Act, 

WEMAA)에 따라 폐지되었다.24) EU는 일부 축산물의 수출환급(export refund)을 축소 내지 

점진적으로 폐지하였다. 또한, 가공용 냉동 소고기에 대한 수입쿼터의 관리방식을 단순

화 하였다. 2012년 11월에 EU와 남미 10개국은 이전의 바나나 분쟁을 종결하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EU의 바나나 수입체제는 해마다 관세를 축소하는 형태로 대체되었다.25) 

  빻은 옥수수(cracked maize)의 수입량이 폭증하자 칠레는 2012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10.8%의 임시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2012년 6월에는 아르헨티

나로부터 수입된 밀가루에 대해 9.7%의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하였다.

3.11. EU 회원국 확대

  2013년 7월에 크로아티아 공화국(Republic of Croatia)이 28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EU는 

더욱 확대되었다. 앞으로 공식적인 가맹이 예정된 국가는 아이슬란드, 마케도니아

21) 종량세는 수입 농산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종가세(Ad valorem)와 달리 수입물량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실행관세는 수입국이 실제로 수입 시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수입국은 WTO에 약속한 양허관세(bound tariff)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이보다 낮은 수준의 실행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22) 관세라인(tariff line)은 HS(Harmonized System)에 따라 적용되는 상품코드로 최소 6단위로 표현된다.
23) 일방적(unilateral) 조치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그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하는 호혜주의 원칙(reciprocity principle)을 적용하

지 않고, 자국의 무역조치를 완화는 것을 말한다.
24) 개정된 법 전문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2A00170)
25) EU의 바나나 분쟁은 WTO 역사상 가장 오래 진행된 분쟁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따라 EU는 바나나의 종량세를 2009년 톤당 

148유로에서 2017년에 114유로로 감축하기로 하였다(WT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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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edoni), 세르비아(Serbia), 터키 등이다.26)

  2012년 8월에 러시아는 WTO 회원국이 되었으며, 가입 의정서에 따라 수입관세를 감

축하였다. 카자흐스탄은 WTO 가입 절차 과정에 있으며, 상품의 시장접근(market access)

에 관한 양허안(Schedule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s)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

내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와 수출보조에 관한 사항도 협상중이다.27)

3.11.1. 새롭게 발효된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

  2012년에 발효된 FTA로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와 요르단,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가 홍콩, 몬테네그로(Montenegro), 페루, 우크라이나와 각각 체결한 협정, 칠

레와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28) 인도네시아의 비준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ASEAN과 

호주 및 뉴질랜드 FTA는 모든 체약국에서 발효되었다. 2013년 3월에는 EU와 페루 간 

FTA가 발효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남부 아프리카 14개국 간 

FTA가 완전히 이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2006년에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

르, 브루나이(P4) 사이에 체결되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이다. TPP에는 P4와 더불어 호주, 말레이시아, 페루, 미국, 

베트남이 참여하고, 2012년 10월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최근에 일본도 협상대

상국으로 참여하고 있다.29) 모든 국가들이 서명한 최종 동의안이 체결된다면 TPP는 

세계 경제 생산량의 40%가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30)

  2013년 2월에 EU와 미국은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의 협정을 진수시키는데 필요한 내부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다

(USTR 2013). 2013년 3월에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협정을 진수시키기 위한 회원국

들의 허가를 요청하였다. 또한, 미국과 무역관계의 미래에 관한 영향 평가서와 TTIP의 

26) EU의 회원국 목록과 가입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EU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europa.eu/about-eu/countries/index_en.htm).

27) AMS는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보조로 WTO 규율에 따라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된다: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ag_intro03_domestic_e.htm

28) 양자간 FTA 체결현황과 협정문 및 협상에 관한 소식들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bilaterals.org/?lang=en
29) 특히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은 지금까지 민감한 농업분야를 보호해 왔던 터라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 농업부문의 반대가 큰 가운데 이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최근의 정보는 다음 아사히 신문(Asahi Shimbun)의 웹 사
이트 참조: http://ajw.asahi.com/tag/TPP

30) TPP 협상의 진행사항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ustr.gov/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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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효과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배포하였다.

3.12. 미국 원산지표시제(COOL) 분쟁 

  2012년 6월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의해 제기된 WTO 분쟁에서 WTO 상소 기구

(Appellate Body)는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COOL) 규정에 관한 이전의 WTO 패널(Panel)

의 판결 내용을 재확인하였다(Jurenas and Greene 2013). 패널의 판시 내용은 가공된 육

류제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 요구조건이 WTO의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협정에 따라 명시된 미국의 의무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특

히 상소기구는 COOL 요건이 수입품과 국내산 제품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TBT 

협정의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조항에 위배된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미

국은 2013년 5월에 가공 육류제품의 COOL 요건을 개정하였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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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 

추가협상 동향과 시사점*

이 주 명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1. 필리핀 쌀 관세화 추가 유예 협상의 배경과 경과 32)

1.1. 협상 배경

  최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필리핀의 쌀 관세화 3차 유예를 위

한 의무면제(waiver)1) 협상이 농업분야의 중요 이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우

리나라도 2014년 말로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필리핀의 쌀 관세

화 추가 유예협상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1995년에 WTO가 출범하면서 농산물도 “관세화 원칙”

에 따라 개방되었으나, 우리나라와 필리핀, 일본은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가로 

의무 수입물량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후 일본은 1차 관세화 유예 종료기간 전인 

1999년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첨부에 따라 계산된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2)로 

 *  (leejm34567@gmail.com). 
 1) 국제경제조약에 의해 설치된 감독기관(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이 가입국에 대해 부여하는 일반적인 의무면제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영어의 waiver에는 그것 이외에(권리의) 포기라는 의미도 있으며, 그것은 국제법상의 일방적 행위의 

하나이다. 가트에 의하면 체약국단(締約國團)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트에 의해 체약국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체약국단의 2/3의 다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가트 25조 5항). WTO 협정은 이 의결요건을 3/4으로 끌어올린 상태
에서 의무면제의 결정에는 조건과 기한을 제시하고, 매년 각료회의의 심사를 받을 것을 결정하여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

다(WTO 협정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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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10년간의 1차 관세화 유예가 종료

되는 2004년에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에 의거 추가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를 2차 유예

한 바 있다. 7년 간 2차 유예를 한 필리핀의 2차 관세화 유예는 2012년 6월 30일 이미 

종료되었으며, 10년 간 2차 유예를 한 우리나라는 2014년 말까지 아직 약 1년 정도 남

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2년에 WTO에 가입한 대만은 2002년 1년간 쌀 관세화를 유

예한 후 국내 논의를 거쳐, 쌀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2003년에 쌀 관세화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필리핀은 쌀 농가의 영세성, 식량부족 상황 등을 고려, 3차 추가 유예를 추

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1  국가별 쌀 관세화 유예 현황

필리핀 한국 일본 대만

특별대우
(1차)

기간 10년(‘95~’04) 10년(‘95~’04) 6년(‘95~’00) 1년(‘02)

MMA 60~239천 톤 51~205천 톤 426~852천 톤 144천 톤

세율 50% 5% 0~25%

특별대우
(2차)

기간 7년(‘05~’12) 10년(‘05~’14) * '99년 조기관세화 * ‘03년 관세화

MMA 350천 톤 225～409천 톤

세율 40% 5%

의무면제
(waiver)

기간 5년(‘12~’17)

MMA 350~805천 톤

세율 35%

 * 필리핀의 관세화 추가 유예를 위한 의무면제 협상 진행 중.

1.2. 협상 경과

1.2.1. 농업위원회 협상개시 의사 표명(2011.11.22)

  2011년 11월 17일 제64차 농업위원회 정례회의 시 필리핀은 회원국들에게 쌀 관세

화 유예 추가 연장 의사를 표명하였다. 동 회의 시 필리핀은 2004년도 쌀 협상 당시 

WTO/DDA 협상이 조기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7년(2005.7∼2012.6)이라는 짧은 기간 

 2)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약속된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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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쌀 관세화를 2차로 유예한 바 있으나 DDA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식량수급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소규모 쌀 농가 소득 보장과 식량안보 확보 등

을 위해 3차 유예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2011년 11월 22일 관세화 추가 유예를 위한 협상개시 통지문3)을 WTO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회람하였다. 동 통지문에서 필리핀은 자국 쌀 수정 이행계획서 5의

1조4)를 추가 유예 근거로 제시하고, 2012년 2월 22일까지 관심 있는 회원국들의 양자

협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필리핀의 요청에 따라, 2012년 2월 22일까지 협상참가를 신

청한 국가는 미국, 중국, 태국,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호주, 엘살바도르, 캐나다 등 9

개국이었다. 이들 협상 참여 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는 실질적으로 필리핀의 쌀 

시장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필리핀은 이들 9개국과 2012년 초부터 비공식 양

자협의를 개시하였다. 

  상기 비공식 양자협의 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

항”5)에 의한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필리핀은 2005년 2

차 유예 시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추가 연장은 불가하며, 필리핀이 추가 유예의 근거로 

제시한 쌀 수정 이행계획서는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1.2.2. 상품무역이사회에 의무 면제 안건 상정(2012.3.30)

  이에 따라, 필리핀은 2012년 3월 30일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자국의 쌀 관

세화를 추가 유예하기 위해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을 포기하고,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제9의 3조에 근거하여 의무면제(waiver)를 요청하였다.

  필리핀은 동 의무면제 요청서6)에서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은 특별대우 연장의 법

적근거가 될 수 없다는 미국, 호주 등 일부 회원국의 주장에 따라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무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의무면제 기간을 5년(2012.7~2017.6)으로 제시하

고 동 기간 중 의무수입물량(Minimum Market Access, MMA) 증량 수준 및 의무수입물량

에 대한 수입 관세율 인하, 국가별 쿼터 등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함에 따라 

 3) WTO 문서 G/AG/W/91 참조.
 4) WTO 문서 G/MA/TAR/RS/99/Rev.1. (para 5.1) Any continuation of special treatment for rice shall be contingent on the 

outcome of the DDA negotiations. In case the special treatment ceases to appl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outcome 

of the DDA negotiations, the tariff rate shall be modified to reflect such an outcome.

 5) 8.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 년도가 종료된 이후 제7항에 명시된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
한 협상은 이행 기간 개시이후 제10차년도 그 해의 시간 범위 내에 개시되고 종결된다.

 6) WTO 문서 G/C/W/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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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제출하였다.

 이후 필리핀측은 2012년 6월 30일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개최된 2012년 

6월 22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의무면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추가 협상기간 부여를 요청하였다.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은 WTO 협정 9의 3조7)에 의

거 2012년 7월 25일 개최된 일반이사회에 필리핀 쌀 의무면제 협상경과를 보고하였고, 

일반이사회 의장은 추가 협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필리핀은 2012년 11월 26일 개최된 상품무역이사회를 앞두고 본부 대표단이 1

주일 전부터 상주하면서 집중 협상을 통해 쌀 관련 보상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

감대를 형성하였으나. 미국, 호주, 캐나다와 쌀 이외 보상에 대한 합의가 실패함에 따

라 타결에 실패하였다.

 다만, 이때 필리핀측이 상정한 의무면제 요청 수정안8)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로, 의무

면제 기간 중에 필리핀이 약속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관세화 한다는 규정과, 

5년간의 의무면제 이후에는 농업협정 부속서 5의 10항에 의거 추가 유예 없이 관세화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이후 2013년 3월 25일 상품무역이사회, 2013년 7월 11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도 미국, 

호주, 캐나다와의 쌀 이외 보상안에 대한 합의 지연으로 타결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2013년 7월 11일 상품무역이사회 시에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쌀 관심국들

은 이미 쌀 관련 보상이 합의되었음에도 미국 등의 합의 지연으로 타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를 촉구하였고, 미국, 캐나다 등도 필리핀 측에 이미 관세화 유예기간 종

료 후 1년이나 경과되었다며 필리핀 측에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였다.

1.2.3. 상품무역이사회(2013.10.18.)

  필리핀은 지난 10월 1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의무면제 요청 안건9)

에 쌀 의무수입 물량, 쿼터 내 관세율 인하, 국별 쿼터 등 자국의 쌀 관련 양허안을 제

시하였다. 필리핀이 쌀 관련 양허안을 공개한 것은 미국, 호주, 캐나다와의 합의가 계

속 지연됨에 따라, 이들 쌀 이외 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위한 고려도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동 10월 18일 상품무역이사회 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쌀 

관심국들은 쌀 이외 보상 지연으로 자국들의 필리핀 쌀 시장 접근이 지연되고 있다는 

 7) WTO 협정 9.3(b) 하단 : 상품무역이사회는 의무면제 협상 결과를 각료회의(일반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8) WTO 문서 G/C/W/665/Rev.1.
 9) WTO 문서 G/C/W/665/Rev.2(국별 쿼터 미포함) 및 G/C/W/665/Re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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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조속한 협상타결을 촉구하였다.

  10월 18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쌀 이외의 보상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동 회의 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미 합의

국가들도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는바, 거의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필리핀 쌀 관세화 추가 유예의 법적 근거 문제

2.1. 농업협정 부속서 5조 8항 및 필리핀 이행계획서 5의 1조

  협상초기 필리핀은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 및 자국의 쌀 이행계획서 수정양허표 제

5의1조(G/MA/ TAR/RS/99 /Rev.1&WT/Let/562)를 관세화 추가 유예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필리핀측이 협상 초기 비공식 양자협의 시에 미국, 호주, 캐나다, 파키스탄, 태

국 등 대다수 협상 참여국들이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8항과 필리핀의 수정양허표 제

5의 1조는 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호주 등은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은 그 문맥 취지상 1회만 유예가 가능하게 규정되

어 있는바, 이미 필리핀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차 유예 시 동 규정을 사용하였으며, 

필리핀의 쌀 관세화 수정 이행계획서는 DDA 타결 시 관세율 수정에 관한 것이며, 이행

계획서 자체가 추가 유예의 법적근거는 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주요한 논지다. 어쨌든 

필리핀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을 활용한 관

세화 추가 유예는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표 2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 

8.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 년도가 종료된 이후 제7항에 명시된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
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이행기간 개시이후 제10차년도 그 해의 시간 범위 내에 개시되고 종결된다.

8. Any negotiation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can be a continuation of the special treatment as 
set out in paragraph 7 after the end of the 10th year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shall be initiated and completed within the time-frame of the 10th year itself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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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필리핀 쌀 수정 이행계획서 5의 1조

◈ (5.1조) 쌀에 대한 특별대우가 지속될지 여부는 DDA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DDA 협상 결
과가 발효한 이후 특별대우가 종료될 경우, 관세율은 DDA 협상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되어야 한다.

◈ (para 5.1) Any continuation of special treatment for rice shall be contingent on the outcome of 
the DDA negotiations. In case the special treatment ceases to appl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outcome of the DDA negotiations, the tariff rate shall be modified to reflect such an outcome. 

2.2. WTO 협정 9의 3조에 의한 의무면제

  필리핀은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의 근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WTO 협정 

9의 3조에 근거한 의무면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표 4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제9.3조

 9.3. 예외적인 상황에서 각료회의는 이 협정이나 다자간무역협정이 회원국에게 지우는 의무를 면제하기
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이 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무역
기구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에 의한다.

9.3.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Ministerial Conference may decide to waive an obligation 
imposed on a Member by this Agreement or any of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provided 
that any such decision shall be taken by three fourths of the Member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paragraph.

  WTO 협정상의 의무면제는 WTO 체제하에서 모든 회원국의 부담해야 하는 특정 의

무를 특별한 사유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면 의무면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큰 협상이다. 

  아울러 의무면제를 받는 경우, 동 의무면제 종료 시까지 매년 WTO 일반이사회에서 

의무면제 필요성 및 약속된 양허의 제공 여부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하며, 만약 어느 

회원국이라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필리핀이 약속된 양허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관세화 유예는 종료되게 된다.

  필리핀도 이러한 의무면제 협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을 다시 활용하여 협상대상을 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로 제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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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리핀 쌀 관세화 5년 추가 유예의 대가

 3.1. 쌀 관련 보상

  지난 2013년 10월 1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은 쌀과 관련하여 대폭적

인 양보안을 제시하였다. 쌀에 대한 의무수입물량(Minimum Market Access, MMA)을 현

재의 2.3배로 증량하고(350천 톤 → 805천 톤), 의무수입물량의 수입 관세율도 인하하

였으며(40% → 35%), 협상참여국 중 국가별 쿼터를 희망한 호주·중국·인도·파키스탄·베

트남·엘살바도르 등 6개국에게 국가별 쿼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표 5  필리핀의 쌀 관세 추가 유예 관련 쌀 양허안 10)

구 분 ’12.7.1~’13.6.30 ’13.7.1~’14.6.30 ’14.7.1~’17.6.30

물  량 (톤) 350,000 645,134 805,200

관세율 (%) 40 40 40→35

국가별쿼터
(톤)

호  주  15,000  15,000  15,000

중  국  25,000  40,000  50,000

엘살바도르 -   4,000   4,000

인  도 -  40,000  50,000

파키스탄 -  40,000  50,000

베트남 - 228,067 293,100

태국  98,000 - -

  * 필리핀은 2차 관세화 유예기준, 의무수입(350,000톤), 세율 40% 등 의무 부담.

 3.2. 쌀 이외 보상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쌀 이외 보상 관심국가들은 협상 초기부터 필리핀의 쌀 시장

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협상 초기부터 필리핀에 대한 육류 관세인하 및 검역장벽 완화 

등 필리핀 국내적으로 민감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과다한 요구들11)을 제기해왔다. 이

에 대해 필리핀이 자국의 민감성을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협상 타결이 지연되었다. 

10) WTO 문서 G/C/W/665/Rev.3
11) US opposes Philippines' appeal to limit rice imports at WTO(Philippine Daily Inquirer, 2012.2.23), Philippines: US 

Linking Rice import Deal to Frozen Meat Standard(ICTSD 2012.2.2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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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리핀 쌀 관세화 협상 상황 평가 및 전망

4.1. 필리핀이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을 추진한 이유

  필리핀은 현재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량을 포함하여 연간 100 ~200만 톤

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필리핀이 의무수입량을 약 80만 톤 수준으로 늘리더라도, 여

전히 연간 전체 수입량 범위 내에 있어서, 의무 수입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필리핀에서도 쌀이 중요한 정치재로서, 소규모 쌀 생산농가에 대한 정치적 고

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필리핀 국내적으로는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

는 것에 대해 이견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표 6  필리핀 쌀 수급상황

단위 : 천 톤, %

구 분 생 산(a) 수 입 수 요(b) 연말재고 자급률(a/b)

2008 10,997 2,432 12,961 2,639 84.8

2009 10,633 1,755 12,398 2,629 85.8 

2010 10,315 2,378 11,898 3,424 86.7

2011 10,911 707 12,415 2,627 87.9

자료: (www.bas.gov.ph/publication/Selected Statistics on Agriculture 2012).

4.2.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대응체제

  필리핀은 농림부 차관이 협상을 총괄하였으며, 필리핀 본부 대표단이 협상에 참여

한 9개국의 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상품무역이사회 개최 계기에 제네바를 방문하여 

각국 대표단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 초기부터 협상 참여국들이 쌀 쿼터 물량 과다 요구 및 관세율 대폭 인하 등을 

요구하였다. 일부 회원국은 자국에 대한 국가별 쿼터 100만 톤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쌀 이외 보상을 요구한 국

가들은 협상 초기부터 필리핀이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로 필리핀 측을 곤

혹스럽게 했다.

  이러한 요구에 전략적으로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협상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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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및 대응이 절실하였으며, 필리핀측도 초기에 일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협상대응

을 체계화하였다.

4.3. 필리핀의 향후 쌀 협상 전망

  필리핀은 2012년 6월 30일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WTO 협정 위반상태

이며, 동 유예기간 종료 이후 1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협상 참여국들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어떤 회원국이라도 분쟁 등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분쟁에서 패소하는 등 필리

핀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2013년 10월 18일 상품무역이사회 직후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 입장 유보국

가들과 추가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

다. 추가 협상 추진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임시회의나 내년 2~3월에 개최되는 상품무

역이사회 정례회의시에 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5. 필리핀의 쌀 의무면제 협상 시사점

  필리핀이 추진하고 있는 쌀 관세화 추가 유예를 위한 의무면제 협상은 2014년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5.1.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은 관세화 재유예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관세화 추가유예 가능성과 관련하여, 농업협

정 부속서 5의 8을 활용한 추가유예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 졌다. 

5.2. 관세화 외에 의무면제를 받을 경우 우리나라도 일시적인 추가 유예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일시 유예를 할 실익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함 

  필리핀 사례를 통해 2014년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우리나라에게도 의무면

제를 통한 관세화 추가 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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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필리핀 사례를 볼 때, 의무면제를 통한 추가 유예는 일시적(5년)이며, 의무면

제를 받기 위해서는 WTO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며, 상당한 대가 제

공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의무면제를 추진할 경우, 필리핀보다 경제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쌀 및 쌀 이외의 다양한 요구를 할 것이 분명하다. 필리핀 측

에 따르면, 필리핀의 쌀 의무면제 협상과정에서 미국, 호주, 태국 등 협상참여국들은 

우리의 쌀 관세화 여부에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5.3.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이후, "Stand-Still"이 가능한가

  현재 일각에서 UR 이행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새로운 협정문을 만드는 DDA 협상

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회원국들은 종료된 이행기간12)에 맞추어 개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말 이후에도 쌀 관

세화를 하지 않고 현재의 의무수입량을 유지하는 "현상유지(Stand-Still)"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필리핀 쌀 의무면제 협상 사례를 통해 

명확해졌다. 필자가 필리핀 대표부 쌀 협상 농무관에게 상기 "Stand-Still" 관련 주장에 대

해 문의한 결과, 필리핀측은 그러한 주장이 가능하다면 필리핀이 왜 이 어려운 의무면제 

협상을 추진하겠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필리핀과 한국의 쌀 관세화 의무는 UR 협상결과

에 의한 것으로서, WTO 농업 협정상에서 관세화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DDA 타결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 농무관은 한국으로서는 2014년 말 이후에 쌀에 

대해 관세화와 필리핀이 추진하고 있는 의무면제 협상 외에 대안이 없다고 하였다.

5.4.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쌀 관련 여건 차이

  필리핀이 3차 유예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는 우리나라와 근본적인 여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리핀은 연간 100~200만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의

무 수입량을 지난 10월 18일 상품무역이사회 시 발표한 것과 같이 약 80만 톤 수준으

로 확대하더라도, 연간 수입량 범위 내에 있어서 국내 쌀 생산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12) WTO 농업협정에 의거, 선진국의 이행기간은 1995 ~ 2000, 개도국의 이행기간은 1995 ~ 200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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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쌀 의무수입량은 2014년 말 기준으로 409천 톤 수준이며, 동 의무수입량

은 우리나라가 2014년 말 이후 관세화 하더라도 계속 수입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동 의무 수입량 외에는 쌀을 수입하지 않고, 자급하고 있는바, 

의무 수입량을 확대할 경우, 그 만큼 국내 쌀 생산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

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6. 결어

  2015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쌀을 WTO 농업협정에 따라 관세화할지, 아니면 필

리핀의 사례를 따라 일시적인 추가 유예를 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이

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요소가 있다. 그동안 국민 식생

활 구조가 변화하면서 연간 1인당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또한 농가 소득구조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안

정적인 식량안보 확보에 기본 가치를 두면서, 우리나라의 쌀 산업과 농가소득 및 소비

자 이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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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 최종 타결 

 EU, 2014-2020년 CAP 개혁안 최종 합의 

 m지난 9월 24일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EU집행위원회가 지난 6월 CAP개혁안 합의 

시 미완으로 남겨둔 사항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함. 마지막으로 합의된 사항은 

체감하는(degressive) 직접지불금, 외부적 수렴1), 2축 공동재정 비율, 축간 자금 이

전 비율 등임.  

- 유럽의회가 농업위원회에서 확정된 회원국별 개정된 사항을 받아들이면서 

본 합의에 이르게 됨. 각 회원국의 농업 장관들은 유럽의회에 대한 양보의 표

시로 마지못해 의무적인 제2축 공동재정비율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함.

 m 장관들은 저개발 지역 및 외곽(outermost)지역 지원에 있어 농촌정책예산 비율을 

75%에서 85%로 자발적인 기저에서 증가시키자는 유럽의회의원(Member of European 

Parilament, MEP)들의 요구를 받아들임. 양측은 또한 15만 유로 이상의 CAP보조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감하는’ 직불금에 대해서도 합의함.

 금번 협정 주요 내용  

 m 유럽의회는 리스본조약(Lisbon Treaty)2) 덕분에 처음으로 회원국 수뇌부와 정부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었음. 체결한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m 체감적(degressive)이고 재분배적인 직접지불금: 소위 체감 계획(degressivity plan)에 

의해 15만 유로 이상인 직접지불금에 대해 최저 5%의 세금이 의무 부과됨. 이러

한 삭감은 보조금의 70% ‘기본’요소에 대해 적용되며, 녹색조치 부분은 면제됨. 농

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월급 또한 본 세금 부과 전에 공제될 것임.

- 세율은 최저 5%로 각 회원국이 더 높은 수준을 원할 시 변경 가능함. EU집행위

원회는 합의의 필수요소로 체감계획을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 대신 소위 

 1) 외부적 수렴: 회원국 간 직접지불금의 재분배.
 2)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무산된 유럽헌법조약을 대체하는 조약으로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

음.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 개정조약(EU reform treaty)임.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

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뒤 같은 해 12월 공식 서명하여 보통 리스본조약이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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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 직접지불금을 적용한 회원국에게 이러한 감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임.

- 체감계획으로 절감된 재원은 각 회원국의 농촌개발을 위한 예산인 제2축 예

산으로 이전됨.  

  m 외부적 수렴(external convergence): 2014년부터 각 회원국의 직접지불금에 대한 국

가별 예산은 점진적으로 조정될 것임. 따라서 직접지불금 평균이 EU평균의 90%

이하인 국가들의 예산은 그들이 현재 비율과 EU 평균의 90%간 차이의 1/3 수준

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임. 

- 모든 회원국의 직접지불금 예산은 2019년까지 동의된 최저수준에 도달할 것임. 

현재 평균 이상으로 수령하는 국가들의 직접지불금 규모 또한 하향 조정될 것임.

  m 축간 재원 이전: EU 회원국은 제1축 직접지불금 예산의 15%까지 제2축 농촌정책

개발 예산으로 전용 가능함. 또한 제2축 예산의 15%까지 제1축 예산으로 전용 

가능함. EU 평균직불금의 90%이하를 수령하는 회원국의 경우 25%까지 상향 전

용 가능함.

 EU CAP 개혁안 합의에 대한 반응들

  m 대략 2년간에 걸친 협상 끝에 2014~2020년 CAP 개혁안 합의를 마무리하면서 유

럽의회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최종 CAP 개혁안에 대해 만족함. 유럽의회 협상자들

은 회원국 간 대화에서 미완으로 남아있었던 요소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끌

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으나, 본 결정은 의회가 공동결정자로서 

참여한 첫 번째 CAP개혁으로 상당부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함.

  m 그러나 유럽환경부와 함께 환경캠페인 그룹은 축간 전용에 대한 합의를 맹비난함. 

마지막 3자 회담에 앞서 의회 협상자들이 제2축 예산을 역유연성(reverse flexibility)

과 같은 예산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 합의에

서는 실패함.

- 비정부단체(NGOs) 또한 직접지불금 규모가 EU 평균 90% 이하인 국가들이 제

2축 예산의 25%까지 제1축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

함. 이들은 역유동성으로 인해 녹색조치와 같은 환경 관련 집행 예산이 감소

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표 1  2015~2020년 EU 회원국별 1축 예산규모
단위: 천유로, 실질가격

회원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및 
2020

2015년 대비 
2019년 변화(%) 

벨기에 536,076 528,124 520,170 512,718 505,266 -5.75

불가리아 721,251 792,449 793,226 794,759 796,292 10.40

체코 874,484 873,671 872,830 872,819 872,809 -0.19

덴마크 916,580 907,108 897,625 889,004 880,384 -3.95

독일 5,144,264 5,110,446 5,076,522 5,047,458 5,018,395 -2.45

에스토니아 121,870 133,701 145,504 157,435 169,366 38.97

아일랜드 1,215,003 1,213,470 1,211,899 1,211,482 1,211,066 -0.32

그리스 2,039,122 2,015,116 1,991,083 1,969,129 1,947,177 -4.51

스페인 4,842,658 4,851,682 4,866,665 4,880,049 4,893,433 1.05

프랑스 7,553,677 7,521,123 7,488,380 7,462,790 7,437,200 -1.54

크로아티아 130,550 149,200 186,500 223,800 261,100 100.00

이탈리아 3,902,039 3,850,805 3,799,540 3,751,937 3,704,337 -5.07

키프로스 50,784 50,225 49,666 49,155 48,643 -4.22

해외 농업 ․ 농정 동향

212 | 2013. 11

‘외부적 수렴’계획으로 1축 예산 규모 회원국별로 희비 엇갈려

  m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15~2020년 회원국별 CAP 직접지불금 예산의 일부 

재분배 규모는 <표 1>과 같음. 외부적 수렴(external convergence) 체계 하에서 발

트 3국3)이 헥타르당 직불금의 평균비중을 EU평균으로 수렴하게 하려는 목적 하

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라트비아의 제1축 예산은 2015~2020년 동안 54% 증가하며, 에스토니아와 리

투아니아는 각각 39%, 24% 증가할 것임.

- 다음으로 제1축 예산이 상당히 증가하는 국가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

티아로, 이들은 완전한 수준의 EU 직불금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10년간 단

계적 도입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국가들임.

 m새로운 회원국과 발트 3국의 예산 증가는 현재 1ha당 평균 보조비율이 EU평균 이

상인 15개 회원국의 제1축 예산 감소로 지원됨. 가장 많이 예산이 감축되는 국가

는 몰타로 2015~2020년 사이 제1축 예산이 8.54% 감소하며 그 외 네덜란드(6.2%), 

벨기에(5.75%) 등임. 2014년은 과도기로 2014년 수치는 본 규정에 설정되지 않고 

별개의 과도기 규정 하에 정해질 예정임. 

 3) 발트해 남동 해안에 위치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총칭(두산백과).



                   표 1  2015~2020년 EU 회원국별 1축 예산규모
단위: 천유로, 실질가격

회원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및 
2020

2015년 대비 
2019년 변화(%) 

라트비아 195,649 222,363 249,020 275,887 302,754 54.74

리투아니아 417,890 442,510 467,070 492,049 517,028 23.72

룩셈부르크 33,603 33,545 33,486 33,459 33,431 -0.51

헝가리 1,271,593 1,270,410 1,269,187 1,269,172 1,269,158 -0.19

몰타 5,127 5,015 4,904 4,797 4,689 -8.54

네덜란드 780,815 768,340 755,862 744,116 732,370 -6.20

오스트리아 693,065 692,421 691,754 691,746 691,738 -0.19

폴란드 2,987,267 3,004,501 3,021,602 3,041,560 3,061,518 2.49

포르투갈 565,816 573,954 582,057 590,706 599,355 5.93

루마니아 1,629,889 1,813,795 1,842,446 1,872,821 1,903,195 16.77

슬로베니아 137,987 136,997 136,003 135,141 134,278 -2.69

슬로바키아 380,680 383,938 387,177 390,781 394,385 3.60

핀란드 523,333 523,422 523,493 524,062 524,631 0.25

스웨덴 696,890 697,295 697,678 698,723 699,768 0.41

영국 3,555,915 3,563,262 3,570,477 3,581,080 3,591,683 1.01

합 계 41,923,877 42,128,888 42,131,826 42,168,635 42,205,449 0.67

자료: Agra Europe(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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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 개혁안, 제2축 예산 규모 영향 변수 다재

 m 2014~2020년 2축 예산 규모는 지난 7년에 비해 약 20% 감소할 것이나, 축간 재원 

이전 가능 조항에 의해 추가적으로 최대 14% 이상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 

- 금번 협정에 의해 EU회원국은 축간 재원을 서로 최대 15% 이전할 수 있음. 

제2축에서 제1축으로 재원 이동이 가능함에 따라 본 정책은 이전 다년간재정

체계(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 기간의 친농촌개발정책과 상당히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제1축 헥타르당 보조금 비율이 EU 평균 이하인 12개국4)은 2축 예산의 최대 

25%까지 1축 예산으로 전용 가능함. 

 m ·<표 2>는 본 협정이 실행될 시 최대로 가능한 제2축 예산 수치를 나타냄. 현재

가격으로 나타낸 EU 28개 회원국의 2014~2020년 2축 예산 규모는 총 953.38억 유

로로 이는 2007~2013년의 961.97억 유로보다 약간 적지만 실질가격으로 계산 시 

 4)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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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감소를 의미함. 

-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만일 모든 EU 회원국이 축간 이전을 통해 제2축 예산

을 최대치까지 설정할 경우, 제2축 예산은 1,096억 유로로 급증함. 이는 

2007~2013년 대비 14% 높은 규모이며, 인플레이션 효과까지 상쇄할 수 있음.

- 반대로 만일 모든 EU 회원국이 반대로 제2축 예산을 제1축 예산으로 최대한 

전용한다면 제2축 예산은 765.88억 유로로 급감함. 이는 2007~2013년 대비 명

목가격 기준에서도 20.4% 감소한 수준임.   

 m <표 3>은 축간 재원 이전이 없는 상태 하에서 EU 회원국별 제2축 연간 예산을 

나타냄. 축간 재원 이전 선택사항과 더불어 제1축 직접지불금 예산의 ‘상한

(capping)’ 또는 ‘체감(degressivity)’ 정책을 통해 절약된 예산이 제2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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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2014-2020 
명목할당량 
(백만 유로, 
현재가격)

2007-2013
총 할당량
(백만 유로, 
현재가격)

2007-2013
대비 

2014-2020
변화(%)

1축→2축 
재원 이전 시 
2014-2020

잠재적  
최고할당량(
백만 유로, 
현재가격) 

2007-2013]
대비 

2014-2020
변화(%)

2축→1축 
재원 이전 시 
2014-2020

잠재적 
최소할당량
(백만 유로, 
현재가격)

2007-2013
대비 

2014-2020
변화(%)

벨기에 551.791 487.484 13.19 634.559 30.17 469.022 -3.79

불가리아 2,338.784 2,642.249 -11.49 2,689.602 1.79 1,754.088 -33.61

체코 2,170.334 2,857.506 -24.05 2,495.884 -12.66 1,844.784 -35.44

덴마크 629.401 577.919 8.91 723.811 25.24 534.991 -7.43

독일 8,217.851 8,951.895 -8.20 9,450.529 5.57 6,985.173 -21.97

에스토니아 725.887 723.737 0.30 834.770 15.34 544.415 -24.78

아일랜드 2,189.985 2,494.541 -12.21 2,518.483 0.96 1,861.487 -25.38

그리스 4,195.961 3,906.228 7.42 4,825.355 23.53 3,566.567 -8.70

스페인 8,290.829 8,053.078 2.95 9,534.453 18.40 6,218.122 -22.79

프랑스 9,909.731 7,584.497 30.66 11,396.191 50.26 8,423.272 -11.06

크로아티아 2,325.173 0.000 2,673.948 1,976.397

이탈리아 10,429.711 8,985.782 16.07 11,994.167 33.48 8,865.254 -1.34

키프로스 132.214 164.564 -19.66 152.047 -7.61 112.382 -31.74

라트비아 968.982 1,054.374 -8.10 1,114.329 5.69 726.736 -31.07

리투아니아 1,613.088 1,765.794 -8.65 1,855.051 5.05 1,209.816 -31.49

룩셈부르크 100.575 94.958 5.92 115.661 21.80 85.488 -9.97

헝가리 3,455.336 3,860.091 -10.49 3,973.637 2.94 2,937.036 -23.91

몰타 99.001 77.763 27.31 113.851 46.41 84.151 -8.21

네덜란드 607.305 593.197 2.38 698.401 17.74 516.210 -12.98

오스트리아 3,937.552 4,025.576 -2.19 4,528.185 12.49 3,346.919 -16.86

폴란드 10,941.202 13,398.928 -18.34 12,582.382 -6.09 8,205.901 -38.76

포르투갈 4,057.788 4,166.823 -2.62 4,666.457 11.99 3,043.341 -26.96

루마니아 8,015.663 8,124.199 -1.34 9,218.013 13.46 6,011.748 -26.00

슬로베니아 837.850 915.993 -8.53 963.527 5.19 628.387 -31.40

슬로바키아 1,890.235 1,996.908 -5.34 2,173.770 8.86 1,606.700 -19.54

핀란드 2,380.408 2,155.019 10.46 2,737.470 27.03 1,785.306 -17.16

스웨덴 1,745.315 1,926.062 -9.38 2,007.113 4.21 1,308.986 -32.04

영국 2,580.157 4,612.120 -44.06 2,967.181 -35.67 1,935.118 -58.04

합 계 95,338.109 96,197.175 -0.89 109,638.826 13.97 76,587.798 -20.38

자료: Agra Europe(2013.10.01.).

표 2  2014-2020년 축간 재원 이동 시 EU 회원국별 최대/최소 2축 예산 규모



표 3  2014~2020년 EU 회원국별 기본 2축 예산 할당액 (현재가격)

회원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4-2020

벨기에 78,342,401 78,499,837 78,660,375 78,824,076 78,991,202 79,158,713 79,314,155 551,790,759 

불가리아 335,499,038 335,057,822 334,607,538 334,147,994 333,680,052 333,187,306 332,604,216 2,338,783,966 

체코 314,349,445 312,969,048 311,560,782 310,124,078 308,659,490 307,149,050 305,522,103 2,170,333,996 

덴마크 90,287,658 90,168,920 90,047,742 89,924,072 89,798,142 89,665,537 89,508,619 629,400,690 

독일 1,178,778,847 1,177,251,936 1,175,693,642 1,174,103,302 1,172,483,899 1,170,778,658 1,168,760,766 8,217,851,050 

에스토니아 103,626,144 103,651,030 103,676,345 103,702,093 103,728,583 103,751,180 103,751,183 725,886,558 

아일랜드 313,148,955 313,059,463 312,967,965 312,874,411 312,779,690 312,669,355 312,485,314 2,189,985,153 

그리스 601,051,830 600,533,693 600,004,906 599,465,245 598,915,722 598,337,071 597,652,326 4,195,960,793 

스페인 1,187,488,617 1,186,425,595 1,185,344,141 1,184,244,005 1,183,112,678 1,182,137,718 1,182,076,067 8,290,828,821 

프랑스 1,404,875,907 1,408,287,165 1,411,769,545 1,415,324,592 1,418,941,328 1,422,813,729 1,427,718,983 9,909,731,249 

크로아티아 332,167,500 332,167,500 332,167,500 332,167,500 332,167,500 332,167,500 332,167,500 2,325,172,500 

이탈리아 1,480,213,402 1,483,373,476 1,486,595,990 1,489,882,162 1,493,236,530 1,496,609,799 1,499,799,408 10,429,710,767 

키프로스 18,895,839 18,893,552 18,891,207 18,888,801 18,886,389 18,883,108 18,875,481 132,214,377 

라트비아 138,327,376 138,361,424 138,396,059 138,431,289 138,467,528 138,498,589 138,499,517 968,981,782 

리투아니아 230,392,975 230,412,316 230,431,887 230,451,686 230,472,391 230,483,599 230,443,386 1,613,088,240 

룩셈부르크 14,226,474 14,272,231 14,318,896 14,366,484 14,415,051 14,464,074 14,511,390 100,574,600 

헝가리 495,668,727 495,016,871 494,351,618 493,672,684 492,981,342 492,253,356 491,391,895 3,455,336,493 

몰타 13,880,143 13,965,035 14,051,619 14,139,927 14,230,023 14,321,504 14,412,647 99,000,898 

네덜란드 87,118,078 87,003,509 86,886,585 86,767,256 86,645,747 86,517,797 86,366,388 607,305,360 

오스트리아 557,806,503 559,329,914 560,883,465 562,467,745 564,084,777 565,713,368 567,266,225 3,937,55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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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4~2020년 EU 회원국별 기본 2축 예산 할당액 (현재가격)

회원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4-2020

폴란드 1,569,517,638 1,567,453,560 1,565,347,059 1,563,197,238 1,561,008,130 1,558,702,987 1,555,975,202 10,941,201,814 

포르투갈 577,031,070 577,895,019 578,775,888 579,674,001 580,591,241 581,504,133 582,317,022 4,057,788,374 

루마니아 1,149,848,554 1,148,336,385 1,146,793,135 1,145,218,149 1,143,614,381 1,141,925,604 1,139,927,194 8,015,663,402 

슬로베니아 118,678,072 119,006,876 119,342,187 119,684,133 120,033,142 120,384,760 120,720,633 837,849,803 

슬로바키아 271,154,575 270,797,979 270,434,053 270,062,644 269,684,447 269,286,203 268,814,943 1,890,234,844 

핀란드 335,440,884 336,933,734 338,456,263 340,009,057 341,593,485 343,198,337 344,776,578 2,380,408,338 

스웨덴 248,858,535 249,014,757 249,173,940 249,336,135 249,502,108 249,660,989 249,768,786 1,745,315,250 

영국 371,473,873 370,520,030 369,548,156 368,557,938 367,544,511 366,577,113 365,935,870 2,580,157,491 

EU 28개국 전체 13,618,149,060 13,618,658,677  13,619,178,488  13,619,708,697  13,620,249,509  13,620,801,137  13,621,363,797  95,338,109,365 

기술적 보조(0.25%) 34,130,699 34,131,977 34,133,279 34,134,608 34,135,964 34,137,346 34,138,756 238,942,629 

합 계 13,652,279,759  13,652,790,654 13,653,311,767 13,653,843,305 13,654,385,473 13,654,938,483 13,655,502,553 95,577,051,994 

자료: Agra Europe(2013.10.01.).

※ 자료: Weekly Agra News(2013.10.01,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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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 2009년 5월 개시된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5) 협상이 약 4년 후인 2013년 10월 18일 최종 타결됨.  앞으로 EU-

캐나다 CETA는 EU 28개 회원국과 EU 의회의 승인과 캐나다 10개 주(provinces)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함. EU-캐나다 CETA가 최종 비준(批准)까지 18~2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도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임. 

 EU-캐나다 무역 현황

 m 2012년 기준 캐나다는 EU 총 대외무역의 1.8%로 EU의 상위 12번째 주요 교역국

임. 한편 동년도 캐나다 총 대외무역 비중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9.5%로, 미

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대상국임. 

 m상품무역에 있어서 양국 간 총 거래액은 2012년도 기준 약 616억 유로(€)로 주요 

품목으로 기계, 운송 장비, 화학 등이 있음. 서비스 교역도 양국 간 무역의 중요한 

영역으로, 2012년도 양국 간 서비스 총 무역액은 2012년도 기준 약 268억 유로로 

주요 서비스 부문은 운송, 여행, 보험, 통신 등임. 

그림 1  EU-캐나다 재화무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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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수입액 EU수출액 무역수지

2010 2011 2012
연도

   자료: Europa.eu(2013.10.23)

 5)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보다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

자, 경제협력 등 당사국 간의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국제조약임(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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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한편 투자 분야도 양국 관계의 중요한 영역으로, 2011년도 기준 캐나다의 EU 직접

투자액은 약 1,376억 유로이고, EU의 캐나다 직접투자액은 2,216억 유로이었음. 

그림 2  EU-캐나다 서비스무역 통계

  2010                          2011                        2012(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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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a.eu(2013.10.23)

 EU-캐나다 CETA 체결 의의와 전망

 m본 협정 체결로 캐나다는 G8(Group of 8)6) 국가 중 EU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됨. 

 m EU-캐나다 체결 시 재화와 서비스에 있어서 양국 간 재화 및 서비스 무역은 23%

가량 증가할 것이며, 그 가치는 26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상호 협정

으로 인하여 시행 후 7년 이내에 EU의 연 GDP는 최대 116억 유로, 캐나다는 82억 

유로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CETA 체결에 따른 관세율할당(Tariff Rate Quota, TRQ)7) 적용

 m CETA가 체결되면 캐나다로 수입되는 EU산 치즈 중 고급치즈(quality cheese)에는 

16,800톤, 공업용치즈(industrial cheese)에는 1,700톤의 관세율할당이 각각 적용될 것이

며, 치즈 전체에 적용되는 관세율할당의 가치는 1억 5천만 유로에 달할 것임.  

 m반대로 EU에 수입되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경우 냉동쇠고기에는 1만 5천 톤, 신선쇠

고기에는 3만5천 톤, 돼지고기에는 7만5천 톤의 관세율할당이 각각 적용될 것임. 육

류는 환경호르몬을 포함하지 않고 EU의 식물위생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한편 EU에 

 6)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세계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대국 정상들의 
모임으로, 흔히 '서밋(Summit)'으로 불림. 

 7) 저관세율할당(Tariff Rate Quota, TRQ)은 일정 물량(In-quota)에 대하여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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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캐나다산 사탕옥수수(sweetcorn)는 프랑스와 헝가리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관세율할당이 8천 톤에 불과하지만, 돼지고기의 경우 7만 5천 톤을 할당받음.

 시장자유화 및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8)

 m CETA 발효 시 농산품의 경우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될 것임. 또한 상품 부문에 따

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CETA 시행 과도기 막바지에는 농업 부문에 있어 캐나

다와 EU가 각각 관세품목(tariff lines)의 92.8%, 93.5%를 자유화 할 것으로 전망됨. 

- 곡류의 대부분은 CETA 시행 초기 7년에 걸쳐 수입 관세율의 완전 자유화가 

적용될 것이며 특정 곡물의 수입 관세율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지만, 7년 

후에 시장은 완전히 자유화될 것임. 

 m CETA는 지리적 표시(GI) 제도에 의해 특정한 지리적 기원을 가지는 많은 EU농산

품 목록에 대하여 캐나다 시장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승인하고 보호함. 

- 예를 들면, EU 측의 그라나 파다노(Grana Padano),9) 로크포르(Roquefort),10) 칼

라마타 올리브(kalamata olive),11) 아세트 발사믹(Aceto Balsamico)12) 등이 캐나다 

시장에서 GI로서 인정받음. 

- 또한 협정은 향후 GI 목록에 다른 제품의 명칭을 추가 가능성 있음. 

 m캐나다는 정부가 운영하는 주류관리위원회가 수입 와인에 대한 서비스비용(service 

fees)을 낮출 것을 합의함에 따라 EU에 상당부분 양보함. 

- 현재 수입 와인에 부과되는 해당 비용은 와인 한 병의 가치에 근거하지만, 

CETA 발효 시 와인의 물량(volume)에 근거하여 서비스비용이 부과될 것임. 

- 현재 캐나다로 와인을 수출 시 타 국가에 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유럽의 

수입업자들은 CETA가 시행되면, 보다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자료: Weekly Agra News(2013.10.22, 2013.10.29.), Europa(2013.10.23)

 8)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일컬음. 지리적 표시 자체
가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로 포도주(wine), 증류주(spirits), 생수(mineral water), 커피, 치즈 등 

농산물에 적용됨. 
 9) 이탈리아 북부 포강(Po River) 유역에서 생산되는 경성치즈.
10) 프랑스 남부 아베론산 푸른곰팡이 치즈.
11) 그리스 칼라마타산 올리브.
12) 이탈리아 모데나산 아세트 발사믹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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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식품안전법 규제 개혁

 캐나다, 캐나다인을 위한 식품안전법 공표

 m 현재 캐나다의 식품규제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 하퍼 정권의 공약인 ‘식(食)과 소비자

의 안전행동계획’을 기초로, 2012년 11월 ‘캐나다인을 위한 식품안전법’이 공포되었음. 

- 새로운 법의 큰 축은 식품안전의 강화와 권한의 일원화임. 2015년 초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 및 소비자와의 공청회를 통하여 새로운 규제의 정비

가 이루어지고 있음. 

 리스테리아증 발생으로 식품안전 강화 촉발

 m 캐나다의 식품안전법의 강화는 하퍼 정권의 2007년 공약인  ‘식(食)과 소비자의 안

전행동 계획’으로, 식품규제의 근대화를 약속한 것이 발단이 되었음. 2008년 육가

공식품이 원인으로 한 리스테리아증이 발생하여 국내에서 23명이 사망하였음. 

- 독립 조사관에 의해 사고원인의 해명이 이루어진 2009년 정부 발표 보고서에

서는 식품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방 법규제를 근대화하고,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제언과 함께 57개에 달하는 개선안이 제출되었음. 

- 정부는 음식의 안전 제도를 강화하는 2012년 11월  ‘캐나다인을 위한 식품안

전법’(Safe Food For Canadians Act, SFCA)을 공표함.

 식품안전 강화 

 m 새로운 법안에서는 식품안전의 위험을 나열하고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서 소비

자에 이르는 유통 경로에서의 안전체제를 더욱 강화함. 현법에서는 식품제조업자

의 이력관리(traceability)는 필요로 하지 않고 있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캐나다 식

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이 식품의 이력관리제도 및 리콜

(Recall)제도에 대하여 규제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CFIA가 회수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됨. 또한 식품관련 허위보도, 

위장 행위가 금지조항이 되며,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고의 혹은 부주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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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하는 위생상의 위협을 억제함. 

 m 또한 수입 관리의 강화로 지금까지 수입 면허를 요하지 않던 과자와 조미료 등도 

면허제로 하며 국내생산자 및 수입자가 동일기준 하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됨. 

 규칙과 권한의 일원화 

 m 식품검사에 관한 법규는 ‘어(魚)검사법’, ‘캐나다농산품법’, ‘식육검사법’, ‘소비자포

장 및 라벨 표시법(식품규정 부분)’ 등 법률과 그것에 준하는 식품별 14개 규제로 

이루어짐. 법규는 과거 수십 년에 걸쳐 개정이 되풀이되었지만, 식품에 따라 검사

나 시행 기준이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여겨짐. 

- 새로운 법에서는 다양한 규칙이나 권한이 일원화되어, 모든 식품에 공통된 검

사 및 시행 기준이 정비됨. 

- 그 결과,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해지고 식품업계의 충실한 법령준수가 기대됨. 

 식품업계의 국제시장참여를 촉진 

 m 새로운 법률 하에서는 정부가 수출업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 식품의 안전성을 보

증하는 증서의 발행이 가능해짐. 식품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대처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안전보증을 수입 조건으로 하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음. 

- 정부가 식품안전을 보증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캐나다 식품산업계의 

국제시장참여를 촉구하려는 목적이 있음. 

 과자와 조미료, 차에도 수입 면허 필요 

 m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2007년 ‘식(食)과 소비자의 안전행동계획’ 지침을 2015

년 시행 예정인 ‘캐나다인을 위한 식품안전법’에서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행법인 ‘캐나다 농산품법’ 하에서도 안전성을 강화하는 규제 책정을 진

행하고 있음. 

- ‘수입 식품군 상품규제’ 초안이 2013년 4월 21일에 공개되었음. 

 m 본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자와 조미료, 녹차 등 캐나다 농산품법에 의한 7개 

식품군별 규제 대상 외의 식품임. 이러한 식품 수입 시 면허가 필요하고, 수입자

에게 상품의 안전성을 보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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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캐나다는 190개국 이상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하고 있음. 국내 상품에서도 수입 원

료를 사용하여 가공 생산되고 있는 것이 많음. CFIA에 의하면, 수입업자는 2만 5

천개 업체에 이르고, 그 가운데 96%는 영세하거나 소규모사업자이며 전체 거래액

은 월간 10억 캐나다 달러, 거래 건수는 5만 건에 이름. 

-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 캐나다가 주요한 무역 상대국에서도 수입업자에 

대하여 식품안전 관련 요건의 준수나 면허의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어 캐나다

에서도 본 규제의 도입이 제안되었음. 

 수입업자에게 예방관리계획 등을 의무화 

 m CFIA는 면허제를 도입하는 것에 맞추어 수입업자에게 이하의 요건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검토하고 있음. 

- 식품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을 경우, CFIA에 24시간 이내에 통지함. 

- 리콜 계획을 문서화하여·정비하여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식별하여, 캐나다 시

장에서 직접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수입상품에 관한 기록, 리콜 계획 및 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예방 관리 계획 

기록을 보관함.

- 본 규제는 2013년 4월 21일의 초안 공개 후, 75일간의 공청 기간을 거쳐 개정 

판이 공포되는데 아직까지 개정판은 공포되지 않고 있음. 공포 후 적어도 최

저 1년간은 이행 기간으로 새로운 규제를 각인시킨 후 정식시행하게 됨. 

※ 자료: JETRO 日本貿易振興機構(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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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O, 글로벌녹색성장포럼 식량시스템 점검 

 FAO, 세계식량안전보장위원회 논의 결과

 m세계식량안전보장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는 일주일간에 걸

친 논의에서 바이오연료 개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

는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이 우선 사항이어야 한다며 바이오연료와 식량안전보장

과의 관련성을 강조함.

 m 식량영양안전보장 관련 관계자들은 가장 포괄적인 기반인 세계식량안전보장위원

회(CFS)는 바이오연료 개발은 ‘식량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과 소규모 농가를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m 10월 7∼11일 개최된 세계식량보장위원회(CFS)는 130개국의 정부대표와 100여개

의 시민단체, 그리고 50여개의 민간단체들을 포함한 약 750명이 참가함. 특히, 투

자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국가의 정책과 조사에 소규모농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합의함.  

 m UN이 발표한 기아보고서 ‘세계 식량불안 상황(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SOFI)’에 의하면, 세계에서 만성적 기아에 빠져 있는 약 8억 4,200만 명의 인구는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소규모농가이며, 그들의 가계는 가족경영 농업이나 어업

에 의지하고 있다고 함.  

 기회와 위험

 m CFS는 바이오연료와 식량안전보장에 관한 식량·영양안전보장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고위급 패널(High Level Panel of Experts, HLPE) 보고에서 바이오연료 개발은 상황이

나 관행에 따라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기회와 리스크의 둘 다’

를 포함한다는 것을 지적함.

 m CFS는 FAO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식량안전보장 및 정당한 토지보유권에 

관한 문제를 글로벌, 지역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고려한 후, 각국이 바이오연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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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을 검토하도록 요청함.

 m CFS는 각국정부와 이해관계자는 식량안전보장에 관련하여 존재하는 기회나 위험

에 관하여 내용·과정·문맥의 각 요소에 근거하고, 필요에 따라 바이오연료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 

 m 바이오연료의 연구 개발 파트너에 대하여, 천연자원 및 공정에 있어서 바이오연료

의 효율 개선 및 가장 근대적인 에너지 서비스로의 접근을 필요로 하는 여성과 소

규모농가, 후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수용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함.  

- CFS에서는 연구 개발 파트너에게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처리와 관련하여 상황

에 따라 식량·사료·에너지 간 공급망을 조정하도록 권고함.  

 m CFS는 동 문제에 관한 지도(guidance)에는 다음의 국제협정 및 규정이 포함되도록 함. 

- 식량영양안전보장에 관한 글로벌 전략체계(Global Strategic Framework for Food 

Security and Nutrition, GSF)

- 국가의 식량안전보장에 있어서의 토지, 어업과 삼림의 보유 권리에 관한 책임 

있는 통치에 관한 임의·자발적 지침(the 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 VGGT)

- 국가식량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충분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지

원하는 임의 자발적 지침, 글로벌·바이오에너지·파트너십(the Global Bioenergy 

Partnership, GBEP)

- 바이오에너지 관한 지속 가능성 지표 및 바이오 에너지와 식량안전보장에 관

한 FAO의 대처(Sustainability Indicators for Bioenergy and FAO Bioenergy and Food 

Security, BEFS).  

 소규모농가 투자 

 m 소규모농가에의 투자에 관한 과제와 관련하여 CFS는 HLPE의 보고서 보고를 바탕

으로 정부는 소규모조직, 시민사회, 민간 부문, 연구 기관이나 국제개발 파트너와 

공동으로 ‘각국 독자적으로 소규모농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담

은 정책제언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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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CFS는 각국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농업·도시·농촌 부문 정책·방침 및 예산이 소규

모농가가 생산적인 자산·지방·정부 및 지역의 시장, 특히 여성을 위한 적절한 훈

련·연구·기술·농업지원 서비스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함.  

 m 소규모농가의 중요성은 ‘2014년 국제가족농업해(International Year of Family Farming)’

와 관련하여 더욱 강조됨. 

 m CFS에서는 책임 있는 농업투자로 오래 끄는 위기적 상황에서의 식량안전보장을 

포함한 만성적인 기아와 극도의 빈곤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논의됨. 

- 동 논의는 이후 수개월에 걸쳐 논의될 예정임.  

※ 자료: FAO(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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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O, 세계식량수급전망 10월 지수 약간 상승

 FAO, 세계식량수급전망

 m FAO는 식품시장 안정과 가격변동의 감소 전망 및 설탕가격 최고치로 10월 식량가

격지수는 약간 상승함. 

 m 2013년 곡물생산이 급격한 성장은 미국에서의 옥수수 생산 회복과 CIS국가에서의 

기록적인 밀 생산에 기인함. 2013년 세계 쌀 생산량은 약간 증가할 전망임. 

 곡물재고 

 m 2014년 말 세계 재고량은 미국에서의 조립곡물에서만 30% 증가하여, 13% 성장한 

5.64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밀과 쌀 재고량도 각각 7%,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m 세계 곡물재고 확대로 세계 곡물재고이용율은 2007∼2008년의 18.4%라는 기록적

으로 낮은 비율보다 상당히 개선된 23%가 될 전망임.  

 m 본보고서에 의하면, 곡물, 설탕, 식물성 기름이나 트로피컬 드링크(Tropical drink)13)

는 감소하는 한편, 유제품, 육류, 어류는 순조롭게 증가하여 2013년 세계식량수입

액은 3% 하락한 1.15조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됨.

 식량가격 약간 상승 

 m 본보고서에서 발표한 FAO 식량가격지수는 10월에 약간의 상승하여, 평균 205.8포

인트가 되었음. 이것은 9월 2.7포인트 (1.3%)보다 상승한 것이지만, 작년대비 11포

인트 (5.3%) 낮았음.  

- 이러한 상승은 설탕가격의 급상승으로 초래된 것이며, 다른 식품 그룹에서도 

상승이 나타남.

 m 주로 5개 상품군(73개 항목의 시세가격을 포함)의 국제가격의 월별 변화를 모니터

13) 열대 지방산 과일을 곁들인 알코올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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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하고 있는 FAO의 식량가격지수는 그 산출 방법이 재평가되었지만, 신규 대처로 

지수가 대폭 변화하지는 않았음. 

 식품별 전망

 m  세계의 카사바 생산량은 5년 연속 증가하여 2.56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 대륙에서 높아진 수요와 동남아시아에서 에탄올 및 녹말용 산업사

용 증가에 따른 것임. 

 m 2013-2014년 세계 설탕생산은 약간 증가할 전망임. 세계 최대 설탕생산 및 수출국

인 브라질은 거친 날씨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증가할 전망임.  

 m 2013-2014년 세계의 유지종자생산량은 남아프리카에서의 기록적인 대두작물 생산으

로 역사상 최고 양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유지종자생산량은 식(食)이 풍부해져 

결과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지겠지만 세계에서의 소비량과 거의 같은 양이 될 전망임.  

 m 2013년 세계육류생산은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1년 초기 이후, 기록적으

로 최고치가 될 전망임. 사료 가격 저하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가격의 하락은 보이

지지 않음.

 m 2013년 세계 유제품생산량은 1.9% 성장할 전망임.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침체되

고 있는 가운데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등임. 세계유제품가격은 4월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역사

상 최고 수준임.  

 m 양식업이 이전 수준으로부터 시세가 내려가면서 세계의 어류 공급량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직접적 소비를 위한 공급의 주된 정보원으로서 양식업이 포획어

업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1인당의 어류 소비량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 자료: FAO(20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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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O, ‘퀴노아의 해’ 기념 축전

 슈퍼 푸드 퀴노아, 생산 촉진 

 m FAO 본부에서 개최된 퀴노아 기념식에서 FAO 사무총장, 국제 퀴노아해 특별대사

이면서 페루 영부인, 볼리비아 농업장관은 안데스지역에서 전통적인 수작업에 의

한 수확 작업 이벤트를 하였음. 

 m ‘국제 퀴노아의 해(International Year of Quinoa) 2013’의 일환으로 FAO가 실시한 동 

수확 이벤트는 퀴노아, 다른 고아작물(orphan crop)14) 이나 곡물이 식량안전보장과 

기아삭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하기 위한 것임. 

 m FAO 사무총장은 퀴노아에 관한 패널 토론에서  ‘국제 퀴노아의 해’에 있어서의 수

많은 공적을 치하하고 특히 안데스의 두 국가의 지원에 감사의 말을 전함.

- 퀴노아, 다른 고아작물이나 곡물이 기아를 박멸하여 보다 건강한 식생활이 촉

진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m 페루 영부인은 페루는 고대 작물의 발상지이며, 세계의 주요 생산자의 하나인 것

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 국제 퀴노아의 해를 축하하면서 퀴노아라는 곡물을 더욱 널리 퍼지게 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 농민 일에 관심을 기울여 다른 곡물과 안데스의 

농업기술을 구제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언급함. 

- 국제 가족농업 해인 2014년에도 이렇게 다양한 색을 보이는 미소곡물(微小穀

物) 추진을 계속한다고 함.  

 세계 속의 퀴노아: 경험과 가능성 

 m FAO는 FAO와 볼리비아 정부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면서, 퀴노

아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도록 하고 유럽에서도 퀴노아 재배를 추진하도

록 하는 2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계 속의 퀴노아: 경험과 가능성’이라고 이름 

14) 수익성이 높지 않아 거들떠보지 않는 작물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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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인 이벤트를 주최함.

 m 회의 개최 중 퀴노아 농가의 대표로서 로마를 방문한 볼리비아 농업장관은 퀴노아

를 위한 국제 해에 FAO의 볼리비아에 대한 지원과 제안 지지에 대해 감사를 표함.

- FAO 사무총장은 퀴노아의 해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과 국제

가족농업 해에도 퀴노아 관련 대처를 계속하는 것의 중요성, 볼리비아의  오랜 세

월 보유해 온 건강하고 내구성 있는 곡물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함.

 m 볼리비아 관계자들은 참가자들에게 현재 퀴노아가 황금의 곡물로 칭송받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명함.  

- 본식에 참가한 농민, FAO의 기술지원에 의해 퀴노아가 추진되었다고 지적한 

FAO의 전문가, 이탈리아에서의 퀴노아 재배의 성공 사례를 공유한 이탈리아

의 전문가, 그리고 2015년 밀라노 국제박람회(Expo Milan 2015)의 대표자는 박

람회 개최 기간 중 퀴노아를 전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 자료: FAO(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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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2012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개요

 세계무역현황 개요

 m세계 상품수출량과 국내총생산량(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2009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양(+)의 성장을 보였으나, 그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였음. 상품수출량 

경우는 2010-2012년 14%에서 2%로, GDP는 동기간 4%에서 2%로 감소하였음<그

림 1 참조>. 

그림 1  2005-2012년 세계 상품수출량과 국내총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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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상품무역국임. 미국의 수입액과 수출액을 

합한 총 무역액은 2012년 3조 8,810억 달러이며, 무역 적자는 미국 GDP의 

4.9%에 해당하는 7,900억 달러임.  

- 중국의 총 무역액은 2012년 약 3조 8,670억 달러로 세계 제2위 무역대국임. 

중국의 무역 흑자는 2,300억 달러로 중국 GDP의 2.8%를 차지함. 한편 독일은 

세계 3위의 무역국으로서 2012년 2,4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그 규모는 독일 GDP의 7%에 상응하는 수준임. 

- 2012년 대부분 EU국가들의 상품수출량은 유로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감소 양상을 보임. 

 m 2012년 세계 상업서비스(commercial services) 수출액은 4조 3,500억 달러로 2%가량 

소폭 증가하였는데, 유럽지역 수출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그림 2 참조>. 

- 유럽의 상업서비스 수출액은 2011년에 다소 회복하였으나, 지역의 재정불안

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2012년에는 2%p 감소하였음. 

- 상업서비스 수출은 다른 지역에서도 주춤하였는데, 아시아와 북아메리카(이하 

북미)의 수출은 각각 6%, 5% 증가하였지만 이는 2011년 증가율의 절반 수준임.  

- 중동(中東)은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2012년 상업서비스 수출량은 13%까지 

증가하였음. 그 뒤를 이어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15)의 상업서비스 수출량이 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아프리카는 2011년

에 정체상태였으나 2012년 6% 증가함.  

15)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난 후, 15개 구성공화국 가운데 발트3국(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과 조지아(그루지야)를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해 1992년 1월 1일 창설한 국가연합체임. 2012년 10월 기준으로 CIS 구성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

루시, 몰도바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10개국이 있음(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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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1-2012년 지역별 상업서비스 수출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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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WTO, 2013,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WTO.

 m 2012년 유럽 주요무역국의 상업서비스 수출은 지역의 침체된 경제로 인하여 상당

히 감소함<그림 3 참조>.  

- 영국은 세계 2위의 상업서비스 수출국이지만 3%의 수출량 감소를 보인 반면, 

독일은 1% 감소하였음. 한편 프랑스는 6%로 상당한 감소량을 보임. 

- 유럽의 상업서비스 수출 감소는 다른 상업서비스의 수출 감소, 특히 기타 사

업서비스(business service)16)와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 감소가 주된 원인임. 

 m 아시아에서는 2012년 중국의 상업서비스 수출이 8%까지 증가하였음. 인도는 3% 

증가하였으며, 홍콩은 5% 증가하였음. 이 밖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정체된 성장을 

보인 유일한 상업서비스 수출대국이었음. 

16) 광범위한 아웃소싱 활동 중 제조업을 포함한 다른 기능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가 되는 

서비스 산업. 가치사슬상 중간투입물로 활용되며 예컨대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인력개발, 마케팅, 리서치 등이 있음.



해외 농업 ․ 농정 동향

234 | 2013. 11

그림 3  2011-2012년 국가별 상업서비스 수출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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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WTO, 2013,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WTO.

 상품 교역

 m 2012년 공산품 수출액은 아시아에서 3% 증가한 반면, 유럽에서는 2% 감소함. 그 

결과 아시아가 세계 제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까지 증가한 반면, 유럽은 

2011년도의 43%에서 2% 하락한 41%를 기록함.  

 m 2012년 농산품수출은 독립연합국가(15% 증가)와 북미(3%)를 제외한 지역에서 모

두 감소한 양상을 보임. 

 m 2012년 상품수출량의 증가율은 불황으로 인해 침체된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할 

때 지난 20년 이래 가장 최저수준임. 

- 상품수출액은 인적재화(personal goods)와 가사용품에 있어서 가장 높은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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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2년 농산품 주요수출국

                                                                              단위 : 십억(미국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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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WTO, 2013,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WTO.

(10%)을 보였으며, 연료는 그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5%)을 보임. 

- 수출액이 급감한 항목에는 광석과 기타 미네랄(10%), 농산원료품(9%), 철(%) 등임. 

- 상품수출액에서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에서 2012년 약 19%까지 

증가하였음. 반면 기계와 수송 장비 비중은 2000년 42%에서 2012년 32%로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건물과 통신장비의 꾸준한 가격하락에 기인함. 

 m 세계 농산품수출액은 2012년 1조 6,570억 달러로 정체되었는데 농산물 가격 폭락

이 주요 원인임. 식품 가격은 0.4% 감소한데 반해 농산원료품(agricultural raw materials)

의 가격은 1.6% 증가함<그림 4 참조>. 

- 2012년 세계 농업부문수출의 83%를 차지하는 식품 수출은 1.1% 증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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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2년 직물&의복 주요수출국

                                                                           단위 : 십억(미국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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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액이 1조 3,750억 달러에 달하였음. 또한 식료품을 제외한 농산품의 무역

액은 2011년 3천억 달러에서 6.3% 감소한 2,810억 달러로 나타났음. 

 m 2012년 EU의 원료와 광석 수입액은 1조 340억 달러로 2011년과 거의 동일하였음. 

- 미국의 연료 수입은 국내 원유 생산 증가로 인하여 7.1% 감소하였음. 

- 동기간 주요 연료수입국가 중 연료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로 

1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국이 그 다음으로 14%의 증가율을 보임. 

 m 한편 직물과 의복의 세계 수출액은 2012년에 정체되었는데 상위 10개 수출국 중 

절반은 0.2 ~ 7.5% 수출 성장률을 보인 반면, 나머지 절반은 -2.3~-8.0%로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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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임. 수출에 있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베트남으로서 그 비

율은 7.5%에 달하였음<그림 5 참조>. 

 상업서비스 교역

 m 실질적으로 모든 상업서비스 부문은 2012년에 쇠퇴한 모습을 보임<그림 6 참조>. 

- 운송선 수출은 상품 교역의 감소로 인하여 1% 증가에 그침. 

- 금융서비스 수출은 2011년 12%에서 2012년 4%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 북미의 

금융서비스 수출은 2% 감소하였고 EU의 금융서비스 수출은 7% 감소하였음. 

- 2012년 컴퓨터서비스는 6%의 수출증가율을 보임으로써 가장 높은 성장을 보

였는데, 이는 아시아의 빠른 수출확대에 기인한 것임. 

그림 6  2011-2012년 상업서비스 수출증가율

                        자료: WTO, 2013,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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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2012년 EU의 여행수입액은 국제적인 관광객 수가 다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대비 2% 감소하였는데 이는 해당수입액의 2/3를 차지하는 EU 여행수입액

이 4% 감소하였기 때문임<그림 7 참조>.  

 m 2012년 주요 10개 여행상품수출국 가운데 가장 급속한 성장을 이룬 지역은 아시

아이었음. 태국의 수출은 24% 증가하여 최대 증가율을 보였으며, 홍콩(16%), 마카

오(14%)가 그 뒤를 이었음. 

그림 7  2011-2012년 여행상품수출 상위10개 지역

                                                                                 단위: 십억(미국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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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WTO, 2013,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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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2012년에 몇몇 주요 금융서비스 수출국들은 금융수출에 있어 침체된 모습을 보였음. 

- EU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금융서비스 수출 비중이 가장 크지만, 2011년 경기회복 

이후에도 유로권역 내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서비스 수출은 8% 감소하였

음. 스위스 또한 세계 3위의 금융서비스 공급 국가이지만 수출은 6% 감소하였음. 

- 북미의 경우 2012년 미국의 금융서비스는 2% 감소한 반면 캐나다는 약 1% 

증가하였음.  

그림 8  2011-2012년 금융서비스 수출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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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WTO, 2013,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WTO.

 m 컴퓨터와 정보서비스는 2005-2012년 가장 역동적인 부문으로 연평균 수출성장률은 

14%에 달했음. 또한 2009년 경제위기 동안 가장 큰 회복세를 부문이기도 함. 보험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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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건설업은 또한 역동적인 부문으로 연평균 수출성장률은 11%에 달했음. 

 m 2005-2012년 세계 통신서비스(주로 전화․텔레비전 등에 의한 통신), 기타 비즈니

스서비스, 그리고 특허권사용료는 연평균 9% 증가하였음. 성장이 가장 더딘 부문

은 인적용역17)과 교양오락서비스로 시청각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며, 2005-2012년 

해당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7%이었음. 

그림 9  2005-2012년 상업서비스 수출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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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WTO, 2013,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WTO.

※ 자료: WTO(2013.08.16)

17)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대부분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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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 아시아・태평양 주요 지표 보고서 발표 

 아시아개발은행, 42개 회원국의 경제, 금융, 사회, 환경 지수 발표 

 m 2013년 8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48개 지역회원국의 경제, 

금융, 사회, 환경 지수를 분석한 「2013년 아시아․태평양 주요 지표(The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3)」보고서를 발행함.  

- 본보고서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경제에 관한 발전 동향에 대해 가장 최근의 

통계적인 수치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1장은 ‘아시아 경제 변화: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가?’를 주제로 한 특별 보고서로 구성됨. 2장과 3장은 새천

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7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함.

 m 아시아는 지난 40~50년 동안 상당한 경제구조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 일본, 홍콩과 중국,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5개국의 경제

는 가장 큰 변화를 거쳐 현대적인 산업 및 서비스 경제국이 됨. 하지만 많은 아시

아국가의 구조적인 변화는 뚜렷한 경기침체 없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

- 전체 산출량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감소함. 농업부문의 고용률 

또한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700백만 명이 종사하여 아시아 전체 고용률

의 42.82%를 차지함.

 m 아시아의 발전, 특히 저소득 경제국가의 발전에 있어 농업부문 개발은 핵심 사항

임. 향후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적인 농법을 채택하는 등 농업의 ‘산업화’가 필요함. 

- 농업의 생산성 향상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빈곤 감소의 핵심인 농업

과 인적자본 투자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옴. 

- 향후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농업부문 고용률 비중은 여전

히 높을 것임. 

 m 아시아 지역의 현대화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내총생산과 고용에서 농업

부문의 비중 감소임. <그림 1과 그림 2>는 지역별 GDP 및 고용에서 농업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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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농업의 GDP 생산 기여도는 상당히 감소하였지만 여전

히 저개발국에서는 상당한 고용을 담당하고 있음. 농업부문 고용률이 높은 지역

은 태평양, 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임. 

그림 1  산업 부문별 산출량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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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DB, 2013.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3, ADB. 

그림 2  산업 부문별 고용률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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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ADB, 2013.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3, 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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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여타 산업에 비해 농업 부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17개국으로 농업부문 고

용률이 50% 이상임. 해당 국가로는 부탄, 캄보디아, 조지아, 인도, 미얀마, 네팔, 

파푸아뉴기니, 타지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등이 있음. 인도와 같은 일부 국가의 

경우 농업부문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음. 

 아시아 지역의 농업 부문 변화 양상

 m 아시아의 농업은 지난 수십 년간 다섯 가지 측면에서 변화함. 농업부문의 GDP 생

산 기여도는 농업부문 고용률보다 빠르게 감소하였지만 농업 노동생산성 및 토지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향상되고, 농업인

들이 고소득 작물로 생산을 전환하는 경향을 보임. 

 m 첫째, 전체 산출량 중 농업의 비중은 농업 부문 고용률보다 빠르게 감소함. GDP에

서 아시아 농업의 비중은 1970년대 이후로 연간 약 2.51%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농업 부문 고용률 또한 연간 약 1.71% 감소해왔는데 

이는 세계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임. 즉, 아시아 농업의 노동생산성이 세계 평균 

이하임을 의미함. 

그림 3 국가별 연간 농업 산출량 및 고용 퍼센트 포인트 감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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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둘째, 아시아 지역의 농업 노동생산성이 다른 저개발지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4>는 아시아 국가별 농업인 한 명당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

냄. 1980~2010년 사이 아시아지역의 농업 노동생산성은 매년 평균 2.2% 증가함.18) 

농업생산성이 가장 급속히 증가한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등임. 

그림 4  1980년과 2010년 농업인 1인당 총부가가치(2000년 실질달러 기준, 연평균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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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DB, 2013.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3, ADB.

18) 동기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농업 노동생산성은 각각 0.6%, 1.8%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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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셋째, 토지생산성 또한 기타 저개발지역보다 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함. 아

시아 지역의 농지 연평균 성장률은 0.49%이었으나, 1970~2010년 사이 아시아 지

역의 연평균 토지생산성은 2.24%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1.51%), 라틴 아메리카

(1.84%)보다 높은 수준임. 농업 산출량 성장에서 토지생산성 향상이 차지하는 비

중은 82%임.   

 m 넷째, 1960년대 이후 농업에서 기술변화가 전통작물의 상당한 수확량 증가를 가져

옴. <그림 5>는 아시아 경제 중 선택된 국가의 주요 곡물 생산량 증감 추이를 나

타냄. 생산성이 가장 급속히 증가한 국가는 방글라데시, 라오스, 파키스탄, 베트남

으로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발전한 국가들임. 중국과 한국의 경우 1970

년대 이후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하여 1ha당 6.5톤 이상의 쌀을 생산함. 

그림 5  1970~2010년 아시아 국가별 주요 곡물 생산량 증감 추이 

톤/ha
8

7

6

5

4

3

2

1

0
파
키
스
탄

네
팔

태
국

캄
보
디
아

부
탄

인
도

말
레
이
시
아

필
리
핀

라
오
스

스
리
랑
카

방
글
라
데
시

인
도
네
시
아

일
본

베
트
남

중
국

한
국

종료연도또는시작연도

자료: ADB, 2013.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3, 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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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다섯째, 아시아 농업활동이 전통작물에서 고소득 작물로 옮겨가고 있음. 곡물과 

같은 전통작물의 생산성 증가는 농업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나 충분하지는 않

기에 농업 내 다른 부문의 생산 확대를 통한 구조변화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함. <그림 6>은 1970년과 2010년 아시아의 농산품 생산 비

중이 확연히 변화했음을 보여줌. 중국과 한국의 경우 축산의 비중이 증가하였으

며,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베트남도 보다 완만한 속도로 같은 경향을 보임. 인

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유지작물 생산 비중을 확대함. 

- 세계무역의 증가는 이러한 생산 품목 전환을 일으키고 있음. 세계 농산품 수

출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1970년 이후 12%에서 17%로 상승함. 수출 비중에 있

어 커피, 코코아, 차, 설탕, 향신료, 너트류와 같은 전통적인 열대작물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원예작물, 해산물, 가공제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농업 내 생산 품목의 비중 변화는 확대된 다변화, 즉 농산업 이행(agribusiness 

transition)의 맥락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이행은 투입요소 제공

자, 농산물가공자, 유통업체, 소매업자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농업의 큰 변화

는 산업(농산품가공)과 서비스(금융, 유통, 마케팅 등)의 병행발전을 가져옴.  

그림 6  1970년과 2010년 사이 농산품 품목별 생산 비중 변화

기타 9%

축산
15%

곡물 40%

당료 작물 3%

기타 6%

구근 및 괴경작물 7%
유지작물 8%

축산
28%

곡물
24%

  과일 및
  채소 18%

 구근 및
 괴경작물 3%
당료 작물 3%

유지작물 9%

  과일 및
  채소 27%

1970년                                          2010년

자료: ADB, 2013.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3, ADB.

※ 자료: ADB(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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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CC, 제1실무그룹 제5차 평가보고서 발표 

 제 36차 UN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총회 열려 

 m지난 9월 23~27일 제12차 제1실무그룹(WG 1)회의19) 및 제36차 UN산하 기후변화

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총회가 스웨

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됨. 이번 총회에서 발표된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WG1’의 

주제는 ‘기후변화 2013: 과학적 근거’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서임.  

- 본보고서는 서론, 기후시스템에서 관측된 변화, 기후변화 원인, 기후시스템 및 최

근변화에 대한 이해, 미래 세계 및 지역적 변화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후시스템에서 관측된 변화 

 m기후시스템 변화 관측은 직접적인 방법과 인공위성 및 기타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감지로 이루어짐. 기후시스템 온난화는 1950년대 이후 나타난 명백한 현상임. 관측

된 변화의 상당수가 이례적인 것으로 대기와 해양은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눈

과 얼음의 양은 감소하고, 해수면은 상승하며 온실가스 농도 또한 증가하고 있음. 

 m 대기(Atmosphere): 1850년 이후 어떤 시기보다 지난 30년간 연속하여 지구의 표면

온도가 따뜻해지고 있음. 북반구는 지난 1400년 동안 1983~2012년의 30년이 가장 

온난한 기간이었던 것으로 판단됨.20) 

- 선형 추세로 계산된 육지 및 해양 표면의 전 세계 평균 온도는 1880~2012년 사이 

0.85℃도 증가함. 1850~1900년 시기와 2003~2012년 사이 온도차는 0.78℃임.  

 m 해양(Ocean): 해양 온난화는 1971~2010년 사이 축적된 에너지의 90% 이상을 차지하

면서 기후시스템 내 저장에너지의 증가의 가장 두드러진 원인임.21) 상층해양(0-700m)

의 온도가 1971년과 2010년 사이 증가한 것은 사실상 확실한 것으로 판단됨. 

-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 근처의 해양 온난화가 가장 크게 진행되어 75m 상층해

19) 제1실무그룹(Working Group I, WG I):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 기후 모델링 등 연구.
20) 중간의 신뢰수준, medium confidence.
21) 높은 수준의 신뢰수준, high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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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온도가 1971~2010년 사이 10년당 0.11℃ 증가함.    

 m 빙권(Cryosphere): 지난 20년에 걸쳐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은 대규모로 손실되어 왔

으며, 빙하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북극해 빙하와 북반구의 춘설분포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22)

- 1971~2009년 사이 빙상 주변의 빙하를 제외한 빙하에서 손실된 세계 평균 얼음 손실 

비율은 226기가 톤/년(Gt yr-1)23)이며, 1993~2009년 사이 약 275Gt yr-1로 추정됨.24)  

 m 해수면(Sea Level): 19세기 중반 이후의 해수면 상승 속도는 지난 2천년 동안의 평균 

속도보다 더 빠른 수준임.25) 1901~2010년 동안 세계 평균 해수면은 0.19m 상승함.

- 1901~2010년 사이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 평균 속도는 1.7밀리미터/년(mm 

yr-1) 이었던 반면, 1971-2010년 사이 평균 속도는 2.0mm yr-1이고, 1993-2010년 

사이 평균 속도는 3.2mm yr-1로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m 탄소 및 기타 생물지구화학화(Carbon and Other Biogeochemical Cycles): 이산화탄소, 메

탄, 아산화질소의 대기농도는 적어도 지난 80만년 사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함.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시기 이후로 40% 증가하였는데 주원인은 화석연료 배기

가스이며, 부차적인 원인은 인공적(anthropogenic) 토지용도 변화임. 해양은 방출된 

인공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흡수하여 해양 산성화를 야기함.    

- 1750년 이후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과 같은 온실가

스 대기 농도의 증가는 인간 활동에 기인함. 2011년 이러한 온실가스의 농도

는 각각  391ppm26), 1803ppb27), 324ppb로 이는 산업화 이전 시기 수준에 비해 

각각 40%, 150%, 20% 증가한 수준임.  

 미래 기후변화 전망

 m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시스템 내 모든 구성요소에서 추가적인 온난화와 변화를 

야기할 것임.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감축해야함. 

22) 높은 수준의 신뢰수준, high confidence.
23) 1Gt=1억 kg.
24) 100Gt yr-1의 얼음 손실량은 전 세계 해수면이 0.28mm yr-1이 상승하는 것과 동일함. 
25) 높은 수준의 신뢰수준, high confidence.
26) ppm(parts per million): 백만 개당 분자 수, 건조공기의 총 분자수 중 해당 가스 분자의 수 비중. 예로 300ppm은 건조공기 

1백만 분자 당 해당가스 분자가 300개 있음을 의미함.  
27) ppb(parts per billion): 10억 개당 분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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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대기 중 온도의 경우 21세기말 지구표면 온도변화는 1850~1900년 평균보다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대부분의 육지

에서 일일 또는 계절 단위로 빈번한 더위와 보다 적은 횟수의 극심한 추위가 있을 

것임. 열파(熱波; heat wave)28)가 보다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빈번하게 

혹한이 찾아올 것임. 

- 21세기 온난화에 따른 세계 물 순환(global water cycle) 변화는 균일하지 않음. 

일부 지역은 제외되나 보통 습지와 건조지역 간, 우기와 건기 간 강우량 차이

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m 21세기 동안 해양은 지속적으로 더워질 것임. 열은 표면에서 심층해양으로 이동하여 

해양순환(ocean circulation)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온난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지역은 열대 및 북반구 아열대 지역일 것임.

 m 북극해 얼음층(ice cover)은 지속적으로 줄고 얇아질 것으로 예측됨. 북반구의 봄 적설

(spring snow cover) 면적 또한 세계 평균 표면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21세기 동안 지속

적으로 감소될 것임. 세계 빙하량 또한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임.  

 m 세계 평균 해수면 높이는 21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빙하 및 빙상(ice 

sheet)의 대량 손실과 해양 온난화로 인해 모든 시나리오 하에서 앞으로의 해수면 상

승 속도는 1971~2010년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됨. 

 m 기후변화는 대기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를 가중시켜 탄소순환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해양의 추가적인 탄소 흡수는 해양 산성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

됨.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21세기말 또는 그 후의 지구 평균 표면 온도를 결정할 

것임.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이 멈춘다고 하여도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변화 추세는 

지속될 것임. 이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수세대에 걸친 

치명적인 기후 변화를 의미함.  

※ 자료: IPCC(2013.9.27)

자료 작성: 이혜은 연구원, 윤성은 연구원, 서강철 연구원

28) 여름철 수일 또는 수주간 이어지는 이상고온현상임. 고기압 내의 하강기류에 의한 단열승온 또는 푄현상, 지표의 냉각작용 결

핍, 일사에 의한 승온현상 등으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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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일본, 양국 간 유기식품 무역절차 

간소화 추진

* 캐나다, 식품기업진출을 위한 마케팅 방안

* 미국, 농업법 시한 만료로 우유 가격 폭등 우려

* 미국,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심화

아메리카
* EU-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무역협정 잠정적용 개시

*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 최종 타결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관세동맹, 수입물량 

조절 위한 수입할당제 도입

* EU-과테말라 무역협정 12월 1일 발효 예정 

* EU, 공동농업정책 2014년도 잠정적용 합의

* EU, 최근 수출입 및 경상수지 동향

EU/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 중국, 수입산 영유아 조제분유 관리 강화 조치 공표

* 호주, 안정적 밀 확보 위한 현지 물류체계 이해

* 중국, 영국 원유 대량 구매 의사 표명 

* 캄보디아, 전년 동기간 대비 쌀 수출 두 배 증가

* 베트남, 기능성 식품시장 성장세 지속

  세계 농업 브리핑 (2013. 11)1)

1. 아시아/오세아니아

□ 2013년도 상반기 국제경제 및 무역 동향

▪세계무역기구(WTO)는 2013년 4월 10일 세계 교역량이 전년대비 3.3%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함. 동 전망치는 지난 20년간 평균 증가율인 5.3%보다 낮은 

29)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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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유로화 위기의 지속, 선진 경제권의 긴축 재정 기조 등으로 전 세

계 수입수요가 낮아진 것에 기인함. 

▪2012년도 세계 교역에서 우리나라 순위는 상품교역에서 수출 7위(5,480억 달러), 

수입 9위(5,200억 달러)를 차지하였고, 서비스 교역에서는 수출 13위(1,090억 달

러), 수입 12위(1,060억 달러)를 차지함.  

▪1980~2011년간 상품·서비스 교역은 각각 연평균 7% 및 8%씩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 기준 세계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무역액은 각각 18조, 4조 달러에 달

함.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 정체의 장기화 및 역내 

무역자유화가 선호되고 있음.

▪이로 인해 거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인 미국-EU간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역내 포괄적 경

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의 추진이 가

속화 되고 있음. 

▪거대 양자・지역 무역협정이 대한민국의 FTA 네트워크 및 다자 통상체제에 미

치는 영향과 자국의 거대 FTA 참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됨. 

- 또한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 식량안보, 기후변화, 환율과 

무역, 에너지, 물 부족 등 새로운 경제이슈 관련 논의에 적극 대응해야함. 

- 특히 무역장벽 요소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s)가 증가하는 추세

이므로 이에 대한 다자・양자 차원의 대응 강화가 요구됨.

※ 자료: 외교통상부(2013.09.03)

□ 2013년도 상반기 DDA 협상 동향

▪2013년에도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협상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9개 협상 전반 분야(농업, 개도국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 서비스 등)의 일괄 타결(single undertaking)

을 단기에 도출하는 것은 난제로 남아 있음. 

▪이를 감안하여, 오는 12월 발리에서 개최될 제9차 WTO 각료회의(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 MC9)에서 무역원활화, 농업, 최빈개발도상국(Less-Developed 

Country, LDC)개발 등 3개 분야의 조기 수확을 통해 협상 타결을 위한 발판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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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자 함.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 진영은 무역원활화 조기 수확에 적극적인 입장인 반

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 진영은 농업, LDC 개발 분야에서 균형 잡힌 진

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DDA 협상과는 별도로 분야별 복수국간 협정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rade In Service Agreement, TISA) 협상은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 참여하에 금년 2월부터 본격 개시되어 상반기 중 4회 

개최하였음. 

- 2013년 상반기 중 무역원활화, 농업, LDC 개발 3개 분야에서 협상 진전을 이

뤄내기 위해 대사급, 본부 고위급, 실무급 등이 협상에 적극 참여함. 

▪DDA협상은 선진국(미국, EU 등)과 주요 개도국(중국, 인도, 브라질 등)간 쟁점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정체국면이 지속될 전망임. 

- 이에 따라 제9차 WTO 각료회의(MC-9, 2013.12.3-6 발리)까지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성과물 도출을 모색하면서, 여타 분야는 향후 논의 과제로 처리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음. 

▪농업분야 협상 동향과 관련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12월 제9차 각료회

의 DDA 쟁점의 조기수확을 위한 협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한편 농업 의장

(John Adank 뉴질랜드 대사)은 농업협상그룹 회의(5회), 제안별 소그룹회의 및 이

해관계국 개별 협의 등을 통해 논의의 진전을 추진 중임.

▪우리나라는 G10(수입국) 및 G33(개도국) 그룹과 공조, TRQ 관리 및 G33 식량안

보 제안 등을 통해 농업이슈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음. 

▪비농산물 협상 동향에 있어서는 시장접근 협상 및 비관세장벽 협상 분야에서 교

착 상황이 지속됨. 

-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의 경우, 단기적으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슈에 대한 논의 재개 시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서비스 분야 협상 동향은 2011년 4월 부활절 이후 DDA 협상 전반이 추진체계를 

상실해 가면서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도 정체 상태에 돌입함. 

- 그러나 2013년 하반기에는 제9차 각료회의(MC9) 조기수확에 대한 논의에 집

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서비스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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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논의 재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규범 분야 협상 동향은 전반적인 DDA 협상 정체로 2013년 상반기 중에는 규범

협상 회의가 개최되지 못함. DDA 협상 전반에서의 교착상황이 근본적으로 해소

되지 않을 경우 규범 분야에서도 협상이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마지막으로 무역과 환경 분야 협상동향은 DDA 협상의 전반적인 정체로 인해 뚜

렷한 협상 재개 추진체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 상반기 무역․환

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in Special Session, CTE-SS) 신임 의장

은 향후 협상 추진 방향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할 것임. 

▪금년 중에는 향후 기술적 협의(워크숍 개최 등)를 진행하고, 협상 재개 문제를 

제9차 WTO 각료회의 이후 의제로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수렴함. 한편 2012년 9

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차원에서 도

출된 54개 환경상품 합의를 계기로 태동된 “APEC 합의의 다자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2013년 상반기 중 진행됨. 

※ 자료: 외교통상부(2013.09.03)

□ 중국, 수입산 영유아 조제분유 관리 강화 조치 공표

▪ 2013년 9월 23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수입산 영

유아 조제분유 관리감독 강화 조치를 발표함. 

▪주요 강화 방안으로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은 2014년 5월 1일부터 수출입 

유제품 검역 감독관리 방법(질검총국령 제152호), 수출입 식품 해외생산기업 등

록관리규정(질검총국령 제145호)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제품은 수입이 금지됨. 

- 또한 검역일자로부터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며, 대

형포장 제품을 수입한 후 중국 내에서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하는 행위를 엄

격히 금지하며 반드시 분유용기에 포장된 최종 판매형태로 수출하여야 함.

▪ 2014년 1월 1일부터 중국 검역 이전에 중문표기 제품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수입 후 덧붙일 수 없음. 

- 이에 따라 중국어 표기라벨을 미부착하거나 라벨표기 내용이 중국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은 반송 혹은 폐기됨. 

▪이번 감독관리 강화 방안에서 주목받는 항목은 ‘분유 수입 후 중국 내 소량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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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금지’임. 그리고 이는 다수 기업이 ‘原裝進口(원산지 완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비교적 높음에 따라 ‘進口奶源(전지분유, 탈지분유, 유청 분말 등 원료

를 해외에서 수입한 후 중국 공장에서 영양소를 첨가한 제품)’ 형태로 분유를 

생산하였기 때문임. 

- 실제로 지난 3월 스위스 헤로(Hero, 璽樂)그룹의 중국 대리상인 쑤저우(蘇州) 

헤로 수출입유한공사는 중국 내 재포장 과정에서 생산 허가를 받지 않은 분

유를 섞어 판매하여 적발된 바 있음. 

▪ 금번 감독관리 강화 방안의 주목적은 수입 분유의 품질안전 강화이지만, 수입 

분유의 수입을 억제하는 위생 및 검역조치(SPS)에 해당함. 

- 중국은 특히 정부차원의 분유산업 육성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데, 중국 공업정

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에서 영유아 조제분유산업 기업 인수합병 작업방안을 

국무원에 제출함에 따라 10월 중 비준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됨. 

- 뿐만 아니라 분유사업 육성 방안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중국 분유업체를 50

여 개로 조정하고 연간 매출액 50억 위안 이상의 대형 분유기업을 3~5곳 가량 

육성할 예정이며, 업계 상위 10개 기업의 산업집중도(Industrial Concentration)를 

80% 이상으로 맞출 계획임.

▪한국 기업은 이미 중국으로 분유 수출 시 용기에 포장된 최종 판매형태로 수출하

고 있어, 금번 조치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사전에 법규 변동사

항을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3.10.14)

□ 호주, 안정적 밀 확보 위한 현지 물류체계 이해

▪미국 농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호주는 세계 2위의 밀 수출국으로 2013년에는 

2,200만 톤의 밀을 수확하여 1,800만 톤가량을 전 세계에 수출할 것으로 예상됨. 

- 호주에서 수확되는 주요 곡물에는 밀, 보리, 카놀라, 콩 등이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밀은 품질에 따라 제분용 밀과 사료용 밀로 분류됨.

- 호주의 밀은 매년 12~4월에 수확되어 최대 수입국인 인도네시아가 속한 동남

아시아와 동아시아(한국, 중국, 일본)로 주로 수출되며, 북아메리카산(미국, 캐

나다), 흑해산(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남부 아시아산(인도) 밀과 경쟁함. 

▪한국은 세계 5대 곡물 수입국으로 연평균 1,400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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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자급률은 2002년 이래 역대 최저치인 23.6%에 불과함. 특히 자급률이 2% 

미만인 옥수수와 밀의 수입량은 전체 곡물 수입량의 90%를 차지함.

▪한국으로 수입되는 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호주산 밀은 국제 입찰을 통해 국

내 제분업체와 사료업체에 공급되고 95% 이상이 제분용으로 수입됨. 빵, 국수, 

라면 제조에 사용되며 올해에는 미국산 밀이 유전자 재조합(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문제로 두 달가량 수입이 금지되어 호주산 수입량이 확대됨. 

▪호주는 2009년 밀 시장 개방 이래 현재 22개의 벌크(bulk) 수출 승인업체가 있으

며, 이 중 상위 5개사 대부분이 수출항을 운영함. 그 중 밀 곡창 지대에 총 19개

의 곡물 벌크 수출항이 있으나 아시아 주요 수입국들이 원하는 시기에 수출하기

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임. 

- 제한된 수출 인프라에 따라 호주 주요 곡물 기업은 수출항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투자에 심혈을 기울여 왔음. 

- 최근에는 미국 식품기업인 에이디엠(ADM)이 호주 동부의 주요 수출항을 보

유한 ㈜그레인(Grain Corp) 인수를 진행 중이며, 3년 전에는 글렌코어(Glencore 

International)가 남부 주요 수출항을 보유한 비테라(Viterra)를 인수하는 등 2009

년 호주 밀 시장 개방 이후 글로벌 기업의 호주 수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옴. 

▪호주 지역 신문인 The Chronicle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호주달러 1센트 변동은 톤

당 3~4달러의 호주 곡물 수출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함.

-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호주산 밀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구매 당시 물량 확보, 

주문 가격뿐만 아니라 구매 이전부터 지속적인 선적 관련 정보 수집과 환율 

움직임에 대한 주시(注視)가 필요함. 

- 호주 밀 시장 개방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주

요 곡물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 검토를 통해 안정된 곡물자원 확보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3.10.25)

□ 중국, 영국 원유 대량 구매 의사 표명

▪중국 국영업체들이 최근 영국 낙농가들에게 직접 대량 원유 구입희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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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국영 기업들은 3천만에서 5천만 리터(L)의 

우유 수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 내 우유 가격이 최저수준이면서 품

질은 세계적이라는 것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영국 내 우유가격은 리터당 1.46달러 수준으로 낙농가들의 생산비 감당

도 힘든 가격이지만, 같은 수준의 우유가 중국내에서 팔린다면 3.3배인 4.87달

러에 팔릴 것으로 알려짐. 

▪최근 유럽전문 기관에 따르면 중국은 금년 상반기 중에만 지난 한해보다 약 

27%의 유제품을 더 수입함. 또한 향후 4년간 유아용 분유시장은 2배로 증가하

여,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영국 정부는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낙농가단체도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짐. 

※ 자료: 낙농진흥회(2013.10.31)

□ 캄보디아, 전년 동기간 대비 쌀 수출 두 배 증가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도 9월말까지 캄보디아의 쌀 수출은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50만 톤 수출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한편 동년도 9월 말까지 향미와 일반미의 수출량은 266,123톤으로 발표됨. 

- 캄보디아 정부는 올해 쌀 수출 목표를 50만 톤으로 설정하고 추진 중인데 이

는 2015년까지 쌀 100만 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농림수산부의 목표에 

따른 것임. 

- 쌀 수출에 있어 가장 많이 수출한 회사는 라이스캄보디아로 39,568톤을 수출

하였고, 이를 이어 크메르식품과 골든라이스캄보디아가 각각 35,519톤과 

23,945톤을 수출하였음. 

▪캄보디아의 주요 쌀 수입국 중에서는 폴란드가 43,375톤을 수입함으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프랑스, 말레이시아, 태국,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이었음. 

▪캄보디아 쌀 생산 및 수출 연맹(Alliance of Rice Producers and Exporters of 

Cambodia, ARPEC)의 반데비드 비젯 부사무총장은 캄보디아가 매월 평균 쌀 수출

량이 3만 톤가량으로 올해 40만 톤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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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기능성 식품시장 성장세 지속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위생청에 따르면 도시지역, 특히 하노이 및 호치민

의 성인 약 50%가 기능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건강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관심증대로 해석될 수 있음. 

▪기능성 식품은 약 10년 전에 베트남 시장에 처음 등장했으며, 10년 사이 국내 및 

해외기업을 포함하여 1,600개에 달하는 기업이 시장에 진출해 현재 약 5,500여

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2년 기준의 수입 

기능식품 시장점유율은 58%를 기록함. 

▪외국 브랜드 제품은 현대적인 기술 우위에 있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최장 10년

의 유통이 가능한 수입제품에 비해 국내제품은 평균 2년 정도에 그쳐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지난 9월 27~29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국제 자연식품 및 기능성 식품 전시회에서는 

100여 개의 브랜드가 선보였으며, 최대 1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됨. 

- 최근 많은 외국 기능성 식품 회사가 베트남에서 수익을 올리며 사업 확장을 

추진 중에 있음. 

- 북한정부 소유기업인 만년(Mannyon) 무역회사는 2012년도 30만 달러의 자본

금으로 베트남 만년 무역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판매량은 최근 7개월 사이에 

약 2배 이상 성장하였음. 

- 한국의 편강의약회사(Pyunkang Medical)는 2013년 6월 총 자본금 미화 5만 달

러를 투자해 하노이에 법인을 설립하였음. 주요 타깃(target) 질환은 피부질환, 

만성비염, 만성천식으로 베트남에도 관련 질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 향후 매

출액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한편 중국계 회사인 티엔스(Tiens)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기능성 식품 제조업체

로 2012년 베트남에서 6,000만 달러의 수입을 거둠. 이는 2011년 대비 약 20% 상

승한 수치로 2013년도 매출액은 약 10% 성장이 예상됨. 

▪성장하는 시장 규모에 비해 기능성 식품 관리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부족하며 

합법적 제품과 위조품 모두 시장에 넘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베트남 감시당국은 최근 로열 젤리, 해조, 상어연골, 콜라겐 등과 같은 품목에

서 미국, 한국, 일본, 호주에서 수입된 것처럼 표기된 수천 개의 위조 기능성 



세계농업 제159호 | 261

식품 제품을 발견하고 압수한 바 있음. 

- 한국산 기능성 식품도 위조 대상이 되고 베트남에서 인지도가 높은 고려인삼

의 경우 유사한 브랜드가 수백 가지 존재함. 바이어들과 소비자들은 진품과 

가품의 차이를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됨. 

▪베트남 국민 소득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 기능성 식품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며 그에 따른 수입수요도 증가할 전망임. 

- 건강기능 식품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모조품 피해 사례는 정식 브랜드 제품의 신뢰도도 하락시킬 수 있

으므로 대응방안이 필요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11.04)

 2. 아메리카/중동

□ 미국-일본, 양국 간 유기식품 무역절차 간소화 추진

▪미국과 일본 양국은 유기식품무역 절차와 관련된 경비 및 서류절차를 간소화하

는 협정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두 국가 간 상호 수출입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

를 표함. 그에 따라 미국 농무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농축산업 종사자와 기타 관

련 업자들의 ‘아시아 유기농시장 진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함. 

▪미국의 대(對) 일본 유기작물 수출 시점은 콜리플라워 판매를 통해 160억 달러

를 기록한 2012년도로 브로콜리, 포도, 딸기, 그리고 자몽의 수출은 각각 10억 

달러에 달하였음. 

▪양국 간 유기식품 무역절차 간소화 협정 체결 이전에는 판매를 희망하는 농업 

종사자 및 관련 업자들이 양국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서를 각각 취득해야만 했

음. 하지만 협정 이후에는 미국에 등록한 업자가 일본 유기농시장에 판매할 때 

유기농업 재배를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됨. 

▪미국 농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1년 간 일본에 판매된 유기농산물

의 총 판매량은 80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새로운 협정으로 향후 10년 이내 대

일 수출량이 세 배에 이를 것이라고 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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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식품기업진출을 위한 마케팅 방안

▪캐나다의 식품시장 가운데 소스류 시장은 캐나다 내 아시아의 소스(sauc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현지 판매업자들의 소스 제조업체 발굴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현지 아시아 식품점 T사는 한국산 고추장을 주요 매장에 PB(Private Brand) 상품

으로 판매 중임. 

- 그 외에도 이미 많은 중국·일본·태국산 식품 및 소스가 캐나다와 미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주요 브랜드로는 Huy Fong, Lee Kum Kee, Real Thai 등이 있음. 

- 현지 구매상들은 시식 후 시장성 평가가 가능한 소스류 샘플을 요청하고 있음. 

▪김 제품의 경우에도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등 여러 국가의 제조사가 시장에 진

출했으며, 다수의 현지 체인점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인기를 얻고 있음. 

▪또한 감귤은 캐나다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모로코, 미국, 중국,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유럽, 아프

리카, 아시아 등이 있음. 

- 오렌지에 익숙한 북미 소비자는 껍질과 감귤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지만, 

최근 한국산 감귤은 북미에 불고 있는 한류 영향으로 일본산과 견줄 수 있는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마케팅 되고 있음. 

▪현지 주류 청과물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캐나다 청과물마케팅협회에서 주관하

는 CPMA Convention & Trade Show 전시 참가 혹은 참관이 필요하며, 식품류 시식 

행사 및 문화 행사를 통한 제품 홍보가 효과적임.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영문, 불어 표기와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 포장을 준비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며, 다른 수입제품과 차별화된 포장박스 및 디자인 등을 사용하여 프

리미엄 상품화 전략이 효과적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3.10.12)

□ 미국, 농업법 시한 만료로 우유 가격 폭등 우려

▪2013년 10월 1일로 만료된 미국 연방 농업법이 이번 주에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

려워 보이며, 내년까지 이러한 국면이 지속될 경우 뉴저지 농업 종사자와 소비

자들에게 모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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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인 경우로 만약 새로운 법률안이 내년 1월 전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미

국 농무부는 우유 농가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1949년 이전으로 되돌려야만 

할 것임. 이에 따라 우유와 유제품 가격이 폭등을 거듭하여 현재의 두 배 수

준인 6~8달러 수준에 달할 가능성이 있음. 

- 제 시기에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유제품 농가 보조금뿐만 아니라, 작물 보

험금 손실에 따른 콩류 곡물재배 농가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최근 농업관련 법률안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논

점은 영양보조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으로 

알려진 푸드스탬프(Food Stamps) 프로그램의 삭감안임. 

- 푸드스탬프는 특별히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으로 4인 

가족의 경우 매월 최대 688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기에 저소득층에게는 중

대한 법률안임. 

▪현재 농업법 만료에 따른 단기적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법률 만료로 

인해 미국농무부의 고유 권한인 곡물 수출, 세계 식량 지원, 재해 구호와 같은 

기능을 상실한 상태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10.26)

□ 미국,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심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국제무역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증가율의 두 배에 달했는데,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상품·서비스 교역의 평균증가율은 7%, GDP 증가율은 

3.4%였음. 또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따르면 2012년 

국제무역 성장률은 2011년 5.2%에서 3.2%p 하락한 2.0%이고, GDP 성장률은 

2011년 2.82%, 2012년 2.20%를 각각 기록함. 

▪또한 IMF에 따르면 2013년 평균 GDP 성장률은 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제무역 성장률은 2.5%에 머물러 GDP 성장률을 하회할 전망임. 이는 지

난 20년 무역성장률 평균인 5.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기도 함.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교역국인 미국의 무역량 감소는 글로벌 무역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무역량이 크게 줄었던 2008년 미국의 수

입량은 2조 1,036억 4,100만 달러에서 1조 5,596억 2,500만 달러로 급감했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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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도 1조 2,874억 4,200만 달러에서 1조 560억 4,300만 달러로 감소하였음. 

-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미국의 소비재 수입이 2008년 이후 부진하였음을 지적함. 이는 1999년 1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 소비재 수입 증가율이 매분기 2% 이상 성장한 것과 대조적임.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국제무역량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WTO에 

따르면 2009년 국제무역량은 전년대비 12% 줄어들었음. GDP 대비 국제무역량

도 처음으로 감소함. 

- 2008년 무역량은 GDP의 30.56%를 차지한 반면 2009년 무역량은 GDP의 26.52%

로 4%p 하락하였음. 이는 GDP의 감소폭(-5.4%)에 비해 국제무역의 감소폭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함. 

▪2011년 미국의 채무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사태가 터진 직후인 2012년에도 

국제교역량은감소함. 국제교역량은 2011년 1경 6,335조 3,000억 달러에서 2012년

에는 317조 7,000억 달러 감소한 1경 6,017조 6,000억 달러로 기록됨. 

▪한편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에는 GDP 대비 국제무역량이 상승하여 GDP 

대비 국제무역량이 줄어든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대조적이었음. 

- 미국에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채무위기와 달리 1997년 아시아 금

융위기에는 GDP 대비 국제무역량이 감소하지 않았음.

▪1997년 국제무역량은 GDP 대비 23.55%를 차지했고,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GDP의 23.74%로 0.19%p 상승함. 1998년 세계 GDP 성장률은 1997년 3.68%에서 

1.25%p 하락한 2.43%를 기록해 크게 하락하지 않았던 반면, 2008년 1.42%였던 

GDP 성장률은 2009년 전년 대비 3.56%p 떨어진 마이너스 2.14%를 기록하였음. 

▪2009년 10월에 시작된 유로존 위기(Eurozone crisis)도 미국발 금융위기만큼 국제

무역량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2009년 유로존 위기에도 2010년

과 2011년의 국제무역량이 증가했기 때문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한국의 대 미국 수출이 크게 감소함. 한국의 2009

년 대 미국 수출은 2008년 463억 달러에서 무려 100억 달러가 줄어든 366억 달

러를 기록하였음. 2011년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 미국 수출 규

모는 2012년에는 3월부터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늘어났지만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감소함. 

▪한국의 전체 무역량 증가율도 감소하는 추세임. 특히 2012년 한국의 수입은 전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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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0.86%, 수출은 1.64% 줄어들었고, 2013년 수입은 1.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한국의 대 미국 수출은 증감은 계절적인 영향 및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원-달러 환율변동 요인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거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금융의 승수효과에 비해 소비, 투자 및 무역의 승

수효과는 천천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한 실물경제 조정

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심각한 금융경색으로 금융변수가 실물경기를 증폭시

키는 가속도 효과(financial accelerator)가 크게 작용함. 

▪금융경색(credit crunch)이 2008년 금융위기처럼 은행권의 금융 부실이 관련된 경

우에는 실물경기의 침체가 더욱 심각함. 

- 이는 금융위기 동안 높은 은행 간 금리(inter-bank rate)를 가진 국가들은 신용

상태가 경색되어 기업의 자금 획득이 어려워지는 등 외부 금융 이용이 줄고, 

결국 기업의 생산과 수출 능력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임. 

▪IMF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능력 제약은 개발도상국 교역에 약 6~10%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08년 하반기 무역금융은 평소보다 250

억~5,000억 달러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남. 

▪2008년 11월 금융위기 이후 G20 국가들은 1,500개의 보호주의 조치를 도입한 것

으로 알려짐. 

- 미국도 무역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임. 

- 관세율을 59%나 인상했던(국제무역 63% 감소) 1930년 대공황 때처럼 극단적

인 보호주의는 일어나진 않겠지만 은근한 무역장벽이 발생하고 있음. 

▪UNCTAD는 보호주의 조치를 관세,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조치, 상계

관세), 비관세 장벽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또한 WTO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무역제한조치는 324건, 이 중 무역구제조치(184건, 

56.7%)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국경조치(105건, 32.4%)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음.

▪수입품 전 품목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00년에 3.59%에서 2007년에 

2.94%를 기록하며 하락세였으나,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는 3.17%를 기록

해 처음으로 증가하였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평균 관세율이 전년 대비 하락해 외관상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임. 하지만 관세율과 달리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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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조치 건수는 2009년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신규 예비 조사는 200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

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15건으로 급증하였음. 이는 신규 예비조사 건수

가 2~4건, 관세명령은 1~2건에 머물렀던 2004~2006년과는 대조적임.

- 2010년에는 2009년부터 조사했던 15건 중 10건에 관세 명령을 내림. 신규예비조

사는 2010년에 두 건으로 급감하는 듯하다 2011년에 12건으로 다시 급증하였음. 

▪반덤핑관세란 기업이 특정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해 수출해서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입혔을 때 수입국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말함. 

- 반덤핑 관세에 대한 신규 예비조사는 2008년에 13건이었지만 2009년에 2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신규 예비조사 21건 중 17건이 2010년에 최종 관세 명령을 받음.

- 앞서 확인했듯이 관세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비관세 장벽은 광범위하게 활용

되는 등 남몰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음. 미 철강업체는 지난달 한국산 

방향성․무방향성 전기 강판을 덤핑 혐의로 제소했는데, 이처럼 미 보호무역

주의 현상을 최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전자제품과 철강 제품의 경우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무역

구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출 비중은 여타 유형의 비관세 장벽보다 훨씬 높음. 

게다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 조치는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뚜렷함. 

▪보호주의의 확산은 세계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고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도 큰 타격을 줌. 따라서 WTO 규정에 어긋나는 수입규제 및 투자 장벽을 높이

지 않도록 국제회의에서 약속하고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보호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첫째, WTO 회원국 간 보호주의 조치에 대한 모니

터링을 정기적으로 하는 등 비관세장벽이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

록 견제와 감시 강화하고, 둘째, 각종 국제회의에서 보호주의 억제 및 자유무

역기조 정착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정책과 일본의 엔저 정책이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주의의 일환으로 각국의 금융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막

을 수 있을 방법에 대해서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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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럽

□ EU-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무역협정 잠정적용 개시

▪EU는 2012년 6월 29일 중미(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

라과, 파나마)국가와 지역 간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음. 동 

연합협정은 '정치 대화', '개발 협력' 및 '무역'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됨. 

▪10월 1일 EU집행위는 별첨 보도 자료를 통해 2013년 10월 1일자로 EU와 코스타

리카, 엘살바도르 간 지역무역협정이 잠정 적용된다고 발표함. 

- 지난 8월 1일 EU-콜롬비아, EU-중앙아메리카 3국(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간 농산품의 무역 관세를 인하하는 FTA가 발효되었으나 엘살바도르, 코스타

리카, 과테말라는 국내 FTA 비준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발효가 연기된 바 있음. 

▪이 중 28개 회원국 전체의 비준이 필요한 정치 대화, 개발 협력 부문을 제외하

고, 무역 협정부터 우선적으로 잠정적용을 개시함. 통상담당 EU집행위원은 동 

협정을 EU가 서명한 최초의 실질적 지역 간 연합협정(region-to-region Association 

Agreement)으로 평가함. 

- 이 외에도 동 협정은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지속가능개발, 무역상 기

술장벽협정(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등과 관련하여 WTO 체제보다 진

전된 규범을 담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조성 및 양자 간 분쟁해결

을 위한 메커니즘도 포함하고 있음. 

※ 자료: 주유럽연합대표부(2013.10.07)

□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 최종 타결

▪2013년 6월 26일 EU이사회,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 3개 기관은 차기 공동농업

정책 개혁안(2014 ~ 2020년)의 주요 안건에 합의하였지만, 일부사항(직불제와 

농촌개발정책 간 예산전용, 직불제 상한선 설정 등)은 잔여 쟁점이었음. 

- 이번에 EU 중기재정계획(MFF)에 연계된 일부 핵심쟁점은 2013년 9월 24일 정

치적으로 타결되었고, CAP 패키지법안(직불금, 공동시장조직, 농촌정책, 기타 

재정·관리 규정)이 9월 30일 유럽의회 농업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약 2년간의 

CAP 논의가 사실상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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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우선 농가직불금 수령액이 15만 유로(한화 2억2천

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수령액의 최소 5%를 감축할 것을 각 회원국에 의

무화하였으며, 회원국의 1ha 당 직불금이 EU 평균의 90%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현 수준과 EU평균의 90% 수준 간 편차의 1/3 가량을 상향하도록 함. 

▪공동농업정책 내 예산 전용(Transferring funds between Pillars)에 있어서 CAP의 제1지

주(직불금) 예산의 15%까지 제2지주(농촌정책) 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하며, 농촌정

책으로 전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추가부담을 면제하였음. CAP 제2지주

(농촌정책)도 예산의 15%까지 제1지주(직불금) 예산으로 전용 가능하며, EU 평균직

불금의 90% 이하를 받는 회원국은 25%까지 상향하여 전용 가능토록 하였음.

- 그 밖에 EU 예산에서 각 회원국 농촌정책 분야에 지원하는 예산규모를 관련 

규정에 명시ㆍ법제화 하였으며, EU 규정에 따른 금액 조정 가능성은 안전장

치의 일환으로 열어둠.

- 마지막으로 회원국에 대한 EU의 농촌정책예산 지원 비율을 확대하였는데 저

개발지역, 외곽지역, 에게해 제도 등에는 농촌정책 예산의 85%까지 지원. 전

환기에 있는 지역(transition regions)은 75%, 기타 전환지역은 63%, 나머지 지역

은 53%까지 예산 지원토록 하였음. 

▪이번에 타결된 개혁안은 그간 EU의 CAP 직불금이 대규모농(특히 영국과 북부 

프랑스의 대규모 곡물재배농가)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종전의 비판을 상당히 수

용하여 형평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자료: 주유럽연합대표부(2013.10.03)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관세동맹, 수입물량 조절 위한 수입할당제 도입 

▪지난 9월 25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최고 대표회의

가 개최되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의 총리 및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의장 외에 삼국 관세동맹 미가입국인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 총리가 참석함. 

▪금번 회의의 목적은 유라시아(CIS)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무역 및 재정문제와 관

련하여 각국 간 협의를 위한 것으로, 대표자들은 국가별 거시경제의 주요 방향

에 대해 논의함. 

- 경제위원회 의장은 유라시아 경제통합 추진에 약 600여 가지의 이견과 예외

사항이 있었으나 동 회담을 통해 절반 정도는 해결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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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회담에서 농업용 콤바인에 수입할당제를 도입하고 여객 항공기의 수입관세

를 철폐하기로 하였는데, 주목해야 할 점은 농업용 콤바인에 연간 774대를 무관

세로 도입할 수 있는 수입할당제를 적용했다는 점임. 

- 러시아 가제타에 따르면 수입할당제는 삼국 관세동맹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임. 

▪농업용 콤바인은 지난 3년간 수입이 1.5배 증가함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

해 올해 6월 25일부터 27.5%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해 옴. 

- 카자흐스탄 측은 농업용 콤바인 관세율에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금번 회담에

서 일정 수량만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 수량에는 기존 반덤핑 관세율을 고

수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사료됨.

- 할당을 초과하는 콤바인 수입량에는 2014년 3월 14일까지는 26.7%, 2014년 3

월 15일~2015년 3월 14일까지는 26.2%, 2015년 3월 15일~2016년 3월 14일까

지 25.7%의 관세가 부과됨. 

▪여객 항공기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여객 항공기 수입을 

무관세로 도입할 수 있는 특혜 기간을 2019년 7월 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함. 

- 적용되는 항공기는 100~300개 좌석의 여객용 항공기로 이번 결정으로 카자

흐스탄과 벨라루스는 현행 16.9~18.9%의 관세 없이 2019년까지 무관세로 구

매할 수 있음. 

▪삼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이 '유라시아경제위원회'를 통해 

2015년까지 유라시아 경제연합체(EEU) 결성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동 경제위

원회의 결정사항과 동향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도 삼국 관세동맹을 구성하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를 이용한 러시아

와의 경제협력 추진과 협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3.10.16)

□ EU-과테말라 무역협정 12월 1일 발효 예정

▪2010년 5월 1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체결된 유럽연합-중미(과테말라, 엘살바

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간 연합협정(EU-Central America 

Association Agreement) 발효가 오는 12월 1일부로 완결될 예정임. 

▪현재 중미 개별 국가 중 과테말라와의 연합협정만이 발효되지 못한 상황으로 

과테말라와의 동협정이 발효되면 EU-중미 간 연합협정이 완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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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EU의회는 과테말라와의 협정 비준을 위한 몇 가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며, 과테말라 의회는 이미 비준 절차를 완료함. 

- EU 대(對) 과테말라 연합협정은 당초 1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이탈리

아, 프랑스, 스페인 등 3개국의 일부 품목에 대한 이견 표출로 인해 발효가 1

개월 늦춰지게 됨. 

▪EU-중미 연합협정은 무역, 정치적 의견교환, 상호협력의 3개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무역은 자유무역협정 내용을 포함함.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은 해당 협정 

발효에 따라 과테말라와 유럽 간 교역에서 91%에 달하는 품목에 붙는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것이며, 향후 99.9%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힘. 

▪과테말라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음료, 커피 및 차, 채

소, 가공육류 및 생선, 담배, 조경수, 해산물, 신선과일 및 견과류, 설탕, 과실 등

으로 농산품이 대부분임. 

- 해당 협정으로 커피가 최대 수혜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 식품(가

공식품 포함), 의류 등 수출 품목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EU의 대(對) 과테말라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 화학, 자동차, 전자, 의약 

등으로 주요 수출국에는 독일,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 있음. 

▪12월 1일 연합협정과 발효와 함께 자유무역협정까지 발효됨에 따라 과테말라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 회원국과 수출 품목이 많이 겹쳐 다소 큰 타격이 예

상됨. 이와 반대로 유럽연합 회원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과테말라와 수출 

품목이 겹치지 않아 별 영향이 없을 것임. 

▪이번 협정으로 과테말라와 유럽연합 회원국 간 무역 및 통상 규모는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되며 이는 양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3.10.20)

□ EU, 공동농업정책 2014년도 잠정적용 합의

▪지난 10월 23일 EU 3개 기관(EU이사회,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은 2015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 될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과 관련하

여 2014년도에 잠정적으로 적용될 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합의함. 

▪차기 CAP 타결이 계획보다 늦춰졌고, 2013년 상반기에 골격이 완성되면서 2014

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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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CAP 개혁안을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되, 2014년은 차기 

개혁안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기로 결정함.  

- CAP 개혁안 내용 가운데 2014년부터라도 적용 가능한 것은 2015년까지 기다

리지 않고 바로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음. 그러나 CAP의 

수많은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을 2014년에 시행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는

데, 이번 10월말에 그 내용에 대해 정치적으로 합의함.

▪CAP은 크게 3가지로 직접지불제, 농촌정책, 공동시장정책(유통)이 있으며 공동

시장정책을 2014년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한 것에 있어 큰 이견은 없었음. 

- 그러나 직불지불제와 농촌정책의 세부적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2014년부터 

시행할 것인가가 이번에 해결됨으로써 차기 공동농업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되었음. 

▪앞으로 EU내에서는 특별농업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Agriculture, SCA) 의결, 

2013년 12월 농업각료 이사회 의결, 2013년 11월 4일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의결, 

유럽의회 총회 11월 중순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음.  

▪생산 연계 직불금은 2014년 국가별 직불금 상한의 6.5%까지 지급가능하며, 2015

년에는 차기 CAP 결정에 따른 13%까지 지급 가능함. 

- 현행 CAP은 생산연계직불금을 6.5%까지 지급함. 

- 그 외에 직불금 재원부족 시 지급액 감축의무 부과 대사에 있어 5,000유로 이

하를 수령하는 농가를 제외함. 

▪단일면적직불제(Single Area Payment Scheme, SAPS)를 적용받는 2004~2007년 사이 

신규 가입국은 EU직불제에 추가하여 자국 예산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top-ups 시스템)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됨. 

※ 자료: 주유럽연합대표부(2013.11.01)

□ EU, 최근 수출입 및 경상수지 동향

▪EU 및 유로지역의 대외거래는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무역수지(수출-수입)는 수입의 더 큰 부진으로 흑자 기조를 지속함.

▪금년 8월 중 EU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전년 동월대비 4.2% 및 11.6% 감소하였

으며, 유로지역은 수출 및 수입이 각각 5.4%, 7.2% 감소함. 금년 8월 중 EU의 무

역수지는 28억 유로 적자를 기록하고, 유로지역은 71억 유로 흑자를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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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2/4분기 중 EU의 경상수지(역외 기준)는 375억 유로 흑자를 나타내어 전

분기(+184억 유로)보다 흑자폭이 확대됨. 이러한 흑자 기조는 7월 및 8월에도 

지속되어 금년 1~8월(누계) 기간 중 1,155억 유로 흑자를 기록함. 

▪EU 및 유로지역의 대외거래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 등으로 부진

한 상황이나 무역수지는 수입이 더 부진하여 흑자 추세를 지속함. 금년 8월 중 

EU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전년 동월대비 4.2% 및 11.6% 감소하였고, 유로지역

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5.4% 및 7.2% 감소하였음.

- 금년 8월 중 EU의 무역수지는 28억 유로 적자를 기록하고, 유로 지역은 71억 

유로 흑자를 달성함. EU지역의 무역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중심국

의 흑자폭 확대에다 재정위기국들의 흑자 전환 또는 적자규모 축소에 기인함. 

- 이탈리아는 1~8월(누계) 기간 중 115억 유로 흑자를 나타내어 지난해 동기의 

적자(-40억 유로)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스페인, 그리스 및 포르투갈은 여

전히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적자폭은 축소됨. 그러나 일부 남유럽 국가들

의 무역수지 개선은 수출 증가보다는 수입 감소에 기인함.

▪EU지역의 무역수지 개선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

럽국가들의 선전에 기인함. 또한 EU지역의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는 이전소득을 

제외한 상품․소득․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흑자를 나타낸 데 기인함. 

▪남유럽국가들의 무역수지 개선은 EU지역 내 난제 가운데 하나인 국가별 불균형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다만 무역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남유

럽국가들의 수입 감소는 내수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만큼 충분히 회복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자료: 주유럽연합대표부(2013.11.01)

자료 작성: 이혜은 연구원, 윤성은 연구원, 서강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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