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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학교급식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농업 연계 사례

원 지 은 * 1)

1. 들어가며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회원국들의 학교급식 제도는 각 국가의 국내법 및 

제도에 따라 운영한다. 해당 국가들은 각국의 상황과 특징에 따른 우선순위와 목표를 포함한 

학교급식정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EU는 회원국들의 학교급식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연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몇몇 국가에서는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신선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을 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각국의 학교급식정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추세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하고, EU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학교급식 제도 지원을 위해 실시했거나 실시하고 있는 계획 

및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이어서 영국과 이탈리아의 학교급식과 지역농업 간의 연계 사례에 

대해 정리하여 제시한다.

2. 유럽 학교급식정책 운영 현황1)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가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및 스위스의 

국가 학교급식정책 분석(Mapping of National School Food Policies across the EU28 plus 

Norway and Switzerland)’에 따르면 28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스위스를 포함한 총 30개

 *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정책학 석사(wjesmu@gmail.com).  

 1) 2장의 내용은 유럽연합 산하의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에서 발간한 

‘Mapping of National School Food Policies across the EU28 plus Norway and Switzerland’의 내용을 요약하

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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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모두 학교급식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필요와 특징에 따라 정책

의 세부내용은 단순한 교내 허용(불허용) 식품 목록부터 급식식단 계획, 급식업체 조달, 

급식소 직원 교육, 식당 및 주방 시설, 교내 식품 판매 금지조항 등을 아우르는 보다 넓은 

범주의 가이드라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해당 정책의 82%는 미취학 및 그에 상응하

는 나이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이들을 위한 보완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각 국가의 정책 구성 및 중점사항에 따라 30개국에서 추진 중인 34개 

정책2)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2.1. 유럽 학교급식정책의 구성

  유럽 학교급식정책은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개별 정책으로 마련되어 운영되거나, 다른 

정책의 일부 조항으로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체 유럽 학교급식정책의 65%가 별개의 

독립 정책으로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만 정책(26%), 교육 정책

(24%), 보건 정책(15%)의 일부로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3) 또한 국가의 행정 및 정책운영 

체제에 따라 정책 소관 부처 또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전체 학교급식정책의 약 47%는 

둘 이상의 부처가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부(29%), 교육부(18%), 농업부(3%)가 그 뒤를 

이었다. 더불어 34개 정책 중 18개 정책이 의무조항을 포함한 정책인 반면 16개 정책은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유럽 학교급식정책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항목은 아동 영양 개선으로 전체 회원국 

정책의 약 97%에서 해당 내용을 주요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 교육(94%), 아동비만 감소 및 예방(88%), 영양 부족 상태 개선 및 예방(65%), 

건강 격차 개선(53%), 성취도 개선(50%) 등이 주요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그 외에도 학부모, 

지역커뮤니티 지원 및 지역 농업 경제 활성화, 학교 출석률 향상 등의 목적도 존재한다.

  정책 성과평가 측면에서 보자면, 전체 정책의 74%가 한 가지 이상의 성과평가 대상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주로 많이 활용되는 평가 항목은 학교에서의 식품 제공 여부(56%), 급식 

등록률(35%), 아동 영양 상태(29%), 교내 식품 소비량(24%), 급식 서비스 제공의 재무적 

 2) 대상국 중 벨기에(플랑드르, 왈로니아 지역)와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경우 지역별로 다른 학교급

식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3) 일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이 다른 정책에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율의 총합이 100%를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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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15%), 지역 농가와의 연계(12%), 건강 격차 개선 정도(6%) 순이었다. 한 가지 흥미로

운 사실은 몇몇 국가에서는 학교급식정책에 대한 일부 평가항목으로 사회적인 측면도 고려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은 학생들이 충분한 식사 시간을 배정받고 있는지, 선생님, 숙련

된 주방 직원 및 또래 학생들과 즐겁고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통해 평가 결과로 반영된다.

2.2. 유럽 학교급식정책의 분류 및 중점사항

  각 국가별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 및 일과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급식정책

이 다루는 식사의 시기 및 횟수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정책이 점심(86%)과 간식

(88%) 급식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었으며, 아침(65%)과 저녁(47%)을 다루는 정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급식정책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점심 이외의 

식사에 대한 식품기반표준(Food-based standard for non-lunch)’과 ‘점심 식사에 대한 식품

기반표준(Food-based standard for lunch)’으로, 대부분 정책이 해당 내용을 포함한다. 이어

서 연령대에 적합한 식사 제공량(Age-appropriate portion size), 점심 식사에 대한 영양기반

표준(Nutrient-based standards for lunch) 등의 내용이 뒤를 이었다. 50% 이상의 정책에서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아래 <그림 1>에 명시되어 있다.

<그림 1>  유럽 학교급식정책 기준 및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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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0% 이상의 유럽 학교급식정책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기준만 명시함.

자료: Storcksdieck, S.,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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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명시된 항목들 외에도 조리법(47%), 주방 시설 및 기구(41%), 조달 방법(38%), 식품 

준비 및 제공방식(38%) 등도 일부 정책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일례로 오스트리아의 경우 

매 쉬는 시간마다 3가지 이상의 과일을 최소 10조각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몰타의 

학교급식정책에서는 과일과 채소 사진 포스터와 정확한 식단 및 가격 정보를 게시판에 게시

하여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 밖에 식품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

기 처리방식(26%), 최소 혹은 적정 직원 수준(24%), 식품접촉제품 규격(21%) 등의 항목 또한 

기준으로 포함되었다.

  특히 식품기반표준(Food-based standards) 내용 중 많은 정책에서 언급된 세부 항목들로

는 탄산음료와 같은 특정 음료에 대한 제한, 과일 및 채소 제공, 언제라도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는 접근성, 식사 준비 및 식사 시 소금 제공량 제한, 당류 및 튀김/가공음식 

제한 등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 및 순위는 아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유럽 학교급식정책 식품기반표준 세부항목별 언급 빈도

식품기반표준 세부항목 점심 식사 점심외식사

특정 음료 제한 82% 82%

과일 및 채소 제공 79% 68%

깨끗한 식수 제공 79% 68%

탄산음료 제한 71% 65%

당류 제한 68% 79%

유제품 제공 빈도 65% n/a

튀김/가공음식 제한 65% 65%

소금 제공량 제한 65% 59%

비육류/비유제품 단백질 제공 빈도 59% n/a

(등푸른)생선 제공 빈도 59% n/a

감자칩과 짠 스낵류 (crisps/savoury) 제한 59% 74%

적색육류 제공 빈도 53% n/a

유지류로 조리한 전분성 식품 제한 53% 53%

자료: Storcksdieck, S., et al.(2014)

  그 외에도 일부 학교급식정책들은 저지방 식품 사용, 식사 준비과정, 사용 유지류 등에 

대한 의무 혹은 권장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례로 통밀 제품의 사용은 벨기에 플랑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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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스페인, 스위스의 학교급식정책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며, 식품 첨가물 제한 및 금지에 대한 조항 또한 벨기에 왈로니아 지역,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헝가

리, 이탈리아,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정책을 통해 약 20일 주기로 활용

할 수 있는 급식 식단을 구성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같은 식품기반표준 세부항목을 활용하는 학교급식정책의 경우에도 국가에 따라 

그 정도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과일 및 채소 제공 항목과 관련하여 몇몇 

국가들은 단순히 매일, 혹은 일주일에 몇 회 과일 및 채소를 제공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반면, 다수의 다른 국가들은 연령대에 적합한 식품 제공량 및 식단에 과일과 채소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방법(수프, 샐러드, 디저트 등)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한다. 또 다른 경우

로, 탄산음료에 대한 제약 또한 특정 경우에만 제공을 허용하는 수준(벨기에 왈로니아 지역, 

스위스 등)부터 완전히 금지하는 경우(헝가리, 루마니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개 국가

에서 공통으로 허용하는 음료 군은 물, 무가당 차, (저지방) 우유와 (희석된) 주스 등이었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등의 국가에서는 카페인 및 알코올음료의 제공

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특정 연령대 아동에 한해 제한하고 있다. 또한 룩셈부르크의 경우 

교내에서 판매하는 당이 첨가된 음료 대비 물의 가격을 더 낮추고 점진적으로 당첨가 음료 

판매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정책적으로 권장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초콜릿, 과자류, 케이크, 비스킷 등의 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간식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하거나(노르웨이, 스페인) 허용된 간식 리스트를 제공하고

(키프로스, 그리스), 혹은 아예 간식 제공을 금지하는(영국 잉글랜드 지역, 스웨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에너지/영양기반표준(Energy/Nutrient-based standards)의 경우 앞서 설명한 식품기반표

준에 비해 정책 활용도가 낮은 편이지만, 식사 메뉴의 영양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활용된다. 에너지와 지방에 대한 섭취량 기준은 점심과 점심 외 식사 모두 공통으로 

많이 고려되는 항목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점심 식사 시에는 단백질 섭취량이, 다른 식사 

시에는 당류 섭취량이 주로 고려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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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럽 학교급식정책 에너지/영양기반표준 세부항목별 언급 빈도

에너지/영양기반표준 세부항목 점심 식사 점심 외 식사

에너지 65% 44%

지방 59% 44%

단백질 50% 26%

총 탄수화물 47% 32%

철분 44% 24%

칼슘 44% 26%

비타민 C 44% 29%

섬유질 44% 24%

당류 41% 35%

나트륨 41% 24%

엽산 38% 29%

포화지방 38% 26%

아연 32% 21%

비타민 A 32% 21%

자료: Storcksdieck, S., et al.(2014).

  에너지기반표준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유럽 학교급식정책은 점심 식사가 아동의 하루 에

너지 필요량의 1/3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학교급식정책 상에 

이른바 ‘소량 식사(small meal)’와 ‘대량 식사(big meal)’로 종류를 나누어 영양섭취량을 

제안하고 있다. 7-10세 아동을 위한 ‘소량 식사’의 경우 1,800-2,100kJ4)의 에너지를, 11-15

세 아동을 위한 ‘대량 식사’의 경우 2,200-2,500kJ의 에너지를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각 연령대의 적정 에너지 및 영양 섭취량을 고려한 185개의 조리법도 제공하고 있다. 

체코의 경우 학교에서 육체적으로 활발한 활동에 중점을 둘 경우에 한해 일일 에너지 섭취량

을 최대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방섭취량과 관련해서는 대개 국가들이 하루 칼로리 섭취량의 25-35% 수준까지 허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폴란드와 체코의 경우 동물성 지방 

섭취를 제한하고 식물성 지방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합성지방의 적정한 섭취량 수준과 

관련해서는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의 경우 하루 칼로리 섭취량의 10%로, 이탈리아

의 경우는 하루 총 지방 섭취량의 30%로 제한하고 있다.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의 

 4) 1kJ은 약 0.239kcal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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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트랜스지방 섭취 제한에 대한 내용도 정책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비우유 외재성 당류(Non-milk extrinsic sugars)는 국가에 따라 ‘단순 당류(simple 

sugars)’, ‘첨가 당류(added sugars)’, ‘유리 당류(free sugars)’, ‘당류(sugar)’ 등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그 섭취량을 하루 에너지의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표 2>에 언급된 주요항목 외에도 몇몇 국가들의 정책에서는 정제소금(iodised salt)이나 

요오드 섭취량 등의 섭취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럽 학교급식정책의 

영양기반표준은 필수 영양소의 섭취 부족보다는 지나친 지방 섭취로 인한 칼로리 과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교내 식품 자판기 이용과 관련해서는, 정책상 교내 자판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금지된 

국가(키프로스, 덴마크, 프랑스,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부터 특정 불량 식품 및 음료

를 제한하는 국가(불가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건강한 식습관 및 기준에 부합

하는 자판기를 운영하는 국가(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 영국 

웨일즈 지역), 식품 자판기보다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권장하는 국가(벨기에 플랑드르 

지역, 이탈리아, 스페인)로 분류된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자판기 판매 제품의 칼로리가 

최대 200kcal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며, 포르투갈의 경우는 정해진 식사 시간 

외에만 자판기를 운영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전체 유럽 학교급식정책의 65%는 학교급식소 직원에 대한 필수 훈련기준을 명기하고 

있다. 몇몇 국가의 경우 학교급식을 취급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훈련기준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탈리아, 라트비아, 스웨덴 등의 국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훈련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훈련된 직원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다. 한편 키프로스, 체코, 아일랜

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학교급식정책에는 

학교급식소 직원에 대한 별도의 필수 훈련기준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교내 식품 판매 관련해서는 국가마다 금지 식품군 및 제약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몇몇 국가는 ‘프로그램 효과성을 위한 학교영양지표(School Nutrition Index of Programme 

Effectiveness: SNIPE)’상에 명시된 고지방, 고당분, 고염분 식품군을 모두 제한하는 반면, 

교내 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제약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국가정책 또한 있었다. 국가별 

자세한 제약 현황은 아래 <그림 2>에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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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내 식품 판매 제약 정도에 따른 국가별 분포 

SNIPE에 명시된 식품군(고당분 음료 및 식품, 고지방, 고염분 

식품)에 대한 판매 제한과 다른 음료, 식품군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 국가

SNIPE에 명시된 세 가지 식품/음료군에 대한 판매 제한 국가

SNIPE 외 다른 기준을 활용한 식품 판매 제한 국가

SNIPE 외 다른 기준을 활용한 식품 판매 제한과 동시에 일부 

판매 및 후원을 허용하는 국가 

교내 식품 판매 제약이 없는 국가

자료: Storcksdieck, S., et al.(2014).

3. EU의 회원국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 계획 및 프로그램

  앞서 언급된 회원국들의 학교급식정책 및 급식 제도 지원을 위해 EU는 다양한 지원 이니

셔티브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수립된 중장기 계획 및 전략 중 학교급식 

및 아동 영양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서는 크게 두 가지로 ‘유럽의 영양, 

과체중, 비만 관련 건강 이슈에 관련한 전략(The strategy for Europe on nutrition, 

overweight and obesity related health issues)’과 ‘EU 아동 비만 액션플랜 2014-2020(EU 

action plan on childhood obesity 2014-2020)’이다. 두 문서에서는 아동의 영양 및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식사와 간식, 활발한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방향성 아래 EU는 직·간접적으로 회원국의 

학교급식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번 장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EU에서 기획 및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급식 지원 프로그램들에 관해 설명하

고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

3.1. 학교 우유 공급계획(School Milk Scheme)

  EU의 학교 우유 공급계획은 아동들이 주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한 건강한 유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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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보조금 단가

식품군 1

 (a) 열처리 된 우유

 (b) 초콜릿, 과즙 혹은 첨가물이 함유된 우유 중 (a)의 비중이 90% 이상이며, 최대 7%

의 설탕 또는 꿀을 함유한 우유

 (c) 과즙이나 첨가물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발효유 중 (a)의 비중이 90% 이상이

며, 최대 7%의 설탕 또는 꿀을 함유한 우유 

18.15 EUR/100kg

식품군 2

과일이 함유된 유제품 중 발효 및 첨가물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군 1의 (a)의 비중이 

75% 이상이며, 최대 7%의 설탕 또는 꿀을 함유한 유제품

16.34 EUR/100kg

식품군 3

Non-lactic 재료를 최대 10% 포함하고 있는 신선/가공 치즈
54.45 EUR/100kg

소비하도록 기획되었다. 1977년도에 최초 수립된 이후로, 본 계획은 영양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아동 비만을 퇴치하고 아동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제품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여해왔다.

  본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은 EU 회원국5)의 교육담당부처(교육부)에 등록된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이다.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EU의 교내 

제공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이루어지며, 회원국 정부의 자율적인 추가 예산투입이 

가능했다.

  EU의 학교 우유 공급계획은 여러 차례에 거친 회원국 간 논의에 따라 조금씩 수정되어 

왔으며, 2008년 마지막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EC No. 657/2008). 본 개정작업에서는 회원

국과 유럽의회, 이사회의 다양한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내용 및 지원 

사항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의 주된 요청사항은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시행 규칙 마련과 새롭고 다양한 식품군의 반영이었다. 그 결과, 다양한 종류의 우유와 

발효유, 과일주스, 요구르트, 버터밀크, 치즈 등이 지원 대상 식품군에 포함되었으며, 전지

(full-fat), 중지방(medium-fat), 저지방(low-fat) 제품에 동일한 보조금 기준을 적용하게 되

었다. 2008년 개정 이후 학교 우유 공급계획 하의 EU 보조금은 <표 3>과 같이 다섯 가지 

제품군으로 분류되어 단위 무게 당 단가를 근거로 지급되었다.

<표 3>  학교 우유 공급계획에 따른 유제품 식품군 별 보조금 단가  

단위: EUR/100kg

5) 본 프로그램 시행 당시 EU 회원국은 총 27개국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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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보조금 단가

식품군 4

그라나 파다노 치즈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163.14 EUR/100kg

식품군 5

식품군 3과 4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Non-lactic 재료를 최대 10% 포함하고 있는 치즈
138.85 EUR/100kg

자료: 유럽위원회 웹사이트 학교 우유 공급계획 소개 페이지 

(https://ec.europa.eu/agriculture/milk/school-milk-scheme_en).

  

  2013년 유럽위원회의 요청으로 작성된 학교 우유 공급계획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1/12 학년도 기준 학교 우유 공급계획을 통해 지출한 총 EU 보조금은 약 6,800만 유로에 

달했다(<그림 3> 참조). 회원국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한 예산(4천 1백만 유로)을 포함하

면 약 1억 1,000만 유로에 달하는 규모이다. 마찬가지로 2011/12년 기준 해당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은 총 학생의 수는 약 2천만 명으로, 총 지원 규모는 우유기준 38만 5,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 식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치즈를 제외한 

우유 및 유제품으로, 2008년 프로그램 개정으로 인해 보다 다양한 식품군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해왔다.  

<그림 3>  EU 학교 우유 공급계획 주요 실적 (200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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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유럽 유제품 시장 규모에 비해 본 프로그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에게 우유를 마시는 식습관을 내재화하고, 

이 아동들이 부모세대가 되어 자녀들에게 이러한 건강한 식습관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중학교 학생들을 프로그램의 수혜자 그룹에 포함해 아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기 우유 섭취량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비록 교육적인 조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많은 회원국에서 학교 우유 공급계획

이 비만 및 과체중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작 및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학교 우유 공급계획을 통한 EU의 회원국 지원으로 인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추가예산을 들여 학교 우유 급식을 시작하고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또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프로그램 참여 아동 수 및 한 명당 지출예산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예산을 집행한 국가 간에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 아동 수가 많을 경우 

수혜자층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동 1명당 돌아가는 급식 제공의 질이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아동 한 명당 지출예산이 클 경우 대상 수혜자 그룹으로

부터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충분한 수의 아동을 지원할만한 예산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2013년 8월부터 유럽위원회는 결의안 

EC No. 657/2008에 기반해 프로그램 참여 적정 아동 수를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로 추가한 

바 있다. 또한, 학교 우유 공급계획과 학교 과일 공급계획(3.2. 참고)을 따로 운영함에 있어 

행정적인 인력부담과 시너지효과 창출을 저해한다는 평가의견에 따라 두 프로그램을 합병

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본문(3.3 참고)에서 

기술한다.

3.2. 학교 과일 공급계획(School Fruit Scheme)

  EU의 학교 과일 공급계획은 유럽 내 아동 비만 및 과체중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대적 배경 하에 2006년 유럽 의회에서 유럽위원회 측에 ‘EU 학교 과일 공급계획’ 프로그램

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2008년 7월 유럽위원회는 학교 과일 공급계

획을 장려하기 위해 총 9,000만 유로의 예산을 출자하여 각 회원국의 자율적인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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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했다. 

  학교 과일 공급계획은 2009년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25개 참여국이 총 9,000만 유로의 

예산 아래 EU-회원국 간 50:50 혹은 75:25의 비율6)로 공동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

었다. 하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예산규모가 1억 5천만 유로 규모로 확대되고, 공동 출자 

비율도 75:25 혹은 90:10의 비율로 완화하여 그 지원 폭을 점차 넓혀갔다. 

  앞선 학교 우유 공급계획 프로그램과 달리 학교 과일 공급계획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EU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가들이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과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연차보고서(Annual Monitoring Reports, AMR)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관련 교육 조치 및 방안을 의무적

으로 마련하여 반영해야 한다. 그 결과 국가 및 지역별로 자율적이고 유동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이행되었다.

  학교 과일 공급계획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해당 프로그램이 회원국 내에서 국가 수준 

혹은 지역 수준에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 수준에서 수행되는 학교 과일 공급계획

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개발, 시행 및 관리한다. 대다수의 참여국(21개국)은 국가 차원

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지만, 벨기에, 독일, 스페인의 경우 지역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택했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총 16개의 지역 연방 정부 중 7곳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 지역 수준의 프로그램은 지역 정부의 의사결정권의 

자유 정도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국가 프레임워크 아래 지역 정부의 

관리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스페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스페인은 표준화된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지니고 있지만, 각 지역 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분히 유동적으

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실제로 스페인의 연차보고서를 

보면 표준화된 조건들이 지역의 상황에 따라 수정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형태는 

국가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독일과 벨기에에서 

해당 방식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경우는 개별 지역별로 전략 및 연차보고서가 

제출되며, 이는 국가 차원의 전략 및 연차보고서 문서와 동급으로 취급된다.

  유럽 학교 과일 공급계획은 전반적으로 과일 및 채소 섭취량을 증가시켜 식습관 개선에 

 6) EU의 출자율이 높은 경우는(75:25) 해당 국가가 EU 회원국 평균 1인당 GDP의 75%에 못 미치는 수렴지역(convergence 

region)이나 외곽지역(outermost region)일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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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 탄수화물, 섬유소, 특정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 부족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2013/14학년도 기준 6만 6,000개 학교의 약 1,000만 명의 

아동들에게 6만 7,000톤의 과일이 제공되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던 2009/10학년도에 

3만 2,273학교의 470만 명의 아동들을 지원했던 점을 미루어볼 때, 본 계획은 짧은 기간에 

양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4>  유럽 학교 과일 공급계획의 주요 성공 요인

 매우 중요     중요     별로 중요하지 않음    무응답

자료: AFC Management consulting AG·Co-Concept Marktberatung (2012).

  위의 <그림 4>는 11개국7)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유럽 학교 과일 공급계획의 

주요 성공 요인에 대한 질문의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우선 가장 많은 응답자(72%)가 

‘넓은 과일 선택 폭’과 ‘잦은 과일 및 채소 제공 횟수’를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학교에서는 적게는 5가지, 많게는 10가지 종류의 

과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다양한 과일의 질감과 맛을 느끼고 학습할 수 있다. 

한편, 과일 및 채소 제공 횟수가 1주일에 3회 정도로 증가된다면 아동의 식습관 개선에 

보다 지속가능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및 

 7) 유럽 학교 과일 공급계획 프로그램 참여국 10개국과 비참여국인 영국을 포함하여 총 11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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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조달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어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EU의 높은 보조금 수준’은 참여국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금의 지속성 및 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과일 및 채소의 

무료 제공’과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사항’은 기대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전문가

들은 이러한 방향성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학교 우유 공급계획과 

비교해서 학교 과일 공급계획이 보다 나은 성과를 보인 것은 식품 무료 제공 원칙 및 높은 

보조금 수준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연차보고서 및 국가 전략상에 국별, 시계열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명시되지 

않았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참여국가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측면이 국가 전략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앞서 학교 우유 공급계획에서도 

언급되었듯 두 계획 간에 행정적인 인력부담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저해된다는 점 등이 

한계점 및 개선점으로 제기되었다.

3.3.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School Fruit, Vegetables and Milk Scheme)

  EU의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 프로그램은 기존에 존재했던 두 가지의 프로그램

(학교 우유 공급계획, 학교 과일 공급계획)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발생했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두 계획을 단일한 법적 프레임워크 하에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회원국의 

급식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최우선순위는 아이들에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 우유를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식단 제공 및 특정 영양성분을 보충하기 위해 가공 과일 및 채소(주

스, 수프 등), 유제품(요거트, 치즈) 등이 제공될 수 있다. 우유를 주원료로 한 음료

(milk-based drinks)의 경우 지원 식품군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EU 보조금은 우유 성분량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올리브, 꿀과 같은 다른 농산물이 교육 목적으로 프로그램 

대상 식품군으로 추가되었다.

  제공하는 식품의 종류는 건강 및 환경적인 요건과 더불어 계절감, 다양성 및 수급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되며, 가능한 유럽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우선한다. 그 외에도 회원

국들은 제공 식품을 선정 및 승인할 때 지역 생산품 및 유기농 제품의 우선 조달 및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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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체인, 환경적 편익, 농산물 품질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본 계획의 목표를 고려하여 학교에서 제공되는 식품들에는 

감미료, 인공조미료 등을 첨가할 수 없다. 식품에 첨가되는 설탕, 소금 및 지방류는 개별 

회원국의 건강/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 규모는 약 2억 5,000만 유로이며, 그 중 약 1억 5,000만 

유로가 과일과 채소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고 약 1억 유로가 우유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다. 이 예산은 학생들에게 과일, 채소 및 우유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농장 방문, 학교 텃밭 가꾸기, 유관 워크숍 개최 등의 교육비용, 정보수집, 

홍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기타비용으로 쓰인다. 한편, 이전의 학교 과일 공급계획에서 

EU와 회원국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프로그램

은 100% EU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다만 기존의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회원국의 자율적

인 추가 예산 투입은 허용된다.

  또한 학교 과일 공급계획 프로그램 아래 매년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제출했던 이행 전략은 

프로그램 참여 이전 시점에 6년 간 프로그램 장기 이행전략을 한 번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EU에 의해 승인을 얻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참여국 

책임 아래 각 국가의 특징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하에서 참여국들의 제공 식품에 대한 자율성과 

선택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각 국가는 국가 현황 및 당면과제에 맞추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위해 26개의 참여국

이 국가 수준에서, 벨기에와 독일 2개국이 지역 수준에서 18개의 별도 전략(벨기에 3개 

지역, 독일 15개 지역)을 도출함에 따라 총 44개의 프로그램 장기 이행전략이 제출되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17년 기준 28개 EU 회원국들은 모두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그림 5>. 학교 우유 공급계획은 모든 EU 회원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 대상 식품군을 채택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시는 우유만 제공하는 단계로, 6개국(키프로스, 그리스, 

라트비아, 몰타, 네덜란드, 스웨덴)과 벨기에 1개 지역 및 독일의 7개 지역에서 택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유제품류를 제공하는 단계로, 9개국(불가리아, 에스토

니아,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과 벨기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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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독일의 3개 지역에서 해당 식품군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설탕 함유가 가능한 유제품의 경우 11개국(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

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영국)과 독일의 4개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 번째 단계를 선택한 국가 중 오스트리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슬로

바키아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에서 최대 7%까지 허용되는 설탕 첨가량 기준을 자체적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다8).

<그림 5>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 프로그램 참여 국가 분포 현황

학교 과일 및 채소 공급계획만 참여하는 국가 및 지역

학교 우유 공급계획만 참여하는 국가 및 지역

둘 다 참여하는 국가

꿀을 식품군에 추가한 국가 및 지역

올리브와 올리브오일을 식품군에 추가한 국가 및 지역

꿀, 올리브와 올리브오일을 식품군에 추가한 국가 및 지역

자료: European commission-DG AGRI(2017).

  2017년 기준 학교 과일 및 채소 공급계획은 스웨덴과 영국을 제외한 2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12개국(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과 벨기에 1개 지역, 독일 12개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오직 신선 과일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참여국의 경우 주스, 콩포트9), 

건과일, 수프 등의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과일 가공식품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해 약간의 소금 및 지방 첨가를 허용하고 있다.

  올리브와 꿀의 경우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일부 국가들에서 제공하고 있다. 올리브의 

경우 6개국(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에서, 꿀의 경우 9개

 8) 오스트리아의 경우 3.5-5.5%, 덴마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의 경우 5%로 조정 예정임.

 9) 프랑스에서 유래한 후식의 일종으로 과일과 시럽으로 만들어 먹는 음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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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베니

아)에서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은 비교적 최근 시작된 이니셔티브로, 아직까지 그 

효과성 및 개선사항을 논하기엔 충분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이다. 참여국에서 작성한 

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에 첫 번째 국별 모니터링 보고서와 평가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며, 이 보고서가 출간되면 이전에 별도로 운영되었던 학교 우유 공급계획 

및 학교 과일 공급계획 프로그램 운영 성과와 통합된 프로그램의 성과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유럽 국가의 학교급식과 지역농업 간 연계사례

  앞의 2, 3장에서 설명하였듯, EU 및 유럽 국가들은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럽 국가들은 신선한 제철 지역 농산물(로컬푸드)을 학교급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방안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특히 앞서 3.3.에서 설명한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 아래 유럽에서 생산한 

신선한 제품을 교내에서 우선 공급하는 원칙과 지역 농산물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면서,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의 국별 프로그램 이행 전략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가 학교 텃밭 프로그

램, 농장, 농산물시장 등지로의 견학 프로그램, 지역 농산물 요리 실습, 그 외 유관 행사 

및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하거나 새롭게 기획하고 있다. 또한 많은 회원국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제공할 식품을 조달할 때 식품의 짧은 공급체인(short supply)

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그림 6>.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학교급식 제도와 지역농업 

간의 연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두 국가의 사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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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학교급식 식품 조달 시 짧은 공급 체인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국가

 짧은 공급체인을 학교급식 식품 조달 시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국가

자료: 유럽위원회 웹사이트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계획 소개 페이지 

(https://ec.europa.eu/agriculture/school-scheme_en)

4.1. 영국의 ‘Food for Life’ 프로그램

  영국의 ‘Food for life’ 프로그램은 영국 토양협회(Soil Association)가 주도하고 식품운동

가 Jeanette Orrey와 유명 요리사인 Jamie Oliver가 함께하는 학교급식 개선 및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전체 학교 접근법(Whole school approach) 기조 아래 

학교 전체가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및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해 일관성 있게 노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요 제공 프로그램으로는 교내 텃밭을 활용한 먹거리 

재배 활동, 요리 수업, 지역 농가와의 연계를 통한 농가 견학, 교내 파머스마켓 개최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한 Food 

for Life 인증마크 부여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의 기준을 통해 인증마크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각각 식재료의 품질, 먹거리 리더십 및 문화, 먹거리 교육,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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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파트너십이다. 각 학교는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금장, 은장, 혹은 동장의 인증마

크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까지 총 850개의 학교에서 1,100개의 인증마크를 부여받았으며, 

총 5,000개 이상의 학교가 해당 프로그램의 네트워크에 등록되어있다. 각 인증 단계별 조건 

및 기준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Food for Life 인증마크 단계별 조건 및 기준

종류 조건

금장

- 지역사회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Food for life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함.

- 건강하고 윤리적인 지역 농산물을 많이 활용하면서 동물 및 기후 친화적인 식단을 제공함. 최소 15% 

이상의 유기농 식품과 5% 이상의 자연방사 식품을 활용함.

-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모두 급식을 먹음.

- 지역 농가와 활발히 연계하고 학교 내에서 유기농 식품을 재배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기획함.

은장

- 급식 제공에 적합한 식기 사용.

- 건강하고 윤리적인 지역 농산물 및 유기농 식품을 어느 정도 활용한 식단을 제공함. 최소 5% 이상의 

유기농 식품을 활용함.

- 요리 클럽을 결성하여 학생들에게 교내에서 재배한 생산물로 요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관련 이벤트에 참석하여 통해 먹거리 교육에 참여함.

동장

- 학교 급식 정책을 마련하여 교내 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 제철 식자재를 사용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함. 최소 75% 이상의 신선 식자재를 활용함.

- 학교 급식 메뉴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영양행동그룹에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함.

- 모든 학생들이 지역 농가에 방문하고, 교내 요리 및 재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

자료: Food for Life 웹사이트(https://www.foodforlife.org.uk/schools/criteria-and-guidance)

  

  본 프로그램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비교군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1/3 이상의 과일 및 채소를 섭취한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정말로 좋아할’ 확률 또한 40% 이상 높았다.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 

가공업체 및 도매업체의 경우 학교와의 계약으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시장 및 수입을 확보하

여 좋은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업체 공신력 향상으로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의 입지도 좋아졌다는 인터뷰 의견이 존재했다. 결과적으

로 본 프로그램은 1유로 투자 대비 3유로의 사회적 편익이 환수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지역 식품 산업 및 고용 창출 효과가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즉,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 또다시 

지역 농업 및 식품유통 경제를 살리는 사회적 편익으로 환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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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탈리아의 School Meals Program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학교급식 제도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이며 적절한 문화적 

맥락 내에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0년 학교 영양 정책 개정 이후 이탈리아

의 학교급식은 지역 농산물 혹은 인증 받은 유기농 제품을 활용하여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식품의 70% 이상이 유기농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조달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신선도 보장’이라는 추가 

기준을 도입하여, 학교에서 제공되는 과일과 채소의 경우 수확된 지 3일 이내에, 육류의 

경우 4일 이내에 소비되도록 하였다. 즉, 식품 공급체인을 매우 짧게 설정하여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 외 학교 급식 조달과 관련한 기준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이탈리아 학교급식 조달 관련 최소 기준

비식품 최소기준

- 음식물쓰레기 및 비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 환경 영향이 적은 세제 및 소독제 사용

- 재활용 가능한 생분해성 일회용 재료(예: 냅킨) 혹은 도자기 그릇 및 스테인리스 식기 사용

식품부문 최소기준

- 빵, 콩, 곡물, 올리브오일, 파스타, 쌀, 치즈, 과일, 채소 등에 관한 규정(EC No 834/2007)에 부합하는 유기농 식품

- 유전자 변형 식품 금지

- 과일 및 채소(예: 차드, 꽃상추, 셀러리, 바질, 그린 샐러드, 딸기, 체리)에 대한 ‘신선도 보장’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수확 시기로부터 3일 내에 섭취가 가능해야 함. 해당 농산물의 수확업체, 수확일, 식품가공센터 위치 등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해야 함.

- 육류 신선도: 적색육, 백색육은 포장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진공포장 팩으로 배송되어야 함. 의회 결의안 EC No 

510/2006에 따라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냉장육 및 일부 치즈류에 대해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nomination of Origin)’ 및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를 도입함.

- 요리법 및 메뉴 계획은 계절감을 고려함. 겨울과 여름 메뉴는 9주 주기의 160개의 조리법을 기획함. 급식 제공 서비

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육류는 일주일에 최대 두 번만 제공함. 식사 1회의 기준 단가는 5.28 유로로 

산정함.

자료: Green Public Procurement(n.d.)

 

  위와 같은 정책 전환으로 이탈리아 급식의 식사 1회당 평균 비용은 약 8%(0.4유로) 증가하

였다. 식품 조달 업체들은 복잡하고 엄격하게 바뀐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학교 급식의 육류 섭취 횟수 제한으로 연간 약 8,887톤의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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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이 감소되고, 5,783m
3
의 물 소비량이 절약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더불어 재활용 

그릇 및 식기의 사용으로 연간 1,800톤의 플라스틱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는 지역 농산물 및 유기농 제품에 대한 조항과 함께 식기 재활용 

및 폐기물 분리수거와 관련한 내용을 급식 조달 기준으로 함께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식품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5. 맺음말 

  유럽 국가들은 각 국가의 특징 및 현황에 맞는 학교 식품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해왔으며, 

그 양상이나 적용 범위 또한 상이하게 나타났다. EU는 회원국들이 학교 식품 정책 및 학교급

식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학교 우유 공급계획, 학교 과일 공급계

획)을 마련했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현재 EU의 회원국 

지원 프로그램인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은 개별 회원국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여 

국내 학교 식품 정책 및 급식제도와 밀접하게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지원 예산 규모 및 EU 분담률을 높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더불어 최근 도입된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 및 유제품을 학교급식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는 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속가능한 식품환경 조성 등의 이유로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프로

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 향후 EU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

의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이전 프로그램 대비 현재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주목함과 동시에,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학교급식 제도와 

지역 농업 간의 혁신적 연계방안을 발굴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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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가정간편식(HMR)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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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를 중심으로
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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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가정간편식(HMR) 산업현황 II

-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를 중심으로 -

조 영 상 * 10)

1. 머리말

  간편식 시장은 이미 많은 유럽국가에서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산업중의 하나이다. 지난번 

영국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의 소비자들이 HMR 식품

에 어떻게 호응하는지 살펴보고 각 국가들의 간편식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여 왔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프랑스는 유럽의 선진국 중에서도 요리문화가 상당히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요리

는 해외에서도 많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가요리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보니 프랑스는 음식

문화에 있어 타 국가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프랑스는 영국 독일과 함께 유럽에

서 HMR 시장을 선도하는 3개국 중의 하나이다. 

  스페인 또한 프랑스에 못지않게 다양한 요리가 발달한 유럽국가 중의 하나이다. 나아가 

스페인은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 HMR 식품을 많이 소비하는 네 번째 국가이

다. 프랑스, 영국, 독일이 2013년 유럽 간편식 시장의 60%를 점하는 반면에 스페인이 약 

12%를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흥미로운 것은 스페인의 인구가 2010년 4,700만에서 

2017년 4,650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MR 시장은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인구규모에 있어 덴마크는 프랑스나 스페인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덴마크의 인구는 2018년 약 577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HMR 산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1.9%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이다.2)  

 * 공주대학교 산업유통학과 부교수 (choyskr1@kongju.ac.kr). 

 1) (https://www.foodnavigator.com) (검색일: 2018.11.30.)

 2) CANADEAN(2015)



36 ∙ 세계농업 2019. 1월호

  따라서 위의 3개 국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국의 HMR 시장 트렌드 

전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프랑스

2.1. HMR 산업 현황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최초의 냉동 간편식 등장 이래 지속적으로 HMR 식품산업이 성장

해 왔다. 프랑스의 간편식 시장은 크게 상온 간편식, 냉장 간편식, 냉동 간편식, 샐러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에 냉장 간편식 시장규모는 약 13억 달러였으나 2012년에 17.8억 달러로 성장 

하였고 2014년에는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하여 20.7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냉장 HMR 시장규모는 약 59.5% 성장하였다. 세계적으로 간편식 시장에서 냉동 

HMR 식품이 52%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3) 프랑스에서는 상대적으로 

냉동 HMR 식품시장 규모 성장이 미미하다. 냉동 간편식 시장이 2008년에 상온보관 간편식 

시장보다 규모면에서 작았으나 소비자들의 이탈리안 식품에 대한 선호도 상승으로 근래 

들어 냉동 간편식의 대표주자인 냉동 피자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냉동 피자를 

선호함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고객 유치 차원에서 가격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 판매량

은 증가하지만 매출액 증가율은 미미하다.

  냉동 냉장 간편식이 등장하기 전에 프랑스의 주요 간편식 시장은 포장소재로 캔이나 

단지류가 사용된 상온보관 HMR 식품에 한정되며 상온보관 간편식 시장은 성장한계에 이르

렀으며, 간편식 제조업자들에게 혁신적인 상품개발이 요구되었다. 이에 프랑스 간편식 제조

업체들도 상온보관 HMR 식품시장에서 냉장 냉동 간편식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유럽에서 간편식을 포함한 냉동식품 최대소비 국가는 영국으로 2015년도에 21%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독일이 20%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프랑스는 13%

로 영국과 독일 소비자들에 비하여 냉동식품 선호도가 낮게 조사되었다.4) 하지만 냉동식품 

 3)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industry-reports/ready-meals-market) (검색일: 2018.11.20.)

 4) Statist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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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성장률에 있어서는 2014년 전년대비 마이너스 신장률을 보이는 스페인 – 0.1%, 이탈리

아 – 2.6%에 비하여 영국과 동일하게 1.3%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5) 냉동식품 중 냉동 HMR 

식품 카테고리의 비중은 유럽평균 28.3%를 보이는데 프랑스는 이보다 낮은 25.9%를 나타내

고 있다.6)

  2013년 유럽에서의 말고기 파문은 냉동 간편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매출액 감소로 

직결되었다. 하지만 서서히 말고기 파문이 가라앉으면서 냉동 HMR 식품시장은 회복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에 걸쳐 특이하게도 냉동식품 중에 달지 않은 식품(Savoury food) 시장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다.7)          

<표 1>  서구 유럽국가들의 냉동식품 점유율(%)

구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기타 합계

시장 점유율  21.0  20.0  13.0  12.0   6.0  28.0  100.0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2016) 

  흥미로운 것은 2014년에 프랑스가 유럽 HMR　시장에서 약 16%의 HMR 시장 점유율을 

보여 유럽 간편식 소비규모에서 4위를 차지하였는데8) 2018년 Mintel 보고서에 따르면 2017

년 유럽의 5개 국가(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중에 처음으로 영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2017년 5개 국가의 전체 간편식 시장규모가 7조원 규모이며 그중에 영국이 

독보적으로 시장점유율 42%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프랑스가 21%, 독일이 20%, 이탈리아가 

9%, 스페인이 7%를 나타내고 있다.9) 간편식 시장 규모를 추산하는데 있어 조사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영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은 프랑스의 HMR 산업의 전망이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소비자의 수입에 대한 식품 지출이 1960년 35%를 보인 이후 2016년 20%로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나아가 프랑스 소비자는 구매 상품 종류에 있어 전통적으로 육류, 

과일, 채소, 빵, 알코올음료 등을 선호하였으나 이들의 구매량을 줄이고 HMR 식품 구매량을 

 5) IRI(2014)

 6) IRI(2014)

 7) Foodalert(2018)

 8) (https://www.fft-world.com/) (검색일: 2018.11.25.)

 9)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64609/UK-tops-ready-meals-consumption.html) (검색일: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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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고 있다. 다시 말해 HMR 식품은 소비자들에게 점차적으로 중요한 먹거리 카테고리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2.2. HMR 산업 성장 배경

  식문화 관련하여 프랑스인들은 전통적으로 저녁식사는 집에서 먹어야 한다는 강한 인식

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침식사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집에서의 식사준비는 90%가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남성의 

음식준비 참여는 소극적이었다. 그렇다보니 프랑스 인구의 약 14%는 아직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반드시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조사되었다.  

  하지만 프랑스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인구학적, 경제적 환경변화가 HMR 

시장의 성장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에 과거에는 여성이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

는 것이 전통적인 문화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은 집에서 차지하는 가사일 

중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음식문화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여성이 가정 내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프랑스의 HMR 성장 배경으로 많은 학자들이 1인가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노동시간

의 증가, 라이프 스타일 변화, 이혼가구의 증가,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의 증가, 젊은 세대의 

편리성 추구, 이국적 음식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을 들고 있다. 

  2006년 싱글세대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 중에 25%를 보였는데 5년 뒤에 즉, 2011년에는 

전체 세대수 약 2,740만 가구 수 중에 9%나 증가하여 34%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5년 까지 지속되어 전체 약 2,828만 가구 수 중에 약 1,002만 가구가 싱글세대로 35.4%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 특성상 집에서의 식사준비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HMR 식품 시장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간편식 시장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정 내 가사일 할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요리시간을 단축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Innovation Norway에 따르

면 프랑스 여성이 매일 식사준비를 위하여 평균 35분을 사용하는데 간편식 식품 소비증가로 

이 시간 또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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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노동시간의 증가 또한 HMR 식품 

소비를 촉진 시키는 주요인 중의 하나이다. 노동시간의 증가는 프랑스 소비자들로 하여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전통음식 요리를 멀리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일하는 

여성 증가와 노동시간의 증가는 냉동 HMR 식품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0)

  근래 들어 프랑스 소비자들의 세계 음식에 대한 선호도 개선, 즉 다른 국가의 음식들도 

도전해 보고 싶어 하는 호기심은 HMR 식품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HMR 식품으로 개발 판매 하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로 인근의 이탈리아 요리는 

HMR 식품으로 출시되어 프랑스 소비자가 선호하는 세계음식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중국요리, 인도요리들도 HMR 식품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성장하고 있다.   

2.3. HMR 유통경로

  영국과 독일처럼 프랑스의 HMR 산업현황을 이해하려면 간편식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함에 있어 유통정책에 있어서는 특이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구조는 별반 차이가 없다. 프랑스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전통적인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성장을 적극적으

로 규제하여 왔다. 유럽국가들 중에 직접적으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통규

제를 개발하고 동원하여 하이퍼마켓11) 업태를 규제해온 유일한 국가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은 중소상인 보호측면의 결과차원에서 영

국이나 독일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프랑스의 유통채널은 대형유통업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그 증거로 프랑스의 Top 5 유통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2009년 65%에서 

2018년까지 75%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 된다.12) 결국 프랑스의 HMR 식품은 대부분 대형유

통업체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Euromonitor International 보고서에 

의하면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 업태가 이미 냉장 간편식 시장의 73.4%를 차지하고 건조된 

HMR 식품시장은 약 80%를 점유하고 있었다. 대형 유통업체에 의해 간편식 유통경로가 

제한된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전통적인 중소슈퍼의 간편식 점유율은 약 4%미만으로 극히 

10) Hexa Research(2017)

11) 미국의 디스카운트 스토아 또는 영국의 슈퍼마켓 업태와 동일함.

12) Kantar Retail(2014)



40 ∙ 세계농업 2019. 1월호

저조하다.                      

  프랑스의 유통경로를 논할 때 학자들은 보통 유통업태를 하이퍼마켓(2,500㎡ 이상), 슈퍼

마켓(400㎡-2,500㎡), 하드디스카운트 스토아(독일과 유사한 작은 슈퍼마켓), 편의점, 백화

점, 전통적인 동네슈퍼 6개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에도 불구하고 동네슈퍼

는 대형 유통업체의 체인점으로 몰락하거나 흡수되어 HMR 시장에서의 동네슈퍼의 영향력

은 그나마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의 체인점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유통업태 별 점포 수 추이

구분 1986 2000 2013 2016

하이퍼마켓      649 1,185 1,968 2,177

슈퍼마켓     5,720 5,863 5,702 6,198

하드디스카운트 2,539 4,694 3,556

자료: Lineaires (2014)

  유통업태 별 점포 수 추이를 보면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의 점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반면에 독일태생의 하드디스카운트 점포수는 감소하고 있다. 하이퍼마켓과 슈퍼마

켓 업태와는 달리 독일의 하드디스카운트 업체인 Aldi와 Lidl은 자신의 유통업체 브랜드를 

대부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업체들의 실적 저조는 RB(Retailer Brand)에 

대한 프랑스 소비자의 선호도가 변화고 있음을 의미한다.

  1970년대 대형유통업체들은 경쟁적으로 가격지향형 RB를 출시하며 고객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6년 프랑스는 포르투갈과 함께 2014년 대비 RB 시장점유율 하락을 

경험했다. 다시 말해 2014년 27%였던 시장점유율이 2016년 26%로 하락했다.13) 이러한 

추세를 중단하고자 대형 유통업체들은 HMR 식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RB 상품을 출시하였지

만 역부족이었다. 다시 말해 2017년 프랑스의 RB 시장 점유율은 마이너스 0.7%를 기록했

다.14) 흥미로운 것은 영국이나 독일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냉장 냉동 간편식 시장을 주도하

고 있는 것에 비하여 프랑스에서는 NB(National Brand)가 주도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이 

가격전쟁에서 살아남고자 가격지향형 RB 개발에 전념한 결과 유기농 및 프리미엄형 RB 

간편식 식품을 출시하더라도 소비자는 RB보다 NB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13) (https://www.nielsen.com/) (검색일: 2018.11.30.)

14) (https://www.iriworldwide.com) (검색일: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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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Top 5 유통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HMR 산업은 제조업체들

에 의해 성장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다.            

2.4. HMR 정책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EU 관련 식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2013년 말고기 파동은 

프랑스 정부의 식품 안정성에 경종을 울렸다. 말고기 파동은 간편식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어 이듬해 HMR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정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식품표시기준을 강화했다. 

  프랑스 소비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부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식품에 소금, 설탕, 지방성분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도록 식품 제조업체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나아가 식품관련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캠페인에 집중하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식품에 사용되는 영양관련 설명을 패키징 표시기준에 강화하고 

있다.   

2.5. 시사점

  프랑스는 유럽의 HMR 시장을 주도하는 3개 국가 중의 하나이다. 프랑스 소비자는 다양한 

전통요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 변화로 HMR 식품소

비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인가구의 증가가 간편식 시장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

고 있다.         

  시장지배력이 높게 나타나는 국가들에게 있어 HMR 시장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대형유통

업체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프랑스는 예외이다. 다시 말해 대형 유통업체

들의 시장지배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간편식 시장은 제조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제조업체는 소비자가 신뢰하는 HMR 식품을 생산 공급한다면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 소비자의 건강 지향, 

이국적 맛 추구, 고품질 식품 추구는 한층 더 HMR 식품산업을 성장시키는 요소로 작동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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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페인

  유럽국가들 중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MR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국가가 

스페인이다. 인구수는 2010년  4,700만 명에서 2017년 4,650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1인가구

의 증가로 세대수는 증가추세에 있다.15) 음료를 포함한 식품 소비규모도 2015년 대비 3.6% 

성장하여 2017년에 약 13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16) 이런 가운데 HMR 식품 시장은 2017년

에 전년대비 4.8%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2018년도 스페인의 HMR 시장규모

는 23.3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17) 

3.1. HMR 산업 현황

  전통적으로 스페인 소비자는 HMR 식품에 대하여 긍정적 이미지보다 품질과 맛을 의심하

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근래 들어 식품 제조기술의 진보로 이러한 경향이 다소 

수그러들어 소비자들의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였다. 스페인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HMR 식품 소비가 많은 나라이며 유럽 간편식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18)

  2015년 유럽의 냉동식품 시장과 관련하여 스페인은 소비규모 4위로 시장 점유율 6%를 

보이는데 독일의 21%. 영국의 20%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되고, 프랑스의 13%, 이탈리아의 

12%에 비하면 2분의 1 수준이다. 즉, 스페인 소비자들은 냉동식품에 대하여 아직 부정적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19) 나아가 2010년 대비 2015년 냉동식품 개인당 

소비지출 규모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소비자에게는 

변화가 없었다. 예를 들어 피자 아이템만 놓고 보더라도 영국, 독일, 프랑스, 심지어 이탈리

아에서도 냉동피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데 스페인에서는 냉장 피자가 

압도적이다. 이탈리아와 비교하면 냉동 냉장 전체 피자 매출액이 스페인이 월등하게 높은데

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는 냉장 피자가 인기가 더 높다. 유럽 시장에서 냉동피자는 소비자들

15) (https://www.foodnavigator.com) (검색일: 2018.11.10.)

16) 2018년 11월 19일 기준 환율

17) (https://www.statista.com) (검색일: 2018.11.15.)

18) (https://www.foodnavigator.com) (검색일: 2018.11.08.)

19) Euromonitor Internation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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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가장 사랑받는 냉동 HMR 식품 중의 하나인데 스페인에서는 피자보다도 생선류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뒤를 이어 육류가 많이 소비되고 있다.20) 2014년 IRI retail database에 

따르면 냉동 간편식 시장은 냉동식품 매출액 규모에서 시장 점유율 24.4%를 차지하고 있으

며 약 7,0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16년에는 스페인 소비자 1인당 HMR 

식품소비가 14.26을 돌파하였으며 HMR 공급업체들은 혁신적 기술개발로 다양한 카테고리

에서 HMR 식품 개발은 물론 판매에 집중하였다.  

  스페인 소비자들은 다양한 HMR 식품을 소비하고 있지만 특히 이탈리아 음식이 가장 

인기가 많다. 그 뒤를 이어 스페인 음식이 많이 소비되고 있다. 최근 건강지향형 또는 유기농 

HMR 식품에 대한 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조

업체는 물론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HMR 식품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체들이 자사 

브랜드(RB)로 개발 판매하는 신선함을 추구하고 냉장 보관하는 HMR 식품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진다.21) 나아가 간편식을 가정집까지 또는 사무실까지 배달하는 온라인 업체의 성장

도 두드러진다. 

3.2. HMR 산업 성장 배경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HMR 식품 시장규모는 출퇴근시간 증가, 젊은 세대들

의 요리에 대한 번거로움 기피와 편리성 추구, 노동시간 증가, 1인 가구 수 증가, 여성의 

경제적 활동 시간 증대, 맞벌이 증가 등으로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다. 특히 남성의 요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보다 간편식을 더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스페인 National Statistics Institute에 따르면 여성이 가정 내에서 집안일에 소비하

는 일일 평균시간(식사준비 및 청소 등)이 105분인 반면에 남성이 55분으로 아직 스페인은 

전통적인 가정적 삶의 특성이 유지되고 있다. 설사 근래 들어 남성들의 가사 동참 시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의 경제적 활동 증가로 가사에 대한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가정 내 식사준비보다 외식이나 HMR 식품 구매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1인가구의 증가는 무엇보다도 HMR 식품 구매를 촉진시키는 주요인 중의 하나이다. 소비

20) Statista(2018)

21) (https://www.iriworldwide.com) (검색일: 2018.11.20.)



44 ∙ 세계농업 2019. 1월호

자들 사이에 직접 전통시장이나 현대화된 유통채널에서 원재료를 사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근 슈퍼마켓이나 하드디스카운트 스토아 또는 동네슈퍼

에서 간편식을 사는 것이 똑똑한 구매라고 믿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나아가 식품 구매에 

있어 경제적 관점보다 편리성과 웰빙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스페인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음식에 대한 인식변화는 유통업체는 물론 HMR 제조업체

들로 하여금 HMR 식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가 향후 

스페인의 HMR 식품시장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것이다.     

3.3. HMR 유통경로

  스페인이 영국, 독일, 프랑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HMR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상위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 구조 또한 많이 다른 양상을 뛰고 있다. 2017년 

Euromonitor 보고서에 의하면 스페인의 Top 5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은 43.3%로 1위업체

인 Mercadona가 20.1%, 까르푸가 7.7%, Dia가 6.5%, Auchan가 4.8%, Eroski가 4.2%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통 업태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현대유통채널과 전통적 

채널로 구분한다. 2016년 스페인의 전체 소매 점포수를 보면 약 14만 개에 달하는데 현대적 

유통채널(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디스카운트 스토아, 편의점, 주유소 점포) 점포수가 82%인 

11만 8,000개 정도이며 전통적 채널(동네 슈퍼)이 18%인 2만 6,000개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스페인에서는 주유소에 편의점 형태 또는 슈퍼마켓 형태를 결합한 

주유소 점포가 약 5,500여 개에 달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하드디스카운트 스토아의 점포수 확장이 눈에 두드러진다. 

그 동안 스페인 경기가 불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고객이 가격에 민감한 업태 중 하나인 

디스카운트스토아의 점포수가 3,612에서 4,003으로 증가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22) 2017

년 Kantar Eorldpanel에 따르면 현대적 유통채널에 특화된 소매전문점이 유통시장의 26.5%

를 점유하고 있으며 반면에 하이퍼마켓 업태는 2016년 13.6%에서 소폭 감소하여 13.3%를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하드디스카운트 업태인 Aldi, Dia, Lidl은 전년대비 1%신장한 36.2%

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화된 유통채널 중에 유일하게 하이퍼마켓의 시장 점유율만 하락하고 

22) Euromonito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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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소비자들의 식품 신선도와 품질에 대한 민감도가 중요하게 작동되며 하이퍼마켓 채널보

다 근거리에 있는 유통업태(슈퍼마켓, 전통적 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전통적 채널(동네 소매전문점)이나 슈퍼마켓은 인구가 감소함에도 2008년 51% 시장점유율

에서 2014년 58%로 성장하였다.23)   

  경기불황 이전에 스페인 소비자는 차를 몰고 도심외곽의 하이퍼마켓을 방문하여 한 번에 

대량구매를 하는 쇼핑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경기불황이 이러한 트렌드를 변화시키기 시작

했다. 일반적으로 경기 불황이 오면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비를 할까 고민한다. 즉 최저가격을 지향하는 유통업태를 더 자주 방문한다던

지 한 번에 대량구매를 통하여 경제적 혜택을 취하려 한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가격을 지향하는 도심외곽의 하이퍼마켓은 경기 불황 전보다 경기불황 후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기 불황 후 스페인 소비자도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이퍼마켓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될 것으로 예측 되었지만 공교롭게도 하이퍼마켓보다 소비

자들로부터 가까운 유통업태(슈퍼마켓, 전통적 채널)의 방문빈도가 증가하였다.

  스페인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불경기에 따른 소비자 쇼핑패턴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다시 말해 스페인 소비자들이 식료품 구매에 있어 경제적으로 아끼기 위하여 한 번에 대량으

로 구매하여 집안에 보관하던 쇼핑패턴을 탈피하고 필요 할 때마다 근거리에서 소량구매를 

하는 패턴으로 변화하였다.

<표 3>  업태 별 점포 수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슈퍼마켓 13,302 13,584 14,463 14,308 14,595

주유소점포 5,485 5,442 5,458 5,503 5,544

디스카운트 3,612 3,689 3,746 3,843 4,003

편의점 1,584 1,518 1,439 1,465 1,487

하이퍼마켓 433 434 441 444 419

동네슈퍼 121,622 118,388 117,968 117,870 118,062

합계 146,038 143,055 143,515 143,433 144,110

자료: Euromonitor(2016)

23) (http://www.acotex.org/wp-content/uploads/InformeNielsen360_Retail_Actual.pdf) (검색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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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Nielsen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의 2005년 RB 시장 점유율은 26%로 조사되었지만 약 

10여 년 후 2016년에는 영국의 52.5%에 이어 42.6%로 2위24)를 차지하였다. 유통업체 브랜

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다는 것은 스페인의 유통업체들이 그만큼 자사브랜드 개발에 전

념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흥미로운 것은 2005년과 2016년 사이에 상위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유통업체들의 RB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유통업체들은 2013년에 식품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RB 시장점유율이 성장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유일하게 냉동식품 카테고리에서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경험하였다.25) 이는 스페인 

소비자들이 냉동 HMR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동식품 카테고리에서 RB 시장 점유율은 2014년에 57.9%를 차지하고 있다.26) 

  반면에 대형 유통업체들의 적극적인 RB 개발과 프로모션 덕분에 편리성을 추구하는 HMR 

식품 카테고리는 괄목한 성장을 거두었다. 유통업계의 1위업체인 Mercadona는 RB로 간편

식을 적극적으로 개발 판매하여 HMR 식품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네슬레를 제치고 스페인

의 HMR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다.27)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유통업체의 HMR 

식품 개발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스페인 소비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냉장 냉동 간편식 브랜드는 유통업체들이 개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8) 따라서 향후 스페인의 간편식 시장은 제조업체보다 유통업체의 의지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좌지우지 될 것이다.  

3.4. HMR 정부정책

  사실 영국, 독일, 프랑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최근에 스페인 정부는 국민의 식품안전과 

건강한 식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스페인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로 EU의 

규제를 따르고 있으며 근래 스페인 정부의 최대관심사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국민의 비만이

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이다. 

24) (https://www.iriworldwide.com) (검색일: 2018.11.20.)

25) (http://globalretailmag.com/private-label-frozen-food-2014/#sthash.Q9iDaU1a.dpbs) (검색일: 2018.12.01.)

26) IRI(2014)

27) Euromonitor International(2018) 

28) Statista(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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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은 비교적 식품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최근에 한 육류 공급업체

는 유통되지 말아야할 품질이 나쁜 고기를 시장에 유통하다 적발되었다29).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 안전성 문제로 스페인 정부는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HMR 식품 또한 중요한 관리 대상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HMR 식품 제조업체들은 정부가 

제안하고 권장하는 설탕, 소금, 지방 등의 함유량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스페인 

소비자들이 식품구매에 있어 바르게 선택하도록 식품표시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비만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고 특히 아이들의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한 식사를 격려하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3.5. 시사점

  여성이 전통적으로 식사준비를 하던 사회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적 활동 참여는 여성

의 집안일에 대한 평균 노동시간을 감소시켰으며 결국 이러한 트렌드가 스페인의 식사문화

를 바꾸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현재 스페인 여성은 가정 밖에서의 경제적 활동으로 육체적 

노동력이 고갈되어 가정 내에서 식사를 준비하기보다 외식이나 HMR 식품 구매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점점 노출되어지고 있다. 2010년대의 불경기는 스페인 소비자들의 쇼핑

채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격에 민감해 지면서도 하이퍼마켓을 더 자주 방문하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거리의 소매점에서 소량 구매하는 새로운 쇼핑패턴을 낳았다. 나아가 

경제적 가격측면을 떠나 소비자들은 인근 근처의 소매 점포들이 하이퍼마켓보다 더 신선하

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믿음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소비자 인식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주거지역 인근에 소규모 점포를 개점하도록 부채질 하고 있으며 HMR 식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외지역에 있는 하이퍼마켓에 가서 저 가격의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집에서 보관하다 소비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HMR 유통경로에서 하이퍼마켓

의 역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요리 하는 시간을 즐기기보다 번거롭다고 생각하며 

29) (https://www.foodsafetynews.com/2018/10/six-arrested-as-meat-network-busted-in-spain/ )

    (검색일: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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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을 추구하는 문화는 가정 내 요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 추세에 힘입어 스페인의 HMR 식품 산업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장할 것이라 전망된다.

4. 덴마크

4.1. HMR 산업 현황

  덴마크는 북유럽을 대표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2018년 인구는 약 577만 명으로 한국의 

11%로 작은 국가이지만 HMR 시장 규모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인구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HMR 시장이 약 2조 1,826억 원으로 추정되는

데30) 반하여 덴마크는 약 8,900억 원을 기록하며 2021년까지 연간 2.2%의 성장률을31)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덴마크의 HMR 시장이 한국시장에 비하여 3.5배

가 넘는 수치이다. 다시 말해 2018년 한국 소비자는 간편식 식품구매에 1인 평균 연간 

약 4만 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하여 덴마크 소비자는 평균 15만 4,560원

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절대적 수치에서 덴마크의 HMR 시장규모가 작지만 한국 

HMR 산업 성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덴마크 소비자의 평균 HMR 식품 소비규모는 2018년 16.1kg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32) 

그 중에서도 근래 들어 냉동피자의 성장이 가파르다. 냉동피자의 대표업체인 DR Oetker는 

적극적인 TV 광고와 빈번한 신제품 출시로 덴마크의 냉동 피자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피자

는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간편식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바쁘게 사는 가족들이 

식사대용으로 선호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2014년에 피자 카테고리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HMR 식품의 하나로 계속 성장하여 간편식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8.8%를 기록하였다.33) 

2018년 Euromonitor International에 의하면 덴마크 소비자들은 DR Oetker이 맛있고 품질

이 좋은 냉동피자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2018년 피자 카테고

30) (http://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540) (검색일: 2018.12.22.)

31) Statista(2018), 2018년 12월 22일 환율 기준

32) Statrista(2018)

33) Canadea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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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매출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덴마크 소비자의 건강 지향형 소비 패턴에 힘입어 유통업체 브랜드(RB) 상품인 샐러

드의 매출신장이 돋보인다.34) 건강 지향형 인식과 편리성 추구로 개발된 간편식 샐러드는 

품질과 제품혁신으로 Coop Denmark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시장 성장률 측면에서도 

간편식 샐러드는 2011년 4% 신장에 2014년에는 10%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다.35)

  상위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HMR 식품시장에 유통업체가 적극

적으로 생산 및 공급에 참여하고 있지만 덴마크는 전혀 다른 실정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유통업체가 간편식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각종 규제는 식품

제조 노하우가 부족한 유통업체에게 HMR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덴마

크는 유통업체가 아닌 제조업체가 HMR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유통업체는 

RB 상품 개발 시 규제에 접촉되지 않는, 즉 쉽게 생산 가능한 HMR 식품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덴마크의 HMR 식품 시장을 주도하는 Tulip Food 회사는 2010년에 덴마크 HMR 시장에서 

18%의 점유율을 보이고 2014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시장 내 1위 주자로 17%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 회사는 덴마크 전통 HMR 식품 개발뿐만 아니라 중국 등 세계 

유명한 나라의 음식을 간편식으로 개발 판매하고 있다. 유리레버가 생산하고 있는 Knorr 

브랜드 또한 덴마크 소비자가 선호하는 2위 브랜드업체로 다양한 카테고리를 HMR 식품으

로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들의 적극적인 HMR 식품분야 진출은 덴마크의 HMR 

산업성장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4.2. HMR 산업 성장 배경

  덴마크 소비자들은 가정 내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는 번거로운 

가사일 중에 하나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무엇보다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시간

을 보람도 없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는 것은 시간사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덴마크 소비자들의 시간사용에 대한 요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HMR 산업의 

34) Euromonitor International(2018)

35) Euromonitor International(2011, 2014)



50 ∙ 세계농업 2019. 1월호

성장 동력으로 작동되고 있다.

  나아가 도시개발로 인하여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시골의 식문화 

습관을 버리고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도시생활에 적응하였다. 결국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서 식사준비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식사문제 해결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짧은 

시간에 식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편식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이러한 소비자들의 

삶의 스타일을 분석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온갖 노력은 HMR 식품 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간편식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마케팅 또한 덴마크 소비자의 

식습관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덴마크의 HMR 시장이 성장하는 주요 배경중의 하나가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이다. 결혼연기, 결혼 회피, 이혼가구 증가 등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2018년 1월 덴마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570만 명 중 혼자 사는 인구가 이미 102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1월 기준 남성 1인가구는 51만 2,552명이며 여성 1인가구는 남성보다 

훨씬 많은 67만 6,468명이다. 게다가 2인가구수는 1인가구수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그룹

으로 90만 5,628명에 달한다. 1인가구 또는 2인가구의 증가가 어느 나라에서나 HMR 식품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되었듯이 덴마크 간편식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1999년도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미 덴마크 소비자들은 간편식에 대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36) 즉 간편식이 식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는 긍정적 인식이 덴마크 HMR 시장의 성장배경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덴마크 소비자는 식품 지출에 있어 두 가지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덴마크의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족을 위하여 구매하는 피자가격이 약 한화 5만 

1,000원~6만 8,000원 수준이면 쉽게 수긍하지만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HMR 식품 가격이 

이러한 가격의 반만 되어도 비싸게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소비지출에 대한 인식은 2016년

에도 확인되었다.37) 다시 말해 덴마크 소비자는 HMR 식품 가격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어 공급업체들의 세심한 가격전략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36) Poulsen(1999)

37) (https://www.foodexport.org) (검색일: 2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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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HMR 유통경로

  유럽의 선진 국가들처럼 덴마크도 2017년 상위 5개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은 95.4%로 

조사되었다.38) 덴마크의 상위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상위 2개 업체인 Coop와 Dansk Supermarked의 시장점유율만 봐도 70.3%

로 압도적이다. 또한 상위 유통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높게 나타나는 국가일수록 공통적으

로 HMR 식품의 유통경로를 좌지우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덴마크 시장에서도 

확인되었다. 

<표 4>  2017년 덴마크 유통업체 시장 점유율(%)

구 분 Coop Dansk Super Fria Reitangruppen Lidl Aldily 기타 

점유율 36.9 33.4 11.4 10.9 2.8 2.6 1.9

자료: Statista(2017)

 

  2013년 식품시장에 있어 하드디스카운트스토아와 슈퍼마켓 업태가 57.3%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의점이 뒤를 이어 20.4%를 보이고 있다.39) 하지만 2014년 HMR 식품 유통경로에 

있어 앞의 두 채널은 전체 식품시장의 점유율보다 더 높은 67.1%를 보이며 편의점이 24.1%

의 점유율을 보여준다.40) 결과적으로 HMR 시장의 91.2%의 점유율을 보이는 현대화된 유통

채널이 덴마크의 전통적인 채널을 압도적으로 능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덴마크의 도시화

에 기인한 소비자의 쇼핑패턴 변화와 일치한다. 

  또한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디스카운트 스토아, 편의점이 전체 식품시장에서 77.7%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반면에 HMR 식품시장에서 91.2%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덴마크 

소비자가 HMR 식품을 구매할 때 전통적 채널보다 현대화된 유통채널을 더욱 신뢰한다는 

결과이다. 2017년 Statista 자료에 의하면 덴마크의 식품시장은 1,496개의 점포를 가진 하드

디스카운트 업태가 41%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며 뒤를 이어 489개의 점포를 가진 슈퍼마

켓이 25.3%를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41) 하드디스카운트 스토아는 2002년 869매장에

서 급성장하여 202017년 1,496개까지 확장되었지만 근래 들어 소비자들이 가격지향보다 

38) Statista(2018)

39) Canadean(2015)

40) Canadean(2015)

41) Statista(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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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지향으로 바뀌다보니 이 업태는 다소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시장지배력과 관련하여 시장지배력이 높을수록 대형유통업체들은 직접 

RB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덴마크 시장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발견 

되었다. 덴마크 HMR 식품 시장에서 유통업체 RB의 점유율은 NB에 한참 못 미치는 8.2%에 

불과하다.42) 덴마크의 경우 HMR 식품의 유통경로가 대형유통업체들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MR 식품 공급은 유통업체가 아닌 제조업체(NB)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간편식 전체 시장에서 NB가 91.8%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가운데 그나마 유통업체들은 

도시락 시장에서 13.5% 점유율을 보이고 뒤를 이어 피자시장에서 10.8%, 나머지 시장에서 

6.8%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덴마크의 HMR 시장을 주도하는 제조업체를 분석해 보면 

모든 HMR 식품 카테고리(피자 도시락 포함)에서 골고루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를 찾기는 

쉽지 않고 HMR 식품 분야별 주도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 2014년 Canadean에 따르면 피자

와 도시락을 제외한 간편식 시장에서는 Steff Houlberg가 시장의 16.7%를 점유하고 있고 

피자시장에서는 De Oetker가 22.6%를, 도시락 시장에서는 Blue Dragon이 31.6%의 시장점

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대형 유통업체들은 HMR 식품 경로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음에도 

시장 진출에는 아직 소극적 자세로 보인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유통업체 입장서는 RB HMR 

시장이 밝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가운데 덴마크 유통업체들은 HMR 식품 시장에 RB로 진출

할 때 소비자들이 가격대비 가성비를 중시여기는 식품 쇼핑패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4. HMR 정부정책

  식품 안전성과 관련하여 덴마크 정부는 EU 기준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농수산물 

생산자에서부터 제조업체까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소비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덴마크에서 유통되는 어느 식품이라도 

안전하다고 하는 정부의 메시지는 HMR 식품구매를 한층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덴마크 정부는 2011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국민의 비만을 억제하고자 음식에 

42) Canadea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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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지방성분에 대하여 세금을 책정하기 시작했다. 세금 비율은 지방성분 1kg당 약 

2,730원43) 정도를 책정하여 식품 제조업체들의 지방성분 사용억제를 유도하였다. HMR 

생산업체들도 식품 개발 시 예외 없이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덴마크 내 유통되는 모든 식품이 비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긍정적 메시

지 전달효과를 거두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소비자의 웰빙 지향형 소비패턴을 식품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지방성분과 마찬가지로 덴마크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2011년부터 소금성

분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식품소비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가 HMR 식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결국 HMR 식품에 포함되는 소금

성분을 분석하여 소금성분의 최대 함유량을 법적으로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덴마크 

정부는 HMR 식품 제조업체들이 간편식 당 전체적으로 소금성분이 3.5g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하였다.44) 덴마크 정부의 국민건강 지키기 차원의 각종 정책은 소비자들이 

HMR 식품을 신뢰하도록 하여 HMR 식품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덴마크 정부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연구 자료에 의하면 덴마크 각 가정은 평균 한화 기준 약 50여만 원어치의 음식물을 

버리고 있으며 특히 크리스마스 기간과 이스터 휴일동안에 각 세대는 연간 평균 쓰레기 

배출양의 50% 이상인 약 32만 상당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고 한다.45) 이러한 덴마크 

소비자의 식습관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고 결국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

하고 생산자에서부터 포장재 생산업체, 음식물 제조업체, 마지막으로 최종 소비자까지의 

전체 과정을 분석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 억제 정책을 전개하였다. HMR 식품 제조업체들

도 정부의 이러한 규제를 바탕으로 최종소비자가 간편식 식품을 소비 후 최소한의 쓰레기가 

배출되도록 제품을 디자인해야 한다.

43) 2018년 12월 20일 환율 기준

44) https://extranet.who.int/nutrition/gina/sites/default/files/DNK%202009%20Keyhole%20-%20voluntary)

(검색일: 2018.11.20.)

45) Tænk Forbrugerråde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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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사점

  덴마크 정부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관련 정책은 덴마크 소비자들이 간편식을 포함하여 

모든 식품을 신뢰하도록 자극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HMR 식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시킨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 어떻게 

정책을 전개하는가에 따라 HMR 시장의 성장 또는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 종 규제가 HMR 식품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제품 기획 생산과정을 어렵게 

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HMR 시장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이 사실이다. 덴마크의 HMR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한국보다 인구대

비 3배가 넘는 시장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 성장한다는 예측은 미래에 소비자들이 

HMR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개선되고 구매량을 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

는 소비자가 가정 내에서 요리하기보다 간편식으로 편하게 빨리 식사를 대체하려는 문화를 

자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HMR 산업의 전망을 밝게 해준다. 

5. 결론 

  인구의 감소 또는 인구규모에 상관없이 현대인들의 삶은 바빠지고 있고 바쁜 삶으로 

가정 내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식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서 소비자가 직접 요리에 참여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결혼 연기, 비혼, 무자녀 부부증가, 이혼가구 증가, 여성의 경제적 활동 증가, 

1인가구의 증가는 가정 내 요리 문화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고 앞으로 다시 전통적 식사문

화로 회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특정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보여주는 트렌드이다. 

  이러한 식사문화의 변화는 가정 내 식사준비를 점점 멀리하게 되어 결국 이 자리는 HMR 

식품 산업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다. 설사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더

라도 앞의 나라들에서 보여주었듯이 향후 HMR 시장의 성장은 속도의 문제이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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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의 농업현황과 정책

윤 선 희 * 46)

1. 들어가며

  룩셈부르크는 유럽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식 국가명은 룩셈부르크대공국(Grand 

Duchy of Luxembourg)이다. 963년 지그프리드(Siegfried) 백작에 의해 건국되었으며 1815

년 빈회의를 통해 공국(duchy)에서 대공국(grand duchy)으로 승격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

전 동안 독일에 점령당했다가 이후 독립하였고 국가권력은 삼권분립에 기초하나 입법과 

행정의 분리는 명확하지 못한 편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공(duke)은 2000년에 즉위한 앙리

(Henri de Luxembourg) 대공이 맡고 있다.  

  유럽의 강국인 프랑스, 독일, 벨기에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베네룩스(Benelux)1)의 일원

으로서 유럽 강소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인구는 2018년 기준 약 6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1.2% 수준이며, 국토의 동서 길이 57km, 남북 길이 82km, 면적은 2,586㎢로 제주도(1,849

㎢)보다 조금 큰 유럽에서 가장 작은 주권국가 중 하나이다. 룩셈부르크는 다른 베네룩스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대해 우방적인 관계이며 6․25전쟁의 참전국이기도 하다. 

  이처럼 작고 생소한 룩셈부르크라는 국가는 1인당 GDP가 2017년 기준, 약 10만 4,000달

러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유럽 평균의 세 배 수준으로 작지만 강한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1950~1960년대에는 지하자원을 활용한 철강 산업과 자동차, 화학, 전기산업

의 발전으로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었고 1970년대에 오일쇼크로 철강 산업이 쇠퇴하자 

금융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현재는 수도인 룩셈

 *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석사 (sunny35345@naver.com) 

 1) 서유럽의 세 이웃 국가인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정치 및 경제 연합이며 유럽 강소국의 상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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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크시 내에 140여 개의 세계적인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어 스위스에 버금가

는 금융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그림 1>  룩셈부르크 지도

자료: 이코노미조선

<그림 2>  룩셈부르크 GDP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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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bank(https://data.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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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의 규모는 크게 축소되어 현재 룩셈부르크의 총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1970년대 6%였던 것에 비해서도 매우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1차, 2차 산업을 대신해 국가 경제의 88%를 서비스업이 이끌어가

고 있다. 본고는 룩셈부르크가 작은 국토면적과 산업적 경쟁력 약화 등 열악한 여건 하에서 

어떻게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3>  룩셈부르크 산업 구조 변화

(a) 1970년                                                           (b) 2015년

자료: 룩셈부르크 상공회의소(www.cc.lu)

2. 농업 현황

2.1. 지형 및 기후 조건

  룩셈부르크는 연평균 기온이 9.6℃, 월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 2℃, 최고 기온은 21.9℃로 

겨울에도 온화한 온대 기후이며 강수량은 연간 총 800mm 내외로 월별 분포가 대체로 고른 

편이다. 해발 400~600m의 높은 지형인 북서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많으

며 지대가 낮은 남동지역은 기온이 다소 높고 강수량이 적은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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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룩셈부르크 월별 기온 및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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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uxembourg in figures 2018(STATEC)

<그림 5>  룩셈부르크 지형 및 기후 지도

(a) 지형                                     (b) 강수량                                 (c) 평균기온

자료: ASTA(Administration des Services Techniques de l‘Agriculture), Luxembourg



룩셈부르크의 농업현황과 정책 

국가별 농업자료 ∙ 71

2.2. 농경지 이용

  룩셈부르크의 국토 중 절반이 넘는 52.6%가 농업용지이고 그 다음으로 산림이 37.2%, 

도시 및 주거공간은 9.8%를 차지하고 있다.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으며 큰 강이나 호수가 

없는 지리적 조건 탓에 수산업은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림 6>  룩셈부르크 토지 이용 현황

                (a) 토지이용 비율(2012년)                                          (b) 토지이용 지도

 

자료 1: Ministèere du Déeveloppement durable et des Infrastructures, Administration de 

l’Environnement, 2014. National inventory of greenhouse gas emissions

자료 2: Rapport d’ctivité 2017, 룩셈부르크 농림부(Le gouvernment du grand-duche de luxembourg, ministere 

de i'agriculture)

  룩셈부르크의 농경지 면적은 1950년대 14만 4,000ha에서 산업화의 영향으로 1990년대에 

12만 6,000ha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소폭 증가하여 2010년대에는 13만 1,000ha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국토의 절반 이상인 13만 1,384ha 수준이며 이 가운데 

목초지와 초원은 6만 6,923ha이고 나머지 6만 2,798ha의 면적을 원예농업에 이용하고 있다. 

원예작물 재배와 목초지 이외의 텃밭과 화훼, 과수 면적은 전체의 1% 내외로 미미하다. 

농경지 중 목초지 면적은 지난 60여 년간 다소 증가하였는데 농경지 면적에서의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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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에서 51%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원예작물 재배면적은 1950년 약 8만 ha에서 2015년

에는 6만 3,000ha 수준까지 감소하고 동기간 면적 비중도 55%에서 48%까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룩셈부르크 농경지 면적

 단위: ha, %

구분
1950 1970 1990 2000 2010 2015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원예작물 79,628 55.3 64,228 47.5 55,891 44.3 60,927 47.7 61,951 47.3 62,798 47.8

목초지 60,893 42.3 69,094 51.1 68,827 54.5 65,277 51.1 67,593 51.6 66,923 50.9

텃밭 1,483 1.0 317 0.2 121 0.1 53 0.0 10 0.0 11 0.0

화훼 145 0.1 63 0.0 19 0.0 21 0.0 48 0.0 102 0.1

과수 1,904 1.3 1,441 1.1 1,440 1.1 1,365 1.1 1,503 1.1 1,550 1.2

농경지 합계 144,053 100.0 135,143 100.0 126,298 100.0 127,643 100.0 131,106 100.0 131,384 100.0

자료: Service d'Economie Rurale

2.3. 농업생산 구조

  룩셈부르크 농축산업의 분야별 생산액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농산물이 41.9%로 가장 

크고 농업 관련 산업은 8.4%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의 생산액 비중은 각각 

23.4%, 26.3%로 이 둘을 합하면 총 농축산업 생산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농업 관련 산업으로 

농축산물 가공 및 판매, 농기계 등 서비스업은 이전보다 성장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산업별 임금지수를 비교해보면 2010년을 기준(100)으로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은 연도별 큰 변동 없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반면, 농업의 임금지수는 연도별 

변동성이 매우 큰데 이는 농축산업의 작황에 따른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큰 특성 때문이

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중에서 2014년을 제외한 7년간은 다른 산업들보

다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농축산업의 경쟁력이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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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룩셈부르크 농축산업 생산액 비중(2015년)  

자료: Service d'Economie Rurale

<그림 8>  룩셈부르크 산업별 임금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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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ervice d'Economie Rurale

2.4. 농업경영체 구조

  룩셈부르크는 농업에 이용 가능한 토지가 매우 제한적인 국가이며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농업에 고용되는 인구는 감소하고 이전보다 더 

자본집약적이며 규모화 된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2016년 농가 수는 1990년의 절반 수준인 

1,965호로 크게 감소했으나 농가당 경지규모는 크게 확대되어 규모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모가 10ha 미만인 농가의 비중은 1990년 34.4%에서 2016년 24.2%로 

감소하는 동안 100ha 이상의 대규모 면적을 경작하는 농가는 2.8%(106농가)에서 24.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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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로 그 비중과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은 1990년에 33ha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그 두 배인 67ha를 기록했다.  

<표 2>  룩셈부르크 경지규모별 농업경영체 비중 추이 
단위: 호, %, ha

구분
1990 2000 2010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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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농장 수 3,803 100.0 2,728 100.0 2,201 100.0 2,022 100.0 1,965 100.0

2ha 미만 523 13.8 335 12.3 220 10.0 185 9.1 172 8.8

2~5ha 465 12.2 270 9.9 158 7.2 139 6.9 135 6.9

5~10ha 319 8.4 245 9.0 217 9.9 176 8.7 169 8.6

10~20ha 388 10.2 207 7.6 171 7.8 164 8.1 163 8.3

20~30ha 307 8.1 156 5.7 120 5.5 123 6.1 107 5.4

30~50ha 685 18.0 346 12.7 242 11.0 195 9.6 199 10.1

50~70ha
1,010 26.6

424 15.5 257 11.7 223 11.0 209 10.6

70~100ha 449 16.5 381 17.3 350 17.3 329 16.7

100ha 초과 106 2.8 296 10.9 435 19.8 467 23.1 482 24.5

평균 재배면적 33.2 46.8 59.6 65.0 66.5

자료: Service d'Economie Rurale

  룩셈부르크 농업경영체의 경영형태는 가족농의 비중이 93.8%로 절대적이지만 기업농의 

수와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기업농은 1990년 35호로 전체의 0.9%에서 2016년에는 121호

(6.2%)로 증가하였다. 이는 경지면적 규모화와 연관된 발전으로 볼 수 있다. 겸업여부에 

따른 비중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전업농의 비중은 연도별로 64~69%이고 겸업농은 31~36%

로 나타났다. 

<표 3>  룩셈부르크 농업경영체 구조
단위: 호, %

구분
1990 2000 2010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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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농장 수 3,803 100.0 2,728 100.0 2,201 100.0 2,022 100.0   1,965 100.0

경영 형태
가족농 3,768 99.1 2,656 97.4 2,061 93.6 1,880 93.0   1,844 93.8

기업농 35 0.9 72 2.6 140 6.4 142 7.0      121 6.2

겸업 여부
전업농 2,528 66.5 1,729 64.1 1,468 68.3 1,321 67.2   1,317 68.8

겸업농 1,275 33.5 968 35.9 680 31.7 645 32.8      597 31.2

자료: enquête sur la structure des exploitations agricoles(STA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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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경영주 연령분포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농가 수 감소에 따라 대부분의 연령대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50대 경영주의 수는 줄지 않고 그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9>  룩셈부르크 농가경영주 연령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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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ecensement agricole annuel au 15 mai(STATEC) 

  생산 분야별로는 총 농가의 2/3가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와인용 포도(15%) 및 기타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농가 경제 규모는 매우 다양하

게 분포하고 있는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포도 

등 원예작물이 따르고 있다. 

3. 농축산물 생산

3.1 농산물 생산

  룩셈부르크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은 밀과 보리, 트리티케일2) 등이 있으며 이 세 

품목의 생산량은 전체 곡물 생산량의 90% 수준이다. 이 외에도 호밀, 귀리, 옥수수 등이 

있으며 2017년 기준 전체 곡물 생산량은 약 14만 9,000톤이다. 곡물 생산량은 생산성 향상에 

 2) 라이밀로도 불리는 트리티케일(triticale)은 밀과 호밀을 교잡한 잡종식물로 잎, 줄기, 이삭을 함께 이용하는 총체사료 사일리

지용으로 재배함.



76 ∙ 세계농업 2019. 1월호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지난 2016~2017년은 작황부진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 

밀과 호밀, 트리티케일의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보리, 귀리, 옥수수 등의 곡물은 감소하여 

주요 작물 생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 이외에도 유채와 두류, 

감자 등을 재배하며 소량이지만 와인 생산을 위한 포도가 재배되고 있다. 와인 생산량은 

경쟁력 약화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4>  룩셈부르크 주요 농산물 생산량 

구분 단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곡물

합계 톤 147,586 152,830 160,552 166,185 176,516 139,271 149,480 

밀 톤 52,742 61,184 71,745 83,474 91,058 70,069 77,922 

호밀 톤 1,703 3,603 5,715 5,118 5,610 4,173 4,615 

보리 톤 62,821 53,533 52,853 43,003 44,382 34,005 34,956 

귀리 톤 12,150 9,217 7,734 4,789 5,879 5,287 5,922 

옥수수 톤 - 2,040 2,043 3,116 928 840 749 

라이밀 톤 14,591 19,843 18,530 25,523 27,373 22,843 23,700 

기타 곡물 톤 3,579 3,410 1,932 1,162 1,286 2,054 1,617 

유채 톤 5,108 8,370 14,704 15,895 13,834 10,915 11,340 

두류 톤 1,380 1,235 1,474 887 1,319 1,048 1,471 

감자 톤 22,857 27,858 19,329 19,531 12,971 18,714 21,359 

포도주 hl 149,654 131,931 135,366 110,248 110,694 82,947 81,248 

주: hl(hectoliter)=100리터

자료: Service d'Economie Rurale

  룩셈부르크 국내 소비를 위한 과일과 채소 생산량은 적은 양이지만 다소 증가하고 있다. 

주요 재배 과일인 사과 생산량은 지난 2014년에 약 2,900톤으로 전체 과일의 94%를 차지하

였으며 이외에는 배와 핵과류, 견과류, 베리류 등이 다소 생산되고 있다. 채소 역시 많은 

양이 생산되지는 않으나 최근 몇 년간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하여 지난 2014년 채소 총 

생산량은 2007년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채소는 당근과 상추인데 2014년 

기준 생산량이 각각 1,000톤, 400여 톤이며 양배추와 토마토, 치커리, 호박, 양파 등도 소량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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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룩셈부르크 과일 및 채소 생산량 

단위: 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3 2014

과일

 합계      2,750      3,472      2,830      2,852      2,365      3,093 

사과      2,515      3,354      2,595      2,664      2,159      2,897 

배        282        275        255        258        233        282 

핵과류        188          85        191        146        162        150 

견과류          23          19          24          24          24          26 

베리류          24          14          20          18          20          20 

채소

합계      1,050      1,080      1,186      1,237      2,202      2,552 

양배추          41          28          41          57          99        136 

상추        179        164        124        134        239        427 

치커리          76          65          67          79        120        140 

토마토          85          83          75          71        104        123 

호박          55          37          42          39          42          32 

당근        203        310        409        478        935      1,000 

양파          92          66          81          40        138        120 

기타채소        319        327        347        339        525        574 

자료: ASTA(Administration des Services Techniques de l‘Agriculture), Luxembourg

3.2. 축산물 생산

  축산업은 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산액 기준 84.2%로 가장 크며 소 사육마릿수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4월 기준 총 소 사육마릿수는 20만 2,000마리를 

기록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젖소의 경우 마리당 우유 생산성 증가와 우유생

산제한 정책 등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감소해왔는데 우유생산제한 정책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사육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 사육마릿수 역시 증가 추세이며 2017년 

기준 9만 5,000여 마리로 조사되었다. 

  축산물 생산량은 식육용 송아지를 포함한 소고기의 비중이 가장 크며 2017년 기준 소고기

는 도체 중량으로 약 1만 6,000톤, 국내 소비용 송아지고기는 약 190톤을 생산했다. 수출되

는 식용 송아지 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 2만 2,000두를 넘었다. 소 

다음으로 많은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7년에 약 1만 7,000톤으로 1995년 대비 약 2배 성장하

였다. 반면 국내 소비용으로 사육되는 식용 새끼돼지는 2017년 약 1만 2,000두로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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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만 1,000두에 비해 71% 감소하였다. 또한 수출용 식용 새끼돼지도 같은 해 약 8,400두를 

생산했는데 이는 1995년보다 57% 감소한 수준이다. 양과 염소고기는 2017년에 177톤, 가금

육은 251톤으로 생산량이 적지만 이는 1995년에 비해 각각 2.9배, 3.5배 증가한 양이다. 

룩셈부르크의 주요 축산물가공품인 우유의 생산량은 2017년 38만 7,000톤으로 2010년 이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달걀 생산량은 최근 몇 년간 2,000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에 비해 2.6배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유와 달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축산물 중에서도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표 6>  룩셈부르크 축산물 생산량 

구분 단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소고기(도체중량) 톤 15,560 17,030 16,779 16,257 15,984 15,190 15,788 

송아지고기(도체중량) 톤 245 475 355 252 201 205 194 

식용 송아지 수출용(두수) 두 16,151 16,625 14,399 14,698 18,135 19,115 22,153 

돼지고기(도체중량) 톤 8,950 11,710 13,728 15,142 15,625 16,802 16,907 

식용 새끼돼지(두수) 두 41,200 34,426 30,526 13,774 17,673 14,746 12,103 

식용 새끼돼지 수출용(두수) 두 - 19,584 7,095 17,383 18,116 12,252 8,417 

양, 염소고기(도체중량) 톤 61 119 146 172 193 184 177 

가금류고기(도체 중량) 톤 72 163 236 232 199 255 251 

우유 톤 268,600 264,480 269,654 295,302 346,290 376,087 387,193 

달걀 톤 775 943 1,424 1,684 1,952 2,063 2,091 

자료: Service d'Economie Rurale

  지난 2015~2016년에 원유 생산량 증가로 우유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원유 감산과 탈지분유 생산량 증대 등의 정책에 따라 2017년 상반기부터 

가격이 안정화되었다. 이는 뉴질랜드의 우유 공급량 부족으로 우유와 탈지분유의 수출이 

증가한 영향도 있었다. 

3.3. 식품 수출입

  룩셈부르크의 식품 및 동물 수입액은 2017년 약 16억 유로로 전체 상품 수입액(189억 

8,000유로) 중에 8.4%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0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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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 많은 수준이다. 식품 및 동물 수출액은 2017년에 약 9억 유로로 전체 상품 수출액

(126억 6,000유로) 중에 7.1% 수준이다. 이는 2000년 대비 175%, 2010년 대비 35% 증가한 

수준이다. 식품 및 동물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78% 많아 식량 순수입국으로 볼 수 있다. 

식품의 수출입은 주변국인 벨기에, 프랑스, 독일과 가장 많은 부분 이뤄지고 있다. 수출되는 

식품은 주로 식용 송아지와 새끼돼지, 유제품 등이며 인구 및 소득 증가에 따라 국내 식품 

수요도 늘고 있다. 

<표 7>  룩셈부르크 식품 수출입

단위: 백만 유로

구분 1993 2000 2010 2015 2016 2017

수입
전체 상품 6,752 11,633 16,302 17,658 17,636 18,984 

식품 및 동물 532 736 1,343 1,644 1,578 1,597 

수출
전체 상품 5,041 8,498 10,638 11,673 11,903 12,661 

식품 및 동물 274 327 667 913 838 899 

자료: 룩셈부르크 통계청(https://statistiques.public.lu/stat)

4. 농업정책

  룩셈부르크는 다양한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보조금 등의 정책을 통

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SER(Rural Economy Service)3)은 룩셈부르크의 

농업 지원 정책을 총괄하고 ATSA(Agricultural Technical Services Administration)4)는 현장

을 점검,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4.1. 직접지불제도

  룩셈부르크의 직불제는 기본 직불금과 친환경농업 및 경관 직불금, 영농후계자 직불금, 

콩과작물 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EU의 공동농업정책인(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를 정책의 기본으로 하며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사업별 예산은 다음 

 3) 룩셈부르크 농림부 산하의 기관임. 

 4) SER 산하기관으로 농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보조함. 



80 ∙ 세계농업 2019. 1월호

<표 8>과 같으며 지난 2017년 총 직불금 예산은 약 3,300만 유로이다. 현재 직불금은 룩셈부

르크 농가 비농업소득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1,803농가가 12만 2,506ha

의 농경지면적에 대해 약 2,300만 유로의 기본 직불금을 지급 받았다. 직불금 대상의 권리는 

농경지의 구매와 임대, 상속 등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표 8>  룩셈부르크 2017년 직불금 예산

단위: 유로

구분 예산액

기본 직불금 22,779,000

친환경농업 및 경관 직불금 10,046,000

영농후계자 직불금 502,000

콩과작물 직불금 160,000

합계 33,487,000

자료: Service d'Economie Rurale

  친환경농업 및 경관 직불금은 작물의 다양화, 목초지의 유지, 친환경농법의 실천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위 면적당 동일한 금액이 지불되며 직불제 전체 예산의 30% 수준에서 설정된

다. 친환경농업 및 경관 직불금은 2016년에 ha당 82.75유로였고 2017년에는 80유로로 설정

되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 농가는 경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직불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경관 유지와 관련한 다음의 세 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일정 면적 이상을 경작하는 농장에게 작물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10~30ha의 

농경지를 경영하는 경우 하나의 작물이 전체 면적의 75% 이상을 차지할 수 없으며 30ha 

이상의 농장은 세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해야한다. 둘째, 기존의 목초지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셋째, 농업 이용 가능한 토지(Useful agricultural areas, UAA) 가운데 일정 

비율을 목초지로 유지하는 것을 국가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농후계자 직불금의 

지급 조건은 농장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기본 직불제 신청 이전 5년 간 농촌에 정착한 40세가 

넘지 않은 젊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농후계자 직불금은 최대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농가 당 연간 최고 지불액은 5만 유로이다. 2017년에는 102명에게 총 59만 2,542

유로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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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과에 속하는 완두콩, 누에콩, 토끼풀, 알팔파5), 살갈퀴6), 루피너스7), 렌틸콩8) 등을 생산

하는 농가는 콩과작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작목들은 콩과에 속하며 식품 또는 

사료로 이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2017년 콩과작물 직불금은 354농가에 약 15만 

유로가 지급되었다.  

<그림 10>  콩과작물재배 직불금 대상 작물

(완두콩) (토끼풀)

(알팔파) (건조 알팔파)

(루핀) (렌틸)

자료: google.

 5) alfalfa,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의 여러해살이풀임.

 6) vetche,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의 덩굴성 두해살이풀임. 

 7) lupine, 쌍떡잎식물 이판화군 장미목 콩과의 루피너스속 식물임. 

 8) lentils, 남부 유럽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일년생 콩과 식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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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건불리지역 보조금

  룩셈부르크는 조건불리지역(less-favored regions)에서 경작하는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다. 국내 농경지 가운데 조건불리지역에서 3ha 이상을 경작하고 연간 총 매출액이 

9,600유로 이상인 농가가 지급 대상이다. 지난 2016년에는 보조금으로 총 1,473만 유로가 

지급되었다. 보조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책정되는데 60ha까지는 ha당 150유로이고 60ha를 

초과하는 면적은 ha당 75유로로 계산된다. 

5. 결론 및 시사점

  룩셈부르크라는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가 작다는 것과 이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인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발전을 이뤄냈다는 점이다. 작은 국가이며 주변 강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철강 산업과 금융업 등 특정 산업에 집중하며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을 이끌어왔다. 룩셈부르크의 농업은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산업 규모가 축소되었다. 1970년대까지 국가 경제의 6%를 

책임지던 농업은 현재 0.3%라는 매우 미미한 규모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이 협소한 농경지면적과 경쟁력 약화 등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룩셈부르크의 농경지 면적은 1990년대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목초지는 면적과 

비중이 함께 늘고 있다. 협소한 국토 면적에서 필요 이상의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직불제와 

보조금 등의 정책을 통해 자연과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농업 구조적으로는 

고용 인구가 감소하고 평균 경작면적이 확대되며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축산업과 축산물 

가공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영주의 연령대가 고령화되는 일반적인 추세와 다르

게 40~50대가 주축이 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식량 수입량이 수출보다 많아 자급률이 

낮은 편이나 최근 과일과 채소, 달걀, 우유 등의 생산이 늘고 있다. 신선도가 특히 중요한 

식품들에 대해 이전보다 생산역량을 집중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한 

경쟁력과 축소되는 산업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지향하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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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의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한편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보전과 신선한 먹거리 공급, 이와 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룩셈부르

크 농업의 역할 설정이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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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주 호 * 9)

1. OECD 세계경제 전망 (OECD)1)

□ 세계 경제 성장은 정점을 지났고 연착륙을 위한 도전 

  세계 경제는 거친 바다를 항해중이며 세계 경제 성장은 견실하나 정점을 지났다. 많은 

국가에서 실업률은 위기 전 수준보다 한참 아래에 있고, 노동력 부족은 심각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미약하다. 하지만 세계 무역과 투자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인상에 의해 느려지고 

있고, 많은 신흥 시장경제국은 자본이탈과 통화약세를 경험하고 있다. 2019-20년의 세계 

경제성장은 3.5%로 추정되어 2018년의 3.7%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호무역

주의의 확산,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와 신흥국 금융 불안,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경제 하강위험은 도처에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비록 성장률은 느려져

도 경제를 지속가능하도록 신중하게 운용해야 한다.

□ 주요 경제권별 전망 

  미국은 재정지원 감소와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양적팽창의 축소)로 GDP 성장률이 

2018년의 2.9% 수준에서 2020년에는 2.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은 통화정책의 

완화, 견조한 고용 증가세, 양호한 금융환경 등이 내수를 뒷받침할 것이지만 대외소비 감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이 2018년의 1.9%에서 2020년에는 1.6%로 둔화될 전망이다. 

 * GS&J 인스티튜트 senior economist (jhsong@gsnj.re.kr). 

이 글은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연구보고서 중에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보고서들을 선별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함.

 1) OECD는 매년 2차례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본고에는 하반기 전망보고서(OECD 2018)를 요약함. 

(http://www.oecd.org/economy/outlook/growth-has-peaked-challenges-in-engineering-a-soft-landing.htm)

(검색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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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높은 기업 이익률, 완전 고용 등이 투자를 견인하면서 2018-2019년 1% 내외 성장을 

보이다가 2020년에는 0.7%로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신용증가가 둔화되고 생산인구의 감소, 무역 갈등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성장률이 2020년 6%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계획, 구조개혁 등으로 내수가 진작되어 2019-20년에도 경제 성장률이 7.4% 정도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성장 전망(%)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계 GDP 성장율 3.6 3.7 3.5 3.5

   G20 국가 3.8 3.8 3.7 3.7

   OECD 회원국 2.5 2.4 2.1 1.9

     - 미국 2.2 2.9 2.7 2.1

     - 유로존 2.5 1.9 1.8 1.6

     - 일본 1.7 0.9 1.0 0.7

     - 한국 3.1 2.7 2.8 2.9

   OECD 비회원국 4.6 4.7 4.7 4.7

     - 중국 6.9 6.3 6.3 6.0

     - 인도 6.7 7.3 7.3 7.4

세계 교역 증가율 5.2 3.7 3.7 3.7

자료: OECD(2018) 재인용

□  정책 권고

  성장을 뒷받침하고 금융 취약성을 완화시키는 거시 정책과 함께 중기 성장률 제고를 

위한 공급 측면의 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으로는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기조는 

점차 중립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경기 대응정책 여력 확보가 필요하다. 

통화정책은 국가별 상이한 여건을 감안하여 정상화 경로를 다양화 하고 금융불안 요인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산성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을 구축

하고 무역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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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전망과 권고 

  한국 경제는 2018-19년도의 최저임금 두자릿수 증가와 제조업분야의 구조조정이 반영된 

고용성장의 둔화를 재정 확장이 상쇄함으로써 2018년의 2.7%에서 2019년 2.8%, 2020년 

2.9%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 조치의 도입으

로 건설수요가 감소하였고 인플레이션은 1.5%에서 2%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완화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인상

과 공공부문의 고용증가, 사회적 지출증가로 견인되는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은 제조업과 

서비스 간, 그리고 대기업과 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개혁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재정확장은 OECD국가들 중에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대처하

기 위한 장기적 재정계획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낮기 때문에 

통화정책 정상화의 철회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무역, 식량안보와 2030 아젠더 (ICTSD)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2030 아젠더는 모든 국가들에게 2030년까지 기아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종식하라는 획기적인 새로운 의무를 설정하였다. 이 보고서는 무역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이러한 새로운 약속에 어떻게 관련 있는지 살펴보고, 과거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추세를 전망하고, 향후 정부가 취해야할 정책대안을 살펴본다.

  이 새로운 목표는 정부들로 하여금 영양실조의 3가지 부담(영양부족, 미량원소의 부족, 

영양과다)을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무역 정책과 다자간 규범은 소규모 생산자들의 

시장접근성과 부가가치 기회를 개선하여 생산성과 소득을 배가시키고 농촌에 일자리를 만

드는 등의 정책으로 정부가 2030 아젠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목표에서 명시적으로 세계 농산물시장에서의 무역제한과 왜곡을 개선하는 것이 식량과 영

양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지만, 비농산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약속의 실행을 

위한 행동도 마찬가지로 중요할 수 있다. 

 2) ICTSD(2016)

(https://www.ictsd.org/sites/default/files/research/sdgs_food_security.pdf) (검색일: 2018.12.3.)



96 ∙ 세계농업 2019. 1월호

  각국 정부는 세계적 기아와 싸우면서 최근 2억 명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빠른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의 미량원소부족을 줄이는 성공실적은 2030년까지 미량원소

부족을 종식시키기에는 너무 느리며 과체중과 비만은 악화되었다. 식량과 농산물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가 새로운 약속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결정적이며 특히 

영양부족이 저소득 국가들의 농촌 인구에 더 많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기상이변 

사례가 더욱 빈발해지고 심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빈곤국가들은 갑작스러운 시장쇼

크에 취약하다. 기상 상황의 변화는 어자원의 이동의 원인이 되어 저위도 국가들의 영양상태

에도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 향후 전망은 만일 새로운 기아와 영양에 대한 목표들을 달성

하려면 정부는 ‘평시와 같은 정책’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WTO 규칙들은 정부가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촌 소득을 증가시키는 많은 범위의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병해충방지와 연구, 농촌기반시설, 농업 자문 서비스 등은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농업 국내 지원, 수산보조금,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 등의 분야에서 의미있는 새로운 규칙에 대한 신속한 다자간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식량불안정 그룹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무역정책 이니셔

티브를 유용하게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 또한 국제적 공조 행동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아 

가난한 소비자를 위한 국내 식량원조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가난한 식량수입 국가들의 

소비자를 가격 폭등에서 막아줄 수출경쟁에 대한 더 나은 국제 규칙과 같은 세계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무역정책 수단들은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협상가들은 농산물 국내 보조와 같이 다른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도 행동을 취할 결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2017 WTO 각료회의에서 이 분야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진전이 있길 희망하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의 무게에 큰 위압감을 느끼겠지만, 농산물수출

에 관한 최근의 진전은 점진적인 진전은 가능하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정부 관리들

은 더욱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 시장이 실제로 기아와 영양불균형을 종식하는 목표에 기여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취할 기회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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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세계 식량정책 보고서 (IPFRI)3)

  2018 세계 식량정책 보고서는 지난해인 2017년의 주요 식량 정책의 진전과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일곱 번째인 이 연례보고서는 세계화와 점증하는 반세계화 추세에 관련된 

모든 주제를 탐사하고, 상품과 투자, 사람들, 정보에 관한 현재의 변화가 어떻게 세계식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2017년에는 반세계화 정서의 확대가 미국에서의 보호주의의 확대와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에서의 탈퇴로 구체화되었고, 영국에서의 브렉시트의 계속적인 진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남미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WTO의 11번째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공동

선언의 합의에 실패하였고, 농업보조금과 공공식량비축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부 중요한 정책적 진전4)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세계적인 모멘텀을 유지하였

다. 세계영양정상회담에서 각국과 기여자들은 힘을 모아 세계 기아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

운 기금으로 6억 4천만 달러를 서약하였고, 방글라데시와 중국, 인도는 영양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국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G20 국가들은 식량과 농업생산을 위해 물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도록 약속하였고, G7 농업장관회의에서는 시장위기와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소득 보호에 집중하였다.

  2017년의 세계경제성장과 무역과 투자의 증가는 경제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하지만 세계적인, 지역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불평등 확대는 빈곤경

감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세계 기아인구 수는 지난 10여 년간 감소하였으나 내전과 

가뭄이 겹쳐서 심각한 식량위기를 초래하여 2015년의 7억 7,700만 명에서 2016년에는 8억 

1,5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세계 식량가격은 2017년 초에는 상대적으로 높게 시작하였으

나 연말에 갈수록 계속 낮아졌고, 2018년에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식량에 쓰는 가난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1년 동안 미국과 카리브 연안의 

허리케인과 아프리카의 가뭄, 남아시아의 홍수는 취약계층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2018년에는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3) IPFRI(2018)

(http://ebrary.ifpri.org/utils/getfile/collection/p15738coll2/id/132273/filename/132488.pdf) (검색일: 

2018.12.11.)

 4)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논의의 진전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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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속해서 즉시적이고도 장기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공조하여야 한다. 세계화의 이득을 확대하면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

기 위한 국제 공조는 식량안보와 영양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2018년 보고서에 포함된 의제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이다. 보고서는 8개의 

장(2017-18의 식량정책 변화, 식량안보, 무역, 투자, 이민, 지식과 데이터, 선진국 정책, 

세계 제도)으로 구성되었고, 각 지역별로 특정주제에 대한 내용을 상술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식량정책에 관한 지표 (농업과학과 기술 지표, 경제개발을 위한 공적 지출 통계, 세계기아

지수, 식량정책연구능력지표, 농업총생산성, 식량생산, 소비, 기아 전망)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4. 블록체인의 농업분야 적용 가능성 증가 (FAO, ICTSD)5)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s)과 스마트 계약은 농업분야의 가치와 

정보의 교환에 있어서 효율과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농식품분야에서 분산원장기술의 사용기회와 이득, 그리고 적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이 기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제약과 제도적 장애 가능성을 규명한다.

  디지털 기록, 암호작성술,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의 탈금융중개화와 데이터 저장을 통해서 

분산원장기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업의 가치사슬과 농촌개발에의 개입을 개선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생산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기술 능력은 각각의 거래에서 상품의 상세한 

특성을 보관하고 있으며, 그것의 신빙성은 추적 가능성을 폭넓게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이는 식품의 안전, 품질과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두 번째로, 농업공급사슬 거래에서의 탈금융중개화와 스마트계약의 사용은 농업금융서비

스를 위한 마찰 없는 실시간 지불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거래 비용을 줄이고 구매자와 

판매자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고 농민과 판매자의 일하는 시간을 늘려

 5) FAO. ICTSD(2018)

(https://www.ictsd.org/sites/default/files/research/emerging_opportunities_for_the_application_of_ 

blockchain_in_the_agri-food_industry_final_0.pdf) (검색일: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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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세 번째로 분산원장기술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들의 기록된 디지털과 물리적 자산을 

토대로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쌓아 나갈 수 있게 한다. 농업 공급사슬에서의 거래로부터 

생성된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는 공급사슬에서의 행위자와 공공 부문에 더욱 정확한 시장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생산과 유통결정을 알리고, 농민의 신용접근 

기록을 추적하고, 좋은 정보로 정책을 개선케 하여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는데 

사용된다. 분산원장에 등재된 물리적 자산, 예컨대 토지명의자는 금융접근에서 담보로 사용

될 수도 있다. 

  이에 덧붙여 분산원장기술은 농업과 관련된 국제 협정, 예컨대 WTO협정의 농업관련 

협정과 규정,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 등의 실행과 감독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분산원장기술은 이러한 협정의 의무준수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 기술의 확장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성숙단계에 도달하려면 많은 기술적, 규제적, 

제도적, 기반시설과 용량 발전 관련 도전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농업공급체인에서  분산원장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려면 규모화, 상호운용성, 생산과정 연결을 통한 상품의 진본확인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분산원장기술은 농업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적용을 위한 

과제들이 극복된다면 커다란 잠재력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분산원장기술이 계속 발전됨으로써 국제사회는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얻어지는 생산성 

향상이 소규모 농가와 가공업자, 중소규모 기업가 등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배분되도록 

보장하는 환경조성에 기여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간 조직들과 

함께 농업분야에서의 분산원장기술의 사용에 대해 정부간 워킹그룹과 다자이해관계자 플랫

폼을 통한 정책적 지침 제공, 규제와 표준 개발, 공공민간파트너십의 제고, 농촌지역에서의 

기반시설과 디지털 기술을 개선하는 확산프로그램의 제공 등에 관한 기술적 대화에 기여함

으로써 이런 노력을 선도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시장 참여자들이 통합된 공급사슬에 참여케 

함으로써 그들의 당면하는 불리함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농촌개발에의 참여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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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의 농가 유형별 영농 수익 분석 (USDA/ERS)6)

  약 200만의 미국 농가 중에서 절반 이상의 농가들의 매년 영농 수익이 적자라고 보고된다. 

영농적자를 초래하는 농가의 비율은 소농이 높은데 그들은 대부분의 소득이 농업외 활동에

서 유래된다. 하지만 많은 소농들이 특정연도에는 영농수익을 얻기도 하며, 농가소득 계산만

으로는 농가를 소유하는 경제적 가치전체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

  농업소득은 생산으로부터 얻는 보상을 반영하지만, 농업소득은 농장을 소유하고 운영함

으로써 농가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농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장 자산가치의 대폭적인 증가를 경험할 수 있었고, 또한 농업손

실은 가구의 세금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것은 농업순수익과 같은 일반적인 농업소득 계산법

으로는 농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경제적 가치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농가가 소규모 사업가와 지주로서 조세법이나 토지 소유로 인해 받는 이익을 

포함하여 농가의 재무적 건전성에 관한 더 광의의 전망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미국농가의 

cross-sectional 표본조사인 2015년의 농업자원관리조사의 데이터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 

미국농무성의 국가통계사무소와 ERS가 매년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소득 자료

를 활용하였다.

□  주요 조사 결과 

  ∙ 이 연구가 행해진 2015년에 농가소득은 평균 11만 9,880달러이었다. 거주농장

(residence farms, 총현금수입이 35만 달러 이하이면서 주요 작업자의 1차 직업이 농업

이외인 농장)을 운영하는 가구의 평균 소득은 11만 4,703달러이다. 중간급농장

(intermediate farms, 총현금수입이 35만 달러 이하이면서 주요 작업자의 1차 직업이 

농업인 농장)을 경영하는 가구의 평균소득은 7만 338달러이다. 상업농장(commercial 

farms, 주요 작업자의 1차 직업에 상관없이 총현금수입이 35만 달러 이상인  농장)을 

경영하는 가구의 평균소득은 33만 2,731달러이다. 

 6) USDA/ERS(2018a)

(https://www.ers.usda.gov/webdocs/publications/89702/err-254.pdf?v=0) (검색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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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농장을 영위하는 농가의 82%는 영농사업에서 수익을 얻지만, 거주농장의 약 1/3과 

중간급농장의 과반에 약간 미달하는 농가만이 농장경영에서 수익을 얻는다.

∙ 농가소득의 구성은 농장의 규모나 영농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농가는 6만 

4,120달러(중간급농장)~11만 5,337달러(거주농장)을 농업 이외로부터 얻는다.

∙ 2003년과 2015년 사이에 농가가 소유한 농장과 농장이외의 자산의 총 가치는 40%~57% 

증가하였다. 2015년에 농가는 평균적으로 약 100만 달러의 농장과 60만 달러의 농장이

외의 자산을 소유하였다.

∙ 많은 농장들은 노동집약적이어서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가구노동력을 영농에 많이 

활용하였다. 이러한 영농에 소요된 비지불 임금과 자산의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새로운 

순소득 측정법으로 “작업자의 노동과 관리 소득”이 사용된다. 순농가소득이 기회비용에 

의해 조정되고 나면 농가소득은 가족농 모두에서 평균 52% 낮아진다. 

∙ 1990년과 2015년 동안 농장의 부동산가치 평균은 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였는데 

평균 약 6%의 증가를 보였다. 상업농장을 소유하는 가구는 2015년에 평균 7만 4,406달

러의 자산가치 상승을 경험하였다. 

∙ 농가는 영농손실을 농업외 소득에서 상쇄할 수 있어서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세금 경감에서 오는 이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을 고려할 때 2015년에 상업농가의 

년간 경제적 수익은 23만 2,780달러에서 30만 8,084달러로 증가하며 대부분은 자산가치 

상승에서 연유한다. 또한 영농에서 수익을 내는 농가의 비중은 43%에서 70%로 증가한다.  

<그림 1>  미국 농가 형태별 조정 후 영농수익 (2015)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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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인을 위한 미국의 위험관리 수단: 개관 (USDA/ERS)7)

  농업인들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연방위험관리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연방위험관리 지원프로그램은 새로

운 농업법이 제정될 때마다 자주 바뀌긴 하지만 생산자의 결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과 생산의 조건에 따라 보상범위나 작동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현행 연방위험관리 프로그램의 다양한 발동과 지불 방식

을 설명하고, 서로 상이한 프로그램간의 상호 역학작용과 생산자의 수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가지인데 1) 등록과 지불액에 대한 조사, 2) 예상되는 

지불액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이다. 1)의 데이터는Farm service Agency와 Risk Management 

Agency에서 수집하였고, 2) 모의실험은 O’Donoghue 외(2016)의 방법, 즉 Risk Management 

Agency의 가격과 변동 전망을 사용하고,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의 단수와 

가격 실적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6.1. 주요 연구 결과

  지난 수십 년 동안 연방위험관리 프로그램은 작물생산자에게 나쁜 날씨, 질병 발생, 가격 

변동, 그리고 다른 원인 등으로 인한 수익변동성과 소득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여기에는 작물보험과 비보험작물에 대한 재난지원지불이 포함된다. 

∙ 1990년대 이래 작물보험이 적용되는 농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3억 에이커에 

달하고 있다. 면적과 총보장액 기준으로 가장 큰 프로그램은 수익보호(revenue 

protection)인데 옥수수, 대두, 밀 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익변동성을 1/4에서 3/4까지 

줄일 수 있다. 2014년 농업법에서 도입된, 단수(yield) 제외 옵션은 생산자에게 그들의 

과거 단수 기록에서 매우 낮은 단수를 뺄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각 생산자들의 보장수익 

수준이나 단수 수준을 인상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새로운 단수제외 옵션의 적용가능 

면적 등록은 44%에서 10% 이하까지 주마다 다르며, 옥수수가 다른 작물보다 상대적으

 7) USDA/ERS(2018b)(https://www.ers.usda.gov/webdocs/publications/89202/err-250.pdf?v=0) (검색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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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 면적이 많다. 

∙ 비보험작물재난지원프로그램(NAP)은 특정 지역의 특정 작물에 발생한 재앙적 수준의 

손실을 생산자에게 보상해 주는데, 최근 도입된 NAP-Buy Up 덕분에 2014년에서 2015

년 사이에 등록면적이 두배로 증가하였으며,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 위험감소를 개선해

주고 약간 더 높은 평균수익을 제공한다. 

∙ 2014 농업법에서 도입된 Supplemental Coverage Option(SCO)와 Stacked Income 

Protection(STAX), 경손(shallow Loss)프로그램도 종전의 작물보험 위에 추가적인 보장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모의실험은 다른 옵션에 비해 예상수익과 위험감소가 낮다

고 추정되어 왜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참여가 낮은가를 말해주고 있다.

  작물보험 옵션 이외에도 연방정부는 오랫동안 가격이나 수익이 하락할 때 작동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생산자들에게 제공하여 왔다. 2014 농업법에서는 지정된 작물

의 과거 기준면적을 보유한 생산자들은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Agriculture Risk 

Coverage(ARC)프로그램이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Price Loss Coverage(PLC) 프로그

램에 참여할 수 있다. 미래 가격이나 단수에 대한 생산자들의 믿음은 그들이 어떤 프로

그램을 선택하는데 정보를 주며, 그들의 기대 수익과 위험노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옥수수와 대두 생산자들은 대부분 ARC에 등록하였고, 쌀과 땅콩 생산자들은 PLC로 

많이 옮겨 갔다. 모의실험 분석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각각의 프로그램이 다른 작물 

기준면적에 지급되는 기대 이익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 2014년에 옥수수, 대두, 겨울 밀 생산자들은 ARC로부터 PLC 보다 더 높은 지불을 

받았다. 작물가격이 2016년에 하락하여 옥수수와 대두의 기준면적에 지급된 지불의 

ARC와 PLC의 격차는 줄었고, 겨울밀의 경우에는 PLC의 지불액이 ARC를 초과하였다.  

∙ 2014-16 동안 대부분의 ARC지불은 옥수수 기준면적에 지급되었는데 연간 평균 약 

35억 달러이었다. 밀과 대두에 대한 지불액은 연 평균 5억 4,700만 달러와 5억 3,900만 

달러로 큰 차이가 났다.

∙ 2014-16 동안 PLC 지불액은 7억 7,400만 달러에서 32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주된 

요인은 밀 면적에의 지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연방위험관리프로그램은 낙농과 축산부문에도 다양하여 질병, 자연 재해, 초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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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손실, 판매가와 생산비 격차 축소 등을 보상하고 있다.

∙ 가축사료재해프로그램(Livestock Forage Disaster Program, LFP)은 최대의 연방가축재

해 프로그램인데 2008-16년 동안 총지불액이 약 70억 달러에 달하였다. 2012년에는 

극심한 가뭄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한 해에만 약 25억 달러가 지불되었다. 축산부문 

손실에 대한 다른 연방프로그램으로는 Livestock Risk Protection, Pasture, Rangeland 

and Forage Programs, Livestock Indemnity Program, Emergency Assistance for 

Livestock, Honey Bees and Farm-Raised Fish Program 등이 있다. 

∙ 낙농의 차액보호프로그램 (Margin Protection Program-Dairy)은 연방차원에서 낙농가

를 지원하는 제일 큰 프로그램이다. 2016년에 낙농가의 약 55%가 이 프로그램이 등록하

였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약 87%를 대상으로 한다. 전국낙농마진이 높아서 2015

년과 2016년에는 별로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7. 미국 무역적자와 통상 정책(USA/CRS)8)

  미국의 무역적자의 경제적 영향은 의회의 오랜 관심사항의 하나였다. 미국헌법은 외국과

의 무역을 규제하고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였고 의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여기에는 무역정책을 감시하고 무역협정을 이행하는 

법안을 심리하고 무역 프로그램을 허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어떤 경우에는 예컨대, 

무역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의회는 무역정책에 대한 일부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기도 

한다.

  미국의 무역정책과 주요 무역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회와 전임 행정부

는 가끔 무역적자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또한 양자 간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을 평가하거나 협상하고 무역 법안을 이행하는데 중요 목적인 적은 없었다. 이전 행정부는 

무역적자와 수입관세를 국가안보와 거의 연계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세계 무역체제와 미국 무역정책, 그리고 여러 나라와의 양자 무역관계의 성공 

 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2018) (https://fas.org/sgp/crs/row/R45243.pdf) (검색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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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실패를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행정부의 접근법은 미국의 전체적인 무역적자는 미국의 거시경제정책, 즉 국내의 

자본공급이 국내의 자본수요에 충분치 못하도록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정책때

문에 비롯된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견해와는 상충된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시경제정책의 이슈를 다루지 않고 무역적자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비생산적이고 경제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무역협정이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상호호혜

적인 대우를 제공하지 않았고 미국의 생산자를 더욱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게 하여 미국의 

무역적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의문

을 표시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은 일부 국가들이 국제 무역협정과 규칙을 충실히 지키지 않거나 

일부 무역장벽을 유지한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시장의 기능을 왜곡

하고, 국제무역체제를 위한 공공의 지원을 갉아 먹는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를 다루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새로운 협정을 계속 협상하는 것은 국제무역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공정

한 경쟁을 창출함으로써 이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동의하는 대로 무역적자가 

거시경제에서 연유한다고 할 때 이러한 왜곡에 대처한다면 미국의 상대국 간 혹은 품목 

간의 무역적자 구성을 바꿀 수 있지만 미국 전체의 무역적자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무역적자가 미국 내 일자리, 임금, 소득분배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에서는 오래 지속된 무역적자로 인한 부채의 누적을 걱정하

기도 한다. 그들은 수입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이러한 

자금이 미래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고수익을 올리는 생산적인 자본에 투자를 늘리는데 

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현재의 소비에 충당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우려와 

경제에서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을 변경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정책들은 이 보고서의 

범위 밖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제 전체로 볼 때 양자간 무역적자나 흑자에 상관없이 소비자와 

생산자는 모두 무역 자유화로 이득을 얻고, 경제 전체로 보아도 이득이 비용을 초과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경제가 국제무역을 통한 경쟁의 결과와 폐쇄경제보다는 개방경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수준의 품질과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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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된다고 믿는다. 그들은 무역이 경제 전반에 생산과 고용을 

증대하여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동태적 영향을 끼친다고 믿는다. 

  표준적인 경제 이론도 경제내의 더 심해진 국제경쟁으로 인해 자원이 이동되는 분야에서 

일부 근로자와 생산자들이 단기적 구조조정의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과 근로자의 조정비용은 측정하기 힘들지만, 일부 추정에 의하

면 단기적으로 상당하고 노동력과 기업, 그리고 지역의 일부가 재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재배치 이슈를 무역관련 수단들 중에 일반적

으로 특별 훈련과 다른 조정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무역협정과 무역적자와의 관계, 무역적자와 실업, 

무역적자와 관세율, 그리고 의회에서의 이슈 순으로 작성되었다. 

8. 공동농업정책의 미래: 기후와 환경 변화(EU Commission)9)

□ 기후변화, 수자원, 토양, 공기, 생물다양성과 조경

  EU 토지의 약 절반은 농업에 이용되므로 농업은 EU의 자연환경과 기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우 중요하다. 농업은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한데, 기후 변화는 온도를 높여 

작물재배 패턴을 바꾸게 하고 강우량에도 영향을 미치며,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빈번해지고 

해수면도 올라가며, 산림에도 영향을 미친다. 온실가스 중에서 직접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메탄(CH4), 황산화물(N2O), 이산화탄소(CO2)이다. 

  EU에서 농업은 2014년에 전체 물사용량의 51%를 사용하고 있다. 농업에서 비료사용은 

질소와 인이 적체되는 주요 요인이다. 질소와 인에 의한 수질오염은 호수와 연안해수의 

부영양화와 산성화를 초래한다. EU에서의 환경 규제 덕분에 질소잉여는 2003년과 2013년 

사이에 7.4% 줄었다. 물은 EU내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하나 남부 일부지역에서는 물부족 

염려가 커지고 있다. 

 9) European Commission(2017)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ood-farming-fisheries/key_policies/documents/env_background

_final_en.pdf) (검색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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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농업정책(CAP) 에서의 환경과 기후에 관련된 정책 수단  

  EU에서 농업과 환경, 기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다양한 법규와 이니셔티브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동농업정책이다. 공동농업정책에서 특히, 1) 

상호준수(cross-compliance)조항, 2) 녹색직접지불의 요구사항, 3) 직접지불의 수혜자격과 

관련된 농지보전에 대한 기본적 요구사항, 4) 물 프레임워크 지령, 5) 농약의 지속가능성 

있는 사용에 관한 지령이 있다. 

□ 공동농업정책의 성과와 부족한 점 

  정책설계와 실행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들이 CAP을 실행할 때 각 수단들을 효과적인 방법

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원국들이 많은 노력을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

만 여전히 상호준수의무와 녹색직불, 면적기반 농촌개발수단 사이의 조정문제 등을 포함한 

부문 등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CAP에서 직불제를 위한 면적 자격 결정시의 기준(EU의 기본 

규칙에 따라 회원국들이 결정)에는 다양한 이슈가 있다. 직불면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

는 최소한의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작용되지 않는다. 현행 정책의 초기에는 회원국

들이 기준을 정한 결과 다양하게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토지가 직불체제에서 누락되었다.

  농촌개발정책의 일부 수단은 환경과 기후와 연관이 많다. 하지만 역시 환경과 기후 관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Pillar II 수단을 더 가다듬고 타게팅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면적

(혹은 사육두수)기준 농촌개발수단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2014-20기간 동안 생물다양성, 

수자원과 토양관리를 목표로 하는 농촌개발지원 계약은 EU 농지의 약 15~20%를 각각의 

적용범위로 하며, 또한 산림면적에서도 각각 약 4%가 적용된다. 하지만 기후변화 관련 목표

는 매우 낮다. EU 농지의 약 8%만이 온실가스와 동물 암모니아가스를 줄이는 목적으로, 

그리고 2%는 탄소처리 목적으로 계약되었다. 

□ 부록 

  EU 규정 No. 1307/2013의 직불제 계획, 규정 1305/2013의 농촌개발 수단, 규정 1306/ 

2013의 상호준수 의무. 선별된 CAP 이외의 관련 규정과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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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농업정책(CAP)의 특정 목표: 1. 활력 있는 농가 소득 보장10)

  향후 CAP개혁을 위해 제안된  9가지 특정목표에 대해 사실과 정책적 관련성을 요약하여 

설명하는 브리프 시리즈의 첫 번째로서 활력 있는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1) 농가소득, (2) 농가소득 지원, (3) 소득 변동성에 대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EU에서는 지난 10년간 농업에서의 노동력 유출에 따른 구조변화의 결과 비록 차이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농가소득은 경제 전체의 평균소득에 비해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17년에 농가는 평균적으로 다른 직업에서 받는 소득의 46.5%를 받았으며 이것은 10년 

전 35%보다는 증가하였다. 

<그림 2>  농가소득과 평균 임금의 비교(EU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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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회비용 개념을 이용하여 농가소득은 가족 노동단위(family work unit)당 기업 소득을 사용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재인용

  CAP의 보조금의 역할은 농가소득을 지원하는데 아직 중요하다. 하지만 회원국 간에 그리

고 부문 간에 지원 역할은 상당히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영농 부문의 자산과 부채에서

도 차이가 존재한다. 

10) European Commission(2018)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ood-farming-fisheries/key_policies/documents/cap_specific_ 

objectives_-_brief_1_-_ensuring_viable_farm_income.pdf) (검색일: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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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농형태별 EU농가의 자산과 부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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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재인용

  농가지원의 분포의 차이는 회원국의 영농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정책과 연계되는 범위 

내에서 CAP(예컨대, 한도, 재분배 지불 등)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농가지원의 분포

의 차이는 CAP을 넘어 회원국의 개별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효과적으로 대처될 

수 있다.

  농가 소득 지원을 동결하지 않지만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의 결합이 필요하다. 회원국들에게 보조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계하도록 더 많은 융통성을 허용하고, 노동, 토지, 자본의 기회비용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으로 중립적으로 만드는 정책은 지원의 타게팅을 개선할 수 있다. 공동의 

정책 틀과 단일 시장은 경쟁의 잠재적인 왜곡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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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업 정보 (2019. 1)

미국, EU, 일본 무역 관련 회담

 미국, EU, 일본 무역관계자 3자회담

 � 2019년 1월 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3자회담에서, 미국, EU, 일본의 주요 무역 관계자

들은 다른 국가들의 비(非) 시장정책 및 관행에 관한 논의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anization, WTO) 회원국들과 해당 주제 및 기타 논제에 대해 참여할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음.  

 �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tve, USTR) Robert Lighthizer, EU 무역위

원장 Cecilia Malmström, 일본 무역부 장관 Eros Hiroshige Seko는 진행 중인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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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회담의 일환으로 다섯 번째 회동을 가졌음.

-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회동에서 각 대표들은 ‘제3국의 비(非) 시장 지향적인 정책 

및 관행’에 관한 공동 목표를 논의하였음.

- 무역 대표들은 비(非)시장 지향적인 관행은 심각한 생산과잉으로 이어지고 노동

자와 기업에 대한 불공정 경쟁 조건을 만들며, 혁신 기술 개발과 사용을 저지하

며, 현행 규정이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국제 무역의 적절한 기능을 

저해한다고 언급함.

- 이들은 구체적으로 시장 지향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추가 기준 확인을 위한 방법

을 살펴본 후, 시장 지향적인 조건은 공정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세계 무역 시스

템의 기본이라고 되풀이했음.

- 3자 무역 상대국들은 다른 주요 WTO 회원국들도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올 봄

까지 산업 침체에 관한 주제의 3자 회담을 마무리 짓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겠다

고 선언하였음.

 � 특정 시장, 특히 철강부문에서의 세계적인 생산 과잉 문제는 3자 회담을 개최하게 된 

하나의 추진력이었음.

- 중국은 이들에 의해 특별히 언급된 적은 없지만 생산 과잉과 산업침체 문제에 

대한 강조는 3개국이 철강부문 정책에 관하여 중국을 비판하는 핵심문제임. 

 기술 이전, WTO 개혁

� 강제적인 기술 이전 문제와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됨. 

-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무역 대표들은 ‘집행, 새로운 규정 개발, 국가 보안을 

위한 투자 검토, 수출 통제’에 관한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음.

- 미국과 EU는 현재 WTO에서 강제 기술 이전에 관하여 중국에 대항하고 있음.

- 이 문제는 미국이 최근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구실이었으며, 이는 양국 간 

지속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시켰음. 

� WTO 개혁을 위한 노력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3개국은 11월에 WTO 상품무역이사회(WTO Counci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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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in Goods)에 제출된 공동 투명성 및 통보 제안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

른 무역 상대국과의 약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들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 미래의 WTO 협상에 관한 약속의 완전한 이

행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선진 WTO 회원국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되풀이했음. 

- 이와 같은 발언은 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이 미국, EU,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보

다 WTO 약속의 이행이 적음을 의미함. 

 디지털 무역에 대한 협력 약속

 � 마지막으로 각국 무역 대표들은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경제 성장 촉진과 데이터 

보안 증진을 통해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이들은 가능한 한 많은 WTO 회원국들의 참여와 함께 높은 수준의 협약 체

결을 위해 주시하며, 전자 상거래 관련 무역 측면에 대한 WTO 협상을 시의 적

절하게 시작하기 위한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음.

- 3개의 무역 상대국들은 이번 6월 일본 쓰쿠바에서 개최될 G20 무역 및 디지털

경제장관회의(G20 Ministerial Meeting on Trade and the Digital Economy)

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력을 약속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8886/Trade-officials

-from-US-EU-Japan-focus-on-nonmarket-oriented-economies) (2019.01.11.) 

미국, 산업용 대마(Hemp)재배 합법화 

 � 미국 도날드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20일, 향후 5년간(2019~2023년도) 농업정

책 방향을 결정하는 농업법(Farm Bill) 개정법안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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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1일 상원에서는 찬성 87, 반대 13으로 가결되었고, 다음날 12일 하원에

서는 찬성 369, 반대 47로 가결되었음. 

 � 법안에서는 산업용 대마(Hemp)의 대규모 재배를 합법화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 연방정부는 대마를 위험한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산업용 대마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농업법에 따라 위법약물이 아닌 것으로 합법화되면 농작물보험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됨.

 �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 Mitch McConnell 대마가 풍부한 주인 켄터키 출신이며, 대마 

합법화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 

- 그는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중 산업용 대마재배의 합법화는 농가 미래에 긍

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함.

 � 대마 산업 합법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2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연구목적으로 대마 재배를 합법화하는 농업법 개정안에 서명을 한 바 있음.

※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biznews/2019/01/8409093a112551d3.html) 

(2019.01.07.)

ECA 보고서: 유럽 사막화 대응에 대한 경고  

 유럽 사막화 대응에 대한 경호

 �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ECA)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은 기후변화에 따른 사막화는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EU의 사막화 대응은 

불충분하며 일관적인 접근법이 부족함.

 �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 남유럽에서 기온증가와 가뭄, 강수량 감소 현상

을 보이며, 금세기 동안 EU의 사막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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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상의 영향은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키프로스, 불가

리아, 루마니아에서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연구보고서 ‘EU 사막화 대응: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한 위협의 증가(Combating 

desertification in the EU: a growing threat in need of more action)’에 따르면 

“남부 유럽의 기후가 온대기후에서 건조기후로 변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뜨거운 

반사막지대(semi-deserts)가 존재하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북쪽으로 퍼지고 있다”고 

설명함.

- 남부 유럽 일대는 종종 토양 침식, 염화, 토양 유기 탄소 손실, 생물의 다양성 감

소, 산사태 등의 영향을 받고 있음.

 � ECA 보고서는 사막화를 통제하고 제한하기 위해 EU차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조치에 

대해 요약하고 있음. 

- 또한 공기나 물과 같은 기타 주요 환경 자원에 대해서는 EU의 다양한 지침과 규

정 하에 관리되고 있는 반면 토양에 대해서는 EU의 통합된 법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 경고함. 

 �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06년 9월, 토양 붕괴 과정이 궁극적으로 사막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토양 보호를 위한 전략(Thematic Strategy for Soil Protection)에 

관한 주제를 채택한 바 있음. 

- 해당 전략의 목적은 토양 퇴화를 방지함으로써 토양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하는 것이었음.

 �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13년 4월, 2013년 EU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2013 EU 

Adaptation Strategy for climate change)을 채택하여 회원국들이 관련 조치를 취하

도록 장려하였음.

- EU가 불가피한 기후 영향과 경제 및 환경, 사회적 비용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함.

- 2013년부터 EU Forest Strategy는 산림이 농촌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과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도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산림은 토지 황폐화와 사막화를 방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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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다양한 EU기금을 사용하여 사막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ECA에 따르면 농촌개발, 녹색화, 상호준수 구성 요소를 갖춘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시행은 농업 토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만 집약적이거나 지속 불가능한 농업의 관행은 토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8년 6월, EU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가 작성한 세계 사막화 지도(World Atlas 

of Desertification)는 지구 대부분의 토지가 황폐화되어 고통 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십 년간 작물 수확량(일부 지속 불가능한 농업의 관행에 의해 생산됨)의 10%만큼 

감소시킬 위협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이 연구는 또한 EU 영토(1,400만 헥타르) 중 8%(특히 남부, 동부, 중부 유럽)가 

사막화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3개 회원국(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

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이 사막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함.

 � ECA는 EU 정책 입안자들의 향후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권고안을 제시함. 

- ECA는 사막화 위험과 관련하여 EU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음

을 발견함. 

- EU 내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 현상을 평가하기 위한 합의된 방법론이 없음.

-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지만 EU집행위원회는 EU의 사막화와 토지 황폐

화에 관한 결정적인 평가를 위한 분석을 하지 않고 있음.

 � EU집행위원회의 권고사항들 중 ECA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권고함:

- EU의 토지 황폐화 및 사막화에 대한 이해 개선: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과 협

력하여 (a)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세 가지 지표와 함께 EU의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정도를 평가를 위한 관련 지표와 방법론을 수립하여야 함. 

- 토양에 관한 EU의 법적 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한 평가: EU집행위원회는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EU전역의 토양의 지속 가능한 이

용에 대한 현행 법적 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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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EU의 토지 황폐화 중립성 달성 

- EU집행위원회는 (a) 2030년까지 EU의 토지 황폐화와 중립을 어떻게 달성할 것

인지 상세한 계획을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훌륭한 관행의 보급을 포함하여 EU의 토양 보존과 토지 황폐화 중립성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측면의 지침을 회원국들에게 제공함.

- 그들의 요청에 따라 회원국 수준의 목표에 관한 조치, 명확한 계획, 중간보고 계

획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토지 황폐화 중립성 달성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 수

립을 위해 EU회원국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8796/ECA-report

-warns-EU-is-not-doing-enough-on-desertification) (2019.01.04.) 

러시아, GMO 우려로 EU산 동물사료 수입 중단

 러시아, EU산 사료 수입 중단

 � 러시아가 GMO에 대한 우려로 EU의 3개 사료공급업체로부터 수입되는 동물사료 

제품의 수입을 중단함.

 � 러시아 연방 수의식물위생감시국(Rosselkhoznadzor)은  GMO에 대한 우려로 벨기에

의 Versele-Laga, 이탈리아의 Farmer SpA, 네덜란드의 Sloten BV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 이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음.

- 러시아 연방 수의식물위생감시국은 Versele-Laga(벨기에), Farmer SpA(이탈리

아), Sloten BV(네덜란드)에서 공급된 제품에서 신고 또는 등록되지 않은 GMO 

성분(undeclared and unregistered GMO components)을 확인하였으며, 이

에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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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방 수의식물위생감시국에 따르면 특히 벨기에 Versele-Laga는 말 사

료 제품(Cavalor Action Pellet)과 관련이 있으며 이탈리아의 Farmer SPA는 

돼지 사료(Vital Forte), 그리고 네덜란드의 Sloten BV는 사료첨가제(Milkivin)

와 관련이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8816/Russia-bars

-imports-from-three-EU-feed-suppliers) (2019.01.03.)

유라시아경제연합(EEU), GMO표시 의무화

 유라시아경제연합 GMO식품 표시 의무화 규정

 � 2018년 12월 26일부터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1) 지역 내 유통되는 식품 중, 유전자변형작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함.

 � 제품포장 라벨링에 관한 유라시아경제연합 규정 ‘Technical Regulations of the 

Customs Union 022/2011(Food products in terms of labeling)’ 제4조제11항에

서 0.9%를 초과하는 GMO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에 대해 유라시아경제연합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대처한 제품임을 나타내는 ‘EAS’표시와 함께 동일한 형태와 크기로 ‘GMO’

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추가됨.

 � 기존 생산자에 대해서는 같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결정(2018년 5월 10일 제 72호)에 

따라 이행기간이 18개월간으로 설정되어 있음.

 � 러시아에서는 지역 내 GMO 경작 및 사육 금지, GMO 종자 수입제한 등을 규정하는 GMO

금지법이 지난 2016년 6월 제정되었으며, 2017년 5월 GMO조사법이 제정된 바 있음.

 1) 서유럽 국가 중심의 유럽연합(EU)에 대응하는 기구 창설을 위해 러시아가 중심이 된 옛 소련권 국가들의 연합체임. 러시아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의 독립국가연합(CIS) 내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네이버 시

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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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biznews/2018/12/81ee53e591373128.html) 

(2019.12.28.)

CPTPP, 공식 발효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발효

 �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CPTPP)’이 30일 공식 발효함.

- 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일본과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

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임.

-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고 지역 내 인구가 5억 이상인 새로운 

경제권이 됨. 

- 신협정은 참가 11개국 중 국내 회의승인 수속 등을 마친 멕시코, 일본, 싱가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6개국 지역 내 상용됨. 2019년 1월 14일 베트남도 추가

될 예정임.

 � 주요 협상논제이던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수준이나 유제품의 저

관세수입건은 당초 미국을 포함한 TPP협정 수준을 유지하며 재협상 움직임이 불투명한 

채로 발효됨. 

- 각국 각료들은 1월 19일, 일본에서 첫 번째 TPP위원회의에 참여하여 참가국 확

대에 따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CPTPP가 발효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약 53% 관세가 즉시 철폐됨. 

-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품목은 4월부터 2년차가 되는 수준으로 적용됨. 

- 쇠고기는 현재 관세율 27.5%(호주산 냉동은 26.9%)로 4월부터 전부 26.6%로 

내려감.

 � CPTPP 발효 이후 신규 참가국 동향이 주목됨. 참가 규정 및 결정은 CPTPP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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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사결정기관 TPP위원회에서 담당함. 

- 신규 참가를 희망하는 국가는 TPP위원회에 통지하며, 체약국이 동의하면 작업반

회의 개최하여 분야별 실무적인 교섭을 진행함. 

- 첫 번째 참가 후보국은 태국으로 일찍이 참가 의향을 나타낸 바 있음. 

- 태국은 쌀, 닭고기, 설탕 등의 주요 수출국임.

※ 자료: 일본농업신문

(https://www.agrinews.co.jp/p46305.html) (2018.12.31.)

자료작성 :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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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2019. 1)

1. 아시아

□ 일본, 식품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일본은 매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식품 수요량도 감소하는 추세로 일본 식품시장의 

둔화가 확실시되고 있음.

▪과잉설비 등 공급과잉이나 과당경쟁 상태가 이어지면서 수급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식료품 접근성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음.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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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은 2020년까지 일본 식품 관련 산업 시장규모는 98조 9,000억 엔으

로 예상하며 중장기적으로 시장규모 확대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함.

▪일본의 식품 대기업들의 신공장 건설 등 적극적인 국내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향후 식품시장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메이지, 아지노모토, 산토리 등 

제과/조미료/음료시장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투자를 진

행하고 있음.

▪메이지 

- 메이지 모회사인 메이지 홀딩스(HD)는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생산하는 신공장 건설의 필요성을 피력함. 이에 사이타마현 사카도시에 초콜릿 

생산을 위한 신동 건설 준비를 하고 있음. 

- 2020년 1월 이동을 목표로 숨 가쁘게 진행 중임. 이외에도 오사카부 타카츠키

시에 있는 메이지 초콜릿 공장에서는 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총 투자액은 

270억 엔임.

- 메이지는 최근 자사 주력상품인 ‘메이지 밀크 초콜릿’ 외에 최근 폴리페놀이 들

어간 ‘초콜릿 효과’라고 하는 고단가 상품에 힘을 쏟고 있음. 

- 이와 같은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새롭게 건설하고 있음. 

- 압도적인 식품 매출액을 기록하는 메이지는 타사와 비교해 식품만으로 1조 엔

의 매출을 올리는 유일한 기업임. 

- 주력상품으로는 ‘메이지 불가리 요거트’, 초콜릿에서는 ‘가르보’ 등이 있음. 해

당 상품들 모두 메이지의 롱셀러 상품이지만 메이지는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고단가 상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음. 

▪아지노모토

- 식품기업 2위인 아지노모토 또한 약 400억 엔을 들여 조미료와 가공식품 생산

체제를 재편해 5개의 생산 거점을 3개 거점으로 집약하고, 자동화 설비나 ICT

를 도입한 신공장을 건설해 2019년 하반기부터 순차 이동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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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

- 산토리는 20억 엔을 들여 오는 7월 커피콩 로스팅 공장을 신설했음. 새로운 로

스팅 기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커피콩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노

리고 있음.

- 산토리 식품 인터내셜 관계자는 “향후 인구가 감소하고 캔 커피시장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며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없

고 지금 진행하는 투자가 향후 동종업계 내 경쟁력 차이를 만든다”고 함. 

- 식품 및 음료업계에서는 많은 공장이 이미 노후화가 진행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임. 물론 노후화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선뜻 재건축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 이유는 국내 시장 축소가 예상되는 것과 더불어, 화장품과 같은 일용품

과 달리 유통기한이 짧고 수출 비용 관점에서도 많은 상품이 수출되기 어렵기 

때문임. 

- 국내 투자는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 전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여 이

루어짐. 국내 판매가 수출판매 보다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많기 때문임. 

- 예를 들어 2017년 아지노모토의 경우 식품사업 매출 이익률은 국내 판매는 

10.2%인데 반해 수출판매는 9.0%임. 

▪식품 제조기업의 특징은 “B to C” 사업형태가 기본이므로 소비자 인지도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경쟁기업을 제치고 선두를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에 

유리함. 

▪국내 공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양과 질 두 가지 측면에서 경쟁기업을 따돌

리고 국내에서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얻은 이익을 밑천으로 해외사업 

전개도 가속하는 전략임. 

▪일본의 중소기업도 식품 공장 설비투자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공장 노후화 문제는 비단 대기업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님. 식품업계 전체적으로 

설비투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장 신설 및 개보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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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전문가인 노무라 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식품·음료 제조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시장은 확대되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인지 설비투자에 소극적이었다"라

고 인터뷰를 통해 밝힘. 

▪설비투자가 축소된 만큼 생산설비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일손 부족과 더불어 과거 

비효율적인 공장을 지속해서 사용하다 보니 생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됨.

▪건강한 음식을 지향하는 소비자와 방일 관광객 수요에 맞춰 성장하고 있는 제품은 

높은 단가로 판매되고 있고 이익률이 높아, 이 시점에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임.

▪전문가는 이러한 이유로 최근 ‘설비투자 러시’ 상태이며, 향후 1~2년 간 설비투자액

은 큰 금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음.  

▪자택이나 시설에서 식품 공급을 기다리는 소비자를 위한 상품 개발되고 있음.

- 2017년 75세 이상 노인수가 65~74세 노인수를 웃돌면서 초고령자 비율이 급

증함.

▪스스로 장을 보러 가거나 외식을 하는 ‘선택형’ 소비자 외에 자택이나 요양보호시설 

등에서 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형’ 소비자를 염두에 둔 상품이나 공급·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 니즈 다양화·고도화 경향에 맞춰 신뢰 확보 전략도 필요함.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세대 수가 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비자 니즈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어 식품에 대한 외부화가 진

전되고 있음.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경향이나 저가격 지향이 강세인 반면,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흔드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이 배경이 되어 식품의 안전성, 품질 강화, 

컴플라이언스 등에 대한 기업의 대응 노력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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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곤충식 자동판매기 인기

▪일본 규슈 구마모토시 주오구에 등장한 세계 최초의 곤충식(昆蟲食) 자동판매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음.

- 곤충식은 미래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곤충식 자동판매기에서도 판매중인 

상품이 잇따라 품절되는 등 인기몰이 중임.

▪자판기를 설치한 것은 구마모토 시내에서 풍선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도모다 도시유

키(友田敏之)씨임. 

- 그는 그는 곤충은 UN식량농업기구가 미래 식량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영양식

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사람들이 한 번 먹어보면 맛있다는 것을 알

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2018년 11월부터 자판기를 설치해 판매를 시작함.

▪상품은 약 10종류가 판매중임. 

- 제일 저렴한 것은 700엔의 단백질바로 분말로 만든 귀뚜라미를 갈아 만든 것

임. 그 중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은 귀뚜라미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소금맛 

귀뚜라미(1,300엔)임. 

- 곤충식품 제조판매회사 ‘TAKEO’에 따르면, 곤충식품 자판기는 일본 전국에서

도 이례적인 것이라고 함. 자판기를 설치한 후 한 달간 약 500개, 약 50만 엔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함.

▪일본에서는 곤충식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곤충을 사용한 요리교실 이벤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곤충을 재료로 만든 튀김요리, 곤충으로 꾸민 케이크, 초밥 등 다양한 요리를 

소개, 직접 만들어보는 이벤트를 통해 곤충에 대한 편견을 깨고, 곤충이 깨끗하

고 맛있는 식재료라는 것을 알리고 있음.

▪곤충식을 접해본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겉모습이 혐오스러워서 쉽게 먹기 힘들었지

만, 먹어보니, 새우 맛이 난다”, “생각보다 맛있다”, “정말 고소하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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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곤충에 대한 혐오를 줄이기 위해 곤충을 가루 형태로 가공하여 간식으로 판매하

는 기업도 있으며 한 달 기준 약 1,000여 개가 판매되고 있다고 함.

▪현재 식용 곤충은 태국 등에서 주로 수입해 오고 있지만, 한 회사에서는 일본 국내에서 

직접 귀뚜라미를 사육하고 있음. 

- 귀뚜라미의 경우 단백질이 60~70%로 영양소도 풍부하다고 하며, 연 5회 수확

이 가능해 경제적이라고 함.

▪FAO에서는 곤충을 ‘작은 가축’으로 부르며, 장래에 새로운 단백질원으로 이용한다면 

식량난과 환경오염을 모두 줄일 수 있다고 함. 

- 식용곤충의 단백질량은 일반 쇠고기, 돼지고기에 비해 2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음.

- 고단백질이지만 가축에 비해 사육에 필요한 사료도 적게 들고 가축의 분뇨 등에 

의한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도 일반식품원료로 인정된 곤충이 있으며, 식용 곤충을 이용한 상품

을 만드는 기업도 있음. 

- 식용곤충이 새로운 식재료로 시장에 진출한다면 곤충사육 농가와 해당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1.15.)

 □ 태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견으로 긴장

▪지난 12월 태국으로 여행 온 중국 관광객들로부터 압수한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

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견된 것으로 밝혀진 후 해외에서 가공된 돼지

고기 제품에 대한 엄격한 검사가 실시될 예정임.

▪태국 축산개발부(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는 식약청(FDA), 관세

국, 국립동물보건연구소 및 대학교수들을 초청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시에 대한 

대책 회의를 진행함. 

▪축산개발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인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가 경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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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함.

▪태국은 약 2,430만 마리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는 아세안 지역 최대 양돈 축산사업국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됨. 

-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태

국에 전염된다면 약 1,000억 바트의 피해가 예상되며 GDP 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다행히 태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태국 축산개발부는 전했

고 농민들에게 돼지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 농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했으며 소비자들에게 돼지는 적어도 70도 이상의 열에서 30분 

이상 조리해서 먹기를 권고함.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는 올해 초 아프

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유럽, 아프리카 지역 15개 국가를 

발표함. 

- 태국 식약청(FDA)은 전국 50여 개 FDA 검문소 직원들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

되는 돼지고기를 찾아 압수하여 검사할 예정임.

▪양계 및 양돈산업은 태국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임. 

- 닭고기의 경우에는 세계 3위의 수출대국이며, 특히 냉동계육, 냉동가공제품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들이 즐비함. 

▪태국인들 중 상당수는 소고기를 먹지 않음.

- 태국은 불교국가이고 태국불교가 인도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캄보디아 불교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태국의 많은 중국계가 믿는 Guan 

Yin이라는 신이 소를 아꼈다는 이야기도 있음.

▪이러한 소고기를 기피하는 문화는 식품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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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소고기를 베이스로 한 라면 제품은 잘 팔리지 않으며, 돼지고기, 닭

고기 재료의 식품을 선호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1.04.)

 □ 오만, 식음료 시장 동향

▪BMI 보고서에 따르면 오만의 식음료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유가하락

의 여파로 성장률이 잠시 감소하였다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30억 달러 이상의 

규모 형성함.

▪비록 유가하락이 소매판매와 구매력, 외국인 인구 증가율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나, 

소비패턴 변화와 국제 소매업체들의 관심증가는 오만 내 식품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017 오만 통계청(NCSI)에 따르면, 오만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사료작물로 52%이었으며 뒤를 이어 과일 24%, 채소 22%, 옥수수, 

밀2%를 기록함.

▪‘Times of Oman’에 따르면 오만의 식품 소비량은 연평균 4.5%씩 증가하여 2016년 

310만 톤에서 2021년 39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오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음료 제품군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국가부터 미국, 네덜란드 등 원거리 국가로의 수입도 

활발한 편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유제품, 가공식품 등을 수입하며, 과일 및 채소의 경우 미국, 

네덜란드, 남아공, 인도 등에서 주로 수입됨. 

▪오만의 자국민 우선 고용 정책에 따른 오만 국민의 구매력 증가는 지난 몇 년간 하이퍼

마켓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무스카트를 기점으로 활동하던 대형 하이퍼마켓들은 다른 

지역까지 가맹점을 확대함. 

▪계속적인 가맹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만은 소매시장 공급은 시장수요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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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어 UAE와 프랑스계 하이퍼마켓을 비롯해 오만 자국 하이퍼마켓들이 계속해

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중임.

▪오만 Lulu 슈퍼마켓의 구매 담당자(Lins George)에 따르면 신선제품은 주로 현지에

서 구매하거나 해외 공급업체를 통해 조달함.

▪외국 공급업체는 주로 직접 판매자에게 수출하거나 오만 유통업체에게 수출하는 방식

을 따르며 포장된 제품의 경우 주로 외국제품을 수입하는 현지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01.01.)

 □ UAE, 자국 농산물 생산 지원

▪UAE에서 소비되는 과일과 채소의 일부가 현지에서 생산 중임. 최근 4년간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가 급상승하고 있음. 

▪UAE 기후변화환경부(MOCCAE)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농장에서 재배된 오이, 토마

토, 고추 및 호박을 포함하여 수백 가지가 넘는 품종이 전국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유기농 제품도 포함되어 있음.

▪UAE 정부는 식량 안보를 향상시키고 중개인을 줄이고 농민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의 가장 중요한 담수 공급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일부 농민들은 물 사용을 70%까지 줄이기 위해 토양이 필요 없는 수경재배를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현재 UAE에는 최소 200개의 수경재배 농장이 있음. 

▪UAE 정부의 지원으로 현지생산 농산물의 종류와 양이 늘고 있으며 UAE 현지 소비자

들도 애국심 차원에서 자국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상황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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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메리카

 □ 2018 미국 식품업계 트렌드

  (1) 배달서비스 확대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식품 배달 서비스는 호황을 맞이함, 슈퍼

마켓도 무인 차량을 이용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유명 레스토랑들도 Uber 

Eats, Seamless, DoorDash, Grubhub 등 배달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제휴를 맺으며 

배달 서비스를 확대함. 

▪USA 투데이에 따르면 2017년~2018년간 레스토랑의 배달 매출은 9%가 증가했는데, 

이는 2016년~2017년간 4%의 증가세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임. 

▪휴대폰 앱으로 누구든, 어디서든 쉽게 원하는 음식을 배달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배달 트렌드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임.

  (2) 친환경 포장 

▪2018년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빨대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임. 호텔, 항공사, 식당 등에

서 손님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빨대를 무조건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지난 6월 맥도날드는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새로운 빨대 제품의 테스트를 실시한다

고 밝혔으며, 스타벅스 또한 2020년까지 빨대를 없앨 것이라고 밝힘. 

▪또한 던킨은 2월 폴리스티렌 플라스틱 폼 컵 사용을 올해 봄까지 중단하고, 2020년까

지 재활용 가능 종이컵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으며, 스타벅스는 재활용 전문 투자그

룹 ‘클로즈드 루프 파트너스’와 손잡고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 컵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공모를 시작함.

  (3) 리콜 

▪미국 식품업계에는 2018년 1월 로메인 상추 리콜을 시작으로 리콜 조치가 끊이질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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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로그의 Honey Smacks, Pepperidge Farm Gold fish, Ritz 크래커 등이 

살모넬라 감염 위험을 이유로 리콜 조치 됐으며 2억 개의 Rose Acre Farms 

계란도 살모넬라 위험을 이유로 리콜됨.

▪미국 보건당국은 추수감사절을 앞둔 지난 11월, 이콜라이 오염을 이유로 들며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로메인 상추를 절대 먹지 말라”며 강력한 경고를 내린 바 있음.

  (4) 눈길 사로잡는 독특한 메뉴  

▪독특한 메뉴들이 다양하게 등장함. 스타벅스는 지난 3월 알록달록한 색상의 Crystal 

Ball Frappuccino를 새롭게 출시했고, 11월에는 향나무(juniper) 시럽을 사용한 

주니퍼 라떼를 시즌 메뉴로 출시함.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도 던킨은 ‘도넛 프라이스’를, 버거킹은 초록색 빵으로 만든 

‘Nightmare King’ 샌드위치를 출시했으며, Arby’s는 구운 오리 닭가슴살로 만든 

샌드위치를 한정메뉴로 선보이기도 함. 

  (5) NO 항생제 

▪‘무항생제’ 육류 사용의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임. 이미 맥도날드, KFC, 타이슨 

푸드 등 미국 대형 업체들이 무항생제 닭고기 사용을 강조하고 있음. 

- chick-fil-A는 자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닭고기를 2014년에 무항생제 닭고기로 

점차적으로 바꾸며 2019년에는 모든 닭고기를 무항생제 닭으로 생산하겠다고 

밝힘. 

- 이미 맥도날드는 지난 2015년부터 항생제 닭고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2016년 그 목표치를 달성한 바 있으며, KFC 또한 2018년까지 자사에서 사용

하는 모든 닭고기를 무항생제로 교체하기로 밝힘. 

▪또한 맥도날드는 지난 12월 11일 항생제 소고기도 줄일 것임을 선언하기도 함. 

- 맥도날드 본사는 주요 조달 시장에서 항생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오는 2020년 

말까지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계획을 설정하여 2022년부터 개선 여부를 적용

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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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국 식품업계의 뉴스 트렌드는 간편함, 독특함, 친환경과 식품안전으로 확인됨. 

- 특히 친환경과 간편함은 내년에도 미국 식품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메가트렌드

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로 대규모 및 강력한 경고를 받은 리콜 사례도 적지 않았

던 만큼, 한국산 식품 역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12.29.)

 3. 유럽

 □ 독일, 설탕, 소금, 지방 섭취 감소 계획

▪독일 국제방송(Deutche Welle,DW )은 독일의 설탕, 소금, 지방의 함유랑 감소 계획

을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독일 식품�농업부(Food and Agriculture Ministry)는 보다 건

강한 가공식품의 보급을 위하여 식품산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설탕, 소

금, 지방 함유량을 감소할 것을 촉구함. 

▪식품산업 관련 대표자들은 정부의 해당 제안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차례로 공식발표하였으며, 식품�농업부 장관(Julia  Klöckner)은 “업체의 이와 같은 

자발적 참여는 가공식품분야의 역사를 새롭게 쓸 만한 유의미한 첫 걸음이 되었다”라

고 강조함.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설탕, 소금, 지방섭취 감소 정책을 반영한 업계의 구체적 

실행계획은 아래와 같음. 

   � 설탕   

▪독일 곡물제분탄수화물 협회(The Grain, Mill and Starch Association)는 뮤즐리

나 씨리얼류에 첨가되는 설탕의 함유량을 최소 20% 감소할 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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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알콜음료 산업분야는 음료에 용해되는 설탕의 비중의 15%, 유제품 분야 아동

대상 요거트의 10% 설탕 함유감소 목표를 설정함.

   � 소금     

▪독일 냉동식품협회(Frozen Foods Institute)는 냉동피자 및 제빵류에 포함된 소금 

함유량을 100g당 1.25g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함

   � 지방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건강을 위하여 도넛, 튀김 등 제과류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의 

함유량에 대한 제제가 이루어질 계획이나, 적정 함유량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

▪독일은 전반적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음. 독일은 EU국가 중 유기농 제품 

및 유기농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국가로, 2017년도 전년동기 대비 약 6%의 성장률

을 나타내고 가격기준 약 60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함. 

- 또한 독일 유기농 식품 소비자의 약 33%는 식품성분 정보 확인 후 식품을 구매

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독일에 식품수출을 계획하는 업체는 고품질, 건강식 등의 테마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12.31.)

 □ 폴란드, 감자 원산지 의무표기제도 실행

▪식품정보매체 Food Navigator는 폴란드 국산 감자의 원산지 의무 표기제도 실행 

계획을 보도함. 해당 원산지 표기제도는 신선으로 판매되는 감자에 적용될 예정이며, 

감자를 이용한 가공식품은 대상에서 제외됨.

▪폴란드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해당 원산지 표기제도는 ‘식품 원산지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관심증가와 및 이에 따른 자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하여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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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 초안에 따르면, 현재 EU에 의해 현행되는 라벨링 제도에 따르면, 특정 신선채

소 및 과채류는 원산지를 명시하여야 하지만, 해당 분류에 감자는 포함되지 않음.

▪이는 소비자의 감자구매에 있어 품질과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한다는 정부의 판단아

래, 해당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힘.

▪한편, 해당 규정은 기타 EU, 터키산 감자 혹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 

수입�유통되는 감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폴란드산 감자는 기후, 토양조건과 재배�저장기술의 영향으로 기타 생산국과는 차별

되는 특징을 가짐.

▪폴란드 정부 조사기관의 ‘식물배양과 환경적응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폴란드산 

감자는 기타 유럽 생산국에 비하여 감자줄기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됨.

▪식품원산지 정보를 최대한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유통�제조업체에 ‘폴란

드 생산’이라는 문구와 폴란드 국기 이미지를 동시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활자를 통한 정보보다 이미지를 통한 정보가 전달력이 우수하기 때문임.

▪한편, 해당 규정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 시행일자는 

업계의 유관인사들과 협의 중에 있음.

▪최근 동유럽은 경제호황과 함께 가계 소득이 상승하면서 품질 좋은 식품섭취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구매를 선호하는 현지 

분위기를 반영한 건강테마 식품의 수출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12.31.)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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