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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학교급식 및 

USDA 아동 영양 프로그램

박 진 우 * 1)

1. 머리말 

  미국의 학교급식 제도는 1946년 제정된 『학교점심급식법』과 1966년 제정된 『아동영양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며 시작된 국내 급식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학교급식 제도는 단순 식사 제공 및 공급에

서 나아가 아동의 영양 수준 개선 빛 건강 보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미국 내 농식품 

소비 촉진 및 제고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개괄하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제 3장에서는 아동 영양 프로그램 총 6개 중 국립 

학교 점심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학교 아침급식 프로그램

(School Breakfast Program, SBP)을 포함한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며, 제 4장에서는 

미국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인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 

2. 미국 학교급식 제도 개괄1) 

  미국의 학교급식 제도는 아동 영양 프로그램의 일부인 국립학교 점심 프로그램과 학교 

아침급식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립학교 점심 프로그램은 1946년 『학

교점심급식법』, 학교 아침급식 프로그램은 1966년 『아동영양법』에 근거하고 있다. 

  국립학교 점심 프로그램은 10만 개 이상의 공립 및 비영리 사립학교와 어린이 보호시설이 

 * 서울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전공 석사과정 (pjw03100@snu.ac.kr)

 1) 본 장에 대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2016)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제 3장에

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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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하루 3,050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아침급식 

프로그램은 1975년 본격 도입되어 9만 개 이상의 학교와 어린이 보호시설이 시행하고 있으

며 약 1,400만 명의 아동이 프로그램을 통해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미국의 학교 급식은 5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계소득 

및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수혜 대상 여부의 기준에 따라 무상, 저가, 또는 유상 급식으로 

부담비용을 달리 적용받는다. 먼저 가계소득 기준의 경우, 가계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한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Guideline)에 따라 무상 및 저가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연방빈곤선이 130% 미만의 아동은 무상급식을 제공받으며, 185% 이상은 유상급식을 

제공한다. 130~18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가급식을 제공받으나 최대 부담금(점심은 40

센트, 아침은 30센트)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등 총 6개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표 1>  2016-2017년 4인 가족 기준 소득자격요건

단위: %, 달러

급식유형
소득 기준

(연방빈곤선)
4인가족 기준 연소득

무상급식 130 미만 31,590 미만

저가급식 130이상 185 미만 31,590 이상 44,955 미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2016: 12).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체계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국이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관할하고 관련 지침을 주정부 및 학교구에 제공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정부에서는 지역 학교구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급식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부적으로 주정부는 각 학교구에 대한 행정검토, 

기술지원, 시정조치 확보, 회계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구는 급식 자격요건을 결정

하고 각 학교에 대한 검증활동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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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의 학교급식 관리체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2016: 12)

  미국 연방정부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에 보조금이나 현물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의 경우, 학생에 제공된 급식 끼니 수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개인 또는 지역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점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전년도 무상

급식 및 저가급식 제공률(60%)을 기준으로 급식비용 상환액이 적용되며 아침급식 프로그램

은 점심급식의 40% 이상이 무상 및 저가급식으로 제공된 경우 극빈학교 상환액이 적용된다. 

아침 및 점심 식단요건을 준수한 지역학교구에는 점심 한 끼에 6센트가 추가로 지급된다.

<표 2>  2016-2017년 학교급식 상환액

단위: 달러

급식유형
점심(NSLP) 아침(SBP)

60% 미만 60% 이상 비극빈학교 극빈학교

무상급식 3.16 3.18 1.71 2.04

저가급식 2.76 2.78 1.41 1.74

유상급식 0.30 0.32 0.29 0.29

자료: 식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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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외에도 자체적으로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뉴욕 주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일하

게 식단 요건을 준수할 경우 추가 보조금(한 끼당 6센트)을 지급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보조금 외에도 식품영양국과 농업마케팅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을 통해 미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농식품(USDA Foods)을 학교에 제공

하는 현물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식품영양국은 주정부와 협력하여 USDA Foods 목록을 

결정하며, 각 주의 자격 산정 및 조사, 주별 식품 주문 관리, USDA Foods 이동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농업마케팅청은 실질적인 USDA Foods 구입을 담당하며 식품영양국

과 협의하여 구매제품의 규격 마련, 제조업체와의 농산물 수매 및 운반 등을 담당한다. 

3. 식품 미보장 상태 가구의 정의 및 현황 

  본 장에서는 아동 영양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아동 영양프로그램 시행의 주된 

원인인 식품 미보장 상태 가구에 대해 정의하고 미국 내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3.1. 식품 미보장 상태 가구 정의

  식품 미보장 상태 가구(Food-Insecure Household)2)는 식품을 구입하기 위한 돈이나 자원

이 부족하여 가구 구성원에게 적절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구를 의미하며 식품

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 구성원이 성인인 경우와 아동인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아동이 

식품 미보장 상태에 해당될 경우, 정상적인 가정의 아동에 비해 건강이나 교육 등 다양한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2013)의 연구에 따르면, 식품 미보장 상태의 아동은 또래 아동에 

비해 철 성분 부족, 복통이나 두통 등의 빈도 증가, 학습 능력 저하 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Food security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식량안전

보장, 식량안보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음. 본 원고에서는 가계 차원에 바라보고 있으며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안병일 외(2015)처럼 ‘식품보장’으로 해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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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일반적으로 인구조사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구동태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에 포함되어 있는 식품 보장 관련 질문(Food Security Supplement)을 통해 

식품 미보장 상태 가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식품 보장 관련 질문에는 총 18개의 

식품 보장 상황에 대한 질문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중 8개의 질문이 아동의 식품 보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에 대한 질문이다. 질문들은 0~17세의 아동에게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하지 못 하는 횟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8개의 질문 중 2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아동의 식품 보장 수준이 낮은 상태인 것으로 간주하

며, 5개 이상에 해당되면 아동의 식품 보장 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본다.

3.2. 식품 미보장 상태의 가구 현황 

  <그림 2>는 2016년 아동이 있는 가구의 식품 보장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약 16.5%의 가구가 식품 미보장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8.5%는 식품 미보장 상태인 가구지만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음식을 제공하여 성인만 

적절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가구에서 

성인과 아동 모두 식품 보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가구의 0.8%에 해당하

는 가구에서는 식품 보장 수준이 매우 낮아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  2016년 아동이 있는 가구의 식품 보장 수준 

식품 미보장 상태의 

가구(성인), 8.50%

식품 보장 수준이 낮은 

가구(아동), 7.20%

식품 보장 수준이 매우 

낮은 가구(아동), 0.80%

식품 보장 상태의 

가구, 83.50%

자료: USD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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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은 2014년과 2015년 아동이 있는 식품 미보장 가구의 평균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아이가 있는 모든 가구 중 식품 미보장 상태인 가구는 17.9%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버는 가구가 아이가 있는 

모든 가구 중 39.4%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다른 구간보다도 더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아이가 식품 미보장 상태인 가구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식품 

미보장 상태의 가구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식품 미보장 상태인 가구 중 높은 연령의 

아이가 있는 가구가 어린 아이가 있는 가구보다 더 출현율이 높았다. 학령기(5-17세)에 

해당하는 나이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18~19%의 출현율을 보였으나 학령기보다 어린 나이

(0-4세)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14.5%의 출현율을 기록하였다. 

<표 3>  2014-2015년 아이가 있는 식품 미보장 상태 가구의 특성 현황 

단위: %

특 성

식품 미보장 

상태인 가구

아이가 식품 미보장 

상태인 가구

출현율
2)

비중
3)

출현율 비중

아이가 있는 모든 가구 17.9 100.0 8.6 100.0

연간 가구 소득

법적 빈곤선
1)
 이하 43.9 39.4 23.0 43.2

빈곤선의 100-130% 35.2 9.8 15.7 9.1

빈곤선의 131-185% 29.1 16.2 13.7 15.9

빈곤선의 185 % 초과 7.2 19.7 3.2 18.5

수입이 보고되지 않음 13.2 14.9 5.7 13.3

나이가 가장 많은 아이의 나이

0-4세 14.5 14.7 4.3 9.2

5-8세 18.4 19.6 8.1 18.0

9-12세 18.5 22.0 9.3 23.2

13-15세 19.4 24.1 10.3 26.7

16-17세 18.1 19.6 10.2 22.9

주: 1) 2015년 4인 가구 기준으로 법적 빈곤선 기준은 2만 4,036달러임.

2) 모든 가구 중 해당 특성에 해당되는 식품 미보장 가구 비율

3) 식품 미보장 가구 중 해당 특성의 비중

자료: USD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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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 영양 프로그램의 개념 및 구성

4.1. 아동 영양 프로그램의 개념

  미국 농무부는 전술한 식품 미보장 가구의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 영양 프로그램

(Child Nutrition Programs)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 영양 프로그램은 국민의 식품 증진 상태

를 증진시키고 아이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립 

학교 점심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학교 아침급식 프로그램

(School Breakfast Program, SBP), 여름 급식 제공 프로그램(Summer Food Service 

Program, SFSP), 아동성인 급식 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CACFP)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4.2. 아동 영양 프로그램의 구성

4.2.1. 국립 학교 점심 프로그램

  미국 농무부 산하의 식품영양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립 학교 점심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은 공립 학교와 비영리 사립 학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급식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상 학교에 보조금이나 USDA 

식품을 제공하고 학교가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이들

에게 연방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영양학적인 조건에 부합하는 점심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점심 식사는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제공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 수입이 빈곤선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을 경우 

점심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며 빈곤선의 130-185% 사이일 경우 할인된 가격에, 빈곤선의 

185% 이상의 수입을 거둘 경우 정상 가격에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표 4>는 국립 학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학생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 점심식사를 제공받는 

학생은 3,000만 명으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료로 점심 

식사를 먹는 학생의 경우 2010년 1,700만 명에서 2017년 2,000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할인된 가격이나 정상적인 가격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받은 학생은 해마다 

감소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점심 식사를 제공받는 학생 중 무료로 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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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학생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립 학교 점심 프로그램에 

보조금으로 투입되는 금액을 살펴보았을 때 2016년 122억 5,9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다.   

<표 4>  국립 학교 점심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학생 수의 변화 

단위: 100만 명, 100만 달러

연 도 무료 할인 가격 정상 가격 합계 보조금 지출액

2010 17.6 3.0 11.1 31.8 9,752

2011 18.4 2.7 10.8 31.8 10,105

2012 18.7 2.7 10.2 31.7 10,414

2013 18.9 2.6 9.2 30.7 11,058

2014 19.2 2.5 8.8 30.5 11,356

2015 19.8 2.2 8.5 30.5 11,696

2016 20.1 2.0 8.2 30.4 12,259

2017 20.0 2.0 8.0 30.0 12,251

자료: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국립학교 점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에서는 모든 아이가 점심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반면 가격 할인과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충영양 보조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과 같은 연방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4.2.2. 아침급식 프로그램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국립 학교 점심 프로그램과 달리 아침급식 프로그램(School 

Breakfast Program, SBP)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196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1975년 영구적인 재정지원 혜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표 

5>는 아침식사 제공 형태별 참여 학생 수의 추이를 살펴본 표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466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로 아침식사를 제공받는 학생의 경우 

2017년 1,100만 명으로 아침식사를 제공받는 전체 학생 중 8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상 가격에 아침식사를 제공받는 학생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인된 가격에 아침식사를 제공받는 학생의 경우 반대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조금의 경우 2017년 기준 42억 5,200만 달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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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아침급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학생 수의 변화 

단위: 100만 명, 100만 달러

연 도 무료 할인가격 정상가격 합계 보조금 지출액

2010 8.68 1.05 1.94 11.67 2,860

2011 9.20 0.98 2.00 12.17 3,034

2012 9.77 1.04 2.05 12.87 3,277

2013 10.16 1.02 2.02 13.20 3,514

2014 10.54 1.01 2.08 13.64 3,685

2015 11.05 0.90 2.10 14.05 3,892

2016 11.52 0.86 2.19 14.56 4,212

2017 11.60 0.84 2.23 14.66 4,252

자료: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국립학교 점심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보조금이나 USDA 식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영양학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한편 학생이 직접 식탁으로 

음식을 가져다 먹는 간이식당 방식 이외에 아침 수업시간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먹는 방식 등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4.2.3. 여름 급식제공 프로그램

  여름 급식제공 프로그램(Summer Food Service Program, SFSP)은 학기 중이 아닐 때에도 

식품 미보장 상태인 아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부스를 만들어 음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제공되며 빈곤선 185%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아이들이 절반 

이상 분포한 긴급 지역에 부스가 설치된다. 또한 부스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모든 참가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6>은 여름 급식제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스의 

수와 참여 학생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표다. 여름 급식제공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부스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5만 곳 이상의 수를 나타냈다. 본 프로그램은 7월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2017년의 경우 265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여름 급식을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과 부스 수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지출도 증가하

였는데 2017년은 4억 8,3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어 3억 5,88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

던 2010년보다 1억 2,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더 투입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 세계농업 2018. 12월호

<표 6>  여름 급식제공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학생 수의 변화 

단위: 1,000개, 100만 명, 100만 달러

연 도 부스 수(개) 7월 참여 인원(명) 총 비용

2010 38.5 2.30 358.8

2011 38.9 2.28 372.9

2012 39.8 2.35 398.0

2013 42.7 2.43 426.4

2014 45.4 2.66 465.6

2015 47.7 2.57 487.8

2016 48.2 2.57 477.4

2017 50.1 2.65 483.0

자료: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4.2.4. 아동성인 급식 프로그램

  아동성인 급식 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CACFP)은 아동 보호소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Afterschool Care Program) 등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도우미센터에 등록

되어 있는 성인에게도 음식이 제공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7>을 보았을 때 아동성인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은 2010년 341만 명의 인원이 혜택을 받았으며 점차 수가 증가하여 2017년 

453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비용 또한 26억 3,800만 달러에서 35억 

3,6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 7>  아동성인 급식 프로그램 참여인원 현황 

단위: 100만 명, 100만 달러

연 도 총 참여인원 총 비용

2010 3.41 2,638

2011 3.43 2,724

2012 3.57 2,854

2013 3.68 2,993

2014 3.90 3,131

2015 4.18 3,307

2016 4.41 3,518

2017 4.53 3,536

자료: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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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

5.1. 프로그램 개요

  미국 농무부는 미국의 각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식품(과일, 채소, 육류, 생선, 

계란, 유제품 등)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술한 아동영양프로그램과 연계한 농장학교연결

프로그램(Farm to School Grant Program, FTS)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6/1997

년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 시범프로그램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2000년에는 미 농무부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공식 지원하였다(이계임 외 2017). 2010년에는 「Healthy, 

Hunger- Free Kids Act of 2010」에서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이 승인되어 매년 500만 달러의 

의무지출과 추가적인 재량지출3) 예산을 부여받았다(Johnson and Cowan 2016). 프로그램

은 학생들의 과일 및 채소 소비 촉진, 지역 농가 및 농촌 공동체 지원, 그리고 학교 및 

농업인에 대한 영양, 농업 교육 제공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은 지자체,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보조금(grants)

과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하며, 보조금은 교육, 운영비용, 계획 수립, 

장비 구입, 교내 텃밭 조성, 파트너십 개발,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 시행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보조금은 수혜자 당 1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방정부의 지원금 비율은 전체 

사업비용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Johnson and Cowan 2016).

<표 8>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의 주요 세부 활동

세부 활동 내용

지역농산물 구입(Procurement) ∙ 지역 내 농산물을 구입하여 학교 식당, 매점 등에서 판매 및 제공

교내 텃밭 조성(School Gardens) ∙ 교내에 텃밭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교육(Education) ∙ 농업, 식품, 건강 또는 영양 등에 관한 교육 활동 시행

자료: (http://www.farmtoschool.org) (검색일: 2018.10.29.)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은 각 지자체 및 학교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아래 <그림 3>에서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신청 금액은 총 7,84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 중 약 19.3%인 1, 510만 달러만이 

 3) 의무지출은 지출승인 절차 없이 기존 법령에 의해 예산 권한이 부여되며, 재량지출은 매년 의회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에 의해 예산 권한이 부여됨(김상현·임정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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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었다. 프로젝트별 지원 금액은 1만 4,613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였으며 평균 6만 

8,122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Benson et al., 2015). 이러한 프로그램의 인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Farm to School Act of 2017」에서

는 의무지출 예산을 연간 500만 달러에서 연간 1,500만 달러로 확대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해당 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학교들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등의 목표 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 신청 금액 및 실제 지원 금액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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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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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실행 지원서비스 훈련

 신청 금액      지원 금액     

자료: Benson et al.(2015)

  한편, 미국 농무부가 2015년 실시한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 총조사(census)4)에 따르면, 

응답 학교의 약 77%가 지역농산물을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교 내 지역농산물 홍보(37%), 지역농산물 시식회 개최(33%), 농장 및 과수원으로 견학

(31%), 스마트한 식당 전략 사용(31%) 등의 순으로 각 활동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약 63%의 학교들이 2013-14년 까지 최소 3개 이상의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실시하였다. 

 4) 2013년 미국 농무부는 처음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총조사(census)를 

실시하였고 2015년에는 조사 대상을 사립학교, 차터스쿨 등으로 확대한 두 번째 총조사를 시행하였음(www.farmtoschool 

census.org: 201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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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장 많이 이용되는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 관련 활동

단위: %

자료: (http://www.farmtoschool.org) (검색일: 2018.10.29.)

5.2. 지역농산물에 대한 정의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농산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미 

연방정부는 “지역”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으며, 각 학구(school district)에서 학구

별 필요와 목적, 지리적 특성, 기후, 지역 내 농산물 공급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정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수의 학교 및 학구들은 주로 몇 마일(mile) 이내, 각 

학교가 속한 주(state)를 기준으로 “지역”을 정의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들은 1개 이상의 주를 

“지역”으로 정의하거나 일부 주에 속한 특정 군(county)을 “지역”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한편, “지역”에 대한 정의를 계절이나 품목 또는 특정 사건(event)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가 속한 군 이내에 특정 과일이 많이 생산된다면, 해당 

군을 기준으로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해당 군 내에 축산농가가 부족하다면 우유, 

치즈 등 유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지역”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 5>는 학교별 “지역”에 대한 정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약 26%의 학교들이 

주를 기준으로 “지역”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반경 50마일 이내를 

정의한 학교들이 약 17%로 조사되었으며, 도시 및 군 내(13%), 지역 내(13%), 반경 100마일 

이내(12%) 등의 순으로 “지역”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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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학교별 “지역”에 대한 정의 비율

단위: %

자료: (http://www.farmtoschoolcensus.org) (검색일: 2018.10.29.)

5.3. 프로그램 성과

  2015년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 총조사에 따르면, 42%의 학구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총 4만 2,587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2,300만 명 이상의 학생들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섭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약 16%의 학구들이 

향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013-14년 동안 주별 참여비율은 아래 

<그림 6>과 같다. 일부 주(네바다, 오클라호마, 알칸사, 일리노이)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25% 이상의 학구가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5% 미만

으로 조사된 주들도 20%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참여율이 높은 주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100%), 괌(100%), 로드아일랜드(90%), 버몬트(83%), 웨스트 버지니아(8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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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별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 참여율(2013-14년)

자료: (http://www.farmtoschoolcensus.org) (검색일: 2018.11.04.)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들은 다음 <그림 7>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먼저 가장 많은 약 38%의 응답자가 학교급식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관심이 

증가하였다고 밝혔으며, 건강하고 굶주림 없는 아동법(Healthy, Hunger-Free Kids Act)에 

대한 지지 및 지원이 증가(28%)한 것도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의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

다. 이외에도 학교급식 비용 감소(21%), 음식물 쓰레기 감소(18%), 학교급식 이용률 증가

(17%) 등을 긍정적인 효과로 응답한 학교들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단위: %

40

35

30

25

20

15

10

5

0

학교급식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관심 증가

건강하고 굶주림 

없는 아동법에 

대한 지지 증가

학교급식 

비용 감소

학교급식 

이용률 증가

음식물 쓰레기 

감소

자료: (http://www.farmtoschoolcensus.org) (검색일: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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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은 전체 학교 평균에 비해 더 많은 

지역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우유의 경우 약 36%를 

전체 평균보다 더 구입하였으며 채소(19%), 기타 유제품(18%), 식물성 단백질(18%), 과일

(13%) 등의 순으로 지역농산물 구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농무부는 지역농산물의 구매가 지역 농촌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총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학교들은 2013-14년 동안 총 7억 

9,000만 달러의 지역농산물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1-12년 구입액인 3억 

8,600만 달러에서 105% 상승한 수치이다. 특히 지역농산물 구입이 야기하는 생산유발효과5)

를 고려할 때, 약 10억 달러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6). 

<그림 8>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 참여학교의 국가 평균 대비 지역농산물 구매 비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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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2016)

6. 맺음말

  미국의 2016년 취약계층 식품지원프로그램 예산 규모는 약 113조 원에 달하였으며<부표 

1>, 본고에서 주로 조사한 아동 영양 프로그램의 경우 세부 프로그램별 보조금 지출액이 

 5) 미국의 지역 생산유발계수는 1.4에서 2.6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었음(www.fns.usda.gov/farmtoschool/farm-school/)

(검색일: 2018.11.04.).

 6) (www.fns.usda.gov/farmtoschool/farm-school/)(검색일: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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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식품 미보장 상태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 영양, 학습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심리적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식품지원프로그램은 외적 규모의 확대 및 유지 외에도 지역농산물과의 연계

를 통해 농가소득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관련 교육, 지역농산물 홍보 등의 다양한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3장에서 설명한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

은 아동 영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농산물의 공급 이외에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농업

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농가들과 연계한 지역농산물의 시식회, 지역 내 농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농산물에 대한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지원프로그램은 결국 복지, 영양, 건강,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교육 등 여러 분야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연계를 통해 정책 실행과정에서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국내에서도 빈부 격차의 확대, 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식생활의 어려움으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이계임 외, 2017). 

각 분야별로 세부 정책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정책 간 연계 및 공조에 대한 논의를 더하면 

보다 나은 정책 효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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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미국의 취약계층 식품지원프로그램 예산 규모(2016년)

단위: 억 원

구분 프로그램 예산

농무부 

식품영양국

농업법

보충적영양지원프로그램(SNAP) 800,797

비상식품지원프로그램(TEFAP) 4,204

지역식품프로젝트(Community Food Projects) 102

농산뭎보충식품프로그램(CSFP) 2,509

신선과일채소프로그램(FFVP) 2,000

고령자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SFMNP) 237

WIC &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

여성/영유아/어린이특별보충적영양프로그램(WIC) 71,755

WIC 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WIC-FMNP) 209

학교아침프로그램(SBP) 47,404

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NSLP) 152,799

여름식품서비스(SFSP) 5,356

특별우유프로그램(SMP) 102

어린이/성인돌봄식품프로그램(CACFP) 37,945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FTS) 57

보건복지부

노인청

고령자법 

프로그램

(OAA)

집단영양프로그램(CNP) 5,062

가정배달영양프로그램(HDNP) 2,554

미국원주민영양서비스(Grants to Native Americans: 

Supportive and Nutrition Services)
350

영양서비스인센티브프로그램(NSIP) 1,808

총합 1,135,249

자료: 이계임 외(201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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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가정간편식(HMR) 산업현황 I

- 영국,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

조 영 상 * 7)

1. 머리말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더불어 간편식 시장은 계속 성장하여 왔다. 간편식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향후 간편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세계 간편식 시장의 분석과 관련하여 첫 번째 사례로 유럽의 

선진국 중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산업 현황과 성장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해외 선진국가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인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Retail 

Concentration) 강화가 HMR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즉 각 국가의 

HMR 시장의 유통경로를 조명하여 향후 시장을 누가 주도하는지, 다시 말해 유통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는지 제조업체가 주도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HMR 상품의 짧은 유통기한 

특성으로 제조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통업체가 산업을 주도하는 것이 확연해지고 있

다. 아울러 HMR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 및 대응 정책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국내 HMR 시장을 전망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영국

2.1. HMR 산업 현황

  영국에서는 1970년대 냉동 HMR 식품 등장에 이어 1979년 영국의 백화점업태의 대표주자인 

 * 공주대학교 산업유통학과 부교수 (choyskr1@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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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s & Spencer가 ‘냉장’ 치킨 키이브(Chicken Kiev: 닭가슴살에 마늘크림, 버터, 부추 

등을 넣고 말아 튀긴 요리)를 출시함으로 HMR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1) 

1980년대에는 전자레인지 보급으로 HMR 공급업체들은 더 다양한 HMR 메뉴들을 개발, 

출시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비자들은 HMR 식품의 첨가물, 영양성분 등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은 가격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로 이어져 프리미엄 HMR 식품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대에 들어 경기 침체로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MR 식품 

시장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13년도에 HMR 시장은 원화 기준 약 2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에 말고기 식품스캔들이 HMR 시장에 영향을 미쳐 시장규모가 

5% 줄어들고 냉동 간편식 시장은 13%나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HMR 

시장은 8%의 경이적인 성장세를 보였다.2) 

  영국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67%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식품산업의 성장률은 

59%에 머물렀다.3)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 성장에 비하여 식품산업의 성장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MR 시장의 성장은 1950년대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괄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4)   

  역사적 지리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 인접하여 영국 소비자들은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

의 다양한 음식들을 외식 산업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대형 유통

업체들은 이국적이며 레스토랑에서 인기가 있는 메뉴들을 유통업체 자체브랜드(Retailer 

Brand) HMR 상품으로 개발하여 자신의 매장에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Kantar Worldpaneldp 따르면 영국에서 판매되는 국가별 HMR 상품이 10여개 국가 이상

이다. 영국 자체 음식은 물론 이탈리아, 인도, 중국, 스페인, 프랑스, 멕시코, 그리스, 태국, 

동양 등 다양한 국가의 음식이 HMR 식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흥미로

운 것은 이탈리아 HMR 식품이 영국 전통음식을 제치고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 소비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도 요리가 영국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음식이 HMR 식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HMR 

 1) BBC News(2013) 

 2) Food Manufacture(2014)

 3) 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2014)

 4)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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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개발업체들이 영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영국 소비자들

의 세계 음식을 경험하고픈 욕구는 세계 요리를 HMR 식품으로 보편화시키고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6년 세계 HMR 시장은 약 723억 달러를 기록하고 2023년에는 1,940억 달러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5) 2009년 세계 HMR 시장에서 미국이 한화 기준 17조

로 1위를 차지하였으나6) 소비자 1인당 최대 HMR 소비국은 영국이 1위를 차지하고 미국이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7) 이처럼 영국은 HMR 시장에 있어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다.  

2.2. HMR 산업 성장 배경

  영국의 HMR 시장의 주요 성장배경으로 많은 학자들이 산업화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핵가족화 또는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부부 증가, 전자레인지 보급, 냉장고 보급, 여성의 

사회진출, 여가시간 확대, 인구 고령화, 가성비 추구, 편리성 추구 등을 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영국이 먹거리 문화에 있어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먹거리 문화 부족이 이국적 먹거리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고 있어 타 국가의 

HMR 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영국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외식산업, 식품산업, 유통산업의 성장배경 주요인 중의 하나

이다.  

  2015년 영국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영국 성인의 30%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HMR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며 응답자의 97%가 근래 3개월 동안 HMR 식품을 섭취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8) 성별 HMR 소비패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37.1%인데 비해 남성이 45.2%로 

더 높게 나타났다.9) 반면에, 세대별 HMR 식품 소비패턴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바쁜 

현대 생활을 반영하듯이 모든 세대에 걸쳐 HMR 상품 소비 패턴이 유사하게 조사되었다.10) 

 5) (https://www.alliedmarketresearch.com/) (검색일: 2018.11.08.)

 6) Business Insights(2010) 

 7) Datamonitor(2002)

 8) Mintel(2015)

 9) RnRMarketResearch(2013)

10) RnRMarketResearch(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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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의 유무도 HMR 식품 소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11) 개인주의적 삶의 

스타일 지향, 즉, 개인의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결혼 연기 및 자녀 계획 연기 등은 HMR 

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외 관광객 증가는 해외 식품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유발하였다. 이국적 식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는 가정 내 식사보다 HMR 

식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식문화 변화는 영국 소비자의 가정 내 요리에 소요

되는 시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1990년대 초반에 소비자의 가정 내에서 평균 

요리 시간이 60분이었는데 2013년에는 32분으로 거의 절반으로 요리시간이 줄어들었다.12)

  1990년대 HMR 식품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면서, 영국에서는 HMR 식품이 

한 끼 식사를 대체하는 저가의 간단식이란 이미지에서 점차 건강, 맛, 안전성을 고려한 

프리미엄 시장으로 진화했다. HMR 공급업체들은 동일 상품에서도 가격별, 품질별, 보관방

법별로 상품의 수직적, 수평적 차별화를 도모했다. 

  HMR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다양한 HMR 식품 카테고리를 개발하고 있다. 

고객이 HMR 상품을 구매하는 유통채널 또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편의점과 테이크아웃 전문

점,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되었다. 근래에는 과거 냉동 위주의 HMR 식품으로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소비패턴에서 가정식만큼 웰빙 지향형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으로 

HMR 시장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도 더 다양해지고 차별화되고 있다.13)

  영국의 HMR 시장 성장 요인 중에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것이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보급

이다. 소비자는 매번 식사 때마다 요리를 해야 했는데 한번 요리를 해서 냉장, 냉동 보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냉장고 보급은 많은 식품 회사들이 상업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결국 다양한 냉장, 냉동 HMR 식품을 개발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전자레인지의 보급률을 보면 영국 소비자가 얼마나 요리의 편리성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다. 이탈리아는 인구 대비 27%만이 전자레인지를 보유하는 반면에 영국 소비자는 

80%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 결국 요리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경향이 영국을 유럽 국가들 

중에 1인당 최대 HMR 소비국가로 성장하게 만들었다.14) 

11) RnRMarketResearch(2013)

12) Kantar world panel(2013) 

13) BBC News(2013) 

14) Minte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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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MR 유통경로

  1980년대 마가렛 대처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급성장한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농수산

물 및 가공식품 유통의 약 96.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통채널은 극히 제한되었다

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15) 그렇다보니 HMR 식품의 90% 이상이 대형 유통업체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HMR 식품의 유통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HMR 식품 유통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점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 또는 제조업

체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기보다 유통업체들이 직접 HMR 식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유통업체들이 상품 개발 노하우 부재로 RB상품 개발 초기단계에 제조업

체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했지만 RB상품 개발 노하우 축적으로 스스로 RB상품 개발영역을 

HMR식품 카테고리까지 확장하였다. 그 결과 HMR 산업에서 NB(National Brand)가 주도하

는 카테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영국의 HMR 시장은 NB보다 RB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예로 영국소비자는 HMR 식품에 대하여 NB보다 RB에 대하여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HMR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중 약 28%만이 제조업체 브랜드 즉, NB를 구매하고 

있으며 약 72%는 유통업체 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준형 브랜드에 있어서

는 RB 구매고객이 NB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RB가 NB대비 

약간의 우세를 보였다.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른 국가의 유통업체들 보다 높은 RB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HMR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RB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

다. 대형 유통업체가 HMR 카테고리에 마케팅 자원을 집중하는 이유는 이 분야에 특히 

강력하게 마켓 리더로서 시장을 주도하는 NB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HMR 식품을 생산하는 

NB가 있더라도 자체 유통망이 취약하기에 유통업체들은 HMR 시장에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HMR 시장을 선점하여 주도하고 있다.

  Tesco는 회사 내 상품 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HMR 식품은 물론 모든 분야를 RB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Tesco의 경우 HMR 상품 기획단계에

15) IGD Research(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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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생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제하지만 제품 사양서를 직접 개발한다는 것이다. 

2014년에 Tesco는 식사대용의 HMR 상품에서 고급스런 Premium 급 HMR 상품 개발에 전념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웰빙 식문화를 위하여 RB로 My Fit Lifestyle을 출시했다.16)  

  또한 영국의 드럭스토아 유통업체인 Boots는 2012년에, Morrison은 2011년에 HMR 상품 

카테고리를 RB로 개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양호한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17) 현재 

영국의 2위 유통업체인 Sainsbury도 2014년에 HMR 상품 카테고리에서 3,000개 상품의 

품질을 재정비하였다.18) 한편 100% RB 상품만을 판매하는 백화점 업태의 M&S(Marks and 

Spencer)는 기존의 1인용 위주였던 HMR 상품 규격을 2014년 9월부터 500개 매장에서 

2인분 또는 4인분으로 확대하였다.19) 즉, 대형 유통업체들의 HMR 식품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영국의 HMR 식품산업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2.4. HMR 정책

  영국 정부는 HMR식품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이를 진흥, 규제하기 위해 여러 정책 방안들

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HMR식품의 건강 관련 정책 사항, HMR식품의 품질, 안전성 개선 

관련 방안, HMR식품 패키징에 의한 환경 관련 사항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영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비만 문제를 줄이기 위해 HMR 식품의 영양 정보를 표시할 

때, 칼로리, 지방, 포화 지방, 설탕, 소금 등의 일일 섭취 권장량 기준에 따라 초록색(권장량보

다 낮음), 노란색(권장량 수준), 빨간색(권장량보다 높음)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정부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국민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식품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형 유통업체를 포함하여 HMR 식품 제조업체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강, 영양, 편의

성, 이국적인 식품에 대한 고객의 관심과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다양한 신제품 개발

에 전념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업체들의 노력이 국민 건강 정책에 부합하도록 업체와 

연계하여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16) Tim Eales Director of Strategic Insight, IRI(2014)

17) RetailWeek(2012) 

18) Tim Eales Director of Strategic Insight, IRI(2014)

19) The Grocer(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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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사점

  1인 가구 증가,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여성 사회진출, 소득 증가, 웰빙 관심 증가는 

HMR 시장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소득의 증가와 웰빙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가격 지향형 HMR상품에서 프리미엄 지향형 상품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하게 만들었

다. 예를 들어 웰빙 지향 HMR상품을 구매하여 가정 내에서 손님을 초대하여 대접하거나 

심지어 파티를 하는 수요의 지속적 증가는 HMR상품에서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HMR시장을 성장시키는 주요소가 되었다. 냉장고, 냉동고, IT 기술 수준의 향상은 

소비자들이 간편식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불신을 해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즉 IT 

기술의 진화는 소비자가 내가 섭취할 음식이 위생적으로 요리되었는지 믿을 수 있는 원재료

를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상승할수록 HMR시장은 대형 유통업체가 주도하게 되며 

HMR상품의 70% 이상이 대형 유통업체에 의해 개발 판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 정부는 제조업체보다 소비자 권리 보호차원에서 

규제를 도입하여 HMR시장의 성장을 도모하였다.  

3. 독일

3.1. HMR 산업 현황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 영국, 프랑스와 더불어 HMR 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영국, 

독일, 프랑스 세 나라가 유럽 HMR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20) 독일이 이렇게 높은 

HMR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적으로 다양한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영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적 특색이 음식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국

이 비록 4개의 국가(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지역별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음식문화가 다양하지 못하다. 반면에 독일은 지역 소비자의 

20)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14/09/24/European-ready-meal-market-dominated-by- 

France-Germany-and-UK-Report) (검색일: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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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음식문화가 발달해 있다. 그렇다 보니 한마디로 독일을 

대표하는 음식을 꼽기가 쉽지 않다.

  독일의 음식문화와 관련하여 남서쪽은 하얀 빵과 면을 활용한 것이 대표적이며 발틱해 

주변에는 감자를 포함한 다양한 양념류를 사용한 음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발틱해 주변과 

독일의 북쪽 지역에는 생선을 사용한 요리가 대중적이었으나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에서 생선을 가지고 요리한 음식을 찾기는 쉽지 않다. 반면에 독일 내륙에서는 생선보다 

육류, 특히 돼지고기를 활용한 음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역적 차별성을 

보이던 음식문화는 동서독 통일과 더불어 지역 차별성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의 음식문화를 논할 때 재미있는 것은 스위스가 그랬던 것처럼 독일도 주변 국가들(프

랑스,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로부터 지리적으

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21)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독일에는 다양한 간편식이 

등장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에 따르면 독일의 간편

식 시장은 2014년에 약 34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6% 

신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HMR 상품 소비규모에 있어 냉장 HMR 상품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0.8%의 감소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HMR 시장은 2018년 약 53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2) 이는 독일의 1인당 HMR 소비가 2018년에 약 65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2017년 Canadean에 따르면 독일의 HMR 시장을 크게 도시락, 피자, Ready Meal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다.23) 첫 번째 도시락 카테고리는 온도와 보관방법에 따라 상온 

보관 도시락(Ambient Meal Kits), 냉장 보관 도시락(Chilled Meal Kits), 냉동 보관 도시락

(Frozen Meal Kits)으로 분류된다. 최근에 도시락 시장의 성장률은 독일 소비자가 가장 선호

하는 피자나 다른 HMR 식품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피자는 독일 소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품 품목 중의 하나이다. 피자 카테고리는 냉동과 냉장 피자로 구분되

며 Ready Meals는 상온 Ready Meals, 냉장 Ready Meals, 건조된 Ready Meals, 냉동 Ready 

21) Hirschfelder G, Schonberger GU (2005) Germany. Sauerkraut, beer and so much more. In: Culinary cultures 

of Europe. Identity, diversity and dialogue (C Goldstein and K Merkle, eds).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Verlagsgruppe Lubbe, Germany, pp. 183-194.

22) (https://www.statista.com/outlook/40080100/137/ready-meals/germany) (검색일: 2018.11.07.)

23) Canadea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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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ls로 구분된다. 하지만 주로 온도에 따라 크게 상온, 냉장 냉동식품으로 구분되어 진다.

  냉동식품은 전체적으로 계속하여 시장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 

NB(National Brand) HMR 상품은 전년대비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RB(Retailer Brand) HMR 상품은 판매수량이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

여 2014년도 3.5% 신장률을 기록했다.24)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적극적인 

RB 개발, 판매는 독일의 HMR 시장이 제조업체보다는 유통업체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통업체의 RB 점유율을 보면 독일의 HMR 시장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2018년 

식품 카테고리별 유통업체 브랜드 점유율을 보면 냉동식품이 55.2%를 점유하고 냉장식품이 

54.1%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상온보관 RB는 43.1%로 냉장 냉동식품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하드 디스카운트 유통업체인 ALDI 와 LIDL의 상품구색 

전략을 보면 두 업체는 NB 상품보다 자체 RB 점유율을 전략적으로 높이고 있다. 두 업체에서 

판매되는 RB 상품이 90%에 육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결국 향후 HMR 시장은 유통업체가 

주도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015년 유럽의 냉동식품 소비시장에 있어 독일은 약 21%를 점유하여 1위를 기록하고 

시장규모는 한화기준 약 11.2조원에 달한다.25) 하지만 2015년 연간 냉동식품에 지출한 소비

자 평균 지출금액을 보면 영국 소비자가 약 17만 원이고 독일 소비자가 약 14만 원이다.26)  

  독일 소비자에게 피자는 중요한 HMR 상품 카테고리 중에 하나다. 2016년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냉동피자를 즐겨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1%로 2015년에 

조사된 32%보다 9%나 성장하였다.27)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냉동 HMR 빵과 더불어 

냉동 피자가 간편식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모든 HMR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근래에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HMR 상품에 더불어 웰빙 지향형과 고급품질을 지향하

는 프리미엄형 HMR 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시간 부족으로 편리성에 맞추어 

HMR 상품을 구매하였지만 독일 소비자들은 HMR 시장에 새로운 욕구를 반영하기 시작했

다. 이러한 트렌드는 독일의 미래 HMR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4) Global Retail Brands(2014)

25) (https://www.statista.com/topics/4144/frozen-food-market-in-europe/) (검색일: 2018.10.28.)

26) (https://www.statista.com/topics/4144/frozen-food-market-in-europe/) (검색일: 2018.10.27.)

27) (https://www.thelocal.de) (검색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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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HMR 산업 성장 배경

 전문가들은 독일의 HMR 시장의 성장배경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사회구조, 즉 집에서 가족을 위해 요리할 수 있는 시간 부족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소비문화 패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나아가 젊은 

세대는 독일 전통 음식을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관심도 부족하고 요리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음식문화 변화는 당연한 것이라 보겠다.28) 

 또한 여성인구의 사회 진출은 독일의 HMR 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과거에 여성이 중심적으로 가정 내 독일의 전통음식을 준비하던 때와는 달리 사회 진출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전통음식보다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덜 소요되는 음식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추구하는 편리성이 독일의 간편식 시장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설사 

독일의 소비자는 요리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소득수준 

개선과 음식에 대한 건강지향 의식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소비자는 간편식 제조에 원재료는 

어떠한(품질, 원산지 등) 종류가 사용되는지, 제조과정은 신뢰할 수 있는지, 영양학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많은 관심을 보이는 배경이 HMR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결국 이러한 

소비자 관심은 간편식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HMR 상품을 개발하

고 판매하는데 자극제가 되고 있다. 

  2010년 Moser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에 독일에서 여성이 요리를 하면 남성이 요리를 

돕는 경우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10년이 지나 2001년에는 반대로 여성이 요리를 

하거나 사회에 진출하여 일을 하면 남성이 요리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엄마가 나이들 들수록 요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하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보다 요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 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간편식을 덜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 분명한 것은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요리에 시간 투자를 덜하며 간편식 시장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농식품부는 독일 소비자가 HMR 식품에 대하여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바쁘게 사는 독일 소비자는 집에서 요리하여 식사하기보

28) Moser, 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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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주 간편식을 섭취하거나 인스턴트 스프를 섭취한다고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14세 

이상 소비자들 중에 HMR 식품이 식사로 준비하고 섭취하기 편하다고 약 55%가 응답하였고 

29세 미만의 응답자는 72%에 육박하였다. 나아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간편식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미래 독일의 HMR 

식품산업 성장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3. HMR 유통경로

  독일의 소비자들이 HMR 식품을 어디에서 주로 구매하는지 살펴보려면 HMR 상품의 유통

경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식품시장 또한 유통경로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우선 식품과 비식품 모두 대부분의 상품이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Retail Concentration)을 살펴보면 독일의 

HMR 상품의 유통경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12년 해외선진 국가의 Top 4 대형 유통업체의 식품시장 점유율을 보면 호주가 9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영국이 71%, 독일이 61%, 미국이 55%를 보이고 있다.29) 이러

한 유통환경이 HMR 상품의 유통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체 브랜드(Retailer Brand)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HMR 

식품이 대형 유통업체의 의해 개발 판매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유통산업 구조는 다른 유럽 국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확연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원스톱 쇼핑을 추구하는 대형 매장, 

즉 하이퍼마켓(매장면적 1,500㎡ 이상)또는 디스카운트 스토아가 유통시장을 주도하지만 

독일시장은 특이하게도 현재 유럽시장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드 디스카운트업체(매장면

적이 400㎡~800㎡)와 하이퍼마켓 업체가 유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15년 Nielsen 조사

에 의하면 2014년 식품시장의 42.9%를 하이퍼마켓 유통업체가 점유하고 38%를 하드디스카

운트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그 외는 작은 슈퍼마켓들이 11.1%를 점유하고 나머지는 드럭스

토아 업체가 8%를 보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식품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HMR 시장

을 대형 유통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관하다. 따라서 보다 자세하게 유통업태별 

29) (http://retail-index.com/Sectors/FoodRetailersinEuropeandworldwide.aspx) (검색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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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2008 2015

하이퍼마켓 (2,500㎡ 이상) 25.4 25.5

대형슈퍼마켓 (1,000㎡~2,499㎡) 13.7 17.9

하드디스카운트(400㎡~800㎡) 38.6 38.1

식품산업 점유율과 점포수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 

  유통업태별 식품산업 점유율을 살펴보면 하이퍼마켓업태가 2008년 25.4%에서 2015년 

25.5%로 미미하게 성장하였으나 대형 슈퍼마켓은 13.7%에서 17.9%로 크게 신장하였다.30) 

반면에 디스카운트 스토아 업태는 38.5%에서 38.1%로 소폭 감소하였고 중형 슈퍼마켓 업태

는 10.3%에서 8.1%로, 소형 슈퍼마켓은 4.0%에서 2.0%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2015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디스카운트 업태 점유율은 9.6%와 9.4%를 보이고 있다.31) 이것에 비하면 

독일의 디스카운트 업태의 38.1% 점유율은 그래도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하이퍼마켓, 

대형 슈퍼마켓 그리고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아의 신규 점포 개점이 바로 중소형 슈퍼마켓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드럭스토아 업태는 2008년 13,492 점포에서 

2015년 4,349 점포로 상당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점유율은 8.0%에서 8.4%로 

소폭 증가하였다. 드럭스토아 업태는 점포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식품과 간편식 

등 다양한 상품구색을 보강하여 매출점유율을 증가시켰다. 

<표 1>  업태별 점포 수 현황

업태
2008 2015

점포수 점유율(%) 점포수 점유율(%)

하이퍼마켓 (2,500㎡ 이상) 1,855 3.7 2,082 5.8

대형슈퍼마켓 (1,000㎡~2,499㎡) 4,308 8.6 5,703 16.0

하드디스카운트(400㎡~800㎡) 15,573 31.1 15,968 44.7

슈퍼마켓(400㎡~999㎡) 5,090 10.5 3,880 10.9

슈퍼릿(100㎡~399㎡) 8,008 17.8 3,587 10.0

드럭스토아 13,492 28.2 4,511 12.6

합계 48,326 100.0 35,731 100.0

자료: Nielsen (2016)

<표 2>  업태별 매출액 점유율(%)

30) Nielsen(2016)

31) Euromonitor International(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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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2008 2015

슈퍼마켓(400㎡~999㎡) 10.3 8.1

슈퍼릿(100㎡~399㎡) 4.0 2.0

드럭스토아 8.0 8.4

합계 100 100

자료: Nielsen (2016)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유통업태 별 점포수와 매출액 현황을 보면 독일의 식품 유통경로

는 전통적 채널인 소형 슈퍼마켓에서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또는 

디스카운트스토아 채널로 이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독일의 유통경로는 HMR 산업 성장이 결국 유통업체의 영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HMR 정부정책

  독일 정부는 HMR 식품이라 하여 별도의 특별한 정부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독일 정부는 EU의 식품관련 법규를 따르며 

식품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식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식품 관련 관리책

임과 실행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예컨대 소비자 보호는 중앙정부가 철저히 책임지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식품의 안전성, 즉 식품의 위험성 관리는 16개 지방정부가 하고 있다.  

  2000년 11월에 발생한 광우병 사태는 소비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 식품 사고는 

독일 정부가 철저하게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전념하도록 만들었다. 

식품관련 법규는 무려 230종류에 달하며 식품 표시기준, 패키징 기준 식품위생기준 등 다양

하다. 나아가 식품관련 알레르기 기준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식품안

전성 관련 제도가 협동조합 형태의 체인스토아 업체들로 하여금 자사 브랜드(RB) HMR식품 

개발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       

3.5. 시사점

 영국처럼 독일은 유럽의 HMR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여성의 사회진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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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른 요리시간 부족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편리성 추구가 독일의 HMR 시장 

성장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간편식 시장의 초기단계에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성장하

였지만 소비자의 간편식에 대한 긍정적 우호적 태도 변화는 HMR 공급업체들이 프리미엄 

가정 간편식을 개발 보급하는 유인이 되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식품의 카테고리에서 독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고급화 된 HMR 식품이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의 HMR 시장성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대형 유통업체가 성장할수록 HMR 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통업체는 경쟁자와 직접적인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사 브랜드(RB) 개발

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독일의 간편식 시장 또한 RB 상품이 주도하는 것을 보면 

역시 일반 제조업체(NB)보다 유통업체의 역할이 HMR 시장 성장에 더 크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RB 점유율 성장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형 유통업체의 RB 상품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는 향후 독일의 

HMR 시장의 지속 성장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하이퍼마켓 업태와 함께 

90% 이상의 RB 상품 취급을 목표로 하는 디스카운트 업태의 성장은 미래 HMR 산업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4.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유럽의 HMR 시장에서 영국 독일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시장점유율 10%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연간 시장 성장률도 2%대에 머물고 있다.32) 이러한 현상은 아직 이탈리

아 소비자가 가정 내 요리를 고집하는 문화적 배경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국가들에 비하여 HMR 시장이 어떻게 형성, 발전되어 가는지 시장 현황을 분석한다면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2) (https://foodmarkets.wordpress.com/2014/10/01/ready-meals-in-italy/) (검색일: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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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HMR 산업 현황

  유럽의 HMR 시장에서 흥미로운 점은 앞서 영국 HMR 시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탈리아 

음식이 간편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이탈리아 국내 HMR 시장은 그다지 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탈리아의 대표음식의 하나인 피자는 냉동 피자로 개발되어 전 

유럽에서 HMR을 대표하는 하나의 식품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

나지만 이탈리아 내부에서의 HMR 식품으로서 선호도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시장조사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간편식 시장이 3%나 성장하였

다.33) 그 중 2017년에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한 HMR 식품 중에 하나가 냉동 피자인데 매출액

이나 판매 물량이 무려 5%나 성장하였다. 냉동 피자의 경우 혁신적 제조기술 개발이 매출 

증가의 주요인이다. 나아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적극적인 판촉활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냉장 피자보다 냉동 피자가 이렇게 판매되었다는 것은 이탈리아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

던 특이한 소비패턴이다. 

  2015년도 유로모니터에 의하면 이탈리아 HMR 시장을 주도하는 상품 카테고리 중의 하나

가 냉동 식품 간편식이다. 냉동 간편식과 냉동 피자 카테고리는 이탈리아 HMR 산업의 

약 35%를 점유할 정도로 이탈리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간편식 중의 하나이다.34) 냉동 

간편식 중에서도 피자, 미네스토로네(파스타와 쌀 등을 섞은 스프), 리소토(쌀로 만든 요리), 

파스타, 라사냐(국수의 일종) 등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간편식의 한 종류인 건조 HMR 

식품은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덜 발달되어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더욱 찾아보기 힘든 상품

이다. 건조 간편식을 찾는 독일 고객 수에 비하면 이탈리아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반면에 이탈리아 소비자는 냉장 간편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 냉장 

간편식 상품 중에 소비자들은 냉장 애피타이저, 패스트, 샐러드 종류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 

간편식으로서 샐러드는 무려 HMR 시장에서 약 42%를 점유하고 냉장 간편식이 13.5%를 

점유하고 있다.35)

  최근에는 HMR 공급업체들이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기존에 보지 못했던 HMR 식품 

33) Euromonitor International(2017)

34) (http://files.eacce.org.ma/pj/1452234127.pdf) (검색일: 2018.11.14.)

35) (http://files.eacce.org.ma/pj/1452234127.pdf) (검색일: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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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 중에 유기농 간편식 개발이 대표적인 예이다. 

2017년 HMR 시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하였으나 전체적인 HMR 식품의 평균 가격은 하락세를 경험했다. 

이는 유통업체들의 강력한 가격 프로모션 영향이다. 무엇보다도 고객들이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에서 디스카운트 스토아 업태로 발길을 돌리면서 이러한 추세는 두드러졌다. 

불경기로 소비자는 저가격 지향으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소비자 경향을 반영하여 유통업체

는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최저가격을 지향하는 디스카운트 

업태의 적극적인 영업은 이탈리아 고객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결국 이러한 소비자 경향

과 유통업체의 영업 전략이 전반적으로 HMR 식품의 평균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유럽의 선진국 중에 유통업체 브랜드 식품 비중이 제일 낮은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이다. 

2010년 Foodlalert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RB 판매수량 점유율은 17%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스위스의 53%에 비하면 3분의 1에도 미달한다. 인근 국가인 영국이 47%, 스페인이 

42%, 프랑스가 35%, 네덜란드가 26%를 보임에도 이탈리아는 왜 이렇게 RB 점유율이 낮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 유통경로의 현황을 보면 이탈리아만의 특수한 유통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2. HMR 산업 성장 배경

  이탈리아 소비자는 전통적으로 집에서 요리를 하여 먹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 간편식 

소비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른 유럽국가

들처럼 HMR 시장이 급성장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MR 시장은 완만하지만 성장하고 있다. 

  최근 젊은 소비자들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편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목격되고 있다. 

가정에서 번거롭게 원재료를 사다가 손질하여 요리하여 먹기보다 간편식이 식사대용으로 

편리하다는 인식이 널리 보급되어 간편식 시장이 서서히 성장하고 있다. 또한 불경기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여 품질 대비 가격, 즉 가성비를 고려하는 고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가 HMR 시장성장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간편식을 제조하는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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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재료에 대하여 고객이 궁금해 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뢰도를 개선하고 있다. 

소비자의 HMR 식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식품안전성 

확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HMR 공급업체

들의 노력이 이탈리아 HMR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4.3. HMR 유통경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이탈리아는 독특한 유통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

에서 높게 보이는 Top 4 또는 5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이탈리아에서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Nielsen and Kantar의 자료에 의하면 Top 3 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

이 주요 유럽국가 중에 이탈리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이 62.5%, 독일이 61%, 

프랑스가 56%, 스페인이 38%를 보인 반면에 이탈리아는 36.1%를 나타내고 있다.

  앞선 국가들에 비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저조한 시장 지배력이 HMR 산업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왜 이탈리아는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926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유통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영국과 독일에서처럼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중소상인 보호 목적인 유통규제가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탈리아의 대형 유통업체가 다른 국가에서와 같이 민간 기업이아니라는 

점이다. 이탈리아의 유통산업을 주도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협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다. 

이탈리아 유통시장은 이탈리아 자본의 유통업체가 80%를 점유하고 나머지는 외국 유통업체

인 Auchan, Carrefour, Lidl, Despaar, Penny Market가 19.7%를 점유하고 있다.36) 

  2014년 Top 3 유통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협동조합 형태의 Coop Italia가 15%, 협동

조합 형태의 Conad가 11.7%, 볼런터리 체인인 Selex가 9.4%로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의 유통산업에서 점포 수 측면을 보면 2010년 77만 6,365개였던 점포는 2014년 

75만 5,045개로 무려 2만 1,320 점포가 감소하였다.37) 현대화된 점포들이 1,349개 감소한 

36) Nielsen(2016) 

37) Nielse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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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비하여 작은 전통적인 매장의 수는 1만 9,971개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노점 점포는 

2010년 17만 845개에서 2015년에 18만 8,274개로 1만 7,429개가 증가하였다. 2014년에 

4,500㎡ 이상의 하이퍼마켓은 증가하기보다 오히려 2010년에 비하여 4개가 줄어 378개를 

기록하고 있다. 슈퍼마켓도 편의점을 포함하여 1,500㎡ 미만의 점포는 현저하게 감소하였

다.38) 반면에 1,500㎡ 이상 4,500㎡ 미만의 슈퍼마켓은 2010년 1,456개에서 2014년 1,619개

로 증가 하였다. 특이한 것은 디스카운트 매장이 2010년 4,382개에서 2014년 4,830개로 

448개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점포면적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보면 대형점포가 전체 시장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400㎡미만의 점포가 22%를 점유하고 있다. 400㎡ 작은 점포의 시장 점유율이 22%라고 

하는 것은 독일 0%, 프랑스 4%, 영국 11%, 스페인 1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소슈퍼가 타 국가들에 비하여 잘 보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통업태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전통적인 중소슈퍼가 2000년에 57.5%를 차지하였

는데 2014년에 39.2%로 급락하였다. 반면에 대형 유통업체들의 점유율은 2000년에 19.6%

에서 2014년 32.1%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중소슈퍼를 보호하려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소비자는 현대화된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매장을 선호하다는 반증

이다. 노점의 시장점유율도 2.1%증가하여 2014년에 16.1%를 기록하고 하이퍼마켓과 백화

점도 소폭 증가하여 2014년에 각각 6.6%, 5.9%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 유통산

업 구조가 HMR 시장이 성장한 다른 국가들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 

시장지배력이 높게 나타나는 국가들은 이 유통업체들이 자사 브랜드로 HMR 식품을 개발하

여 치열한 경쟁을 회피하면서 신규고객을 유치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이탈리아 유통산업 구

조는 협동조합 형태를 띠므로 상품 개발에 다소 소극적이다. 협동조합의 성격상 체인스토아 

경영 컨셉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대형 유통업체의 본사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 결과 강력한 상품 통제력, 상품 구색관리 능력, RB 상품 개발 능력 

부족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공급하는 HMR 상품 카테고리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협동조합 형태인 대형 유통업체들의 RB 개발에 대한 상대적 열세는 이탈리아의 HMR 

시장에 다소 부정적 전망을 낳게 한다. 정부의 중소 유통업체 보호와 대형 유통업체 성장 

억제는 대형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HMR 상품개발 욕구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이다. 

38) Nielse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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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탈리아의 HMR 시장은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하

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4. HMR 정부정책

  이탈리아도 독일처럼 EU의 식품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규제는 모든 지방 

정부에 적용되고 있고 훈령은 지방 정부마다 조금씩 지방의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더구나 

이탈리아의 식품들은 대부분 생산 규모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회사들에 의하여 생산

되고 있다.39) 2014년 현존하는 6만 5,000개 식품회사 가운데 90%가 종업원 9명 미만으로 

구성되어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소비자

는 연평균 10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여 국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골칫거리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 정부는 식당에서 고객이 먹다 남은 음식은 싸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유통업체는 판매되지 않은 식품에 

대하여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손질하였다.40)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음식물 생산자들에게 격려차원에서 세금혜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

부의 음식물 쓰레기 감소정책은 HMR 식품 개발은 물론 산업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7년에 정부는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강조하는데 쌀을 활용한 식품과 파스타 종류는 원재료가 어디서 재배되

었는지 나아가 식품이 어디서 제조되었는지 원산지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다. 식품 표시기준에 있어 정부는 원산지 표시기준을 원재료 또는 식품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으나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9) (https://www.foodqualityandsafety.com/article/special-feature-a-look-at-italian-food-safety/) (검색일: 

2018.11.01.)

40) (https://zerowasteeurope.eu/2016/10/the-italian-recipe-against-food-waste/) (검색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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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사점

  이탈리아는 흥미롭게도 자국의 음식이 전 유럽에 HMR 식품으로 개발 보급되어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HMR 시장규모가 영국과 독일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미미하다. 전체적으로 HMR 시장이 더디게 소폭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탈리아 

소비자는 편리성 지향보다 가정 내에서 요리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HMR 식품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층 고객과는 달리 

젊은 고객들이 간편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와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HMR 상품 프로모션은 이탈리아의 HMR 산업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이탈리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차별화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은 대형 유통업체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데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

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탈리아의 유통산업을 주도하는 선두주자들이 일반 민간기업이 아닌 

협동조합들이다. 협동조합 형태의 경영이 다소 유통경영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세련된 

상품개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RB HMR 식품 개발은 아직 이른 단계로 보인다. 즉 낮은 

시장지배력은 HMR 시장성장을 더디게 하는 주요인 중에 하나이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가 중소슈퍼를 보호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을 억제하는 유통규제

를 완화하지 않는 한 전체적으로 HMR 시장의 급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HMR 식품산업은 특성상 일반 제조업체보다 소비자에게 보다 밀착한 유통

업체 주도 산업임을 감안할 때 이탈리아의 HMR 산업은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을 보일 것으

로 추정된다.   

5. 결론 

  영국과 독일, 그에 비해 미미하지만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보면, 명확한 것은 간편식 시장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가정식 요리를 준비하여 식사를 하는 

이탈리아에서도 젊은 고객층은 간편식에 대하여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

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HMR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이다. 

  HMR 산업의 초기단계는 요리시간 부족, 전자제품 출현, 편리성 추구, 여성의 사회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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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성장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 소비자가 다양한 

종류의 HMR 식품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급업체들은 

고급화된 HMR 식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유통업체를 포함한 HMR 식품 공급업체

가 간편식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개선하여 가격지향형 간편식에서 프리미엄형 간편식까지 

HMR 시장을 적극 확장하였다. 그에 따라 세계적으로 HMR 식품을 RB로 개발,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어 HMR 산업의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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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농업과 직접지불제도

안 규 미 * 41)

1. 들어가며

  스위스는 알프스 산자락의 아름다운 초지와 질 좋은 치즈, 와인, 초콜릿의 산지로 우리에

게도 잘 알려진 나라이다. 드높은 산맥과 언덕진 곳에 위치한 집들 사이로 연둣빛 풀이 

무성한 푸른 들판을 떠올리게 된다. 아름다운 산맥과 경관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이목을 

끌고 발길을 사로잡는 스위스 농촌은 어떻게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을까? 보기에 

아름답지만, 높고 험준한 산맥과 언덕이 많은 지형과 긴 겨울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알프

스의 기후는 농업생산에 우호적인 조건은 아니다. 더구나 스위스는 높은 수준의 생산량과 

농업기술을 보유한 유럽 여러 국가와 접해 있으며 농산물 교역도 활발하다. 생산단가가 

비교적 낮은 수입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에서 스위스의 농업인들이 소득을 유지하고 생산활

동을 이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스위스의 가장 일반적인 농가경영체의 형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가족노동에 기반을 

두는 소규모 가족농이다. 서비스산업이 크게 발달하여 국가경제지표상 농업생산액의 비중

은 매우 미미하다.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된 지 오래인 스위스는 여타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농업인구와 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의 농업은 중요한 정치 의제로 다루어진다. 국민 합의 과정을 통해 개혁을 이룬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업이 실현하는 공익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농가소득과 결부시킨 제도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글은 스위스의 농업 활동이 유지되고 발전해온 동력 중 하나로, 스위스 농업정책에 

주목한다. 스위스 농정체계가 현재의 스위스 농업구조에 어떻게 기여하였을까? 그 답을 

 *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Sussex 박사과정 (k.ahn@ids.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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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자 먼저 농업현황과 농정 목표를 개략하고 대표적인 농정수단인 직접지불제를 살펴

본다. 

<그림 1>  스위스 농촌지역 경관

자료: (www.myfarm.ch/en) (검색일: 2018.8.16.)

2. 농업현황 및 농정체계

2.1. 농업구조

  스위스는 기후와 지형을 고려하면 다소 척박한 농업환경을 지니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농업비중이 높은 국가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며 고립되었을 때 자국

식량수요를 해결한 역사에 농업계와 국민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 당시 농업인구는 약 

25%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농업인구는 약 3%에 불과하며 이들 중 대다수는 후계 영농인이

다(www.swissinfo.ch).  

  스위스 농정은 농지면적 유지를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전체 가용농지면적은 105만 

4,183ha이며, 이 중 약 52%가 각종 생산 활동이나 기계화에 유리한 평원이 아닌 알프스 

산맥과 고지대(jura)에 분포한다. 국토의 약 25%는 연중 경작이 가능한 토지이고13%는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초지로 활용 가능하며, 31%는 임야로 구분된다. 농지면적 유지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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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부터 2010년 초반까지 스위스 전체 농지면적은 지속

적으로 감소해왔는데, 그 원인을 평원지대 개발 압력과 알프스 산맥 임야면적 확대로 보고 

있다(Baker 2017; www.bafu.admin.ch).

  한편, 스위스는 행정구역(지역)별로 농업시스템이 상이하다. 평원이 분포하는 스위스 서

부 지역은 적은 수의 소를 키우고 대규모 농작물 생산에 종사하는 전업농이 많으며, 산지에 

위치한 농가들은 주로 많은 수의 소를 키우고 작은 규모로 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인구가 1만이 넘는 칸톤(미국 주state와 유사)에서는 중소규모 농업경영체가 우세하며 

농외소득활동 비중도 높은 편이다(www.bfs.admin.ch).

  스위스의 넓은 면적은 초지로 이루어져있다. 산맥과 고지대의 기후는 다양한 곡물, 감자, 

채소류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고 비탈지고 경사진 언덕지형이 많기 때문에 일반 작물은 

알프스 저지대 일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재배된다. 산맥과 고지대를 포함한 스위스 경지면

적 전체의 약 75%가 목초지이며 나머지 면적에 포도나무, 과실류,

채소류가 재배된다. 

  스위스 낙농업은 비교적 이윤이 낮은 경종농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척박한 환경과 

규모의 한계로 인하여 작물 생산만으로 충분한 농가소득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일수록 낙농업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낙농제품 가운데 특히 스위스 치즈는 맛과 품질이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국내 소비량도 많은 편이다. 스위스에서 처음 가공하기 시작한 

식품을 치즈로 볼 만큼 치즈수공업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산업화 초기에 유제품가공업은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전체 농지면적이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농가의 영농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러 OECD국가와 유사하게 스위스에서도 집약농업 시스템이 발달해왔다. 그러나 집약적 

농업생산 방식이 국토, 환경, 생태계에 부담을 준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절반가량

의 스위스 야생식물종이 멸종위협에 처한 종으로 분류되면서 생태환경 보전 요구가 더욱 

높아졌고, 국민들도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농업 활동을 지지하는 데 동의하기 시작

했다. 농업인의 생태환경 보전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이후 살펴볼 농정개혁의 주요 골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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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위스 인터라켄(Interlaken) 하절기 방목초지와 별장

자료: (www.myfarm.ch/en) (검색일: 2018.8.16.)

2.2. 생산

  2014년 농축산업 생산액은 약 94억 달러에 달하였고, 이 중 23%가 쇠고기와 돼지고기, 

21%가 우유 생산에 해당한다. 채소류는 14%, 곡물이 12%, 과일과 와인이 생산액의 9%를 

각각 차지한다. 스위스는 식품 순수입국으로 분류되지만 국민들이 섭취하는 칼로리의 50%

에 해당하는 식품을 자급한다. 주요 수출 농산물은 치즈, 기타 유제품, 와인, 광천수(생수) 

등의 가공식품이다(FOAG 2017).

  스위스의 농업도 산업화한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인구와 생산액의 비중은 적다. 

현재 농업인구는 약 3%, 농업생산액은 1%에 불과하다. 소규모 가족농 위주의 농업구조와 

생산규모의 한계로, 스위스 자국농산물이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경쟁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tradingeconomics.com). 농산물 수입개방과 함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다수 

농가가 농산물 생산과 판매만으로 스위스의 높은 물가와 생산비를 감당할 소득을 보전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 

  농업생산액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스위스가 추구하는 농업생산방식의 경제적 이윤 창출의 

한계로 인하여 작물재배에만 의존하여 농가가 소득을 유지하고 생산 활동을 이어가기는 

어렵다. 축산업은 전통적으로 스위스 농업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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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달걀, 그리고 기타 유제품 생산액이 농업부문 전체 생산액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물론 모든 농가가 유제품이나 육류를 생산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기르지 않고, 전체 

생산자의 3분의 1가량은 작물, 과수, 채소, 또는 와인용 포도를 전문적으로 재배한다. 최근 

원유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과수원예 농사를 주 소득원으로 삼는 농가가 더 늘고 있다.

  알프스에서는 여전히 전통방식의 목축업을 고수하는 농민들이 있다. 이들은 소, 양, 염소 

등의 가축을 이끌고 연중 산맥의 능선과 계곡 사이를 수직으로 이동한다. 춥고 매서운 바람

이 부는 스위스의 긴 겨울에 농민들은 비교적 기온이 높은 계곡 하부에 머문다.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에 해당하는 여름에는 가축을 데리고 산맥을 따라 올라가 초지가 펼쳐진 곳에서 

풀을 먹이며 지낸다. 목축업자들은 이처럼 하절기를 산맥과 고지대에서 생활한다<그림 2 

참조>. 이러한 영농방식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농촌지역 교통인프라가 개선되고 휴

대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여름철 방목기간 농민들의 격리감은 예전에 비해 완화된 편이다

(en.agriculture.ch).

2.3. 농업경영체 구조

  2017년 스위스 전체 농가 수는 5만 1,620호로, 2016년 집계된 5만 2,263호에서 약 1% 

감소하였다. 이들은 총 105만 ha의 농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약 15만 4,000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반 농가 수는 9만 호를 웃돌았으나, 이후 농가 수는 201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감소하여 5만여 농가에 이르렀다(bfs.admin.ch). 전업농가와 

겸업농가의 비율은 동 기간 각각 70-73%, 27-30%의 비율로 큰 변동 없이 거의 일정하

게 유지되었다<표 1 참조>.

<표 1>  전업 및 겸업농가 비중(1996-2017년)

단위: 호, %

구분
1996* 2002 2007 2012 2017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전체 79,479 100.0 67,421 100.0 61,764 100.0 56,575 100.0 51,620 100.0

전업농가 55,951 70.4 48,146 71.4 45,034 72.9 40,239 71.1 36,716 71.1

겸업농가 23,528 29.6 19,275 28.6 16,730 27.1 16,336 28.9 14,904 28.9

주: 1997년 자료 부재로 1996년으로 대체.

자료: Federal Statistical Office (bfs.admin.ch, 검색일: 20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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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호수 감소 추세와 맞물려, 농가 당 평균 보유면적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는 증가추세가 약해졌다. 2017년 기준 경지규모별 

농가분포를 살펴보면, 5ha 미만의 농지면적을 보유한 농가가 15.5%, 5~10ha의 면적을 지닌 

농가가 13.4%, 10~20ha에 속하는 농가들이 29.7%, 20~30ha의 농가는 20.8%로, 대략 80%의 

농가가 30ha 이하의 농지를 보유한다. 중소규모의 가족농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한편, 30~50ha 면적의 농가는 15.2%, 50ha 이상을 보유한 농가는 5.3%이다. 30ha 이상의 

농가 비중이 2000년대 초 10%를 상회하던 것에서 2017년 20%를 웃돌아, 최근 20년간의 

전체 농가 수와 10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비중의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다소 큰 면적의 

농가가 증가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표 2 참조>(bfs.admin.ch).

<표 2>  경지규모별 농업경영체 비중 변화(1997-2017년)

단위: 호, %

구분
1997 2002 2007 2012 2017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전체 77,730 100.0 67,421 100.0 61,764 100.0 56,575 100.0 51,620 100.0

5ha 미만 18,274 23.5 12,435 18.4 10,278 16.6 9,126 16.1 8.021 15.5

5~10ha 14,772 19.0 12,049 17.9 10,449 16.9 8,491 15.0 6,930 13.4

10~20ha 27,166 34.9 23,640 35.1 20,875 33.8 18,203 32,2 15,324 29.7

20~30ha 11,347 14.6 11,789 17.5 11,694 18.9 11,198 19.8 10,725 20.8

30~50ha 5,173 6.7 6,133 9.1 6,751 10.9 7,366 13.0 7,870 15.2

50ha 초과 998 1.3 1,375 2.0 1,717 2.8 2,191 3.9 2,750 5.3

자료: Federal Statistical Office (bfs.admin.ch, 검색일: 2018.8.10.)

  한편,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농업정책과 환경을 고려한 농업 생산 활동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면서, 지난 20여 년 간 유기농업 시행농가의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말 유기농업 시행농가는 약 5%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2010년대 이후

부터는 10%를 훌쩍 웃돌기 시작하였다<표3 참조> (bfs.adm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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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기농업 및 관행농업 시행농가 비중(1997-2017년)

단위: 호, %

구분
1997 2002 2007 2012 2017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전체 77,730 100.0 67,421 100.0 61,764 100.0 56,575 100.0 51,620 100.0

유기농업 3,944 5.1 5,897 8.7 6,199 10.0 5,895 10.4 6,638 12.9

관행농업 72,786 94.9 61,524 91.3 55,565 90.0 50,680 89.6 44,982 87.1

자료: Federal Statistical Office (bfs.admin.ch, 검색일: 2018.8.10.)

2.4. 농정체계

  스위스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역사가 길고 지역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한 나라로, 대부분

의 정책은 26개의 칸톤이나 2,721개의 코뮨 수준에서 입안되고 이행된다. 연방정부는 지역

정부가 갖는 정치와 행정기능의 이차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농업, 교역, 국방 

부문은 예외적으로 연방정부가 담당한다. 특히 농업과 교역부문에서 관세협정 등 국제 규정

에 관한 다자협상이나 국제무역기구와의 관계에서 국가(연방) 수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농정을 연방정부에서 다루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농정기획 외에도 지역정부의 일관적 정책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도 맡는

다. 예산이나 규정 등 농정의 세부사항은 연방정부가 기획하고 실질적인 정책 이행은 지역정

부가 담당한다. 한편, 연방농업청(Federal Office of Agriculture, FOAG)과 연방환경청

(Federal Office of Environment, FOEN)은 각각 연방경제교육연구부와 환경교통에너지부 

소속 기관으로 농업과 환경부문의 정책 연구와 입안을 담당한다. 

  스위스에서는 십만 명 이상이 공감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면 그것을 국회에서 토론하여 

입법, 개정, 거부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부문 의제는 국민청원에서 비교적 활발하

게 논의되는데, 이는 농업 문제가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나타낸다. 농업의 

역할과 기능의 헌법 명시 제안은 국민표결에서 75%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다.

  국민표결의 결과로 삽입된 연방헌법 104조는 농업부문의 주요 역할과 책임, 공익적 기능

을, 식량 제공뿐만 아니라, 천연자원 보존, 농촌지역의 활력 유지, 분산된 인구의 정착 지원

으로 명시하고, 농업부문이 그 역할과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본 조항은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농업소득을 보완하고 생태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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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인 농업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헌

법 농업조항 포함에 관한 국민표결의 부결과 그에 뒤따른 농민과 소비자 연대 형태의 시민운

동, 조항 수정안 발의, 그리고 국민표결의 통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 농정개혁 절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어 소개할 개혁 정책안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농업정책

  1992년 직불제 도입과 1996년 연방헌법에 농업조항을 삽입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스위스 농정개혁의 골자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정목표와, 

농정수단인 직접지불제도(직불제)를 개선된 방식으로 목표와 연동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행 농업 정책은 크게 (1) 농산물 수입 제한을 위한 국경 조치, (2) 국내농산물과 브랜드 

장려를 위한 시장 조치, (3) 인프라와 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조와 재정 지원, (4) 

연구, 자문 서비스 및 교육훈련, (5) 직접지불제도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다섯 가지의 

정책들은 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포괄적으

로 이해하기 어렵다. 본고는 그 가운데, 지속가능한 농업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인 

직접지불제도에 특히 주목한다. 지속가능한 생산 과정을 통해 농업의 다원 기능 제고라는 

공동 경제 성과를 이루는 것이 현 스위스의 농정 패러다임이며(김수석 2018), 이러한 지속가

능 농업 활동의 인센티브인 직불제는 범위가 넓으며 지급방안이 구체적이다.

3.1. 농정 패러다임 변화

  스위스에서 농업의제는 정치적 중요도가 높고 다소 민감한 사안이다. 농업법과 별도의 

규정들이 존재하며 산업부문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농업 정책연구와 개발을 위한 연방농

업청이 설치되어 있다. 농업만큼이나 정부 규제 등의 개입이 많은 부문도 많지 않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틀을 갖춘 스위스의 초기 농정의 주안점은 농산물의 가격과 

판매를 보장하여 계획적인 식량생산과 자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는 전쟁 

당시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 유지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면서 매우 불안정한 식량수급 

위기에 대응해야 했던 경험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스위스 정부는 농정개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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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농산물 가격지지와 수매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농업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정부수매와 고정가격제도는 농산물 과잉공급으로 이어졌고 농축산물 수입개방 

후 식품가격은 더욱 하락하면서 자국농산물의 판매가 상당히 부진해지기 시작하였다. 가격

보조와 수매제 유지로는 더 이상 농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시작된 농산물무역자유화를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았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농정개혁 과정에서 스위스정부는 가격지지와 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실현을 지원하는 직불제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1990년대 말 이루어진 농정개혁은 기존의 가격지지를 점차 축소하고 생물다양성 보존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농정목표를 직불금과 연동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축산농가를 위한 별도의 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고지대 조방축산업을 이어가거나 생물다양

성 증진에 기여하는 농업생산 활동을 실시하는 농가에 잠재적 또는 실질적 경제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였다. 한편, 기존 집약형 축산업을 시행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줄이기로 한 

결정은 농가와 관련 단체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 

시장실패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해오던 보조금과 가격지지를 철회하는 것은, 

일부 농가에게 즉각적인 소득 감소로 나타나고 스위스 농업 생산방식에도 여러 변화를 예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스위스의 농정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은 직접지불제도와 더불어, 

생산기반 정비와 농산물 소비 지원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농정을 뒷받침하는 제도들을 이행

하기 위해 스위스의 농업부문 직불금을 포함한 농식품부문 정부예산은 37억 프랑(약 37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연방정부 총예산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FOAG 2017). 농업정책

과 제도 형성과정뿐만 아니라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예산액 배정의 이면에는 농업계의 정치

적 로비와 시민운동, 그로부터 얻어낸 지역정부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en.agriculture.ch).

  최근의 농정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규모화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보다 스위스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더욱 적합한 농업 발전 방향이

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현 농정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고 

그것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제도화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농정개혁 

이후부터 현 농정에 이르는 동안, 농업부문 예산은 이전보다 약간 증가하였고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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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농업생산자의 생태환경 보존과 유지 활동 참여율도 상당히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7년 농업정책은 이전 농정과 확연히 구별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전 시기 정책 목표와 방향에서 크게 수정되지는 않았다. 농정의 주요 목표는 시장 수요 

충족, 친환경 생산, 사회 공공재 제공,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 정책은 직불제의 직접지원의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요건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책과 구분된다. 2018~2022년 농업정책 또한 이전 정책과 구별되는 큰 변화는 

없다. 스위스 정부는 직접지불제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전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더욱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3.2. 직접지불제도

3.2.1. 배경과 목적

  스위스 농산물 소비자들은 품질과 식품안전 면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은 원산지와 생산유통과정에 관한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 

더불어, 스위스 국민들은 잘 보존되고 가꾸어진 농촌 자연경관에 높은 가치를 두고 그곳에서 

가족과 보내는 여가시간을 매우 귀중히 여긴다. 지역마다 특색이 뚜렷한 경관은 외국관광객

의 이목도 사로잡는다. 이처럼 농민들은 농업을 통해 식량의 양적 생산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생산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경관 보호, 생태계 유지 등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농촌을 유지하고 국토와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보상과 

일정 농가소득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농정개혁의 

핵심인 직접지불제도가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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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위스 농장체험활동

자료: (www.myfarm.ch) (검색일: 2018.8.16.)

  친환경적이며 생태를 고려하는 농법은 일반적으로 효율이 높은 화학비료나 저비용의 종

자의 사용비율이 낮으며 밀식사육방식에 비해 가축 두당 면적이 크고 가축관리가 수고로운 

편이다. 이 때문에 생태와 환경을 고려한 농산물 생산 방식이 경제적 이윤 면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지는 않는다.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공익 가치를 실현하는 농가의 추가적인 생산

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농정목표에 부합하는 농업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직접지불제도의 취지이다. 이 제도는 농산물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생산 방식의 경제적 

가용성과 환경적 책임의식 사이에서 알맞은 균형을 찾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FOAG 2004; 

Mann and Lanz 2013).  

  결국 현대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에 주목하며 그 가능성이 실현되

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민의 역할을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책임 있게 천연 자원을 이용하며 경작지를 유지하

고 가꾸는 것으로 확대한 것이다. 농민들은 생태환경, 동물복지 등과 관련한 규정을 엄격하

고 일정 기간 꾸준히 이행할 때 국가로부터 보조금과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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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네바 호수 옆 경사진 포도밭

자료: (www.fginsight.com) (검색일: 2018.8.16.)

3.2.2. 구성

  직접지불제도는 △식량안보(기본직불, 생산불리직불), △생물다양성, △생산시스템, △경

작경관, △경관 질 제고, △정책변화 과도기(transition)와 관련된 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직불제 유형별 목적과 내용은 아래 표에 간략히 제시하였다<표 4 참조>. 

<표 4>  직접지불제도 유형, 목적, 내용 

유형 목적 내용

식량안보

 - 기본직불

 - 생산불리직불

농업생산 및 농지면적 유지

와 농촌지역 저소득 보완

경작 및 가축 사육(방목) 면적에 기초한 소득 지원과 생산조건

이 불리한 구릉지와 산간지대 농지의 식량생산 지원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

경지의 7% 생물다양성 보존면적 할당 의무 이행 지원, 추가면

적 확보 시 추가지원, (a) 관리 계획과 (b) 계획 이행 성과(결가

기반접근법)에 따라 직불금 지급 

생산시스템 특정 생산시스템 장려

(a) 유기농업, (b) 조방 생산, (c) 동물친화적 실내사육시스템과 

정기 야외운동을 통한 동물복지 구현 축산, (d) 초지 기반 낙농 

및 육류 생산 등 특정 영농방식 직불

경작경관
임야 경작지와 방목지 경관 

유지

(a) 농지형상유지, (b) 경사도, (c) 급경사, (d) 포도밭 경사도, 

(e) 알프스 영농, (f) 알프스 하계방목 직불로 구성

경관 질 제고
지역색 있는 경관요소 발굴

과 보전

경관 질 제고를 위한 칸톤 기반 프로젝트, 각 칸톤정부의 경관

요소(지원항목) 선정권한 보유 및 직불금 최소 10% 부담

정책변화 과도기 개혁의 부정적 영향 완화
농정개혁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농가에 지원, 지원금 규모

는 점차 축소

자료: 김수석(2018), Baker(2017), Mann and Lanz(201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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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불제도를 개편한 정부의 취지는 가능한 한 많은 농가에게 직불금을 분배하되,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농업경영체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친환경적 영농능력 증명(Proof of Ecologial Performance, PEP)’에 명시된 조건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표 5 참조>.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 

농업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1) 65세 이하이며, (2) 농업경영에 필요한 전체 노동의 

50% 이상이 자가(가족)노동으로 해결하며, (3) 국가자문서비스가 관리하고 각 칸톤에서 운영

하는 농업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김수석 2018; Baker 2017).

<표 5>  스위스 직불금 수혜요건(친환경적 영농능력 증명)

생태관리증명 요소 충족요건

윤작 3ha 이상의 경작지에 최소 4가지 작물 윤작 재배, 휴경률 준수

수자원 및 토양 보호 토양 보호와 침식 방지 조치, 목표에 따른 제한적 농약 사용

생물다양성 보호 면적 보유농지 7%는 생물다양성 서식지로 보존

동물복지 가축질병관리와 수의검진 기록 보관

살충제 사용 살충제관리계획, 분무기 이용 점검

질소 균형 농장의 질소 및 인 균형 관리, 부패토양분석

자료: 김수석(2018), Baker(2017). 

3.2.3. 이행과정과 결과

  농정개혁 이후 정책제도는 농민들의 경관 유지와 생태친화적 생산 활동을 보상하기 시작

하였다. 경관유지활동은 직불제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스위스의 많은 농촌지역 농가소득의 

일부를 이룬다. 자연보호구역 주변에 위치한 농장들은 정부가 규정한 보호구역의 생태환경

을 돌보며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주요 경로를 깔끔하게 관리함으로써 추가소득을 

벌 수 있다. 아름답고 깔끔하게 가꾸어져있는 스위스의 농촌지역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

을 끌어들인다.

  이처럼 직불제는 스위스 농정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생산방식과 농외활동을 

장려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례로 유기농업은 스위스가 주력하여 확산하

고자 하는 농업시스템이다. 이 농법을 시행하는 농가에게 경제적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2017년 스위스 경작지의 약 12.9%의 면적에 엄격한 의미의 유기농업

이 적용되고 있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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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주요 정책수단으로 정부는 농업부문 생산자들을 위한 기초 및 평생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와 스위스식 친환경 농법에 대한 학습을 

비중 있게 다룬다. 스위스가 추구하는 친환경생산은 화학비료, 살충제, 그리고 농후사료 

의존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조방농업의 비중을 다시 높여가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직불제 시행 이후, 과수(과실류) 재배는 스위스 농가들에게 더욱 인기가 높다. 

상업적 가치가 크지 않은 작물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지정한 스위스 고유종을 심고 재배하면

서 생물다양성 유지와 증진에 기여하면 농가는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가 낮더라도, 고유종과 자생종을 심고 가꾸는 농업인의 활동이 다양한 

생물 종의 서식환경을 돌보고 유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점을 국가가 인식하고 생산 

과정의 가치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

  이처럼 생물다양성 보존 등 가치를 인정받은 생산과정에 대한 보상은 농가수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경관 유지나 기타활동보다는 농업생산이 농업인의 핵심 역할이라고 보는 농업

인들은 정부의 직불제 예산 확보와 제도 지속가능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경관유지와 관련한 직불금은 그 기준과 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경관을 가꾸는 것까지를 직불금 수령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 

모두 구체화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제도와 절차에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OECD 2017).

<그림 5>  스위스가 지정한 생물다양성 보존 기여 종에 해당하는 퀸스(모과나무와 유사)

자료: (bbc.com/news/world-europe-42731932) (검색일: 20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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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직불제는 스위스 농정이 추구하는 생태와 환경 친화적 농법을 장려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수입농산물을 포함한 잉여농산물로 인한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농가소득 피해를 

보전하는 역할도 한다. 다만,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한 농정개

혁 이전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방식을 최소화한 것이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농민층을 위한 소득재분배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Mann 2005). 높고 험준한 산간지역이

나 비탈과 경사가 심한 언덕에 위치한 농가들은 생산여건이 불리하고 지리적으로나 사회적

으로 고립되기 쉽다. 직접지불제도에는 이처럼 생산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농업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리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들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El Benni & Lehmann 2010).

  더불어 직접지불제도가 갈수록 확대되는 농업소득 격차를 일부 보완하는 기능을 하여 

농업부문 소득 분배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l Benni와 Finger(2013)는 

직접지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소득 자료를 토대로, 직불제 

이후 농외소득과 직불금으로 인한 농가소득 불평등은 감소한 반면,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

여 얻는 농업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3.2.4. 논란과 향후 개혁안 

  농정개혁 과정에서 농가에 지불되는 직불금의 성격과 조건은 차츰 달라졌고 직불금이 

농가소득에서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변해왔다. 농정개혁의 첫발을 내딛은 시기인 

1992년에 스위스는 생산면적에 기초한(area-based) 농가지원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

는 산지와 언덕 등지의 생산 여건이 불리한 지역<그림 6 참조>의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은 미미하였고, 오히려 평원이나 계곡지대 등 생산여건이 유리한 지역의 농가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 조건이 좋은 계곡지대의 농가들은 대개 경작면적과 

생산량이 많아 시장손실이 컸으며, 시장손실 피해를 보상한 첫 농가지원금제도는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 문제를 인식하고, 2차 농정개혁 시기라 할 수 있는 1999년

에 개정된 직접지불제도는 생산면적에 기초한 직접지원은 줄였다. 대신, 직접지불대상이 

되는 생태환경 친화적 생산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지급기준을 명시하여 더욱 많은 농가

들이 직불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생산면적과 지역 특성뿐만 아니라, 농가

의 생산 방식과 농법을 동시에 검토하여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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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위스 알프스 고지대 건초작업

자료: (houseofswitzerland.org)  (검색일: 2018.8.2.)

  그러나 농산물 시장가격이 점차 하락하면서 직접지불제도 적용 이후에도 농업소득 격차

로 인한 농가소득 양극화는 지속되거나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경작면적이 넓지 

않고 생산여건이 불리한 저소득 농가들은 직불금 수령 가능성과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 제도가 농업소득 격차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물론 수혜대상을 

농지면적, 소득,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여 생산여건이 좋은 농가들에게 지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일부 줄일 수는 있으나, 자산이 적고 생산여건이 불리한 농가가 이 제도의 혜택을 

덜 보게 되는 현상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OECD(2017)는 스위스 농업정책 평가에서 

경작면적 중심의 직불제가 규모별 농가소득 격차는 물론, 지역이나 지대별 소득격차를 심화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소득 목표 설정과 이를 실현할 

구체적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농외소득 활동의 기회 유무와 범위, 농업생

산의 지역별 환경 조건의 차이 등을 고려한 직불제를 제안하였다.  

  농지면적과 연동한 직불금이 농지매매거래를 제한한다는 점도 스위스 농정이 고려할 과

제로 거론된다. 농지 매매거래가 제한되면 생산요소 시장의 유동성이 제한될 위험이 있고 

향후 농산물 시장가격이 추가 하락하면 소득적자를 보는 농가의 수가 증가하며, 농가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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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스위스의 농정개혁 과정과 제도 이행 결과에 초점을 두고 스위스 농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

았다. 스위스 농업계와 국민은 농업생산의 지속가능성과 생태환경 보전이라는 모두를 위한 

성과이자 농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 지향적 효용과 생태적 효용을 연계시킬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이로부터 현 스위스의 직불제가 형성된 것이다. 농정개

혁과 정책수단 이행 과정에는 농업생산, 품질관리, 경쟁력 유지, 소득분배 등 생산영역의 

요소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유지와 생물종 보존 등 재생산의 영역을 어떻게 먹거리 생산 

영역과 연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도 스위스의 농정패러다임과 그에 상응하는 직불제 등의 정책수단 활용을 검토

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직불제는 농정목표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농업생산 시스템과 

국토경관 유지,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그러나 스위스의 일차 농정개혁 

시기의 초기 농가지원금제도의 도입 결과는 직불금 지급 기준과 범위 결정에 충분한 사전논

의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앞서, 정책변화가 

장단기적으로 농업소득이나 농가구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농가 경영위험 대응책도 함

께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연간 약 30억 달러가 소요되는 스위스의 직접지불제도는 국민 대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들이 공감하고 인정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환경 보존, 경관 

유지 등 직불제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활동이 모두를 위한 공동성과로 나타나는 공공재적 

성격과 가치이다. 농업 가치와 역할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농업생산과 생태환경보전의 고리

를 잇는 생산 활동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제도들이 마련되고 안착될 수 있었던 힘이다. 

더욱 중요하게, 그 지지는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 농업계와 농정이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전체를 고려한 농업의 역할과 기능을 발굴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연대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며 농업의제의 정치적 중요성을 확장했던 과정이 선행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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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LDC)의 농정과제

임 송 수 * 1)

1. 국가 분류와 기준 

  UN이 지정하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은 2018년 현재 총 47개국

이다<그림 1>.1) LDC는 그 심각한 구조적 장애로 말미암아 경제적, 환경적 충격에 취약하며 

낮은 수준의 인간개발 수준을 지니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LDC의 총인구는 9억 7,9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13%가량을 차지한다.

  LDC은 서로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고 개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공통된 과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와 지형 및 경제개발의 관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지형 측면에서 내륙국(landlocked; 17개국)이나 소규모 도서국(small island; 9개

국)이 있으며, 소득 측면에서는 저소득(low income), 중저소득(lower middle income), 중상

소득(upper middle income) 국가로 세분할 수 있다. 

  인구 규모도 개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데, 시장규모가 작은 나라의 경우에는 협소한 

기초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 또한 교역 비용이 

많이 들고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면, 

투발루(Tivalu)의 인구는 1만 명이고 키리바시(Kiribati)는 10만 명 정도이다. 그러나 코모로

(Comoros), 지부티(Djibouti), 부탄(Bhutan) 등의 인구는 100만 명을 초과한다. 내륙국은 

바다에 직접 접근할 수 없으므로 국제적인 연계를 형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많은 소규

모 도서국은 여러 섬을 가지고 있고 거주민 수 또한 작아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일부 LDC는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지만 그렇지 않은 LDC도 있다. 일부 LDC는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songsooc@gamail.com). 

 1) UN이 LDC 분류를 시작한 것은 1964년임(U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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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많고 넓은 영토에 분산되어 있어 통신 하부 망을 구축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그림 1>  최빈개도국(LDC) 지도

주: 최빈개도국(LDC) 목록은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민주 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비사우, 아이티, 키

리바시, 라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 리온,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부 수단, 수단, 동티모르, 토고, 투발루, 우간다, 

유나이티드 탄자니아, 바누아투, 예멘, 잠비아

자료: ITU(2018)

  LDC 분류는 UN이 관장한다. UN 산하의 개발정책위원회(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CDP)2)는 독립된 전문가 그룹으로서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3)에 LDC 목록에 포함(진입)하거나 배제(졸업)해야 하는 국가를 3년을 

주기로 종합적인 검토과정(review)을 거쳐 결정한다. 

  2018년 3월 현재 CDP가 규정한 LDC 진입과 졸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1>. 

 2) (https://goo.gl/pPe1KX) (검색일: 2018.12.05.)

 3) (https://www.un.org/ecosoc) (검색일: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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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8년도 LDC 진입 및 졸업 기준

항목 진입 졸업

기

준

1인당 GNI 1,025 달러 이하 1,230 달러 이상

인간자산 지수(HAI) 60 이하 66 이상

경제 취약 지수(EVI) 36 이상 36 이하

충족해야 할 기준 수 3개 2개

인구 기준 7,500만 명 미만 해당 없음.

자격 한 번에 결정 두 번에 걸쳐 결정(연속 리뷰)

시기 즉시 유효 유예기간 3개년

당사국에 의한 승인 필요 불필요

자료: UN Economic Analysis & Policy Division(https://goo.gl/x8QEsf); UN(https://goo.gl/Yjhtyy)

  ① 1인당 소득(GNI) 기준

     ∙ 가입: 3개년 평균으로 1인당 소득(gross national income)이 1,025달러 미만

     ∙졸업: 3개년 평균으로 1인당 GNI가 1,230달러 초과

  ② 인간자산 지수(Human Asset Index: HAI) 기준

     ∙ 건강지수(Health Index): 영양(영양실조 인구의 비중), 아동 사망률(1,000명 당 5세 

미만 아동), 산모 사망률(1,000명의 영아 출산 당)

     ∙교육지수(Education Index): 학교 등록률(중등학교 등록 비율), 성인 식자율(literacy ratio)

     ∙ 건강지수와 교육지수를 1/2씩 반영 

  ③ 경제 취약성(Economic Vulnerability Index: EVI) 기준

     ∙ 노출지수(Exposure Index):

- 규모 하부지수(인구)

- 위치 하부지수(원격성(remoteness))

- 경제구조 하부지수(GDP에서 농림수산의 비중, 상품 수출집약도 지수)

- 환경 하부지수(저지대 해안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충격지수(Shock Index): 

- 무역충격 하부지수(상품과 서비스 수출의 불안정 지수)

- 자연충격 하부지수(농업생산의 불안정 지수, 자연재해 피해자 비중)

     ∙ 노출지수와 충격지수를 1/2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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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인구 규모가 7,500만 명을 초과하지 않는 국가는 LDC 

목록에 추가될 자격을 갖는데 당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위 기준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한 국가는 LDC 목록에서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한다. 다만, 1인당 소득

(GNI)이 기준치의 2배 이상(2,460달러)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성과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

되면,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관계없이 LDC 졸업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를 

“소득에만 기초한 졸업 규정(income-only graduation rule)”이라 부른다(UCTAD 2018a).

  지금까지 LDC 그룹에서 졸업한 국가는 1994년에 보츠와나(Botswana), 2007년에 카보 

베르데(Cabo Verde), 2011년에 몰디브(Maldives), 2014년에 사모아(Samoa), 2017년에 적도

기니(Equatorial Guinea) 등 5개국이다. 2015년에 채택한 결정문에 따라 바누아투(Vanuatu)

가 졸업하기로 예정되었으나, 2015년 3월에 열대 사이클론 팜(Pam)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재해가 발생하여 그 졸업 시기가 2020년 12월로 연기되었다.4) 이밖에도 앙골라(Angola)가 

2021년에 졸업할 예정이다. CDP가 투발루(Tuvalu)와 키리바시(Kiribati)의 졸업을 추천하였

으나, ECOSOC가 이를 2021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그림 2>. 

  또한 2018년에 부탄(Bhutan), 상투메 프린시페(Sao Tome and Principe), 솔로몬 군도

(Solomon Islands) 등 3개국은 CDP와 ECOSOC 및 UN 총회의 졸업 추천을 받았다.5) 네팔

(Nepal)과 동티모르(Timor-Leste)가 기술적으로 졸업 자격을 갖추었으나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CDP의 결정은 2021년까지 연기되었다. 끝으로 방글라데시(Bangladesh), 라오 인민민

주주의 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미얀마(Myanmar) 등 3개국은 처음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2018년 검토 회의는 판단하였다.6)

 4) 2015년 3월에 나타난 사이클론 팜(Pam)은 바누아투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만큼 큰 피해를 가져왔

는데, 이를 통해 15명이 사망하고 3억 6,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함(https://goo.gl/UDyWyr) (검색일: 2018.12.5.). 

 5) 졸업에 관한 추천이 이뤄진 후 ESC와 UN 총회가 승인하면, 해당 LDC는 졸업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 3개년을 유예기간

(grace period)으로 인정받음. 이 기간에 해당국은 LDC 졸업이 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개발 및 

무역동반자 국가들과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전략에 합의하게 됨.

 6) 이상은 2018년 3월 12-16일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20차 CDP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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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8년 3개년 검토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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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과 농촌정책의 과제7)

2.1. 지원정책의 논거

  최빈개도국(LDC)의 중요한 농정목표는 식량안보를 달성하고, 강화되고 다양한 생산 능력

을 갖추기 위해 농업을 더욱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가난한 소농에게 초점을 맞춘 적극

적인 정책은 특히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식량안보의 증진에 필요하다.

  농업생산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LDC의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전제 

 7) 이 부분은 UNCTAD(2018b)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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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도시의 산업부문에 인력이 몰리더

라도 LDC 인력의 상당 부분은 농촌 지역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란 점이다. 또한, 농촌은 

빈곤이 가장 깊고 널리 퍼져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LDC에서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존재하는 소농 구조 아래에서 잉여 노동을 고려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와 경제 및 환경 접근방식의 통합 아래 구조 전환은 농촌 

소득과 고용의 농외 비중이 앞으로 더욱 증가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농업 발전은 

제조업을 위해 국내 원료 투입요소를 적절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하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LDC에서는 전체 GDP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림 3>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으로 LDC 농수산부문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에 평균 31.2%에서 2017년에 평균 23.7%로 하락하였다. 이와 견주어 2017년

에 OECD의 농수산부문의 GDP 비중은 평균 1.4%이다.

<그림 3>  LDC 농수산부문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부가가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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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은 LDC 농업부문에 고용된 남성 노동자가 국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이 비중은 1991년에 평균 72%에서 2017년에 56%로 하락하였다. LDC 남성 노동

자의 절반 이상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2017년에 OECD 회원국의 평균은 

6%에 불과하다.

<그림 4>  LDC 농업부문에 고용된 남성 노동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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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농업과 농촌 농외활동에서 소득 증가가 국내에서 생산되면서 교역 대상이 

아닌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촉진하는, 이른바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순환은 다른 경제 분야의 투자와 고용에 양(+)의 파급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업과 농외 

경제활동을 통한, 더 나은 고용과 소득 기회를 확충하면 농촌 인력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일 수 있다. 곧 도시 중심으로 통합이 진전되면서 초래되는 음(-)

의 사회 및 환경 효과를 농촌 개발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8)

  농업은 LDC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부문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의 삶 그 자체이다. 

따라서 농업 활동의 현대화를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것과 더불어 농촌 인구의 전통적인 

 8) 인도의 경우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의 인구증가율이 빠르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일거리를 찾지 못한 

많은 이주민이 도시의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에 흡수되고 있음(Chaudhuri and Mukhopadhya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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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패턴을 적응시키는 것이 농업의 도전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응과정은 농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잠재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

을 피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지하여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한다.

  농업 개량과 농촌 다각화와 관련한 제약은 LDC 안팎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작물 유형, 토양의 질, 지질학적 및 수문학적 조건, 토지임차제도, 필지의 규모, 병해충과 

가축 질병의 유병률 등에 따라 그 차이가 좌우된다. 또한 기후조건과 기후변화의 영향에 

노출된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농촌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 조치를 수립하기도 쉽지 않다. 다른 산업 

정책과 비교할 때 농업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정책입안자들이 다른 나라

의 농업정책 수립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LDC가 직면한 공통적인 

제약 요소들은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농기계와 장비의 만성적인 과소 투자

  ② 비효율적인 재배와 수확 기술

  ③ 저품질 종자

  ④ 미흡한 축산 기술

  ⑤ 병해충이나 가축 질병에 대한 미흡한 대응

  ⑥ 낮은 기계화율

  ⑦ 관개의 제한적인 사용

  ⑧ 열악한 운송 및 저장 시설

2.2. 농업생산과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LDC 농촌 지역에서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면 농업소득의 증대를 꾀할 수 있다. 이는 

계절에 따라 제한적인 노동여건을 개선하거나, 관개와 건조체계 등 농업 하부구조를 개선하

고 확대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농산물의 생산을 증대하면서 그 품질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따라야 한다.

  ① 면적당 단수 향상

  ② 경종과 축산농업에서 노동의 생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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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확 후 손실 경감

  ④ 생산 다각화를 촉진하고 부가가치 높은 작물로 전환 추진

  ⑤ 가공부문과 연계 강화

  ⑥ 상업적 영농의 권장

2.2.1. 단수와 노동 생산성 증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영농방식의 개선, 비료와 살충제 및 고품질 종자와 같은 

필수 투입요소에 관한 접근성 증진, 지역 상황과 기후 및 토양 조건을 고려한 앞선 영농기술

과 장비의 사용 등이 필요하다. 문맹 퇴치와 수리력, 직업 기술, 금융 문맹 퇴치와 비즈니스 

기술 등의 향상은 농촌 구조전환의 기초이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조치들은 농촌의 초등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교육

에 대한, 특히 여성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소농에 대한 농업생산 

및 저장기술과 관련한 훈련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부 정책은 농업 R&D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농업 지도서비스(extension service)를 강화함으로써 농업 수준의 단계를 향상

(agricultural upgrading)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농생태계 구역이나 전략적인 작물의 개발

처럼 지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창출해 이에 관한 비용 효율적인 농업연구센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센터는 농가 수준의 생산기술과 수확 후 기술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필요한 농업 투입요소의 확보에 필요한 조직 및 금융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고품질 종자, 비료 또는 살충제와 같은 투입요소에 대한 접근성

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면 농업 생산성을 증진하는 데 유용하다. 농업 생산성과 환경 지속

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서 적절한 투입요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농가 지도서비스, 

투입요소 보조 조치, 공동구매 조직 등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특히 여성과 

취약한 생산자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 정부가 해마다 생산요소를 위한 소규모 현물 보조를 

제공하는 조치도 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빈곤 농가에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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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다각화와 작물 등급의 향상 및 국제 인증

  빈곤이 줄어들고 농촌에서 농외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작물로 수요가 이동하

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농산물의 다각화를 지원하는 

것은, 특히 환경친화적이고 유기 농산물에 대한 수출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더욱 유용하다. 이에 따라 시장 정보를 농가에 원활히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농산물 

인증을 확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농가와 환경보호 간 모두 이기는(win-win)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정책적인 노력은 WTO의 동식물 위생 기준(SPS)과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협정에 

기초한 공공 인증과 유기농 및 지속 가능한 생산과 공정무역(fair trade) 기준의 이행에 

관한 민간 인증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생산자를 위한 역량 구축과 신속한 인증 절차의 

확충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척도가 된다.

2.2.3. 수평적 연계와 상업화 강화

  농업과 다른 부문 간의 연계는 농민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분야의 생산자 모두에게 중요한

데, 특히 산업 전략이 농산물의 국내 가공을 기반으로 할 때 더욱 그렇다. 농업 투입요소의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은 가공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가에 경영 관리 및 조직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농업 및 산업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문 서비스는 농가에 높은 

수요를, 가공업체에 투입요소 공급의 안정과 개선을 창출할 수 있다.

  농가와 농산물의 국내가공업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산업 단지(industrial park)와 

연합한, 이른바 농촌전환센터(Rural Transformation Center, RTC)를 설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농가는 생산한 농산물을 RCT에 팔고, RCT는 비료, 종자, 가축 사료와 약품 등을 

대가로 공급한다. 이는 분산된 역량을 조직화하고 수급과 품질 중심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참고로, <그림 5>은 인도의 GreenPort 기업이 추진하는 RTC의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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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농촌전환센터(RCT)의 구성요소: 인도의 사례

자료: GreenPort Corp.(https://goo.gl/v4tgx2) (검색일: 2018.12.2.)

  하방산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안정적인 공급과 우수한 제품이 중요하다

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농식품 가공과 섬유 및 가죽 가공, 관광, 안내 서비스 등의 

하방산업 주체들과 맺는 장기 거래 관계의 이점에 관해 알아야 한다. 

정부는 농산물의 상당 부분이 상업화되고, 생산물의 품질을 높이며,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준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일관된 중기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많은 경우 

농업의 상업화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규모 농가에 의해 촉진되어왔다. 이는 

1인당 또는 면적당 단수가 물리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기보다 저비용의 필수 투입요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농업생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고용창출이 제한되고 농업 임금이 

낮다는 점에서 LDC 농촌지역의 빈곤 퇴치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빈곤선 위에 

속한 모든 소규모 농가에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농지가 남아있어야 한다. 기술지도 

서비스는 소농, 가족농, 여성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대규모 상업농과 소규모 가족농 사이에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소규모 생산의 사회적 혜택을 유지

하면서도 소농이 직면한 시장의 불이익을 극복하는 데에는 생산자조합이나 협동조합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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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중요하다.

  농업과 축산업의 상업적 잠재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내 가치사슬 안에서 수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농업 생산자가 가공업체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농을 촉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약농의 가능성은 농가의 의향이나 관심에 달려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은 구매자가 협상 지위를 오용하거나 생산자의 이익이 협상력 차이로 침해

되지 않도록 제도적 관찰을 수반해야 한다.

2.3. 농촌 협동조합과 생산자조합의 역할                            

  협동조합과 생산자조합의 창설이나 조직 향상에 관한 정부의 지원은 농촌의 경제적 전환

에 이바지할 수 있다. 협동조합과 시장 중심의 생산자조합은 농가 간 수평적 연계를 창출하

는 중요한 수단이다. 협동조합과 생산자조합은 농업 생산성 증대, 규모의 경제, 수확후 관리

의 촉진 등의 혜택을 창출한다. 자원을 공동으로 출자함으로써 소농은 종자, 비료, 창고, 

운송, 등급 및 포장서비스 등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과 생산자조합

은 관리와 조직의 노하우, 비즈니스 행정측면의 공동 개선 노력으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다각화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협동조합과 생산자조합은 회원 간 현대적 영농장비를 공유하고 다른 부문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농이나 여성농가가 농업 투입요소, 새로운 기술, 훈련, 정보, 금융 

등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농기업이나 도시 소매업체 등과 비교할 

때 미약한 소규모 생산자들의 협상력을 증진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과 생산자조합은 농촌 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정부는 그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관련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협동조합과 생산자조합

을 촉진할 수 있다.

2.4. 농외활동의 개발

  농촌의 농외활동에서 농업의 향상과 생산 능력의 확충 사이에 보완관계가 성립한다. 농업

기계화는 고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농촌의 농외 경제활동과 고용으로 상당한 

부분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농업 부문의 고용 증가와 빈곤 감소로 인해 주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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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주식 이외 작물로 

다각화가 촉진될 것이다. 특히, 농외활동은 농업 노동 수요가 적은 계절에 생산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농촌 활동에는 상당한 추가 자본투자와 장기 자금조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는 농업으로부터 농촌 경제를 다각화하고, 농외 소득원을 확보하며 농촌 빈곤을 

급격히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농촌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는 노동집약적인 건설이나 유지 활동, 자재 및 기타 

투입요소의 현지 조달과 연계된 고용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농촌 인구에 농외 소득원을 제공

할 수 있다. 농촌 소득을 증대하는 이러한 수요는 농업 향상과 농촌 다각화의 선순환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농촌 소득이 상승함으로써 창출된 수요는 식량의 공급 

측 반응을 끌어내고 국내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다른 기초 소비재를 생산함으로써 농촌 

전환을 촉진한다.

  농가공은 농업과 비농업 활동 사이에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특히 여성의 고용과 

사업 기회 측면에서 유리하다. 지역 식품 가공과 포장 산업 및 운송 서비스의 개발은 도시와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농업 향상을 지원할 수 있다. 적절한 유인책을 통해 

수출 작물은 글로벌 가치 사슬(GVC)에 통합됨으로써 농업소득과 농산물 가공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미 관광분야가 있거나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잠재력이 있는 국가의 

경우 관광 사업은 유기 농업과 전방 연계로 맺어질 수 있다. 실제로 가장 큰 유기 하위 

부문을 가진 국가들은 상당한 규모의 관광부문을 가지고 있다.

  전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농촌의 농외활동에서 차츰 숙련 근로자가 필요하게 되므로 

정부는 각 농가가 요구하는 농외활동에 적합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농촌 

전환의 초기에는 건설 관련 기술이 농촌지역에서 요구될 것이다. 

2.5. 자본 형성과 자금 조달

2.5.1. 농촌 하부구조와 농자재 투자

  LDC 농촌에서 인간개발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하부구조 투자는 상당하다. 이는 학교와 

보건시설의 건설, 수도와 전기 공급의 개선, 관개와 배수체제, 도로와 정보통신기술(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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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부구조가 포함된다. 지역시장과 연계된 도로는 중요한데, 소비 성장과 빈곤 감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의 전기 공급은 농촌 지역의 다각화에 중요한 원동력이다. 그것은 거래 비용을 줄이는 

휴대 전화 지급체제의 기반이 되는 ICT 네트워크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전기는 지역에 

적합한 영농기술 정보를 보급하는데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요하다. 분산 

시스템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은 농촌 전기의 잠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높은 단수와 다각화, 가공업체와 밀접한 연계는 농가 자본 설비의 향상에 달려있다. 농업

에서 만성적인 과소 투자 문제는 LDC를 비롯해 대부분의 농촌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는 공공 하부구조 투자와 현대적 장비에 대한 민간 투자 모두에 적용된다. 후자는 종종 

공공 지원을 통해 육성된다. 민간 하부구조에 관한 투자는 관개 시설, 전력소, 향산된 기술에 

필요한 케이블 등의 건설로 이어진다. 또한 하부구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정책은 특히 소규모 농가와 여성 농가에 중요하다.

  생산성과 농산물의 양과 질을 높이려면 관개와 배수체제, 운송과 에너지 기반 시설, 기계

화 등에 투자가 필요하다. 대규모 장비의 소유권이 비싸서 개별 소농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역의 임대 시장을 육성하거나 협동조합이나 생산자 협회를 통한 공동 소유 제도를 촉진할 

수 있다.

2.5.2. 금융에 대한 접근성

  농업과 농외활동에 대한 자본투자의 증가는 농가와 농기업이 합리적인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자본 축적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농업과 농촌 개발에 

중요하다. 그러나 농업금융은 농업 생산주기와 관련된 특정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절적 

필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농업 신용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은 소규모 및 여성 농민에게 

특히 중요하며 협동조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신용 융자의 전제 조건은 농가가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금융 문맹의 퇴치와 기본적인 경영기술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신용 금융과 

관련해 다른 요건은 농촌에 은행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이 지점망을 확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적절한 상업 은행 서비스가 없는 경우 금융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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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는 주로 농업은행, 농촌개발은행, 공동체 신용협동조

합 등에 맡겨진다. 이러한 기관들은 농촌에서 저축에 도움이 된다. 

  농업 금융기관들은 도시의 상업적 은행보다 농촌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농업과 

지역 특정 위험을 평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신용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협동조합, 생산자조합, 여성 네트워크 등도 회원 간 차입이나 신용 대출 약정을 중개하거나 

보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농가는 보험과 창고의 수령증 계획에 따라 해당 농산물을 담보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에 은행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우체국이 금융 서비스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금융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소액 대출(microcredit) 제도가 농촌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약하

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 대출에 대한 조건부 보조가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액 대출 기관이 부과하는 매우 높은 이자율을 감안할 때 신용 비용을 

적당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농가에 필요한 보조금은 엄청난 규모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촌의 공공 은행은 주의 깊게 선발한 농업과 농외 프로젝트에 대해 장기간 저비용으로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은행은 국가 개발은행이나 중앙은행에 자금을 재융

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자본 설비 구입에 외부 개발은행의 외화 대출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농촌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확산을 장려하는 게 필요하다.

2.6. 여성의 기여도 강화

  농촌의 구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중 한 요소는 성 불평등에서 비롯한 제약들을 

다루는 일이다. 여성은 농촌 노동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생산 잠재력을 

 9) 마이크로 크레딧은 가난한 농민에게 소액의 대출을 제공하고, 계좌개설, 보험상품 제공, 경제 관한 기초교육 등 필요한 지원

을 하는 제도로 그 주된 목적은 빈곤 퇴치에 있음. 수혜 대상은 담보물이 없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이며 주로 소농과 여성임. 1976년에 방글라데시에서 시작한 마이크로 크레딧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오늘날 

그 규모가 7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마이크로 크렛딧의 빈곤 퇴치 효과 혹은 개발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이 제도가 “모래 위에 세운 기초”라고 비판하고 있음(Duvendack et al., 2011).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한 초기의 기대와 

달리,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채가 증가하고 도덕적 해이(투자가 아닌 소비로 융자자금을 사용, 다른 사람에게 재융자 등)가 

발생하며, 한정된 수요 속에 농촌의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간 경쟁을 부추겨 수익 창출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의 원동

력이 되는 지역의 공식부문인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다

수의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음.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들의 비도덕적 행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https://goo.gl/JyMRtd) (검색일: 2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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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하려면 복합적인 제약요인들을 제거하고 정부 지원을 통한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은 생산적인 활동과 돌봄이란 이중 부담을 지고 있어 생산적인 작업과 기술 향상을 

도모하는 데 시간 제약을 지니며 이동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대부분의 LDC에서 여성들은 무급의 농작업, 교육과 훈련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토지 

소유와 유산 상속에서 차별 등을 겪고 있다. 더욱이 농지를 저당물로 잡는 금융기관의 대출 

방식과 신용 신청서를 작성하는 절차에 따른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은 신용에 대한 

접근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제약사항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3. 결론

  최빈개도국(LDC)의 농업과 농촌 개발은 빈곤 감축과 기아 퇴치,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 LDC 경제의 농업부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농업과 농촌 및 농생태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현재 LDC 47개국은 농업 취약성은 그 기준을 볼 때 자명하다. 우리가 더욱 경계해

야 할 것은 다른 일반 개발도상국의 사례와 마찬가지고, 이른바 농업문제가 만성적이고 

그 구조 전환이 난망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60년 이상 정책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LDC 

농업은 복합적인 제약요인들과 한계에 둘러싸여 지속적인 성장 유인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

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앞에서 제시한 농업 및 농촌정책의 과제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가 추구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농업부문에서는, ① 

필요한 농업생산 투입요소와 장비에 대한 접근성 촉진, ② 농촌의 협동조합과 생산자조합의 

강화, ③ 농업생산 규모와 패턴의 최적화, ④ 농산물 취합과 운송체계의 개선, ⑤ 영농의 

공정한 상업화 촉진 등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농촌 개발 측면에서는, ① 농촌의 

물, 운송, 에너지, ICT 체계의 개선, ② 교육과 건강서비스의 강화, ③ 여성에 대한 차별 

대응, ④ 금융 서비스망의 강화, ⑤ 농외활동의 촉진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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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UN을 비롯해 거의 모든 사람이 농업 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칭송하던 소액대

출제도(microcredit)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복합적인 LDC 농업문제에 실질적으로 다가서

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노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또한 농민과 농업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구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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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담, 식량안보·항생제 내성 억제·기후 변화
관련 공동성명

국제 농업 정보 (2018. 12)

 G20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서명

 � G20 정상들은 식량 안보,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확산,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전념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함.

 � 20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사람중심의 포괄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의제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을 지향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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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정상들은 일의 미래, 개발을 위한 인프라, 지속가능한 식량 안보, 그리고 

G20의 모든 의제를 관통하는 성 주류화 전략 논의에 초점을 맞춤. 

 � 세계경제 전망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가 간 성장 동조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으며 금융취약성, 현 무역 이슈, 지정학적 우려 등 일부 위험 요인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인식함.

 중국과 미국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 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교전 확대를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음. 

- G20 국가 정상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새롭게 다짐함.

 � 식량 안보 문제해결이 굶주림과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 데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공동성명서는 밝혔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리는 가족 및 소규모 농장주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각 국가가 자발적

으로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토양, 수자원 등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

며, 농촌지역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역동성을 증진시킬 것임. 

- 우리는 혁신적이고 전통적인 농업부문의 관행과 기술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공

유하는 것을 권장함. 

- 우리는 위험관리 강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극심한 기

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공하는 데 있

어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우리는 부가가치, 생산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농식품 글로벌가치사

슬(Agro-Food Global Value Chains)을 개선하며, 식량 손실과 낭비를 줄이기 

위한 계획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부문, 과학계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 노력을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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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 성명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활동을 다루고 있으

며, 2030년까지 건강과 관련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실천 계획의 개발을 촉구함.

- 해당 성명서는 또한 항생제 내성 확산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여러 부문의 행동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세계적인 책임이 되고 있음.

- 10월 말, 유럽의회는 가축에 대한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승인

하면서 6월에 이사회와 체결한 규정에 관한 합의를 원칙적으로 확인함.

- 새로운 규정은 감염의 임상 징후가 없을 때 예방조치로 단일 동물에게 항생제를 

예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의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와 심각한 결과를 동반하는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정당화됨.

 � 마지막으로 G20 정상들은 파리협정을 되돌릴 수 없다면 협정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함.

- 미국은 파리 협약에서의 탈퇴 의사를 반복한 한편, 모든 에너지 원천과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접근 및 안보, 환경 보호에 전념하고 단언하였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8530/G20-leaders

-commit-to-food-security-limiting-AMR-and-tackling-climate-change) 

(2018.12.03.) 

미국 USDA, 농업 수출 확대 위한 2019년 무역사절단 결성  

 USDA, 무역사절단 결성 발표

 � 미국 농무부(USDA) 무역 및 해외농업부문(Trade and Foreign Agricultural Affairs) 

담당차관인 Ted McKinney는 5개 대륙에 걸친 7개의 무역사절단이 2019년에 결성될 

것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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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d Mckinney는 농업부문 무역사절단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

척하고 잠재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함.

- USDA 해외농업국(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의 마케팅 및 무역전문

가들은 미국 농산물 및 식품 판매를 위한 잠재성이 높은 신흥시장 및 이미 확립

된 시장 모두를 신중하게 선택함.

- 마케팅 및 무역 전문가들은 2019년에 대비하여 5개 대륙에 걸쳐 7개의 시장을 

확보하였음.

 � USDA FAS는 지난 2018년 간 과테말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을 기반으로 하여 무역관련 임무를 수행하였음.

- Ted Mckinney는 2018년 무역 임무를 통해 200개 이상의 미국 기업 및 기관들

이 해외 구매자들과 3,000번 이상의 미팅을 성사시켰으며, 1년 간 1억 4,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그는 참여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보다 더 중요

한 것은 결과에 대해 참여자들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라고 함.

 � 2019년에 예정된 임무 및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대만(타이베이), 3월 11일-14일

- 캐나다(몬트리올, 토론토), 4월 2일-5일

- 콜롬비아(보고타), 6월 3일-6일(파나마 구매자 포함)

- 베트남(호치민시), 10월 14일-17일(미얀마의 버마와 태국의 구매자 포함)

- 케냐(나이로비), 10월 28일-31일(부룬디, 지부티, 에티오피아, 르완다, 수단, 탄

자니아, 우간다의 구매자 포함) 

- 멕시코(멕시코시티), 11월5일-8일

- 영국(런던)

- 위의 시장들 중 미국은 최근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개정하기 위해 멕시코 및 캐나다와 협정을 체결

하였으며 NAFTA의 새로운 명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임(US-Mexico- 

Canada Agreement, US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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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사무국은 영국

이 현재 진행 중인 브렉시트를 통해 EU로부터 탈퇴한 이후 무역협정을 위한 준비가 

되자마자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8558/USDA-sets

-2019-trade-missions-to-expand-US-ag-exports) (2018.12.05.) 

우크라이나, 2020년까지 러시아산 농식품 금수조치 
연장 결정

 � 우크라이나는 2020년까지 러시아산 농식품에 대한 금수조치(embargo)를 연장함. 

- 우크라이나 장관은 러시아산 농산물 및 식료품 목록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연

장하기로 결정함. 

 � 우크라이나 정부가 2018년 12월 18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러시아산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와 2015년까지 무관세로 수입되었던 특정 물품의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차별적이고 비우호적인 무역제재를 중단하지 않으면 2020까지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힘.

- 금수조치가 시행되는 러시아산 물품목록에는 쇠고기, 가금류, 돼지고기, 육가공

품, 생선, 및 해산물, 유제품, 커피, 차, 제과류, 감자, 유아용 식품, 파스타, 소스

류, 식품첨가물 및 향신료, 맥주, 주류 등이 포함됨.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무역은 2014년에서 2016년에는 가파르게 하락하였으나 

2017년 양국 간의 교역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음. 

-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의 수출은 10% 증가한 39억 3,600만 달러를 기록하였

으며,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40% 증가한 72억 400만 달러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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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러시아는 2018년 7월, EU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차를 2019년 12월까지 연장

한 바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vu.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CO223944/Ukraine-exte

nds-Russian-agrifood-embargo-until-2020) (2018.12.19.) 

아르헨티나, 17년 만에 미국으로 신선 쇠고기 수출 가능 

 � 미국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11월 26일,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을 

인가하는 위생 검사시스템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

- FSIS는 이미 지난 2015년 7월에 아르헨티나산 신선 쇠고기 수입을 허가한 바 

있으나, 식육검사시스템이 미국의 위생기준과 동등한 인증 기준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출이 실현되지 못한 것임.

 � 이번 발표에 따라 아르헨티나 국가 농축산품위생관리기구(SENASA)를 통해 실시되는 

검사시스템이 미국 위생기준과 동등성이 인정됨. 

- USDA 위생기준의 동등성이 인정되는 아르헨티나 기업은 14개 사가 있음(2018

년 5월 22일 기준).

 � 이번 발표에 따라 소의 내장, 머리, 발굽을 포함하지 않는 뼈 없는 고기 중에서 연간 

2만 톤(약 1억 5,000만~1억 8,000만 달러)의 대미 수출이 승인됨. 

- 아르헨티나 농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신선 쇠고기 수출은 17년 만임. 

- 2만 톤을 넘는 경우, 26.4% 추가관세가 부과됨.

 � 아르헨티나 농업협회(SRA) 회장(Daniel Pelegrina)은 아르헨티나 육류산업에 있어 

미국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대미 수출이 결정됨에 따라 다른 국가로의 

시장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고 함. 

 � 또한 G20 정상회담(11월 30일~12월 1일)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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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은 “미국은 식품 및 쇠고기시장에서 주요 

수입국으로 미국과의 교역은 큰 비즈니스 기회”라고 강조함. 또한 “아르헨티나는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일자리의 증가를 

의미한다”며 미국시장으로의 쇠고기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  

 � 미국은 2018년 3월 23일, 개발도상국 및 지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일부 면제를 

적용하는 일부특혜관세제도(GSP) 리스트에 아르헨티나를 6년 만에 추가함. 

-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산 농산품 및 식품에서 약 500개 이상 품목이 미국 수입될 

시 무관세가 적용됨. 

- 2018년 1월부터 9월 대미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상기 500개 이상 품목에 포함

된 바이오디젤(HS271019)은 전년 동기대비 3.6배(1억 5,200만 달러), 과일 쥬

스(HS2009)는 1.5배(1억 2,000만 달러) 증가함.

※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biznews/2018/11/5a768f4fe0caf237.html) 

(2018.11.29.)

태국, 신선채소·과일의 선별 및 포장시설 규제 시행 

 � 태국에서 신선채소·과일 유통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본산 채소·과일 

수입 지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

 � 태국 보건국은 신선채소·과일의 잔류농약 문제 등을 토대로 2017년 8월과 9월에 선별 

및 포장시설의 위생 관련 조건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고시 제386호와 시행규

칙을 공시함. 

- 신선채소·과일의 농약 사용 규정을 준수하는 재배지에서 채소·과일을 입하하도

록 함. 

- 또한 위생적인 시설에서 선별 및 포장관리를 하는 동시에 출하·입하나 제조 등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도록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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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시에는 제조자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만 바트(약 34만 4,900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됨.

 � 이번 규제는 신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25일부터 적용이 되며, 기존 사업

자들에게는 2019년 8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특히 기존 사업자들은 일본산 채소·과일의 수입 지속을 우려하고 있음.

 � 일본에서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국제인정기구포럼(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AF)에서 인정된 조직·기관에서 ‘ISO22000’등의 인증을 얻거나 보건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정부 등의 행정기관에서 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 있음. 

 � 대상품목은 메론, 딸기, 오렌지, 배, 포도, 파, 토마토, 감자를 비롯하여 보건부 고시에 

열거되어 있음.

- 태국 국내 생산 현황 등을 근거로 대상품목은 차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최근 태국에서는 일본의 채소·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사과나 딸기 등 일본

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biznews/2018/11/7627d93e4388b6e7.html)(2018.

11.29.)

자료작성 :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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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2018. 12)

1. 아시아

□ 대만, 냉동식품 시장 성장세 지속

▪대만 경제부가 발표한 2018 식품산업연감에 따르면, 대만 2017년도 냉동식품 

생산액이 식품 전체 생산액의 11.4%를 차지함.

▪2017년도 대만 냉동식품 총 생산액은 700억 대만달러(약 2만 5,550억 원), 

생산량은 74.1만 톤으로 전년대비 모두 성장세를 보임.

▪냉동식품은 대만 식품무역의 주요 품목으로 수출입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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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2017년도 대만 냉동식품 수입액은 585억 대만달러(약 2만 1,352억 원)로 

전년대비 성장률은 1.5%를 나타내었고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대만 내 냉동식품은 식품원료(농수축산물 포함)가 선별 세척과정 후 전처리, 포장, 

영하 40도 이하 급속 냉동, 영하 18도 환경에서 보관 운송 후 소비자에게 판매됨. 

- 대만의 냉동식품에는 냉동수산식품, 냉동축산식품, 냉동채소, 냉동과실, 냉동조

리 식품과 기타 냉동식품을 포함하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대만에서 아침과 점심 식사의 외식 비율은 상당히 높지만 저녁식사의 

외식 비율은 약 30%에 불과하며 70%는 집에서 저녁식사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싱글족, 혼밥족, 소가족 형태가 많아짐에 따라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데워

서 먹는 반조리 냉동식품의 구매율이 높아지면서 특히 편의점의 저녁 및 야간의 

즉석식품 매출 확대 및 신제품 개발 등으로 시장이 확대됨.

▪최근 몇 년간 빠르고 간편한 요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져 대만 편의점은 식품업체

와 협력하여 대만 현지의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한 건강한 냉동식품 브랜드 ‘功夫台菜’

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며 ‘클린 라벨(Clean Label)’를 강조한 냉동조리식품임을 강조

하여 홍보하고 있음. 

- 슈퍼마켓 및 대형유통매장에서도 소가족이나 1인 가구가 먹을 수 있는 소포장 

냉동조리식품의 비중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11.19.)

 □ 태국, 설탕세에 이어 소금세 부과 예정

▪태국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음료에 

함유된 설탕의 양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하는 설탕세 적용에 이어 짜고 지방이 많은 

식품에 대한 소비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계획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금과 지방 함유량에 기초한 식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는 설탕

세에 이어 태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예정된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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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최대권장섭취량인 2,000mg을 초과한 하

루 3,500mg의 소금을 섭취한다고 함.

▪태국 소비세국은 국내 제조사들에게 소금과 지방의 함유량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해 5년 후 적용할 예정이며, 5년 안에 식품에 함유된 소금과 지방을 

줄이는 제조사에게는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함.

▪이 소비세 정책은 라면, 과자, 소스류 등에 부과되며 편의점 도시락, 즉석 냉동식품, 

발효식품, 피쉬소스 등에는 부과되지 않음. 

- 흔히 말하는 편의점 도시락과 즉석 냉동식품에 세금이 부과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편의점 김치볶음밥 도시락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식당에서 조리해서 판매

하는 김치볶음밥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공정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

이라는 설명임,

▪태국 소비세국은 전기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오토바이, 소금 및 지방 함유 

식품 등에 부과하는 소비세 정책을 올해 연말 안에 내각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음.

▪아직 소금과 지방에 대한 소비세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발표

되지 않았지만, 라면, 과자, 소스류 등은 우리 농식품의 대 태국 주요 수출품목인 

만큼 현지국의 식품안전 정책방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태국 정부의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전망이고 건강 관련 

홍보 및 캠페인으로 태국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급속하게 변하고 있음. 

- 무설탕, 유기농, 천연 조미료, 저염제품 등은 아직 작은 규모의 틈새시장이지만 

향후 태국정부의 정책방향과 발맞추어 충분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주요 식품 키

워드로 평가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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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농기계부품 시장 동향

▪2017년 일본 농업기계 출하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4,374억 4,500만 엔으로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됨.

- 2018년 상반기 전체 출하액 또한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한 2,303억 엔임. 

- 이 가운데 트랙터는 3.7% 증가한 2,466억 7,000만 엔, 콤바인은 큰 변동 없이 

712억 1,400만 엔, 이앙기가 1.7% 감소한 340억 100만 엔을 기록함. 

- 농기계부품은 농업기계 시장 전반과 맞물려 움직이는 상황임. 

▪한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농업 인구 240만 명 중 65세 이상은 약 60%으로 고령화

와 후계자 부족, 일본의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연도마다 변동은 

있지만 농업기계·자재의 국내 출하액은 전반적 감소하는 추세임.

▪TPP의 미국 이탈로 다시금 미국과의 무역협정(TAG)을 맞닥뜨린 일본, 국내 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여러 위험요인이 있어, 보다 단가가 저렴한 농기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수출에 적극적인 일부 농가를 제외하면 농기계에 대한 신규 투자에도 신중한 분

위기임.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 혁신에 발맞춘 환경 정비를 

도모하고 있음. 

- 2016년 3월 자동운전 농업기계를 2020년까지 실용화할 방침을 발표함. 

- 2017년 5월에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성 낮은 농업자재 제조업체 

등의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한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법’을 제정함.

▪또한 2018년에는 자동 운전기술이 잇따라 실용화됨. 

- 쿠보타는 자동운전 컴바인을, 얀마홀딩스는 자동운전 트랙터를 연말 출시함. 

- 이세키농기는 논을 자율 직진하는 모내기 기계 구색을 확충함.

▪일본의 농기계 부분품 수입은 중국제품이 50% 이상을 차지함. 

- 미국이 10% 내외의 수입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만, 한국, 독일이 3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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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쟁하고 있는 형국임. 

- 2018년 3분기까지는 1위, 2위국인 중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고, 

수입시장 점유율도 감소한 상황이나, 대만, 한국 등 3위권 이하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함.

▪한국 제품 수입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18년 3분기까지 한국으로부터의 농기구 부품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69% 증

가한 2억 9,800만 달러로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12.12.)

 2. 아메리카

 □ 브라질, 대두 등 농산물 생산 증가로 비료 수요 증가 

▪곡물 유통회사인 FCStone에 따르면, 2018년 대두 생산 증가로 브라질 비료 소비량

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3,500만 톤이라고 함. 

- 브라질 비료시장은 국내 공급이 부족하여 수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염화칼륨 비료는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FCStone는 2018년 7월 화물운임 상승과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비료 소비가 

3.7 %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대두를 비롯한 농작물 생산이 늘면서 비료 소비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8월 비료 소비량은 480만 톤을 기록했으며, 9월은 225만 톤을 소비한 것

으로 밝혀짐.  

▪브라질 비료보급협회(Anda)에 따르면, 2018년 1~9월 누적된 비료 소비량은 전년 

동기대비 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농업은 브라질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임. 

- FAO/OECD 연간 농업전망 보고서 따르면, 브라질은 향후 10년 내에 세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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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규모의 농작물 생산량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 생산 증가에 따라 비료 수요가 늘면서 공급이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음. 

▪브라질은 칼륨과 질소 비료 부족으로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산염 비료

도 일부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이후 브라질은 염화칼륨비료 사용량이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PotashCorp에 따르면 향후에도 브라질은 농산물 생산 증가에 따라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평균 염화칼륨 비료 소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GlobalFert에 따르면 2017년 브라질은 2,390만 톤의 비료를 수입했으며 그 중 염화

칼륨 비료가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970만 톤으로 나타남. 

- 염화칼륨 비료의 주요 수입국은 벨라루시아, 러시아, 캐나다 및 이스라엘임.

▪국제비료생산협회(IFA)의 전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간 브라질 농업분야에

서 비료로 사용되는 요소, 인산염 및 칼륨 소비량은 약 8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 시장은 국내 비료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제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 칼륨은 비료성분 중 가장 수요가 높은 성분으로 2021년까지 브라질은 1,050만 

톤의 칼륨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됨. 

- 요소는 2018-2021년까지 350만 톤에서 8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며 인산염

의 소비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FCStone에 따르면, 브라질은 세계 최대 대두 수출국이며, 현재 3,600만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 대두가 재배되고 있음.

▪최근 브라질산 대두의 수요 증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산 

대두 대신 브라질산 대두를 대량 구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남.

▪대두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 작황이 좋아지고 있어 비료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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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나마, 니카라과산 냉동 쇠고기 수입 규제 

▪최근 파나마의 냉동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 

- 파나마 냉동 쇠고기 수입국은 주로 미국, 칠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캐나다, 니카라과 등임. 

- 파나마의 주요 수입국 순위는 Auspa(파나마식품안전당국)와 DEPA(파나마식품

보호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하여 파악됨.

▪미국은 2017년 약 500톤에서 2018년 약 1,000톤의 비약적인 수출량의 증가를 보였

으며 니카라과 또한 2017년 약 170톤에서 2018년 약 360톤의 수출량 증가를 기록함. 

▪파나마농림부(MIDA)의 고위 간부인 Eduardo Carles은 향후 20년 안에 파나마 내 

쇠고기 값의 지속적인 하락이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함. 

- 이 문제와 관련하여 파나마 대통령 Juan Carlos Varela에게 파나마 내 도축업

자 및 소상공인들의 수익을 왜곡하는 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함.  

▪파나마목축조합(La Economía ganadera de Panamá)의 보고자료(2017년~2018

년 6월)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쇠고기 생산업자에게 분배되는 수익이 감소하는 추세

라고 함. 

- 실제로 2016년에서 2018년 간 송아지 고기 가격이 1kg당 2.63달러에서 2.22달

러로 하락하였으며, 쇠고기 가격은 1kg당 1.9달러에서 1.66달러로 하락하였음.

▪파나마 정부는 국내 시장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니카라과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가격 규제 결정함.

▪파나마농림부(MIDA)는 국내 시장 내 쇠고기 가격 조정을 위해 쇠고기 수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농림기술부장관 Edwin Vergara는 쇠고기 수입에 15%~50%의 범위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힘. 관세부과는 파나마상업·산업부(MICI)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그 효력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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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재 파나마 쇠고기 최대 수입국인 니카라과산 쇠고기 수입에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안되었음.

▪2018년 8월을 시작으로 여러 농수산물 생산 기업들이 유제품 및 육류 제품의 무분별

한 수입에 대항하는 시위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짐. 

▪실질적인 가격 규제의 부재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가장 많은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 미국은 2018년도 상반기 기준 총 1,064.85톤을, 니카라과는 2018년도 상반기 

기준 총 359.38톤을 파나마로 수출하였음. 

-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니카라과 쇠고기수입량의 약 2.5배임. 그러나 실제 규

제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받게 될 국가는 니카라과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12.12.)

 3. 유럽

 □ 러시아, 온실 및 스마트팜 동향

▪농업은 러시아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2035년까지 투자가 확대될 전망임. 

- 중단기적으로 농업기계 수출이 유망하며, 장기적으로 농업 스마트시스템이 유

망함.

▪러시아는 2015년부터 농산물 수입을 제재하였으며, 이는 러시아 기업의 자생력 강화

로 이어져 급속도로 농업이 발전함. 

- 2020년까지 러시아 정부는 농경지 면적을 24.8% 이상 확장할 계획임.

▪2017년 러시아의 온실 총 면적은 전년대비 200헥타르 이상(10%) 증가한 2,600헥타

르였으며, 2020년까지 약 3,200헥타르로 확대될 전망임.

▪러시아 온실협회에 따르면 2017년 러시아 온실에서 93만 톤의 작물이 수확됨. 

- 러시아 온실 농업으로 가장 많이 수확하는 작물은 오이(66%), 토마토(3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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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작물(3%)로 구성됨.

▪3월에서 11월 러시아의 오이 자급률은 90~95%지만 그 외의 기간에는 50% 이상 

수입에 의존하며, 토마토 또한 제철이 아닌 시기에는 75~80% 수입에 의존함.

▪2013년에서 2014년 러시아는 100만 톤의 오이와 토마토를 수입했으나 2016년에는 

58만 톤으로 42% 감소함.

▪러시아 내 온실 농업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쿠반으로 230헥타르의 온실 농장이 

구축됨. 

- ‘마그닛’의 자회사인 ‘그린 라인’이 83헥타르의 온실을 쿠반에서 운영 중이며, 

해당 온실은 오이 재배에 사용되고 있음. 

- 쿠반의 온실은 오이 재배가 55%, 토마토 재배가 35%, 그 외 작물 및 꽃이 재배

되고 있음.

▪러시아 스마트 농업기기는 크게 무인 트랙터, 드론, 무인 조종을 위한 내비게이션 

및 통신장비 확충에 집중되어 있음. 

- 무인 트랙터, 수확기 외에도 기계 학습, 인공지능, 블록체인, 개방형 데이터 등이 

응용된 스마트 농업 분야가 있으나, 러시아는 현재 장비부문에 편중되어 있음.

▪‘Lipetsk-Agro’, ‘Dolina 채소’가 리페츠크 주에 오이와 토마토 재배를 목적으로 

한 40헥타르 규모의 온실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음. 

- 그 외에도 톨마초보, 야로슬라브 등의 지역에서 온실 프로젝트 진행 중임.

▪무인 농업기계에 대한 투자로 무인 트랙터, 무인 수확기 등의 기계에 사용되는 내비게

이션 및 작동 제어시스템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음.

- Cognitive Technologies사는 2014년부터 랴잔 지역에서 무인 트랙터 

AgroBot을 개발 및 시험 운영함. 

- 2016년 Cognitive Technologies사는 Rostselmach사와 협력하여 러시아 로스

토프 온 돈 지역에 무인 트랙터 및 수확기 등의 농업기계 시험을 진행하고 있음. 

- 농기계 원격시스템을 개발하는 Roselectronics사는 Rostselmach사와 협력하

여 농기계의 원격 제어설비에 필요한 작동 제어시스템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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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스마트 팜 구축의 핵심 제품 중 하나로 시험단계를 넘어 운영단계임. B-pla사

는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측량 등 농업 및 도로, 수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드론을 2년 간 시험하고 있음. 

- Geoscan사는 전문 항공사진 개발업체로 Agisoft Photoscan 등의 소프트웨어

를 개발했으며, 해당 업체의 제품은 주로 농경지 촬영 및 농경지 지도 제작 등

에 활용됨.

▪농업 클라우드 등의 농업분야 사물인터넷(IoTAg)은 2016년 러시아의 IoT 프로젝트 

중 6%를 차지함. 

- ISBC 그룹은 젤레노그라드 지역에서 RFID(스마트 태그) 기술을 스마트 팜에 

접목하여 시험 중이며, Strizh Telematics사는 농업 원격제어 및 감시시스템을 

개발하여 벨고로드 지역에서 시험 중임.

▪러시아가 2016년 4월 발표한 2035년 국가기술구상 이행(정부령 317호)에 스마트 

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2035 국가기술구상 이행에서 농업관련 분야로 FoodNet(작물과 영양)과 AeroNet 

(드론)이 언급됨. 

- FoodNet은 작물 정보, 식품 정보, 영양 정보 등을 포함하는 DB로 소비자 개인

에 맞는 농산품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임. 

- 현재 FoodNet의 일환으로 Skoltech사가 650만 달러 규모의 데이터 구축 프

로젝트 진행 중임.

▪러시아 온실에서 재배되는 주요 작물은 오이와 토마토임. 제철에는 자급률이 90% 

이상에 달하는데, 이는 러시아인이 개인 별장(다차)에서 주로 오이와 토마토를 재배하

기 때문임.

▪장기적 관점에서 IoT,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러시아 농업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중단기적으로는 드론, 무인 농업기계 등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파악됨. 

- 러시아 내 스마트 팜 관련 투자는 현재 기계장비 구축 및 확충에 집중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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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IoT 등의 소프트웨어 측면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상태임.

▪2035 국가기술구상 이행에 따라 스마트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러시아의 수입대체화정책과 정부 지원 효과에 따라 농기구 생산기업에 대한 보

조금 등으로 한국 기업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어 현지 합작투자 진출을 

고려해볼 만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12.04.)

 □ 러시아, 레디밀 시장 동향

▪2017년 러시아 레디밀 시장규모는 약 32억 달러(1,873억 루블) 기록함. 

- 러시아 레디밀 시장은 2022년까지 연평균 2.4%의 성장률로, 약 2000억 루블

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서 러시아 전체 레디

밀시장의 82% 차지함.

▪레디밀 주 소비 요인은 저렴한 가격, 긴 유통기한, 무방부제, 빠른 조리 속도 등이 

있음. 

- 레디밀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유통 중 변질할 우려가 없는 식료품이므로 거

래가 용이함.

▪특히 인스턴트 누들은 러시아인 70% 이상이 소비하고 있는 유망시장임. 인스턴트 

누들의 주된 소비 요인은 시간 절약(51%), 휴대성(49%)으로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

서 소비가 주를 이룸. 

▪인스턴트 누들 최대 생산지인 뚤라지역(82.1%)에는 러시아 최대 라면제조업체인 

Marven Food Central(Rollton, BIGBON, Rolben, RolRol, Petra)의 공장이 있음. 

- 그 외 랴잔 및 첼랴빈스크 지역에서 제품이 생산됨.

▪러시아 면류 상품의 2017년 수입 비중은 전년대비 57.87%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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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대부분 국가에서의 수입액이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 다시 회복

함. 한국산 수입액은 2016년 35.16% 감소했으나 2017년 감소폭이 좁아짐.

- 2017년 1분기 한국산 수입액은 7.27% 감소했으나 전년동기 대비 2018년 42%

의 증가율을 보이며 상승세임.

▪러시아 제빵류상품의 세계 수입시장 점유율은 29.51% 증가함. 

- 러시아 밀가루 가공식품 수입국 1위는 폴란드가 꾸준히 차지하고 있으며 2017

년 점유율은 26.92%임. 

- 한국은 러시아 수입국 중 8위를 차지하고 수입액은 2017년 509만 달러를 달성

해 12.56% 성장함.

▪러시아 레디밀시장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8~9%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2020년 수입량은 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12.04.)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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