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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기식품 인증제도❙김명호

일본 유기농업 인증제도❙김기흥

중국 유기식품 인증제도❙전형진

2014년 1월호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기획주제로 「유기농식품 인증제도」를 선정하고, 미

국, 일본, 중국의 관련 인증제도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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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

김  명  호
(한국식품연구원 산업지원연구본부장)

1. 유기식품 개요1)

  유기식품은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여 공급되는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음

식물을 말하며, 이는 유기농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농축산물과 이들을 원료로 사용하

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되는 가공식품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유기식품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미국의 국가유기표준위원회(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NOSB)는 1995년 4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① “유기농업”은 생물다양성과 자원의 생물학적 순환 및 토양의 생물학적 활성도를 

증진시키고 강화하는 생태학적 생산관리 시스템이다. 이는 농장 외부의 투입자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학적 조화를 복원하고 유지하며 강화하는데 기반을 둔다.

② “유기(Organic)”란 유기식품생산법(OFPA)1)에 따라 생산된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용어이다. 유기적인 생산에 대한 원칙적인 지침은 자연계의 생태학적 균형을 강화

하고, 농업 시스템 분야를 전체 생태계로 통합시킬 수 있는 자재와 농업기준을 적

용하는 것이다.

  * (kim4567@kfri.re.kr 031-780-9291). 
 1) Organic Foods Produ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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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기농업 기준”은 생산제품에 잔류물질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대기, 토양 및 수계로부터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된다.

④ “유기식품 취급자, 가공업자 및 판매업자”는 유기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

관리하는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기농업의 1차적 목표는 토양생물체, 식물, 동물 

및 사람으로 구성되는 상호 의존적인 집단의 건강과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 국가유기프로그램의 세부 규정을 정하고 있는 CFR2) Part 205에서는 “유

기적 생산”을 “자원의 순환사용을 고취하고, 생태학적 균형을 촉진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문화적, 생물학적 및 물리적 농업기준을 통합하여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유기

식품생산법과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되는 생산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 농무부 NOP3)가 발간한 소비자용 홍보책자인 Consumer Brochure에서 “유기

식품”은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토양과 수질을 보존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였음을 강조하려는 농업인이 생산한 식품”이고, “유기축산물”은 “항생제 

및 성장호르몬을 투여하지 않은 가축으로부터 얻어지는 식육과 가금육, 알류 및 낙농

품”이며, 유기식품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성분으로 만든 대부분의 농약과 비료뿐만 아

니라 폐수슬러지와 생명공학적 방법 및 전리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생산되는 식

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품에 ‘유기’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국 농무부(USDA)의 유기표준을 충족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을 해당 농업인이 준수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해당 식품이 재배되는 농장이 미국 정부가 승인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식품을 취급하거나 제조하는 회사도 역시 인증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

2. 미국의 유기식품 관련 법규 및 인증제도 개요

2.1. 유기식품 생산 및 인증 관련 법령

  미국 농무부(USDA)는 유기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까지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어 오던 유기식품 인증제

도를 연방정부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1990년 유기식품생산법(OFPA)을 공표하였다. 

 2) Code of Federal Register(연방관보 등재 법령).
 3) National Organic Program in USDA-AMS(미 농무부 농산물마케팅청 NOP국).



세계농업 제161호 | 9

본 법에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관계없이 미

국 내에서 “유기”로 표시하여 유통하는 모든 식품이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국가표준

을 2001년 12월에 CFR Part 205로 규정하여 2002년 10월 21일부터 그동안 주정부 차원

에서 운영되던 유기식품 인증제도까지 통합한 완전한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전면 시행

하였다.

2.2. 유기식품 표준과 인증제도 운영 주체 및 인증현황

2.2.1. 미국농무부 농산물마케팅청((USDA AMS)의 NOP

  유기식품생산법(1990)에서는 미국농무부로 하여금 “유기”로 판매되는 농산품이 일

관되고 통일된 표준에 적합함을 소비자에게 보증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농

산품에 관한 국가표준을 개발하여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기식품생산법과 

국가유기프로그램(NOP) 규정4)은 유기로 표시되는 농산물은 미국농무부가 인정한 주

정부 또는 민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농장이나 취급업소로부터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매출 5,000달러 이하의 유기식품 공급자는 인증이 면제된다.

  이러한 법률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미국농무부는 농산물마케팅청 내에 국가유기

프로그램(NOP)국을 설치하여 그 업무와 함께 인증비용분담 프로그램의 관리와 미국

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신청사항 처리 및 NOP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보급 업무를 전담

하게 하고 있다. 

  NOP국은 2008년 2월 4일에 유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

준개발 및 검토과”, “인정, 심사 및 교육훈련과”, 및 “시행 및 법규준수화과”의 3개과

로 개편되었고, 2011년 현재는 “표준과”와 “인정 및 국제업무과” 그리고 “준수 및 이

행과”의 3개과로 개명하여 32명이 약 620만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준과”는 NOP의 유기식품 관련 국가표준의 관리를 전담하며, 별도로 국가유

기표준위원회(NOSB)를 설치하여 허용물질 및 금지물질에 대한 국가목록의 검토와 자

문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인정 및 국제업무과”는 USDA-AMS내의 “등급 및 검증

과”와 “AMS 축산 및 종축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인증기관 평가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준수 및 이행과”는 NOP직속의 “NOP이의처리 전담팀”과 “AMS 준수 및 분석프로그

램”과 협력 하에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의 이의제기 처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그

림 1 참조>.

 4) National Organic Program Regulation으로 CFR Part 20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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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농무부(USDA-AMS)의 국가유기프로그램(NOP)국 조직도

국가유기프로그램
(National Organic Program)
부국장(Deputy Administrator)

인정 및 국제업무과
(Accreditation &International

Activities Division : AIA Div. )

농산물마케팅청 축산 및 종자
프로그램(AMS LS Program)

등급사정 및 검증과
(Grading & Verification Division)

표준과
(Standard Div.)

국가유기표준위원회
(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NOSB)

AMS 준수‧분석 프로그램
(AMS Compliance &
Analysis Program)
NOP 이의처리팀

(NOP Appeals Team)

준수 및 이행과
(Compliance &

Enforcement Div.)

비용분담프로그램 관리

정보공개법 요구사항 처리

프로그램정보 제공

국가목록의 
물질검토 및 권고 인증기관 평가업무 수행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2.2.2. 유기식품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인정기관과 인증기관

  미국 NOP 규정에 따른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운영 총괄은 USDA-AMS의 NOP가 맡

고 있으며, NOP는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소재한 인증기관에 대한 

적격성평가를 통해 인증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OP는 인증

기관 인정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 인정업무 절차에 대하여 미국국립기

술표준원(NIST)으로부터 ISO/IEC 170115)에 따라 인정기관으로서의 적합성평가를 받아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NOP의 인증기관 지정업무는 원칙적으로 USDA 유기인증을 

하려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NOP가 직접 평가하여 지정을 하지만, 별도로 외국 정

부의 능력을 평가하여 외국 정부로 하여금 인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전 세계 6개 국가에서 20개 이상의 인증기관

이 동 제도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미국 USDA 유기식품표준에 따른 인

증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현재 NOP는 USDA의 유기표준에 따라 유기사업자를 인증할 수 있는 기관으

 5) 2004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적합성평가위원회(CASCO)가 제정한 “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에 대

한 일반요구사항” 표준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KS Q ISO/IEC 17011로 한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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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개의 주정부(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84개의 민간 또는 공공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중 49개는 미국 국내에 소재한 기관이고, 35개 기관은 해외에 소재하고 있

다. 이들 인증기관은 USDA 유기규정에 적합한 사업자에게 독자적으로 유기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NOP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아서 5년마다 재평

가를 받는 방식으로 그 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다.

  NOP인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CFR Part 205에서 정한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해당 절차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며, 신청 시에는 인증기관의 품질경영체

제에 대한 평가신청서(ISO/IEC 17065에 따른 적합성평가용으로 USDA의 품질보증과에

서 평가함)와 NOP 평가용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심

사는 합동으로 진행된다.

  2013년 현재 미국 USDA의 유기식품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전 세계에 

약 30,000개 이상의 사업자가 있다.

3. 유기식품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3.1.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

  NOP 인증기관은 CFR Part 205에서 정한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USDA 인정을 받기 위한 평가과정과 인정지위의 유지를 위하여 필

요한 정보와 문서 및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으로부터 해

당 인증기관의 독립성과 공평성 수준 조사에 필요한 문서에 대한 접근도 허용하여야 

한다. 더불어 NOP 또는 ARC Branch6)의 요청에 따라 인증사업장에 대한 입회심사 수

행을 지원해야 하며, 요구되는 NOP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증기관

은 ISO/IEC 17065 표준에서 정한 일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3.2. 인증기관 지위부여 절차

  NOP규정에 따라 생산되는 농산품의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기관 지위부여 업무는

NOP국의 인정 및 국제업무과7)와 소속 심사검토 및 준수계(ARC Branch)가 담당하며, 

세부 인정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6) Audit, Review and Compliance Branch in USDA-AMS(미국 농무부 농산물마케팅청에서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전담하는 조직).
 7) Accreditation & International Activities Division in AMS(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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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인증기관 지정 신청 대상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 기관은 신청자가 발행하는 인증서 수

와 무관하고, 신청기관의 규모나 특정 협회 소속 여부에 따른 차별성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이 USDA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기

관의 인정은 피부색,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연령, 장애여부, 성적 취향, 결혼 여부 또

는 가족적 지위, 정치적 이념 또는 보호대상 유전정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루어진

다. 다만 미국 국무부가 여행제한 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서 주된 활동을 수행하거나, 

그러한 지역에 소재한 인증기관인 경우 또는 USDA 해당 공무원의 건강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3.2.2. 인증기관의 평가 주기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주기는 5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 기간 동안 AIA과

와 ARC계가 수행하는 인정활동의 형식과 주기는 <표 1>과 같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평가활동의 일정계획은 해당 인증기관의 이전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갱신 

평가는 가능한 한 최초 평가일에 근접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표 1  인증기관의 평가 주기

신청 단계 최초 5년 이후 5년 주기

0 ~ 3 개월
인증기관 신청문서 적합성 검토8)

3 ~ 9 개월
잠정 승인 평가9)

0 ~ 24 개월
최초 평가

24 ~ 36 개월
중간 평가

54 ~ 72 개월
갱신 평가

54 ~ 72 개월
갱신 평가

3.2.3. 인증기관 인정 신청

  인증기관의 최초 인정 신청 및 인정 갱신 신청 시에는 다음의 인정신청서류 일체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1세트와 함께 AIA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CFR Part 205의 §205.503 내지 §205.505에서 요구하는 모든 관련 문서와 절차서 및 

§205.640에서 정한 수수료. §205.503(e)와 관련해서는 다른 인증기관과의 양해각서

를 통하거나 다른 인증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인증되는 사업장의 소재 국가도 

 8) ARC계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
 9) AIA과가 해당 업무 및 최초 5년주기평가와 후속 5년 단위 평가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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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야 한다.

② 인정신청서 2종10)의 원본(대표자의 서명날인 필수)

③ 인정신청 수수료 : 500미국달러(USD)

④ 신청서류 제출처 : 

   주소: USDA, AMS, National Organic Program, Accreditation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Division, 100 Riverside Parkway, Suite 101, Fredericksburg, Virginia  22406. 

   전화: (540) 361-2712

   Email: AIAInBox@usda.gov

  다만 갱신 인정신청 시에는 이상의 사항과 함께 §205.510에 따른 인정서를 자진반납

하거나, 그 인정서를 갱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갱신인정을 위한 신청은 인정서

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신

청하는 인증기관은 인정효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3.2.4. 인증기관 인정 신청서 처리

  인증기관의 인정 신청서 처리는 USDA-AMS의 NOP내 AIA과가 담당하며,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신청서류에 포함되어 제출되었는지, 신청자의 소재지가 여행제한 구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개괄적인 검토를 담당한다.

  AIA과의 검토결과가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그 신청 접수사실을 ARC과에 통보하여 

해당 문서의 적절성 평가를 요청하며, AIA과가 해당 신청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

하면 그 사실을 신청자와 ARC계에 통지한다.

3.2.5. 문서의 적절성 검토

  문서 적절성 검토의 목적은 해당하는 신청인 또는 인증기관의 문서화된 품질매뉴얼

이 유기식품생산법(OFPA)과 NOP 규정 및 NOP가 개발한 NOP 프로그램 핸드북 및 기

타 추가적으로 파악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문서검토는 현장

평가 실시 전에 이루어진다. 이 검토의 적용 범위는 개별 평가의 적용범위에 따라 결

정된다. 최초 신청인 경우의 문서 적절성 검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① 신청인은 지정된 기한 이내에 모든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신청인은 인정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부적합사항과 중

10) 서식은 TM-10CG Application for Accreditation. 및 LS-313 Application for Service.의 2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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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결함사항을 처리해야만 한다. 신청자가 ARC계가 요청한 추가정보에 대응하

지 않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면, ARC계는 정보부족으로 평가를 완료할 수 없

음을 AIA과로 통지한다. AIA과는 이에 따라 문서의 적절성 검토가 정보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ARC계는 문서의 적절성 검토를 완료하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완료보고서를 AIA과에 

제출하며, AIA과로부터 신청서를 넘겨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완료하여야 한다.

③ AIA과는 문서적절성 검토 보고서의 내용과 명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명확

히 하기 위하여 ARC계와 연락한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AIA과는 신청을 반려하거

나 예비인정 평가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3.2.6. 현장 평가

  현장평가의 목적은 인증기관이 기록을 통해 실제 운영 중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품

질시스템을 유지하고, 명시된 기준에 적합하여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

이다. 평가팀은 소재지 사무소와 분소들에 대해 주요 활동과 인증문서철을 복합적으

로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그 판정을 위하여 입회심사도 실시한다.

① 현장평가는 ISO/IEC 17011의 제6항 및 제7항과 NOP Instruction 200011) 및 기타 해

당 문서에 따라 실시하며, §205.508에서 정한 현장평가에 관한 활동도 포함되어서 

이루어진다. 동 평가팀은 선임심사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해당 평가의 범위에 

따라 심사원이나 기술전문가가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최근 2년 이내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인증기관에 종사하였던 직원이나 기

술전문가는 해당 심사팀에 편성될 수 없다. AIA과의 직원이나 ARC계의 직원은 인

정에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거나 제안할 수 없다.

3.2.7. 현장 평가에서의 사무소별 검토

  인증기관이 주된 사무소를 포함해서 다수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문서화된 절

차가 이행되고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충분히 객관적인 정보가 수

집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사무소를 선정한다. 

  평가팀은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는 인증기관의 사무소를 평가하며, 이러한 주요활동

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① 인증기관의 방침결정

11) General Accreditation Policies and Procedures(NOP Instruction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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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리과정 내지는 처리절차 개발과정

③ 계약검토

④ 신청서 검토

⑤ 현장조사 계획수립

⑥ 현장조사 결과의 검토, 승인 및 판정

⑦ 부정적인 조치사항에 관한 판정

⑧ 원자재, 성분재료 및 투입물에 대한 검토, 승인 및 판정

⑨ 표시사항에 관한 검토, 승인 및 판정

  평가팀은 주된 사무소외에도 인정 적용범위에 따른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다른 사무소를 방문하여 예비 인정평가(pre-decisional assessment)를 실시한다.

3.2.8. 최초, 중간 및 갱신 평가

  핵심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무소는 인정 유효기간인 5년 주기로 평가를 받게 

된다. 주된 사무소는 매번 현장평가를 할 때마다 방문조사하고, 다른 사무소는 5년의 

인정주기 동안 전체 사무소가 1회 이상 평가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전체 사무소 수에 

따라 균등 배분하여 선정한다.

3.2.9. 입회심사

  입회심사의 목적은 NOP규정에 따른 사업장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현장 조사원의 능

력과 적격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입회심사는 §205.403의 ⒞, ⒟및 ⒠

에서 요구하는 활동을 조사원이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①평가팀은 현장평가의 일환으로서 입회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입회심사는 불만사항

의 조사와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증 또는 AIA과의 지시에 따라 별도로 실시될 수도 

있다.

②사업장에 대한 입회심사는 실제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범인증을 대상으

로 할 수도 있다.

③ 입회심사의 대상은 해당 적용범위별로 인증 받은 사업장의 수와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인증기관이 복수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경시적으로 전체 

사무소별로 입회심사가 이루어지게 한다. 아울러,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 외부에 대

해서도 입회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적용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단일 사업장

이 이들 적용범위에 모두 해당되면 하나의 작업장만 입회심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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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승인평가 과정에서는 최소한 1회의 입회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최초 평가시

에는 인정의 적용범위별로 하나 이상의 입회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이 생

산자단체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입회심사 대상으로 최소한 1개의 생산자단체가 선정되

어야 한다. 또한, 중간평가 시에는 최소한 2개의 입회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적용범

위와 인증사업장의 지리적 면적을 토대로 인증사업장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자단체를 인증하는 인증기관인 경우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생산자단체에 대해 

입회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10. 인증서류철 검토

  평가팀은 현장평가 기간 동안 전체 및 부분적인 인증서류철을 검토한다. 전체파일 

검토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검토해야만 하고, 부분검토인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파악된 확인사항에 따라 검토할 항목을 심사원이 결정하여 검토한다.

① 문서철(예; 서명된 계약서, 최신본의 유기시스템계획서, 현장조사보고서, 판정표, 

라벨 승인사항, 인증서 사본 및 기타 해당문서)이 완전하고 최신본으로 유지되는지

를 확인하여 문서화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인증결정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양의 정보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③ 인증기관이 내린 판정이 해당하는 인증사업자가 제출한 유기시스템계획서의 평가

에 적합하였는지 여부와 사업장의 현장조사보고서가 적합하였는지 여부.

④인증기관이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개별 사업장별로 요구한 모든 필요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었음을 모니터링 하였는지 여부.

⑤ 인증기관이 해당 인증과정에 참여한 인원과 표시사항의 적법성 및 부당한 조치의 

처리와 같은 관련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예비 인정결정 시에는 신청인이 자신들이 문서화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문서철을 선정한다. 또한, 최초 및 갱신 심사 또는 중간평가 시

에는 평가팀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토할 인증서류철을 선정한다.

①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활동의 적용범위 종류

②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③ AIA과에서 검토하도록 요청한 문서철

  현장심사에서 검토해야 하는 문서철을 선정하는 양은 최초 및 갱신 심사 시에는 

<표 2>에 따라 결정하고, 중간평가 시에는 <표 3>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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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초 및 갱신평가 시의 인증서류철 검토 수량

인증사업장 수 검토대상 인증서류철 수

100 이하  7 ~ 10개 파일, 그 중  6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101~ 240 11 ~ 12개 파일, 그 중 10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241 ~ 400 13 ~ 15개 파일, 그 중 10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401 ~ 1,000 16 ~ 20개 파일, 그 중 10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1,000 초과 21 ~ 25개 파일, 그 중 10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표 3  중간평가 시의 인증서류철 검토 수량

인증사업장 수 검토대상 인증서류철 수

100 이하  5 ~  7개 파일, 그 중 5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101~ 240  8 ~ 10개 파일, 그 중 6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241 ~ 400 11 ~ 12개 파일, 그 중 6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401 ~ 1,000 13 ~ 15개 파일, 그 중 6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1,000 초과 16 ~ 20개 파일, 그 중 6개는 전체검토 대상이어야 함

3.2.11. 예비 인정 평가

  예비인정 평가는 신청인이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평가기준

을 준수하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평가팀은 주요 활동사

항을 검토하고, 입회심사를 실시하며, 인증서류철을 검토한다. 이 평가는 문서적절성 검

토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되고, 문서 적절성 검토 및 현장평가가 병행 실시된다.

3.2.12. 최초 평가

  최초평가는 인증기관이 모든 시정조치의 이행상태와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

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인증기관이 평가기준의 적용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적격

성을 유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최초 평가는 인정일자로부터 2년 이

내에 실시하며, 문서의 적절성검토와 현장평가가 병행 실시된다.

3.2.13. 중간 평가

  정상적인 경우, 중간평가의 적용범위에는 인증기관의 주요 활동 검토와 시정조치의 

이행상태 및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포함되며, 입회심사와 인증서류철 검토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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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타 AIA과가 지시한 모든 다른 활동이 이루어진다.  중간평가는 정상적인 경우 

인정갱신 일로부터 24 ~ 36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최초 인정 후 5년 동안은 실시하

지 않는다. 중간평가 시에도 문서의 적절성 검토와 현장평가가 병행 실시된다.

3.2.14. 갱신 평가

  갱신평가는 인증기관이 모든 시정조치의 이행상태와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또한 인증기관이 평가기준에 대한 적격성을 유지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갱신 심사는 인증기관의 인정일자로부터 약 6개월 이전부터 

12개월 후까지 실시되며, 역시 문서적절성 검토와 현장평가가 병행 실시된다.

3.2.15. 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와 승인

  평가보고서는 평가팀이 평가에 관한 세부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AIA과로 제출한다. AIA과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사

본을 인증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때 부적합 사항이 파악되면 부적합보고서를 발

행하고, 인증기관이 규정된 기간 내에 시정조치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부적

합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최초 또는 중간 평가인 경우에는 인정사실을 

바로 통지하며, 예비 인정 및 갱신평가에 관한 보고서인 경우에는 인정위원회로 송부

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게 된다.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인증기관은 AIA과가 요구한 시한 이내에 충분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여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AIA과는 인증기관의 시정조치 보고서를 검토하

여 해당 부적합이 적절히 처리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시정조치 완료보고서가 작성되면, 사본을 인증기관에게 통지하며, 시정조치의 이행

상태와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현장에 대한 시정조치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정위원회는 예비 인정평가 및 갱신평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AMS청장에게 인정에 

관한 최종 판정결과에 대한 권고문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AMS 청장은 인정 여부를 결

정하게 된다. AMS 청장이 인정여부를 결정할 때는 §205.506⒜⑶에 따라 제출된 정보

와 평가보고서, 인정위원회의 권고문 및 기타 관련 문서의 검토를 통해 결정한다. 최

초 인정은 청장이 결정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고, 갱신인정은 이전 인정의 만료일로

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한다. AIA는 이 사실을 인증기관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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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증기관의 인정범위 확대, 축소 또는 인정업무 정지와 인정 취소

  인증기관은 인정범위의 확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증기관

이 AIA과에 인정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인정범위 

확대를 결정하기 전에 문서 적절성 검토와 예비 인정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인증기

관은 인정범위의 축소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AIA과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AIA과는 그 신청을 검토하여 청장이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서를 작성하여 청장

의 승인을 받으면 즉시 인증기관의 인정서와 인증을 받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정보

가 적용범위 축소를 반영하여 갱신된다.

  인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정지 또는 폐지된 인증기관은 §205.665에서 정한 요구사

항을 준수해야만 한다. 

  인증기관이 NOP 규정에서 정한 인정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면 NOP 국장은 

§205.665에서 정한 부적합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NOP인정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인증기관은 AMS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의사

를 전달하여 인정을 반납해야 한다. 인정지위를 반납하려는 인증기관은 다른 인증기

관에게 그 인증사업자를 양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유기제품 인증절차와 방법

  NOP규정에 따른 유기제품의 인증은 전 세계 모든 곳의 농장이나 취급시설이 USDA 

유기규정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하는 활동이며, 그 검증은 USDA-AMS의 NOP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담당한다.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USDA의 유기로고와 “유기”라는 표시를 하

여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인증대상은 농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사료 또는 섬유제품이다.

4.1. 인증 대상 

  미국의 NOP규정에 따른 인증대상은 다음 4가지 제품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작  물: 식품용, 가축용 사료, 섬유 또는 경작지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재배 및 

수확되는 모든 식물.

② 축산물: 식품이나 식품용 원료, 섬유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동물.

③ 가공품: 단순 처리하여 포장한 것(예; 썰은 당근)이나 배합하여 가공한 후 포장한 

제품(예: 수프)과 같은 처리 또는 제조 가공한 모든 가공품으로 섬유(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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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까지 포함.

④ 야생작물: 인위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장소에서 자라는 식물.

  실제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로 표시 또는 표현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인증대상 사업

자는 유기제품을 재배, 취급 또는 가공하는 대부분의 농장이나 사업체가 해당된다. 특

정 제품이나 그 성분재료가 “유기”라는 것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도 최종제품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5,000달러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인증이 면제

되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USDA 유기로고를 표시할 수 없다.

4.2. 전환기간 등의 인증조건과 절차

  원료성 유기상품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모든 토양에는 직전 3년간 금지된 물질이 

사용되지 않아야만 하고, 이 3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품을 “유기”로 표시 또는 

표현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USDA 유기로고 또는 인증기관의 로고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전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장

이나 사업체가 NOP 유기규정에 따라 생산물을 관리하기 위한 “유기생산계획서” 또는 

“유기취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그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관리를 하고 

있어야 하며, USDA가 인정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일반

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인증기관이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요

구하는 일체의 정보이다.

① 인증대상 사업장의 세부 내역(지리적 위치, 면적, 시설 등)

② 이전 3년간 해당 토양에 투입된 물질의 이력사항

③ 재배, 사육 또는 가공되는 유기제품의 종류와 내용

④ 사용되는 물질과 적용되는 생산 또는 제조 가공기준을 나타낸 문서화한 유기시스

템 계획서(OSP)12)

  유기제품의 인증을 위한 절차는 먼저, 생산자나 취급자가 유기시스템 계획서를 확

정하여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에게 신청서와 인증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해당 시스템 계획서가 USDA 유기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

청서를 검토한 다음에 현장 조사원이 신청인의 현장에서 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인증

기관에 제출하면 인증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러한 인

12) Organic System Plan : 유기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준과 물질을 명시하는 계획서로 해당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됨을 검증하
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모니터링 기준, 기록관리 시스템 및 유기제품 및 비유기 제품의 혼입방지기준, 제품과 금지물질과의 접

촉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등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세계농업 제161호 | 21

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갱신 심사를 받아서 인증효

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인증절차와 갱신절차는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미국 USDA-AMS의 NOP국은 4가지 유기 제품군별로 세부 인증지침서를 작성하

여 인증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4.3. 인증 현황

  현재 NOP로부터 직접 인정을 받은 84개의 인증기관(49개 기관은 국내 인증기관이

며, 35개는 외국에 소재한 인증기관임)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체는 2012년 기준으

로 총 25,022개의 유기생산 및 취급사업자이며, 이 중 17,749개가 미국에 소재한 사업

자이고, 7,273개는 외국 소재 사업자이다. 2011년 말까지 인증 농장수는 9,140개로 총 

매출액은 35억3천만 달러였고, 유기가공품 인증사업자는 526개 사업장으로 매출액은 

1억2천만 달러였다.

5. 미국의 유기식품관련 무역협정 현황

  미국 농무부가 운영하는 국가유기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되는 유기식품의 해외수출

과 외국에서 생산되는 유기식품의 미국 내에서의 유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NOP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농무부는 유기식품 수출입과 관련해서 3가지  

방식의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5.1. 수출협정

  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식품에 대하여 미국 NOP인증을 받은 제품을 수출

대상국 정부가 자국 인증제도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동 협약을 체결한다. 동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특별한 요구조건은 수출되는 유기식품의 선적증명서에 해당 국

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표시를 하되, 실제 제품은 NOP 인증로고를 부착한 

상태로 수출한다.

  동 협정은 2013년까지 일본 및 대만의 2개국과 체결하여 유지하여 왔고, 2014년부터

는 일본과 상호동등성 협정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현재는 대만 1개국과의 협약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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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정 협정

  인정 협정은 외국에서 생산된 유기식품이 미국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협정이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유기식품은 NOP규정에 따라 NOP 

인증을 받아 인증로고를 부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다. 이를 위한 해외소재 인증기

관도 원칙적으로는 미국 USDA AMS청장으로부터 직접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자국에서 생산되는 유기식품에 대해 NOP규정에 따른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원활한 교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별 국가정부의 신

청을 받아서 그 적격성을 평가한 후에 외국 정부기관이 직접 자국 내에 소재한 인증

기관을 평가하여 NOP규정에 따른 인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제도가 인정협정이며, 당사국 정부 간의 합의를 통해 협약이 체결된다. 2013년 

말까지 USDA AMS가 외국정부를 NOP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덴마크, 일본, 인도, 영국, 이스라엘 및 뉴질랜드 등 

6개 국가이다. 그러나 2013년 7월부터 EU와 상호동등성 인정 협약이 발효되었고, 2014

년 1월부터 일본과의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실질적인 인정 협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국가는 인도와 이스라엘 및 뉴질랜드의 3개국이다.

5.3. 동등성 협약

  미국 농무부가 수출을 위해 체결하는 수출협정이나 자국으로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관리를 위하여 체결하는 인정 협정은 모두 미국 NOP중심의 단 방향 협정이었다.   

WTO체제 하에서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서로 다른 국가 간, 제도 간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동등성을 인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양국 간의 교역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상호 동등성 

인정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9년 6월에 캐나다 유기식품제도와 상호동등성 협정을 체결한 

이후, 2012년에는 EU와 상호동등성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에는 일본과 상호동등

성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3개 국가와 상호동등성 협약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6. 맺음말

  미국의 유기식품 시장은 2010년 이후 세계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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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전반을 미국 농무부가 주도하여 일원화된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6월 2일부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유기식품의 관리일원화가 2014년 1월 1일부터 일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농업의 유지발전과 유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육성

을 위해서는 미국의 인증제도 운영체계 전반을 벤치마킹하여 인증절차와 기준 및 세

부 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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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기농업 인증제도 *

김  기  흥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특임연구원)

1. 일본의 유기농업운동13)

  일본에서 유기농업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195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기에 

의한 근대화농업의 폐해로서 농약문제, 공해문제 등 환경오염 문제를 들 수 있다. 1956

년에 이미 일본식물병리학회에서 농업기술연구소의 논문에 의해 유기수은계농약이 볏

짚과 왕겨에 잔류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1959년에는 1956년에 발생한 미나마타병

의 원인이 메틸수은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농약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1966년에

는 중의원 과학기술진흥대책특별위원회에서 ‘농약 잔류독성의 과학적 규명 및 대책수

립에 관한 건’이 결의되었고 1967년에는 농림수산성에서 ‘농약잔류의 긴급대책에 관한 

조사연구’가 개시되었다. 그 결과 1970년에는 농약관리법이 개정(1971년 4월 실시)되어 

BHC, DDT 등의 유기염소계 농약의 사용이 금지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농약문제와 환경오염문제의 발생은 필연적으로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소비

자들의 관심을 증대시켰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단체들이 시장을 거치지 않

고 직접 지방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를 찾게 하였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안전한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요구하게 되었고, 생산자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 (kihueng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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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으로 사용하는 근대농업이 환경부하와 건강에 피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반성으

로 유기농업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를 매개로 이루어진 소비

자와 생산자 사이의 얼굴과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산소제휴(産消提携)라 부른다. 이는 

일본 유기농업운동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는 세계적으로 ‘TEIKEI’로 알려

져 있다. 산소제휴는 ‘공동구입 활동’, ‘직매’, ‘소비자 자급농장’ 등 다양한 형태를 통

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제휴’를 중심으로 한 유기농업운동은 1978년 11월 일본 유기농업운동의 선

구적인 단체인 일본유기농업연구회(1971년 설립)가 개최한 제4회 전국유기농업대회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 방법(제휴 10조)’에서 그 특징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

어 산소제휴를 기본으로 하는 유기농업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2. 유기농업 인증제도의 도입

  일본에서 유기농업의 표시문제가 제기된 계기는 1989년에 발생한 ‘유기농산물 부당

표시문제’를 들 수 있다. 1970년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산소제휴’라는 형

태로 시작된 유기농업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시기에는 ‘대지를 

지키는 모임’, ‘포란 광장’ 등 유기농산물 전문 유통업자가 유기농산물 시장에 진입하

여 시장규모를 확대하였다. 다시 말해 ‘유기농산물’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키워드

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유기농산물’이라는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 이익만을 창출하고자 하

는 자들의 진입 또한 가능하게 하여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유기농산물의 위조표시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얼굴이 보이는 관계인 ‘제휴’가 중심이던 시절에는 표시 그 자체

가 필요 없었지만 유기농산물이 일반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유기농산물임을 밝

혀야 하는 표시가 필요하게 되고 이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1988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농약’, ‘완전유기 재배’ 등으로 부당하게 표

시한 농산물을 적발하였다. 이러한 유기식품의 부당 표시문제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정부는 1989년 ‘유기농업대책실’을 설치하는 등 유기농업과 관련된 환경보전형 농업

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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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1989.5.29 농림수산성내 ‘유기농업 대책실’설치

1992.4.15 유기농업 대책실을 고쳐 ‘환경보전형농업 대책실’

1992.10.1 ‘유기농산물 등에 관한 청과물 등 특별 표시 가이드라인’제정

1994.4.8 농림수산성내 환경보전형농업 추진본부 설치

1994.4.19 전국 환경보전형농업 추진회의가 발족(1995년 제１회콩쿨)

1996.12.16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에 관한 표시 가이드라인’으로 개정

1997.2.28 ‘환경보전형농업 추진 헌장’제정

1999.7.12 식량·농업·농촌 기본법 성립

1999.7.22 JAS법의 일부 개정 (신선식품의 원산지 표시, 유기식품의 표시 등)

1999.7.25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성립 (동년월일 시행)

2000.3.24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의 각의 결정

2000.6 개정 JAS법 시행(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 개시, 등록인증기관의 등록개시)

2000.8.10 인증농업자의 애칭명을 ‘에코파머’로 결정 ‘행동지침’을 책정·다음날 공표

2001.3.1 ‘특별재배농산물에 관한 표시 가이드라인’으로 개정(유기를 삭제)

2001.7
CODEX위원회 ’유기적으로 생산된 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축산물과 관련한 것) 제정

2002.6 ‘유기축산에 관한 검토회 결정’ 공표

2005.7 농림물자규격조사회 총회에 의한’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 개정안 의결

2005.8
농림물자규격조사회 총회에 의한 ‘유기축산물의 일본농림규격’, ‘유기사료의 
일본농림규격’제정안 및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의 일본농림규격’ 개정안 의결

2005.10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의 일본농림규격’ 전부 개정, 
‘유기축산물의 일본농림규격’, ‘유기사료의 일본농림규격’ 제정

2006.12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표 1　환경보전형 농업 관련 정책 추이

자료：농림수산성.

  1992년에는 이러한 부당표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농산물 등에 관한 청과물 

등 특별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유기 등’이라고 표시한 

것이 ‘유기농산물’뿐만 아니라 ‘저농약’까지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는 ‘유기농산물’의 

경계를 애매하게 하였다. 따라서 아직 이 시기에는 유기농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세

워진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96년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 농산물에 관한 

표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이를 통해 1992년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하여 ‘유기농

산물’과 ‘특별재배농산물’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1991년에 CODEX 위원회(FAO/WTO 합동식품규격위원회)에서 

유기식품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에 대한 검토작업이 개시되어 1999년 ‘유기생산식품

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코덱스가 책정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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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은 WTO의 다자간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유기농산물의 기준 및 인증제도를 국제적

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유기

JAS검사인증제도를 서둘러 마련하게 되었고 그 배경에는 일본 유기식품 시장을 개방

하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견이 강하다(桝潟 2008).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1999년에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JAS법)’이 개정되어 유기농산물의 검사인증제도가 JAS법 안에 마련되

게 되었다. 이로써 ‘유기’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제3자 기관으로 등록된 인증기관

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2001년 4월 1일부터 유기농산물의 ‘유기’표시 

규제가 시작되어 유기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표시를 쓰거나 유기JAS마크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벌칙1)이 적용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이 없었으나 개

정 JAS법을 통해 규제의 색이 강해졌다. 

  한편 일본유기농업연구회는 1999년 JAS법 개정 시 참의원 부대결의 제4항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유기농업의 유통형태를 특히 배려할 것’이라

는 조항을 근거로 ‘제휴’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인증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도록 농

림수산성에 요청하였고 그 결과 ‘제휴’는 JAS법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유기’라는 농업기술이 JAS규격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 뉴스레터나 팜플렛, 

주문서, 간판 등에 ‘유기’라고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기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소모되어 시간과 비용2)이 들기에  

이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농가들은 유기인증을 받아 시장을 넓히는 

기회로 삼기도 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경우는 유기인증

을 받음으로써 일본 국내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에 반해 소규

모 농가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게 되어 유기인증을 포기하는 계기로 작용하

였다. 그 대신에 이러한 농가들은 지금까지의 소비자와의 제휴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

로 힘을 쏟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규모 농가들을 중심으로 70년대 유기농업 형태로 회

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유기농업은 인증을 이용하는 부류와 

인증을 포기하고 제휴를 중시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 발전하였다.

  그러던 것이 2006년 12월, 유기농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기농업의 추진

에 관한 법률’(이하, 유기농업추진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 법률은 유기농업에 의한 

 1) 1년 이하 징역 혹은 백만 엔 이하의 벌금. 2014년 1월 현재 100엔=1015원.
 2) 등록인증기관의 하나인 유기농업추진협회의 경우, 개인인증 1ha당 75,000엔의 비용에 검사원의 교통비와 숙박비는 실비로 추

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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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유통, 소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유기농업을 진흥하고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11월 초당파 63명으로 구성된 유기농업추진의원연맹이 발족되어 지속적인 연

구회를 통해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법률안은 일본유기농업학회가 작성한 시안을 토대

로 많은 논의를 거쳐 12월 8일 중의원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성립되어 12월 15

일에 공표․실시되었다. 본 법률의 성립은 오랜 기간 유기농업을 실천해온 유기농업단

체 및 농가들의 노력의 결실로서 이제는 유기농업이 가지는 가치와 역할을 국가가 인

정하고 함께 추진해가야 하는 공통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검사인증제도 개요

3.1. 용어 설명

3.1.1. 등록인정기관3) 

  등록인정기관이란 개정 JAS법에 대해 인증 업무를 적절히 실시할 수 있는 곳으로서 

농림수산대신(‘대신’은 ‘장관’에 해당)의 인증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농림수산성은 

JAS법에 근거해 최저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인증하는 업무를 인증기관에 맡기고 있다. 

2014년 1월 현재 57개의 등록인증기관이 있으며 외국등록인증기관은 18개가 있다.

3.1.2. 생산행정관리자의 인증

  생산행정관리자란 실제로 그 농산물의 생산․행정을 관리하거나 또는 파악하고 있

는 사람으로 생산자, 생산자 그룹, 유통업자 등의 몇 개의 조직을 가리킨다. 신청을 받

은 등록인증기관은 신청자가 농림수산대신이 정한 ‘인증의 기술적 기준’ 에 적합한 지

의 인증을 실시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생산행정관리자’,  ‘소분업자(‘재포장 취급

자’에 해당, 이하 ‘재포장 취급자’)’, ’수입업자’ 등이 있다.

3.1.3. 재포장 취급자의 인증

  유기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재포장에 의해 포장 형태가 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 원래의 포장에 첨부되어 있던 유기 JAS 마크가 재포장에 의해 없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재포장 후의 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재포장

되어진 것에 유기 JAS 마크를 다시 붙일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개정 JAS법에서는 유

 3) 등록인정기관(인증기관에 해당, 이하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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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농산물의 재포장 작업에 대해 적절한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등록인

증기관이 인증하여 이러한 인증을 받은 재포장 취급자만이 재포장 후의 농림물자에 

유기JAS마크를 재첨부하여 ‘유기’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1.4. 해외 유기식품 수입

1) 두 가지 방법

① 외국 생산행정관리자의 유기JAS마크 첨부  

국내의 등록인증기관 혹은 외국 등록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외국의 생산행정

관리자 또는 재포장 취급자가 유기JAS마크를 붙이는 경우. 

② 인증 수입업자의 유기JAS마크 첨부

국내의 등록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수입업자가 유기JAS마크를 붙이는 경우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에만 한정됨).

2) 동등성 요건 변경

  지금까지 위의 두 번째 방법(인증 수입업자의 유기JAS마크 첨부)의 전제로서 일본농

림규격에 의한 표시제도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정

부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혹은 그 복사본을 첨부해야 했다. 그러나 2013년 7월 1일

부터 농림수산대신이 외국의 정부기관에 준한다고 지정한 EU가맹국과 스위스 내 유기

인증기관의 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당 수입업자가 수출국 유기인증제도

를 바탕으로 인증된 해외의 사업자에 대해 유기JAS마크 첨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유기농산물에 대해 JAS 제도와 동등한 등급제도를 가지는 국가로 2014년 1월 

현재 EU 15개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및 스위스, 아르헨티나가 해당된다. 이 경우, 

‘동등한 수준’이란 첫째, ‘표시제도와 그에 따른 적절한 운용의 담보조치’와 ‘표시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제도’가 존재하며 그 내용이 JAS제도와 동등한 수준일 것. 둘째, 대

상이 되는 농림물자에 관한 규격이 일본농림규격과 동등할 것으로 두 요건을 만족시

켜야 한다.

  JAS규격에 적합한 유기농산물가공식품으로 EU가맹국과 스위스에 ‘organic’ 등으로 

표시하여 수출할 수 있는 원재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일본산 원재료로 제한해 왔

다. 그러나 2013년 7월 1일부터 일본의 유기JAS제도와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인정되는 

유기인증제도를 가지는 국가(EU 15개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및 스위스, 아르헨티나)

산 원재료도 사용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2013년 7월 1일 기준 수입처 국내 유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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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행기관이 EU가맹국 및 스위스 유기인증기관 8개소가 추가되어 총 94개로 늘

어났다.

  미국으로의 유기농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1일 당시까지 미국으로 유기농

산물 등을 수출할 경우에는 미국의 유기제도(National Organic Program, NOP)에 의한 인

증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그간의 협의 결과, 미국은 일본의 JAS제도를 기반으로 한 

유기JAS제도를 미국의 NOP와 동등하다고 인정하고 수출시 과정에 대해 쌍방 합의하

였다. 이로써 2014년 1월 1일부터 일본의 유기JAS제도에 의해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organic’ 등을 표시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 분 합의 내용

1
대상범위: 유기JAS제도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생산, 가공, 포장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원재료의 원산국은 상관없음)

2
생산기준: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2005년 10월 27일 농림수산성고지 제1605호), 
유기가공식품의 일본농림규격(2005년10월27일 농림수산성고지 제1606호)

3 발효기일: 2014년 1월 1일

표 2　미국과의 합의 내용

3.2. 인증 과정

3.2.1. 인증기관 등록

  농림수산대신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JAS법이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

를 실시하여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한다.

3.2.2. 인증사업자의 인증

  등록인증기관은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나 가공식품의 제조업자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의 기술적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인증한다. 이러한 인증은 서류

심사 및 실시검사를 통해 이하의 사항들을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① 포장 및 가공공장이 유기의 생산기준(유기JAS규격)을 만족할 것.

②해당 규격에 따라 생산되도록 생산관리나 생산관리기록의 작성이 적절히 이루어지

도록 할 것.

3.2.3. 인증사업자 조사

  등록인증기관은 인증을 실시하는 생산농가나 제조업자가 인증한 후에도 유기JAS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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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바탕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1년에 한번 조사를 

실시한다.

3.2.4. 유기JAS 마크 부착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의 생산농가나 가공식품의 제조업자는 생산 및 제조 과정의 기

록 등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산 및 제조한 식품에 유기JAS마크를 붙여 시장에 공급한다.

3.2.5. 유기JAS 마크 이미지

  유기JAS마크<그림 1 참조>는 태양과 구름과 식물을 이미지화한 것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 화학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계의 힘으로 생산된 식품을 표시하며 농

산물, 가공식품, 사료 및 축산물에 붙여진다. 인증기관명은 그림 아래에 위치한다.

그림 1　유기JAS마크

4. 유기식품별 일본농림규격

4.1. 유기농산물 일본농림규격

4.1.1. 제정 경위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은 코덱스 총회에서 1999년에 채택된 ‘유기적으로 생산된 식

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준거하여 정해진 것으로 농림물자규

격조사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개정JAS법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이 고시하고 있다.

4.1.2. 유기농산물 생산 원칙

  유기농산물 생산은 농업 자연순환기능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적으로 합성

된 비료 및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농지의 자연적인 생산력이 

발휘되고 동시에 농업생산으로 인한 환경부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한 재배법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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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유기농산물 생산 방법 기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준은 ①포장　②재배장 ③채취장　④포장에 파종하는 

종자 및 재식하는 모종 등 ⑤종균 ⑥포장의 비배관리4) ⑦재배장의 재배관리 ⑧포

장의 유해동식물의 방제 ⑨일반관리 ⑩육묘관리 ⑪수확, 운송, 선별, 제조, 세정, 저

장, 포장 그 외 수확 이후의 공정에 관한 관리 등 11개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퇴비 등에 의한 토양 만들기를 실시하고 파종 및 재식 전 2년 이상 및 재배 중에 

(다년생작물의 경우 수확 전 3년 이상) 원칙적으로 화학적 비료 및 농약은 사용하

지 않을 것. 

▪ 유전자변형농산물 종묘는 사용하지 않을 것.

4.2. 유기축산물 일본농림규격

4.2.1. 제정 경위

  유기축산물의 일본농림규격은 2001년 코덱스 총회에서 유기축산물 국제기준으로 

채택되었고,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도 규격제정의 요청에 따라 농림물자규격조사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0월 농림수산대신으로부터 고시되었다.

4.2.2. 유기축산물 생산 원칙

  환경부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 생산된 사료를 공급하고,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동물의 생리학적 요구 및 행동학적 요구를 배려하여 

사양된 가축 혹은 가금으로부터 생산하는 것으로 한다.

4.2.3. 유기축산물 생산 방법 기준

  유기축산물 생산 기준은 ①축사 혹은 가금사　②야외 사육장　③사양 대상이 되는 

가축 혹은 가금　④사료의 급여 ⑤건강관리 ⑥일반관리 ⑦도살, 해체, 선별, 조제, 세

정, 저장, 포장, 그 외의 공정에 관한 관리 등 7개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사료는 주로 유기농산물을 제공할 것.

▪ 야외에서 방목하는 등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사육할 것.

 4) 비배관리란 토지를 기름지게 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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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물질 등을 질병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유전자변형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

4.3. 유기가공식품 일본농림규격

4.3.1 제정 경위

  2000년에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과 함께 유기농산물가공식품의 일본농림규격

이 제정되어 2005년에는 유기축산물의 일본농림규격의 제정에 따라 유기축산물의 가

공식품을 포함한 규격으로 개정되었다.

4.3.2. 유기가공식품 생산 원칙

  원재료인 유기농산물 및 유기축산물이 가지는 특성을 제조 혹은 가공 과정에서 유

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물리적 혹은 생물의 기능을 이용한 가공방법을 이용하여 화

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 및 약제의 사용을 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한다.

4.3.3. 유기가공식품 생산 방법 기준

  ① 원재료(가공조제를 포함)　② 원재료의 사용비율　③ 제조, 가공, 포장, 보관, 그 

외의 공정에 관한 관리 등 3개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이나 약제의 사용을 최대한 피할 것.

▪원재료는 물과 식염을 제외하고 95%이상이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혹은 유기가공

식품일 것.

▪ 약제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된 공장에서 제조할 것.

▪ 유전자변형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

4.4. 유기사료 일본농림규격

4.4.1 제정 경위

  2005년 유기축산물의 일본농림규격의 제정에 따라 유기JAS마크를 부착하는 축산물

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유기사료를 구입할 경우, 유기JAS마크를 부착한 사

료를 입수해야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유기축산물 JAS규격이 제정됨과 동시에 사료도 

농림물자로 정해졌으며 유기사료JAS규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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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유기사료 생산 원칙

  원재료인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유기축산물이 가지는 특성을 제조 혹은 가

공 과정에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물리적 혹은 생물의 기능을 이용한 가공방법

을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합성된 사료첨가물 및 약제의 사용을 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한다.

4.4.3. 유기사료 생산 방법 기준

  ①원재료　② 원재료의 사용비율　③ 제조, 가공, 포장, 보관, 그 외의 공정에 관한 

관리 등 3개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우유, 유기사료 등이 그 포장, 용기 혹은 매출송장

에 인증을 받은 표시가 되어 있을 것.

▪ 유기가 아닌 원재료의 비율이 5% 이하일 것.

▪ 유전자변형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유기인증 현황

  여기에서는 유기인증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자료는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를 

바탕으로 등록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표시를 실시한 유기농산

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및 유기축산물의 2012년도 실적으로 보고받은 수치를 

2013년 12월 6일 현재 집계한 것이다.

5.1. 유기인증 농가수와 면적

  <표 3>은 유기인증 사업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총 생산행정관리자수(농가가 그룹

을 이룰 수 있음)는 3,207개로 그 가운데 유기농산물은 2,130개로 약 66%에 달했으며 

인증을 받고 있는 총 농가수는 3,838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지난 7년간 인증을 받은 유기농가 호수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7

년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 4천 호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기인증제도가 유기농

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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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산행정관리자 재포장 

취급자
수입업자 합계 농가호수

전체 유기농산물

국내 3,207 2,130   842 193 4,242 3,838

외국 1,954 941 219 2,173

합계 5,161 3,071 1,061 193 6,415

표 3　유기인증사업자수(2013년 3월 31일 현재) 

  주: 농가호수는 실제 수보다 적을 수 있음.

자료: 농림수산성.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258 3,319 3,830 3,815 3,994 4,009 3,838

표 4　유기농가수 추이
 단위: 호

자료: 농림수산성.

  <표 5>는 2013년 4월 1일 현재 유기인증을 받은 포장의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전

체 총면적은 9,529ha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경지면적 454만9,000ha(2012년 7월 현재) 

가운데 약 0.22%에 그치고 있다. 유기인증 포장 중에서는 보통밭이 50.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논이 33.0%로 많았다. 

합계
（①＋②＋⑥）

①논
②밭（③＋④＋⑤）

⑥그 외
③보통밭 ④과수원 ⑤목초지

합계(ha) 9,529 3,149 6,365 4,778 1,077 510 16

비율(%) 100 33.0 66.8 50.1 11.3 5.4 0.2

표 5　유기JAS인증 포장 면적(2013년 4월 1일)

  주: 1) 논이란 담수설비와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경지를 말함. 밭이란 논 이외의 경지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밭으
로 불리는 보통밭 외에 과수원과 목초지도 포함한다. 그 외란 버섯재배를 위한 채집장 등을 말함.

     2) 전환기간 중인 것도 통계조사의 대상으로 함.

자료: 농림수산성

5.2. 유기식품 국내 및 외국 인증 실적

  <표 6>은 유기농산물의 국내 및 외국 인증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외국에서 인증

된 유기농산물은 주로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나 그 이외에도 외

국에서 소비되는 것과 일본 이외에 수출되는 것 그리고 유기가공식품 이외에 식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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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 인증
외국 인증

전체 일본국내 출하수량

채소 42,463 153,665 20,671

과실 2,524 71,312 11,534

쌀 10,314 14,965 199

보리 859 15,348 712

소바 102 531 158

대두 1,306 92,773 9,042

기타 콩류 360 13,351 1,187

잡곡류 50 98,127 189

깨 1 1,076 461

녹차 2,167 3,004 0

그 외 녹차 60 1,732 299

커피 생두 0 4,565 1,837

땅콩류 3 16,525 2,056

사탕수수 0 342,246 0

곤약 504 1,490 0

야자 과일 0 79,291 0

버섯류 124 48 0

뽕잎 114 0 0

식물종자 6 11,906 3

향신채소, 향신료원료품 17 844 176

단풍나무 원액 0 15,143 2

기타 농산물 285 1,410 115

합계 61,258 939,351 48,640

표 6　유기농산물의 국내 및 외국 인증 실적

단위: 톤

  주: 1) 외국에서 인증된 부분(그 가운데 일본국내출하수량 포함)에는 외국에서 유기 JAS 인증사업자가 유기 JAS 인증을 실시하는 것 

외에 동등성을 가지는 국가에서 유기 JAS제도와 동등한 제도에 기반하여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유기마크를 표시하여 국내에 수
출하는 것을 포함.

     2) 단 녹차의 총생산량은 농림수산성 통계부 공표치인 주산지 16부현 합계치.

자료: 농림수산성.

로 가공되는 것도 포함된다. 

  국내에서 인증된 유기농산물은 총 61,258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에서 인증된 

유기농산물은 총 939,351톤으로 국내 유기농산물의 약 15배에 달한다. 그 가운데 국내로 

출하되는 즉 수입되는 수량은 48,640톤으로 국내 총 물량의 약 79%에 이르며 이는 수입

농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유기농산물의 어려운 실정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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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면 국내에서 유기농산물로 유통되는 땅콩류와 깨는 거의 수입산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대두가 국내생산량에 비해 약 6.9배, 과실이 국내생산량의 약 4.6배, 그 외 콩류

가 약 3.3배, 그 외 녹차가 약 5배 많은 양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은 국내 총생산량과 유기농산물 인증수량(표 6과 동일)을 비교하고 있다. 총

생산량과 비교한 유기농산물의 비율은 전체 평균 0.24%에 그치는 수준임을 알 수 있

다. 녹차의 비율이 약 2.5%로 가장 높았으며 대두와 채소는 전체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총생산량 유기농산물 인증수량(국내) 유기의 비율

채소 11,974,000 42,463 0.35%

과실 3,027,000 2,524 0.08%

쌀 8,692,000 10,314 0.12%

보리 1,030,000 859 0.08%

대두 236,000 1,306 0.55%

녹차 85,900 2,167 2.52%

기타 농산물 150,000 1,627 1.08%

합계 25,194,900 61,258 0.24%

표 7　국내 총생산량과 유기농산물 수량(2012년도 현재) 

단위: 톤

  주: 1) 총생산량은 2012년도 식료수급표에 의함. 
      2) 유기농산물 수량은 표4의 수량과 동일하며 실적순으로 보리 이하 농산물은 그 외의 농산물에 포함. 
자료: 농림수산성.

 

  <표 8>은 유기가공식품의 국내 및 외국 인증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외국에서 인

증된 유기가공식품은 외국에서 소비되거나 일본 이외에 수출된 것도 포함한다. 국내 

물량은 총 86,078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 물량은 총 170,125톤으로 국내 물량에 

비해 약 2배가 많다. 외국 인증량 가운데 일본 국내로 출하되는, 즉 수입되는 수량은 

48,119톤으로 전체 물량의 약 28%에 해당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설탕과 파스타류, 당밀은 대부분이 수입산임을 알 수 있으며 냉동채소와 병, 캔에 든 

채소는 국내산에 비해 수입산이 약 20배 가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식품은 유기농산물(61,258톤)보다 유기가공식품(86,078톤)이 약 1.4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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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 인증
외국 인증

전체 일본국내 출하수량

냉동채소 132 8,636 2,594

채소병/캔 74 10,117 1,771

채소 삶은 것 1,039 17,983 14,125

채소 음료 1,704 5,026 1,758

기타 채소 가공품 1,307 2,215 2,013

과실음료 1,819 5,118 2,167

기타 과실 가공품 442 2,156 995

차 음료 2,728 0 0

커피 음료 878 117 37

두유 34,651 1,744 1,744

두부 18,374 0 0

낫또 1,123 0 0

된장 1,979 367 367

간장 3,771 207 23

식초 718 203 154

밀가루 72 283 283

기타 맥분 12 25,209 24

파스타류 7 8,211 1,258

쌀 가공품 781 62 20

기타 곡류 가공품 567 2,929 681

깨 가공품 549 280 280

땅콩 제품 160 1,594 1,276

기타 콩류 제조품 3,968 917 617

건면류 106 108 106

녹차 1,458 1,180 6

기타 차 251 2,235 1,632

커피콩 2,118 2,689 947

땅콩류 가공품 999 5,896 3,716

곤약 1,718 100 95

식용식물유지 181 21,710 1,674

설탕 14 31,195 4,950

당밀 5 5,813 995

향신료 9 309 280

우유 609 1,180 0

축산물 가공식품 28 7 0

기타 가공식품 1,726 4,328 1,534

합계 86,078 170,125 48,119

표 8　유기가공식품의 국내 및 외국 인증 실적

단위: 톤

자료: 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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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사료의 경우 국내에서 유기인증을 받은 것으로는 유박의 양이 349.0톤으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후사료가 234.4톤, 옥수수가 138.7톤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고>. 외국에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는 농후사료가 11,829.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옥수수가 1,255.0톤, 목초가 795.7톤인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국내 인증 외국 인증

목초 0.0 795.7

기타 조사료 12.0 0.0

옥수수 138.7 1,255.0

대두 2.6 88.8

기타 곡류 36.7 0.0

겨류 0.9 0.0

유박 349.0 100.0

기타 농후사료 234.4 11,829.7

합계 774.4 14,069.1

표 9　유기사료

단위: 톤

  주: 실적이 있는 것만 나타냄.

자료: 농림수산성.

  유기축산물의 경우, 생우유의 비율이 전체의 약 98%로 가장 많았다<표 10 참조>. 

돼지는 국내에서 유기인증을 받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기인증을 받은 

외국의 유기축산물도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국내 인증 외국 인증

소 1.2 0.0

닭 26.2 0.0

계란 55.8 0.0

생우유 3,684.1 0.0

합계 3,767.4 0.0

표 10　유기축산물

단위: 톤

  주: 실적이 있는 것만 나타냄.

자료: 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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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유기인증제도를 통한 교훈과 향후 과제

6.1. 비인증 유기농가 추이

  일본의 유기인증제도는 근본적으로 유기농업을 종합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1980년대 후반 유기농산물이 붐이던 시절 발생한 부당

표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마련되어 표시 및 기준 만들기를 위한 인증제

도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정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기농업

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제4장

에 소개했듯이 인증농가수의 증가가 주춤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표 4 

참조>. 그렇다고 실제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정체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며, 이

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 3월 농림수산성에서는 ‘유기농업 기초 데이터 작성 사

업’을 NPO법인 MOA자연농업문화사업단에 의뢰하여 유기JAS인증을 받지 않고 있는 

유기농가의 실태를 처음으로 전국 규모로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유기농업인’ 정의에 있어 유기농업추진법에 근거하여 유기농업을 ‘화

학비료, 화학합성농약, 유전자변형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정의하고, 유

기농업인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①재배의 주된 포장에서 

유기JAS가 인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②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것. ③ 농가(경지면적이 10a이상의 개인 세대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15만 엔 이상인 개인 농가)일 것. 단 3년 이내에 신규취농하여 위

의 ①, ②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④ 과거 1년간 유기농업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실적이 있을 것. 3년 이내의 신규취농자에 한해서는 판매가 예정되어 있

을 것. ⑤ 유기농업을 실시하고 있는 농지는 고정적일 것 등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1차 조사로서 각 도도부현(‘도’에 해당)의 유기농가수를 다음과 같

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2005년 농업센서스를 근거로 각 도도부현 가운데서 농

가수와 경지면적이 20% 이상이 되도록 무작위로 시정촌(‘시, 군’에 해당)을 선택하였다. 

조사대상은 유기JAS를 취득하지 않은 유기농가이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원 59명이 농정국,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농정과, 보

급지도센터, 농업위원회, JA(농협), 유기농업관련단체 등으로부터의 정보, 기존의 유기

농업자 및 직매소 정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 후, 조사원

이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직접 농가 인터뷰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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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발견된 유기농가 가운데 600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속성조

사를 실시하였다(유효회답수 95.5%).

  조사 결과 전국의 비인증 유기농가수는 7,865호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조사 기준을 완화한다면 더 많은 수의 농가가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이 숫자는 같은 해인 2009년도 현재의 유기JAS인증 농가수(3,815호)와 비교하

면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과거 5년간 인증농가의 

증가율은 4천호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해 비인증 농가는 매년 약 20%씩 꾸준

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 제휴와 유기인증

  일본의 유기농업은 유기인증제도의 추이만으로는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반대

로 이것이 일본 유기농업의 독특한 실정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197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인증제도를 대신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

뢰관계를 바탕으로 직접 만나는 제휴는 그 형태와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전히 일

본 유기농업 발전의 큰 축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ure, 지역

이 지지하는 농업),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AMAP(Associations pour le Maintien d’une 

Agriculture Paysanne, 농업과 농민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 스위스의 ACP(Agriculture 

Contractuelle de Proximite, 생산자와 소비자 근접 계약 농업) 등 그 이름은 각각 다르지

만 지역의 농가와 농업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연대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제3자 기관에 의한 유기인증을 대신할 만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를 인증

하고자 하는 PGS(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s, 참가형인증시스템)을 장려 중이다. PGS

는 유기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 즉 생태계의 보전과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지속성

과 사회적 공정 등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며 보다 지역에 초점을 두고 신뢰, 사

회적 네트워크, 지식의 교환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적극적

인 참가활동을 통해 생산자를 인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유기

농업운동을 추진해온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PGS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PGS의 움직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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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이면에는 아무래도 제3자 기관에 의한 유기인증이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

련된 유기인증제도는 본래 유기농업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가치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안전농산물’이라는 성능을 중심으로 한 품질 정보만을 중시하게 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 개념에는 인권이나 환경에 대한 배려와 같은 윤리 품질(中

嶋 2004)도 있으며, 예를 들면 저개발국의 아동노동의 억제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

한 공정무역(Fair trade)상품,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등도 

윤리 품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윤리적 요소의 포함 여부는 인증제도에 따라 다른데, 커피의 여러 인증제도에는 생

산자의 노동조건이나 최저 생활수준의 유지, 환경을 배려한 농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요소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윤리적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것이 곧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 등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최근 영국에서는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erism)’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상품과 서비스를 윤리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행동을 말하며 이러한 소비자들은 인간적 권리(human rights)나 동물복지(animal 

welfare), 환경보호 등을 중시 여긴다.

  이제 유기인증도 화학비료나 화학합성농약의 사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윤

리적이고도 다양한 요소들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유기인증농산물과는 차별성을 가지

는 브랜드 이미지를 모색해 보는 일도 괜찮을 듯싶다. 

  이는 국가가 정한 유기인증은 기본으로 두고도 가능한 일이며 유기농업을 통해 지

역활성화를 추진하려는 지자체나 각각의 인증기관, 농가그룹 단위에서도 실천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독자적이고도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소비자를 확보하는 

일로 연결되어 결국에는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감히 제

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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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

전  형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유기식품 개념5)

  중국에서 농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유기식품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개념이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공식적으로 개념이 정의된 용어는 유기산품(有机产品; Organic products)이다. 중국의 

유기산품에 관한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인 ‘GB/T 19630-2011’은 유기농업과 유기산

품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먼저 유기농업은 “특정한 농업생산 원칙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유전자 변형을 거쳐 

획득한 생물 또는 그 생산품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합성한 농약, 비료, 생장조

절제, 사료첨가제 등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법칙과 생태원리를 따르고 재배업

과 축산업의 균형을 추구하며 일련의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을 사용하여 지속적이고 안

정적인 농업생산체계를 유지하는 농업생산방식”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유기산품

은 “유기산품 중국국가표준에 따라 생산, 가공, 판매하여 인류의 소비와 동물의 식용

을 위해 제공된 생산품”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준용하면 중국의 유기식

  * (hjchon@krei.re.kr +86-10-6344-29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

제도 (전형진, 2012)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 및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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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중국 국가표준 GB/T 19630-2011에 근거하여 유기산품 인증을 받은 식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국의 유기식품은 제조․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농산물 형태와 가공품 형태

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선농산물 형태의 유기

농산물과 가공품 형태의 유기가공식품을 구분하고 각각 상이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

하였다. 그러나 201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014.1.1. 시행) 제정을 계기로 중국과 같이 신선농산물 형태와 가공품 형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1)

  중국의 유기식품과 한국의 유기식품은 생산과정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투입재나 

식품첨가제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념상의 차이는 없다.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된 전환기 유기식품 인증을 포함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B/T 19630-2011은 “유기산품 국가표준에 따라 관리

를 시작한 시점부터 생산자와 생산물이 유기인증을 획득하기까지의 시간”을 전환기로 

정의하고 있다. 

  전환기는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먼저 경종업(耕種業)의 경

우 1년생 식물은 파종 이전 24개월, 다년생 사료작물은 유기사료 수확 이전 24개월, 사

료작물 이외 기타 다년생 작물은 수확 이전 36개월이 최소 기간이다. 다음으로 축산업

의 경우 육용우 12개월, 양 및 돼지 6개월, 젖소 6개월, 육용 가금류 10주, 산란용 가금

류 6주 등이다.

  중국에서 품질안전 관리 대상 농산물은 크게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녹색식품은 화학합성 물질의 사용 방식에 따라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

는 A급과 사용을 일절 금지하는 AA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화학합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AA급 녹색식품은 유기식품과 동일시되고 있다. 다만, 유기식품은 

인증의 근거가 되는 표준이 기본적으로 국제표준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AA급 녹색식

품은 국제표준을 참고하기는 했지만 중국의 자체적인 표준이 보다 강조된 국내표준이

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1) 이 법률은 유기식품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

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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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의 품질인증 대상 농산물 개념 비교

구분 개념 정의

유기산품
(유기식품)

유기
생산, 가공, 판매과정이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인류가 소비하고 동물이 식용할 수 있
는 생산품(국가표준 GB/T19630-2011)

유기전환
국가표준에 따라 관리를 시작한 때로부터 유기인증을 획득하기 이전 기간인 전환기
(conversion)에 생산 및 가공된 생산품(국가표준 GB/T 19630-2011) 

녹색식품

AA급

생산지역의 환경이 산지환경표준(NY/T 391)에 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 화학 합성의 
비료, 농약, 수의약, 사료첨가제, 식품첨가제 및 기타 환경과 신체건강에 유해한 물질
을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유기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하고, 생산품의 품질이 녹색식
품 생산품표준에 부합하며,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AA급 녹색식품 표지의 사
용을 허가받은 생산품(각종 녹색식품 표준) 

A급

생산지역의 환경이 산지환경표준(NY/T 391)에 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 녹색식품 농자
재 사용준칙과 생산조작 규정의 요구에 의거하여 엄격히 화학합성 농자재의 사용량
을 제한하며, 생산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생산품표준에 부합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인
증을 거쳐 A급 녹색식품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생산품(각종 녹색식품 표준)

무공해농산물

산지환경, 생산과정, 농산물 품질이 무공해농산물 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하
며, 인증에 합격하여 인증서를 획득하고 무공해농산물 인증 표지의 사용을 허
가받은 가공을 거치지 않았거나 단순가공한 식용 농축수산물([무공해농산물관
리방법] 제2조)

자료: 《無公害農產品管理辦法》; GB/T19630-2011(有機產品); NY/T 391-2000(綠色食品產地環境技術條件).

식
품
의
 
안
전
성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대상

그림 1  농식품 안전성 기준에 의한 중국의 품질인증 대상 농산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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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식품 인증제도 개요

  중국의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과 유기식품을 아우르는 단일한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품질인증 대상인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별로 별도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자의 인

증제도는 제도 확립 시기, 목적, 법령 및 표준(standards), 인증기관 및 조직체계, 절차 

및 비용, 표지 등에서 확연히 구별된다. 

  무공해농산물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구매력을 갖춘 고소득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녹색식품 및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고부가

가치의 실현 및 브랜드화가 주요 목적이다. 

2.1. 법령 체계

  유기식품의 인증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법령은 행정법규인 ‘유기산품인증관리

방법(有機產品認證管理辦法)’와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유기산품인증실시규칙(有機產

品認證實施規則)’이다.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은 2004년 11월 처음으로 공포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2013년 11월 개정되어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기산품인증실시규칙’은 2005년 6월 1일 처음으로 공포·시행되었으나, 

2011년 12월 개정되어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들어 유기산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체계를 정비한 

것은 그동안 유기식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미약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신(新)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은 제5조에서 “국가가 통일적인 유기산품 인증제도를 

추진하여 유기산품 인증목록, 표준, 인증실시규칙, 인증표지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고 명시하였다. 이는 “국가가 유기산품 인증 기본규범·규칙, 합격여부 평가 절차, 표

준, 표지 등을 통일적으로 제정한다”고 국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규정한 舊 ‘유기산

품인증관리방법’에 비해 유기식품의 관리감독에 관한 국가의 주동적인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

  新 ‘유기산품인증실시규칙’은 소비자들이 유기식품 인증표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유기식품 인증표지 한 장당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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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기산품

인증표지

인증기관

인증표지

인증표지고유번호(긁어서 확인)

인증기관

명칭

고유번호확인사이트

그림 2  중국의 유기식품 위조방지 및 이력추적 라벨

의 고유번호(有机码)를 부여하고 판매하는 최소단위 포장에 인증표지, 고유번호, 인증

기관명이 포함된 라벨을 부착(또는 인쇄)하도록 하였다. 

  新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제33조는 유기식품 인증표지 한 장당 하나의 고유번호

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위조방지 및 이력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발급된 모든 인증표지

에 대해 인증서번호, 인증획득 산품 및 생산·가공기업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다.

  소비자들은 유기식품 구매 시 해당 식품의 포장에 부착(또는 인쇄)된 유기식품 위조

방지 및 이력추적 라벨을 긁어 숨겨진 고유번호를 확인하고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

원회(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CNCA)가 운영하는 중국식품농산물인증정보시스

템(中国食品农产品认证信息系统) 홈페이지(http://food.cnca.cn)에서 진위여부를 바로 확

인할 수 있다. 인증표지 고유번호는 모두 17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앞 3자리 숫자는 

인증기관 고유번호, 다음 2자리 숫자는 인증을 획득한 연도 그리고 나머지 12자리 숫

자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표지 수량과 관련된 숫자이다. 이 고유번호를 통해 소비

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인증서번호, 인증유형, 인증산품명칭, 상품명칭, 산품포

장규격, 인증표지사용방법(부착 또는 인쇄), 인증서유효기간, 인증기관명, 인증획득생

산기업명 등 9가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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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식품농산물인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소비자들이 이 고유번호를 입력하

여 유기식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가짜로 판명되면 곧바로 신고하도록 신고

전화(12365, 12315)를 안내하고 있다. 

  新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은 舊 버전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유

기산품수입 관련 조항이 추가되고 벌칙 조항도 강화되었다. 총칙(1장), 인증실시(2장), 

유기산품수입(3장), 인증서 및 인증표지(4장), 관리감독(5장), 벌칙(6장), 부칙(7장) 등 총 

7장 6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보다 앞서 개정된 新 ‘유기산품인증실시규칙’은 목적과 

범위, 인증기구에 대한 요구사항, 인증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인증근거, 인증절차, 인

증후 관리, 재인증, 인증서 및 인증표지의 관리, 정보보고, 인증비용 등 10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유기산품 인증서 및 유기전환산품 인증서 기본 양식, 유기산품 

판매증 기본 양식, 유기산품 인증서의 고유번호 규칙, 유기산품 인증표지 고유번호 규

칙을 첨부하였다. 

2.2. 표준 체계

  중국에서 농산물 품질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의 기술적 근거인 표준

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2) 중국 최초의 유기식품관련 표준은 舊 국가환경보

호국이 2001년 12월 25일 공포(2002.4.1 시행)한  환경보호부문 표준 HJ/T 80-2001(유기

식품기술규범)이다. 

  중국은 유기산품 관련 국가표준을 제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부터 제정을 추

진한 끝에 2005년 1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국가표

준 GB/T 19630-2005을 제정하였다(2005.4.1 시행). 이 표준은 2011년 12월 한차례 개정

되어 2012년 3월 1일부터 GB/T 19630-2011이 시행되고 있다. 

  이 표준은 유기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유기산품(有機產品; organic products)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산, 가공, 판매과정이 유기산품 국가표준 GB/T 19630에 부

합하는, 인류가 소비하고 동물이 식용할 수 있는 생산품”으로 정의하였다.3) 이는 국제

적으로 유기수산물, 유기임산물, 유기섬유, 유기종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생산품에 대

 2) 중국 [표준화법標准化法](주석령 제11호, 1988.12.29 공포, 1989.4.1 시행)은 표준을 국가표준, 업종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 4가

지로 구분하고(제6조), 국가표준과 업종표준은 다시 강제성표준과 비강제성표준으로 구분한다(제7조). 강제성 국가표준과 농업업
종표준은 각각 GB×××-××××, NY×××-××××, 비강제성 국가표준과 농업업종표준은 각각 GB/T×××-××××, 
NY/T×××-××××로 표시함.

 3) 이 표준에서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에 대한 정의는 HJ/T 80-2001(유기식품기술규범)의 정의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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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유기목재(organic timber)를 활용한 장난감, 침대, 의자, 

탁자 등과 유기면화(organic cotton)를 이용한 잠옷, 양복, 내의, 면가방과 유기향수, 화

장품 등이 인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의 유기산품 국가표준은 IFOAM, CODEX, EEC2092/91 등 국제표준과 미국 NOP, 

일본 JAS 등 국가표준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생산(GB/T 19630.1-2011), 가공(GB/T 

19630.2-2011), 표지 및 판매(GB/T 19630.3-2011), 관리체계(GB/T 19630.4-2011) 등 모두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인증기관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은 유기산품 인증을 “유기산품 인증기관이 본 방법의 규정

에 의거하여 유기산품 인증규칙에 따라 유기산품의 생산, 가공, 판매 활동에 대해서 

유기산품 국가표준에 부합하는지 합격 여부를 평가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3

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CNCA)는 ‘유기산품인

증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유기산품 인증 활동의 통일적인 관리와 감독 업무를 총괄하

는 최고의 기관이다. 

  지방정부의 품질기술감독국(質量技術監督)과 각 지역의 출입국검사검역국(出入境檢

驗檢疫局)은 지방의 인증관리감독기관으로서 관할 행정구역내 유기산품 인증활동에 

대해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한다.

  유기산품의 실질적인 인증업무는 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中國合格評定國家認

可委員會; CNAS)가 인가하고 CNCA가 비준한 국가급 및 민간 전문인증기관이 실시한

다. 유기산품 인증을 위한 산지(생산기지) 환경검사와 생산품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

관도 CNCA의 비준을 받아 검사업무를 실시한다. 

  CNCA는 정기적으로 유기산품 인증기관, 산지 환경 검사기관, 생산품 검사기관을 발

표한다. 2013년 말 현재 CNCA의 비준을 받은 유기산품 인증기관은 중국 최초의 유기

식품 인증기관인 남경국환유기산품인증중심(南京国环有机产品认证中心; 舊국가환경

보호총국 유기식품발전중심 검사인증부; OFDC), 농업부의 유기농업운동의 발전 촉진 

및 유기식품 인증·관리 전문기관인 중록화하유기식품인증중심(中綠華夏有機食品認證

中心; COFCC),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설립하고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는 국가급 인증기관인 중국품질인증중심(中國質量認證中心; CQC)을 포함

하여 23개 기관이다. 인증기관 목록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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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의 유기산품 인증기관 목록(2013년 말 현재)

번
호

인증기관명칭 인증 표지

1
중국품질인증중심(中國質量認証中心; CQC) 
http://www.cqc.com.cn

2
항주만태인증유한공사(杭州萬泰認証有限公司; WIT) 
http://www.wit-int.com

3
방원표지인증집단유한공사(方圓標志認証集團有限公司)

http://www.cqm.com.cn

4
광동중감인증유한책임공사(廣東中鑒認証有限責任公司)

http://www.gzcc.org.cn

5
절강공신인증유한공사(浙江公信認証有限公司)

http://zjgongxin.cn.china.cn

6
중식항신북경품질인증중심유한공사(中食恆信(北京)質量認証中心有限公
司)

http://www.zshx.org.cn

7
북경중안질환인증중심(北京中安質環認証中心)

http://www.zazh.com

8 흑룡강성농산품품질인증중심(黑龍江省農產品質量認証中心) -

9
중환연합북경인증중심유한공사(中環聯合(北京)認証中心有限公司)
http://www.sepacec.com

10
북경오주항통인증유한공사(北京五洲恆通認証有限公司)

http://www.bjchtc.com

11
북경중녹화하유기식품인증중심(北京中綠華夏有機食品認証中心)

http://www.ofcc.org.cn

12
요녕방원유기식품인증유한공사(遼寧方園有機食品認証有限公司)

http://www.fofcc.org.cn

13
요녕요환유기식픔인증중심(遼寧遼環有機食品認証中心)

http://www.lnlhcc.com

14
북경오악화하관리기술중심(北京五嶽華夏管理技術中心)

http://www.bjchc.com.cn

15
신강생산건설병단환경보호과학연구소(新疆生產建設兵團環境保護科學研
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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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의 유기산품 인증기관 목록(2013년 말 현재) (계속)

번
호

인증기관명칭 인증 표지

16
서북농림과기대학인증중심(西北農林科技大學認証中心)

http://ylofcc.nwsuaf.edu.cn

17
남경국환유기산품인증중심(南京國環有機產品認証中心)

http://www.ofdc.org.cn
(수출유기산품 인증 업무도 수행)

18
북경동방가화인증유한책임공사(北京東方嘉禾認証有限責任公司)

http://www.jiahe.org.cn

19
항주중농품질인증중심(杭州中農質量認証中心)

http://www.organicteachina.com

20
북경애과새이인증중심유한공사(北京愛科賽爾認証中心有限公司)

http://www.ecocert.cn
(수출유기산품 인증 업무도 수행)

21
남경영목인증유한공사(南京英目認証有限公司)

http://www.imochina.org
(수출유기산품 인증 업무만 수행)

22
북경중합금낙인증중심유한공사(北京中合金諾認証中心有限公司)

http://www.co-ic.com

23
상해색서사인증유한공사(上海色瑞斯認証有限公司)

http://www.ceres-osc.com
(수출유기산품 인증 업무만 수행)

자료: (http://www.cnca.gov.cn)

2.4. 인증 절차

  유기식품의 인증은 산지 인정 및 생산품 인증 범주에 속하는 무공해농산물, 녹색식

품과는 달리 생산품 인증의 범주에 속한다. 유기식품의 인증은 CNAS가 인가한 다수의 

인증기관이 실시한다. 따라서 각 인증기관별로 인증 절차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인증인가조례(認證認可條例)’,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유기산품인증실시

규칙’, ‘생산품 인증기관 통용요구: 유기산품 인증 응용지침(產品認證機構通用要求:有

機產品認證的應用指南)’의 규정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의거하여 “과정 검사

+필요한 생산품과 산지의 환경 검사 및 모니터링+인증 후 감독”이라는 통상적인 유

기식품 인증 모델을 따른다. 

  유기식품 인증의 주요 절차는 ➀ 인증 신청→➁ 접수 및 자료심사→➂ 검사→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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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 표본 채집 및 분석→➄ 현장조사→➅ 종합심사 및 인증 결정→➆ 증명서 발

급→ ➇ 인증 후 관리로 이루어진다.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유기산품인증실시규칙’에서는 인증 업무의 단계별 처리시

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공표한 인증절차에도 업무처리시한

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유기식품 인증기관 및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한 조사 결

과에 의하면 유기식품 인증에는 약 50~60일이 소요된다.4) 

그림 3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 절차(COFCC 예)

신청인

자료
수령

자료
제출

COFCC 심사 및 
검사계획 수립

검사원 현장조사

검사원 조사보고서 작성

COFCC종합심사평가

인원/기술위원회 회의에서 인증결정

인증서 수여 결정

유기식품증서

자료 분류 및 보관

COFCC 예심

자료
보충

검사계약
체결

합격
불합격,
당해연도
재심 불가

인증서 
수여거부

주임
서명․발급

인증표지
사용계약

   자료: 中綠華夏有機食品認證中心(http://www.ofcc.org.cn).

 4) 歐陽喜輝 主編. 2009. 農產品質量安全認證理論與實踐 . 中國農業出版社.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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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증 비용

  유기식품의 인증 비용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각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수수료 표준에 근거하여 책정한다. 수수료 항목은 신청비, 초심비(初審費), 검사

비, 등록비, 감독검사비 등이 있다. 이 중 신청비는 500위안, 초심비는 1,500위안, 20ha 

기준 검사비는 6,000위안, 등록비는 1,800위안, 감독검사비는 600위안, 생산품 검사비는 

1,800위안이다. 유기식품은 산지환경에 대해 기업이 환경배경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지환경 검사비는 없다. 인증 획득 후 제2차 연도부터 신청

인이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비와 초심비는 면제되며, 검사비도 처음 신청 

시보다 적어 일반적으로 4,500위안이다. 생산품 추출검사비용은 인증기관이 부담한다. 

표 3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비용 비교

단위: 만 위안

인증 유형 인증 비목
인증 기간

연평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무공해
농산물

산지환경 검사
생산품 검사
표지 부착

0.4
0.1
1.44 1.44 1.44

0.1
1.44 1.44 1.44

합 계 2.0 1.44 1.44 1.54 1.44 1.44 1.54

녹색식품

인증비
산지환경 검사
생산품 검사 
표지사용

0.8
0.4
0.16
0.1 0.1 0.1

0.8

0.1 0.1 0.1

합 계 1.46 0.1 0.1 0.9 0.1 0.1 0.46

유기식품

신청비
초심비
검사비
등록비
감독검사비
생산품 검사비

0.05
0.15
0.6
0.18
0.06
0.18

0.45
0.18
0.05

0.45
0.18
0.05

0.45
0.18
0.05

0.45
0.18
0.05

0.45
0.18
0.05

합 계 1.22 0.68 0.68 0.68 0.68 0.68 0.77

자료: 歐陽喜輝 主編. 2009. ｢農產品質量安全認證理論與實踐｣. 中國農業出版社; 中國農產品質量安全網
(http://www.aqsc.gov.cn).

  <표 3>은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 시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한 것이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공해농산물의 인증 비용이 가장 높은데 이는 ‘무공해농

산물관리방법’이 인증을 받은 무공해농산물은 반드시 생산품에 무공해농산물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유기식품 인증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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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자문기관에 자문을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연간 1만 위안의 

자문비용이 소요된다. 만약 이 자문비용을 인증비용에 포함하면 유기식품 인증 비용

이 가장 높다. 

  녹색식품의 인증비용이 가장 낮은 것은 녹색식품의 “정부 추동(推動), 시장 운용”이

라는 인증제도 운용 메커니즘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엄격한 

수수료 표준을 제정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농업부 산하 기

관으로서 인증비용 징수는 인증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영리목적이 

아니다. 

2.6. 인증 표지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표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중국 국가표준 GB/T 19630.1-2011과 GB/T 19630.2-2011에 근거하여 생

산․가공된 유기산품 인증표지이다. 중국의 유기산품 인증표지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

한 국가표준 GB/T 19630.3-2011(유기산품 제3부분: 라벨링과 마케팅)은 인증표지를 중

국유기산품과 중국유기전환산품으로 구분하였다<그림 3 참조>. 유기전환산품은 국

가표준 GB/T 19630-2011에 따라 관리를 시작한 때로부터 유기인증을 획득하기 이전 

기간인 전환기(conversion)에 생산 및 가공된 생산품을 의미한다. 

그림 3  중국의 유기산품 및 유기전환산품 인증표지

                    중국유기산품                           중국유기전환산품   

  두 번째는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국가표준 GB/T 19630-2011 또는 자체의 유기표준

에5) 근거하여 발급하는 인증표지이다. <그림 4>는 중국의 대표적인 유기산품 인증기

 5) 예를 들면 남경국환유기산품인증중심(南京國環有機產品認證中心; OFDC)이 2009년 4월 제정한 'OFDC유기인증표준有機認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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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 북경중녹화하유기식품인증중심(COFCC), 남경국환유기산품인증중심(OFDC), 항주

중농품질인증중심(OTRDC)의 인증표지이다.

그림 4  중국 주요 인증기관의 유기산품 인증표지 및 인증서 예 

          COFCC                              OFDC                                OTRDC

標准'(2009.7.1 실시)이 있음. OFDC는 2003년 2월 14일 IFOAM의 인가를 획득했고, OFDC유기인증표준은 IFOAM의 기본 표

준과 동등성을 인정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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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 및 시사점

  중국의 유기식품은 개념적으로나 인증제도 상으로도 국제표준(global standards)에 근

접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해 기타 국가들의 유기식품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기준의 친

환경농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증관련 법령체계도 주요 친환경농업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단일 법령체계하에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의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중국은 우리나라와 주요 친환경농업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

증기관 인정(認定), 인증기관의 심사 및 인증,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

리 등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인정기관과 

인증기관의 역할이 엄격히 구별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인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이 인증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인증업무를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은 친환경농업 선진국과 우리나라 모두 단일 기관

인데 반해 중국은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인증 주무기관이 서로 다른 다

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공해농산물과 녹색식품만 농업관련 주무부처인 농업부

에 속한 농산물품질안전중심(AQSC)과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OGFDC)이 주무기관이다. 

유기식품은 농업부와 무관한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가 주무기관이다. 이

는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이 보다 폭넓은 유기산품(有機產品) 인증의 범위 내에서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녹색식품과 유기식품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주도가 되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농민을 조직화하

여 생산, 가공, 유통을 일체화하는 ‘기업+농가’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 녹색식품 또는 유기식품 인증은 주로 농가가 결합된 생산기지를 확보

하고 생산, 가공, 유통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커

다란 특징이다.

  유기식품산업을 비롯해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견인에 의해 빠

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 중국에서 녹색식품 및 유기

식품산업은 향후 내수시장 유망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시장 유망 분야로도 인

식되고 있다. 중국이 현재와 같은 기업주도의 인증과 생산, 유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중국 친환경농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지닌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이 국내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며, 국내 친환경농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친환경농업(고품질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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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우리나라 농업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산업은 ‘기업+생산기지+농가’ 유형의 계열화된 생산 경영시

스템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족농 또는 

소규모 생산자조직에 기초한 소규모 생산 경영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생

산 경영구조와 차이가 있다.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개별농가 단위로 영위되고 있는 우

리나라의 친환경농업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중국은 유기식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식품

안전 관련 최상위 법률인 「식품안전법」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일

련의 조치를 통해 중국산 농식품의 품질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국내외적으로 형

성된 부정적 이미지도 쇄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산 농식품은 

중국산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해온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유기식품산업이 제도정비를 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

하고 전반적으로 식품안전성도 크게 개선되는 경우 양국 간 농식품의 품질경쟁력 격

차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산 농식품의 품질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중국

산과의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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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종자시장 동향과 전망 *

박  기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세계 종자시장 규모6)

1.1. 시장규모 추이

  종자산업은 농작물 생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 중의 하나로 우량종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농작물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농업부문의 원천산업이

다. 과거에는 농업 규모가 크지 않아 자가채종 중심으로 종자 수급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세계적인 농기업화 진전으로 종자의 대량 구매가 요구되어 우량종자의 생산 확

대가 필요하다. 더욱이 종자는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 이후의 유통, 가공, 저장 방

향을 결정하는 특성으로 인해 농자재산업과 가공․유통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 속출, 신흥경제국의 도시화와 소득 향상에 따

른 농작물 소비 증대,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곡물 수급의 불안정 기조가 

확대되고 있어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 종자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종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자가 막대한 부의 원천이 되지는 못

하였다. 그러나 종자산업에 의약 및 재료산업, 나노 기술 등이 접목되면서 종자산업은 

최첨단 융복합산업으로 변모하였고, 이를 적극 활용한 글로벌 기업들은 상당한 부를 

  * (kihwan@krei.re.kr 02-329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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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일례로 세계 최대 종자회사인 몬산토의 2011년 매출 총이익은 

53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 때문에 세계 유수의 거대 글로벌 종자기업은 원천기술

을 선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종자에 투자하고 있다. 몬산토의 경우 R&D 투자

액만 2011년 1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종자시장 규모의 1.7배에 달하고 있다.

  종자산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세계 종자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02년 247억 달러에서 2005년까지 다소 정체하다가 이후 연평균 

8.9%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의 세계 종자시

장 규모는 2002년에 비해 82.1%나 증가한 449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세계 종자시장 규모의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1.2. 국가별 비중 변화

  세계 종자시장을 주도하는 지역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으로 세계 종자시

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북미(25.3%), 아시아․중동

(25.0%), 남미(11.3%)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중동 지역의 

비중 확대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2005년에는 이들 지역이 전체 시장의 29.3%를 차

지하여 유럽(28.8%)과 비슷한 비중을 점유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아시아․중동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최근에는 북미 지역이 크게 성장하여 아시아․중동과 북미

가 전체의 63% 정도(2012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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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권역별 세계 종자시장 규모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유럽 아시아/중동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계

2002
 8,350
(33.9)

 6,178
(25.0)

 6,250
(25.3)

2,794
(11.3)

370
(1.5)

 725
(2.9)

24,667
(100.0)

2005
 7,103
(28.8)

 7,250
(29.3)

 6,250
(25.3)

3,970
(16.1)

490
(2.0)

 643
(2.6)

24,706
(100.0)

2010
 9,442
(23.2)

13,725
(33.8)

12,550
(30.9)

3,378
 (8.3)

500
(1.2)

1,055
(2.6)

40,650
(100.0)

2012
10,780
(24.0)

14,143
(31.5)

14,120
(31.4)

4,393
 (9.8)

500
(1.1)

 989
(2.2)

44,925
(100.0)

  주: (  ) 내는 계에 대한 권역별 비중임.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서 재정리.

  국별 종자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이 2000년대 초부터 계속 1~2위를 기

록 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3위의 종자시장 규모를 유지하였던 일본은 2000년대 중반 

시장규모가 감소하여 6~7위 국가로 전환되었다. 반면, 프랑스가 세계 3위로 부상되었

으며, 브라질과 인도 등의 시장 규모도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상위 5개국의 종자시장 

규모는 2002년 148억 달러에서 2012년 295억 달러로 2배 내외 증가하여 이들 국가의 

비중은 동년 59.1%에서 65.7%로 6.6%p 상승하였다. 상위 10개국의 종자시장 규모 비

중도 2002년 76.8%에서 2012년 79.6%로 높아져 특정 국가가 세계 종자시장을 주도하

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쏠

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는 1~2위를 기록 중인 미국과 중국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데, 미국은 GMO 종자가 크게 확산되면서 종자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게 되었

다.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확

대됨에 따라 기존의 고정종 품종에서 교배종 품종으로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어 종자

시장 규모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 미국의 2012년 종자시장 규모는 2000년 대비 2.1배 

증가한데 비해 중국은 3.3배나 늘어 향후 세계 종자시장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브라질은 제초제 저항성 콩 품종의 재배면적 확대로 시장이 커

지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도 고가의 해충저항성 옥수수와 면화 품종의 재배면적 증가

로 종자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2012년에는 2000년보다 3.3배 신장되었다.1)

 1) 신종수(2012),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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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위 10개국의 종자시장 규모와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02 국가 2005 국가 2010 국가 2012

 1. 미국 5,700  1. 미국 5,700  1. 미국 12,000  1. 미국 12,000

 2. 중국 3,000  2. 중국 3,000  2. 중국 9,500  2. 중국 9,950

 3. 일본 2,500  3. 일본 2,500  3. 프랑스 2,400  3. 프랑스 2,800

 4. 러시아 2,000  4. 프랑스 1,930  4. 브라질 2,000  4. 브라질 2,625

 5. 프랑스 1,370  5. 브라질 1,500  5. 인도 2,000  5. 캐나다 2,120

상위 5개국
합계

14,750
(59.1)

상위 5개국
합계

14,630
(59.2)

상위 5개국
합계

27,900
(68.6)

상위 5개국
합계

29,495
(65.7)

 6. 브라질 1,200  6. 독일 1,000  6. 일본 1,400  6. 인도 2,000

 7. 독일 1,000  7. 인도 1,000  7. 독일 1.261  7. 일본 1,350

 8. 아르헨티나 930  8. 아르헨티나 930  8. 이탈리아 780  8. 독일 1,170

 9. 이탈리아 650  9. 이탈리아 780  9. 아르헨티나 600  9. 아르헨티나 990

10. 인도 600 10. 캐나다 550 10. 캐나다 550 10. 이탈리아 767

상위 10개국
합계

18,950
(76.8)

상위 10개국
합계

18,890
(74.5)

상위 10개국 
합계

32,491
(79.9)

상위 10개국 
합계

44,925
(79.6)

기타 5,717 기타 5,816 기타 8,159 기타 9,153

전체 계 24,667 전체 계 24,706 전체 계 40,650 전체 계 44,925

  주: (  ) 내는 전체 세계 종자시장 규모에 대한 상위 10개국 합계의 비중임.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서 재정리.

2. 세계 종자시장 교역 동향

2.1. 연도별 교역 추이

  세계의 종자 교역 규모는 1970년 10억 달러 정도에 그치다가 2000년에는 35억 달러

로 증가하였으나, 커다란 신장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개발

도상국과 신흥 경제국의 경제성장으로 우량종자 수요가 증대되면서 교역은 급격히 늘

어나 2010년 100억 달러 내외까지 급증하였다.

  교역되는 종자의 품목은 2002년 곡물이 전체의 66.0%, 원예작물 34.0%의 비중이었

으며, 2012년에도 곡물의 교역 비중은 64.4%로 큰 변화 없이 세계 종자의 교역은 곡물

종자 중심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같은 주요 곡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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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 종자 교역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자는 국민의 먹을거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하여 보급하는 시스템이며, 채

소종자는 완전 민간주도형 구조이다. 세계 교역 종자 가운데 채소종자가 차지하는 비

중은 2012년 32.7%로 곡물종자에 비해서는 적지만, 상당량이 교역되고 있어 채소종자 

시장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세계 종자 품목별 교역 비중

                 2002년                                          2012년

곡물
(66.0%)

원예
(34.0%)

   

곡물
(64.4%)

채소
(32.7%)

화훼(2.9%)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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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 국가별 수출입 실적

2.2.1. 수출 동향

  세계 종자 수출은 굴지의 글로벌 종자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미국, 독일과 함

께2) 전통적으로 육종 기술이 뛰어난 네덜란드 등의 국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들 4개국은 연도에 따라 순위 변동은 있으나, 세계 종자 수출의 1~4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점유율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칠레, 헝가리, 캐나다, 이

탈리아, 덴마크 등의 국가도 종자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 중에 있다.

표 3  주요 국가별 세계 종자 수출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03 국가 2005 국가 2010 국가 2012

네덜란드 1,100 미국 922 네덜란드 1,306 프랑스 1,804

미국 829 프랑스 688 미국 1,252 네덜란드 1,583

프랑스 679 네덜란드 684 프랑스 1,240 미국 1,531

독일 270 독일 340 독일 604 독일 727

상위 4개국
합계

2,878
(64.6)

상위 4개국
합계

2,634
(54.8)

상위 4개국 
합계

4,402
(53.3)

상위 4개국 
합계

5,645
(53.5)

카자흐스탄 201 캐나다 215 칠레 329 칠레 388

덴마크 170 덴마크 178 헝가리 253 헝가리 385

이탈리아 165 이탈리아 171 이탈리아 248 캐나다 323

칠레 139 칠레 171 덴마크 234 이탈리아 315

벨기에 93 벨기에 123 캐나다 208 덴마크 265

헝가리 78 멕시코 109 멕시코 185 중국 251

상위 10개국
합계

3,724
(83.6)

상위 10개국
합계

3,601
(75.0)

상위 10개국 
합계

5,859
(71.0)

상위 10개국 
합계

7,572
(71.8)

기타 732 기타 1,203 기타 2,397 기타 2,971

전체 합계 4,456 전체 합계 4,804 전체 합계 8,256 전체 합계 10,543

  주: (  ) 내는 전체 세계 종자 수출 계에 대한 상위 10개국 합계의 비중임.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서 재정리.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는 일본이 2003년 1억 2,200만 달러, 2009년 1억 7,000만 달

러로 그동안 가장 많은 종자를 수출하였지만, 2010년부터 중국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

 2) 세계 10대 종자기업에는 미국의 Monsanto, DuPont, Land O’Lakes, Dow AgroScience가 있으며, 프랑스의 Group Limagrain, 

독일의 KWS AG와 Bayer Crop Science가 있다.



세계농업 제161호 | 73

하였으며, 2012년에는 1억 4,500만 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쳤다. 반면, 중국의 경우 종자

수출 실적이 2005년까지 8,000만 달러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수출액이 증가하여 

2010년 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2억 5,100백 달러로 세계 10위의 종자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 종자 교역의 중심인 곡물종자의 경우 2012년 68억 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이중 

프랑스가 전체의 21.2%인 14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이 13.7%인 9억 달

러, 독일은 6억 달러로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헝가리와 캐나다가 각각 5.5%, 

4.7% 등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미국, 독일 3개국의 곡물종자 수출 비중은 

44.2%로 전체 종자수출의 3개국 비중 46.7%보다는 낮아 상대적으로 곡물종자는 비교

적 여러 국가에서 수출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는 전체 종자수출국 가운데 1, 2위를 

기록하는 국가이나, 곡물종자 수출은 전체의 3.8%인 3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세계 곡물종자 국별 수출 실적(2012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주: (  ) 내는 전체 세계 곡물종자 수출금액에 대한 각 국가의 비중임.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서 재정리.

  세계 채소종자의 교역 비중은 33% 정도로 곡물종자에 비해 낮지만, 우리나라의 경

우 채소종자만이 유일한 완전민간주도형 구조이기 때문에 종자수출의 대부분은 채소

종자이다. 세계 채소종자는 네덜란드가 36.4%인 13억 달러를 수출하여 세계 최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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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자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네덜란드의 종자수출 비중이 3.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채소종자 수출비중이 크게 높아 네덜란드는 전통적인 원예작물 중심의 

국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이 미국 15.3%(5억 달러), 프랑스 10.1%(4억 달러) 등의 순으

로 이들 3개국의 채소종자 수출 비중은 61.9%로 전체 종자수출 3개국 비중(46.7%)에 

비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세계 채소종자 수출은 특정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구조

라 할 수 있다.

  아시아 중에서는 일본이 세계 10대 글로벌 종자기업 중의 하나인 Sakada가 있어 채

소종자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였으나, 2010년부터 중국에 뒤처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2012년 중국은 1억 5,800만 달러의 채소종자 수출로 세계 4위 수출국으로 부상한 반면, 

일본은 9,100만 달러로 8위에 그쳤다. 한편, 곡물종자는 프랑스, 미국, 독일 이외에 북

미와 유럽 국가들이 주로 수출하고 있으나, 채소종자의 경우 수출국은 네덜란드와 미

국, 프랑스와 함께 중국,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등 아시아/중동 국가가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림 5  세계 채소종자의 국별 수출 실적(2012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주: (  ) 내는 전체 세계 채소종자 수출금액에 대한 각 국가의 비중임.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서 재정리.

  화훼종자는 세계 종자 교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불과하여 많은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2012년 3억 달러 정도가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종

자 수출은 네덜란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5개국의 점유율이 70.4%로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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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선진국이 수출을 주도하는 구조이며, 특히 세계 최대 화훼 강국인 네덜란드가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5개국을 제외하면, 칠레와 중국이 각각 6.6%, 4.6%

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세계 화훼종자의 국별 수출 실적(012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주: (  ) 내는 전체 세계 화훼종자 수출금액에 대한 각 국가의 비중임.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서 재정리.

2.2.2. 수입 동향

  세계 종자 수입은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종자시장 규모가 큰 국가의 비중

이 높은데, 이들 4개국의 경우 종자수출 1~4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여 세

계 최대 종자수출국이자 수입국이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4개국의 종자 무역

수지는 최근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수입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수출중심의 국가임을 

알 수 있다.

  세계 종자 수입국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미국 다음으로 멕시코였으나, 이후 멕시

코의 수입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러시아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이 2012년 2억 6,800만 달러

를 수입하여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2억 5,100만 달러를 수출하기도 하였

으나,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아 대표적인 종자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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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종자 선진국의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연도 구분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2003

수출  829  270  679 1,100

수입  457  311  391  295

무역수지  372 △41  288  805

2012

수출 1,531  727 1,804 1,583

수입 1,312  700  687  685

무역수지  219   27 1,117  898

  주: 무역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상위 10개국의 종자 수입 비중은 2003년 69.3%에서 2005년 59.4%, 2012년 53.0%로 지

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북미나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종자 수입이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는 경

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 영향으로 고품질 종자수입 증가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주요 종자 수입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표 5  주요 국가별 세계 종자 수입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03 국가 2005 국가 2010 국가 2012

미국 457 미국 506 미국 787 미국 1,312

멕시코 442 멕시코 372 프랑스 616 독일 700

프랑스 391 프랑스 332 네덜란드 577 프랑스 687

이탈리아 335 네덜란드 329 독일 567 네덜란드 685

독일 311 스페인 305 멕시코 372 이탈리아 422

네덜란드 295 독일 301 이탈리아 358 스페인 374

스페인 211 이탈리아 271 영국 317 러시아 373

벨기에 150 캐나다 210 스페인 312 멕시코 355

캐나다 147 영국 134 러시아 287 영국 287

영국 124 벨기에 129 우크라이나 206 중국 268

상위 10개국
합계

3,724
(69.3)

상위 10개국
합계

3,601
(59.4)

상위 10개국 
합계

4,399
(56.1)

상위 10개국 
합계

5,163
(53.0)

기타 1,271 기타 1,974 기타 3,443 기타 4,586

전체 계 4,134 전체 계 4,863 전체 계 7,842 전체 계 9,749

  주: (  ) 내는 전체 세계 종자 수입 계에 대한 상위 10개국 합계의 비중임.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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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 종자시장 전망

3.1. 종자시장 전망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농업생산 및 식량 소비량 증가 전망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Global Industry Analysts, Inc.의 전망에 의하면, 2013년 세계 종자시

장 규모는 2008년 대비 15.5% 증가할 것이며, 2014년은 21.3%, 2015년에는 27.5%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세계 종자시장은 부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구 증가로 인한 인종별 요구 차이 증대, 외식과 간편식이 증가하면서 국가 간 종자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7  세계 종자시장 발전 방향

          자료: 이진만. 2013. “세계 채소종자 시장의 전망과 도전.” ｢GSP채소종자사업단 개소식 및 심포지
엄 자료집｣. GSP채소종자사업단.

3.2. 상업용 채소종자시장 전망

  세계 종자시장은 계속 성장해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 특히 상업용 채소종자

는 연평균 7~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11년 46억 달러에서 2025년 133억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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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상업용 채소종자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종자를 저장하고 채취하던 기존 방식이 상업용 교

배종(hybrid) 종자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개도국 가운데 인도와 중국은 채소종자시

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대도시와 소

비지 주변 채소농지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교배종 종자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자의 품질과 가격도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도 고도성장으로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우량종자의 

사용이 확대되어 채소종자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진국의 경우 새롭고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채소의 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어 종자가격 또한 상승하게 된다.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는 

시설원예 확대를 야기 시키는데, 시설원예는 종자가격의 상승과 함께 우량종자가 요

구된다. 신선 전처리 채소를 소비하는 트렌드로 인해 어린 채소의 재배면적이 증가하

게 되며, 어린 채소는 일반 채소보다 파종량이 많게는 20배까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채소종자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세계 채소종자시장 전망

                                                                                      단위: 10억 달러

              자료: CONTEXT (www.context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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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교배종 종자 가격은 연평균 5~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와 

EEMEA(동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에 강력한 지역기반의 종자기업이 나타나지 않

는다면, 국제적인 가격 상승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종자 가

격 상승은 상업용 세계 채소종자시장 규모가 확대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5년의 상업용 세계 채소종자시장 규모는 2011년에 비해 약 80억 달러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시장 증가분의 41%는 중국에 의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음으로 EU27이 15%, 동유럽․중동․아프리카(EEEA) 지역은 11%, 인도와 중국을 제외

한 기타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10%, 북미 9%, 남미와 인도가 7%를 차지할 전망이다. 

따라서 상업용 채소종자시장의 확대는 59% 정도가 중국, 인도, 기타 아시아/태평양 등

의 지역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9  2011년 대비 2025년 상업용 세계 채소종자 시장 규모 증가분의 권역별 기여

           자료: CONTEXT (www.contextnet.com).

4. 시사점

  세계 종자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 종자시장을 주도하는 국

가는 글로벌 종자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종자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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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개발도상국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세계 10위 내에 아시아 3개

국(중국, 인도, 일본)이 있어 유럽 중심의 종자시장 구조가 아시아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종자시장 규모가 지

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종자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수입이 더 많은 종

자 순수입국이며, 세계 10위 수입국으로 부상 중에 있다. 더욱이 세계 종자시장 규모

는 향후에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시장 확대의 상당부분은 중국이 주

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종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농업은 시장개방 영향과 농가 고령화 등으로 위축되어 있고 종자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출을 도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중국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설정하여 종자수출 확대를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금보다 비싼 수출전략형 종자를 개발하여 2020년 종자수출 2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GSP)사업을 2012년부터 총 4,911억 원

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우량종자의 육종․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특히 종자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에 적합한 종자를 육종 후 수출하는 전략을 마련한다면, 종자산업의 수출산

업화 구축은 물론, 향후 우리나라가 종자강국으로 부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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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종자산업 동향 *

장  재  봉
(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미국 종자산업 일반 현황3)

  미국의 종자산업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준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장추세에 있다. 2017년까지 부가가치 성장률은 매년 평균 

4.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같은 기간 1.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GDP의 성장률을 크게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제정된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에 근거한 바이오연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에 힘입어 지난 5년간 종자

산업은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종자산업 내 기업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2007년 64개였던 종자기업체는 

2012년에 83개로 늘어났다. 유전자변형(GM) 종자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형질

(trait)을 개발한 기업들은 사업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에너지정책법안’과 

2007년의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에 따라 혼합연

료 이용에 대한 목표치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에탄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종

자산업으로의 신규 기업 진출이 예상된다. 세계적인 조사전문기업인 IBISWorld는 2017

년까지 미국 종자산업 내 기업이 94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 (jbchang@yu.ac.kr 053-810-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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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종자산업 수익 및 부가가치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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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IBISWorld.com).

그림 2  미국 종자산업 기업 및 종업원수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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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IBISWorld.com).

  어떤 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가 신제품의 활발한 개발 및 

출시와 이로 인한 시장의 확대이다. 종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 많은 GM 종자들이 개



세계농업 제161호 | 83

발되어 왔고 여전히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른 품종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종자생산기업인 듀퐁(Dupont)은 특수한 지역 및 환경 맞춤형 형질을 보유한 

종자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식량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종자의 수출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종자산업 총 

수입의 25.2%를 차지했던 수출시장은 2012년에는 그 비중이 38.0%로 증가하였다. 

2. 종자 제품과 시장

2.1. 주요 종자

  지금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종자의 대부분을 옥수수와 콩이 차지하였다. 이러한 경향

은 지난 5년간 바이오연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더 심화되었다. 원유가격의 상

승은 대체 연료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져, 바이오연료의 주요 재료인 옥수수

와 콩의 수요증가를 야기하였다. 전통적으로 옥수수와 콩이 미국 종자시장에서 가장 중

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이에 대한 대체에너지원으로서의 바

이오연료 수요확대에 힘입어 이 두 품목 종자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2012년 미국 종자시장 품종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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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IBIS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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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시장에서의 국가별 점유율은 큰 변동 없

이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의 재배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세계 옥수수 재배면적은 1,530만 ha 이었으나 2012년에는 1,760만 ha로 미

국이 전체 재배면적의 21%로 가장 많고 중국이 18%, 브라질이 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  국가별 옥수수 재배면적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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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배면적: 153,479,829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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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ntext Data). 

  지난 10년 동안 미국 옥수수 종자시장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25억 달러 

수준에서 2011년에는 65억 달러를 넘어섰다. 시장규모의 증가와 함께 옥수수 종자가격

도 상승하여 2001년 80달러/MT에서 2011년에는 두 배 증가한 160달러에 육박하였다. 

  생명공학기업들의 수직적 결합은 미국의 종자산업의 지배구조 또한 변화시켰다. 파

이오니아(Pioneer), 데칼(DeKalb), 노스업킹(Northup King), 골든하베스트(Golden Harvest)

와 같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졌던 기업들은 듀퐁(DuPont), 몬산토(Monsanto), 신젠타

(Syngenta)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지배구조의 변화에도 미국 

종자산업의 집중화 정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산업 내 상위 네 

개 기업과 여덟 개 기업의 집중화 정도를 나타내는 CR4와 CR8 수치는 거의 일정하

였다. 예를 들어 산업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는 허쉬만-허핀달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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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국 옥수수 종자시장 규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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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STA.

(Herfiindahl-Hershman Index, HHI)를 살펴보면, 1992∼2008년 동안 미국 옥수수 종자산

업의 평균적인 허쉬만-허핀달 지수는 1,800 수준을 기록하여 옥수수 종자 산업은 집중

화 정도가 비교적 높은 산업임을 의미한다. 

그림 6  미국 옥수수 종자산업 집중도(HHI) 추이: 199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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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MR Kynetecs, various years.

  옥수수 종자시장에서의 빈번한 흡수합병은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변화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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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4년의 경우 파이오니아와 데칼이 각각 미국 옥수수 종자시장의 33%와 12%를 

점유하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반면 나머지 기업들이 5% 이하의 시장점유율을 기

록하였으나 2012년 옥수수시장은 상위 2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약 70%에 달하여 시

장의 집중화가 심화되었다. 

그림 7  미국 옥수수 종자 시장 점유율 변화

        2004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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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STA,  

  1997∼2008년 동안 미국 옥수수시장에 공급된 교배품종은 크게 증가하였다.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거나 기존의 품종이 시장에서 퇴출함에 따라 시장에 공급되는 품종의 

수는 큰 격차를 보였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형질 발견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종자수요의 구조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었으며, 품종의 노화현

상이나 매년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품종은 사라지기도 한다. 

  미국 옥수수 종자시장에서의 생명공학 형질의 증가도 비슷한 추세를 가지고 있다. 

1997년에서 2009년까지의 생명공학 종자개발은 두 번의 특징적인 기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ECB 저항성, 제초제 내성 등을 조합한 9개의 새

로운 생명공학 품종이 개발되었다. 이후 2003년까지는 새로운 생명공학 품종이나 형

질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24개의 새로운 생명공학 품종

이 미국 옥수수 시장에 소개되었다. 다시 말해 1997년부터 2008년 사이에 교배종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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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공학 형질의 개발이 본격화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미국 종자산업의 기술혁신 노력

이 더욱 활발해졌음을 의미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옥수수 종자시장에서 교배종자는 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천연에너지 개발과 함께 에탄올과 같은 바이오연료로 사용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8  미국 교배종 옥수수종자 이용현황

2000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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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 FAS. 

  옥수수, 콩에 이어 미국 종자생산량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종은 면화

이다. 일반적으로 남동부 지역의 농가들은 병해충에 강하고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

는 면화 종자를 선호한다. 지난 5년간 미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면화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면화 종자의 판매도 증가해 왔다. 

  1620년대부터 미국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면화는 200년 동안 남부지역에서 경제적으

로 가장 중요한 농산물이다.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에이커당 200파운드에 불과했던 

생산량은 1930년대 중반부터 품종개량의 영향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2007년에는 에이커

당 880파운드까지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면화 재배면적은 1930년대 초반부터 감소추

세를 보이다가 1960년대 중반에 가장 낮은 재배면적을 기록한 이후 큰 변화가 없다. 

  1970년대까지 대다수 공공육종프로그램이 폐지되었고, 몇몇 프로그램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여 미국 면화 종자시장은 민간기업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였다. 1970년의 ‘식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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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호법(Plant Variety Protection Act)’의 제정으로 민간 육종업체들의 시장진출이 활발해 

졌으나 당시만 해도 신규진입 기업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하였다. 

그림 9  미국 면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1866∼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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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 NASS.

  전통적으로 미국의 면화 종자 산업은 소수의 선도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면화 종자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제한되어 있고 상대적으

로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면화 종자시장의 집중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재배면적이 상

대적으로 작고 종자시장이 지역별, 품종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제한된 육종프로그램만

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미국에는 면화를 생산하는 17개 주들이 ‘면화벨트’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17개 

주들은 다시 남동부, 델타, 남서부, 서부지역 등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4개 지역은 각각 다른 품종을 차별화된 방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생산된 면화의 종류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재배되는 면화의 

97%는 육지목화(Upland cotton)이며 나머지 3%만이 고품질의 피마목화(Pima cotton)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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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마목화는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고 있다. 

  소수의 면화 종자 기업으로 구성된 미국의 면화시장은 흡수합병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대부분의 흡수합병도 시너지효과를 고려한 수평적 형태의 통합이

었다. 예를 들어 델타(Delta)와 파인랜드(Pine Land)는 페이마스터(Paymaster), 슈어그로우

(SureGrow)와 기타 기업들을 흡수 합병하였고, 스톤빌(Stoneville)은 코커(Coker), 저메인

스(Germain’s) 등을 흡수하였다. 

  1996년 처음으로 GM형질을 갖는 면화품종이 개발된 이후 2010년에는 미국 전체 면

화 재배면적의 93%에서 GM면화 품종들이 재배되고 있다. 

그림 10  미국의 GM면화품종 재배면적 비중(%) 추이: 199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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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 NASS.

  생명공학기술의 도입은 면화산업의 중대한 구조변화를 초래하였다. 다른 품종의 종

자산업과 마찬가지로 생명공학기술의 접목으로 흡수합병,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등이 

빈번해 졌다. 아그레보(Agrevo), 베이어(Bayer), 몬산토(Monsanto), 다우(Dow)와 같은 흡수

합병과 합작투자 등을 주도한 다국적 기업들은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

대하였다. 다국적 기업들이 주도한 흡수합병은 산업의 지배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

다. 독립기업이었던 델타(Delta)와 파인랜드(Pineland)는 2007년에 몬산토에게, 스톤빌

(Stonevile)은 2008년 베이어에게 합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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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면화 종자 산업도 집중화와 합병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산업 내 상위 4개 기

업의 시장점유율(CR4)은 1965∼1980년 사이에는 60∼76% 범위에서 변화를 보였으나 

1980년대에는 47∼65% 수준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CR4는 65%에서 95%까지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산업의 집중도를 측정

하는 또 다른 수단인 허쉬만-허핀달 지수는 1965년 이후로 대부분 1,800을 초과하고 

있어 면화산업의 집중도가 높음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에 발생한 델타와 파인랜드

의 페이마스터와 슈어그로우 합병으로 인해 이 시기의 CR4와 허쉬만-허핀달 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11  미국 면화시장의 집중도(CR4, HHI) 추이: 196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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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 AMS.

   지난 20년 동안 면화산업의 집중화 정도는 크게 높아졌으나 2000년 중반 이후 소

폭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의 델타와 파인랜드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몬산토

는 자사의 GM형질에 대한 사용권을 경쟁기업들에게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다. 그 결

과 시장의 주도적 기업인 델타와 파인랜드의 경쟁기업들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어 전체 산업의 집중도는 하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점유율의 증가는 경쟁기업이 보다 분명한 지역 종자시장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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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 중남부지역의 가장 중요한 면화 종자시장에서 델타와 파인랜드의 시

장점유율은 2006년에 72%에서 2010년에는 29% 이하로 하락하였다. 반면 스톤빌(베이

어)과 피토젠(Phytogen)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하였다. 

그림 12  미국 중남부지역의 면화 종자기업의 시장점유율 추이: 2006∼2010

자료: USDA, AMS.

그림 13  미국 중남부지역의 면화 종자시장의 집중도(HHI) 추이: 20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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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화 종자시장은 집중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산업 내 기업들의 경쟁구도의 변

화에 따라 변동폭이 큰 특징을 갖고 있다. 

  밀, 보리, 수수, 건초, 과수, 견과류, 채소류 등의 종자는 전통적으로 미국 종자산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들 종자

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종자의 수요는 몇몇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본질적으로 종자

의 수요는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거시경제 측면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이 사

실이다. 첫째, 농산물의 가격은 농민들의 재배의향에 영향을 미친다. 즉, 옥수수 가격

이 상승하면 옥수수 종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재배면적 또한 늘어난다. 마찬가지

로 종자회사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에 따른 기술변화 역

시 종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변형형질을 가진 유전자를 

가진 ‘통합형질’의 개발은 불리한 재배환경으로부터의 제한을 넘어서게 되었다. 

  미국의 종자산업의 국제무역 비중을 고려할 때 무역가중지수(traded weighted index, 

TWI)로 측정된 미국 화폐가치 또한 종자의 수요를 유발한다. 무역가중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외국 구매자들의 미국 제품에 대한 구매력은 증가하게 되나, 반대로 무역가

중지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미국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경기침체

의 영향에 따른 최근 미국 달러화의 평가절하 현상은 인도와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경

제호황에 따른 수출 판매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자산업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특성상, 계절적 영향과 예측

하기 어려운 날씨로 인해 수요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의 가뭄이나 겨울철의 

혹한은 농민들의 재배 품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우, 전통적으로 재배

해 왔던 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의 종자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2.2. 주요 종자시장

  화석연료의 대체재로서의 에탄올에 대한 높은 수요에 힘입어 옥수수와 콩 재배농가

는 미국 종자산업의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원유가격 상승의 여파로 대체에

너지원 개발은 생산비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는 산업계의 중요한 숙제이다. 옥수수와 

콩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까닭에 현재까지 가장 실용적인 대체 에너지

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에탄올 생산 증가추세 이전에 이미 단위면적당 생산량

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유전자 변형된 품종이 개발되었으나, 최근의 유가 상승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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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용이라는 목적에 특화된 품종의 연구개발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반면, 이러

한 경향으로 옥수수와 콩 가격은 상승하였고 보다 많은 농가들이 옥수수와 콩 종자를 

소비하게 되었다. 지난 5년간 고유가 현상과 미국 정부의 외국 원유의존도 감소정책에 

따라 옥수수와 콩 종자시장은 계속 성장해 왔다. 

  미국에서 생산된 종자의 수출은 2012년 종자산업의 총 수입의 38.0%를 차지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구를 증가시켜 식량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증가된 식량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외 농업부문은 생산량 확대

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병충해와 날씨에 대한 내성을 강화시킨 GM 종자의 생산을 

확대해 왔다. 

  옥수수와 콩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면화, 밀, 수수, 과수, 채소 등 기타 작물의 시

장점유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4  2012년 미국 종자 주요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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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IBISWorld.com).

2.3. 국제무역

  지금까지 미국 종자산업의 무역은 상대적으로 수출이 수입을 앞섰으며, 앞으로도 

수출은 더욱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남미와 아시아 지역의 신흥개발국들의 수요 증가

에 힘입어 종자산업의 총 수입(revenue)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해 왔다. 

외국화폐에 대한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무역가중지수(TWI)는 2007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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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약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 제품의 구매력을 증가시켰다. 지난 5년 동안 수출은 매

년 평균 18.1%씩 증가하여 2012년의 수출액은 47억 달러에 달하였다. 

  수입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 내 수요에서 수입산 종자의 비중은 지난 5년 동안 증

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산업 내 상위 4개 업체 가운데 세 개 업체는 외국계 기업으로 

이들 기업들의 미국 생산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국은 농업생산에서는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종자 수요는 미국에서 생산된 공급량을 앞서고 있어 외

국산 종자를 수입하여 부족한 공급량을 충당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비와 

낮은 규제 등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종자가격은 미국산 종자가격보다 낮아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4.1%씩 수입이 증가하여 2012년 수입은 1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15  미국 종자산업 무역수지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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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IBISWorld.com).

2.4. 주요 사업지역

  미국 종자산업의 집중도는 대평야지역(Plains)이 전체 생산시설의 26.8%가 위치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종자생산을 위한 생산시설은 미국의 농업

생산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특히, 옥수수, 콩, 밀 등 곡물 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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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인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캔자스 지역에 종자생산시설이 많이 위치해 있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둔 몬산토(Monsanto)의 경우, 종자생산시설을 아

이오와에 세 개, 일리노이에 세 개, 네브래스카에 두 개씩 운영 중에 있으며, 캘리포니

아, 인디애나, 미시간 주에 각각 하나씩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구시설을 별도로 아이

오와, 노스캐롤라이나, 하와이, 위스콘신, 코네티컷, 캘리포니아에 두고 있다. 또 다른 

다국적 기업인 신젠타(Syngenta)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아이오아주에 생산시설을 보유

하고 있으며, 베이어(Bayer)는 미주리 주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15  미국 지역별 종자기업 생산시설 및 인구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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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IBISWorld.com)

3. 산업의 경쟁구조

3.1. 시장점유율 집중화

  미국종자산업의 시장점유율 집중화 수준은 현재까지는 중간단계로 분석된다. 산업

내 상위 3개 기업이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몬산토의 비중은 총 

판매액의 40.0%에 달한다. 지금까지의 흡수합병이 지속될 경우 시장점유율의 집중화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종자산업의 선도기업인 몬산토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델타(Delta), 파인랜드(Pine Land), 드루이터(De Ruiter),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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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아니(Cristiani), 아그로데스테(Agroeste), 앨리파티시파코에스(Aly Participacoes), 웨스

트브레드(WestBred) 등 7개 종자기업을 합병시켰다. 신젠타는 2010년에만 미국기업인 

골든하베스트(Golden Harvest), 가스트(Garst), 마리보(Maribo) 등과 합병을 성사시켰다. 

  미국 종자산업은 내외적으로 경쟁요인을 구별할 수 있다. 먼저 내적으로는 단기적 

성과와 생존능력, 신제품 출시, 대체재와의 비교, 시장 확대, 유통서비스, 정부 승인, 

환경적 특성 등이 포함된다. 작물의 성장, 생산량, 품질 등의 종자품질, 고객지원 서비

스, 종자의 유용성, 가격 등은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들이다. 산업 내 선

도기업들의 흡수합병으로 지난 5년간 종자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소유권이 명확한 종자의 개발은 한 국가내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 속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종자시장의 국제시장의 성격으로 인해 종자기업들은 지역적으로 다양화

하고 있다. 

  따라서 몬산토는 자사의 유전자원이나 생명과학기술을 경쟁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

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종자산업의 경쟁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간 발생하지만 

때로는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나 대학 및 연구기관들 사이에도 발

생하고 있다. 

  GM 종자는 주로 외적 경쟁에 직면하는데, 이는 대부분 내성을 강화시킨 대체 종자

와의 경쟁형태를 보인다.  

  미국 종자산업의 진입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단순히 농산

물 생산과정의 부산물로 종자를 생산하지만 선도 기업들에 의한 산업측면의 생산 형

태는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종자의 유전형질에 대한 연구 활동과 종자 현

질의 생명공학적 변화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과학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연

구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여 자본이 뒷받침되는 대규모 기업들에게나 가

능한 것이다. 

  몬산토, 듀퐁, 신젠타, 베이어 등의 기업들은 다국적 거대 기업들로 시장 형태에 상

관없이 수직결합 형태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 시장의 진입조차도 용

이하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시장진입 기업들에게는 정부당국의 규제 장벽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미국 식품의약청(FDA)는 새로운 종자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시험기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정책들은 최종 승인을 받

기 까지 수년의 시험기간을 의무화하여, 새로운 품종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오기까

지 걸리는 기간은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산업의 진입장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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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종자산업 진입장벽 유형과 수준

진입장벽 수준

경쟁 높음

집중화 중간

산업의 성장단계 성장

자본 집약도 중간

기술변화 중간

규제 및 정책 중간

산업 보조 낮음

          자료: (www.IBISWorld.com).

3.2. 종자산업의 국제화

  미국 종자산업의 국제화는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추세는 관련 기업들의 무역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수입의 38%가 무역

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국내 소비의 약 20% 가량을 수입부문이 담

당하고 있어 세계종자시장의 경쟁의 심화를 짐작할 수 있다. 듀퐁, 신젠타, 베이어 등 

세계 종자기업의 상위 업체들의 본사가 유럽지역에 위치해 있다. 

  미국에서의 에탄올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 수요의 성장세는 두 자리 수를 기록

한 반면, 신흥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산업의 국제화 수준은 증

가하고 있다. 수출 판매는 산업의 수익을 크게 증가시켜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8.1%

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남미, 아시아, 중동지역의 인구와 소득증가는 예측하지 못한 

식품 수요와 해외로부터 수입을 증가시켰다. 국제종자시장의 성장세는 향후 5년간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 속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4. 주요 종자기업

  다국적 종자기업인 몬산토는 미국 종자산업에서도 40.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종업원수는 22,000명에 달하며 115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한 몬산토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미국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몬산토는 크게 종자와 유전체 사업과 농

업생산성 사업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종자와 유전체 분야는 국제 종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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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생명공학 분야가 포함되다. 몬산토의 종자제품은 데칼(DEKALB), 애스그로우

(Asgrow), 델타파인(Deltapine), 세미니스(Seminis) 등의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그림 16  2012년 주요 종자기업의 미국 시장점유율

자료: www.IBISWorld.com

  몬산토는 일반 종자는 물론이고 병충해나 제초제 내성이 강화된 GM 형질, 그리고 

옥수수와 유지종자와 같은 상업용 GM 종자를 주로 생산한다. 몬산토는 생산된 종자

제품들을 자체 브랜드나 제3자에게 사용 허가권을 부여해서 직접 시장에 판매하고 있

다. 주요 소비처는 개별 농가, 종자회사, 유통업자, 개별 소매업자, 농업협동조합 등이 

있다. 몬산토는 또한 보조종자처리제품이나 채소류 종자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몬산토는 밀품종의 유전체 전문기업인 몬태나 주의 웨스트

브레드(WestBred)와 브라질의 사탕수수 육종전문기업인 앨리 파티시파코에스(Aly 

Participacoes)를 포함한 7개의 경쟁기업을 합병하였다.

  몬산토의 옥수수 종자와 관련 형질 판매액 증가의 원인은 평균 판매가격의 상승과 

높은 마진을 보장하는 옥수수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콩 재배면적의 증가

와 미국의 수요확대는 콩 종자와 형질의 판매액에 영향을 미쳤다. 2011년까지 몬산토

는 계속해서 신품종들은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고 있으나, 기술력의 격차는 점차 좁

혀지고 있다. 듀퐁(파이오니아), 다우(Dow), 신젠타 등은 몬산토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

한 충분한 기술, 제품, 라이선스 운영, 가격책정전략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기타
38.4% 몬산토

40.7%

듀퐁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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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 파이오니아의 경영성과

단위: 백만 미국달러(Mil. US$), %

연도 수익(Revenue) 변화율
영업수입

(Operating Income)
변화율

2006 1,163.8 N/C 150.9 N/C

2007 1,333.7 14.6 216.7 43.6

2008 1,529.2 14.7 241.8 11.6

2009 1,877.3 22.8 300.4 24.2

2010 2,086.3 11.1 354.7 18.1

2011 2,330.3 11.7 410.4 15.7

자료: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Annual Report. 2012.

표 2  미국 몬산토의 경영성과 

단위: 백만 미국달러(Mil. US$), %

연도 수익 변화율 영업이익(EBIT) 변화율

2006-07 2,730.2 N/C 497.8 N/C

2007-08 3,503.0 28.3 660.0 32.6

2008-09 4,016.7 14.7 908.1 37.6

2009-10 4,186.1 4.2 878.4 -3.3

2010-11 4,720.1 12.8 1,158.3 31.9

2011-12 5,000.0 5.9 1,500.0 29.5

자료: Monsanto Annual Report; (www.IBISWorld.com).

  농산업 분야에서 듀퐁은 파이오니아(Pioneer)의 모회사이다. 파이오니아는 옥수수, 

콩, 유지작물, 수수, 밀, 쌀 등 대부분의 농산물 종자를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다. 특

히, 파이오니아는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잠재적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지역별 맞춤형 

종자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옥수수 종자의 경우, 파이오니아는 가뭄에서도 자라며 토

양의 질소성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종자를 개발 중에 있다. 

   파이오니아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직영 생산 공장이 있으며 제3자

와 계약관계를 통해서도 종자를 개발하고 있다. 기후조건은 종자기업들의 영업실적과 

제품의 수요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파이오니아는 주요 시장에서의 차별화 전

략의 일환으로 여러 해외시장에서 각기 다른 마케팅 브랜드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파

이오니아의 주요 고객은 생산을 담당하는 농가들과 도매상과 농자재상도 포함된다.

  2006∼2011년까지 파이오니아 미국본사의 수익은 연평균 14.9%씩 증가하여 23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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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고성장의 원인은 미국에서의 옥수수와 콩 재배면적의 급속한 

확장과 옥수수와 콩 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파이오니아의 영업수입

은 연평균 22.1% 증가하여 410.4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2000년 노바티스 애그리비즈니스(Novartis Agribusiness)와 제네카 애크로케미칼(Zeneca 

Agrochemicals)과의 합병으로 설립된 스위스의 종자기업인 신젠타는 세계 90여 개국 

26,000명이 고용된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신젠타의 농약과 종자부문의 연간 수입

은 133억 달러에 달한다. 2010년 7월에 신젠타는 다우 애그로사이언스(Dow AgroSciences)

와 생산과 유통부문의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두 기업이 상호 경

쟁하지 않은 나라에서 신젠타가 생산을 다우 애그로사이언스가 유통 책임을 맡는 것

이었다. 2012년 신젠타 미국본사의 수익은 380.0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3.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

  독일의 화학 및 제약회사인 베이어 AG는 연간 수입이 36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베

어어의 작물과학 담당부문은 미국 캔자스시티에 종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4월에 콩, 쌀, 밀 종자를 주로 생산하던 미국의 혼벡(Hornbeck) 종자회사를 합병

하였다. 2012년 베어어의 미국본사의 총 수입은 344.6백만 달러로 시장점유율은 2.8%

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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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표 1  2012년 세계 종자시장 규모

단위: 백만 미국달러(Mil. US$)

국가 가치 국가 가치

미국 12,000 모로코 140

중국 9,950 스위스 140

프랑스 2,800 불가리아 120

브라질 2,625 칠레 120

캐나다 2,120 나이지리아 120

인도 2,000 세르비아 120

일본 1,350 슬로바키아 110

독일 1,170 뉴질랜드 100

아르헨티나 990 우루과이 96

이태리 767 아일랜드 80

터키 750 파라과이 80

스페인 660 포르투갈 80

네덜란드 590 알제리 70

러시아 500 케냐 60

영국 450 이란 55

남아프리카 428 이스라엘 50

호주 400 튀니지 45

한국 400 볼리비아 40

멕시코 350 콜롬비아 40

체코 305 슬로베니아 40

헝가리 300 페루 30

대만 300 짐바브웨 30

폴란드 280 말라위 26

스웨덴 250 리비아 25

루마니아 220 사우디아라비아 20

덴마크 218 잠비아 20

그리스 200 필리핀 18

벨기에 185 에콰도르 15

핀란드 160 탄자니아 15

오스트리아 145 우간다 10

이집트 140 도미니카 7

자료: International Seed Federation(www.worldsee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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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종자산업 동향 *

서  강  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EU 종자산업 개황1)

  2012년 EU의 종자시장 가치는 약 70억 유로(€)에 달함으로써 세계 종자시장의 약 

2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미국(26.7%), 중국(22.1%)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

모이다. 2005년 대비 2012년 연평균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76%가량 증가했으며, 그 중 

유럽연합(EU)의 시장 규모는 45%가량 증가했다. 

  EU회원국 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종자시장 및 식물재생물질(Plant Reproductive 

Material, PRM)1)시장 규모의 합은 EU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중 EU 최대시장

인 프랑스는 세계 4위의 규모를 가지며, EU 종자시장 규모의 약 1/3을 차지한다. 2012

년 기준 프랑스 자국 종자시장 규모는 약 26억 유로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프랑스를 

포함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프랑스를 포함한 5개 회원국이 전체 EU 

종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이상이다. 아래 <표 1> 및 <표 2>의 수치들은 감

자류 종자를 제외한 노지 작물, 채소, 화훼 종자 등을 포함한 시장 규모이다. 

  * (softvalue@krei.re.kr 02-3299-4257).
 1) 농업의 우수성, 생산성, 다양성과 원예, 식량, 사료의 생산, 그리고 환경을 위해 필요한 가장 근본이 되는 물질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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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종자시장 규모  
단위: 백만 유로(€), %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2년’시장

점유율
‘05’대비‘12’년
연평균 성장률

미국 4,582 5,575 6,202 8,159 8,603 9,052 8,621 9,340 26.7 103.8

중국 2,411 3,584 2,919 4,079 4,302 7,166 6,490 7,744 22.1 224.2

EU 4,903 4,972 5,839 5,849 6,511 6,974 6,968 7,106 20.3 44.9

브라질 965 1,195 1,459 1,360 1,434 1,509 1,886 2,043 5.8 111.7

캐나다 442 438 401 374 394 415 395 1,650 4.7 273.3

인도 482 1,053 1,094 1,020 1,075 1,509 1,437 1,557 4.5 223.0

일본 2,009 1,991 1,094 816 896 1,056 1,114 1,051 3.0 ▽47.7

아르헨티나 748 741 693 501 498 453 542 771 2.2 3.1

터키 137 199 255 255 287 302 287 584 1.7 326.3

기타지역 3,148 2,870 2,752 2,599 2,709 2,619 2,888 3,121 8.9 ▽0.9

합계 19,827 22,600 22,711 25,012 26,710 31,054 30,626 34,967 100.0 76.4

자료: EU(2013). The EU Seed and Plant Reproductive Material Market in Perspective. EU. 

표 2  EU회원국의 종자시장 규모 
단위: 백만 유로(€), %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2년’시장

점유율
‘05’대비‘12’년
연평균 성장률

프랑스 1,101 1,537 1,532 2,040 2,294 2,338 2,586 2,179 30.7 97.9

독일 804 796 673 628 811 951 841 911 12.8 13.3

이탈리아 522 621 730 510 513 588 514 597 8.4 14

스페인 241 239 328 306 323 339 323 514 7.2 113.3

네덜란드 241 166 219 204 384 441 420 459 6.5 90.5

영국 458 205 292 272 287 302 323 350 4.9 ▽23.6

체코 121 159 219 204 215 226 219 237 3.3 95.9

헝가리 161 159 219 204 215 226 216 233 3.3 44.7

폴란드 322 207 255 238 186 196 187 218 3.1 ▽32.3

스웨덴 161 123 175 163 172 181 180 195 2.7 21.1

루마니아 - - 161 150 158 166 158 171 2.4 -

덴마크 161 135 182 136 118 140 165 170 2.4 5.6

그리스 113 112 175 163 172 181 172 156 2.2 38.1

벨기에 104 104 139 129 133 140 133 144 2.0 38.5

핀란드 64 82 117 109 115 121 115 125 1.8 95.3

오스트리아 137 135 109 102 108 113 108 113 1.6 ▽17.5

기타 192 192 313 292 308 324 308 334 4.7 74.0

합계 4,903 4,972 5,839 5849 6,511 6,974 6,968 7,106 100.0 44.9

자료: EU(2013). The EU Seed and Plant Reproductive Material Market in Perspectiv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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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U 종자산업 특징 

  세계 다른 지역의 종자시장과는 달리 EU는 주로 ‘비유전자변형(non-GM)’2)작물재배

와 같은 관행적인 재배방식을 고수해오고 있다. 즉 유전자변형(GM)작물 재배는 일부

분으로 EU시장에서 GM 재배방식을 활용하는 기업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한 예로, 몬

산토(Monsanto)사 MON810 GM 옥수수 품종은 상업적으로 재배되며, 주요 재배국으로

는 스페인(116,306ha), 포르투갈(9,278ha), 체코(3,052ha), 루마니아(217ha), 슬로바키아

(189ha)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의 MON810 옥수수 총재배면적은 EU 옥수수 총

재배면적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그리

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의 9개 회원국은 자국에서 MON810 

옥수수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 GM 감자인 암플로라(Amflora)는 2010년에 생산 

및 가공절차권 등을 부여받았지만, 2011년부터는 EU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다. 

표 3  주요 국가의 GM작물 채택 비율

단위: %

품목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브라질

유채 - - 95 -

옥수수 90 - 71 76

면화 90 100 - 50

대두 93 100 65 88

  주: 표 안의 비율들은 대략적인 비율임. 

자료: EU(2013). The EU Seed and Plant Reproductive Material Market in Perspective. EU.

  몬산토사는 세계적으로 GM종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EU에서 몬

산토사의 종자 사업은 거의 대부분 피상적이다. 2013년 7월, 몬산토사는 특별히 동유럽 

지역에서 기존의 종자사업운영방식에 초점을 둘 것이며, EU 내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생명공학 작물 생산(사료용인 MON810 옥수수는 제외)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12년에 바스프사(BASF社) 또한 자사의 GM 종자 생산 활동을 EU밖으로 전향하

여, 북미 및 남미 종자시장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바스프사

는 식물과학(Plant Science) 본사를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전하였다. EU에서 GM 종자

 2) 일반적으로 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해 형질이 전환된 생물체를 유전자재조합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라
고 말한다. 'Non-GM 식품'이란 Non-GMO를 원료로 한 식품을 의미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GMO농산물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재배와 수확, 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의 경우 우리나라는 

3% 미만, 일본은 5%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EU는 그 기준이 0.9% 미만이다<출처: ‘GMO식품표시제도 확대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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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매하지 않는 몇몇 EU 주요 종자 기업들의 활동영역은 제 3국에서 점점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2. EU 주요 종자시장 현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EU의 종자시장 가치는 약 70억 유로인데, 이 중 품

목별 상품가치 비율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EU 종자상품 중 가장 큰 상품가치를 

차지하는 품목은 곡류 및 두류로서 그 비율은 39%이다. 다음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품목에는 옥수수, 감자류 종자, 채소류 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품목이 시장에서 차지

하는 상품가치는 절반이 넘는다.  

표 4  EU종자시장의 품목별 상품가치 비율
단위: %

품목 비율

곡류 및 두류 39

옥수수 26

감자류 종자 14

채소류 11

유지 및 섬유작물 4

사탕무 3

목초류 3

계 100

자료: 유럽종자협의회(ESA) (www.euroseeds.org). 

2.1. 종자 생산

  유럽에서 종자 생산은 2010년 동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악천후 이래로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채소류를 제외한 총생산량은 2011년과 2012년에 전년 대비 각각 2%, 11% 

증가했으며, 재배면적은 2012년에 190ha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에 생산량 증가

가 두드러진 품목에는 유지종자, 옥수수, 곡물류 등이 있으며, 전년 대비 그 증가율은 

각각 33%, 24%, 10%였다. 

  EU에서 종자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품류는 곡물류로 2012년에 약 110만ha이었으며, 생산

량은 380만 톤 이상이었다. 그 뒤를 이어 목초류는 271,720ha, 옥수수는 162,175ha, 유지종자

는 153,776ha, 감자류는 108,100ha, 두류는 54,820ha를 차지하였다<그림 1 및 그림 2 참조>. 



세계농업 제161호 | 107

그림 1  EU의 종자 생산면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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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럽종자인증기관협회(ESCAA) (www.escaa.org).

그림 2  EU 주요 회원국의 종자류 재배면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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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럽종자인증기관협회(ESCAA) (www.esca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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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곡류

  밀은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종으로, 그 재배면적은 559,630ha이며 그 뒤를 이어 보

리(288,300ha), 듀럼밀3)(127,970ha)이 잇고 있다. 

  프랑스와 루마니아는 최대 연질소맥4)종자 생산국이다. 프랑스, 독일, 덴마크는 보리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는 듀럼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

가로 그 재배면적은 72,180ha이며, 그 뒤를 잇는 스페인(26,340ha)과 프랑스(13,735ha)와

는 차이가 크다. 

  옥수수 종자는 80% 이상이 프랑스, 헝가리, 루마니아 등의 3개국에서 생산된다. 그 

중 프랑스는 EU 제 1의 옥수수 종자 생산국으로 재배면적은 70,730ha에 달하며, 세계 

최대의 옥수수 종자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2.1.2. 유지종자류 

  해바라기는 제 1의 유지종자 작물로 2011년 총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8% 증가하여 

38,300ha에 달했다. 프랑스는 EU에서 제 1의 해바라기 종자 생산국으로 그 재배면적은 

14,700ha이며, 스페인(8,690ha), 루마니아(4,320ha)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유채종자의 재배면적은 27,280ha로 그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은 대표적인 유채종자 생산국으로 그 재배면적은 각각 11,780ha, 5,815ha에 달한다. 한

편 이탈리아는 여전히 대두종자 최대생산국으로 그 재배면적은 6,510ha이다. 크로아티

아 또한 주요 대두종자 생산국으로 재배면적은 3,000ha 이상이며 그 규모는 오스트리

아(2,990ha), 헝가리(2,510ha)에 조금 앞선다. 

  해바라기, 유채 종자는 주요 유지종자류 중 하나로 2012년 유채 종자는 2011년보다 

0.2% 증가한 1,920만 톤이 생산된 반면, 해바라기 종자는 710만 톤 생산되었다. 이는 최

근 가장 높은 생산량을 보인 2011년보다 17.6%가 급감한 것으로, 평년기온 이상의 고온

과 평년강수량 이하의 강수량으로 매우 낮았던 단수에 주로 기인한다<그림 3 참조>. 

 3) 듀럼밀(durum wheat): 아프리카 동부 원산으로 건조와 녹병에 강하고 가루가 경질로서 마카로니. 스파게티 등의 제조에 알맞음.
 4) 연질소맥(soft wheat): 단백질은 10% 내외로 낮고, 배젖[胚乳]을 손가락으로 으깨면 간단히 흰 가루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연질

밀이라는 이름이 붙었음. 겨울파종이 많으며, 알갱이의 빛깔은 엷은 황백색 적갈색 등의 종류가 있음.  



세계농업 제161호 | 109

그림 3  EU의 유채와 해바라기 종자의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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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stat(2013). (epp.eurostat.ec.europa.eu).

2.1.3. 목초류

  목초류 종자 재배면적의 68% 가량은 잔디 재배로 그 면적은 183,980ha이다. 라이그

라스류(ryegrass)5)와 페스큐류(fescue)6)의 재배면적은 각각 111,530ha, 40,090ha로서 목초

류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다. 

  라이그라스류 가운데 페레니얼 라이그라스는 2010년에 6만3천 톤이 생산되었고, 

2011년에는 조금 감소한 6만 톤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재배면적의 감소에 기인한다. 

페스큐류 가운데 레드페스큐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2011년 레드페스큐 

생산량은 지난 5개년(2007~2011년) 평균에 비해 20%가량 낮았다. 참고로 2010년 생산

량은 3만3천 톤이었던 반면 2011년 생산량은 2만4천 톤에 불과하였다. 

  한편 덴마크는 잔디류 종자의 주요 생산국으로 총 생산량의 48%를 차지하며, 그 뒤

를 독일(12%), 네덜란드(7.5%), 프랑스(7.1%)가 잇고 있다. 작은 협과(legume)7)식물 종자

 5) 화본과 목초로서 반추가축의 조사료용으로 많이 재배, 이용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써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talian 
ryegrass), 페레니얼 라이그라스(perennial ryegrass)가 있으며 이밖에도 커먼 라이그라스(common rygrass) 등이 있음.

 6) 다년생 화본과 목초로서 유럽이 원산지이며, 초종에 따라 방목예취로 이용가능함.(톨페스큐, 메도우페스큐, 레드페스큐)
 7) 주로 콩과의 식물에 달리는 열매를 협과라고 하는데 꼬투리(莢)라고 부르기도 한다. 꼬투리는 심피에서 발달하고 성숙한 후 건

조하면 두 줄로 갈라지고 씨앗이 방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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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배면적은 77,675ha로 그 비율은 전체 목초류 면적의 29%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주

요 종의 재배 면적이 42,390ha인데, 이 중 28,060ha에서 생산되는 알팔파(alfalfa)8)를 통

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토끼풀(clover)종에서 붉은토끼풀(red clover)9)은 17,690ha, 이집트클로버(Egyptian 

clover)10)는 6,430ha, 화이트클로버(white clover)11) 및 크림손클로버(crimson clover)12)는 

4,500ha 이상을 차지한다. 큰 협과식물 종자류 관련하여서는 베취류(vetch)13)가 주요 종

으로 총 20,680ha의 재배면적을 차지하는데, 스페인의 베취류 재배면적은 EU 전체 베

취류 재배면적의 약 68%를 차지한다. 

표 5  EU회원국별 목초류 및 협과류 종자의 재배면적

단위: 톤

EU상위 10개국 2008 2009 2010 2011 2012 5개년평균

덴마크 72,118 84,672 61,758 59,950 68,706 69,441 

이탈리아 26,074 31,905 29,235 32,110 33,884 30,641 

프랑스 34,531 36,292 29,179 27,435 31,600 31,808 

독일  29,999 31,610 28,895 26,953 29,558 29,545 

스페인  19,012 22,306 26,525 29,584 22,062 23,898 

체코  26,433 24,117 18,956 17,419 19,978 21,380 

네덜란드  16,058 17,779 12,657 10,711 14,665 14,374 

스웨덴  11,982 11,861 13,115 13,110 12,816 12,577 

폴란드 13,956 13,448 13,405 13,293 12,587 13,338 

영국  5,312   5,430   5,256   5,606   6,432   5,607 

합계    255,475   279,422   238,980   236,171   252,287   252,608 

자료: (www.agriculture.alberta.ca).

 8) 청자색의 꽃이 피는 유럽산 콩과식물로 목초로서 재배함.
 9) 6~7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서 붉은 자줏빛의 꽃이 밀집되어 크게 달림. 꽃받침은 종형이고 길이 12~16mm 정도의 꽃잎이 있

음.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원산지는 유럽임. 
10) 경제적으로 중요한 질소고정 콩과 식물이지만 이들의 염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많이 연구되지 못한 종임. 
11)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으로서 줄기는 포복형이고 꼭지 끝에 흰무늬가 있는 3개의 소엽이 붙어 있는 목초임. 
12) 다년생 또는 1년생으로서 줄기는 직립성이며 잎은 3개의 소엽으로 되어 있는 붉은 색 꽃을 가진 두과 목초임.
13) 두과목초에 속하며 덩쿨손에 의해서 다른 물체를 감아 잡고서 자체를 지탱하는 특성이 있으며 널리 이용되는 것은 1년생의 커

먼베취(common vetch)와 헤어리베취(hairy vetch), 그리고 쟈트비켄(saatwichen)등이 있음. 냉랭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수

량이 많고 단백질 함량도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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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EU회원국별 목초류 및 협과류 종자의 생산량 
단위: 톤

EU상위 9개국 2008 2009 2010 2011 4개년평균

덴마크    99,680  61,541 119,357  97,018   94,399 

이탈리아    21,659    14,508  27,372  29,106 23,161 

스페인    16,377    21,457 29,308 28,503 23,911 

독일    20,311    36,057 30,764  25,166 28,189 

프랑스    26,544    28,697 28,399  21,160 26,200 

네덜란드    20,371    18,951  21,948  14,684 18,988 

체코    11,382  8,484   7,192  7,889   8,738 

스웨덴  6,903  6,730   7,661 6,608   6,975 

영국  5,266  5,682  5,515  6,265   5,682 

합계 228,495   202,106 277,518   236,398 `236,244 

  주: 대상 국가는 <표 5>와 동일하나 폴란드는 생산량 수치를 비공개함. 

자료: (www.agriculture.alberta.ca).

2.1.4. 감자류 

  네덜란드는 EU에서 감자 종자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세계 주요 수출국 중 하

나이며, 총 재배면적은 유럽 전체 감자 종자 재배면적의 35%인 37,610ha이다. 프랑스 

또한 EU회원국 중에서는 주요 경쟁국으로 16,740ha의 감자종자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15,510ha), 영국(14,045ha) 등이 뒤를 잇는다. 

2.2. 종자 수출입

  세계 종자 수출액은 2003년에 약 32억9,960만 유로, 2010년에 약 60억8,593만 유로, 그리

고 2011년에는 72억5,912만 유로로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종자 수입액도 2010년 57억1,930유로에서 2011년 66억7,253만 유로로 증가하였다. 2011년 

기준, 프랑스는 세계 1위의 종자수출국으로 약 11억7천만 유로의 수출액을 달성하였고, 네

덜란드는 약 11억 유로의 수출액을 달성함으로써 세계 2위의 종자수출국이 되었다. 

  국제종자연맹(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ISF)에 따르면  종자 산업의 활력에 힘입어 

2012년 세계 종자시장의 총 규모는 약 344억 6,250만 유로에 달했다. EU는 54억 유로

의 수출액(이는 EU시장 매출액의 61%에 해당), 41억 유로의 수입액을 기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13억 유로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아래의 <표 5>와 <표 6>은 각각 2012년 기준의 EU 10대 종자 수출·수입국을 정리

한 것이다. 3대 교역국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으로 이 국가들은 모두 수입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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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이 더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루마니

아 등도 EU 10대 종자 교역국으로 꼽힌다. 

표 7  2012년 EU의 파종용 종자 수출 현황
단위: 톤, 백만 달러

국가
수출량 수출액

노지작물 
종자14)

채소
종자15)

화훼
종자16) 합계 노지작물 

종자
채소
종자

화훼
종자 합계

프랑스 586,289 8,084 287 594,660 1,437 349 18 1,804

네덜란드 119,862 11,596 1,931 133,389 256 1,255 72 1,583

독일 364,117 17,626 726 382,469 930 529 72 1,531

헝가리 100,752 1,600 - 129,768 374 11 - 385

이탈리아 94,722 10,153 76 104,951 198 116 1 315

덴마크 121,140 7,855 117 129,112 221 42 2 265

루마니아 96,750 209 - 96,959 217 1 - 218

벨기에 18,299 675 180 19,154 203 3 2 208

영국 9,940 922 96 10,958 120 21 10 151

스페인 81,100 22,011 - 83,111 94 51 - 145

오스트리아 57,302 45 - 57,347 116 2 - 118

슬로바키아 128,433 - - 128,433 94 - - 94

체코 33,997 191 - 34,188 42 5 - 47

폴란드 61,090 160 47 61,297 42 2 1 45

스웨덴 21,557 345 42 12,944 32 3 1 36

에스토니아 51,642 - - 51,642 35 - - 35

스위스 21,340 22 - 21,362 23 2 - 25

리투아니아 3,837 211 13 4,061 8 2 1 11

크로아티아 7,972 24 - 7,996 9 1 - 10

그리스 6,529 100 - 6,629 8 1 - 9

슬로베니아 4,717 54 - 4,771 6 3 - 9

룩셈부르크 6,559 - - 6,559 8 - - 8

라트비아 10,211 15 - 10,226 6 1 - 7

포르투갈 7,632 77 - 7,709 6 1 - 7

핀란드 21,852 - - 21,852 6 - - 6

아일랜드 7,405 - - 7,405 4 - - 4

합계 2,045,046 81,975 3,515 2,128,952 4,495 2,401 180 7,076

  주: 키프로스와 몰타는 수치가 파악되지 않음. 

자료: (www.worldseed.org).

14) 노지작물 종자는 두류 종자, 곡류 종자, 그리고 특용작물 및 목초류 종자 등을 포함함. 
15) 채소종자는 모든 채소 작물의 종자를 포함함. 
16) 화훼종자는 주로 꽃으로 재배되는 초본식물(herbaceous plants) 및 비초본식물(non-herbaceous plants)의 종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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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12년 EU의 파종용 종자 수입 현황
단위: 톤, 백만 달러

국가
수입량 수입액

노지 작물 채소작물 화훼종자 합계 노지 작물 채소작물 화훼종자 합계

독일 178,954 4,148 744 183,846 590 90 20 700

프랑스 135,980 5,908 406 142,294 540 137 10 687

네덜란드 150,340 15,398 732 166,470 263 373 49 685

이탈리아 206,124 5,539 130 211,793 242 170 10 422

스페인 133,898 7,201 304 141,403 176 197 1 374

벨기에 49,550 2,726 100 52,376 195 31 2 228

폴란드 70,090 915 166 71,171 122 50 3 175

루마니아 49,575 1,127 387 51,089 129 16 2 147

헝가리 45,342 1,347 - 46,689 125 14 - 139

오스트리아 38,000 555 98 38,653 97 13 1 111

덴마크 56,750 1,152 20 57,922 81 24 1 106

체코 16,554 499 - 17,053 83 8 - 91

포르투갈 31,233 1,393 - 32,626 42 29 - 71

불가리아 19,351 1,110 - 20,461 62 7 - 69

슬로바키아 21,250 394 - 21,644 65 4 - 69

그리스 15,787 1,945 - 17,732 45 21 - 66

스위스 8,700 282 47 9,029 46 14 2 62

스웨덴 6,424 667 279 7,370 34 8 3 445

아일랜드 16,648 214 137 16,999 26 2 1 29

핀란드 3,887 129 20 4,036 13 9 1 23

리투아니아 4,.150 204 - 4,354 20 3 - 23

라트비아 5,279 99 - 5,378 20 1 - 21

크로아티아 9,836 229 - 10,065 14 6 - 20

노르웨이 4,000 38 22 4,060 9 7 1 17

슬로베니아 7,793 224 - 8,017 8 5 - 13

키프로스 21,344 67 - 21,411 7 1 - 8

에스토니아 1,910 - - 1,910 4 - - 4

합계 1,304,599 53,510 3,592 1,365,851 3,058 1,240 107 4,805

  주: 몰타는 수치가 파악되지 않음. 

자료: (www.worldseed.org).

3. EU 주요 종자기업

  세계 10대 종자관련 기업 중 유럽에 기반을 둔 기업은 다섯 개로, 신젠타(Syngenta), 

리마그레인 그룹(Limagrain), KWS, 바이엘(Bayer), DLF-트리폴리움(DLF-Trifolium) 등이 있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114 | 2014. 1

다. 특별히 채소종자 시장은 통합되고 있는데, 바이엘은 2002년에 림부흐르사(Nunhems

社)사, 2010년에는 힐드사(Hild社)를, 그리고 2012년에는 아보트 & 콥사(Abbott & Cobb

社)를 각각 인수하였다.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두 화

학기업 신젠타와 몬산토가 유럽의 채소종자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으며 후추, 토마

토,  콜리플라워(cauliflower)17) 등에 있어서 각각 56%, 62%, 7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

다. 당근종자시장은 주로 네덜란드의 베조자덴(Bejo Zaden)사와 프랑스의 빌모랭

(Vilmorin)사가 점유하고 있다(Seed Freedom; A Global Citizens’ Report(2012)). 

  아래의 <표 9>는 약 70억 유로의 EU종자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EU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에는 신젠타, 리마그레인-빌모랭, KWS 

등이 있으나, 각각의 점유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9  주요 종자 기업의 EU시장 점유율 추정치 
단위: 백만 유로, %

기업명(국가) 매출액 추정치 EU시장 점유율

신젠타(스위스) 857 12

리마그레인-빌모랭(프랑스) 722.5 10

KWS(독일) 657 9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독일) 310 4

DLF-트리폴리움(덴마크) 259 3.5

기타 4,417.8 61.5

합계 7,223.3 100.0

  주: 표의 수치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EU시장에서 매출액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때때로 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없이 “유럽” 또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언급함. 표의 수치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충분한 기업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한 예로 몬산토사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몬산토사가 EU시장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자료: EU(2013). The EU Seed and Plant Reproductive Material Market in Perspective. EU.

  EU의 종자시장 기업은 규모(매출액, 직원 수 등), 작물 포트폴리오, 지리적 영역 등

에 따라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이 종자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현재 EU 내 7,000여개의 종자회사는 식물 육종, 

종자 생산 및 마케팅 등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1,200만 명의 유럽 농업인과 5억 명의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17) 쌍떡잎식물 양귀비목 겨자과의 한두해살이풀, 꽃양배추라고도 하고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임. 잎은 잿빛을 띤 녹색이며 꽃방석

처럼 퍼져있고 양배추보다 길다. 꽃봉오리 주위의 잎은 바깥 잎과는 달리 결구하듯이 안쪽으로 구부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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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EU회원국의 종자회사 수

회원국 회원국 별 종자회사 수

폴란드, 루마니아 약 2,000

헝가리 약 800

영국 약 600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120~350

기타 회원국 60 이하

자료: EU(2013). The EU Seed and Plant Reproductive Material Market in Perspective. EU.

  종자 산업에 있어서 SMEs 수는 특별히 EU 12개국18)가운데 매우 많다고 볼 수 있는데, 폴

란드, 루마니아, 헝가리에서는 종자회사의 90% 이상이 SMEs이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

의 시장 지분에 관해서는 이용가능한 정보가 거의 없다. 

  EU 종자회사의 총 고용인 수는 5만 명에 달하며, 고용인의 약 80%가 10개 회원국에 

거주한다. 결국 식물재생물질(PRM) 산업 부문은 일부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고용인 수는 프랑스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루마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순으로 많다. 제한된 종자회사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고용인 수는 기업

의 통합 추세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약 260개 종사회사에 9,000여명의 

고용인이 있으며, 네덜란드 또한 유사한 실정이다.  

  이탈리아의 농업 및 채소 종자 부문에 있어서 창업지원사업(micro-enterprise)19) 수는 

전체 종자회사 수의 반 이상으로, 그 비율은 53%이다. 이 밖에도 소기업은 약 33%, 중

기업은 12%, 대기업의 비율은 1.5%이다. 과일 및 포도나무 번식 재료 부문 관련하여, 

대다수의 기업은 창업지원사업에 해당된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 및 채소 종자 부문에 있어서 창업지원사업수는 전체 

종자회사 수의 반 이상이다. 그러나 중기업 및 대기업의 비율은 각각 15%, 19%로서 

이탈리아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따라서 프랑스 시장이 이탈리아에 비해 좀 더 견

고하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리마그레인(Limagrain), 신젠타(Syngenta), 듀폰 파이

오니어(Dupont Pioneer)를 포함한 다섯 개 기업들이 종자시장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

지한다. 

18) 2004년 이후 가입한 중동부 유럽지역의 신흥성장국 그룹인 폴란드 등의 12개국을 말함.  
19) 시장금융지원의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이 탈빈곤을 위해 창업을 시도할 경우 부족한 창업 자본을 개인대출 및 

집단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류만희(2005).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Micro-enterprise)의 개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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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젠타 

  신젠타(Syngenta AG)는 종자와 농약, 살충제를 판매하는 큰 농업기업이며, 생물 공학

과 유전자 연구에도 관련되어있다. 

  이 회사는 농작물 보호 분야의 선두기업이고, 전 세계 상업적 종자판매 시장에서 세 

번째로 큰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10년의 매출은 대략 116억 달러에 이르며 90개국에 

걸쳐 2만7천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스위스의 바젤에 기반을 둔 신젠타는 2000년 11월 13일 노바르티스 아그리비즈니스

(Norvartis Agribusiness)사와 제네카 아그로케미컬즈(Zeneca Agrochemicals)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2012년 신젠타의 매출액은 세계적인 옥수수 수요와 라틴 아메리카의 대두 수요에 힘

입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북미에서의 매출액은 추가적인 옥수수 형질 발굴에 따른 

로열티 수입으로 2012년 전반기에 약 2억 달러 증가하였다. 한편 2012년의 대두재배면

적 증가는 V-Max와 같은 주요 품종에 대한 높은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채소종자 관련하여서는 4분기에 어려운 경제 여건의 조기 영향을 상쇄하였던 상승세

가 있었다. 

  북미에서는 미니수박에 대한 높은 수요로 신선농산물 매출액은 증가하였다. 멕시코와 

이베리아(Iberia) 지역에서는 신젠타가 인수한 라임게데라(Zeraim Gedera)사의 주요 토마

토 및 후추 품종은 매출액을 끌어올렸다. 

  <표 9>를 보면 신젠타의 품목별 종자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1년 대비 2012년에 옥수수 및 대두 매출액의 증가율은 24.8%로 그 증

가율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반면, 채소류는 오히려 3%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표 9  2010~2012년 신젠타 종자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2010 2011 2012
‘11년’ 대비 
‘12년’증가율

노지작물
옥수수 및 대두 1,292 1,471 1,836 24.8

기타 노지작물 524 676 719 6.4

채소류 663 703 682 ▽3.0

계 2,479 2,850 3,237 13.6

자료: Syngenta(2013). Annual Review 2012; Bringing plant potential to life. Syng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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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리마그레인

  프랑스의 리마그레인(Limagrain)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종자관련 기업으로, 3천5백 

명의 농업인 회원과 약 8천2백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리마그레인의 모회사는 600

명의 조합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는 세계 약 40개국에 분포되어 있

다. 그 밖에 리마그레인은 조합원과 조직구성원 모두가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는 협동조

합 모델이 미래를 위한 힘의 원천이라고 판단하고, 협동조합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주력 

하고 있다. 

  리마그레인의 총 매출액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회계 연도에 약 19억4

천 유로로 그 직전 회계 연도의 17억8천 유로 대비 8.7%가량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1억 유로 이상이 순수입이다. 그 중 노지작물 종자의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43%로 가장 크며, 채소종자(28%) 및 제과품(145%)이 그 뒤를 잇는다. 

표 10  2012~2013년 리마그레인 종자 관련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

주요 항목 총판매액 판매액 비율 2013/2012 변화율

노지작물 종자 841 43 15.0

채소종자 545 28 3.8

제과품 292 15 5.3

원예산물 79 4 ▽5.3

곡물 성분 74 4 0.7

기타 108 6 -

계 1939 100 -

자료: Limagrain(2013). Limagrain in Brief. Limagrain. 

  그 외에 리마그레인은 R&D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해당부문에 종사하는 

인원수는 1,750명 이상이며, 2012/2013년에는 약 1억9천유로가 연구부문에 투자되었다. 

3.3. KWS

  KWS는 독일에 기반을 둔 세계 최대의 종자생산 업체 중 하나로, 70개 이상의 국가에 총 

62개의 자회사 및 제휴회사를 가지고 있다. 직원 수는 약 4,400명이며, 그 중의 1,500명 가

량은 독일에서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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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KWS의 연간 순매출액20)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회계 연도에 약 9

억8천만 유로를 기록하였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2010/2011) 대비 15.3% 증가한 수치로, 최

근 5년의 평균성장률(13%)보다 높은 것이다. 순매출액은 독일 국내에서 2010/2011년 대비 

8.3% 증가하여 2억3천만 유로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다른 회계연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

이기도 하다.  

  특히 옥수수 부문의 2011/2012년 순매출액은 더욱 향상된 품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직전 회계연도 대비 19.7% 증가하여 약 5억7천만 유로에 달했다. 또한 전체 순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9%로 2010/2011년의 55.8%보다 2.1% 증가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옥수수 부문 순매출액

국내 매출액

해외 매출액
총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자료: KWS SAAT AG. 2013. Annual Report 2011~2012. KWS SAAT AG. 

  아래 <그림 5>의 사탕무 부문의 순매출액은 감자의 순매출액을 포함한 것이다. 사탕무 

부문의 순매출액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2011/2012년에는 전년 대비 6.7% 증가하

여 사상 최초로 3억 유로를 돌파하였다. 이 가운데 사탕무는 약 2억8천만 유로의 순매출액

을 달성하였는데, 주된 성장은 북미와 동유럽 지역에서의 매출 증가에 기인한다.  한편 곡

류 부문의 순매출액은 2011/2012년에 전년 대비 19.9% 증가하여 9억3천만 유로에 이르렀으

며 전체 순매출액의 약 10%를 차지하였다. 

20) 상품 제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얻는 대가의 화폐금액을 매출액이라고 하지만, 판매품 중에는 인도된 상품 제품의 일부 
파손이라든가 수량부족 등으로 에누리하거나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되는 것이 있음. 이 같은 에누리액이나 환입품액을 

총매출액에서 공제한 것을 순매출액이라 함. KWS 기업의 매출액에 있어서는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세계농업 제161호 | 119

그림 5 사탕무 부문 순매출액

국내 매출액
해외 매출액
총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주: 감자 순매출액을 포함함. 
자료: KWS SAAT AG. 2013. Annual Report 2011~2012. KWS SAAT AG.

4. 종자법

  식물재생물질(PRM) 마케팅에 관한 지침 개정은 EU 법률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PRM은 농업, 원예, 그리고 삼림 생산을 위한 초석과 같은 투입요소로 식품 및 사료 체

인에 있어 첫 번째 연결고리라 할 수 있다. 1966년 이래로 곡물 종자, 근대(beet) 종자, 

사료작물 종자, 씨감자 및 산림재생물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후, 지난 1998

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다수의 지침들이 대규모로 검토되었다. 2011년까지, PRM 법률

은 발전하여 현재는 약 90개의 법적행위(legal acts)를 포함한다. 

  PRM 마케팅에 관한 EU 법률은 열두 가지의 기본 의회 지침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일반적인 농업 식물품종 목록에 관한 “수평적” 지침이며, 나머지 열한 가지는 “수직적” 

마케팅 지침이다. 열한 가지의 지침 중, 종자 지침21)이 다섯 가지이고, 식물증식물질 

지침22)이 세 가지이며, 마지막으로 종자와 식물증식물질을 모두 다루는 지침23)이 세 

가지이다.   

21) 사료작물 종자, 곡물 종자, 근대 종자, 유지 및 섬유식물 종자, 채소 종자를 포함함. 
22) 덩굴식물 증식물질, 씨감자, (종자 이외의) 채소 증식물질을 포함함.
23) 과수나무 증식물질, 관엽식물, 산림재생물질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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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품종보호

  식물품종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EU와 중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만 보

호 가능한 반면(이탈리아 제외), 우리나라, 일본 및 미국 등에서는 특허법에 따른 특허

제도와 UPOV24) 협약의 특별법에 따른 품종보호제도를 통하여 이중으로 보호 가능하

다. EU는 개별국에 식물품종보호 특별법을 두거나, 식물품종보호제도(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CPVR)25) 등 EU 특별법을 두어 식물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EU는 여전히 1991년 UPOV 조약 개정을 통해 폐기된 이중보호금지를 고수하고 있다. 

표 11  국가별 식물품종 보호체계

특허제도
(특허법)

품종보호제도
(UPOV 특별법)

이중보호

유럽연합
품종 × ○ ×

품종 그룹 ○ × -

대한민국
품종 ○ ○ ○

품종 그룹 ○ × -

일    본
품종 ○ ○ ○

품종 그룹 ○ × -

미    국
품종 ○ ○ ○

품종 그룹 ○ × -

중    국
품종 ○ ×

품종 그룹 ○ × -

자료: 특허청(2012). 최근 UPOV 회의 동향 및 주요국 식물품종 보호체계 연구. 특허청. 

  특허청에서 발행한 “최근 UPOV 회의 동향 및 주요국 식물품종 보호체계 연구(2012)”

에 따르면, EU의 식물품종보호권(CPVR)은 특허와 유사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상업적

으로 생산, 유통되는 식물품종을 위해 제정되었다. 과거에 식물 육성가의 품종보호권

은 각 국가별 영토 내로 한정되어 있었고, 권리설정을 위해서는 EU내 각 회원 국가별 

담당기관에 모두 출원서를 제출해야 했다. 1995년 4월 27일 이후부터는 육성가가 품종

24) 유럽 국가 동맹은 육종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 및 제도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1961년 조약을 체결하고 국제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을 창설함. 동맹의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1일 자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 
25) EU 전역에서 유효한 품종보호권을 확보토록하기 위해 품종보호권(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CPVR)규정이 1994년 7

월에 채택되었고, 1996년 9월에 ‘유럽연합 품종보호사무소(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CPVO)’가 발족됨. CPVO는 EU 

독립기구이며, 유럽의 식물 품종보호권을 위한 업무를 독자적인 책임 하에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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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무소(CPVO)에 한 번 출원함으로써 EU 전체 국가에서 보호권을 인정받을 수 있

게 되었다. 

  한편 현재 보호를 받는 종자 품종은 약 19,000여개이다. 품종보호권은 25년 또는 30

년간 지속되며, 농업인에게 인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육종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독일의 곡물류 육종업을 예로 들면, 밀의 품종개량 비용은 2백만 

유로에 달한다. 그리고 농업인들은 종자 톤 당 5.95~10.75유로의 인세를 지불하는데, 이

는 생산비의 2% 수준이다. 곡류 육종업자들은 그들 수익의 16%를 연구에 투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논의는 육종업자들이 품종개량에 있어서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세의 절반만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정보는 평가하기 쉽지 않다. 평균적으로 품종보호를 받는 종

자의 시장 수명은 현 법률 하의 품종보호기간보다 훨씬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육종업자들은 모든 식물종에 대해 품종보호기간이 30년까지 확대되는 것을 바라고 있

다. (Navdanya International(2012). Seed Freedom; A Global Citizens’ Report.) 

  EU 종자법 평가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감소한 식물품종수는 생물다양성의 감소

를 시사한다. 새로운 품종의 다수가 기존의 품종과 차이가 있더라도, 이전에 갖춰진 육

종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품종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유전적 다양

성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사과 품종은 적어

도 골든 딜리셔스(Golden Delicious)26), 콕스 오렌지(Cox Orange Pipin)27), 또는 홍옥

(Jonathan)28) 계통 중에 한 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4.2. 기타 관련 조항 

4.2.1. 농생물 다양성 보존 

  법률은 다양성 유지 및 강화라는 전반적 목표에 상충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식

량과 농업에 관한 식물 유전자자원(genetic resource)29)의 유전적침식(genetic erosion)30)이

라는 최근의 추세는 원래의 상태를 되찾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유전적침식의 원인을 

26) 미국에서 변이종으로 발견된 것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는 사과 품종의 하나임. 
27) 직경 5~8센티미터의 중간 크기로, 노란빛을 띤 녹색 껍질에 붓으로 빨간 물감을 칠해놓은 것처럼 생김. 
28) 만생종으로 과실 모양은 원형이고 껍질은 짙은 홍색임. 과실 무게는 170∼230g이며, 품질은 중상(中上)이나 병에 약하고 수확 

전에 낙과가 심함. 
29) 유전적 변이가 풍부한 생물집단을 총칭함. 진화과정에서 생긴 돌연변이, 이입, 교잡 등에 의해 생물집단은 유전변이가 확대되

어 선택이나 유전적 부동(浮動)에 의해 변화를 받아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해 왔음. 이러한 생물집단의 변이는 생물종의 
보존이나 품종개량에서 중요한 자원이 됨. 

30) 다수성 품종의 보급, 자연재해 등으로 기존에 있던 유전자원이 계속해서 감소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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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고 제거하는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식물 유전자자원의 현지 외 보전(“Ex situ”conservation)31) 관련하여, 공공기관은 식량과 

농업에 대한 유전적 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관심이 적절한 문서화, 쇄신 및 

평가 등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동기가 제공되지 않는다

면, 모두가 그것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농가에서의 식물 유전자자원 보전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밭이나 토지에서의 식

물 유전자자원의 보존을 의미한다. 농가에서의 보존과,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

자원의 사용은 특별히 공공자금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장려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

다. 식량 생산을 위한 야생작물 및 야생식물의 현상 유지(In situ)는 보호지역(protected are

a)32)을 포함하고, 토착 및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노력을 우선시하여 장려될 필요가 있다. 

4.2.2. 식물 육종 및 종자 생산 

  과학적인 식물 육종은 생물다양성의 증대, 유전학에 기초한 재배작물의 확대, 전통 

농업인의 다양성 유지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식물 육종 및 종자 생산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으로는 농업인의 육종 지식 이해, 작물

의 유전학적 기초 확장 및 이용 가능한 유전학적 다양성의 범위 증대, 지역에 적응된 

작물 이용, 다양성, 그리고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종(species)의 이용 추구 등이 있다. 그 

밖에도 한계지역(marginal areas)33)을 포함하여 특정 사회, 경제, 환경 여건에 적응된 다

양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능력 강화, 농업인의 이익을 위한 동종간의 변이 최대화 및 이

종간의 변이 최소화 등을 통해 식물 유전자자원의 증대 및 강화,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작물과 야생 식량작물에 관한 지식과 정보 통합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31) 천연 서식지 밖에서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보전을 뜻함. 자연계에서 종의 멸종이나 유전자원에 대한 보험정책을 제공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종에 대한 회복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공급된 종이 도입된 후에 재도입되어 유용한 동식물 물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식하는 좋은 방법임. 특히 농업에서 필요한 식물이나 자연상태에서 자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재배식물
에 중요함. 

32) 특정 보전지역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또는 규제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을 뜻함. 
33) 어떤 생물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지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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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농업인의 특권 

  자유롭게 육종하고 생산, 보존, 교환, 공유, 또는 판매할 수 있는 농업인의 권리는 국

가적, 국제적인 법률 하의 무역과 상업의 자유권에 따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 

  품종에 상관없이 종자의 증여나 교환, 또는 시장에 내어놓는 사항들은 종자 자주권의 

원칙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다. 농업인, 종자 관리인, 그리고 정원사는 공공영역에 속하

는 종자 및 식물재생물질 교환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기소되거나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없다. 

  라벨 규정 관련하여, 공공영역에 속하는 종자 및 식물재생물질은  품종 명칭, 간단한 

식물 설명, 발아 특징, 위생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농업인 단체에 의해 고안된 라벨규

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은 소비자로서의 농업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적정한 다양한 종자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다른 농업인이나 영세 육

종업자를 통해 교환한 식물재료(plant material)를 자유롭게 재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농업인들의 선택권을 줄일 수 있는 전매품(monopolies) 등은 농업인의 권리에 위배된다. 

기업의 모든 종자의 판매는 생물학적 안정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용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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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자산업 동향 *

이 혜 은 ․ 김 수 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종자시장 현황34)

  종자시장에 관한 공식통계가 없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제적인 종묘

업계단체인 국제종자연맹(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ISF)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기

준 약 420억 달러 규모로 추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에 대한 자료는 부족

하지만 타 기관의 조사를 참고하여 추정한 바에 따르면, 종자산업은 글로벌 시장을 상

대로 하고 있는 곡물종자 86%(360억 달러), 그 지방의 기후와 식문화(食文化)에 뿌리 내

려 생산되는 채소․과일 13%(55억 달러), 화훼 1%(5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단, 통계

에는 개발도상국 등에 있어서 자가채종이나 공적기관의 배급에 의한 것이 포함되어 있

지 않아 그것들을 포함하면 그 시장규모는 약 50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국가별로는 

시장규모가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상위 7개국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flaubert@krei.re.kr 02-329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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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종자시장 상위 20개국의 추정 시장규모 및 총경작면적에서의 GM경작면적 비율

순위 국가명
종자시장 추정규모

(억 달러)

총경작면적(만 ha) GM 경작면적 (만ha)

 (a) (b) (b)/(a)

1 미국 120.0 13,447 6,900 53.3%

2 중국 95.0 17,124 390 2.3%

3 프랑스 24.0 1,867

4 브라질 20.0 6,547 3,030 46.3%

5 인도 20.0 19,169 1,060 5.5%

6 일본 14.0 445

7 독일 12.6 1,910

8 이탈리아 7.8 970

9 아르헨티나 6.0 3,706 2,370 64.0%

10 캐나다 5.5 3,255 1,040 31.9%

11 러시아 5.0 6,018

12 스페인 4.5 1,295 10 0.7%

13 호주 4.0 4,892 74 1.5%

14 한국 4.0 258

15 터키 4.0 1,941

16 영국 4.0 571

17 남아프리카 3.7 670 230 34.3%

18 멕시코 3.5 1,754 18 1.0%

19 네덜란드 3.2 88

20 체코 3.0 272 1 0.2%

자료: 종자시장 규모는 ISF(2011); 경작면적은 FAO-STAT 참조; GM경작면적은 ISAAA(2011)에서 인용.

  한편,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The 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 ISAAA)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종자시장은 약 370억 달러 

규모이고 그 36%에 해당하는 132억 달러가 GM 종자라고 한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GM 종자의 보급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작면적을 이용하고 있다. 국가별 경작

면적을 FAO 통계 데이터베이스(FAO-STAT) 수치와 비교해 본 결과, GM 종자의 경작

면적은 약 1억 6,000만ha이며, 이 가운데 주요 4개 품종인 옥수수, 대두, 면화, 유채는 

99.6%을 차지하고 있다. FAO-STAT에 의하면, 이 4개 품종의 세계 경작면적은 약 3억

2,800만ha로, 약 절반의 면적에서 GM 종자가 경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절

반 가운데, 특히 큰 경작면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며, 경작면적이 옥수수 

3,250만ha, 유채 700만ha, 대두 850만ha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GM 종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잠재적인 시장으로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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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의 GM 경작면적에서 1위는 미국으로 경적면적은 6,900만ha에 이르며, 그 밖

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캐나다로 계속되고 있다. 4위인 인도를 제외한 4개국에

서는 이 4개 품종의 경작면적 80% 이상에서 GM 종자를 사용하고 있다. 

  GM 작물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 및 인체에 대

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 국가별로 그 대응 방법은 

상이하다고 한다. 

2. 일본 농업 주요 현황

  일본의 농업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재배면적은 2.2ha로 협소한 편이며, 20년 전에는 

2ha 미만이었다. 국토의 약 75%가 산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집약적인 재배 형태를 띠

고 있다.

  일본은 저온대에서 아열대에 이르는 6개 기후대가 분포되어 있다. 쌀 재배농이 채소

재배로 전환하여 채소재배면적이 증가하였던 1994년 60만ha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

세에 있다. 2011년 기준 채소재배면적은 490,400ha이며, 생산액 2,100만 달러이다. 

  특히 피클용 무 재배면적이 제일 급감하였다. 무 재배면적이 1974년 약 7만 5천ha에

서 약 3만 6천ha로 감소하였다. 엽채류도 대부분 감소 추세였는데, 배추 재배는 감소, 

양배추는 일부 감소, 상추, 시금치 재배도 소폭 감소한 반면, 브로콜리 재배면적은 약

간 증가하였다. 과채류는 오이, 가지, 토마토 재배가 감소하였고, 피망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박재배는 1974년 3만 8천ha에서 2009년 약 1만 2천ha

로 급감하였다고 한다. 호박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멜론은 약 10% 감소하였다.

표 2  채소 육묘 시장

구분 식물체 수(×1,000) 매출액(× 백만 엔)

상업용 과채류 294,270 32,178

상업용 엽채류 160,610 1,285

홈가든 채소 150,000 9,750

계 604,880 43,213

  주: 공식통계는 아님, 교육용 추정액임.
자료: 국립종자원 내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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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매출 순위 상위 20개는 다음과 같다. 순서대로 감자, 마(satomo, Japanese Yams), 

무, 토마토, 양파, 오이, 당근, 옥수수, 양배추, 시금치, 연근, 생강, 멜론, 호박, 수박, 녹

색완두, 상추, 딸기, 배추 순이다.

  육묘시장 매출 규모 순으로 살펴보면, 토마토, 오이, 가지, 수박, 멜론 순이다.

표 3  육묘시장 주요작물 매출 비교

작물명 식물체 수(×1,000) 매출액(× 백만 엔)

토마토 112,160 11,361

오이 76,400 9,703

가지 65,430 7,328

수박 19,750 2,765

멜론 10,530 1,021

양배추 56,000 448

상추 52,000 416

브로콜리 30,000 242

배추 19,900 159

콜리플라워 2,410 19

  자료: 국립종자원 내부자료 참조.

  일본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의 평균연령은 65.8세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

다. 농업 종사자의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종사자가 약 40%를 차

지하고 있으며, 신규 농업 인력이 없다면 20년 이후에는 평균 85세 이상이 될 전망이

다. 시설과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고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농가 1호당 농

지면적은 2011년 기준 456만ha이다. 평균경영면적은 호주의 약 1/1,300, 미국의 약 

1/75, EU 의 1/6 수준이다. 

표 4  일본 농촌인구 추이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평균연령(세) -- 59.1 61.1 63.2 65.8

농가인구수(천만) 4,820 4,140 3,890 3,350 2,600

(감소율) -14% -6% -14% -22%

자료: 국립종자원 내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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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종자시장

3.1. 종자시장 개요

  일본의 종자시장의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14억 달러라고 한다. JETRO 자료에 따른 

종자무역액 가운데 채소종자의 수출액은 8,142만 달러, 채소종자의 수입액은 8,636만 

달러이다.1) 이 무역액에는 채종을 위한 원종 (근본이 되는 씨앗)의 수출과 해외에서 

생산된 씨앗을 수입한 수치도 포함되어 있다. 벼, 밀, 대두 등 종자는 일본의 정부 및 

현 연구소에서 품종을 육성하고 현에서 원종, 원원종 및 보급종이 생산되어 재배자에

게 공급한다. 감자류 등은 국가․현 연구소에서 품종을 육성하고 종묘관리센터에서 

원원종, 현에서 원종을 생산한 후 현과 계약된 종자생산자에 의해 보급종이 생산되어 

재배자에게 공급한다.

  채소, 화훼 등은 국내 종자회사에서 품종개발, 종자생산은 국내 및 해외 채종 후 국

내 종자회상에 의해 재배자에게 공급한다. 과수는 국가․현 연구소에서 품종을 육성

하고 국내 종자업체에서 종묘 생산 공급한다.

  일본의 종자시장은 사카타노타네(サカタのタネ), 다키이종묘 등 2대 기업을 필두로 

가네코종묘, 유키지루시종묘(雪印種苗), 도키타종묘, 와타나베 채종장 등 중견기업 등 

60여개의 종자개발생산회사가 영업 중이다. 또한 대상작물을 한정한 육종과 도․소매

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종묘회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채소 종자는 종자 회

사가 농협이나 농가에 원종을 나눠주고 종자를 생산하며, 소매점 등을 통해 종자를 판

매한다. 대규모 회사나 준 대규모 회사가 생산한 종자는 도매상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

의 기업에 판매되기도 한다.

  품종에 따라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중소기업도 

존재하고 있다. 오이를 전문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업 등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카타노타네와 다키이종묘 등 2개사는 이미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카타노타네는 해외 130개국에서 종자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 매상액은 종자 

부문에서 60%에 이른다고 한다. 가네코종묘나 도키타종묘 등 중견기업도 해외에 사업

거점을 설립하고 있다. 

  사카타노타네(Sakata)는 1913년 설립된 아시아 최대 종자기업으로 2010년 465억 엔의 

매출과 10억 엔의 순이익을 달성한 세계 8위의 다국적 기업 중 하나이다. 채소와 화훼

 1) 2008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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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에 특화되어 있으며 그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급속

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중국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어 향후 수익성 증대가 예

상되고 있다. 미국 및 유럽 등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2009년 매출의 8.1%인 36.6억 엔을 R&D에 지출하는 등 채소 및 화훼종

자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3.2. 일본 종자기업 특징

  일본 종자기업의 특징은 채소와 화훼 등을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

은 식량관리제도하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벼․보리․나맥(裸麦)․보리․밀․

대두 종자가 공공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민간 기업은 채소나 꽃의 종

자밖에 취급할 수 없었던 과거사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종자기업들은 육종, 도매, 소매 등 다양한 종자회사가 있으며, 작물별 종자업 

취급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5  일본 종자기업의 종자업 취급 유형

구  분
채소 화훼 사료 농자재

종자 종묘 종자 종묘 구근류 종자 농약 비료 필름 및 기타

유형 Ⅰ-a ○ ○ ○ ○ ○ ○ ○ ○ ○

유형 Ⅰ-b ○ ○

유형 Ⅰ-c ○ ○ ○

유형 Ⅱ-a ○ ○ ○ ○ ○ ○ ○ ○ ○

유형 Ⅲ-a ○ ○ ○ ○ ○

유형 Ⅲ-b ○ ○ ○ ○ ○

자료: 국립종자원 내부자료 참조.

  일본 종자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는 채종지의 문제이다. 종자 기업은 일

본 국내에서 품종개량과 같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상용으로 종자를 재배하는 것

은 해외의 채종 회사나 채종 농가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95%로 극히 높은 

편이다. 종자 생산에는 넓은 경작면적과 격리된 장소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적합한 토지가 거의 없고, 기후불안정에 의한 흉작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채종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외 거대 종자기업에 의한 채종지 확보가 진행되면서 일본 종자업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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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할 수 있는 곳이 적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태와 함께 위탁처와의 계약이 난

항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위탁 금액이 상승하여 비용 증대 요인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편, 종자 기업의 대부분은 일본 법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자사제품의 수

입․판매 창구의 색채가 강한 것으로 볼 때 일본 종자기업을 매수하기 위하여 일본 

국내에 법인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다. 이전부터 일본 종자기업 

매수를 통한 외자 참여가 우려되어 왔지만, 현시점에서는 Vilmorin & Cie(프랑스, 

Limagrain 산하)이, 미카도화협을 자회사화하고 있는 것 이외에 큰 사례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또한 미카도화협에는 미쓰비시상사(三菱商事)가 출자하고 있지만, 그 이외

에 종합상사의 움직임은 거의 없는 편이다. 

3.3. GM 종자 

  일본에서 처음으로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재배된 작물은 2009년 

산토리에서 시판된 푸른 장미이다. 대두나 옥수수 등 식용과 사료용 재배가 승인되고 

있는 품종은 있지만, 소비자의 반감이 강하기 때문에 상업적 재배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자기업도 수요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GM 종자를 일본 국내에서는 판

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농림수산성 관할 연구 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내병성 벼나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완화 쌀 등의 부가적인 기능을 가진 벼를 개발하고 있다. 민

간 기업에서도 지극히 일부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유전자변형에 관한 주요 기

술특허가 해외기업에 제한되어 있는 등 기업 이미지를 의식하여 적극적인 개발은 실

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표시 제도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식용유와 같이 최종제품 속

에 유전자변형물질 및 유전자변형물질에 의해 발생한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일본의 표시 제도에서는 유전자조작 성분(유전자와 새롭게 생긴 

단백질)이 최종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면, 유전자변형 식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표시

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3. 일본 종자시장 규모

3.3.1. 종자시장 규모

  일본의 채소 종자 생산액은 2010년 기준 19억 7천 4백만 달러로 2009년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도 2009년 대비 32.7% 증가한 25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종

류별로는 곡물종자와 유지 종자 생산액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채소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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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소 생산은 주로 전업농가2)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인의 채소 소비 경향은 고품질 채소를 선호하고 있으며 수입 채소 및 다양성 

추구하고 있다. 2011년 동북지방 대지진으로 인한 먹을거리의 불안감으로 인해 수입 

채소에 대한 의존이 높아졌다고 한다. 과거 10년 이상 개인별 소득 정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최고급 식품을 추구하고 있다.

  채종 환경에서 채종 적합지로는 개화․결실기에 비교적 비가 적게 오고, 적당한 온

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을 선호하며, 이를 반영한 간이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채종이 

많은 편이다. 지방 재래종은 그 해 채소가 재배되고 있는 지역에서 채종되는 경우가 

많다. 예로부터 채소의 주 재배지인 아이치현(愛知県)을 중심으로 채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F1 품종3) 개발이 발달됨에 따라 예부터 재배 되어온 지방 재래 품종이 감소한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특정한 농가나 시험장, 유전자은행 등에서 재래 품종을 보존하

고 있다.

  채소 종자 생산 공급 체제를 살펴보면, 민간 기업의 활약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

며, 시판되고 있는 품종은 주로 종묘 회사를 주체로 개발되고 있다. 국가시험연구기관

(독립행정법인)에서는 복합병충해 저항성이나 기능성 등을 강화하고 종묘 회사에서 

품종 개발의 재료로 이용되는 선도적인 품종을, 공립시험연구기관은 전 지역의 특산 

채소 품종, 장려하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채종은 종묘 회사에서 농가에 위탁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이 

해외에 위탁해 채종하고 있다. 일본 내 채소 생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소규모화, 전문

화되고 있다. 2008년 급등한 것을 제외하고 수년간 수확지와 채소 전체 생산은 과거 

30년간 36% 감소했으며, 채소 생산의 소규모화, 전문화 경향을 띄고 있다. 채소 생산

에서는 배추류 품목과 잎줄기채소(herbage crop)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중 토마토, 가

지, 오이, 멜론과 같은 종류가 생산 가능한 난방 유리 온실을 보유하고 있다. 채소 생

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 기술은 강화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의 품종보호는 모본 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유출을 방지할 수 있

으나, 해외 채종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 유출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품종을 반출하

여 교배해 채종할 필요가 있고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일본이 채종지로 선정한 국

가 가운데는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인 UPOV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 특

 2) 농업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가.
 3) 잡종이 양친보다 강건성, 수확량, 크기, 각종 내성(耐性) 등에서 뛰어난 성질을 갖는 경우를 잡종강세(heterosis)라고 하는데, 

1대 교잡종인 F1품종은 잡종강세(雜種强勢)가 나타나 매우 왕성한 생육을 보이며 수량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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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위탁 채종 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시작한 ‘동아시아 

품종 보호 포럼’ 활동을 통하여 이들 국가들이 가맹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하

고 있으며 특히 채종국의 가입과 품종보호에 관한 인식 및 기술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외로부터 유전자원 도입 계획을 위해 일본은 이미 생물다양성조약(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4)에 가입했다.

3.3.2. 수출입 현황

  수출 금액 및 수량을 살펴보면, 매년 국가별 금액 및 수량의 증가, 감소폭은 있으나 중

국, 한국으로의 수출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이후 전체적으로 수출액 

및 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종자가 국제적 무역 생산 자재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하의 표는 일본에서 직접 수출(일단 수입하고 나서 가공하여 재수출된 것이 많음)

된 종자이고, 일본의 종묘 업자가 해외 채종국에서 직접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1년(1~11월) 채소 종자를 가장 많이 수입한 곳은 칠레(126만 

9천 달러)이며 그 다음으로 미국, 이탈리아, 중국, 뉴질랜드 순이다.

표 5  일본 채소 종자의 수출액 및 수량(2004~2008)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금 액 수 량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중국 12,450 10,427 14,997 13,869 21,950 386 314 449 351 401

한국 14,048 16,714 16,205 18,946 16,848 212 260 191 184 179

네덜란드 3,768 6,885 7,766 - - 33 44 61 - -

홍콩 6,885 5,777 6,055 7,433 9,501 78 67 102 68 72

미국 4,808 4,222 4,146 4,146 6,336 51 61 60 69 69

대만 2,821 2,994 2,927 3,161 2,853 84 108 84 97 76

인도 2,135 2,728 2,422 - - 83 76 93 - -

베트남 2,107 2,058 1,644 - - 59 62 51 - -

필리핀 1,466 1,424 1,424 - - 48 43 44 - -

파키스탄 621 701 730 - - 50 70 74 - -

자료 : JETRO, 「Agrotrade Handbook」(2009).

 4)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 여기에서 생물종이란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과 이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생태계, 

생물이 지닌 유전자까지도 포함된다. 1987년 유엔환경계획이 생물종 보호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면서부터 국제사회에
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158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고 199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 가입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에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일본은 1993년 5월 28일에 가입했으며, 중국은 1993년 1월 5일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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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본 채소 종자의 수입 동향(2010~2011)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년 2011년(1~11월)

1 칠레 1,262 1,269

2 미국 1,233 1,107

3 이탈리아 1,134 961

4 중국 636 530

5 뉴질랜드 463 526

6 태국 338 443

7 호주 267 353

8 덴마크 614 320

9 프랑스 386 272

10 한국 259 232

총계 - 7,604 6,995

자료 : KITA(2012).

그림 1  일본의 채소와 화훼종자 시장 구조

                            주: 굵은 선은 60여개의 종묘회사를 나타냄.

                          자료: (http://eprints.lib.hokudai.ac.jp).

  일본의 종자 유통 경로는 일반적으로 생산 도매(→도매) →종묘 판매점 →농가 및 

원예가에게로 전달된다. 대형 종자기업은 생산 도매(→도매) →농협, 생산 조합 →농

가로 전달된다. 카탈로그 판매, 직매점은 생산 도매 →농가 및 원예가에게 전달된다. 

일반 가정용 종자 판매는 생산 도매 → 화훼 - 원예점, 양판점, 판매점으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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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종자산업 주요 전략 및 지원 정책

  일본의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종자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에서 작물 

및 품종의 다양화, 기술 산업, 파트너십 중심으로 식량안보 및 행복한 삶 추구를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고품질 종자공급을 위하여 품질관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APSA, UPOV, ITPGRFA(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EA PVP(East Asia Plant Variety Protection) 포럼 등 다양한 종자관련 국제기

구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종자산업 지원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개발 및 활용 활

성화, 브랜드화, EA PVP 포럼, 역량 및 인식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품종보호권 효

과적인 강화를 위해 G-men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4월부터 종묘관리센터 소

속으로 신설되었으며 처음에 4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종

자업계에 농업 가치사슬 내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품질 종자생산

이 생산력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4. 향후 종자시장 전망

  일본에는 다국적 종자회사 및 농자재 센터가 등장하여 현지회사와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 있으며 육종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육종가를 교육하고 있다. 농자재

센터는 1980년에 약 500개 수준에서 2010년에는 4천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현재 소규

모 종자기업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IMF 시기 우리나라 종묘업계가 겪

었던 바와 같이 소규모 종묘회사들은 대기업에 흡수되어 M&A될 가능성이 다분하다.5)

  현재 일본의 채소시장은 일본 국내 시장의 규모 감소와 재배자의 고령화 등으로 1

인당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협력재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

로 재배 종자를 생계형과 기계화가 가능한 품종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채소 

종자 처리에 있어서 기능 첨가, 수량 증가, 프로세싱, 형질 증가 기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특하고 다양한 형질, 기능성, 풍미 등을 갖춘 채소는 직거래와 네

트워크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슈퍼마켓 (Enlargement & alliance)을 중심으로 유통

하여 가치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은 향후 계속되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5) IMF를 전후로 일본계 사카다종묘는 1997년 3월 청원종묘를 인수함. 이어 같은 해 10월 서울종묘와 농진종묘가 스위스계 노바

티스(현 신젠타)에 인수됨. 1998년 6월에는 한국 내 1위였던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를 멕시코계 세미니스가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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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내충성, 내병성, 고온저항성 등을 갖춘 품종 육종 종자 개발이 활발히 진행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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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화전농업 *

박  시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라오스 개황 및 농업6)

1.1. 라오스 개황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이하 라오스라 한다)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중국

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바다로의 접근성이 없는 내륙국

이다. 매해 2.1%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며(1995-2005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Lao National 

Statistics Centre), 인구는 약 651만 명(2012년 예상치, Lao Statistic Bureau)이다. 국토면적

은 236,800㎢로 인구밀도는 1㎢에 약 27.5인으로 매우 낮다. 라오스는 16개의 도와 수

도인 비엔티엥을 포함한 17개의 광역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도 비엔티엥의 

인구는 약 75만 명이다. 수도를 제외한 16개의 도에 인구가 비교적 낮은 밀도로 분포

하고 있다. 특히 산악지역인 북부 지역에는 1㎢ 당 20인 정도의 저밀도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다. 라오스는 수도인 비엥티엥을 제외하고 국토 전체적으로 저 밀도의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메콩 델타 지역의 1㎢ 당 500인 이상의 고밀도 인구 밀집지역

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라오스가 이처럼 낮은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지형

  * (shpak@krei.re.kr 02-329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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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인도 있지만, 수세기에 걸쳐 행해진 영토분쟁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약 25년간의 

내전 등 지정학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종족별로는 약 55%의 라오족과 나머지 약 

45%를 이루는 다양한 소수민족 그룹들로 구성된다(Lao National Statistics Centre). 

그림 1  라오스의 17개 광역행정구역

     자료: 유엔(United Nations, 2004).



세계농업 제161호 | 143

1.2. 라오스의 농업·농촌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은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약 70%의 인구가 농업

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농업GDP는 전체 GDP의 약 30%를 차지한다(김태윤 외, 2011). 

라오스의 농가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작물 재배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영구 경

작지에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간의 경사지에 화전을 하는 것이다.

  라오스의 농업 지역은 크게 3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우선 메콩강 주변에 형성된 6개

의 저지대를 기반으로 하는 평야지역은 라오스 전체 논의 80%가 분포되어 있는 라오

스 유수의 농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1,500~1,700mm로 찰

벼 재배가 주류를 이룬다. 둘째는 북쪽 및 베트남 국경에 접한 산악지대로서 메콩강의 

수원지역이기도 하다. 주로 화전에 의해 밭벼가 재배된다. 셋째는 북부 셍쿤과 남부 

보로벤 지역으로 대표되는 표고 1,000m 내외의 완만한 구릉지형으로 셍쿤 지역은 축

산과 채소, 보로벤 지역은 커피, 야채, 과수 등의 작물을 생산한다(박시현 외. 2013). 

  라오스 국토면적 2,380만ha 중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5백만ha에 달한다. 하

지만 이중 약 17%(85만~90만ha)에 해당하는 토지만이 경지로 활용되고 있다. 경지로 

활용되는 농지의 80%에서 쌀이 재배되고 있을 정도로 라오스의 농업은 벼재배를 기

반으로 하고 있다. 농민들의 97%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의 93%에서 자가소

비용도의 쌀을 재배하고 있다. 쌀 생산량은 2005년 257만 톤에서 2010년 32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표 1 참조>.

표 1  라오스의 벼 재배 면적과 수확량

쌀 생산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우기논벼재배면적(ha) 569,750 618,820 604,147 619,950 656,471 627,865

건기논벼재배면적(ha) 61,030 68,500 71,400 94,072 94,309 108,410

밭벼(ha) 105,240 108,225 105,696 111,523 122,116 118,839

총면적(ha) 736,020 795,545 781,243 825,545 872,896 855,114

우기논벼수확량(tons) 2,082,100 2,161,400 2,193,400 2,321,110 2,468,750 2,468,750

건기논벼수확량(tons) 271,100 310,000 329,200 439,200 452,050 512,430

밭벼수확량 (tons) 214,800 192,300 187,450 209,600 224,000 226,880

총수확면적 (tons) 2,568,000 2,663,700 2,710,050 2,969,910 3,144,800 3,208,060

자료: Park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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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라오스 화전농업

자료: 원자료 Vanthong Phengvichith 2009. 박시현 등. 2013.

  라오스의 벼 재배 방식은 논벼재배와 화전에서의 밭벼재배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는 라오스의 건기와 우기의 강우 패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논벼 재배는 메콩강

유역의 평야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논벼 재배는 우기 시 천수답에서 행해지나 

최근에는 근대적인 관개시설을 갖춘 논에서는 건기/우기 재배가 가능하다. 화전재배의 

경우 국토의 85%를 형성하고 있는 산간부의 경사지에서 주로 우기에 행해지고 있다.

  쌀을 제외한 중요한 작물로는 고무, 사탕수수, 커피, 사료용 옥수수 등이 있다. 특히 

사료용 옥수수는 농가의 중요한 환금작물로서 그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 라오스의 화전농업

2.1. 개요

  라오스의 국토는 80%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화전농업은 라오스 산악지역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벼 재배 면적의 40%가 화전농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

는데 보통 논에서 재배되는 물벼와 달리 화전에 의해서 재배되는 벼는 밭벼라고 한다.

  화전농업은 식생이 회복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휴지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지

속가능한 농법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지력이 회복되기까지는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산간 화전지역에 다른 지역주

민들이 이주함에 따라 화전의 휴지기간이 점차 짧아져 평균수확량이 매우 낮고1) 휴지

 1) 라오스의 화전농업에서 주로 재배되는 육도(밭벼)의 경우 정곡기준으로 평균 1.5t/ha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논벼의 평균수확량은 정곡기준 5.0t/ha정도 이다.



세계농업 제161호 | 145

기간이 짧은 파괴적인 화전농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라오스에서 화전은 다량의 목

재 벌채와 함께 산림파괴 및 생태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화전농업은 새로운 농지를 만들기 위해 원생림을 베어내고 화전을 일구는 이동식 화

전2)과 수년간의 주기로 몇 군데의 화전을 순회하는 순환식으로 나뉜다. 라오스정부 차

원에서 주로 규제(또는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삼림훼손의 주원인이 되는 이동식화전이

지만 최근에는 지방 단위에서 순환식 화전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휴지기간이 짧은 파괴적인 화전농업이 확대되고 있는 데에는 인구증가 등의 내부적

인 요인만이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과 산업용 식목사업의 확대, 라오스정부에 

의한 촌락이전 촌락합병정책, 토지 삼림분배사업 등 외적 요인 등이 작용하고 있다. 

2.2. 토지이용제도와 화전농업

  라오스의 화전농업 관련 정책은 토지의 소유 및 이용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 라오스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1980년대 초부터 인민혁명정부는 벼농사

의 집단화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방식의 집단화는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와 

1980년대 후반부터 집단농장은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합작사의 상황에 관해 기술한 자료(財団法人海外農業開発コンサルタント協

会. 1997)에 의하면 합작사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합작사라고 불릴만한 것

은 거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라오스정부 스스로도 농업의 집단화가 종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으로 벼농사의 집단화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화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증대되었다. 1982년 라오스의 인민혁명당 제3차 당대회 문서에서는 화

전농업에 의한 삼림채벌의 제한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1986년 제4차 당대회 문서

에서는 화전농업의 정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989년에 개최된 제1차 전국산림

협의에서는 2020년까지 국가적으로 산림파괴면적을 70%까지 회복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 1996년에는 산림법이 제정되어 토지산림 분배사업이 실시되었다. 

2.2.1. 토지 사용권 확대와 토지 산림 분배 사업

  라오스의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1980년대 이후 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확

대하는 정책을 펴왔다. 1989년 토지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토지는 국가의 재산에 

 2) 개척식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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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만, 국민은 토지 사용권을 소유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1991년 헌법은 다시 한 번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지만 개인은 그 사용을 보장받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92년 법령에 의해 정부의 허가 아래 라오스 국민간의 토지 사용권 매매, 임차, 교

환 등이 인정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과거 관행적으로 인정되었던 마을 공유토지에 

대해서도 등기서류를 작성하여 그것을 관계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1993년에는 법령과 토지세제가 정비되었다. 그 전까지는 쌀 경작지에 관한 납세는 

생산물로 그리고 납세량은 토지의 생산성을 판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쌀농사 

이외의 경작지에서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던 것을 새로운 제도에서는 과세율도 토지

의 지목별로 설정하여, 납세도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였다.

  개인의 토지사용권을 확대하고 삼림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1996년 산림법이 제정

되었다.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은 <표 2>와 같이 5개로 분류되었다.

분류명 특징

생산림 
보전림 
보호림 
재생림 
황폐림 

    주민에 의해 목재벌채 등 이용이 가능한 목재
    동식물의 보전을 위한 산림
    수원의 확보, 토양침식방지를 위한 산림
    2차림 등의 재생중인 산림
    산림회복을 위해 식재가 필요한 산림

표 2  산림법(1996년)에 의한 산림의 분류

 자료: 박시현 등 2013.

  <표 2>의 산림구분에서 경작이 가능한 토지는 기본적으로 생산림만 해당된다. 토

지산림분배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농촌에서는 화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

되어 휴지기간이 감소하고 밭벼의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산림법에 의한 분류에 의해 토지산림분배사업(Land Forest Allocation, LFA)이 실시되

었다. LFA는 식생 등의 토지 상황과 그 이용 목적에 따라서 국토지를 구획하고 그 구

획별로 관리 권한의 소재와 이용 및 관리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잠재 농지나 황폐한 토지를 개별 세대에 분배함으로써 상품 작물의 재배와 

식림, 축산을 촉진하고 마을 영역내의 삼림을 마을에 분배하여 지속적인 삼림관리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MAF, 2005). 특히 이 사업은 화전이동경작을 억제하여 

삼림을 보호하는 한편 정착농업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부족한 

식량생산을 증대시키며, 환금 작물의 재배와 이를 통한 수입 증대를 얻을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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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또한 이 사업은 화전을 방지하고 삼림을 보전하여 국가의 세입원이 되고 있는 

고가의 삼림을 훼손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토지산림분배사업은 장기

간 토지 사용권의 확보를 통한 생계안정, 토지분배에 의한 농업생산 향상, 마을 간 또

는 마을 내의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토지산림분배사업의 주요 내용

은 촌락의 경계 결정, 신규 농경지의 개인 분배, 촌락 내 삼림의 이용구분이다. 

  토지산림분배사업은 1990년 초반부터 라오스 북부의 르앙프라방도를 시작으로 시

험적으로 추진되다가 삼림법이 공표된 1996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LFA는 스

웨덴국제개발청(SIDA)과 독일개발협력공사(GTZ) 등의 2개국 원조기구와 국제기관, 

NGO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었다. 1996~2003년 라오스 전국의 약 50%에 이르는 약 

5,400개의 마을에서 토지산림분배사업이 실시되었다. 토지산림분배사업은 마을을 단

위로 <표 3>과 같은 절차를 밟아 진행되었다.

단계 항 목 내 용

제1단계 준비 실행요원 연수, 기자재 준비, 마을과의 사전협의

제2단계 마을과 협의 마을 영역의 조사, 토지이용구분, 삼림조사, 토지이용도 작성 

제3단계 정보수집 토지소유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사회경제상황 및 주민 수요 조사

제4단계 마을주민전체 협의 마을토지이용계획 및 토지분배 회의

제5단계 실시측량 농지 측량

제6단계 최종 정리 토지 및 삼림 소유권 위양

제7단계 보급 촉진 토지관리 보급 촉진

제8단계 모니터링 및 평가 정기 모니터링, 잠정 토지이용증서을 받은 토지의 평가

표 3  토지산림분배 추진 절차

자료: 원자료는 라오스 농림부형 822호 토지삼림분배사업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농림부령(1996). 여기서는 橫山智 등(2008) 인용. 

   분배된 토지와 산림에 대해서는 1997년에 제정된 토지법에 기초하여 등기가 이루

어 졌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한 토지사용권은 상속, 양도,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

었다. 명목적으로 라오스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

하고 있는 셈이다. 

  토지산림분배사업은 화전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그 성과는 

반드시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북부 산간지에서는 화전경작지가 제한되어 충

분한 휴지기간을 두지 않은 채 화전을 행해 정책의 원래 목적과는 반대로 삼림황폐가 

발생하였다. 또한 분배된 농업용지에서도 정부의 지원체제가 정비되지 않아 개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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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금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화전만이 금지되어 마을 주민이 

오히려 가난해 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富田普好け. 2010).

  토지산림분배사업으로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산림에 제한이 가해지고 이동경작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가는 휴경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기존의 토지를 최대한 경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토양의 비옥도가 저하되었으며 밭벼의 수확량이 감소하였다. 토지

산림분배사업으로 농가의 쌀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어 농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역으로 화전의 면적을 확대한 경우도 있다. 산림보전이 목적이었던 토지산림

분배사업은 반대로 산림 감소를 확대시킨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토지산림분배사업이후 산림이 훼손된 원인으로 지역성을 중시한 산림 구분이 이뤄지

지 않은 점과, 평지 농업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논 면적이 충분하지 않

고 논 농업의 재배기술도 향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사지로부터 평지로 농가를 이동시

킨 것은 농가의 식량부족문제를 가져왔고, 농가는 평지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경사지 

산림으로 다시 이동하면서 여전히 화전농업을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라오스 농림부는 2000년 이후 산간부의 농업정책을 <표 4>와 같이 설정하였다.

평야부 산간부

・상품작물의 도입과 집약화, 가축사육의 확대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농업비지니스의 확대
・조사의 촉진
・농산품의 품질향상
・농촌금융의 개선
・주민참가에 의한 건기작의 확대

・생태 및 사회경제 환경을 고려한 토지산림분배사업의 실시
・주민참가형 토지분배 
・주민참가형 자연자원관리
・산림복합경영 도입
・농민요청 기술 도입
・소액금융 도입
・시장 접근성 개선

표 4  2000년 이후 라오스정부의 산간부 농업정책(평야부와 비교)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F). 2006. 박시현 등 (2013).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오스정부는 1990년대 주민을 산림으로부터 밀어내

려는 기존의 정책과는 달리, 2000년 이후에는 주민의 이용을 포함한 자연자원보호와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의 이용 및 보전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화전금지 정책은 변함이 없었는데, 2001년에 개최된 제7차당

대회에서는 2010년까지 화전농업의 완전소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

에는 화전농업이 빈곤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라오스에서 화전은 환경

문제와 함께 지역개발 및 빈곤타파와 연관지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화전농업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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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은 산림의 보전과 빈곤타파 양쪽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산간지에

서 화전농업에서 논 농업으로의 전환은 여전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2.2. 시장 경제화의 촉진과 산지의 자원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라오스에서는 새로운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

다. 이 시기의 화전농업에 관한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2000년대 전반의 정책 방향을 

답습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발전을 진전시키고 화전농업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산림

정책으로는 토지삼림분배사업을 완료하여 화전에 의한 산림 파괴를 감소하며, 식림사

업을 추진하여 산림면적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파괴 감소를 위해 2007년에 1996년에 제정된 산림법이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산림법에서는 산림을 크게 농업적 용도와 산림용도로 나누고 산림용도의 산지 

재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지 재생은 과거 화전으로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방치된 

토지를 숲으로 복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화전농업 정책으로는 화전민에게 고용기회 제공, 장기간의 토지사용권부여, 세금의 

면제, 투자 자금의 대출 등이 계획되었다(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06). 여기

에서 고용기회 제공은 화전민을 상업적 농업과 가공농업에 종사시켜 화전농업으로 부

터 생업을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2008년 이후 상업적 농업이 장려되었는데, 고

무 등 다년생 작물의 식재가 화전의 소멸과 산림 면적 확대에 공헌을 하였기 때문이다.

  화전농업의 금지와 함께 화전민의 이주 및 정주화 정책도 주요한 정책으로 실시되

었다. 화전민의 이주 및 정주화 정책은 화전의 억제, 마약재배퇴치, 소수민족의 관리,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라는 다목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주로 산간부 

고지대에 흩어진 촌락을 저지대 도로변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촌락이전과 함께 세

대수가 적은 촌락을 합병시키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한편 산림정책과 화전농업 정책은 토지 사용권의 명확화와 해외로부터의 산지개발

에 대한 투자 촉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 토지사용권의 명확화는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휴경림에 대한 화전민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제약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산림은 정부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고, 아울러 투자자에게 토지를 대여

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2006~2010년의 계획기간 동안 라오스정부의 화전농업 금지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북부 산간지역에서는 여전히 화전농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라오스 농업부의 보고(MAF. 2010)에 의하면 라오스 북부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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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55만 명이 화전 경작지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빈곤율3)은 46.5%로 국가 

평균보다 높다. 대부분의 화전지역은 산간오지의 소수 민족들이 사는 곳에 분포한다.

3. 화전농업 사례

3.1. 우돔사이도 사례4)

  라오스 북부에 위치한 우돔사이도의 박쿠펜군은 산악지형으로 대부분의 주민은 화

전을 이용해 밭벼를 재배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지역에서 화전은 보통 7~9년의 순환

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어느 정도 식생이 회복된 화전의 2차림을 벌채하고 불을 질러 

밭벼를 재배한다. 수확이 끝나면 그 화전은 수년간 방치한다. 1년이 지나면 사람 키 

높이 정도로 풀이 무성해지고,  버섯 등의 임산물이 채취된다. 수확한 후 수년이 지나

면 어느 정도 식생이 회복되고 그것을 다시 화전으로 활용한다.

  매년 초에 마을의 원로 등이 모여 숲의 연수, 나무의 크기, 토양의 질, 지금까지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어느 숲이 그 해의 화전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마을 화전지가 

결정되면, 촌장이나 원로 등이 각 세대의 노동력을 감안하여 세대별로 화전지를 할당

한다. 각 세대가 정해진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매년 나무 크기나 토양의 상태를 본 후 

화전용 밭의 적지를 판단하고 이를 마을 주민 합의 아래 분배하는 시스템은 수확량을 

가급적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인구 증가나 토지이용의 변화에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

응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화전에는 매년 다양한 작물을 재배한다. 주작물은 물론 육도이지만 이는 다시 수확

시기에 따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육도로 나뉜다. 더 세밀하게 분류하면 10~20종류

의 품종을 각 세대가 나누어서 재배하고 있다. 

  농가는 화전지에 햇볕이 드는 정도, 토양의 질, 그 해의 기후 등을 보고 적정한 여러 

품목을 재배한다. 씨앗은 보통 1~2년 정도 밖에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보관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씨앗이 뿌려진다. 여러 종류의 씨앗을 계속 간직하는 이유

는 기후 변동 등으로 금년도에 가장 재배하기 좋은 쌀이 내년에도 재배하기 좋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오랜 세월동안 전해져 내려온 화전경작 경험을 통하여 

생산을 안정시키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지혜라 할 수 있다. 화전에는 쌀 이외에도 고

 3) 라오스에 빈곤율은 쌀의 자립, 영구 주거지 소유, 1일 1달러소득, 교육기회, 위생과 음용수 공급, 전기 통신 공급 등 6개의 기준
에 의해 설정한다.

 4) 우돔사이도의 사례는 河野泰之・藤田幸一（2008）참고하여 정리한 박시현 등(2013)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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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호박, 오이, 옥수수, 콩, 감자류 등 다양한 종류의 작물이 재배된다. 

  화전2차림도 주민들의 식량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확을 끝낸 

후 화전2차림에서 마을 사람들은 죽순, 꾸지나무, 버섯, 감자류 등의 식물을 채취하고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을 사냥할 수 있다. 이러한 산림부산물은 때로는 쌀을 대신한 대

체 식량으로, 때로는 현금 수입원으로 마을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화전민의 생활과 숲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

의 원인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산림분배사업과 최근에 밀려들기 시작한 상업

농업의 물결이다. 

  우돔사이도에서는 개별 농가에게 토지 및 산림 분배를 실시한 곳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촌락에서는 마을 단위로 토지 및 산림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돔사이도 박쿠

펜군에서도 1996년부터 토지산림분배가 이루어져 마을의 토지는 생산림, 보전림, 보호

림, 재생림, 황폐림 등으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행해진 LFA는 

산림과 농지를 통합적으로 이용한 마을주민들의 토지이용 실태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활과 소득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마을에서는 과

거 화전농업을 영위해 왔던 토지의 상당부분이 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심각한 

농지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 마을 주민 가운데는 옆 마을의 농지를 임대료를 주고 임

차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마을에 이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 부족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옆 마을에 토지를 빌리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아 마을 주민들의 상당수는 보호

림 내에서 화전을 계속하고 있다. 

  LFA에 의해 산림과 농지가 구분됨으로 인해 지금까지 해왔던 농업방식이 위법행위

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LFA가 실시된 마을에서는 토지부족 때문에 화

전경작의 순환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되거나 같은 작물을 연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

다. 이는 토양 악화와 수확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LFA의 실시로 인해 과거에는 마을주민들에 의해 스스로 지켜져 왔던 하천가 주변의 

수원림이 이제는 반대로 마을 주민들에 의해 베어지고 화전농업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우돔사이도는 중국과 가까운 지역으로 중국 운남성 곤명에서 라오스로 진입하는 국

도 13호가 지나는 지역이다.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이 지역의 농촌지역은 여

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돔사이도의 많은 마을들에서 밭벼를 그만두

고 중국시장을 겨냥한 환금작물인 고무, 옥수수와 유채 등을 재배하는 가구가 점차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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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지만 환금작물은 그 가격이 해외시장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만큼 주민들의 소득이 불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단일작물의 연작에 따른 토양

의 악화와 농약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환금작물은 기업과 주민간의 계약재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주민 

측에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돔사이도에서 행해지는 계약재배는 중국 기

업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국기업은 1990년대부터 라오스 북부지방에서 채소, 

옥수수, 차, 사탕수수 재배를 시작으로 2000년 이후 그 면적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

다. 우돔사이도에서 루앙남다도에 이르는 국도 13호 연변의 경사지에는 대부분 옥수

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에 있었던 세계적인 고무 수요의 증가로 인해 중국기업은 라오스 북부 지역

에 고무나무재배를 확대하고 있다(原 洋之介. 2011). 2006년에 고무나무 재배 면적은 

라오스 전국에서 29,000ha인데 이중 북부가 17,000ha로 58%를 점하고 있다. 고무 재배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2008년부터 일부 지방에서는 고무 재배를 억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고무 가격이 2008년 2월에 

870,100킵(124,300원)/kg에서 11월에 372,900킵으로 57%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고무 재배의 경우 기업경영과 농민경영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농민경영은 다시 

계약재배와 독립경영으로 나뉜다. 기업경영은 민간 기업이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주변의 농민을 고용하여 고무농장을 개설하는 형태이다. 계약재배는 농민이 

자기의 토지를 기업의 지원을 받아 재배하는 형태이고 독립경영은 농민이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꾸려가는 것을 말한다. 계약재배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현금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계약재배를 할 경우 농민들은 묘목을 계약당사자인 기업으로부터 사고 수확 후

에는 농민이 직접 수확물을 들고 공장이나 수집처까지 운반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계약당사자인 기업은 가격을 싸게 매기는 경향이 있다. 계약재배에 소요되는 자

금 확보가 어려운 농민들은 계약당사자인 기업으로부터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

는 경우도 많다((原洋之介. 2011). 

  이처럼 화전농업을 대체하는 환금작물의 재배는 현금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지만 국제적인 가격에 농가의 수입이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환금작물의 재배에 의해 지역 주민의 소득이 불안정하게 되고 식량안전이 위협

받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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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앙쿠앙도 농헷군 사례5)

3.2.1. 지역 농업과 화전 개요

  시앙쿠앙도는 라오스의 동북부에 위치하여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지역으로 90%이

상이 산림이며, 라오스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인구 약 26만 명이며 8개 

군, 520여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논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경작지는 화전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시앙쿠앙도의 농헷군은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는 군으로 베트남으로 통하는 국도 7

호선이 지역의 중심을 관통한다. 농헷군은 110개 마을, 15개 면으로 36,268명, 5,235가

구가 거주한다. 몽족, 카무족, 라오타이족 등 3개의 소수 민족이 함께 살고 있다. 지역

의 대부분은 산간지역으로 화전농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앙쿠앙도에서

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속한다. 라오스정부의 빈곤조사 실태에 의하면 농헷군은 라오

스에서 가난한 47개 군에 포함된다. 현재 농헷군에는 1,990세대의 빈곤 가족이 지역 

전체 마을의 44%에 해당하는 48개 마을에 살고 있다.  

  농헷군 주민의 대부분은 화전을 포함하는 농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경지 중 논은 320ha에 불과하고 4,300ha의 경사지에서 화전에 의한 밭벼를 재배

하고 있다. 논에서의 벼 생산량은 조곡 기준 평균 3.5톤/ha 인데 반해 밭벼는 2톤/ha이

다. 정부 추계에 의하면 농헷군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조곡 기준으로 327kg/년으로 전

국 평균 350kg/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NAFRI의 반퉁 박사의 주민 조사

에 의하면 가뭄이 들 경우 연간 3~6개월은 쌀이 부족하다고 한다. 

  농헷군 역시 1990년대 정부 정책의 변화를 통해 화전 경작 방식이 변하고 있다. 이 

지역 역시 라오스 산간 여타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화전을 실시할 지역을 결정하고 보통 6~7년의 휴지기를 가졌다. 하지만 정부의 토지

산림배분정책에 의해 화전민들에게 일정 토지를 배분하였고 보호림 지역에서의 화전

을 통제하였다.

  이 지역 역시 마을단위로 주민의 참여 아래 토지 산림이용계획이 수립되고 이 계획

에 기초하여 토지 산림 분배사업이 이루어졌다. 토지산림분배사업으로 인해 마을 단

위로 경계가 형성되어 이동 경작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매년 2%에 달하는 인구 증

가 등으로 인한 경지 면적 부족 때문에 화전 경작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토지를 배분받은 화전민들은 획득한 토지를 무리하게 경작할 수밖에 없어 보통 

 5) 농헷군 사례는 2013년 7월 박시현과 최용욱이 실시한 라오스 현지 조사 결과에 기초한 박시현 등(2013)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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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농헷군 도로변에 위치한 정주거점 정비 모습 

     자료: 사진은 중심마을에 설치할 들어설 시장 건물 신축 모습 

그림 3  농헷군 마을의 주민참여형 토지이용 계획도

  자료: 2006년에 수립된 것으로 마을 입구에 게시. 사진에서 노란색은 경작지, 갈색은 목초지, 회색이 과수림, 녹색은 산지(산림),청록색

으로 보호림지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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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혹은 그 이하의 휴지기를 가짐으로써 지력이 쇠퇴하고 토질이 악화되며, 최근

에는 농약 사용에 의한 환경오염과 질병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화전농업 금지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상업농을 장려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우남사이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재배에 따른 수입의 불안전성

과 식량안전이 위협받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화전민의 이주 및 정주화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화전민의 이주 및 정주화 정

책은 화전 방지와 마약 재배 금지, 소수민족의 관리,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에 목

적을 둔 다목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산간부 고지대에 흩

어진 촌락을 저지 도로변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촌락이전과 함께 세대수가 적

은 촌락을 합병시키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3.2.2. 화전 대체를 위한 농민 대응

  농헷군은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베트남의 시장경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지역 역시 전반적으로 밭벼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환금작물인 옥수수와 축산 

사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헷군 전체로는 5년 전까지만 해도 화전 경작에 의해 밭벼를 13,000ha 재배했으나 

지금은  환금작물인 옥수수를 8,000ha 재배하고 밭벼는 현재 5,000ha만 재배하고 있다. 

이 지역의 목초지는 800ha인데 최근 축산 사육 농가가 증가하여 목초지의 면적이 매

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농헷군 캉파니엥면의 경우 총 117가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논은 9.5ha

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밭벼 170ha, 옥수수 171ha, 텃밭 7ha, 목초지 32ha, 과수원용지 

8ha 등이다. 최근에는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소 571마리, 물소 88마

리, 돼지 442마리, 가금류 2,086마리, 염소 13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옥수수와 소는 인

근의 베트남의 산지수집상들에게 주로 판매하고 있다. 

  캉파니엥면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몽족 농가의 경우, 10ha의 땅에 대한 토지 이용

권(이들 토지는 선대로부터 경작한 토지를 토지산림분배사업 때 분배받은 것으로 실

제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7ha의 땅은 토

양회복을 위해 경작을 쉬고 있거나 목초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3ha의 땅에는 주로 옥

수수를 재배하고 있다. 

  이 가구는 한동안 옥수수 재배를 통해 가계를 유지하였으나, 최근에 휴경 기간이 짧

아지게 되면서 토양의 비옥도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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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베트남 등지의 축산물 수요증가와 함께 라오스정부에서 추진하는 축산기술보급지

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축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 농가의 2012년 연간 소득은 5

천5백만 킵(한화 약 780만원)인데 이 중 2천1백만 킵은 옥수수 재배로부터, 축산을 통

해서는 2천5백만 킵을, 나머지는 텃밭 과수원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이다. 축산이 이 

가구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가구가 참여하는 축산기술보급사업은 라오스의 농촌진흥청에 해당하는 NAFRI 

(National Agricultural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캉파니엥면의 

20 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총액은 미화 약 5,000달러 정도(약 4

천6백만 킵)이다. 가구당 평균 250달러 정도의 지원을 받는 셈인데 지원금은 사육두수

와 소의 무게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그림 4  몽족 농가의 물소 사육  

     주: 사진에 보이는 비가림 시설이 NAFRI 지원에 의해 설치된 것임. 
   자료: 박시현 등 2013.

4. 시사점

  라오스에서는 토지산림분배사업과 함께 화전 금지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산림분배사업과 화전금지정책이 오히려 지속가능한 농업과 

자연환경보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라오스 농촌 인

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경작지가 충분치 않고 배분된 농지에서도 기반설비 등이 

정비되지 않아서 식량생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다른 여건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전만이 금지되어 마을 주민이 오히려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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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한편 라오스 경제가 급속하게 세계경제의 틀 속으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서 농촌

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북부 농촌지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

남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원료 농산물 수요에 의해 환금작물로서 고무와 옥수수 재배 면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가는 불공정한 계약, 소득 불안정, 식량부족, 

농가의 빈부 격차와 단일작물 연작으로 인한 토양악화, 토지와 자연자원의 가치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은 라오스 농촌지역개발이 다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먼저, 전통적인 농업 방식과 낮은 소득 그리고 화폐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

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일률적인 화전금지와 상업농의 권장보다는 농촌사회에 뿌리가 깊은 전통적인 생

산방식을 존중하면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국

제협력사업은 라오스 농촌사회에 급격하게 충격을 주는 대형 사업보다는 라오스 농

촌마을에 적은 충격을 주면서도 서서히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업들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사업의 현지성과 유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부에서 

이식된 기술과 자본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이 현지 주민들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의 격차

로 인해 계속 유지 발전되지 못하고 일과성으로 그쳐버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라오스 산간지역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은 화전으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줄이면서도 

지역 주민의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제력의 범위내에서 작동가능할 수 있는 사업을 발

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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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

현황 및 시사점 *

김  우  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서론6)

  스페인은 영토의 위치와 지리적 특징으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기후가 다르며 자연

재해의 양상이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북부 지역은 기단의 영향으로 풍부한 강

수량을 보인다. 내륙 지방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다. 남동부는 지중해성 기후, 중부는 대륙성 기후를 보이며 계절별 기온 변화가 심하

고 강수량의 편차가 크다. 이러한 지역별 기후의 다양성 외에도 스페인은 전반적으로 

계절별 기후 변화가 심한 편이다.1) 이러한 자연적 조건으로 인하여 스페인은 농업에

서의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하였다. 

  비록 현재 스페인 경제 전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작으나 농업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점점 악화되는 농가 경제를 부양하는 방법 중 하나로 스페인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에서는 재해 피해 농가

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없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

 * (aaronkim@krei.re.kr 02-3299-4399).
 1) Ant on, J. and S. Kimura. 2011,“Risk Management in Agriculture in Spain”,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43, OECD Publishing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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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 보험사, 농업인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재해보험제도는 농

가 경영안정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은 미국, 캐나다 

등과 더불어 가장 발전된 운영모델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재보험(reinsurance) 제도를 통해 민영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사

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연합체인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자연합(Agroseguro)”을 통해 관리와 손해평가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

다. 본 원고에서는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스페인 농업 개황

  스페인 산업 구조의 변화는 서비스업 비중 확대와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농업은 2012년 기준 

232억 유로를 기록하며 스페인 총 GDP의 2.26%를 차지하였다. 2003년 268억 유로와 총 

GDP의 3.43%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간 농업의 하향세가 뚜렷하다. 

표 1  스페인의 GDP 구성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림
수산업

26,849 26,160 24,828 23,278 25,825 25,010 23,092 24,696 23,909 23,215

(3.43) (3.11) (2.73) (2.36) (2.45) (2.30) (2.21) (2.36) (2.29) (2.26)

제조업
134,321 140,132 148,025 156,052 163,888 168,601 150,348 158,144 164,519 163,877

(17.15) (16.66) (16.28) (15.83) (15.56) (15.50) (14.36) (15.12) (15.72) (15.93)

건설업
85,414 95,816 110,425 124,199 131,074 135,659 126,347 101,834 91,132 80,827

(10.91) (11.39) (12.14) (12.60) (12.45) (12.47) (12.07) (9.74) (8.71) (7.85)

서비스
460,550 494,257 529,196 573,077 625,203 667,759 672,405 670,136 680,202 676,300

(58.81) (58.75) (58.20) (58.15) (59.36) (61.39) (64.23) (64.09) (65.01) (65.72)

보조금
75,948 84,929 96,824 108,941 107,171 90,759 74,702 90,810 86,565 84,783

(9.70) (10.10) (10.65) (11.05) (10.18) (8.34) (7.14) (8.68) (8.27) (8.24)

총 GDP
783,082 841,294 909,298 985,547 1,053,161 1,087,788 1,046,894 1,045,620 1,046,327 1,029,00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당해연도 전체 GDP대비 해당 산업 비중.
자료: 스페인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http://www.i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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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농업의 이러한 특징은 <표 2>의 고용 현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도 스페인의 총 고용은 1,641만 명이었으며 그 중 농업 분야에서는 71만 명을 

고용하며 전체 고용의 4.36%를 차지하였다. 최근 10년간 서비스업의 고용비율이 64%

에서 75%로 증가하고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의 농업 분야 고용비중이 4%였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 되는 시기에는 농업에서의 고용 감소가 더욱 가

속화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  스페인 연도별 고용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림
수산업

925.3 893.5 868.4 821.3 801.2 770.6 738.3 757.0 723.2 715.5

(5.44) (5.11) (4.80) (4.39) (4.15) (4.00) (4.09) (4.29) (4.20) (4.36)

제조업
2,978.5 2,955.1 2,931.8 2,870.7 2,809.3 2,768.8 2,433.3 2,364.7 2,327.0 2,203.5

(17.52) (16.90) (16.20) (15.33) (14.57) (14.39) (13.48) (13.41) (13.50) (13.42)

건설업
2,154.3 2,242.7 2,405.0 2,551.2 2,687.1 2,373.6 1,864.6 1,628.7 1,369.3 1,108.3

(12.67) (12.82) (13.29) (13.62) (13.93) (12.33) (10.33) (9.24) (7.94) (6.75)

서비스
10,946.8 11,399.1 11,891.4 12,482.9 12,985.8 13,334.5 13,014.3 12,880.5 12,818.6 12,386.6

(64.37) (65.17) (65.71) (66.66) (67.34) (69.28) (72.10) (73.06) (74.36) (75.46)

총 고용
17,004.9 17,490.4 18,096.6 18,726.1 19,283.4 19,247.5 18,050.5 17,630.9 17,238.1 16,413.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당해연도 전체 고용 대비 해당 산업 비중.
자료: 스페인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www.ine.es).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스페인 경제 전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제 불가능한 재해에 대한 보호 장

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농가의 재정적 안정성 지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3.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 체계 및 현황

3.1.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요

  스페인의 농작물재해보험은 1953년 이전까지 조합(단체)을 중심으로 공제형태로 추진하

였으나 1951~1952년 높은 손해율 발생에 따라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

부에서는 1953년 농업보험법(Law of Farm Insurance) 제정을 통해 재해보험 사업에 개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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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페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재해인 우박을 대상으로 보험 운영을 하였으나 민영보험

사들의 수익성 추구와 변동성 확대 및 운영기술 부족으로 누적 손실이 증가하여 1978년 

재해보험사업을 포기하였다. 1978년 종합농업보험법(Combined Agricultural Insurance System, 

Law87) 제정 및 1979년 시행령(Royal Decree 2329) 제정을 통해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림식품환경부(이하 농림부) 내에 농작물보험청

(ENESA)를 설치하고 경제부 산하에 국가보험국(DGS)과 재해보상협회(CCS)를 설치하고 민

영보험사 연합체인 Agroseguro를 설립하였다. Agroseguro의 설립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역

할 분담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3.2.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체계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와 민간

의 유기적인 협력체계(Public-Private Partnership)이다. 농림부와 경제부에서 제도 운영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지방자치정부와 함께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한다. 농업 단체에서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며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개선 및 

새로운 상품 개발에 대한 요구 및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1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민관 협력 체계

단위: 천 명, %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농업 부문 민간 부문

농림식품환경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Environment)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and 

Competitiveness)

농작물보험청(ENESA)
국가보험국

(DGS)
재해보상협회

(CCS)
농업 단체

(Trade Unions)
Agroseguro

자료: Agroseguro.

  또한 정부(구체적으로는 CCS)와 민영보험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보험사업자 연합체

인 Agroseguro를 통해 효율적인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연합체를 통해 

개별 민영보험사들은 결산, 보험료 청구 및 관리, 보험요율 산출협의 및 결정, 손해평

가인 관리, 보험료 지급 등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적은 비용으



세계농업 제161호 | 163

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자체 보험 영업망을 통해 농작물보험을 판매하므로 

각 보험사들의 개별 상품과 교차 판매(cross-selling)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거대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보험 사업 운영을 위해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

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민영보험사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림 2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체계

자료: 농협경제연구소(2009),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그림 2>에 나타난 각 참여자들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작물보험청

(ENESA)은 연간 보험운영 및 보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를 

선정한다. 또한 손해평가지침 및 작물별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보험약관을 심사한다. 

Agroseguro와는 별도로 광고와 현장 방문을 통해 보험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한다.

  국가보험국(DGS)은 농작물재해보험 외에 모든 보험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과 Agroseguro의 개별 보험사들의 참여비율을 승인하는 역

할을 한다. 또한 농작물보험청과 함께 손해사정 및 보험료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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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회(CCS)의 재보험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재해보상협회(CCS)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국가재보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Agroseguro에 

보험사업자로 일정 지분(2013년 말 현재 10%) 참여하고  손해평가인에 대한 감독 기능

을 수행한다.

  보험사업자 연합체인 Agroseguro에는 2013년 12월 현재 29개 보험사(CCS 포함)가 참

여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보험료 보조금 청구 및 보험통계 관리,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연구조사, 손해평가인 관리 및 손해평가 실시, 참여 보험사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groseguro에 참여하는 개별 민영보험사는 자체 대리점, 온라인, 방카

슈랑스 창구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 보험사의 지분에 따라 

보험 위험을 인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험 판매에 대해 Agroseguro에서 모집수수료

를 지급받는다. 참여하는 민영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 확대

를 위해서는 고객서비스를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3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 체계

자료: 스페인 재해보상협회(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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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을 통해 스페인의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장 큰 특징인 국가재보험 체계를 

보면 재해보상협회(CCS)의 역할을 알 수 있다. 각 보험 대상별 위험 등급에 따라 손해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CCS에서 인수한다. CCS는 

재보험위험에 대해 1980년부터 1993년까지 해외 재보험사업자에게 재보험 가입을 하

였으며 재보험료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충당하였다. 그러나 1994년부터 재보험료 

수입과 투자 운용실적이 개선되어 안정기금 누적이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안정기금을 

활용하여 재보험 가입 효과를 내고 있다. 

3.3. 농작물재해보험 현황

  현재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임산물에 이르기까지 200

여개 이상의 품목이 보험 가입 대상이며 가입 형태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형태이다.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종류는 <표 3>과 같다.

표 3  보험 종류별 주요 내용

구분 종류 보장내용 보험대상

농작물

피해량
보험

개별재해로 인해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농지별로 보상

벼, 과일, 채소 등 대부분의 농
작물

우박, 서리, 바람,
가뭄, 홍수,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병충해 등

통합
보험

모든 재해로 인해 작물의 생산량
감소 및 품질저하에 따른 손실을
보상

란자로테 섬의 양파 와 와인용
포도 및 비관개 겨울곡물, 콩

수확량
보험

모든 재해로 인해 작물의 수확량
이 미리 정해진 지역별 평균생산
량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보상

올리브, 아몬드, 초지류, 비에
르조 등 지역의 과일농장, 나
바라지역 자두, 비관개 사탕무, 
와인용 포도

가축

피해량
보험

가축에 대한 광범위한 리스크보장
및 소각비용 등을 보상

소, 말, 양, 염소, 가금류 질병, 이상기온,
강풍, 번개, 폭발
및 화재, 홍수

지수
보험

목초지, 양봉에 대한 리스크 보장
(인공위성 정보 이용)

목초지, 벌 화재

양식
수산물

피해량
보험

생물화학적 오염, 원유유출, 선박
충돌, 폭우로 인한 염도저하,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

도미류, 농어, 가자미, 홍합,
양식송어

임산물
피해량
보험

조림지에 발생한 손실 보상 농장, 코르크 숲

자료: Agroseg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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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표 4>와 같이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품목별 지원율에 차이가 있으며 단체가입, 재가입 등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험료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이라 함은 Agroseguro가 산정하여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험료 

할인과는 다르다. 지방자치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방정부에 따라 지원율은 다를 수 있다.

표 4  중앙정부의 보험료 지원율

구분 일반지원 단체가입  전업농 지원 재가입농가 여러 품목 가입

지원율
5~22%

(상품별 차등)
5% 추가지원

14% 추가지원
(겸업농 제외)

2년 연속 가입:
5% 추가 지원

3년 이상 연속:
7% 추가 지원

2% 추가 지원

자료: Agroseguro.

그림 4  Agroseguro 보험사 참여 현황

자료: Agroseguro.

  스페인의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는 2013년 현재 29개이다. 참여 

보험회사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참여 보험회사의 사



세계농업 제161호 | 167

업 탈퇴가 아닌 보험사들의 인수 합병에 따른 감소이다. 재해보상협회(CCS)의 지분율

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영보험사들의 지분율은 90%를 유

지하고 있다. 지분율이 중요한 이유는 Agroseguro가 인수한 보험 위험을 개별 보험사들

이 자신들의 지분만큼 부담한다는 점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CCS는 Agroseguro에 재

보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자로서 10% 지분을 참여하고 있으므로 거대 재해가 

발생하여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였던 2012년의 경우에는 CCS가 본인의 지분인 10%

만큼 손실을 부담하였으며 동시에 Agroseguro에 재보험기금 지급을 하여 Agroseguro의 

참여자로서 재보험기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았다는 점이다.

그림 5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현황

자료: Agroseguro.

표 5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현황(주요 기간)

단위: 백만 유로, 건

1980 1990 2000 2010 2012

가입 금액 22.17 2,492.60 5,783.43 11,071.20 11,210.00

순보험료 1.15 103.01 280.94 650.52 675.29

보조금 0.59 74.29 178.16 405.82 386.47

계약건수 2,204 279,404 367,147 485,008 484,482

사고발생건수 0.23 135.62 163.40 554.01 800.25

자료: Agroseg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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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와 <표 5>를 통해 현재까지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 현황을 볼 수 

있다. 가입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순보험료 역시 증가하고 있

다. 재해보험 시행 초기에는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였으나 점차 안정되어 2006년 이

후부터 2011년까지 80%대의 손해율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우박을 비롯한 각종 재해들

이 빈번히 발생한 2012년에는 손해율이 120%를 초과하였다. Agroseguro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누적 손해율은 94.01%를 나타내고 있다.

3.4.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체계

3.4.1. 손해평가인

  기본적으로 손해평가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손해평가과정(3~5년)을 이수하고 1

년간 현장 실습을 이수하면 정식으로 Agroseguro에서 손해평가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들은 Agroseguro 소속이 아닌 매년 개별 계약을 통해 손해평가인으

로 위촉된다.  2013년 말 현재 손해평가인은 총 490여 명 수준으로, 농작물 손해평가인

은 340명, 가축수의사 150명이다. 이들 중 올해 2013년에는 386명의 손해평가인이 손

해평가활동에 참여하였다. 

3.4.2. 손해평가 절차

  손해평가는 “재해발생 → 재해발생통지 → 현지조사 → 수확기조사 → 검증조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Agroseguro에 재해신고가 접수되면 Agroseguro 지부(전국 13개)에

서 손해평가인을 배정한다. 지정된 손해평가인은 최소 48시간 이전 가입자에게 연락하

여 손해평가 일정을 조율한다. 사전에 정한 일정에 따라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를 실

시하고 농업인이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통상 1~2명의 

손해평가인이 손해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다. 1개 손해평가반이 통상 

하루에 실시하는 농가 수는 대략 12~14농가이다. 초기 손해평가시에는 샘플조사를 통

해 최대손해액을 추정하고 수확기에 샘플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손해평가인은 태블릿PC와 Agroseguro에서 제공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손

해평가결과와 사진 등을 저장하고 가입자의 동의 서명을 받아 그 결과를 Agroseguro 

중앙 서버로 전송한다. 손해평가인이 전송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Agroseguro에서는 농

민에게 최종 손해평가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Agroseguro, ENESA, CCS 등은 손해평가인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해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증 조사 방법은 가입자(농업인) 설문 조사, 평가 과정 직접 평가, 평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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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서류 심사 등의 3가지가 있다. 설문 조사에서는 평가인이 사전에 연락을 하였는지, 

평가 일정을 준수하였는지, 신속히 손해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가입자에게 확인

한다. 평가 과정 직접 평가는 손해평가인의 손해평가 과정을 직접 보고 평가하는 방식

이다. 마지막으로 사후 검증은 평가 결과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손해율, 수확량 측정치 

등의 평가 결과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이다. 손해평가인은 고의로 손해평가 결과

를 왜곡한 경우 Agroseguro와 차년도 손해평가인 위촉 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

  만약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3단계에 걸친 분쟁 조정과정이 

있으며 각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로 조정을 실시하고 최종

적으로 3단계 분쟁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첫 번째 단계

는 농업인/보험사가 각각 지정한 손해평가인이 공동조사를 실시하며, 두 번째 단계는 

농업인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추천한 손해평가인 1인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

으로 세 번째 단계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부 기관들의 참여하는 정

부 최고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2012년 가입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태블릿 PC 사용에 대해 92.84%의 가입자가 만

족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우편을 통해 평가 결과 요약본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96.3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손해평가인의 48시간 이전 일정 조율에 대해서는 

98.40%가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평가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97.29%가 만족한다고 응

답하였다.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52.62%가 만족을, 17.27%가 불만이라고 응답하

였으며 보통이라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약 70%가 보통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평가 결

과에 대해 분쟁조정절차로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으로 가는 비율은 전체의 약 2~3% 

정도이다.

  스페인은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한 재해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보험 가입 농

가의 위치와 과거 재해 발생 지역을 지리정보로 표시하고 재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지역 인근의 손해평가인 현황을 파악하여 재해 발생 빈도

에 따라 손해평가인을 사전에 안배하여 재해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지리

정보를 활용하면 손해평가인 숫자, 손해평가인 위치, 농장 위치, 가입 현황 등의 정보

가 쉽게 파악이 가능하므로 긴급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재해 발생율 예

측을 통한 손해평가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대응 체계 마

련을 통해 2012년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원활히 손해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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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 시사점

4.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운영 체계

  스페인은 정부가 직접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보조, 

관리 감독, 보험사 위험 인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해보험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민영보험사는 보험 모집, 계약 관리 등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기여하며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재해보험 사업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가재보험 도입을 통해 민영보험사가 지

속적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농가의 가입 연수 및 조건에 따라 보험료 지원율을 달리하여 장기 가입을 유

도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 확대는 단순히 보험료 수입 증가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 기본이 되는 보험의 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장기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원율 확대(또는 보험료 할인) 

등과 같이 농가의 지속적인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 마련은 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의 가입 확대와 건전한 보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스페인 정부에서는 보험 대상 작물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이외에 별도의 재

해지원제도가 없다. 농가의 재해위험관리는 재해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

며 간혹 재해 피해 농민에 대한 일시적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이 있으나 이는 보험 가입 

농민에게만 해당한다. 

  정부는 재해기금 지원 없이 보험료의 일부만 지원하므로 재해 발생에 대한 정부의 예

산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투입예산도 절약하여 정부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2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3억8,600만 유로의 보험료 보조

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Agroseguro에서 8억 유로의 보험금을 지

급하였다. 만약 농작물재해보험이 없었다면 정부에서는 불확실한 재해 발생에 대한 예

산을 준비하고 보험료 지원액보다 많은 금액을 구호 기금으로 사용해야 했을 것이다. 

4.2. 재해보험 손해평가 체계 

  스페인에서는 손해평가인 선발에서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손

해평가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는 공정한 손해평가로 이어진다. 또한 공정하고 신

속한 손해평가를 위해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손해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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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는 손해평가 지연에 따른 가입자와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함

과 동시에 정확한 검증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손해평가 기술 기법 개선을 위한 통계 자료 축적과 연구도 중요하다. 스페인은 재해

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작물과 면적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해 발생 시 신

속하게 손해평가 배정이 가능하며 장기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인 보험료율 산정 

체계를 마련하였다. 한국은 2012년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손해평가 지연으로 인한 가입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으며 손해평가 결과 입력 지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기

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체계적인 손해평

가 분쟁 해결 제도를 마련하여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담보하고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민원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해보험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스페인의 농작물재

해보험청(ENESA)이나 Agroseguro와 같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전담기

구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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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발리(Bali) 각료회의 배경2)

  제9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가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2013년 12월 

3~7일에 열렸다. 발리 각료회의는 이른바 “발리 패키지(Bali Package)”를 채택함으로써 

2001년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가 출범한 이후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무역협상을 되살렸다.

  WTO 각료회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2년에 최소 한 번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1995년에 WTO 체제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총 9차례의 각료회의가 개최

되었는데, 그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001년 DDA 출범 이래 각료회의는 협상방향의 큰 틀을 제시한 2004년 Framework 

합의와, 수출보조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2005년 홍콩 각료선언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아직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많은 쟁점들에 관한 구체적 대안들을 제

시한 협상의 세부원칙(modalities)인, 이른바 2008년 7월 패키지(July 2008 Package)를 토

대로 협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1)2)3)

 * (songsooc@gmail.com).
 1) 세부원칙은 농정개혁의 자세한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예를 들면 관세 및 보조 감축 방법과 감축률을 공식(formulas)으로 제시

한 규정을 말한다(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chair_texts08_e.htm#10july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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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WTO 각료회의 동향

회 날짜 개최 장소 주요 의제

1 1996.12.9..-13. 싱가포르
이른바 “환경라운드(Environment Round)”가 출범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음.

2 1998.5.18.-20. 스위스 제네바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각료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여,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하기로 함.

3 1999.11.30.-12.3. 미국 시애틀
뉴라운드의 출범이 시도되었으나 합의에 실패함. WTO에 반대하는 
국제 NGO 등에 의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주목받음. 

4 2001.11.9.-13. 카타르 도하 DDA 무역 라운드의 출범에 합의함. 

5 2003.9.10.-14. 멕시코 칸쿤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 등 이른바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s)”가 주요 의제로 제시되었으나, 
개도국의 강한 반대로 채택하지 못함.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문제가 
대두되었고, 주요 개도국 연대인 G20가 결성됨.

6 2005.12.13.-18. 홍콩

농업 수출보조를 2013년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하였고, 면화 
수출보조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철폐하기로 함. 
최빈개도국(LDCs)에 대해서는 무관세-무쿼터(duty-free, 
quota-free)를 적용하기로 함.

7 2009.11.30.-12.2. 스위스 제네바
2년마다 열리기로 한 각료회의를 회복함. 다자무역체제와 현재의 
세계경제 환경에 대해 논의함.

8 2011.12.15.-17. 스위스 제네바
수출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식량안보를 확충하도록 하는 제안서가 
제시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9 2013.12.3.-7. 인도네시아 발리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개발문제를 다룬 이른바 
“발리 패키지(Bali Package)”에 합의함.

자료: WTO(http://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ist_e.htm)를 기초로 정리.

  그러나 여전히 개발(development)과 무역자유화의 방식과 역할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

국의 관점 차이로 인해 DDA 협상의 교착상태 또는 심지어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죽음이란 표현으로 묘사될 만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4) 곧 선진

국의 관심사항인 신흥개도국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와 개도국의 관심사항인 선진

국의 농업보조 감축과 식량안보 보장 조치 등에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 구조가 지속되

면서 12년간의 지루한 협상이 명맥만 유지한 채 이어져 왔다. 이러한 가운데 발리 패

키지는 양 측의 최소공배수를 이끌어 냄으로써 세부원칙 타결에 한발 다가설 수 있도

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다. 

  발리 각료회의에는 총 159개 회원국의 대표단이 참여하였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

 2) 농업협상분야의 세부원칙은 여러 번의 수정안이 제시된 상태이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WTO 웹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다: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agchairtxt_dec08_a_e.pdf>.

 3) 최근의 농업분야에 관한 협상 동향은 송주호(2013)를 참조하기 바란다.
 4) BBC 뉴스 웹사이트 참조: <http://news.bbc.co.uk/2/hi/business/5215318.stm>.



세계농업 제161호 | 177

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대표단이 참석

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2. 발리 패키지 주요 내용

  발리 패키지는 DDA 협상 의제 가운데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인 ①무역원활화

(trade facilitation), ②농업(agriculture), ③면화(cotton), ④개발 및 최빈개도국(development 

and LDC issues) 분야의 10개 합의문(Ministerial Decision)으로 구성된다<표 2 참조>. 조

기수확 대상 또는 신속하게 추진할(fast track) 의제란 DDA 모든 의제의 일괄타결이 어

려운 상황에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합의 가능한 분야로 정한 것을 말한다.

표 2  발리 패키지(Bali Package)의 구성

분야 각료결정문 WTO 문서번호

무역원활화
(Trade Facilitation)

무역원활화 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WT/MIN(13)/36 — WT/L/911

농업
(Agriculture)

일반서비스(General Services) WT/MIN(13)/37 — WT/L/912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WT/MIN(13)/38 — WT/L/913

농산물의 관세할당 방식 규정에 관한 양해서(Understanding on 
Tariff Rate Quota Administration Provis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T/MIN(13)/39 — WT/L/914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WT/MIN(13)/40 — WT/L/915

면화 (Cotton) 면화(Cotton) WT/MIN(13)/41 — WT/L/916

개발 및 
최빈개도국 문제
(Development and 
LDC issues)

LDC를 위한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WT/MIN(13)/42 — WT/L/917

LDC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특혜조치 관련 
예외조치의 운영(Operationalization of the Waiver Concern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Least-Developed Countries)

WT/MIN(13)/43 — WT/L/918

LDC를 위한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WT/MIN(13)/44 — WT/L/919

특별우대조치의 모니터링 체제(Monitoring Mechanism 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WT/MIN(13)/45 — WT/L/920

자료: WTO(https://mc9.wto.org/draft-bali-ministerial-declaration)

  본고에서는 농업분야의 합의문 전문을 번역하여 제시하고, 그에 관한 간단한 배경 

해설을 제시하고자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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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 서비스

2.1.1. 해설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부속서 2(Annex 2)에는 농업보조 가운데 회원

국들이 농정개혁 측면에서 감축하지 않아도 되는 11가지 허용보조(Green Box)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6)7) 허용보조 가운데 하나인 일반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public 

goods)에 관한 지출을 말하며, (a) 연구, (b) 병해충 통제, (c) 훈련 서비스, (d) 지도와 자문 

서비스, (e) 검역 서비스, (f) 유통과 판촉 서비스, (g) 인프라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그 동안 많은 개도국들은 일반 서비스 조치가 선진국 위주로 예시되어 있다고 지적

하고 개도국들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정부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을 주장

하였다. 특히 개도국들은 토지개혁과 농촌의 생계보장과 관련된 사항들을 제안하였는

데 이러한 내용이 합의되었다. 

2.1.2. 결정문(WT/MIN(12)/W/9)

  각료회의는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 9조 1항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회원국들은 일반 서비스 프로그램이 특히 개도국의 농촌 발전, 식량 안보, 빈곤 완

화 등에 이바지해 온 점을 인정한다. 이는 많은 개도국들이 토지 개혁과 농촌 생계보

장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다양한 일반 서비스 프로그램을 말한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WTO 농업협정 부속서 2의 2항의 제약 속에서 아래에 열거된 프로그램 형

태를 농업협정 부속서 2의 2항에 예시된 일반 서비스 프로그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

로 간주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농촌개발과 빈곤 완화를 위한 토지 개혁과 농촌 생계보장과 관련한 일반 서비스 프

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ⅰ. 토지 복구(land rehabilitation)

ⅱ. 토양 보존과 자원 관리(soil conservation and resource management)

 5) 본고에서 제시한 WTO 각료 합의문에 관한 번역은 순전히 독자의 이해를 위한 것이며, 공식적인 것이 아님을 밝힌다. 
 6) 허용보조 조치는, ① 일반서비스, ②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③ 국내 식량원조, ④ 비연계 소득보조, ⑤ 소득보험, ⑥ 재해

보조, ⑦ 생산자 은퇴, ⑧ 농업자원 폐기, ⑨ 투자보조, ⑩ 환경 프로그램, ⑪ 지역보조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_02_e.htm#annII>
 7)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 미국과 EU는 감축대상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를 줄인 반면에 허

용보조의 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해 사실상 전체 농업보조 규모가 이전보다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http://capreform.eu/latest-eu-ams-notification-confirms-declining-trend-in-wto-amber-box-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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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뭄 관리와 홍수 통제(drought management and flood control)

ⅳ. 농촌 고용 프로그램(rural employment program)

ⅴ. 부동산 소유권 발행(issuance of property titles)

ⅵ. 농민 정착 프로그램(farmer settlement program)

2.2.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2.2.1. 해설

  중국, 인도 등 다수의 소규모 농가를 지닌 개도국 모임인 G33은 각료회의에 대비하

여 2012년 11월에 식량안보에 관한 제안서를 WTO 농업협상위원회에 제시한 바 있다

(WTO 2012).8) G33의 관점에서 이 제안서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과 관련해 새로

운 규정을 제안하였다. 곧 정부가 저소득 및 자원빈곤(resource-poor)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공공비축용 식량을 보조된 가격으로 수매한 경우 이를 감축대상보조

(AMS)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수매한 식량을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 

계층에 공급했을 경우 수매한 가격과 외부 참조가격(external reference price)의 격차를 

AMS(=[수매가격–외부 참조가격]×생산량)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9) 지

금의 농업협정 부속서 2(허용보조)에 따르면 이 격차는 AMS에 포함되며, 회원국은 

AMS 상한을 지켜야 한다.

  G-33의 논리는 외부 참조가격이 1987~88년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어 AMS 산출이 과

대 계상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생산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수매가격에 반

영할 경우 AMS가 자동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AMS 양허수준이 상대적으

로 낮게 설정된 대다수의 개도국에 있어 이러한 식량안보 정책은 AMS 상한을 초과하기 

쉬워 정책시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G-33은 외부 참조가격을 최근 5

년 가격을 기준으로 한 3개년 올림픽 평균(Olympic average), 또는 해당 국가의 최대 식량

공급 농가(1-3위)의 연평균 생산자가격(예: AMS 산출하는 연도의 바로 전년도 가격수준

을 외부 참조가격으로 간주하자는 것)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하였다(WTO 2013).

  WTO 규정상 외부 참조가격은 갱신(periodic reassessment)이 가능하다(GATT 1990). 그

 8) 한국을 비롯하여 46개국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는 G-33은 개도국 관련 조치의 신축적인 적용을 강조한다. 특히 개도국의 식량
안보와 농촌 생계보장에 중요한 농산물을 이른바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면제

나 낮은 감축률 등을 적용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G33 구성 국가 목록은 다음 WTO 웹사이트 참조.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negoti_groups_e.htm>.
 9) 농업협정 부속서 3의 3항에 따르면, 외부 참조가격은 1986-88년의 평균 f.o.b. 단위가격(순 수출국) 또는 평균 c.i.f. 단위가격

(순 수입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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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러한 논의는 지금까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다. 일부 회원국이 지나친 물가

상승률(inflation)의 경우 AMS 산출에 감안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해 왔다.10) 또한 선진국의 경우 AMS 조치의 상당 부분을 허용보조로 전환해 온 결

과 AMS 이행에 여유가 있는 만큼 외부 참조가격의 갱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많은 선진국과 수출 개도국들은 이와 같은 G-33 제안서 내용이 무역왜곡을 심화시

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인도의 경우 저소득 및 자원빈곤 농가에 해

당하는 비중이 전체 농가의 98.97%에 해당하여 사실상 모든 농가에 대한 가격보조가 

허용보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ICTSD 2012).

  이처럼 상반된 견해 속에 각료회의는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추후에 협상을 통해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것에 합의하

였다. 곧 개도국의 이러한 식량안보 조치에 대해 회원국들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

소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평화조항(peace clause)을 잠정조치로 인정한 것이다.

2.2.2. 결정문(WT/MIN(13)/W/10)

  각료회의는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 9조 1항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1. 회원국들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문제와 관련해 아래에 명시한 잠정조치

(interim mechanism) 도입에 합의하고, 제11차 각료 회의 때까지 채택할 영구 해결

책(permanent solution)에 관한 협정을 협상하기로 한다.

   2. 영구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회원국들은 WTO의 

분쟁해결 절차(Dispute Settlement Mechanism)를 통한 분쟁 제기를 자제해야 한다. 

이는 개도국이 이 결정문의 조건들을 따를 경우 전통적인 주곡 식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추구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프로그램이 농업협정 부속서 2의 

3항, 각주 5 및 각주 5와 6의 기준과 일관된 농업협정 6.3조와 7.2(b)조의 요건에 

대한 이행이다.

통보와 투명성(Notification and Transparency)

   3. 이 결정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도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농업위원회에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프로그램으로 인해 해당 국가의 AMS 기

10) 다음 WTO 웹사이트 참조: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negs_bkgrnd13_boxes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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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총 양허 AMS 또는 최소허용보조)을 초과했거나 또는 초과할 위기에 있다는 

것을 보고해야 한다. 

    b. 1995년 6월 30일 G/AG/2 문서 내용과 일치하는 농업 협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개발도상국가의 국내 보조에 대해 계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부속서 내용 참조).

    c. 부속서에 수록된 견본을 참고하여 매년 식량 안보 목적 공공 비축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및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 이전에 보고된 정보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부속서의 통계 부록에 

표기된 추가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회피 방지/세이프가드(Anti-Circumvention/Safeguards)

   4. 위 2항의 내용에 따른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개도국은 프로그램으로부터 조달된 

비축 물량이 무역을 왜곡하거나 다른 나라의 식량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

장해야 한다.  

   5. 이 결정문이 위 3(a)항 아래 통보된 것 이외의 프로그램에서 회원국의 총 AMS 

양허수준이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대상 보조규모를 증가시키는 형태로 사

용되지 않아야 한다.  

자문(Consultations)

   6. 이 의사결정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도국은 다른 회원국들의 신청을 받아 그들

의 공공 비축 프로그램의 운용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어야 한다. 

모니터링(Monitoring)

   7. 농업 위원회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관찰 및 감시해야 한다. 

작업 계획(Work Programme)

   8. 회원국들은 영구적 해결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설립하는데 동의한

다. 이 작업 계획은 회원국들의 현재와 미래의 개진 사항들을 고려할 것이다. 

   9. 발리 이후 의제(Post-Bali agenda)의 확장선상에서 회원국들은 늦어도 제11차 각료 

회의 때까지 작업 계획을 만들어 종결해야 한다. 

   10. 일반 이사회(General Council)는 작업계획의 운용 평가에 관해 제10차 각료 회의

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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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서

양식(Template)

[개도국 회원 국가의 이름]

일반 정보(General information)

1. 국내보조(DS:1 통보 및 이를 뒷받침하는 지난 5년간 갱신된 자료를 확증하는 사실 기반의 정보

2. 식량 안보의 목적과 프로그램의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비축 프로그램의 세부 정보(다음의 사항을 포함)
  a. 프로그램의 수 b. 적용 대상 전통 주곡 작물 
  c. 프로그램 시행 담당기관 d. 관련 법규
  e. 프로그램 개시 일자 f. 공식으로 천명된 객관적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3.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사실 설명
  a. 주식 매입 정보 (관리조달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 포함)
  b. 주식의 체화와 거래량에 대한 정보 (예정 목표 및 물량 제한에 관한 정보 포함) 
  c. 주식 해지에 대한 정보 (해지가격과 타겟팅 결정 사항 포함 )

4. 생산 최소화 혹은 프로그램의 무역 왜곡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조치들에 대한 설명

5. 통계 정보(아래 통계 부록 참고)

6. 홈페이지 참고사항을 포함하여 이외의 다른 정보들도 제공

통계 부록 (작물 기준) (최근 3년 간 자료)

단위 1년차 2년차 3년차

[작물 이름]

a. 연초 재고량

b. 프로그램 아래 연간 수매액 

c. 프로그램 아래 연간 수매량 

d. 프로그램 아래  연간 방출액

e. 프로그램 아래  연간 방출량 

f. 수매가격

g. 방출가격

h. 연말 재고량

I. 총 생산량

j. 총 생산액

k. 해당 작물의 방출에 따라 혜택을 받는 인구와 방출량에 관한 정보
 - 국가 단위의 수혜자 추정인구, 가능하다면 지역 단위 입력
 - 국가 단위의 수혜자에게 보급된 물량, 가능하다면 지역 단위 입력
 - 기타

l. 민간저장고로 정부원조가 제공되었을 경우 제공된 보조에 대한 
  통계와 갱신된 자료

m. 총 수입액

n. 총 수입량

o. 총 수출액

p. 총 수출량 



세계농업 제161호 | 183

2.3. 농산물의 관세할당 방식에 관한 양해서

2.3.1. 해설

  관세할당(tariff-rate quota, TRQ)은 일종의 이중관세 조치로 쿼터 내 수입량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in-quota rate)를 적용하고, 쿼터 초과 수입량에는 높은 관세(out 

of quota rate)를 매기는 체제이다. TRQ 대상 품목은 UR때 관세화(tariffication)된 품목, 또

는 회원국의 양허안 수정에 의해 허용된 조치이다. 수입국엔 시장개방 충격을 완화하

는 안정장치로, 수출국엔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타협 조치이다.

  DDA 협상의제로서 TRQ는 농정개혁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이 조치의 폐지, 곧 오직 

관세체제(tariff-only system)의 완성(수출국) 또는 관세감축 및 쿼터 증량(수입국) 주장이 

대립되어 왔으나, TRQ 체제의 유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떻게 

쿼터 소진율(fill rate: 쿼터 대비 실제 수입량 비율, %)을 높이고,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TRQ 수입관리방식(수입권 배분)을 개선해서 수출국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

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11)

  이번 각료회의 합의문은 저조한 쿼터 소진율이 나타날 경우 강제로 수입관리방식을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쿼터 소진율 65%를 기준으로 삼아 미소진 쿼터에 대해 적

극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2.3.2. 결정문(WT/MIN(13)/W/11)

  각료회의는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 9조 1항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1. TRQ 관리방식은 UR 수입허가절차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에 명시된 “수입허가(import licensing)”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이 협정은 농업협

정과 아래 세부 요건의 제약아래 완전한 형태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수입허가절차 협정의 1조 4(a)항과 관련 농업 TRQ가 협상되고 양허되었을 때에 

관련 정보가 TRQ 개시 최소 90일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쿼터배분 신청이 필요

할 경우 신청 개시 이전에 같은 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3. 이 협정 1조 6항과 관련 TRQ 신청자는 오직 한 관리부서에 지원해야 한다.

11) 쿼터의 수입관리방식은 국영무역, 경매, 선착순, 과거실적 기준배분, 실행관세(applied tariff)로 수입허용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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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협정 3조 5(f)항에 언급된 문제와 관련해 신청 처리기간은 신청 접수(“as and 

when received” case)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신청과 승인이 동시에 이뤄

지는 경우(“simultaneous” case)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발행이 관련 쿼

터의 효과적인 개시일보다 늦게 이뤄지지 않아야 하는데, 협정의 1.6조 아래 신

청 연장의 경우는 예외이다. 

   5. 3조 5(i)항과 관련 TRQ 허가는 경제적 물량(economic quantity)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6. 쿼터 소진율(fill rates)은 통보되어야 한다.

   7. 수입관리 절차가 협정의 3.2조, 곧 조치의 이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

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입국은 미소진 쿼터에 대한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검증(absolute ne-

cessity test)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제약하는 행정 절차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도록 보장해야 한다.

   8. 민간업자에 의해 소유된 수입허가가, 정상적인 운영자가 같은 상황에서 취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것 이외의 이유로 완전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낼 

경우 허가를 배분하는 회원국은 미활용 이유를 검토하고, 3조 5(j)항에 따라 새롭

게 허가 배분을 고려할 때 이를 감안해야 한다. 

   9. 쿼터가 소진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나 이에 대한 상업적인 이유가 없다면 수입국은 

미소진 수입권한을 소유한 민간 운영자로 하여금 다른 잠재적 사용자에게 수입권

한을 이양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배분(country-specific allocation)처

럼  쿼터가 제3국의 민간 운영자에 의해 소유된 경우 수입국은 수입권한 양도를 요

구해야 한다.

   10. 이 협정의 3조 5(a)(ii)항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쿼터 양허물량에 접근할 수 있는 

수입권한을 소유한 수입업자에 관한 자세한 연락처를 공개하되, 1조 11항의 조

건아래 수입업자의 동의를 얻거나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1.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는 이 양해서 아래 회원국의 의무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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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고 감독해야 한다.

   12. 회원국은 부속서 A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효과적인 재분배(re-allocation) 체계를 

갖춰야 한다.

   13. 이 합의문의 운영에 관한 검토는 합의문을 채택한 후 4년차 전에 시행하되 그 

때까지 축적한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검토의 목적은 쿼터 활용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검토의 전후 과정에서 일반 이사회(General 

Council)는 부속서 A의 4항을 재확인하고 또는 미래 운영방식을 조정할지 여부

와 그 방법을 포함하여 12차 각료회의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14. 4항에 관한 일반 이사회의 제안서는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12차 각료회의가 부속서 A의 4항을 현재대로 또는 개선된 형태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15항에 따라 이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15. 위 1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이 조항의 연장에 관한 결정의 부재 시 부속서 

A의 4항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부속서 A의 4항에 대한 적용을 지속하지 

않을 것을 표명한 회원국과 부속서 B에 제시된 회원국은 예외로 한다.

   부속서 A

   1. 검토 첫해에 수입국이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소진율이 65% 미만일 경우 

어느 회원국이라도 농업위원회에 쿼터 의무사항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관심사항을 사무국(Secretariat)이 관리하는 추적 기록부(tracking 

register)에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수입국은 모든 이해 당사국들과 쿼터 관리에 관

해 논의해야 한다. 논의의 목적은 제기된 관심사항의 이해, 시장상황에 대한 회

원국의 이해 증진, 쿼터가 관리되는 방식과 그 관리방식의 특정 요인이 쿼터 미

소진의 원인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논의는 특히 시장상황에 관한 객관적이고 

적절한 자료의 제공 아래 이뤄져야 한다. 이해 당사국은 해당 수입국이 제출한 

모든 문서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해당 수입국은 이해 당사국에 제출한 모든 

문서의 요약본을 농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된 회원국들은 이 문제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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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었는지 여부를 농업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해 당사국들은 논의와 제공된 문서를 기초로 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지에 

관한 명확한 진술서를 농업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와 정보는 회원

국의 관심사항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2단계와 3단계의 미소진 체계

(underfill mechanism)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고려될 수 있다. 

   2. 소진율이 2년 연속 65%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소진율이 통보되지 않아 미소

진 체계가 발동되면 어느 회원국이라도 농업위원회를 통해 해당 수입국이 관련 

쿼터의 관리방식을 조정하는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수입

국은 요구된 특정 조치 또는 이해 당사국들과 이전에 가진 논의에서 도출한, 쿼

터 소진율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만약 수

입국의 이러한 조치가 소진율 65%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데이터에 기초한 

논의를 통해 낮은 소진율이 실제로 시장상황에 의한 것임을 이해 당사국들이 납

득하였다면 이 사실은 사무국의 추적 기록부에 기록되고 해당 관심사항이 “해

결된(resolved)” 것으로 표시되어 더 이상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단, 미래

의 특정 시점에 이 과정이 다시 시작되지 않아야 하고,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3

년 주기의 절차가 될 것이다). 만약 소진율이 65% 미만으로 남아 있다면 어떤 

회원국이라도 쿼터 관리방식에 관한 추가적인 개선을 계속 요구할 수 있다.   

   3. 3차년 및 이후 검토 기간에 다음에 해당될 경우

     a.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거나 해당 기간에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b. 이전 3년 동안 연간 소진율 증가가 다음처럼 이뤄지지 않았을 때

  i. 소진율이 40%를 초과할 때 최소 8% 포인트

  ii. 소진율이 40% 이하일 때 최소 12% 포인트

     c. 데이터에 기초한 시장 상황 관련 논의가 모든 이해 당국들 사이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이것들이 사실상 미소진의 이유일 때

     d. 어떤 이해 당사국이라도 미소진 체계의 최종 단계를 발동하길 원한다는 의향

서를 농업위원회에 제시한 경우

   4.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수입국은 신속하게 다음 쿼터 관리방식 중 하나를 제시해

야 한다(국경에서 오직 선착순에 의한 배분, 또는 쿼터 상한아래 요구에 따른 자

동적, 비조건부 허가 중 제시). 이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것을 이행할 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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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해당 수입국은 수출 이해 당사국들과 상의해야 한다. 선택된 방법은 최소

한 2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그 2년간의 실적이 적절히 통보될 경우 사무국의 

추적 기록부에 등록되어 해당 관심사항이 “종료(closed)”된 것으로 기록될 것이

다. 개도국은 다른 쿼터 관리방식을 채택하거나 현재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미소진 체계아래 다른 쿼터 관리방식은 농업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선택된 

방식은 해당 수입국에 의해 최소 2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그 이후 만약 소진율이 

위 3(b)항에 제시된 연간 증가율의 2/3만큼 증가하였다면 사무국의 추적 기록부

에 등록되어 “종료”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5. 회원국에 의한 미소진 체계의 이용 가능성은 그 체계아래 다루어지는 문제들과 

관련된 협정들이 명시한 다른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떠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당 협정의 규정들이 우선 적용될 것이다.

   부속서 B

   바베이도스(Barbados)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

   엘살바도르(El Salvador)

   과테말라(Guatemala)

   미국(USA)

2.4. 수출 경쟁

2.4.1. 해설

  수출경쟁은 수출보조, 수출신용, 국제 식량원조, 국영무역업체 등을 포괄하는 조치

이다. 농업보조 가운데 무역왜곡 정도가 가장 크다고 지목되어 이미 2005년에 채택된 

홍콩 각료선언문은 어떠한 형태의 수출보조라도 2013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한 상태

이다.12) 8년 전에 제시한 이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협상 진척을 위해 수출 개도국 협상그룹인 G-20은 2013년에 2008년 7월 패키지가 

담고 있는 감축의무보다 낮은 수준의 제안서를 WTO에 제시하였으나, 수출경쟁 관련 

12) 홍콩 각료선언문은 다음 WTO 웹사이트 참조: <http://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05_e/final_text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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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의 최대 사용국인 EU와 미국이 이를 거부하였다. EU와 미국은 다른 DDA 협상의

제의 균형이 맞는다는 조건 아래 수출경쟁 부분의 개혁을 약속대로 이행하겠다는 입

장이다(TWN 2013).

  이번 발리 패키지는 이전 결정사항을 재확인하고 이 의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앞으

로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2.4.2. 결정문(WT/MIN(13)/W/12)

   1. 모든 형태의 수출 보조와 이와 동등효과를 지닌 수출 조치들은 높은 무역 왜곡 

효과와 보호주의의 형태를 가지므로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과 도하(Doha) 작업

계획에 따라 농업협정 20조가 제시한 지속적인 농정개혁의 과정 속에 주요 우선

순위 농업협상 의제로 남아 있다.

   2. 이러한 측면에서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에 명시한 대로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의 철폐와 이에 상응한 효과를 지닌 모든 수출조치에 관한 규율을 협상의 결과

물로서 인정하고 다시 한 번 그 약속을 확인하다. 그 선언문이 제시한 2013년까

지 그 약속 이행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3. 농업부분의 모댈리티 개정안(TN/AG/W/4/Rev.4, 2008년 12월)은 수출경쟁 분야의 

의욕적인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며, 여기에는 최빈개

도국(LDC)과 식량순수입 개도국(NFIDC)에 대한 특별우대조치도 포함된다.

   4. 농업협정 아래 회원국들이 WTO에 통보한 정보에 나타났듯이 최근에 감축대상 

수출보조의 사용이 감소하였고, 수출경쟁의 다른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5. 일부 회원국들이 시행한 개혁조치가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를 이끌고 있음을 인

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기조가 도하 협상에서 수출경쟁에 관한 최종 목

표달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6.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에 명시한 최종 목표를 가능한 빨리 성취하기 위해 도하 

협상 아래 이 분야의 공고한 진전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회원국들의 더욱 적극

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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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에 따라 수출경쟁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국내 농정개혁 유지와 추진의 중요성

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개혁이 갖는 양(+)의 영향과 반대로 개혁의 실패가 초

래하는 심각한 음(-)의 결과를 감안할 때 이러한 방향에서 개혁을 추진해 온 회

원국과, 아직 개혁조치를 단행하지 않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개혁에 참여하도록 

독력한다. 

   8. 위에 언급된 긍정적 기조들과 함께 홍콩 각료선언문이 제시한 수출경쟁 목표를 

위해 모든 형태의 수출 보조와 그와 동등한 효과를 지닌 모든 수출 조치의 사용

을 자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가능한 최대 범위로 시행할 것이다.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와 그와 동등한 모든 형태의 수출조치에 대한 규율 

     •회원국들의 수출보조 양허수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의 수출보조 수준 유지

     •동등한 효과를 지닌 모든 수출 조치에 대한 비슷한 수준의 규율 적용

   9.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이 수출경쟁에 관해 제시한 목적 달성은 발리 이후(post 

Bali) 작업계획의 높은 우선순위로 남기기로 한다. 이 분야가 가능한 한 빨리 현

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작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한다.

   10. 이에 따라 개혁과정을 지지하기 위해 투명성을 증진하고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와 이와 동등한 효과를 지닌 모든 수출조치에 관한 관측을 개선하기로 약속한다.

   11. 따라서 수출경쟁 분야의 진전을 검토하기 위해 농업위원회가 해마다 이를 논의

하기로 합의한다. 이 검토과정은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이 제시한 최종 목표

를 진전시키는 측면에서 수출경쟁에 관련한 어떠한 문제라도 회원국들이 제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2. 이러한 검토과정은 관련 농업협정 규정아래 통보되는 정보 및 관련된 결정, 

WTO 사무국이 제시한 정보, 부속서에 제시한대로 2013년에 시행한 회원국 대

상 설문지를 기초로 추진한다.

   13. 10차 각료회의에서 수출경쟁에 관한 상황을 검토하기로 동의한다. 또한 이 선언

문의 요건들이 해당 협정들이 다루는 회원국들의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해석하는데 사용되지 않아야 함에도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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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수출경쟁에 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요소들 

  이 부속서는 위 12항이 언급한 설문지와 관련 WTO 사무국에 의해 요구된 정보의 

형태를 예시한 것이다. 이 설문지는 회원국들의 통보의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회원국들의 경험과 관점 측면에서 재편될 수도 있다. 

수출보조

   1. 수출 조치들의 운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출신용,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제도 (수출금융)

   1.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다음의 분류: 직접 금융보조, 위험회피(risk cover), 정

부 간 신용협정 혹은 정부 수출신용보조) 및 관련 규정

   2. 수출금융기관에 대한 설명

   3. 수출신용, 수출신용 보증 및 보험제도에 해당하는 총 농산물 수출액

   4. 각 프로그램의 연간 평균 보험료율/수수료

   5. 각 프로그램의 최대 분할 상환기간 

   6. 각 프로그램의 연간 평균 분할 상환기간

   7. 각 프로그램의 수출 목적지

   8. 개별 생산물 혹은 생산물 그룹의 프로그램 활용

식량원조

   1. 농산물에 관한 설명

   2. 제공된 식량원조의 물량과 가치

   3. 식량원조가 현물, 조건 없는 현금 기준으로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화폐화(monetization)

가 가능한 지에 관한 설명

   4. 완전 무상 혹은 양허 조건 아래 제공된 것인지에 관한 설명

   5. 적절한 요구평가(needs assessment)와  식량원조가 긴급사태 선언이나 호소에 대응

한 것인지에 관한 설명(주체 포함)

   6. 식량원조의 재수출이 식량원조 제공의 조건 하에 가능한지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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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

   1. 국영무역기업의 목록 열거

     •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확인

     • 관련된 농산물에 관한 설명(관세라인 포함) 

   2. 근거와 목적

     • 국영무역기업의 설립 및 유지 이유 또는 목적

     • 독점권이나 특권을 인정하는 법 규정 

   3. 국영무역기업의 기능 설명

     • 국영무역기업의 운영에 관한 설명 보고 요약문

     • 국영무역기업이 누린 독점권이나 특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

일반 상업비밀 고려사항에 관한 추가 정보

   1. 수출(가치/물량)

   2. 수출가격

   3. 수출 대상국

상당한 정책개혁으로 인해 정책에 관한 정보는 더 이상 수집하지 않는다.

3. 발리 패키지에 관한 평가

   DDA 의제의 축소판으로서 발리 패키지는 2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다. 주로 선진국

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무역원활화 협정이 타결되고, 개도국이 주장해 온 식량안보 목

적의 보조가 한시적으로나마 허용되면서 양측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결과가 도

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 인도는 앞으로 4년간 식량안보 목적 하에 국내보조 상한을 초월하는 

보조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평화조항 형태로 부여된 혜택이란 점에서 인도

는 이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농산물 수출 개도국들은 인도에 

부여된 혜택으로 말미암아 자국의 수출 잠재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 또한 일부 선

진국들은 이번 합의가 정책개혁의 후퇴라고 혹평하기도 하였다.

   TRQ 관리방식의 개선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TRQ는 주로 선

진국에 적용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수출경쟁과 관련한 합의문은 이전 합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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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확인하는 선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이다. 2008년 패키지보다 낮은 수준의 

G-20 제안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출경쟁 분야의 개혁이 정치적인 요소

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리에서 이룬 합의는 전체 DDA 협상 타결의 디딤돌로서 의미

를 지닌다. 다자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살렸고, 논의를 통해 쟁점을 해결

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번 논의에서 일부 미래 작업계획이 제시된 것처럼 DDA 

협상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면, 과연 4년 안에 식량안보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과제는 지금까지 협상경험을 고려할 때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아주 불확실한 협상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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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발리패키지 

타결과 향후 전망 *

문  한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DDA 발리패키지 타결13)

  2013년 12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는 오랫동안 답보상태였던 다자간교역체계

의 변화를 알리는 DDA 스몰패키지(small package)가 타결되었다.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닷

새 동안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MC9)에서 농업, 무역원활화, 개발 등의 10개 이슈

로 구성된 발리패키지가 합의되었으며, 농업분야 이슈에는 1) TRQ관리 개선, 2) 개도국

의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관련 평화조항, 3) 수출경쟁 약속 이행 촉구, 4) 일반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합의된 발리패키지는 DDA 협상이라는 전체 틀에서 볼 

때 쟁점이 별로 없던 작은 분야이지만,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던 DDA 협상을 진

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불안하게 여겨졌던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회원

국들의 지지와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분위기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WTO/DDA 협상은 12년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하고 있었다. 이는 DDA 출범 당시 협상종

료 방식으로 일괄타결(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동시합의) 방식이 채택되었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주요 회원국의 이기적인 자세와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hanpil@krei.re.kr 02-329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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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협상까지만 해도 미국과 EU 등 선진국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면, DDA 협

상에서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 인도 그리고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

이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무역협상의 개별 이슈마다 선진국들과 의견대립을 보

이면서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 특히, 2008년에는 DDA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도달했

지만, 농업분야의 ‘개도국 특별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발동에 

따른 추가관세 부과 시 도하라운드 이전 양허세율 초과를 허용하는 조건’을 둘러싸고 

미국과 인도의 대립이 발생하고, 비농산물 분야의 ‘분야별 자유화’ 논의에서 중국과 

수출국들의 강경한 입장 고수로 최종 합의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각국이 자국의 경제회복을 우선시하여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하였고, 주

요국들도 DDA 협상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양자 간 또는 지역 간 FTA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면서 WTO가 대표하는 다자무역체제는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에 WTO는 2011년의 제8차 각료회의에서 일괄타결 원칙을 포기하고 쟁점이 적은 

분야들만 우선 조기에 타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번 2013년의 제9차 각료회의에 앞서 

무역원활화와 농업분야 일부, 그리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세 가지 분야를 

조기타결 대상 분야로 지정하였다. 각료회의 전까지 제네바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치

열한 협상을 벌여왔지만 무역원활화와 농업분야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허용 관련 

쟁점을 해소 못한 채 발리에서의 정치적 타결로 공은 넘겨진 상황이었다. 이번 발리에

서도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DDA 협상은 폐기되고, WTO의 앞날도 위태로울 것

이란 위기의식이 모든 회원국 간에 널리 퍼져 있었다(송주호, 2013b).

  인도를 포함한 G33 국가에서 제안한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허용 관련 제안은 개

도국이 식량안보를 위해 시장가격보다 높은 관리가격으로 주곡을 수매해서 비축한 다

음, 싼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방출하는 정책을 허용보조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사실 2008년 DDA 농업 모델리티(modality)1) 4차 수정안(Rev. 4)에 이미 제시되어 

있고 당시에도 쟁점이 없었던 사안이다. 그런데 막상 조기수확 안건으로 제시되자,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 제도가 국내생산을 증대시켜 무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4년 정도

의 한시적인 기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리에서 처

음 4일간은 미국과 인도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어 평행선을 달렸으며, 이러다간 발리 

각료회의도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회의 일정을 하루 

연기하면서 마라톤회담이 이어지고, 항구적 해법을 만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1) 협상 가이드라인. 세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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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식량안보 문제에 합의가 도출되면서 다른 분야는 일

사천리로 해결되었고 결국 발리 각료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발리패키지의 타

결로 일단 WTO 체제는 당분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브라질 출신의 신임 WTO 

사무총장 아제베도의 리더십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되었다(송주호, 2013b).

표 1  DDA 발리패키지 농업분야 조기수확 결과

구  분 핵심 내용 비 고

TRQ 관리 
개선

- TRQ 정보공표 등 투명성 강화
- 3년 연속 소진율 65% 미만 시 TRQ 관리방식 

변경
- 12차 각료회의(2019)에서 미소진 메커니즘의 

개도국 S&D 유지 여부 등 결정

- 개도국은 관리방식 변경 의무 면제
- 12차 각료회의에서 미 합의 시, 부속서 B에 

등재된 국가들은 적용 유보 여부 결정 가능

식량안보 
공공비축 
허용 
(평화조항)

- 개도국이 식량안보 목적의 비축 곡물 수매․방
출로 보조한도 초과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
면 타 회원국은 분쟁제기 자제

- 농업협정 위반에 따른 분쟁으로부터 영구해법 
마련 시(11차 각료회의)까지 보호

- 현재 운영 중인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이 
감축보조금을 초과할 시 해당

- 농업위원회 통보의무 및 정보제공, 무역왜곡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활용 가능

수출경쟁 
선언

- 수출보조 등 철폐에 관한 홍콩각료선언(2005) 
재확인

- 수출보조 감축기조 유지 등을 촉구하는 각료
선언 합의

- 9차 각료회의 이후 수출경쟁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

- 사무국이 회원국의 수출신용, 식량지원, 수출
국영무역 정보 취합, 제공

-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
- 향후 농업분야 협상의 최우선 과제 예상

일반서비스 
확대

- 농업협정 부속서 2의 일반 서비스 추가
- 농지개량, 토양보전 및 자원관리, 홍수 및 가

뭄관리, 농촌고용, 소유권 발급, 농민 정착
- 기존 일반서비스 항목의 명확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a). 보도자료(2013.12.8.) 재구성.

  이번 발리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농업분야의 4가지 이슈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직

접적인 영향이 별로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DDA 농업협상에서는 여러 쟁점들

이 사실상 연계되어 논의되어 왔고 전체 협상에서도 서로 다른 분야(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가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 타결된 발리패키

지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발리에서 WTO 각료들은 

무역협상위원회에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DDA 협상의 잔여쟁점들을 어떻게 마무리할 

지 작업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2014년에는 빠듯한 협상 일정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2008년도의 DDA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Rev. 4)

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잔여쟁점들에 관한 자국의 대응방안을 재검토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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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발리패키지의 농업분야 4가지 이슈가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국내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DDA 농업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우

리나라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농업분야 발리패키지 주요 내용

2.1. TRQ 관리 개선

  UR 타결 당시 TRQ 물량만 확정하고, 관리방식은 개별 회원국의 자율에 맡김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관리방식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수입국 시장접근에 저해되고 이는 낮

은 TRQ 소진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DDA 농업협상에서는 TRQ 관리에 관한 엄격

한 규율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수출국들은 독점

적 수입국영무역, 생산자단체에 의한 관리, 품목군내 특정 세번에만 물량 배정, 최종용

도 제한, 국내산 구매조건 연계 등의 부가조건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수입국들은 과도하게 TRQ 관리방식을 제약하는 것은 반대하되, 예측가능성, 투명성, 

공정성, 무차별성 강화에 국한하는 신축적인 TRQ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기 협상을 통해 도출된 기본골격 합의문(2004.8)은 TRQ에 의한 시장접근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TRQ 관리방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TRQ 관리방식 개선을 최

종적으로 균형 잡힌 협상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신축성을 부여할 기타요소로 지

정하였다. 이후 거듭된 모델리티 협상을 통해 UR 수입허가절차(ILP)협정을 준용하되, 

쿼터미소진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내용을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Rev.4)에 반영하였

으나, DDA 협상 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TRQ 관리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브라질이 OECD 통상장관회의(2012.5.24) 시 ‘TRQ 관리 개선’을 WTO 9차 각

료회의 조기수확 후보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였

다. 이후 브라질은 ‘TRQ 관리 개선’을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Rev.4)에서 발췌하여 

농산물 수출개도국 모임인 G20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2012.9.28). 동 제안서는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의 내용(본문과 부속서)을 모두 포함하고, 한 가지 조항(농업위원

회가 동 제안에 따라 설정된 회원국의 TRQ 관리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감시해야 한다)

을 추가한 것이다. G20 내부 논의과정에서 TRQ 소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은 동 

제안과 관련해 난감한 입장에 처해졌으며 유보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농업협상그룹회의에서 다루어진 ‘TRQ 관리 개선’ 관련 핵심쟁점은 4차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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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4)의 개도국 특별대우(S&D)를 변경해야 하는 지 여부였다. 미국은 모든 개도국이 

TRQ 미소진 메커니즘의 적용을 면제받는 현행 특별대우 방식보다는 수혜대상 개도국

을 열거하는 방식(Rev.3)과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

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과 EU가 미국의 주장을 지지한 반면, TRQ 의무

가 있는 개도국인 중국, 브라질 등의 G20, 우리나라 등은 현행 개도국 특별대우의 수

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순수입국으로서 TRQ 관리방

안은 국내적 민감성이 있으며, DDA 협상의 균형 관점에서 동 제안이 논의되어야 하

고 오랜 협상의 결과 안정화된 이슈이므로, 개도국 우대조항은 현행 4차 수정안(Rev.4)

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표 2  TRQ 관리방식별 국가별 TRQ 소진율(2002～11년 평균)

단위: %

구분
실행
관세
(AT)

선착순
(FC)

수입
허가
(LD)

경 매
(AU)

과거
실적
(HI)

국영
기업
(ST)

생산자
단체
(PG)

기  타
(OT)

혼합
방식
(MX)

불특정
(NS)

총  계

호주 98 - - - 96 - - - - - 97

브라질 100 - - - - - - - - - 100

캐나다 - 66 70 - 78 100 - 100 98 - 85

칠레 - 45 - - - - - - - - 45

중국 87 - - - - - 35 - 61

EU - 65 51 - 68 - - - - - 48

일본 - - 57 95 - 98 - - 8 - 65

한국 46 - 42 42 83 93 41 - 81 - 61

노르웨이 78 - 22 46 93 - - - - - 58

스위스 83 - 83 95 100 - - - 97 - 92

대만 - - 87 43 - - - - 72 - 61

태국 100 - 34 - - 22 77 - - - 45

미국 - 47 - - - - - - 73 47 55

전체평균 68 43 59 59 57 70 63 100 65 47

자료: WTO(2012) TN/AG/S/26 Rev.1,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 2002-2011에서 평균을 구함.

  TRQ 관리 개선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주장과 개도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다가 

2013년 11월 20일 사무총장 주관 전체회의에서야 최종 제안서가 확정되었는데, 여기

에는 제12차 각료회의(2019)에서 미소진 메커니즘(개도국 S&D 포함)을 재검토하되, 이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부속서 B에 등재되고(미국,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5개국), 미소진 메커니즘 적용을 유보한 국가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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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은 계속 기존 미소진 메커니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이 포함되었다.

  2012년 말 현재 TRQ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49개국으로 TRQ 소진율이 높은 국가

는 브라질(100%), 호주(97%), 스위스(92%), 캐나다(85%)등이며, 선진국들 가운데 미국

은(55%), EU(48%), 일본(65%), 노르웨이(58%) 등은 소진율이 낮은 편이다(그림 2 참조). 

개도국은 TRQ 관리 강화에 대해 특별대우를 인정받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부담이 

적다. 중국과 우리나라, 대만은 모두 TRQ 소진율이 61% 수준이다. 한편, 태국과 칠레

는 TRQ 소진율이 4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TRQ 품목은 총 63개(HS10 세번  203개)이며,  쿼터소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65% 미만인 품목은 24개 품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참조>. 이중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허가 이외의 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는 품목은 대추, 인삼, 잣(수입권공

매) 세 가지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품목에서 채택하고 있는 ‘실수요자 배정-신청 

선착순 방식’은 TRQ 수입권을 수입당사자에게 배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선착순 방식(관세당국에 신고만 하면 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비조건적 허가

방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우리나라의 TRQ 관리방식별 소진율(2008～2012년 평균)

90% 초과～100% 65～90% 30～65% 1～30% 0%

국영무역 (2) 쌀, 참깨

수입권공매 (4) 밤, 생강 대추 인삼

실수요자
배정
(46)

실적기준
배정
(15)

고구마전분, 카사바전분, 
변성전분, 카사바, 맥아, 

옥수수, 보조사료,
버터, 유당, 종계

종돈, 보리,
맥주맥,

에틸알코올,
기타 가공곡물

 

신청
선착순
(31)

호밀, 밀 전분, 감자분, 
옥수수(종자), 
사료용 근채류

녹차, 
탈지분유,
기타 서류

유장, 
전지분유,
인조꿀, 
수수, 

배합사료,
카사바 펠리트

연유, 
육분,
귀리, 
생사,

참깨유박,

종우, 조란, 
감자(종자), 
골분, 잠종, 
누에고치

묘목류, 뽕나무, 
고구마, 조,

오렌지, 감귤류, 

국영무역+수입권공매 (4) 메밀, 땅콩 마늘, 양파

국영무역+실수요자배정 (2) 녹두/팥, 대두

국영무역+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1)

고추

수입권공매+실수요자배정 (4) 천연꿀, 감자 참기름 잣

자료 : 서진교 외(2013), 관세무역개발원 수입통계에서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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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우리나라 미소진 메커니즘 적용 가능 품목(2013. 12월 현재)

품목명 물량(톤) 세율(%)
연도별 이행률(%)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종우(두) 1,067 -/89.1 0 0 0 0 0 0 검역조치(광우병)로 수요 없음

탈지분유 1,034 20/176 2 64 82 100 100 70 국제가 상승, 재고증가(08)

전지분유 573 40/176 0 21 7 100 100 46 구제역으로 인해 수입증가(11)

연유 130 40/89 0 0 0 100 0 20 국내 가격 저렴, 수요 없음

유장 54,233 20/49.5 58 57 66 48 57 57

조란 19,515.8 30/41.6 0 0 0 0 0 0 국내 수요 없음

골분 467.6 5/25.6 0 0 0 0 0 0 검역조치(광우병)로 수요 없음

잠종(천상자) 9.5 8/18　 0 0 0 0 0 0 국내 수요 없음

묘목류(천주) 145.2 8/18　 0 0 0 0 0 0 국내 수요 없음

뽕나무(천주) 1,402.7 8/18　 0 0 0 0 0 0 국내 수요 없음

감자(종자용) 1,898 -/304 0 0 0 0 0 0 국내 수요 없음

카사바펠리트 1,000,000 3/887.4 72 32 25 25 38 38 대체품 수입증가로 수요 감소

고구마(신선기준) 18,535 20/385 2 1 1 1 1 1 국내 생산 과잉

기타서류 326.7 20/385 88 40 63 80 75 69

잣(미탈각기준) 52.9 30/566.8 0 0 0 0 0 0 중국산 냉동잣 저가수입 증가

감귤류 2,097 50/144 0 0 0 0 0 0 오렌지 수입증가 국내 생산 과잉

대추(건조기준) 259.5 50/611.5 71 0 4 27 67 34 국내 생산증가, 가격 약세

조(종자용) 0.4 41351 0 0 0 0 0 0 국내 수요 없음

인삼 56.8
20/222.8∼

754.3
100 88 37 0 0 45

국내 생산 증가
 중국삼의 가격 상승

참기름과 그 분획물 668.0 40/630 27 41 74 100 93 67

인조꿀 6 20/243 0 100 0 91 100 58

육설분 3,210 41403 14 3 3 0 0 4 검역조치(광우병)로 수요 없음

참깨유박 212 5/63 0 0 0 0 94 19

기타배합사료 627 4.2/71 42 50 40 31 67 46 국내 수요 감소

누에고치 1,143 2/51 0 0 0 0 0 0 국내 수요 없음

생사 2,254 8/17215원/kg 27 26 23 20 19 23 국내 수요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우리나라는 TRQ 관리가 합의됨에 따라, TRQ 정보 공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

축산물 수입관리 관련 고시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대부분 현재 규정상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 3년 연속 소진율이 65% 미만이 되더라도 

TRQ 관리방식 변경의무가 없어 국내 파급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러나 제12차 

각료회의(2019)에서 미소진 메커니즘(개도국 우대조치 포함)을 재검토하기로 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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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TRQ 관리방식을 선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도국 지위의 유지 

여부가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관건인 점을 고려하여, 선

착순이나 비조건적 허가 방식으로 사전에 전환하거나 여타 방식을 채택한 TRQ 품목

의 소진율을 높여서 농산물 수출국들을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서이다. 

  가령, 호밀, 귀리, 옥수수, 수수 등의 종자용 곡물, 묘목류, 뽕나무 등 산식물, 그리고 

종축(종우, 종돈, 종계) 등은 TRQ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착순 품목으로 전환해도 

수입량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며, 잠종, 누에고치, 생사 등 국내 생산량이 미미하고, 

대체 가능성도 낮은 품목도 TRQ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실행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TRQ 내외 관세가 동일한 오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소진율이 낮은 품목의 경우 선착순 제도 하에서 자격조건을 보다 완화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다. 전지분유, 탈지분유, 연유, 카사바 펠리트 등 현행 실수요자용 제

한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입권 공매의 주체가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일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밤, 잣, 대추 양

파, 마늘 등의 품목은 보다 효율적인 수입권 공매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자격제한이 없으면서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품목은 차제에 WTO에 선

착순 방식임을 정확히 통보함으로써 TRQ 소진율 변경과 무관하다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2.2. 개도국 식량안보 공공비축 허용

  UR 농업협정은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을 허용보조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관리

가격에 의한 수매는 시점이 고정된(1986~88) 외부참조가격(국제가격)과의 차이를 AMS 

계산에 산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회원국들이 이러한 정책지원을 허용

보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UR 협정 당시 AMS가 

없는 것으로 통보하였기 때문에 관리가격으로 식량작물을 수매할 경우 최소허용보조

(de-minimis) 한도 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 입장에서는 농정의 큰 제약

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도 AMS 제약으로 말미암아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

고 쌀을 시가매입, 시가방출에 의한 공공비축제도로 변경한 바 있다.

  DDA 농업협상에서는 개도국에게 식량안보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비축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격으로 수매하는 경우에도 AMS에 산입하

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아프리카 그룹이 2006년에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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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그룹이 협상을 통해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주석 5)에 반영하였다.2)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쟁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스몰패키지 논의가 시작되면서 인도가 2012년 10월에 G33 내부에서 동 이슈를 제안

했으며, 2012년 11월 농업협상그룹 회의에서 인도네시아가 G33국가들을 대표하여 개

도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허용보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기수

확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는 인도가 자국의 공공비축 운영과정

에서 보조한도를 초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총선 등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한 식

량안보법 제정과 함께 G33 명의의 제안서 채택을 추진한 결과이다(이주명, 2013). 동 

제안서는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했다.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제안에 대해 선진국들은 이를 허용할 경우 재고가 늘어

나 수출보조로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가 심하였으나, G33 

국들은 현재의 모델리티에도 관련 규정은 괄호([ ])가 없기 때문에 안정화된 내용이라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노르

웨이 등은 전체 모델리티에서 G33의 제안을 별도로 떼어내 합의한다면 공공비축에 대

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는 규정이 되며, 아직 동 제안은 다자간 깊이 논의된 적이 없다

고 지적하였고, 일부 수출국들은 DDA가 타결되면 농산물 무역이 개혁되어 식량안보

는 크게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개도국 공공비축의 AMS배제 제안에 대해 반대가 많아지자 G33은 공공비축 

목적의 식량구매 시 개도국의 AMS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4가지 아이디

어를 제시하였다. i) 공공비축 관련, 개도국 최소허용보조 상향조정(10 → 15%), ⅱ) 공

공비축 AMS산정과 관련한 외부참조가격 기준기간 조정(현재: 1986~1988 → 변경: 최

근 3년), ⅲ) ‘Eligible production’의 개념 조정(총생산량 →수매량), iv) 관리가격 산정 시 

운송비 등 비용을 제외한 농가수취가격을 반영. 하지만 이러한 대안에 대한 회원국 간 

논의 결과, 최소허용보조 상향조정이나 고정외부참조가격 변경에는 반대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나, 대안으로 관리가격 계산 시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UR협정

문 18조 4항을 적용하거나, 항구적 해법 마련 전까지 평화조항(peace clause)을 적용하자

는 의견이 대두되었다(송주호, 2013a).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이 문제의 합의도출을 위해 수차례 소그룹회의 및 미국

 2)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Annex B)에는‘공공비축제 운용에 따른 품목의 구입가격과 외부참조가격의 차이는 AMS로 산입하도
록 되어 있으나, 개도국의 경우 저소득, 자원빈곤층을 위한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한 비용은 AMS에 산입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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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도의 양자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나 11월 26일 일반이사회까지 합의도출에 실패했

다. 특히, 인도 측과 협의를 통해 평화조항을 2017년까지 적용하되, 동 기간 동안 영구

적인 해법을 마련토록 하는 데 잠정합의하였으나, 인도 내각의 반대로 최종 합의가 무

산되었다. 이후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발리에서 추가 협의를 추진한 끝에 12월 6일 마

침내 합의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 등 선진국은 평화

조항 적용을 일정기간(6개월~4년)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영구적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인도 측 입장을 수용하였다. 한편, 인도는 상기 평화조

항으로 농업협정과 보조금 협정 등 모든 규정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였으나, 미국과 EU 

등은 보조금 협정 적용의 배제에는 반대하였으며, 결국 농업협정 상의 보조금 한도 초

과에 대해서만 분쟁 제기를 자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파키스탄의 요구를 

반영, ‘다른 회원국들의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

다. 적용대상 품목 수는 미국 등 선진국이 2개 이내를 주장했고, 인도는 3개 이상을 주

장했으나 최종 합의된 결과 전통적 주식으로 하되, 품목 수는 한정 않기로 하였다. 마

지막으로 적용대상 비축프로그램으로 미국 등 선진국은 기존 프로그램에 한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인도는 미래 신설되는 비축프로그램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으

나, 최종 합의는 기존 프로그램에 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이주명, 2013).

  따라서 MC9 각료결정일(2013.12.7)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비축제도가 있고 보조한

도를 초과하는 개도국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농업협정 위반에 따른 분쟁으로부

터 보호하는 상기의 잠정적인 조치(Interim Mechanism)가 적용되며, 엄격한 발동 조건, 

보조금 협정 위반 시 제소가능성 등으로 볼 때, 인도 등 극소수 개도국만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식량안보 공공비축 합의를 통해 UR 협상에 근거한 현

재의 농업보조금 체제에 대한 개도국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반영될 여지가 마련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도 인플레이션, 농가소득 지지 정책 등으로 수매가격이 계

속 상승하고 있어,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전망이다. 이번 합의문에서 인도의 주장은 

대폭 수용되었지만, 현재 공공비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G33 회원국들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국은 세이프가드(Safeguard) 규정에 의거 보조금 

협정을 통해 언제든지 인도 등 상기 결정을 활용하는 국가에 대해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합의문에 제시되었듯이 2014년부터는 영구적 해법 마련을 

위한 워크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구적 해법의 

개념정의가 없으므로, 동 개념부터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인도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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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18조 4항에 의한 인플레이션 고려를 영구적 해법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관리가격에 의한 매입을 시장가격에 의한 매입으로 변경한 바 있다. WTO의 허용보조 

요건 충족을 위해 시가 매입·시가 방출 원칙을 적용하고  FAO 권고 등 고려하여 연간

소비량의 17% 수준(2개월분)을 비축하고 있다.3) 한편, 2013년에는 공공비축 대상을 쌀

에서 쌀, 밀, 콩으로 확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쌀에 대

해 고정직불금(허용보조)과 변동직불금(감축대상보조)으로 분리하여 소득보전직불금

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 이후 AMS 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상기 

제도의 활용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표 5  우리나라 AMS 통보내역(2001~2008년)

단위: 억 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업총생산액 335,683 334,445 330,163 372,886 362,729 363,893 358,372 396,626

AMS 한도 17,209 16,439 15,670 14,900 14,900 14,900 14,900 14,900

감축대상보조
(AMS)

16,316 15,504 14,717 14,584 325 9,740 365 331

품목특정1)
쌀(15,829)
보리(475)
유채(10)

쌀(15,041)
보리(457)
유채(6)

쌀(14,255)
보리(457)
유채(5)

쌀(13,708)
보리(396)
콩(473)
유채(7)

보리(325)
쌀(9,007)
보리(282)
콩(450)

보리(365) 보리(331)

품목불특정2) 3,959 2,910 4,144 4,371 4,501 3,708 2,347 2,916

주 1) 기타 품목은 보조금 지급액이 품목 생산량의 10% 미만으로 최소허용보조에 해당.
   2) 농업총생산액의 10%미만으로 최소허용보조에 해당.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6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실적(2005∼2012년)

단위: 억 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변동 직불금 9,007 4,371 2,791 0 5,945 7,501 0 0

고정 직불금 6,038 7,168 7,120 7,118 6,328 6,223 6,174 6,10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3) 2014년산부터는 아세안+3 국가간 비상시쌀비축 약정(APTERR) 이행을 위해 10만 톤 수준을 추가 비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

년 비축규모의 1/2을 매입 방출하고 있음('13년 매입물량: 37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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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DDA 농업 모텔리티의 4차 수정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AMS 운용은 개도

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에는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2006년의 경우 

변동직불금이 9,007억 원에 달해 선진국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AMS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표 7 참조>.

표 7  AMS 감축 관련 DDA 농업모델리티 4차 수정안(Rev. 4) 

구    분 선진국 개도국

전체
AMS

감축기준 UR 협정 이행의 최종연도 양허액 (1조 4,900억 원)

감축수준 45% 30%

이행기간
이행 첫날 7.5% 감축
나머지는 5년 동안 균등감축

이행 첫날 3.3% 감축
나머지는 8년 동안 균등감축

이행말 지급한도 8,195억 원 1조 430억 원

자료: 문한필 등(2011).

2.3. 수출경쟁

  UR 협상에서는 수출보조금을 선진국은 6년 동안 금액기준 36%, 물량기준 21%를 감

축하도록 하였고, 개도국은 10년 동안 금액기준 24%, 물량기준 14%를 감축하도록 하

였다.4) DDA 협상에서는 수출보조가 무역왜곡의 대표적인 조치라는 판단 하에 20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은 2013년까지, 개도국은 2016년까지 수출보조를 완전 철폐

하도록 합의한 바 있으며, 이 내용은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2013년이 다가오자 회원국들은 모델리티 4차 수정

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진국들이 2013년에 수출보조 철폐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지

에 대한 논쟁을 벌여 왔다. 브라질은 수출보조 철폐는 홍콩 각료회의의 위임사항

(mandate)이며, 2013년 수출보조 철폐시한 도래 등으로 MC9에서의 수확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호주도 케언즈 그룹5)을 대표해 2013년 수출보조 철폐는 회원국들의 약속이므

로 문제제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결국, 브라질이 G20을 대표하여 

수출경쟁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였는데(2013.5.21), 현행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선진국들만 2013년에 수출보조를 50% 감축하자고 제안하였고, 이후 미국, 

 4) UR 협상에서 25개국이 품목별 수출보조 한도를 설정하였는데, 그 중 선진국은 미국(13개), 호주(5), 뉴질랜드(1), 캐나다(11), 
유럽연합(20), 아이슬란드(2), 노르웨이(11), 스위스(5) 등임.

 5) 케언즈 그룹은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 그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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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등의 반발을 고려하여 개도국에 대해서도 2016년까지 수출보조 25% 감축의무를 6

월 14일 추가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는 수출신용의 상환기일을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의 

‘최대 180일’에서 ‘최대 540일’로 연장하여 수출국의 부담을 다소 완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호주는 수출경쟁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출신용, 수출 국영무역, 

식량원조 관련 정보제공 양식을 제안하였다.6) 그러나 수출신용 이슈에 민감한 미국과 

수출보조 감축이 부담이 되는 EU는 수출경쟁분야는 국내보조 및 시장접근과 함께, 농

업협상 3대 분야로서 수출경쟁만의 부분타결을 강력히 반대했다. 즉, DDA 이슈들 간

의 균형이 중요하며, 단순히 발리 MC9에서의 최대 수확을 목표로 농업분야에서 과도

한 성과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또한 미국과 EU는 DDA 협상

은 포괄적 타결이 전제조건이므로, DDA 타결 없이는 2013년 시한은 법적 의무가 없다

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이에 반해 아르헨티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성과를 요구하면서 

각료회의 폐막 직전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나, 각료회의 폐막 직전에 합의하면서 

수출경쟁 이슈는 2008년 DDA 타결 실패 이후 처음 수출경쟁 철폐 필요성을 재확인하

는 수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 제시되었다.

표 8  수출경쟁 관련 DDA 농업모델리티 4차 수정안과 G20 제안, MC9 각료선언문 비교

구분 모델리티 4차 수정안 G20 제안 (5.21/6.14) MC9 각료선언문

수출
보조

- 2013년 선진국 완전철폐
  (개도국 2016년 철폐)

- 2013년 내 선진국만 50% 철폐 
- 2016년까지 개도국 수출보조 

25% 감축(당초 개도국 철폐의무 
제외에서 수정)

- 면화 수출보조는 홍콩각료선언
대로 2013년까지 철폐

- 2005 홍콩각료선언의 수출보조 
철폐 등 개혁의 중요성 재확인

- 농업 모델리티(Rev.4)가 향후 논
의의 주요기초 중 하나임을 확인

-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등 조치의 
감축기조 및 감축약속 이하 수준
유지

- 수출경쟁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농업위원회에서 매년 집중 
논의

- 사무국이 회원국의 수출신용, 식
량지원, 수출 국영무역 정보를 취
합, 제공

- 농업협정 9.4조(개도국 수출
물류비 등)에 따른 지원은 5
년 후인 2021년 철폐 

- 수출보조 전면 철폐 5년 후 철
폐(수출보조 전면 철폐시한이 
명시되지 않아서 사실상 철폐시
한 없음

수출
신용

- 상환기간 최대 180일 (개도국
은 360일로 시작, 4년차 180
일로 조정)

- 540일 (개도국 1,080일, 3년 내 
540일로 조정)

주: 수출국영무역 및 식량원조는 G20 제안 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송주호(2013a) 재구성.

  수출경쟁 분야 합의내용은 홍콩각료선언(2005)에서 약속한 수출보조 철폐 및 수출

신용 축소, 수출국영무역 규율 강화 등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7) 농업위원회에서 매년 

 6) 중국이 수출국영무역 정보 제공에 반대함으로써 호주 제안의 일부가 수정된 채 합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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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쟁 조치의 진전 상황을 점검한다는 것이며, 상기 점검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위

해 농업협정상 통보의무가 있는 수출보조 외에 사무국이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식

량원조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에 요구할 질문서 양식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결국, 이번 

발리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들은 수출경쟁 제안을 통해 TRQ 관리의 개도국 우

대조항에 대한 미국과 EU의 압박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이다(이주명, 2013).

  우리나라는 UR 협정에 따른 수출보조 감축의무가 없고, 수출신용 등도 활용하지 않

고 있으므로, 이번 정치적 선언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리나라

도 농업협정 9조 4항에 의거해 개도국 수출물류비를 활용하고 있다. 모델리티 4차 수

정안을 기준으로, 개도국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2021년까지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합

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400억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는 물류비 지원을 서둘러 축

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에 제도적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직접지원

보다는 수출농산물의 품질향상, 신규시장 개척, 공동마케팅 추진 등의 간접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 지원방안으로써 항공사·해운업체 간의 교섭을 통한 

운임료 할인, 수출물류기지 설치와 공동 이용방안 등 농식품 수출물류인프라 구축을 

통한 비용절감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표 9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 세부항목별 예산집행 실적 추이
단위: 백만 원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 해외시장개척사업 84 127 127 133 176 233 276 298 314

 ∙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1) 11 19 26 18 22 34 41 42 18

 ∙ 수출성장동력 확충2) 5 6 14 8 23 38 47 34 73

 ∙ 해외마케팅 사업3) 69 102 86 107 131 161 188 223 223

2.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191 289 288 286 327 413 415 395 410

 ∙ 수출물류비 지원 191 263 268 280 316 397 394 355 311

 ∙ 수출인프라 강화 - 26 20 6 11 15 22 40 99

계 275 416 415 420 503 646 691 693 724

주: 1) 수출선도조직 육성, 수출전문인력 육성, 수출컨설팅, 수출안전성 관리(GAP), 해외시장정보 인프라 구축, 국내 수출의욕 
고취,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2) 식재료 수출활성화, 수출유망품목 육성, 포장디자인 개발, 공동브랜드 관리운영, 품목별 공동마케팅 지원, 신규시장 개척 
지원, 지리적표시특산물 수출활성화, 해외물류기반 구축.

   3) 국제박람회참가 지원, 유통업체 및 지자체 연계 판촉행사, 해외상설매장 설치·운영, 바이어 거래알선, 해외홍보 마케팅, 

수출여건변화 대응 마케팅.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7) 수출보조 등의 감축기조 유지 및 수출보조 등의 감축약속 이하 수준 유지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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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반서비스 확대

  이번 발리패키지에는 WTO 농업협정 부속서2의 허용보조 항목을 일부 추가하는 각

료결정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일반서비스 항목에서 불명확했던 홍수 통제 및 

가뭄관리, 토양보존 등 관련 항목들이 허용보조로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게 되었다.8) 

즉, 농촌개발과 빈곤경감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개혁 및 농촌생계안보(Land Reform 

and Rural Livelihood security)’ 관련 ①농지 개량, ②토양 보전 및 자원관리, ③홍수 통

제 및 가뭄관리, ④ 농촌고용, ⑤ 소유권 발급, ⑥ 농민 정착 등 6개 항목이 신설되어 

일반서비스에 포함되었다. 

  2006년에 아프리카 그룹이 일반서비스 신설을 통한 허용보조 확대를 제안한 바 있

으며, 2008년에 G20 그룹이 농업협상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이후 

스몰패키지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G33이 식량안보 제안의 일부로 농업협상 모델리

티 4차 수정안에서 발췌하여 조기수확 이슈로 제안하였다(2012.11.16). 이 제안에 대해 

미국, 호주, EU 등은 홍수통제 및 가뭄관리 등은 모든 국가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선진국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호주는 일반서비스 확대 항목 중 

영양 측면의 식량안보(nutritional food security)와 하부구조 서비스(infrastructural services)

의 명확화를 요구하였으나 G33 측이 삭제를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서는 제외되었다.

표 10  우리나라 허용보조 통보내역(2001~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허용보조 48,368 52,198 48,276 45,863 46,732

정부 일반서비스 27,539 23,993 21,887 21,962 21,084

공공비축 1,620 1,698 1,436 1,638 1,371

국내식량구호 147 161 238 252 252

고정직불 등 9,896 9,968 10,157 10,137 9,078

자연재해구호 2,011 10,510 6,026 2,085 3,201

탈농지원 956 751 812 678 131

구조조정지원 5,010 3,986 5,626 6,764 8,107

환경보전 지원 853 990 1,624 1,905 3,064

조건불리직불 등 336 141 470 442 44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8) WTO 농업협정 부속서2의 일반서비스 항목들은 예시적인 목록이므로, 홍수통제 및 가뭄관리 등 신설 항목들도 기존 항목으로 
지원이 가능했으나, 금번 신설을 통해 허용보조로서 명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기존 일반서비스 세분류: ⅰ) 연구사업, ⅱ) 

병충해 방제, ⅲ) 교육 훈련, ⅳ) 지도 및 자문, ⅴ) 검사, ⅵ) 유통 및 판매 촉진, ⅶ) 하부구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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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기존 일반서비스 세분류나 다른 허용보조 항목들의 해석을 통해 상기의 

6가지 사항을 이미 허용보조로 통보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영향은 없다. 아울러 귀농·

귀촌 지원, 4대강 홍수관리 등의 신규 투융자사업이 이번에 신설된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DDA 농업분야 협상 전망과 과제

  그 동안의 DDA 협상은 관세 및 보조금 감축수준, 개도국긴급관세조치(SSM)의 내용, 

관세상한 인정 여부, TRQ 신설 여부 등의 문제에 집중하였고, 이번에 농업분야에서 

조기수확 대상으로 제기된 4가지 제안(TRQ 관리, 식량안보, 수출경쟁, 일반서비스)은 

모두 이미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안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라 

비교적 합의가 쉬울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조기수확 접근법은 협상결과 전체를 일

괄 타결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쉬운 것부터 타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별 이견이 없었던 내용일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간, 그리고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다

시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송주호, 2013a). 비록 발리패키지의 4가지 

각료결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할지라도 이들 제안을 둘러싼 논의들은 앞으로

의 협상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들을 면

밀히 검토하고 농업분야에 남아 있는 10여개의 잔여쟁점 논의 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만간 쌀이 관세화로 전환되면 쌀의 TRQ 소진율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항구히 유지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제네바에서의 DDA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농업분야의 잔여쟁점은 ①개도국 특별긴급관세제

도, ②특별품목,  ③관세상한, ④민감품목, ⑤ TRQ 신설, ⑥관세단순화, ⑦열대작

물, ⑧특혜잠식, ⑨품목특정 블루박스 한도, ⑩면화 등이다. 2008년 말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의 타결이 실패한 이후로 이들 잔여쟁점에 대한 협상에서는 주요국들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

지 지속된 실무차원의 협상은 주로 SSM에 관한 기술적인 토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

다. 한편,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행계획서(C/S) 작성을 위한 양식(template)과 관

련 데이터 논의도 이루어졌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또한, 추

후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세부원칙 조항들의 명확화 이슈들에 대해서도 주요

국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고집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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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DDA 농업 모델리티 잔여쟁점 및 주요국 입장

4차 수정안 주요국 입장

TRQ
신설

ㅇ 신설불가/[가능시 세번의 1%]
   [민감품목보다 2% 추가 보상]

ㅇ G-10 : 도입 필요
ㅇ 수출국 : 기본 반대입장, 필요 시 충분한 보상 필요

특별품목
ㅇ 가능품목수: 12%, Zero cut : 5%
ㅇ 평균감축률 : 11%

ㅇ G-33 : 다른 이슈와 타협 산물, 재협상 반대
  - 인니 : SP 수치는 각료간 결정 필요
ㅇ 미국 : 수용불가
ㅇ 수출 개도국 : 자국 품목 해결 요구

민감품목
ㅇ 개수 : 4%+2%(EFTA 및 일본)
ㅇ TRQ 증량: 소비량의 4%

ㅇ 일본, 캐나다 : 8%, 6% 필요
ㅇ 수출국 : 4%(품목 추가 시 보상 수준을 높일 필요)

SSM

ㅇ UR 양허관세 초과 : 제한 인정(W/7)
  - 120-140 : 33%, 8%P
  - 140 이상 : 50%, 12%p
 * Prorating, Cross-check, Seasonality, Duration, 

Spillover 제약 조건 도입

ㅇ G-33 : W/7의 제 조건 수용불가
ㅇ 수출국 : 발동제한 조건 필요
  - 미국 : 구체적 상황, 대상에 중점
  - 브라질 : Normal trade 및 Import surge에 중점
ㅇ EU : 원점에서 재검토 주장

관세상한

ㅇ 관세상한(100%) 적용 예외 규정
  -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 중 1%] 
 * TRQ증량 등 추가보상(0.5%) 필요
ㅇ 관세상한(150%) 적용 예외 규정
  -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 민감품목은 추가 보상 필요(0.33%)

ㅇ G-10 : 도입에 반대하나 Rev.4 및 W/6기초로 논의 
가능

ㅇ 수출국 : NAMA 협상과의 균형을 감안, 도입 필요
  - 비민감 1% 예외 보상 수준
    (전 민감품목 0.5% 증량) 불충분

관세
단순화

ㅇ 목표 : 100% 단순화/[90%] 
ㅇ 방식 : Annex N 적용

ㅇ G-10/EU : 90%, 85% 주장
ㅇ 수출국 : 100% 단순화 주장
ㅇ EU : Rev.4 및 Annex N과의 불일치 해소 필요 

Blue 
Box
상한

ㅇ 미국 :‘95-’00년 BB 지급액에 기초,‘02년 농
업법 품목별 지급 비율의 [110% or 120%]

ㅇ 미국 : 정치적 이슈로 인식
ㅇ 중국 : NAMA와 수평적 이슈
ㅇ 브라질 : 105%

면화
ㅇ 면화보조 : 일반 AMS보다 더 감축
ㅇ BB : 일반의 1/3 설정

ㅇ 미국 : 다른 pillar 와 종합 검토
ㅇ Cotton 4 : 신속 해결
ㅇ G-20 : Cotton 4 지지

열대작물/
특혜잠식

ㅇ 열대작물 :
   [25%이하 철폐 or 10% 이하 철폐]
ㅇ Annex H 품목은 개도국 관세감축기간(10년) 적용

ㅇ 인도 : 동 내용 논의 시 초청 받지 못했으므로 동의
할 수 없음

ㅇ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모리셔스 : 재협상 곤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b), DDA 협상 논의동향 설명자료(내용 일부 수정).

  이렇듯 DDA 협상의 세부적인 사안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지만, 우리나

라 입장에서는 농업 모델리티 협상종료 전에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과제인 

개도국 지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DDA 타결이 

지연될수록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

다. UR 협상 당시에도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은 개도국이 아니라고 주장

했지만, 우리나라는 농업이 낙후되어 농업협상에서는 개도국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강



국제기구 동향

210 | 2014. 1

력하게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나 예외조치를 대폭 늘린 DDA 

농업분야 협상에서 개도국이냐 선진국이냐의 차이는 UR 협정과 비교해서 국내농업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개도국 지위의 확보가 가장 

큰 협상목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DDA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

즈 그룹과 수출개도국 그룹인 G20, 그리고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EU 등은 이미 여러 차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공공

연히 불만을 내비쳐 왔다. 협상 초기인 2001년에 비해, 2014년 이후에 우리의 농업여

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을 설득하기 위

해 양보해야 하는 것들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완전하게 누

리기보다는, 국내농업에 미치는 피해가 작은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선진국 의무사

항에 참여하거나, 개도국 권리를 축소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에 준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되 이들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품

목이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양자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DDA 협상에서는 

열대작물, 경사관세, 면화보조금 분야와 같이 선진국 의무사항이지만 능력이 됨을 선

언하는 개도국은 자발적으로 추가 시장개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

요 수출국과의 양자협상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국들의 반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

록, 이들 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사실 국내농업에는 DDA보다 FTA가 당장 직면한 위협이다. 최근의 한·EU FTA와 

한·미 FTA의 발효, 한·중 FTA 협상 가속화 등으로 인해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서 향후 20년 이내에 해당국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이다. 이는 분명  10

년 동안 품목별로 33.3~46.7%의 관세감축률을 제시하고 있는 DDA(개도국 기준)에 비

해 큰 규모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DDA는 WTO의 모든 회원국들에

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세인하 의무를 부여하며, FTA와 달리 국내보조금의 감축 또

한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FTA 못지않게 국내농업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 특

히, 선진국 기준으로 DDA가 타결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개별 FTA를 능가할 것이다. 

  따라서 DDA 이행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경과해야 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우

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국내농업보조의 체계를 개편하는 선제적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해외시장의 문턱도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 농축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지원과 농업인들의 수출조직화, 신품종 개발, 

생산비 절감 등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에 힘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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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낙농 현황과 전망 *
-GDC 및 EDA 회의 주요 내용-

허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머리말9)

  유제품을 둘러싼 세계적인 정세는 현재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유제품은 다른 농

산물에 비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수출물량 비율이 낮았으며, 기본적으로 신선식품으

로 자국에서 생산, 소비하고 남은 잉여분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향이 강한 제품이었다. 

그러나 최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식습관 변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유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2008년에 발생한 멜라민 사태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 때문에 

수입 유제품을 찾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요 생산국들은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외에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제국에서도 유제품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 현재 세계 유제품 수급 상황은 과소의 경향으로, 앞으로도 당분간은 과

소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국제 유제품시장은 수출국과 수입국이 안정된 관계를 맺고 거래하던 시장이었

었다. 그렇지만 과소국면이 지속되면서 가격변동이 큰 시장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특

히, 뉴질랜드(NZ)의 폰테라(Fonterra)사에 의한 GDT(Global Dairy Trade) 경매 등과 같은 

  * 본고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의 발표 내용을 번역·수정·보완한 것임(huhduk@krei.re.kr 02-329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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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국가 매수 및 합병의 내용

네슬레 스위스 화이자의 유아용분유부문을 획득( 92.2억 유로)

아사히 일본 아지노모토로부터 칼피스의 주식을 전부 획득 ( 11.5억 유로)

더푸드 캐나다 미국 유업체 Morning Star를 획득 (11.3억 유로) 

다농 프랑스
모로코의 Centrale Laitiere의 주식을 획득 ( 5.5억 유로)
인도의 Wockhardt사의 유아분유 부문을 획득
중국의 Mengniu의 주식 5%를 획득 

프리스란트 
캄피나

네덜란드
필리핀의  Alaska를 매수
벨기에의 치즈회사 IDB를 매수
2013년 내에 동국 치즈부문 메이커 Zijerveld를 매수 예정

뮤-러 독일
영국의 유업메이커 Robert Wiseman을 획득
중국 유업메이커 Huaxia의 북경·천진지역에의 참가를 획득 

아-라 푸즈 덴마크
중국 Mengniu의 주식 6%를 획득
영국 Milk Link유업조합을 합병

코카콜라 미국 멕시코 유제품가공 Santa Clara를 획득

락터리스 프랑스
스웨덴의 Skanemeijierier를 획득
동국의 Fromageries du Dauphine를 매수

소디알 프랑스 2013년 내에 동국 낙농조합 3A와 합병 예정

전자입찰의 개설은 새로운 유제품 국제가격 지표를 찾음과 동시에 수출시장 확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GDT 옥션은 신규 참가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쉽게 국제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GDT의 취급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GDT에서의 낙찰가격은 국제

시장뿐 아니라 주요 생산국의 유제품 가격이나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수급이 과소 기조에 있는 국제적인 유제품시장은 성장시장으로 취급되어, 주요 생

산국이자 수출국인 EU(특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투자력이 있는 국가),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미국 등이 국제 유제품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표 1 참조>. 한편, 잠

재적인 생산력을 지니고 있는 인도, 남미,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도 

대기하고 있어<그림 1 참조>, 세계적인 원유 생산 및 유제품시장이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2013년 말 유럽에서 개최된 GDC(GIRA Dairy Club, 세계 각국의 유업체 관계자 등이 

회원) 및 EDA(European Dairy Association: EU의 유업체 회사 등으로 구성된 협회)의 회

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의 유제품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2012년 유제품 시장에서의 주요 매수 및 합병 현황

자료: GIRA(www.giraf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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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27

원유생산량(백만톤)

출하량

미출하량

그림 1  세계의 원유 생산(2011년) 

자료: International Farm Comparison Network(IFCN).
(www.ifcndairy.org/media/bilder/inhalt/News/Press-release-IFCN-Dairy-Conference-2013.pdf).

2. 2012년 및 2013년 동향 

2.1. 원유 생산 개황 

  2012년과 2013년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기상변화로 낙농부문의 생산에 영향이 컸

던 해로 특징지을 수 있다. 

  2012년 뉴질랜드와 미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였고, 러시아에서도 일부 지역

에서 가뭄이 발생하였다. 

  한편 EU에서는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왔으며, 2013년 봄에는 장기적인 저온현

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은 기상 변화는 원유(原乳) 생산에 큰 영향을 미

쳐, 2013년의 원유 생산량은 세계 전체적으로 약 2%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그

림 2 참조>. 또한 원유 생산 감소에 따라 2013년 유제품 국제시장 가격은 높은 수

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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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의 원유 생산량 증감률(2013년) 

세계 전체로 2% 감소 전망
-12.3%

-10%

-0.3%

+0.5%

-1.2%

-6.9%

-5.9%

-3.6%

-1.3% +1%

> 0

-4 ~ 0

-8 ~ -4

< -8

자료없음%

자료: GIRA(www.girafood.com).

2.1.1. EU 

1) 전체적인 동향 

  2013년 EU 북부를 중심으로 초봄에 발생한 저온 현상으로 상반기 원유 생산량이 감

소하여 지속적 증가 경향에 있었던 추세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기후 조건이 좋아지

고, 특히 여름철에는 예년 없이 일사량이 많아지면서 목초와 곡물 생산이 순조롭게 성

장하여, 하반기에는 원유 생산량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2013년 연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0.1% 증가가 예상된다<표 2 참조>.

  EU의 유제품 생산 동향을 보면, 2012년 유제품 생산량의 구성비(지방 환산)는 버터

가 31%로 가장 많았고, 치즈가 27%, 음용 우유가 12%이었다<그림 3 참조>. 최근에는 

치즈 생산량이 늘어났다. 치즈 생산이 증가한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였다. 즉, 

첫째,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서 다른 유제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점이다. 둘

째, 치즈는 대부분 유럽지역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국제시장 경쟁에 노출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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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U의 낙농 개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7월)

전년동기비
(%)

젖소사육두수 천두 24,168 24,229 23,642 23,093 22,844 23,026 - -

원유 생산량 천톤 146,536 148,510 147,614 149,325 151,296 152,392 84,457 1.2

음용유 천톤 32,815 32,604 32,551 32,682 32,785 32,835 19,351 0.0

버터 천톤 2,105 2,085 2,040 2,005 2,070 2,085 1,173 2.8

치즈 천톤 9,256 9,330 9,327 9,535 9,535 9,693 5,124 0.5

탈지분유 천톤 1,092 1,003 1,160 1,087 1,221 1,242 692 -9.4

전지분유 천톤 768 836 734 752 731 711 374 2.5

농축유 천톤 1,170 1,163 1,143 1,147 1,127 1,240 597 4.1

주: 1) 2012년까지는 EU27개국이었으며, 2013년에는 EU 28개국임. 전년 동기대비는 28개국으로 계산한 것임. 
   2) 2014년의 예측은 2013년 초봄 저온에 의한 수확 목초의 품질 저하, 또한 비유량 증가의 포화 등과 같은 우려할 만한 요인은 있지만, 

2011년까지 계속하여 감소하여 왔던 젖소 사육 마릿수가 2012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 등의 요인으로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0.9% 증가가 예상됨.  
자료: AMI(American Meat Institute, www.meatami.com, www.meatami.com/ht/a/GetDocumentAction/i/61571).

음용유
12%치즈

27%

버터
31%

기타신선유제품
18%

기타유제품
10%

전지분유
2%

그림 3  우유 제품별 원유 용도(지방 환산: 2012년) 

                   자료: GIRA(www.giraf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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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으며, 주요 수출지역이 스위스나 러시아 등과 같은 인근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수출

국과의 경쟁이 작다는 점이다. 셋째, 분유 등 국제시장 가격에 크게 좌우되는 유제품

에 비해 변동성이 낮은 일정 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그림 4 참

조>. 넷째, 치즈의 부산물인 유장(whey)은 최근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EU의 입장에서는 치즈를 생산하는 이점

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4  낙농 제품별 이용 비율(지방 환산: 2012년)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유장

역내소비량 수출량

단위: 천 톤%

자료: GIRA(www.girafood.com). 

2) 2015년 원유 쿼터제도 폐지의 영향 

  EU의 원유 쿼터제도는 시장 지향성을 높임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 

폐지가 결정되었다. 현재는 연간 1%의 쿼터량 증량에 따른 연착륙 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15년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EU 회원국에서는 원유 쿼터제 폐지로 인한 영향에 대

해 관심이 많다. 원유 쿼터제도에 의해 원유 생산이 억제되고 있는 지역의 원유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들의 증산량은 연평균 0.7%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



세계농업 제161호 | 219

다<그림 5 참조>. 특히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과 같이 EU 북서부에 위치한 옛 회

원국들의 증산 크기는 클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까지 EU전체에서 490만 톤 정도의 

증산이 예상된다. 

그림 5  주요 생산국의 원유 생산 증가량(2012년과 2017년 비교) 

덴마크: 2.5% 증가한 130만 톤 증가

프랑스: 1.2% 증가한 140만 톤 증가
이탈리아: 80만 톤 증가

네덜란드:2.2% 증가한 130만 톤 증가

아일랜드: 1.9% 증가한 60만 톤 증가

영국: 1.4% 증가한 100만 톤 증가

폴란드: 1.0% 증가한 50만 톤 증가

독일: 1.3% 증가한 190만톤 증가

EU 27개국에서 490만 톤 증가(2012/2017) 
연간 0.7% 증가율

자료: GIRA(www.girafood.com). 

  원유 생산의 증산분은 성숙한 유제품 시장인 EU에서 모두 흡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물량은 수출로 돌릴 필요가 있다. EU의 유업회사는 국제시장 확

보가 최우선 사항으로 대두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치즈에 이용되는 물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분유수요 증가는 

EU에게 있어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기대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때문에 분유생산 확

대를 위한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그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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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분유생산 확대에 대한 투자액(대 분유 공장 등) 

네덜란드: 2.2%증가한 130만 톤 증

아일랜드: 1.9% 증가한 60만 톤 증

영국: 1.4% 증가한 100만 톤 증

프랑스: 1.2% 증가한 140만 톤 증
이탈리아: 80만 톤 증

독일: 1.3% 증가한 190만 톤 증

폴란드: 10% 증가한 50만 톤 증

덴마크: 2.5% 증가한 130만 톤 증

EU 27개국에서 490만 톤 증가(2012/2017)
연간 0.7% 증가율

 덴마크
Arla Food: 2012년 투자액 250백만 유로
락토즈가공장 120백만 유로(2013년)
유장가공장67백만 유로(2013년)

 노르웨이
Tine 가공장 220백만 유로

 독일
Hodnwald앞으로2년에 가공장100백만유로
MUH Arla Foods분유가공장 60백만 유로
moloko Uelzena 분유가공장 60백만 유로

 러시아
Danone 앞으로5-7년안에 가공장 545백만유로

Rusmobo(Olam)앞으로3년에 가공장 310백만유로
Mobko Haofrg거대 에코농장 150백만 유로

 프랑스
Sodiaal Synutra유아용분유가공장100백만유로

Laclalis 건조분유가공장 40백만 유로
LA/TA 앞으로 2년 가공장 투자액 100백만 유로

 네덜란드
DMV: 농축가공장 60백만 유로
Fresland Campina원유 및 유분가공장50백만유로
유아용분유가공장 100백만 유로  이탈리아

Lactalis 앞으로 3년 예산 180백만 유로

 스위스
Neslle연구개발부문에 앞으로10년예산415백만유로

 영국
Arla Food: 음용유가공장 170백만 유로

 아일랜드
Granba:유분가공장 180백만유로

Dairygdd유분가공장 130백만유로

Kerry상품개발부문 100백만유로
Danone유아용분유가공장50백만유로

자료: GIRA(www.girafood.com).

  원유 쿼터제 폐지에 따라 유제품 수출 물량 증가가 예측되면서, EU의 유제품 가격은 

보다 국제시장 가격과 연동하여 변동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

변동에 대해 생산자들도 보다 민감하게 원유생산 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사육마릿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료에 의한 조정이 주가 되기 때문에 농후사료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각 가맹국의 낙농부문 발전은 투자력과 시

장개발력이 크게 관여함과 동시에, 생산되는 유제품에 따라 다양한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고, 발전의 속도도 각 가맹국에서 크게 다를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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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뉴질랜드 

1) 전체적인 동향 

  2012년에는 기록적인 가뭄에 의해 2011/12년도(6월~이듬해 7월) 뉴질랜드의 원유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10.3% 증가한 1,912만 9,000톤이었다<표 3 참조>. 

표 3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수출 물량 추이 

단위: 천두, 천 톤

구분/연도 05/06년도 06/07년도 07/08년도 08/09년도 09/10년도 10/11년도 11/12년도

경산우 두수 3,832 3,917 4,013 4,253 4,397 4,529 1,634

원유 생산량 14,702 14,134 14,745 16,044 16,483 17,339 19,129

수
출
량

버터 247 245 240 243 247 394 442

치즈 272 311 274 271 279 248 275

전지분유 640 652 634 683 903 1,068 1,126

탈지분유 248 327 252 330 384 349 349

주 1: 경산우 두수는 각 연도 12월 말 시점. 
   2: 유제품 수출 물량은 연도별 7월~다음 6월. 

자료: Livestock Improvement"Dairy Statistics", Statistics New Zealand.

  이에 비해  2012/13년도에는 전년대비 1.3% 감소한 1,947만 8,000톤이 될 전망이다. 또

한, 2013/14년도의 원유 생산은 순조롭게 시작되어 2013년 한 해만 보면, 6.6% 감소될 전

망이다. 원유 생산량은 2017년까지 2,200만 리터에 달할 전망이지만, 토지가격이 상승하

고 있고, 환경보호에 의한 제약 등으로 앞으로 원유 생산의 증가율은 낮아질 전망이다. 

  뉴질랜드는 유제품의 원유 환산량으로 보면 대략 생산량의 17%가 중국으로 수출되

고 있다. 주요 수출 제품인 전지분유의 경우 전체 생산량 135만 톤 중 40%가 중국에 

수출되는 등, 뉴질랜드는 중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커다란 존재이다. 뉴질랜드는 

2008년 4월에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단계적인 관세 철폐를 하고 있으

며, 다른 수출 국가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표 4 참조>. 

  뉴질랜드의 최대 유업회사인 폰테라사는 중국에 대한 자국의 제품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낙농장을 3개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추

가로 2개의 낙농장을 허베이 성에 건설할 예정이며, 이들 5곳의 낙농장을 합한 젖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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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국-뉴질랜드 FTA에 의한 유제품 관세율 추이 

관세구분번호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분
유
류

4021000 10.0 9.2 8.3 7.5 6.7 5.8 5.0 4.2 3.3 2.5 1.7 0.8

2022100 10.0 9.2 8.3 7.5 6.7 5.8 5.0 4.2 3.3 2.5 1.7 0.8

버
터

405100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0.0

4052000 10.0 8.0 6.0 4.0 2.0 0.0 0.0 0.0 0.0 0.0 0.0 0.0

치
즈

4061000 12.0 10.8 9.6 8.4 7.2 6.0 4.8 3.6 2.4 1.2 0.0 0.0

4062000 12.0 9.6 7.2 4.8 2.4 0.0 0.0 0.0 0.0 0.0 0.0 0.0

4063000 12.0 10.8 9.6 8.4 7.2 6.0 4.8 3.6 2.4 1.2 0.0 0.0

406900 12.0 10.8 9.6 8.4 7.2 6.0 4.8 3.6 2.4 1.2 0.0 0.0

  주: 2008년 4월 시점. 
자료: ALIC 조사(www.alic.go.jp). 

사육마릿수는 1만 5,000마리, 원유 생산량은 1억 5,000만 리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중

국 각지의 원유 생산지역과 연계에 의해 2020년까지 원유 생산을 10억 리터로 늘릴 계

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대만과도 2013년 7월에 FTA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중화권으로의 

진출을 늘리겠다고 한다. 

2) GDT 옥션 

  뉴질랜드의 최대 유업 회사인 폰테라사가 개설한 GDT 옥션의 판매량은 해마다 기록

을 경신하며, 처음 시작된 2008년 7월에 비해 5년간 10배까지 증가하였다<그림 7 참조>. 

  인터넷을 통한 경매 시스템인 GDT 옥션은 가격 투명성 향상, 선도가격 정보의 촉

진, 가격 위험관리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GDT는 투기적인 움직임이나 가격상

승을 촉진시킬 우려 등 국내외에서 우려와 비판이 있었지만, 옥션에 의한 매매가 적절

한 시장가격 형성에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설에 이른 것이다. 

  이번 회의(GIRA Dairy Club)에서는 GDT 옥션의 진전이 국제시장 가격 변동의 한 요

인이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초기의 우려사항인 투기적 측면과 가격 투명성이 불명확하고, 또한 자산 운용적

인 변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제품시장 불안 우려가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옥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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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DT 옥션의 판매량 및 입찰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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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obal Dairy Trade(www.globaldairytrade.info) 
(www.globaldairytrade.info/public/english/GDT_Chart_focus_Sept_2013.pdf).

시스템은 판매 측에 있어서 국제시장의 신규 참가나 장소적인 매매가 쉽게 이룰 수 

있고, 또한 구매 측에 있어서도 필요한 양을 필요한 때에 입수할 수 있는 등의 장점

이 크고, 앞으로도 취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영향력도 더 강화될 것

으로 예측된다. 

2.1.3. 미국 

1) 전체적인 동향 

  2012년 미국에서는 기록적인 가뭄의 발생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사료곡물 

가격은 급등하였다<그림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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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미국의 원유(原乳) 생산량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7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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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39 77,488
82,455

86,174 87,474 90,865 92,228

93,612 98,500

7.6백 만 톤 증가 전망
(천 톤)

  주: 2013년은 잠정치, 2014년과 2017년은 예측치임.  

자료: GIRA(www.girafood.com). 

그림 8  미국의 사료가격 및 유가(油價)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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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IRA(www.giraf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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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곡물 가격 상승은 낙농부문에서도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하였지만, 미국 내의 

왕성한 유제품 수요 등을 배경으로 원유생산에 대한 영향은 적었다, 2012년 원유 생산

량은 전년 대비 2.1% 늘어난 9,086만 5,000톤, 2013년에는 이보다 1.5% 증가한 9,222만 

8,000톤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과거 10년간 매년 1.7% 증가세로 

늘어났고, 향후에도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2017년까지 9,8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그림 9 참조>. 

  미국의 주요 원유 생산지는 미국 원유 생산의 1/3을 담당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또한 중북부의 위스콘신주,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북부 뉴욕주이다<그림 10 참조>. 

2008년까지는 북서부 지역의 원유생산이 늘었지만 그 후, 해당 지역의 증가는 그치고, 

현재는 동부, 특히 위스콘신주, 뉴욕주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0  주별 원유 생산량(2012년) 

자료: GIRA(www.girafood.com).

  미국의 유제품 생산은 치즈의 생산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버터, 유음료의 순이

다<그림 11 참조>. 치즈는 국내 수요뿐 아니라 수출물량 확대에 의해, 앞으로도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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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미국의 제품별 유지방 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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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13년은 잠정치, 2014년과 2017년은 예측치임.  
자료: GIRA(www.girafood.com)

2) 국제시장 확대 가능성 

  미국의 경우 순조로운 원유 생산 증가로 2010년부터는 모든 유제품에서 순수출국이 

되었다. 미국의 주요 수출 유제품은 탈지분유, 치즈이다. 탈지분유는 수출량의 44%가 

멕시코로 수출되고 있으며, 치즈도 25%가 멕시코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이 두 제품의 

수출물량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12 및 표 5 참조>. 

  세계적인 분유수요 증가를 발판으로 미국에서도 국외시장 획득에 나섰다. 수출을 위

해 미국 최대의 낙농조합이면서 낙농사업도 하던 데어리 파머즈 어브 아메리카(DFA)도 

8,500만 미국 달러를 투자하여 처음으로 네바다 주에 전지분유 가공장을 개설하였다. 

DFA에 따르면, 네바다의 가공장은 중국의 고품질 전지분유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 한다. 

  앞으로도 미국은 유제품 수출량을 증가시켜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번 

GIRA Dairy Club 회의에서는 미국이 확고한 수출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는 이하의 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① 유제품의 규격이 국제 기준이 아니라, 아직도 대부분이 국내시장 전용 스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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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미국의 유제품 무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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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13년은 잠정치, 2014년과 2017년은 예측치임.  
자료: GIRA(www.girafood.com). 

표 5  미국의 낙농 제품별 수출 물량 

단위: 천 톤

2008 2009 2010 2011 2012 주요 수출국(2012년, 점유율)

버터 88.8 28.2 56.1 62.6 46.1 아랍제국 (36.1%), 이란 (14.2%), 모로코 (8.4%)

탈지분유 391.2 247.6 383.9 434.8 444.7 멕시코 (44.1%), 필리핀 (10.3%), 인도네시아 (7.1%)

전지분유 40.5 23.1 52.6 21.6 20.9 멕시코 (25.4%), 베트남 (8.8%), 중국 (7.6%)

치즈 131.2 108.4 173.5 224.5 259.9 멕시코 (25.2%), 한국 (15.2%), 일본 (9.9%)

자료: USDA(www.ers.usda.gov/data-products/dairy-data.aspx).

 ② 특히 탈지분유는 아직도 생산량의 80%가 미국 규격인 "Non-Fat Dry Milk Powder"

이며, 국제기준의 탈지분유 생산량은 20%에 머물고 있다. 

 ③차기 미국 농업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결정될 예정이지만, 만약 이 법이 통과

되면, 현행 유가지지제도는 폐지될 예정이어서, 낙농에 대한 영향이 발생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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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기업에는 실질적인 수출전략이 결여되어 있고, 유업회사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

다. 그러나 일부의 유업회사(DFA, GDT, DA, Dairygold 등)은 수출 전문 부문을 설

치하기 시작하였다. 

 ⑤치즈 규칙은 점차 국제기준에 맞추어 있지만, 아직 모든 생산품이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유제품 국제시장에서 본격적인 참가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지

만, 가격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더욱 국제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향후 유력한 유제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제품의 주요 생산국은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

며, 해당 국가 모두 새로운 시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장 확보를 위

해서는 종전과 같은 자국의 유제품 잉여분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대상 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다른 기업의 유제품과 차별화가 가능한지 그

리고 유제품의 부가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GIRA Dairy 

Club 회의와 EDA 회의에서도 새로운 시장, 새로운 유제품에 대한 각국의 관심의 정도

가 매우 높았다. 

3.1. 유장 

  과거 유장은 치즈의 부산물로 규정되는 제품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수요증가에 따

라 범용성이 높아 유제품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이는 유장의 수요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유장의 주요 용도로는 의료 및 스포츠 

등의 영양식품, 유아용 유제품, 사료, 우유의 대체품 등이 있다. 

  유장은 그 용도에 따라 품질이나 사양이 변경되었으며, 가격대도 다르다. 예를 들면, 

의료용으로 이용되는 경장 영양(經腸榮養, 장에 직접영양소를 주입하는 영양법) 이용

에서는 1kg 당 2미국달러로 거래되는 데에 비해, 사료용으로는 0.23 미국 달러로 큰 차

이가 있다<그림 14 참조>. 유장에서 보다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고가의 

제품 제조가 요구되고, 유제품 공장의 인프라 정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현재 유장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EU이며, 다음으로 미국, 호주 순이다. 유장의 

주요 이용 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 등이다. 주요 생산국에서 주요 수요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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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미국 및 EU의 유장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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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GIRA(www.girafood.com). 

그림 13  미국 및 EU의 유장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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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GIRA(www.girafood.com). 

로 장거리 운반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농축유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생산국에서 이전에는 거의 이익이 나오지 않던 유장을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

여 판매하느냐는 중요한 사항이고, 다양한 유장 이용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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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식물성유지 첨가분유 생산량(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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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GIRA(www.girafood.com).  

그림 16  식물성유지 첨가분유 소비량(2012년) 

                      주: MENA(미나 제국):주로 중동 및 북 아프리카 지역을 말함. 

                    자료: GIRA(www.girafood.com). 

3.2. 식물성유지 첨가분유(FFMP) 

 유장과 함께 주목해야 할 상품으로 식물성유지 첨가분유(Fat Filled Milk Powder, FFMP, 

HS코드 : 1901 90)가 있다. 이는 유장 등 탈지분유에 유제품 이외의 지방을 첨가한 제

품이며, 첨가한 지방은 주로 식물성 유지인 코코넛 기름과 팜유이다. 

  2012년의 FFMP 생산량을 보면 세계 전체에서 약 230만 톤이 생산되며, 가장 생산량

이 많은 곳은 EU로 약 131만 톤을 생산하고, 미국 40만 톤, 뉴질랜드 약 14만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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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참조>. 소비량을 보면, EU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프

리카, 미국, 일본 순이다<그림 16 참조>.

  식물성 유지 첨가물 분유는 탈지분유 및 유장을 바탕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품에 따라 단백질 함유량 및 지방 함유량의 조정이 가능하고, 열대지역 등 고온지역

에서 발생하는 분유 냄새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식물성유지 첨가분유의 주요 이용 용도로는 사료, 빵이나 아이스크림 등의 첨가제, 

기타 커피 크림 등이 있다. 또한, 식물성유지 첨가분유는 전지분유에 비하여 40% 정도 

저렴하고, 탈지분유에 비해서는 20~25% 정도 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그림 17 참

조>. 식물성유지 첨가분유는 유장과 마찬가지로 생산자 측에서는 부가가치 제품이라

는 이점이 그리고 이용자 측에서는 범용성이 높고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어, 앞으로 수

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7  식물성유지 첨가분유,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 가격(2010~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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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IRA(www.girafood.com). 

3.3. 요구르트 

  유제품 부문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또 하나의 제품으로 신선 유제품 특히 요구르트

를 든다. 요구르트는 최근 웰빙으로 발효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요구르트는 간편함, 저렴함 등으로 현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이기도 하다. 유업 회사로서도 유산균의 종류와 효능의 차이, 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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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리얼을 첨가하는 등 특징 있는 신상품 개발이 용이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도 소

비자에게 어필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회의(GIRA)에서는 미국의 요구르트 상황에 대해 소개되었다. 2012년 미국의 요

구르트 생산량은 200만 톤을 넘었다. 요구르트는 연간 매출액 60억 미국 달러에 달하

는 시장이며, 과거 5년 평균 5% 정도의 증가 속도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또한 과거 

10년간 연평균 4개의 요구르트 공장이 설립되었으며, 2012년에 전미에 131개소의 요

구르트 공장이 존재하고 있다.

  왜 이처럼 미국에서 요구르트의 소비가 증가하였는지를 알아보면, 우선 조리가 필

요 없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컵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

다는 간편성 그리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 등이 미국의 라이

프스타일에 매치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큰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리스 요구르트"는 미국 요구르트의 존재가치를 높였

다. 2007년 미국 요구르트 시장에 신규 참가한 쵸바니(Chobani)는 그리스 요구르트만으

로 미국의 요구르트 시장의 12%를 점유하였다<그림 18 참조>. 동 사의 요구르트 공

장은 세계 최대 규모인 주당 170만개의 그리스 요구르트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그리

스 요구르트의 인기에 의해 현재는 거의 모든 주요 유업 회사에서 "그리스 요구르트"

를 생산하게 되었다. 

  왜 그리스 요구르트가 미국에서 큰 붐을 일으켰는지를 보면, 그리스 요구르트의 특

징은 "방부제, 보존료 등 무첨가", "자연 성분만으로 구성", "글루텐 프리1)", " 고단백질 

함유" 등이며, 이 같은 점이 미국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한 것이다. 

  당초 진한 치즈 크림으로 인기를 모았던 그리스 요구르트이지만, 현재의 미국에서 

열풍은 "무지방 그리스 요구르트"이다. 또한, 맥도날드, 스타벅스, 서브웨이를 비롯한 

패스트 푸드점들이 건강식품으로서 요구르트 제품을 도입한 것도 소비확대를 이끌었

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요구르트 소비량을 보면 연간 1인당 6kg이며, EU 평균 25kg과 비교하면 아

직 적지만, 앞으로도 성장이 계속될 시장으로 예상된다. 

 1) 미국에서 유행한 다이어트 방법의 하나로, 밀에 포함되어 있는 글루텐을 제외한 다이어트 방법이다. 통상 요구르트에는 응고제

로 첨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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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미국의 유업 회사별 요구르트 시장 점유율 

                         자료: GIRA(www.girafood.com).  

4.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과 2013년의 세계 낙농 및 유제품 시장 동향을 보

면, 세계의 원유 생산은 기상조건에 좌우된 시기였지만, 유제품 부문은 세계적 규모의 

수급 과소를 배경으로 공급측이 우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된 시기였다. 앞으로도 당분

간은 수급 과소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상조건 등에 의해 원유 생산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제시장의 유제품가격 폭등을 부름과 동

시에 가격상승에 의한 과도한 원유 증산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유제품 시장의 불안정성도 증가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제품시장의 성장으로 주요 생산국에 의한 발전시장의 점유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뉴질랜드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것처럼, FTA 

등과 같은 통상협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향후 인도-뉴질랜드 간 

FTA, EU-미국 간 TTIP 등의 통상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입국으로 커다란 

시장을 보유하는 중국, 러시아 등에서는 국내 원유 생산을 증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효율적인 생산과 유통구조 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불확실한 요소는 있지만, 남미, 인도와 같은 잠재적인 생산능력을 가진 국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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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되고 있는 분유공장 등에 대한 투자 등으로 실제 가동이 시작되었을 때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도 앞으로 유제품 시장에서 주시해야 할 사항이다. 

  현재 크게 변화하고 있는 유제품시장은 세계 규모의 흐름과 동시에 각각의 시장동

향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유제품 동향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상황파

악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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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014~2020년 농촌개발정책 방향

※ 2010년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역 분류기준과 관련하여 OECD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론과 차이를 둔 새로운 유형론(typology)을 승인함. 이러한 새

로운 유형론의 목적은 지역 분류에 따른 기술(記述)에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며, 본 보고서1)에서는 대상지역을 크게 농촌지역, 도시지역, 복합지역으로 분류함. 

 농촌의 중요성

 m 2010년 EU2)에서 농촌지역은 국토의 52%, 인구의 23%를 차지함. 2010년 농촌지역

은 EU 회원국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3)의 16%와 전체 고용의 21%를 

창출하였음. 

 m 국토 중 농촌지역의 면적 비율은 EU-15개국4)과 EU-N12개국5)이 각각 50%, 57%를 보

여 유사하게 나타났음. 그러나 인구, 총부가가치, 고용 등에서 농촌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EU-15 회원국에 비해 EU-N12 회원국에서 현저하게 높았음. 

- EU-N12 회원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인구의 40% 정도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GVA의 29%를 창출함. 반면 EU-15 회원국에서는 인구의 18% 정도가 농촌지

역에 거주하며 GVA의 14%를 창출함. 

- 한편 EU-N12개국에서 농촌지역의 고용은 전체 고용인구의 36%를 차지한 반

면, EU-15개국에서는 17%에 불과함.  

 m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의 경우 전체 국토에서 농촌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이상임. 이와 달리, 네덜란드는 국토의 2.1%만이 농촌지역임. 

 1) European Commission. 2013. Rural Development in the EU;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port 2013. 
European Commission. 

 2) EU 27개국 기준임. 
 3) 부가가치는 인건비, 이자, 이윤의 합계라 할 수 있음. 부가가치를 경제전체에 대해 합계한 것이 순국민소득으로 순부가가치와 

동일하며, 총부가가치는 순부가가치에 감가상각을 더한 것을 의미함.
 4) 벨기에,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그리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

드, 스웨덴 등의 15개 회원국을 의미함. 
 5) 2004~2007년에 가입한 국가들로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루마

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12개 회원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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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농촌지역에 거주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73%)이며, 슬로바키아

(50.3%), 에스토니아(48.1%) 등이 그 뒤를 이음.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인구의 1% 

미만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영국 3%, 벨기에 9%, 스페인 8%임. 

 m 국가 GVA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되는 경제활동 집약도는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70% 이상임. 동시에 해당 국가들

의 농촌지역에서의 경제활동 집약도는 7% 미만이었음. 이와 반대로, 아일랜드의 경우 

농촌지역의 GVA 비율은 57.8%이며,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는 각각 35% 이상임. 

 m 주요 농촌지역의 고용률과 관련하여, 아일랜드는 전체 고용인구의 66.3%, 슬로바

키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그리스 등의 4개 국가는 40~45%의 비율을 보이는 

등 이들 다섯 국가들의 농촌지역은 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

음. 반대로 농촌지역의 가장 낮은 수준의 고용률은 네덜란드(0.6%), 영국(2.8%), 벨

기에(6.7%), 스페인(7.0%)에서 나타남. 

그림 1  2010년 EU 27개국 농촌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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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3. Rural Development in the EU;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port 2013.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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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0년 EU-15개국 농촌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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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3. Rural Development in the EU;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port 2013. 
European Commission. 

그림 3  2010년 EU-N12개국 농촌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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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3. Rural Development in the EU;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port 2013.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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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020년 농촌개발정책: 세부 우선사항 및 집중 부문

 m EU의 2014~2020년 농촌개발정책은 아래 열거한 항목들에 중점을 두고 있음. 다

음의 항목들은 세부 우선사항 및 집중 부문에 대해 정리한 것임. 

 m 첫째, 농업, 산림관리, 농촌지역과 관련 있는 지식전달 및 혁신을 조성함.  

- 농촌지역 중심의 혁신, 협력, 지식 개발을 조성함. 

- “농업”과 “식량생산 & 산림관리 & 연구 및 혁신” 간의 유대를 강화함. 

- 농업 및 임업 부문에 있어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을 지원함. 

 m 둘째, 전 지역 모든 농업 부문에 있어 농가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혁신적인 농가

기술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장려함. 

- 농업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와 시장 지향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표와 함께, 

모든 농가의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고 농가 구조조정 및 현대화 등을 조성함. 

- 신규농업인의 농업부문 진입을 지원함. 

 m 셋째, 농산물의 가공, 마케팅 등을 포함한 식품공급체계 및 동물복지, 농업 위험관

리 등을 장려함.  

- 농산물, 지역시장에서의 판촉, 그리고 단순한 공급회로(supply circuits)에 가치

를 둠과 동시에 주요 농산물을 품질설계(quality scheme) 등을 통해 농식품망

(agri-food chain)에 통합함으로써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함. 

- 농가 위험예방 및 농가 경영을 지원함. 

 m 넷째, 농업 및 산림관리와 관련된 생태계를 복구, 보존 및 강화함.  

- 생물다양성을 복구, 보존, 강화함. 

- 비료와 농약 사용을 포함하여 수질 관리를 향상시킴.  

- 토양 침식을 방지하며 토양 관리를 향상시킴. 

 m 다섯째, 자원의 효율성 증진과, 농업, 식품, 임업 부문에 있어서 저탄소 및 환경 탄

력적인 경제를 활성화함. 

- 농업을 통한 용수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함. 

- 농업 및 식품가공에 있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함.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공급 및 사용과 바이오경제(bio-economy)6)를 목표

 6) 바이오기술의 발전에 따라 바이오제품의 보급·서비스를 향상하여 인류에 편익을 가져다주는 바이오기술 기반 경제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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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부산물, 폐기물, 찌꺼기 및 비식품원료 등의 사용을 지원함. 

- 농업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암모니아를 감축함. 

- 농업 및 임업에 있어서 탄소 보존 및 분리저장 방안을 구축함. 

 m 여섯째, 빈곤감축 및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함. 

- 다양화, 소기업 창출 및 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 

- 농촌의 지역발전을 장려함. 

- 농촌에서의 정보 이용과 정보 품질,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 등을 향상시킴.

세부 우선사항 중점 부문

1
농업, 산림관리, 농촌지역 
관련 지식전달 및 혁신 조성  

1) 농촌지역 중심의 혁신, 협력, 지식 개발 조성
2)“농업”과 “식량생산 & 산림관리 & 연구 및 혁신”간의 유대 강화
3) 농업 및 임업 부문에 있어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조성 

2

전 지역에서 모든 농업 부문의 
농가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혁신적인 농가기술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장려

1) 농업의 다양화뿐만 아닌 시장 참여와 시장 지향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표와 
함께, 모든 농가의 경제적 성과 향상과 농가 구조조정 및 현대화 조성 

2) 신규농업인의 농업부문 진입 지원

3

농산물의 가공, 마케팅 등을 
포함한 식품공급체계 및 
동물복지, 농업 위험관리 등의 
도모

1) 농산물, 지역시장에서의 판촉, 그리고 단순한 공급회로(supply circuits)에 
가치를 부가함과 동시에 주요 농산물을 품질설계(quality scheme) 등을 통해 
농식품망(agri-food chain)에 통합시킴으로써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2) 농가 위험예방 및 농가 경영 지원

4
농업 및 산림관리와 관련된 
생태계 복구, 보존 및 강화

1) 생물다양성의 복구, 보존, 강화
2) 비료와 농약 관리(사용)를 포함한 수질 관리 향상 
3) 토양 침식을 방지 및 토양 관리 향상

5

자원의 효율성 증진과, 농업, 
식품, 임업 부문에 있어서 
저탄소 및 환경 탄력적인 경제 
추진 지원

1) 농업을 통한 용수 사용의 효율성 증대
2) 농업 및 식품가공에 있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증대
3)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공급 및 사용과 바이오경제(bio-economy)7)를 

목표로 한 부산물, 폐기물, 찌꺼기 및 비식품원료 등의 사용 지원 
4) 농업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암모니아 감축 
5) 농업 및 임업에 있어서 탄소 보존 및 분리저장 방안 구축

6
사회통합, 빈곤감축, 
농촌지역의 경제발전 도모

1) 다양화, 소기업 창출 및 개발, 직업 창출 등 지원
2) 농촌의 지역발전 장려
3) 농촌에서 정보의 이용과 질,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3. Rural Development in the EU;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port 2013. 
European Commission.

표 1  2014~2020년 EU 농촌개발 정책 중점 부문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12.17)

 7) 바이오기술의 발전에 따라 바이오제품의 보급·서비스를 향상하여 인류에 편익을 가져다주는 바이오기술 기반 경제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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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 -日 특별정상회담, 서비스 투자 규칙 실질 합의

 ASEAN-일본 특별정상회담 개최

 m ASEAN8)-일본 특별정상회담은 12월 14일에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서로 협력하

여 지역과 세계 과제에 도전한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되었음. 

- ASEAN-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JCEP)의 서비스․투자 규칙에 관한 교섭이 실질 합의되었음. 

- 향후, 시장 접근 분야 등의 교섭은 계속될 것이지만, 각국 정상들은 서명을 위

한 큰 전진으로 보고 환영함. 

- 일본은 ASEAN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structure)9) 정비 

등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약 2조 엔을 지원한다고 약속함. 

 RCEP, 2015년 말 교섭 타결 목표 

 m 금번 ASEAN-일본 특별정상회담에서는 ASEAN으로부터, 부총리가 대리 출석한 태

국 이외에 9개국의 정상이 참가함. 

- 채택된 공동 성명은 ‘서로 협력하여 지역과 세계 과제에 도전한다’로 지역의 과

제 및 세계 규모의 과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ASEAN 및 일본의 역할을 확인함. 또

한 ASEAN-일본이 공동으로 과제에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m 지역의 과제 내에는 ‘지역의 네트워크’로서 ASEAN+3(APT),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ASEAN 지역 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확대 ASEAN 국방

장관회의(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Plus, ADMM-Plus)을 포함하는 다양한 체

계에서의 ASEAN의 중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 번영, 일체성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

여,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와 협력을 하는 장소로서 동

아시아 정상회의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함. 

 8)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지역협력기구.

 9) 통신망, 항공망, 정보화 사회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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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세계규모과제에서는 일본경제의 재부흥이 지역 및 세계에 큰 이익을 초래할 것에 

강한 기대를 나타내면서 아베 총리의 ASEAN 경제통합에 대한 공헌을 치하함. 

- 경제성장의 달성과 보호주의 배제 관점에서, AJCEP의 투자 및 서비스 부문의 

규칙 교섭이 실질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하는 동시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 지역경제제휴를 계

속하여 강화할 방침이라고 함. 

- RCEP과 관련하여 2015년 말까지 교섭 타결을 위하여, ASEAN-일본이 적극적

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함. 

 AJCEP의 시장 접근 등에 관한 교섭 과제

 m 금번 공동 성명에서 서비스․투자 분야 부문의 규칙 교섭의 실질합의와 관련하여 

명기된 AJCEP은 2007년 11월에 물품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교섭이 완료되었음. 

- 2008년 12월 1일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5개국에서, 2009

년 1월 1일 브루나이, 2009년 2월 1일 말레이시아, 2009년 6월 1일 태국, 2009

년 12월 1일 캄보디아에서 각각 발효되었음. 

- 일본에서 ASEAN로의 수출과 관련하여 AJCEP의 활용 상황을 보면, 2012년에 

5,021건, 2013년 1~10월 10개월간 5,733건의 실적(원산지증명서발급 건수 기

준)이 보고되고 있음. 

 m AJCEP에서는 물품무역의 자유화․원활화와 함께 지적재산분야 및 농림수산 분야 등에

서의 협력 촉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의 자유화 및 보호 등이 규정되고 있음.

- 물품 무역 분야에서의 협정 발효 후 2010년 10월부터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 약 3년간에 달하는 교섭을 거쳐 금번 정상회의에

서 실질합의에 이름. 

 m 실질합의의 상세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규제 내용 명시를 

포함한 투명성 향상, 행정수속의 간소화 등이 기대되고 있음. 또한 투자와 관련하

여서는 상대국 투자가에 대하여, 조달 기준 등을 포함한 특정한 조치의 요구 금지 

등이 담길 전망임. 

- 규칙에 관한 교섭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서비스 분야의 시장 접근 교섭과 투

자 분야의 기술적 논점의 조정 등이 남아 있음. 

- 향후, 이들 분야에서의 합의․조정을 거쳐 가맹국간 서명 후 각국 내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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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절차를 밟아 발효하게 됨. 

 m 한편, ASEAN과 일본의 서비스무역은 2012년 실적은 약 4조엔(일본은행 국제 수지 

통계 기준, 여행 포함)에 이르고 있어, ASEAN 각국에서의 서비스․투자 환경 개선

에 대한 일본 업체의 기대는 크다고 볼 수 있음. 

 일본, ODA에 향후 5년간 2조엔 규모 지원 표명

 m 경제동반자협정과 함께 항공수송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대처로서, ASEAN-일본 

간 항공협정의 체결을 위하여 검토를 진행하는 것에 합의함. 이후, ASEAN-일본 

교통장관 모임 등에서 협의할 예정임. 

 m ASEAN에서는 2015년의 ASEAN경제공동체(AEC)구축을 위하여 연결성 강화가 큰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의한 ASEAN 연결성 지원 이니셔티브(initiative)10)

를 통하여 ASEAN 역내 연결성, ASEAN-일본 간의 연결성 및 보다 광역에서의 연

결성 강화에 대응할 방침임. 

- 일본은 ASEAN에 대하여, 약 70건의 연결성 지원 프로젝트를 정리․목록화 하

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를 통한 연결성 강화를 위한 소프트 인프라 개발, 빈

곤삭감, 보건 의료 등 생활수준의 인상, 각국의 국내격차 시정(是正)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정비와 같은 지원을 계속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ODA에 2조 

엔을 지원한다고 밝힘. 

 m 일본의 체계적인 재해 관리 분야에서 재해대응은 ASEAN-일본이 공통 과제라는 

인식과 함께 방재 네트워크 확충, 인도지원․재해구원 협력 등을 비롯하여 재해

내성강화를 위한 ASEAN의 대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대처 능력향상, 고품질의 

방재 사회기반시설 정비를 축으로 하여 5년간 3,000억 엔 규모를 지원하고 1,000

명 규모의 인재를 육성한다고 표명함. 

※ 자료: JETRO(2013.12.19)

10) 2010년 10월의 ASEAN 정상회의에서 (1) 물리적 연결성 (운수, 정보통신망 등), (2) 제도적 연결성 (무역 투자, 서비스 자유

화․원활화 등), (3) 사람과 사람의 연결성 3개 요소에서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MPAC)이 채택되어, 일본정부는 동 마스터플랜을 전면적으로 지원한다고 약속하고 있음. 2011년 11월 ASEAN-
일본정상회담에서는 ASEAN의 연결성 강화를 위하여 주요 안건 목록(기함 프로젝트(flagship project)을 제시하고 지원을 한

다고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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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SA, 네오니코티노이드 신경계 발달 저해 가능성 제기  

 유럽식품안전청(EFSA), 네오니코티노이드 인간신경계 발달 저해 가능성 
연구결과 발표

 m EU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유럽식품안전청(EFSA) 작물보호제․잔류물 위원회

(PPR Panel)11)는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와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등 네

오니코티노이드12) 계통 살충제의 신경독성 발현(developmental neurotoxicity, DN

T)13)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결과를 발표함. 

-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는 의회 규칙(Council Directive) 91/414/EEC  

기준하에 평가되어 (EU) No540/2011 규정 승인을 받은 바 있음. 하지만 2012년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의 체외실험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음

(Kimura-Kuroda et al.). 본 연구는 네오니코티노이드에 의한 자극(excitation) 또는 

탈감각(desensitisation)이 포유류의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함.

-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의 DNT 가능성 평가를 위해 PPR 패널은 EU

내 사용 승낙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포함한 두 가지 네오니코티노이드 화합물의 

관련 학술자료뿐만 아니라 규제목적의 독성평가를 통해 면밀히 위험성을 검토함. 

 EU집행위원회의 주요 의문점과 PPR 패널의 답변

 m첫째, 학술자료와 허가용 독성평가서류를 포함한 가용자료에 근거하여 아세타미

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가 신경독성 발현(DNT)에 영향을 미치는가?

- 가용자료에 근거하여 PPR 패널은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 모두 

DNT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내림. 

- EU와 미국 환경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의 평가

체계에서 수행한 ‘쥐를 이용한 이미다클로프리드 신경독성 발현’ 각각의 연구

에서 이미다클로프리드에 노출된 쥐가 낳은 새끼의 체중과 운동 활동 수준이 

11) 유럽식품안전청 작물보호제․잔류물 위원회: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Panel on Plant Protection Products and 
their Residues. 

12)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는 니코틴계의 신경 자극성 살충제임(위키피디아). 
13) 신경독성(neurotoxicity)이란 신경조직에 대한 파괴나 독성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의미함(생명과학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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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고 보고함.

- US-EPA 평가체계에서 수행된 아세타미프리드 DNT 연구에서 새끼 쥐의 체중

과 젖떼기 전 생존율이 감소하였고 최대청각놀람 반응 또한 감소하였음. 

- 따라서 PPR 패널은 두 가지 네오니코티노이드 화합물이 뉴런발달과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결론지음. 하지만 본 연구는 어미쥐의 독성을 반영

하는 투여량 이하에서 새끼 쥐의 신경독성 효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방법론적 문제와 불확실성에 한계가 있음.

 m둘째,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의 잠재적 신경독성 발현을 방지하는데 

있어 현재 인체안전기준치가 적절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가?

- 여러 DNT 연구자료 증거와 NOAELs14) 설정의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본 패널은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의 현재 급성기준량(acute reference dose, 

ARfD)이 잠재적 신경독성 발현에 있어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함. 동일한 

불확실성에 의해 아세타미프리드의 안전한 일일허용섭취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수준을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이미다클로프리드의 ADI 수준은 신경계 발달에 있어 잠재적 부작용을 예방

하는 적절한 보호 수준으로 평가됨. 따라서 독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PPR 패널

은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의 보다 엄격한 노출 기준치를 제안함. 

- 아세타미프리드의 경우 현재 ADI 및 AOEL(0.07mg/kg bw per day)15), ARfD(0.1mg/kg 

bw per day)가 보다 더 엄격한 수준(0.025mg/kg bw per day) 이하로 설정되어야 한다

고 권고함.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DNT 데이터가 나타날 시 기준점은 수정될 수 

있음. 현재 이미디클로프리드의 ARfD와 AOEL(0.08mg/kg bw per day) 또한 잠재적 

신경독성 발현에 있어 충분히 안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패널은 AOEL, ARfD 

모두 ADI 수준(0.06mg/kg bw per day)으로 낮출 것을 권고함. 

 m EFSA는 기존 자료의 증거 부족으로 인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추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자료: EFSA(2013.12.17)   

14)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NOAEL):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 
15) acceptable operator exposure level, AOEL: 작업자허용노출수준, 하루 1kg 몸무게당 0.07mg (0.07mg/kg body weight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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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초당파 의원, 식품안전강화법 규제 결정 전  
 의견 공모 재요청

 미국 초당파 의원, FDA 장관에 의견공모 재요청

 m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에 근거하는 각종규제안이 

2013년 1월부터 순차 공표되어,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16)에 첨부되고 있음.

- 11월 22일, 상하원의 초당파의원 75명은 식품의약품국(FDA) 장관 앞으로 서한

을 보내 지금까지 퍼블릭 코멘트에 첨부된 규제안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최종결정 전 퍼블릭 코멘트에 첨부하도록 요청함. 

 모호한 점이 많은 규제안

 m 서간에 서명한 의원은 민주당·무소속 42명, 공화당 33명임. 

- 일부보도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로이 브란트 의원(공화당)과 진샤힌 의원(민주

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하원에서는 조 코트니 의원(민주당), 크리스·깁슨 의원

(공화당), 앤마크렌캐스타 의원(민주당)이 정리하고 있다고 함. 

- 데비스타베나우 상원농업위원장과 프랭크 루카스 하원농업위원장은 서명하

지 않고 있다고 함. 

 m FDA는 FSMA에 필요한 규제를 2015년 6월까지 모두 최종결정한다는 의지를 고수

하고 있다고 함. 

 m 최종결정까지의 시간이 임박하지만, 공표되고 있는 규제안은 큰 골격만 제시되었

을 뿐 상세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모호한 점이 많음. 

- 예를 들면, 폭넓은 식품을 대상으로 예방적 위해관리를 식품공급업자(수입 식

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에게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식품마다 상이한 위

해 수준의 저촉 정도를 어느 수준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어떠한 위해관리 방

법이FDA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음. 

 m FDA는 지금까지 각종 규제안이 공표될 때마다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관계자로부

16)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 시민들이 시정 현안 등에 대해 3분간 입장을 밝히고 시장과 시의원은 의무적으로 경청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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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 FDA는 모든 식품의 위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식품에 따라 특정한 

위해나 위해관리 방법 등이 있다면 퍼블릭 코멘트를 통해 수렴하겠다는 입장

을 취하고 있으며, 최종규제안의 상세내용은 공청회에서 제시되지 않았음.

 여러 단체의 초당파 움직임 지지

 m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금번 초당파 움직임과 관련하여 미국 신선품협회(United Fresh 

Produce Association), 미국 전체 지속적 농업연합회(The National Sustainable Agriculture 

Coalition)등 여러 단체가 지지하고 있다고 함. 

- 의원들 의견 가운데 지금과 같은 규제안이 최종화 된다면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업자도 나올 것이며, 특히 농산물생산의 예방 관리에 관한 규제

와 관련하여 생산자에게 농업용수의 안전성을 확인시키거나, 토양개량제의 

사용에 제한을 마련하는 등 생산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m 규제안은 국내품에서 수입품까지, 농산품에서 식품가공품까지, 폭넓은 식품관계

자에게 새로운 비용을 부담시켜 위해의 예방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 

- 한편 FDA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순차 공청회를 종료하고 있

어 규칙이 최종결정되기 전에, 좀 더 구체화된 규제안에 재차 퍼블릭 코멘트

에 첨부될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자료: JETRO(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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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DA ERS, 운송비와 신선농산물 간 상관관계 규명  

 USDA ERS, 운송비가 신선과일 및 채소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발표   

 m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서비스(Economic Research Service, ERS)는 연료가격이 운송비를 

통해 신선농산물 도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특히 본 연구는 아스파라거스, 칸

탈루프,17) 생식용포도(table grapes), 오렌지, 피망, 토마토의 유통비에 초점에 두었음.

 m연구결과는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운송비의 증가는 농산물 유통비를 상당히 증

가시켜 도매가격 상승으로 연결됨을 보여줌. 

- 농산물 가격 결정에 있어 연료가격의 영향은 도매시장과 농산물 생산지 간의 

거리, 운송방법, 부패성과 같은 농산품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달려있음. 전반

적으로 연료가격이 상승할수록 도매가격이 상승하고, 농장가격과 도매가격 

간 마진폭 또한 상승함. 

 주요 연구결과

 m본 연구는 2000~2009년 자료를 사용하여 연료가격과 농산물 도매가격 간 관계를 

분석함. 특히 과일과 채소와 같은 신선농산물은 명확한 생산지를 갖고 있을 뿐 아

니라 가공과정이 적고 기타 비운송비가 포함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식품가격 

분석에 있어 운송비 효과를 더욱 뚜렷하게 나타냄. 

- 본 연구는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서비스(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가 수

집한 13개 도매시장의 신선과일 및 신선채소의 도매가격을 사용함. 도매시장은 

국산 및 수입산 농산물의 다양한 운송길이를 반영하도록 미국 전역에 걸쳐 선택

되었음. 연료가격과 트럭운송료 또한 AMS 자료를 사용함. 본 자료들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운송비, 마진, 도매가격에 있어 연료가격의 영향을 파악함.

 m연구결과 일반적으로 농산물 생산지가 시장과 멀어질수록 높은 연료가격이 도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 그러나 이러한 영향의 정도는 운송방법, 수입, 계절

성, 부패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17) 껍질은 녹색에 과육은 오렌지색인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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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연료가격은 국내도매가격과 농장가격 간 마진을 결정짓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

소임. 트럭으로 운송된 농산물에 있어 두 가격 간 마진은 생산지 거리가 증가할수

록 연료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함. 

 m연료가격 변동성은 미국 내 농산물 가격의 상당한 지역적 변화를 야기함.  

 m연료가격과 함께 증가하는 트럭운송료는 농산물 가격에 연료가격효과를 가장 잘 

전달하는 통로임. 일반적으로 트럭운송료의 연료가격 민감성은 운송거리와 함께 

선형적으로 증가함. 예를 들어 연료가격이 증가할 시 캘리포니아산 농산물의 마진

은 로스앤젤레스보다 보스턴에서 더 크게 증가함. 그동안 운송거리와 가격 간 관

계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실증적으로 보이려는 시도가 부족했음.

- 그러나 트럭운송료는 운송거리에만 국한하여 변화하지 않음. 예로 산 조아킨 

밸리~달라스 거리는 산 조아킨 밸리~보스턴까지의 거리의 절반 미만이나, 

평균 트럭운송료는 절반 이상이었음. 

 m디젤가격의 100% 증가는 단기적으로 농산물 도매가격을 평균 20~28%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는 운송경로와 농산품에 따라 상이함. 수입농산물의 

경우 이러한 영향은 훨씬 작게 나타남.

 m농산물 도매가격 변화에 있어 연료가격의 증가 효과는 농산물 특징에 따라 다양

하게 나타남. 

- 포도와 아스파라거스와 같이 복수의 생산지, 명확한 수입처, 약한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 연료가격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시장의 지리적 위

치와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뚜렷한 계절성과 적은 수의 주요 수입처를 가지고 있는 칸탈루프와 오렌지의 

경우 연료가격 효과는 가격 증가, 계절성, 운송거리 증가에서 인식가능한 관

계로 보다 일정하게 나타남. 

 m수입비중이 높은 농산물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낮은 연료가격 민감성을 보임. 이는 

비행기 또는 배에 의한 운송이 트럭 운송에 비해 마일 당 에너지소모가 적기 때문임.  

※ 자료: USDA ERS(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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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O, 2013년 10~11월 세계식량가격 분석

※ 2013년 10월~11월 세계식량가격은 사실상 변하지 않았으며, 전년도 11월 대비 여전

히 5% 가량 낮았음. 5가지 주요 식료품군(food commodity group)의 월별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FAO Food Price Index, FFPI)18)는 지난 10월 대비 11월에 

0.3p(0.15%) 하락함. 

 안정적인 세계식량소비가격지수

 m 2012년 9월 이래로 세계식량소비가격지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6개월 간 급감

하는 추세를 보임. 

- 동 기간 세계식량소비가격지수는 약 9% 하락함. 

- 특히 교역량(27%)보다 소비량(65%)이 훨씬 많은 조곡(coarse grain)과 밀 등의 

곡물류는 국제시장가격이 매우 낮아 세계식량소비가격지수 감소의 주된 요

인으로 간주됨.  

그림 1  2010년 10월 ~ 2013년 10월 세계식량소비가격지수 및 식량가격지수

세계식량소비가격지수                        식량가격지수

2002-2004=1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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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190 2010  2011                 2012                  2013          (연도)

               자료: FAO, 2013, Food Outlook; Biannual Report on Global Food Markets, FAO. 

18) 식량 농업 기구(FAO)에서 1990년부터 곡물·유지류·육류·낙농품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가가격동향을 점검해 매월 발표

하고 있는 가격지수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가격평균을 100으로 잡은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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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소폭 상승

 m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13년 11월 평균 206.3포인트(p)로 1년 전에 비해 9.5p(4.4%) 낮음. 

- 2013년 10월에는 평균 205.8p로 9월에 비해 2.7p(1.3%) 높았으나, 2012년 10월

에 비하면 여전히 11p(5.3%) 낮음. 

- 지난 10월의 소폭 증가는 4월 이후 처음으로 이는 다른 식료품군의 가격 상승

보다 설탕 가격의 급등에 기인함.  

그림 2  FAO 식품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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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FAO, 2013, Food Outlook; Biannual Report on Global Food Markets, FAO. 

 m 세계식물성유지가격지수는 11월 평균 198.5p로 10월에 비해 11p(5.6%) 상승함. 

- 10월까지 팜유 가격은 5% 이상 상승하여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망치보다 낮은 생산량과 확고한 세계수입수요에 기인함. 

- 한편 대두유 가격은 2013~2014년 공급증가 전망치에 상응하여 하락했으며, 

2011년, 2012년 10월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함. 

 m 세계유제품가격지수는 11월 평균 251.4p로 10월 평균 252p와 비슷함. 

- 특히 9월 대비 10월의 가격지수상승은 여전히 높은 중국의 전지분유(whole 

milk powder)19) 수요와, 분유가격에 외에 버터가격 또한 상승해왔기 때문임. 

- 전체적으로 유제품 가격지수는 2012년 10월에 비해 25% 상승하였음. 

19) 우유를 그대로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어 첨가물을 넣지 않은 것으로, 우유의 지방 함유량을 규격에 맞게 조제한 뒤 농축, 탈수

시킴. 물을 부으면 다시 우유로 환원되는 환원유로 쓰이며, 고소한 맛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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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세계육류가격지수는 11월 평균 187.1p로 10월 평균 184.2p와 별반 차이가 없음.  

- 11월 기준으로 범주별 육류가격을 보면 쇠고기 및 양고기는 두 달 연속 증가

한 반면 돼지고기는 하락하였고 가금류는 거의 동일함. 

- 쇠고기와 양고기 사육 업계는 제한된 수출 공급으로 인해 가격보조를 받으

며, 돼지고기와 가금류 사육 업계는 사료값 하락 등으로 이득을 취함. 

 m 세계설탕가격지수는 11월 평균 250.6p로 10월에 비해 14.2p(5.3%) 감소하였는데 이

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임.  

- 그 전 10월까지는 평균 265p로 9월에 비해 18.4p(7.4%) 상승하였으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음. 

- 10월 가격지수 상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설탕생산 및 수출국인 브라질의 열악

한 기상조건으로 늦춰진 수확시기가 주된 원인임. 또한 브라질 산토스(Santos) 항

구의 주요 설탕 창고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설탕가격급등에 큰 영향을 미침. 

그림 3  세계 식료품가격지수

290

260

230

200

170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월)

2002-2004=100

2012            2013

설탕

육류

식물성유지 곡류

유제품

               자료: FAO, 2013, Food Outlook; Biannual Report on Global Food Markets, FAO. 

※ 자료: Weekly Agra News(2013.12.10), FAO(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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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농업 브리핑 (2014. 1)1)

1. 아시아/오세아니아

□ 필리핀, 2012년 농산물 수입 현황 

▪필리핀은 1980년대 후반부터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대 들

어서는 농산물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각한 농산물 적자국이 되었음. 

20)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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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쌀은 2008년 가격파동 이후 급격히 늘어난 수입규모가 줄지 않고 있

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음. 

- 2012년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7.9% 감소했고, 수입은 3.6% 증가했음. 

▪필리핀 통계청에 의하면 필리핀은 베트남으로부터 2011년 581,000톤, 2012년

은 823,000톤의 쌀을 수입했음. 미국에서 들여오는 쌀 수입량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150,000톤 수준으로 베트남 수입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필리핀 국내 당근시장은 52억 7,927만 페소의 가치가 있는데 현재 당근은 벤

겟(Benguet)과 이푸가오(Ifugao)의 4,000ha 농장에서 경작되고 있음. 

- 산악 지대인 벤겟과 이푸가오에서는 주민의 약 80%가 주요 생계수단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며, 국내 채소 소비량의 70%를 생산하고 있음. 

- 중국산 당근수입으로 국내산 채소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고산지대에서 

경작되는 당근의 피해액은 약 50억 페소로 추정됨. 

- 민다나오(Mindanao) 지역에서는 수입당근이 40~42페소 선을 보인 반면 필

리핀산 당근은 50~55페소로 가격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남. 필리핀 농민들

은 고랭지 채소산업에 우선권을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음.

▪필리핀 국내 월평균 마늘 소비량은 3,416톤 수준임. 

-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3년 수입량은 지난 2012년 29,000톤에 비해 

68.9% 증가한 49,000톤임. 

▪필리핀의 팜오일 주요 수입 국가는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로 2011년 

503,000톤을 수입했으며, 단가는 톤당 1,127달러 수준이었음.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12.10)

□ 태국-인도, FTA 최종서명 타결 임박

▪2001년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태국 전 총리의 인도 국빈 방문 시, 양국 

지도자는 무역투자에 관한 상호 경제협력에 대해 합의했고 태국-인도 FTA를 위

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함. 

▪태국-인도 공동협의체는 네 차례의 협의를 통해 FTA가 양국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음. 양국 산업은 대부분 원재료 생산 혹은 반제품 생산이 주

를 이뤄 무역 규모가 적었음. 

▪2003년 10월에 82개 품목에 대한 조기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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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개 품목 안에는 과일, 곡물 및 가공해산물 등이 포함됨. 

- 당시 태국의 수출 유망 품목으로는 과일, 곡물 및 가공해산물, 보석, 플라스틱 

펠렛(Plastic Pellet), 냉장고, TV, 자동차 부품 등이 있었음. 

▪조기 개방 계획으로 2004년 9월 82개 품목에 대해 50%의 관세 철폐를 시행했고 

2005년 9월 75% 철폐, 2006년 9월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 전면 철폐를 시행함. 

- 조기 관세 철폐로 태국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 조기 관세 철폐는 태국이 수출 강점이 있는 품목을 낮은 관세로 새로운 시장

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 

▪동시에 인도는 태국이 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근거지가 됨. 태국은 인도와

의 교역을 통해 보석, 철, 금속 등의 원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고, 가

공 수출을 통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 

- 인도는 상업 주재원이나 독립적인 전문직, 계약 서비스직의 시장 접근을 철폐

하는 데 많은 관심을 보임. 

- 태국의 경우 스파 산업, 요식업이 인도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현재 1만 명 이상의 인도 노동자가 현재 태국에 체류 중이고 7,000~8,000명의 

태국 기술자가 인도에서 체류 중임. 태국은 회계사, 건축가, 영어 능통자의 인력

난에 시달리고 있음. 

- FTA는 양국의 공급이 초과된 전문직 분야의 유입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태국 통상교섭본부는 7가지 산업에 대해 인도에 투자개방을 함. 하지만 여전히 

투자 시 외국인 소유가능 지분이 49%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70% 수준의 외국인 지분소유를 허가하는 것과 비교해 경

쟁력이 낮다고 판단됨. 

▪7가지 투자 개방 분야로는 서비스, 정보통신, 건축 및 엔지니어링, 유통, 관광, 

엔터테이트먼트, 운송업 등이 있음. 한편 인도는 태국에 관광, 호텔, 요식업, 엔

터테이트먼트, 의료 산업 분야 투자를 개방함. 

▪중국과 더불어 인도는 태국의 거대한 무역 상대국임. 양국의 무역규모는 2012년에

만 90억 달러에 달했으며, 관세 철폐 품목을 기존의 85개에서 200개로 늘릴 예정임. 

- 태국-인도 FTA는 상호 균등 무역 환경을 조성해 5년 안에 연간 무역규모 140억 

달러를 넘어서는 상호 투자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태국과 인도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FTA 체결을 오는 12월 초에 인도네시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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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최종 서명은 하지 않

은 것으로 파악됨. 

-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마무리된 상태로 양국 간 서비스 

분야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최근 태국 정부가 상품, 서비스, 투자를 포괄하

는 협정 내용을 승인했으며, 인도가 태국의 서비스 진출에 대해 개방에 합의해 태

국 서비스 분야 진출에 많은 이득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함.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태국이 인도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보석, 철, 철강 

반제품, 채소, 기계류, 화학원료, 제약품 등이 있음. 

- 상위 10개 수입품목은 태국이 인도에서 수입하는 전체 수입품목의 70~80%를 차지함. 

- 특이 품목으로 2012년 철, 금속의 수입규모가 1억5,690만 달러에서 2013년 1월부

터 9월까지 3억6,510만 달러를 기록해 2012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태국의 대인도 상위 10개 수출 품목으로는 화학제품, 폴리

에틸렌, 자동차 부품 및 기계류 등이 있음. 

- 상위 10개 수출품목이 인도로 수출하는 전체 품목의 60~70% 정도를 차지함. 

- 특이 품목으로 화학제품의 수출액이 2011년 7억3,43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2012년에는 5억7,860만 달러,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4억2,410만 달러를 기

록해 점차 줄고 있음. 

- 대인도 2위 수출 품목인 폴리에틸렌은 2013년 1~9월 중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6.2% 증가했고 3위 수출품목인 원석 및 귀금속의 경우에도 5.2% 증가했음.

▪태국의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로 태국 수출 기업들의 FTA 활용 수출 비중이 60% 

이상에 달해 수출 증가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태국 상무부는 밝힘. 

조기 개방 품목 개방 이후 태국과 인도 FTA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태국-인도 

FTA 조기 개방 품목에 따른 활용률은 74%에 이름. 

▪인도의 대태국 수출은 증가 추세인 반면 태국의 대인도 수출은 2013년 다소 주춤

함. 이는 연초 진행된 태국 밧화의 초강세로 수출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에 

기인하고 있음.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태국에서 제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태국

의 FTA 체결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對)태국 투자로 우리나라에 비해 저렴한 사업비, 인건비 등에서 경쟁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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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가능함. 

- 또한 FTA 체결국으로 수출 시 관세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음. 향후 태국 투

자 관심 기업들은 태국의 FTA 정책 및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전

략 등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3.12.13)

□ 호주, 금년도 유제품 및 쇠고기 수출액 사상 최고 전망

▪호주의 금년도 농축산물 수출액 전망치는 역대 최고인 380억 달러 이상으로 지

난 5개년 평균치 보다 8%정도 높음. 호주 농업경제청에 따르면 금년도 유제품 

예상수출액은 전년대비 24% 정도 증가한 27억7천만 달러임. 

▪송아지 고기와 쇠고기 수출액은 3배 정도 증가한 54억3천만 달러에 달하며, 물

량은 11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낙농가들의 유대(乳貸)는 22%

정도 늘어난 리터당 47.7센트로 전망되었음. 

- 다만 가뭄의 영향으로 전체 우유 생산량은 약간 하락한 91억 리터에 이를 것

으로 추정됨. 

▪특히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심했던 퀸즈랜드주의 농업 수익성은 떨어

져 지난해 농가당 2만4천 달러 수익이 금년도에는 5만2천 달러의 손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됨. 

▪한편 호주 정부는 최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백서를 발표하고 생산성, 기술 

혁신, 수출증대를 위한 식품 안전성, 농가 수익, 가뭄 관리, 자금 투자 및 유통 

시장관리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 자료: 낙농진흥회(2013.12.19)

□ 일본, 2014년 농림수산부문 예산 전망

▪2013년 12월 22일, 일본의 2014년 농림수산관련 예산은 총 2조 3,260억 엔에 달

할 것으로 보고됨. 

- 해당 예산액은 2013년 대비 약 290억 엔 증가하였으며, 자민당의 정권 복귀 

후 농림수산부문 예산은 2년 연속 증가추세임. 

▪예산안 증액은 정부의 “농림수산업·지역의 활성 창조 플랜”이나 자민당의 “농업·

농촌 소득 배증 목표 10개년 전략”의 실행 초년도가 되는 것을 고려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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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의 선거 공약인 “일본형 직접 지불제도”에는 450억 엔을 계상함. 

- 본 제도는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유지·발휘하는 지역의 공동 활동에 대해 10a

당 5,400엔을 지원하는 지역 정책으로, 2014년에 법제화됨을 목표로 함.

▪농지 집약과 규모 확대를 목적으로 한 “농지 집약 뱅크” 관련 예산은 2013년도 

보정 예산안’으로, 400억 엔을 앞당길 계획이었음. 그러나 14년도 당초 예산안으

로 300억 엔 정도를 증가시켜, 약 700억 엔 가량을 고려함. 

▪기타 전작 조성금에 해당되는 “논 활용 직접 지불 교부금”은 2013년의 2,517억 

엔에서 10% 정도 증액될 전망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12.24)

□ 태국-칠레, 2013년 10월 FTA 체결

▪2003년 페루 대통령의 태국 방문으로 양국 정상회담이 태국-페루 FTA 협상의 

계기가 됨. 이후 양국은 공동협의체를 조성해 몇 차례의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06년에 태국-칠레 FTA가 상호 경제에 투자 및 무역 증진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 

▪태국 수출 증가 예상품목에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쌀, 과일, 가공어류, 직물, 가

전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 있음. 한편 칠레의 수출 실적이 없는 품목은 TV, 트

럭, 합성섬유, 의류, 열연강판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고자 함. 

▪2010년 11월 13일 일본에서 열린 APEC 기간 중 아피싯(Abhisit Vejjajiva) 태국 전 

총리와 칠레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태국-칠레 FTA 협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2007년 6월에는 태국-칠레 FTA 가능성 공동협의를 통해 태국-칠레 FTA가 양

국 상호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도출함. 

- 2011년 4월 1차 FTA 협상에서는 FTA 협상 범위 등 포괄적 수준의 협상구조를 

정립하였으며, 동년 5월 2차 협상에서는 상호 교역 중인 품목을 최대한으로 

FTA 협상 영역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함. 또한 공동 개발 시 이익이 되는 산업

을 농업, 어업, 임업, 광업, 에너지, 여행업, SMEs, 여행업, 무역 및 물류, 금융, 

통신사업으로 상호 합의함.

- 2011년 8월 3차 FTA 협상에서는 관세 인하에 대한 상호 제안을 교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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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4차 FTA협상에서는 관세인하에 대해 협상함. 

- 2012년 5월 5차 FTA 협상에서는 이전 협상내용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 10월

에는 태국-칠레 FTA 협상을 체결하였음. 

▪칠레는 페루에 이어 남미에서 두 번째로 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임. 아세안 

국가 중 태국은 칠레의 제1교역국임. 태국은 남미 국가 중 칠레가 브라질과 아

르헨티나에 이어 세 번째 교역국임.

▪태국과 칠레와의 교역 규모는 2012년 9억7,840만 달러를 기록했고, 당시 태국은 

칠레와의 교역에서 2억7,81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태국의 수출은 6억2,820만 달러였고 수입은 3억5,020만 달러를 기록함.

▪태국은 칠레와의 FTA 협상 이후 통상환경이 향상될 예정임. 

- 만약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미 칠레와 FTA를 체결한 국가(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에 밀려 통상 경쟁력이 악화됐을 것임. 

- 2014년 초 태국-칠레 FTA가 발효되면 90%에 이르는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이후 3년, 5년, 8년의 세 단계를 걸쳐 관세 철폐가 진행될 예정임. 

▪칠레 외교부 아시아/대서양 본부장 디에고토레스(Diego Torres)는 이번 태국-칠레 

FTA가 상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함. 

- 칠레는 주로 원재료를 수출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임. 안정된 정치, 경

제 상황과 1인당 국민총생산이 주변 남미국가들에 비해 높은 점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음. 

- 칠레는 방대한 천연자원(구리, 어류, 목재, 펄프, 철광석 등)을 보유함. 특히 칠

레는 세계 제1의 구리 생산국이며 세계 2위의 연어 수출국임.

▪태국은 칠레와의 FTA를 통해 본격적으로 남미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칠레가 전 세계 60개 이상의 국가와 교역하고 있어 무역규모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임. 

- 태국은 FTA를 통해 칠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동시에 칠레 내의 시장

입지가 더 강화될 것임. 

- 뿐만 아니라, 태국 제조기업은 칠레산 원재료를 낮은 단가로 수입할 수 있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음. 

▪태국의 수혜 품목으로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가공어류, 가공식품, 쌀, 전자제품, 

고무, 시멘트, 보석 및 귀금속, 의류 등임. 태국의 수출 증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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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픽업 트럭, 시멘트, 전자제품, 플라스틱 펠릿, 고무제품, 가공식품 등임.

▪칠레 미쓰비시 자동차사 관계자에 따르면, 칠레는 주변 국가에 비해 픽업트럭 

수요가 월등히 많다고 함. 칠레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광업이 픽업트럭의 수요

를 발생시키는 요인임. 

- 현재 칠레의 자동차 수입국 중 태국은 한국(33%), 일본(14%), 중국(13%), 멕시

코(10%)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음. 

▪태국의 쌀산업 역시 FTA 발표 이후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FTA 발효 5

년 안에 태국산 쌀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주요 쌀 생산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의 관세 전면철폐 기간이 10년인 것에 비하면 태국은 상대적으로 이점을 얻었

다고 할 수 있음. 

▪칠레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칠레는 광업, 농업 및 어업에 많은 산업이 연계돼 있

기 때문에 태국과의 투자에서도 이를 중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동시

에 칠레 정부는 태국 투자자들에게 칠레 식품가공업, 가공어류(연어) 및 과일, 

와인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함. 이 밖에 투자기회가 있는 칠레 산업으로는 엔지

니어링, 물류, 에너지산업, 광업, 유통업 등이 있음. 

- 칠레 정부가 태국투자자들에게 100% 지분소유를 허가함에 따라 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임. 태국 정부 역시 서비스산업에서 외국인 소유지분을 현재 49%

에서 주변 아세안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인 70%로 늘릴 예정임.

▪2012년 칠레는 태국으로 3억5,020만 달러 규모를 수출했고 태국의 대칠레 수출

은 6억2,820만 달러를 기록함. 

- 2012년 칠레의 대태국 주요 수출 품목에는 광물(1억3,880만 달러), 해산물

(9,940만 달러), 과일 및 채소(820만 달러), 와인(550만 달러) 등이 있음. 

- 반면 태국의 대칠레 주요 수출 품목에는 자동차(4억4,260만 달러), 가공어류

(2,000만 달러) 등이 있음.

▪태국이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가는 것은 태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 및 수

출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임. 태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 중 칠레 수출 수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등)은 직접적인 관세 인하 효과

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간접적으로도 관련 기업에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태국의 대칠레 교역이 증가하면 우리 수출 기업도 태국을 통해 부품 및 소재 등

의 수출기회를 늘릴 수 있음. 따라서 태국의 FTA 체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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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투자에 따른 이해와 태국을 통한 제3국 수출 등의 다양한 기회 요인을 분

석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3.12.21)

□ 일본, 2014년 FTA 추진 방향

▪올해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내 합의를 포기한 가운데 내년 2월 

각료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옴.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2월 중순경의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각료회의 개최는 12월 싱가포르 각료회의 폐막 이후인 1월이 유력했으나, 실무

진 간의 현안 조정과 관련 논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연말연시 연휴인 국가도 

있어 2월로 연기되었다고 함.

▪미국은 내년 가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내년 봄 이후로는 협상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따라서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각료회의가 

“조기 타결의 마지막 기회"라고는 하지만 2월 중 개최가 확실하지는 않다는 의

견도 많음.

▪일본은 관세철폐 이외의 분야에서 대립 중인 미국과 신흥국의 협상이 전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TPP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을 추진했음. 

- 이는 일본이 신흥국에 양보를 강요하는 대가로 주요 농업분야 5개의 관세를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임. 

- 그러나 연내 협상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향후의 협상 주도권 유지를 위한 전

략을 새로 세워야하는 입장임. 

▪일본은 올 한 해에만 한중일, EU,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 포괄적 경

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 4개의 개별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메가FTA’ 시대에 진

입했다고 볼 수 있음. 

▪일본경제재생본부가 지난 3월에 작성한 ‘관세철폐시의 경제효과에 관한 정부통

계 시산(試算)’에 따르면 일본이 TPP 참가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3조

2,000억 엔으로 실질 GDP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농림수산물 생산액은 3조 엔 감소로 예측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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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농업계에 자유무역협상과 관련한 설명회 등을 통해 반대 여론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협상이 장기화된다면 아베정권의 경제 정책에 

미칠 영향은 클 것임. 

- 이는 ‘일본재흥전략’에 따른 새로운 글로벌 무역 규칙을 주도하고 인프라 및 

기술의 수출을 확대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성장 전략'

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임. 

▪‘일본재흥전략’은 2018년까지는 자유무역협정 비율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짐. TPP 이외에도 한·중·일, 캐나다, 콜롬비아, EU 등 자유무역 

협정을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2014년은 앞으로 전 세계의 

통상환경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메가 FTA교섭을 통한 지역경제통

합의 진전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3.12.30) 

 2. 아메리카/중동

□ 미국, 무역촉진권한 부활 가능성 검토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 타결이 가까워

지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2007년 부시행정부 당시 만료된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하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TPA 부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향후 TPA 부활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무역촉진권한(TPA)은 의회가 대외 무역협상의 전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행정

부가 타결한 무역협정문에 대해 수정없이 찬·반 여부만 결정 가능한 시스템임. 

- 과거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으로 불렸던 TPA는 대외 무역협상의 

권한을 보유한 의회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대외 무역협상의 전권을 일

정한 조건 하에 위임하는 것이었음. TPA의 목적은 신속하게 대외 무역협상을 

체결하기 위함임. 

-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FTA 등과 같은 무역협정에 대해 협정문을 수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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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TPA의 핵심 내용임.

▪TPA는 닉스 행정부 당시인 1974년 발효된 통상법(Trade Act of 1974)에서 5년 기

한으로 처음 도입됨. 이후 총 6차례(1979년, 1984년, 1988년, 1991년, 1993년, 

2002년)에 걸쳐 연장됐으며 지난 2007년에 만료됨. 

▪미국은 TPA 권한을 이용해 도쿄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등 2개의 다자간 무역

협정과 한-미 FTA 등 양자 간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바 있음. 최근 환

태평양무역협정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TPA 부활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이 한층 가열되고 있음.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된 12개 

TPP 참가국 협상대표 회의에서 지적재산권과 환경문제, 정부조달, 노동 문제 등

의 쟁점사안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오는 7일 개

최되는 장관급 회담에서 TPP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연내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협상이 무르익어가고 있음.

- 연내 TPP 협상 타결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TPA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음. 오바마 대통령은 TPA가 부활되어 미국 측 협상대표들이 의회로부터 전권

을 위임받았다는 것이 알려져야 TPP 협상 참가국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신속한 협상타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TPA가 없으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대외 

무역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가 무역

협정문 수정할 수 있으면 대외 무역협상의 내용이 의회 내 정치적 이해관계

에 따라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최근 하원 민주당 의원 151명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 보낸 공

개서한을 통해 TPA 부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이들은 21세기 무역협상에 있어서 TPA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TPA가 다른 방식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음. 

- 최근 하원 공화당 의원 22명은 TPA가 대외 무역협상을 부여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의회에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함.

▪상원 민주당 의원들도 상원 내 해당 상임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TPA 부활 관

련 협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시하였음. 

- TPA 부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맥스 보커스(Max Baucus) 상원 재무위원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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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연내 TPA가 부활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연말까지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이며 민주당 내 반대기류도 만만치 않아 연내 부활 가능성은 상당히 낮

은 것으로 판단됨. 현지 통상전문가들은 내년에도 TPA가 부활되기 어려울 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특히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임. 

- 지난 2002년 부시 행정부 당시 이루어진 TPA 부활법안에 대해 하원 민주당 

의원의 대다수(87.1%)가 반대표를 던진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TPA가 부활되면 대외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

가 제고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TPP와 TTIP 협상이 더 탄력 받을 전망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3.12.06)

 □ 미국, 대한민국 TPP 관심표명에 대한 재계 반응

▪2013년 12월 11일 미국상공회의소 태미 오버비(Tami Overby) 부회장은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관계 60주년’ 세미나에서 한국이 한-미 FTA를 충실히 이

행하지 않고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 참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특히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과 금융부문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함. 구체적인 

사례는 지적하지 않았으나 중대형 차량에 부과하는 부담금 제도 및 금융정보 해

외 위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됨. 

▪미국 자동차 3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자동차정책연구소(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 AAPC) 관계자는 12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의 TPP 협상 

참가 관심표명에 대해 과거 한국 정부가 자국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

해 수시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함. 그에 따라 향후 TPP 협상에서 회원국

들의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국 자동차시장의 비관세장벽으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 및 판매 확대

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비관세장벽 제거에 미국 정부

가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함. 그 외에도 한국 정부의 노동 및 경쟁정책으로 

인해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TPP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 시장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함. 

▪미국 재계가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가를 기회 삼아 한-미 FTA 이행 등 양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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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현안 해결에 주력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정부

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수 있음. 

- 이와 관련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Acting Deputy)

는 12월 12일 워싱턴 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에서 ‘한국의 TPP 참여’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통

해 한국의 TPP 협상 참여에 앞서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미국 측의 우려사

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함. 

- 커들러 대표보가 언급한 한-미 FTA 이행 관련 우려사항은 원산지 표시문제, 금융

서비스 분야 자료 공유,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유기농 제품 인증 문제 등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3.12.13) 

□ 중남미, 2014년도 경제발전 전망

▪중남미 지역은 지리적 특성과 언어의 유사성 때문에 국가 간 경제블록 형성 및 

공동시장 구축에 적극적으로 국가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경제블록에 가입함. 여

러 경제블록 중에서도 특히 경제 규모나 국가 규모 및 성장 규모에서 두드러지

는 경제블록이 바로 태평양 동맹(Alianza del Pacífico)과 메르코수르(Mercosur)임. 

- 메르코수르는 1991년 출범되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

수엘라가 회원국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블록이라 할 수 있음. 특히 브

라질이 신흥강국 및 유망시장으로 떠오르며 그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태평양 동맹은 2011년 4월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의 시장통합에 대한 합

의와 자유무역협정(Tratado de Libre Comercio, TLC)을 통해 이후 2012년 6월에 

발족함. 중남미 경제블록 중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경제블록은 단연 

메르코수르지만, 중남미 경제 신흥국으로 부상하는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페

루가 주축인 태평양 동맹의 경제블록 또한 영향력과 규모가 커지고 있음. 

▪특히 태평양 동맹 경제블록은 다른 경제블록이 유지 중인 경제운용의 중심인 

‘폐쇄정책’과는 다른 시장개방 및 외국인투자 자유화 등의 경제운용으로, 세계 

경제흐름과 같이 호흡하는 경제블록으로 성장함.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

을 통해 다른 중남미 경제블록과는 차별화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중남미 카리브 경제위원회는 메르코수르와 태평양 동맹의 2014년 경제전망 보

고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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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동맹에 속한 4개국(페루,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의 2014년 국내총생

산(Producto Interno Bruto, PIB) 평균 성장률을 4.3%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메르

코수르(2.84%)보다 약 2배 높은 수치임.

- 국가별로 보면 페루가 5.5%로 가장 높은 PIB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

며, 뒤이어 콜롬비아(4.5%), 칠레(4%), 멕시코(3.5%) 순으로 나타남. 메르코수

르의 성장률은 파라과이(4.5%), 우루과이(3.5%), 아르헨티나와 브라질(2.6%) 

순으로 예상됨.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 동맹의 평

균 성장 수준이 메르코수르보다 높은 이유는 회원국들의 일자리 및 고용이 정

치·사회적 안정을 통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수입이 증가해 자국 내 소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힘.

▪이와 함께 2014년에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유럽의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들 국가를 준회원국으로 가진 태평

양 동맹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회원 4개국의 수출 교역량 또한 증

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4개국의 경제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음.

▪태평양 동맹 회원 4개국은 광물과 원유, 천연가스 등 자원 보유량이 높고 미개

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원개발 및 산업인프라 시설 확충에 대한 투

자와 사업진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 인프라시설 확충 요구 및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높은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장려됨. 

- 콜롬비아의 경우 이전까지 국가 주요 경제정책으로 실시됐던 시장 개방정책이 

자국 내 산업개발 및 육성과 건설 플랜트 및 산업 인프라시설의 확충으로 전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특히 콜롬비아 보고타(Bogota)시의 높은 공해수준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천연

가스 차량 및 전기차량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투자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술력과 자본력이 필요한 산업 인프라 시설, 환경 관련 산업분야 

등에 높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우리 기업이 진출한다면 많은 성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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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낼 것으로 보임. 

▪태평양 동맹의 전체 인구는 약 2억 명 정도이며 1인당 구매력 또한 약 1만3,000

달러에 이름. 특히, 태평양 동맹의 4개 회원국은 중남미 중에서도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페루, 콜롬비아, 칠레와 맺은 TLC(페루·칠레 발효, 콜롬비아 

타결)는 우리나라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중남미 국가의 지리적 특성상 대부분 국가가 한 개 이상의 경제블록에 가입돼 

있으므로 태평양 동맹 회원국과 TLC를 맺은 우리나라는 태평양 동맹을 세계 경

제발전의 중심으로 부상한 중남미로의 진출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음.

- 콜롬비아는 중남미 내에서도 지리적 위치가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곳에 위

치하기 때문에 많은 다국적 기업이 콜롬비아를 중남미 진출의 관문으로 활용

하고 있음. 

- 또한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고 아직까지 발전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며 중남미 내에서도 높은 자원 보유량과 정치·사회적 안정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임. 

- 이에 따라 현재 타결된 콜롬비아와의 TLC와 태평양 동맹을 통해 우리 기업들

의 중남미 진출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콜롬비아로의 진출은 우

리 기업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3.12.21) 

 □ 미국-EU, TTIP 3차 협상 결과

▪EU와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13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7월 워싱턴에서 1차 협상, 

11월 브뤼셀에서 2차 협상을 가진 바 있음. 바로 한 달 뒤인 지난 12월 16일부터 20

일까지 워싱턴에서 3차 협상을 가짐.

- 그간 2차 협상까지는 쟁점 파악 및 쟁점별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이었다면 이

번 3차 협상부터는 협상 분야(Areas of Negotiation)를 3개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됨. 

- 3대 협상 분야는 시장접근성 강화(Market Access), 규제정합성 향상(Regulation), 

무역 제도개선(Trade-related Rules)으로 정해짐.

▪이번에는 환경, 소비자보호 등 35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함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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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내년에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음(EU는 2014년 1월 

14일부터 관련 이해관계자를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을 따로 밝힘). 

▪시장접근성 강화는 전통적인 의미의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분야로 관세철폐, 공

공조달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촉진 관련 분야를 의미함. 자동차,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섬유, 화학 및 ICT시장이 주로 논의됨.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이동통신, 전자상거래, 공공조달, 에너지 및 원자재 접

근성 등이 주로 논의됐으며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국영기업, 중소기업과 같은 

관련 쟁점도 함께 논의됐음. 

▪미국 섬유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산지 규정과 미국산 데님(denim)에 대

한 EU 측의 고율 관세(28%)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의 의견을 교환한 단계가 

아님을 언급함. 

▪규제정합성 향상은 보건, 안전, 환경, 금융, 정보보안 등 주요 분야의 규제에 대

해 양측의 상호 정합성의 향상을 촉진토록 하는 것을 말함. 

- 식품안전, 동식물보건뿐만 아니라 기술 규제, 제품표준, 시험 및 인증과 같은 

이른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을 포함함.

-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상호인정이 논의됐으며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과 같은 산업에서는 제조시설 검사에 대한 상호인정 가능성이 논의됐음. 

- 화학분야는 화학물질 상호 평가 인정문제가 논의됐음.

▪다만 미국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의 도감청 스캔들에도 불구

하고 개인정보보호(Data Privacy) 자체가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같은 통상과 직접 

관련 있는 이슈만이 협상의 대상임을 분명히 함.

▪무역제도개선 분야는 교역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에

너지·원자재 접근성, 일할 수 있는 권리 및 환경과 같은 이슈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 

- 특히, 상호 세관 규정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를 중점적으로 논함.

▪미국산 천연가스의 대EU 수출과 같은 에너지·원자재 접근성 이슈에 대해서, 미

국은 자원 수출 시 국익과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관점에서, EU는 접근

성 향상의 관점에서 동일한 문제를 바라봄.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은 외국에 투자한 기

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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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임. 

- EU 회원국은 지금까지 총 1,400여 개의 양자 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을 체결했으며(9개국은 미국과 BIT 체결), 모두 ISDS를 도입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미국은 TTIP와 같은 국제협정을 분쟁 해결 시 법적 근거로 인정

하지 않음. 따라서 EU는 이번에 EU 차원에서 ISDS를 도입함으로써 EU 기업

의 미국 내 투자 시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함. 

-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제기된 총 214개의 ISDS 사례 

중 53%인 113개가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EU 기업에서 제기한 것임.

- 미국도(한-미 FTA를 포함) 그 간의 모든 FTA에서 ISDS를 도입했기 때문에 도

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임. 

▪한편 EU 측의 주요 관심사는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공정하고 공평한 대

우 원칙(fair and equitable treatment)과 같은 주요 이슈 정리, 중재 절차의 투명성 

향상, 남소(濫訴) 방지 등임.

▪EU집행위원회는 지난 11월에 내놓은 “EU협정에서의 투자자 보호와 투자가 국가 분

쟁 해결(Investment Protection and Investor-to-State Dispute Settlement in EU agreements)”

이라는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내놓은 바 있음.

▪협상 개시 첫해에 예정대로 3차 협상까지 마쳤다는 점에서 FTA 체결에 대한 양

측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2014년 초에 양측 장관급 회담(카렐 드 구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이 열릴 예정이며, 이 회담 결과에 따라 이후 

협상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4차 협상은 2014년 3월 브뤼셀에서 있을 예정임.

▪특히 양측 모두 이번 협상을 통해서 관세철폐(현재 4%대)보다는 행정낭비, 비관

세장벽 철폐와 규정 및 제도의 정합성 증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는 세계 

통상질서의 변화와도 직결됨. 우리 기업들도 세계 최대 경제권 사이에서 벌어지

는 이번 협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출 전략 수립에 참고해야 할 것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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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 EU, 회계감사원 CAP 농촌정책 감사 결과

▪EU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ors)은 2013년 11월 22일 발간한 감사보고서

(ECA/13/40)를 통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농촌정책에 1,000억 유로의 EU예산

이 투입되었으나 제대로 쓰이지 못했음을 지적함. 

- 특히 현행 농촌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함. 

- 2007~2013년 사이 EU 농촌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EU공동농업예산에서 지원

된 1,000억 유로와 회원국에서 분담하는 580억 유로로 구성되어 있음. 

▪EU 회계감사원은 성과 및 결과에 주안점을 두고 농촌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강

화, 개별 회원국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농촌정책 프로그램 작성, 농촌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과와 관련된 보고 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이 밖에도 EU 회계감사원은 EU집행위가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Common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개선을 통해 농촌정책에 수반되는 각종 조

치와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을 권고함. 

▪그러나 공동농업정책 중 농촌정책을 책임지는 제2지주인 EU집행위(농업총국) 측

은 이러한 지적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함. 농촌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고 

적어도 2015년 이후에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임. 

※ 자료: 주유럽연합대표부(2013.12.05) 

□ OECD, 기후변화 복원적 개발 프로젝트 진행 

▪추가 저감대책이 없을 경우 21세기 말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3～6℃상승할 것으로 보임. 이상 기후현상 등 급격한 변화와 함께 해수면 상승, 

농업-기후존 전이 등의 점진적 변화가 예상됨.  

▪OECD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손실에 사전 대응 및 복원할 수 있도록 “기후 

복원력(climate resilience)”을 개발계획에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기후 복원력(climate resilience)은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교란에 대응할 수 있

는 사회적․경제적․생태적 능력을 의미함. 

-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는 기후변화를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하므로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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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방식에 변화를 요구함. 

▪기후변화 복원력은 의도적 기후변화 적응활동의 결과로 발현되기도 하나, 직접 

관련되지 않는 각종 정책 및 사회․경제적 추세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함. 기후 

복원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은 현재 및 미래 기후 전망 하에서 경제 

성장, 빈곤 저감, 기타 개발 등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함. 
▪실제 기후변화의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 

개발 전략은 이에 대한 고려가 미비함.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발전된 사회가 기후변화 대응 및 복원력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음. 

▪기후변화 복원적 개발을 위한 적정 경로는 국가 상황에 따라 다르나, 다음과 같

은 공통 요소가 확인됨. 
- 관련 대책과 우선순위의 선정에 필요한 근거 베이스(evidence base)를 구축하며,  

고위급 참여, 중앙차원의 조정 구조 및 목표지향형 참여 등을 통해 기후변화 

복원적 개발이 가능한 적정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임. 

- 그 외에는 역량제고 및 제약 극복으로 다수의 적응 조치(adaptation measures)가 

시행되는 지방 단위에서 능력을 배양하며, 국내․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여 기후변화 복원력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임. 

▪기후변화 복원적 개발을 달성함에 있어 재해 위험 관리가 그 핵심적인 정책 영

역임. 재해 위험 관리 및 기후변화 복원적 개발 등 두 분야의 원활한 연계를 위

해서는 정보공유, 공동정책 개발, 명확한 권한 배분 등이 필요함. 

▪기후변화 복원력 확보를 위한 민간 부분의 역할에 관해서는 그 근거가 제한적임

에 따라,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의 관심과 주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개도국의 개발계획을 기후변화 복원적 개발로 변화시키도록 지원하는 

개발 지원 제공자(development support provider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OECD 사무국에서는 콜롬비아 및 에티오피아의 사례연구와 함께 2014년 중 관

련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임. 

※ 자료: 주OECD대표부(2013.12.13) 

□ OECD, 환경조항 포함한 지역무역협정(RTA) 증가 추세

▪OECD는 2007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에서 환경조항 관련 

협상과 이행에 관한 세부 연구를 진행한 이후, 매년 RTA 환경조항 관련 진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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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업데이트해 옴. OECD에서는 그간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2007년 이후 RTA 

내 환경관련 조항의 개괄적인 전개 방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회원국과 공유함. 

▪2007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된 총 76건의 RTA를 분석한 결과 환경

조항이 포함된 RTA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환경조항의 일반적인 형태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제20조 또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제14조를 인용하거나, 전문에서 환경 또

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언급하는 방식임. 

- 실질적인 내용의 환경조항을 포함한 RTA의 비율이 2010년까지 3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에 50%, 2012년에는 조사대상 RTA 중 거의 70%까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RTA 내 환경조항은 개별 국가의 우선순위와 문화적 다양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임. 

- OECD국가 중 미국은 특히 포괄적 범위의 환경조항을 자국 RTA에 포함하고 있음. 

- 이는 자국 RTA에 특정 환경조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한 의회의 정

치적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유럽연합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전략 내에서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다른 형태의 접근법을 보임. 다른 OECD 국가의 RTA내 환경조항도 미국과 같이 

자국의 정치적 공약과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정치적 결정에 따라 대부분의 자국 RTA에 실질적인 환경조항 포함하는 국가

에는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이 있음. 

▪OECD는 회원국 설문조사를 통해 RTA내 환경조항을 포함하는 목적과 협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조사함. 

- RTA내 환경조항을 포함하는 목적은 ①무역과 투자 유치 목적의 국가 환경규

정 완화 예방, ②세계적 지속가능발전 촉진, ③무역자유화가 적어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 등으로 조사됨. 

▪RTA내 환경조항 협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시민사회의 압력이 실질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설문이 다수였으며, 그 밖에 WTO보다 RTA에서 환경이슈가 용

이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언급됨. 

▪OECD는 RTA내 환경조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안의 정책적 배경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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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인을 지목함. 

- 첫째, 미국과 유럽연합 양국은 자국이 참여하는 RTA에 환경조항을 포함한다

는 정치적 결정을 이행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참여하지 않는 RTA에도 이와 

비슷한 조항들이 도입되는 효과를 가져왔음. 

- 둘째, 국가들이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결

정을 개정한 점임. 

- 셋째, 그간 RTA에 대한 축적된 경험으로 자국의 RTA 내에 환경조항을 포함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감소한 점 등이 있음.

※ 자료: 주OECD대표부(2013.12.21)

□ EU, 양자간 FTA 및 투자협정 추진 동향

▪EU는 주요 국가와의 양자간 무역·투자 협정 체결을 통한 시장진출 기회 확대를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 중임. EU의 양자간 무역·투자 협정 

추진 관련하여, 협상 진행 중인 FTA 투자협상, 협상 완료·미발효 FTA, 기발효 

FTA 등의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 2013년 7월 미국과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협상 개시 이후, 3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하였음. 제3차 협상은 

2013년 12월 16일~20일 동안 워싱턴 DC에서 진행됨.

- TTIP 타결 시 EU측에 매년 1,190억 유로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

으로 예상됨. 

▪중국과는 리스본 조약 발효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EU의 배타적 권한이 된 후 최초의 독립적인 투자협정을 체결함. 

- 2013년 11월에 EU-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음. 

2014년 초에 1차 협상이 있을 예정임. 

▪2013년 10월에는 EU-캐나다 정상간 정치적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음. 상기 정치

적 합의에 기초하여 협정문안 확정을 위한 기술적 협상을 진행 중임. 

- 포괄적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and Economic Trade Agreement, CETA) 발효 

시 양자 간 무역을 257억 유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일본과는 2013년 4월 협상 개시 이후 3차례 공식 협상 진행해왔으며, 2014년 초

에 4차 협상 예정임. 제3차 협상은 2013년 10월 21일~25일 동안 브뤼셀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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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음. 

- 일본과의 FTA 타결 시, EU GDP의 0.6% 증가 효과 및 대일본 수출 1/3 증가, 

그리고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 일본이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폐 약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협상 개시 1년 

후 개최되는 검토 결과에 따라 협상 중단이 가능함. 

▪아세안(ASEAN) 4개국과 협상 진행 중으로 싱가포르와는 2010년 협상을 개시하

여 2012년 말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13년 9월 20일에는 가서명을 실시하였음. 

- 현재는 투자 보호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임. 

- 말레이시아와는 계속 협상 중이며, 베트남과는 2013년 11월 제 5차 협상을 진

행하여 2014년 1월에 제 6차 협상이 브뤼셀에서 예정되어 있음. 태국과는 

2013년 3월 협상을 개시하여 3차례 협상을 진행해옴. 

▪남지중해 지역의 모로코와는 심화·포괄적자유무역협정(Deep and Comprehensive 

FTA, DCFTA) 협상을 진행 중임. 

- 현재까지 2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3차 협상은 2014년 초로 예정됨. 튀니

지, 이집트 및 요르단과도 협상 추진 예정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

(Mercosur)와는 2013년 1월 EU-Mercosur 각료급 무역회담을 개최하여 연내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해 양허안 교환에 합의함. 

▪2000년 유럽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 AA) 협상 개시 이후 2004년 통상분야 

이견으로 중단됨. 2010년 5월 협상 재개 이후 협상이 9차례 개최되었는데, 그동

안 관세 인하 보다는 무역 규범 이슈에 논의를 집중하였음. 

▪그 밖에도 협상 완료·미발효 FTA는 10건으로 동구권의 몰도바, 아르메니아, 조

지아와의 DCFTA가 타결됨. 

- 2013년 11월 29일에 개최된 동방 파트너십 정상회의가 계기가 되어 몰도바, 

조지아는 AA에 가서명함. 

- 아르메니아의 경우 9월 초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과의 관세동맹 합류 

결정으로 당분간 발효 추진이 보류됨. 

▪우크라이나와는 2011년 12월 DCFTA가 타결되었고, 2013년 5월에는 우크라이나

와의 AA 정식서명 및 잠정적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안에 대한 집행위 제안이 채

택되었음. 우크라이나는 정식 서명 준비 과정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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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임. 

▪한편 싱가포르는 한-EU FTA에 이은 2번째 아시아 국가와의 FTA이자 첫 번째 

ASEAN국가와의 FTA이며, 2014년 말까지 양측 국내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군(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ACP)인 코트디부아르, 중앙아프리카(카메룬),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가나, 

동부 아프리카 공동체 등의 5개 지역과는 경제협력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협상이 완료됨. 

▪기발효 FTA는 약 50건으로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와는 2013년 8월 1일자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와는 2013년 10월 1일자로, 과테말라와는 2013년 12월 1

일자로 FTA가 잠정적용 됨. 

- 대(對)페루 FTA는 2013년 3월 1일자로, 대콜롬비아 FTA는 2013년 8월 1일자로 

잠정적용이 개시됨. 

▪한국과는 2011년 7월 한-EU FTA 잠정적용을 개시함. 

- 무역 장벽 제거를 넘어서 한-EU 기업 간 협력을 가능하게 만든 첫 번째 신세

대 FTA로 간주할 수 있음. 

-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로 EU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하여 15년 만에 처음

으로 대한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2000년 10월 멕시코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Comprehensive FTA, CFTA) 발효 이후, 

양자 간 교역량은 2000년 217억 유로에서 2012년 471억 유로로 약 2배 증가함. 

- 이 밖에도 카리포럼(CARIFORUM) 지역 15개국, 태평양 지역 1개국(PNG), 동·

남부 아프리카 4개국(짐바브웨,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세이셸)과 발효 중임. 

- 기타 자유무역협정이 포함된 AA 및 관세동맹 관련하여 안도라, 산마리노, 터키 

등이 있음.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하여 유럽지역에는 파로 군도,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스위스,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보

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등이 있으며, 남지중해 지역에는 알제리, 이집

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등이 있음. 

※ 자료: 주유럽연합대표부(2013.12.31)

□ 유럽, 2014년 국제 유제품가격 전망치

▪2014년 유럽 최대 농업은행인 라보뱅크는 국제시장에서 유제품 가격은 중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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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의 꾸준한 증가로 지속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발표함. 

- 이 발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국제 시장에서 유제품 가격은 중국의 구매량 

증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12월 중순 오세아니아 지역 본선인도가격 기준 전지분유가격은 톤당 5

천 달러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다른 품목들도 가격이 3~5%정도 상

승한 것으로 조사됨. 더불어 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요도 늘어

나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농가유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대두나 옥수수와 같은 사료 원료의 가격이 각각 10%에서 40%정

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농가 수익은 기록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임.

▪한편 기후조건의 호조도 지속되어, 남반구 지역의 우유 생산량 증대 외에 북미

지역이나 유럽 각국의 생산량 증대로 중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음. 

※ 자료: 낙농진흥회(2014.01.02.)

자료 작성: 이혜은 연구원, 윤성은 연구원, 서강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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