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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 실시와 시사점

최 경 환 * 1)

1. 서론

  2017년 11월 21일 일본 도쿄에서는 일본 농업보험 7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되

었다. 이 기념식에 참석한 1,000여 명의 관계자들은 농업보험 7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서 성과와 공로를 자축하였다. 특히 이 자리가 의미 있었던 것은 그동안 실시해온 농업공제1)

가 수확량 손실에 따른 손실만을 보상하였는데, 수확량 손실뿐만 아니라 가격하락에 의한 

손실까지 보상하는 농업경영수입보험(수입보험2))을 2019년 올해부터 새롭게 출범시키기로 

하고 그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일본 농업보험은 70주년을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수입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왔으며, 드디어 올 

1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작하는 일본의 수입보험은 품목 기준이 아니라 농가 

기준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수입보험은 생산 통계와 가격 통계 및 세무 관련 통계자료가 

풍부한 미국에서도 실시 규모가 미미한 상황에서 일본이 수입보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 수입보험의 추진 배경과 경과, 수입보험의 구조 및 수입보험 실시에 

따른 농업공제제도의 변경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정리하기로 한다.3) 

 *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원장 (kyeong0820@gmail.com)

 1) 일본의 기존 농업보험 명칭은 ‘농업공제’임. 일본의 농업보험은 처음에 3단계(공제-보험-재보험)의 위험분산 체계로 시작되

었음. 시정촌 단위에서 농업인들이 농업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일부 위험(공제)을 조합 내로 분산하고, 나머지 위험(보험)을 

현 단위로 분산하며,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재보험을 부담하는 체계임.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공제이기 때문에 통상 농업공제

라고 부름. 그러나 최근으로 오면서 농업공제조합들이 계속 통합되고 있고, 일본 정부에서도 위험분산의 광역화와 업무 효율

화를 위해 현 단위로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어 공제의 성격은 약화되고 있음.

 2) 수입보험의 근거법인 농업보험법에서의 명칭은 농업경영수입보험임. 그러나 준비과정에서부터 수입보험이라는 용어가 사용

되었고 통상적으로는 수입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글에서도 수입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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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농업공제제도의 개요

  2017년을 기준으로 70주년을 역산하면 일본의 농업공제는 1947년에 시작되었다. 이 때 

그동안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가축보험법」(1929년 제정)과 「농업보험법」(1938년 제정)을 

통합하여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함으로써 오늘날의 농업재해보상제도(농업공제)의 출발

점4)으로 삼은 것이다. 처음에는 벼와 맥류 및 잠견과 소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었으나 

이후 부문별로 대상품목이 늘어나 현재는 주요 품목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수입보험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현행 농업공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

기로 한다. 수입보험의 실시 배경이 70여 년간 실시해 온 농업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1. 공제사업 유형

  농업공제에는 농작물공제, 밭작물공제, 과수공제, 가축공제 및 원예시설공제가 있다<표 

1 참조>. 농작물공제는 논벼, 밭벼 및 맥류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식량작물로도 중요하고 

농가의 주 소득원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대상품목이 되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 경작하는 

농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당연가입제5)). 

  밭작물공제는 콩, 팥, 시금치 등 밭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과수공제는 밀감, 사과 등 과수

를 대상으로 한다. 과수공제에는 과실의 수확량 감소를 보험대상으로 하는 수확공제와 과수

나무의 손상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수체(樹體)공제가 있다. 가축공제는 소, 말, 돼지를 대상으

로 하는데, 가축의 사망·폐용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손실을 보전하는 사망폐용공제와 가축진

료비를 보전하는 질병상해공제가 있다. 원예시설공제는 비닐하우스 등 원예시설의 손실을 

보전하는 공제이며,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부대시설 및 시설 내 농작물도 보전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이 글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농림수산성(2018.4), 농림수산성(2018.6a) 및 농림수산성(2018.6b)을 중심

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외의 참고문헌은 해당하는 곳에 표기하였음.

 4) 일본에서 농업보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명치유신 시대까지 거슬러 감. 이에 대한 내용은 최경환(2010)에 정리되어 

있음.

 5) 수입보험 실시에 따라 임의가입제로 변경되었음(“5.1. 농작물공제의 당연가입제를 임의가입제로 변경”을 참조).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 실시와 시사점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5

  이상의 농작물공제, 밭작물공제, 과수공제, 가축공제 및 원예시설공제는 국가가 농가부담 

보험료, 보험사무비 및 재보험 등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이 외에 건물이나 농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의공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보험료의 국고부담은 없다. 

<표 1>  농업공제의 유형

공제사업 대상품목

농작물공제 논벼, 밭벼, 밀

가축공제 소, 말, 돼지

과수공제
온주밀감, 하밀감, 요깡, 지정감귤주), 사과, 포도, 배, 복숭아, 황도, 비파, 감, 밤, 매실, 자두, 

키위, 파인애플

밭작물공제 시금치, 콩, 팥, 당근, 사탕수수, 사탕무, 차, 메밀, 스위트콘, 양파, 호박, 호프, 잠견

원예시설공제 원예시설(부대시설, 시설내농작물을 포함)

주: 지정감귤이란, 팔삭(八朔), 뽕깡, 네이블오렌지, 분딴(文旦, 잠보아 Zamboa), 단깡, 산뽀깡(三寶柑), 淸見, 日向夏, 세

미놀, 不知火, 河內晩柑, 유자(柚), 하루미, 레몬,  세도카, 愛媛果試제28호 및 甘平을 말함. 

자료: 농림수산성(2018.4)

2.2. 대상사고

  보험대상으로 하는 재해(사고)는 해당 품목의 수확량(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농작물공제, 과수공제, 밭작물공제 및 원예시설공제는 수해, 한해, 냉해, 

설해, 기타 기상상의 원인(지진, 분화를 포함)에 의한 재해, 화재, 병충해, 조수해 등을 대상으

로 한다. 가축공제는 가축의 사망, 폐용, 질병, 상해를 대상사고로 한다.

2.3. 사업운영체제

  일본의 농업공제사업은 3단계(공제-보험-재보험)로 추진되고 있다. 시정촌 단위로 농업공

제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 간에 1차적으로 위험분산을 하고,6) 농업공제조합은 현(縣)단위 

농업공제조합연합회와 보험관계를 형성하며, 현 연합회는 국가(농림수산성)와 재보험 관계

를 형성하고 있다. 초창기부터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사업추진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의 감소와 교통·통신의 발달 및 생활권의 광역화 등에 따라 농업공제조합의 합병이 

급속히 추진되면서 농업공제조합은 크게 줄었으며, 국가에서는 현단위로의 통합을 목표로 

 6) 농업공제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시정촌에서는 시정촌(행정기관)이 직접 공제업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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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독려하고 있다. 현단위로 농업공제조합이 통합된 지역은 3단계 체제가 아닌 2단계(보

험-재보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현재 47개 도도부현 중 30개 현이 현단위로 통합

된 상태이며<그림 1>, 계속 현단위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일본 농업공제의 운영체제

정부 (식료안정공급특별회계)

재보험료 재보험금

보험료 보험금농업공제조합연합회(17)

보험료 보험금

농업공제조합(69)

농업공제조합을 실시하는 시정촌(42)
농업공제조합(30)

공제료 공제금 공제료 공제금

농업인 농업인

주: 청색선( )은 상향 화살표, 녹색선( )은 하향 화살표를 나타냄.

자료: 농림수산성(2018.4)

2.4. 국가 보조

  농업인이 지불하는 보험료(공제료)의 평균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국가부담비율

은 공제사업별 및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보험료 국가부담으로 인해 농업인이 부담하는 

실질보험료 부담(보험료율)은 평균 2.2% 정도이다. 국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이외

에 공제업무를 수행하는 농업공제단체의 사무비의 일부도 부담하고 있다. 

3. 수입보험 추진 경과 

3.1. 수입보험 도입 배경

  농업공제는 그동안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농업 여건이 변화하면서 현행 농업공제의 농업경영 안전망

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째, 자연재해에 의한 수량 감소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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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는 대응할 수 없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변동

이 심한 상황에서 수확량 보장만으로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기하기 어렵게 되었다. 둘째, 

대상품목도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다수의 품목이 커버되지 못한다. 

게다가 전국적으로는 공제대상 품목으로 되어있더라도 해당 지역(공제조합)에서 취급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셋째, 가입단위도 품목별로 되어 있어 농업경영 전체를 

커버하지 못한다. 넷째, 손해평가를 필지별로 실시함으로써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된다. 

평가인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러한 평가체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농림수산성 

2018.6a). 

  한편, 농업의 성장 산업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영 판단에 근거하여 수익성이 

높은 신규 작물의 생산과 새로운 판로 개척 등에 도전하는 의욕적인 농업경영자들을 육성하

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보험제도는 의욕 있는 농업경영자의 안전

망(Safety net)으로서 품목별 관점에서가 아니라 농업경영자별 수입(收入) 전체를 보고 종합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험제도로 추진되었다. 

3.2. 수입보험제도 도입 구상과 준비 작업7)

  일본에서 수입보험에 관한 학술적 검토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은 2014년부터이다. 농림수산성이 예산을 확보하여 5,000개 농업경영

체(개인 4,000, 법인 1,000)의 과거 7년간의 수입(收入)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입보험은 농업경영체의 수입 파악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산

(농업경영 실적)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실시하였다. 전국에서 1,000개

의 경영체(개인 750, 법인 250)의 협력을 얻어 도상연습을 실시하면서 기본설계의 실현 

가능성, 문제점 및 타 제도와의 중복 문제 등을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이러한 사업화 조사와 아울러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작업도 진행되었다.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2015.3.31.)에 후계자의 경영소득안정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수입보험제도를 검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2016년 11월 ‘농업경쟁력 강화프로그램’에서 이것이 구체화되

었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6월 「농업재해보상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7) 최경환(2018.8: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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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칭까지 「농업보험법」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개정으로 지금까지 실시해온 농업공제제

도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수입보

험은 2019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4. 수입보험제도의 내용

4.1. 대상자

(1) 대상자

  수입보험은 농업인별 수입(收入) 감소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농업인 개개인의 수입을 정확

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수입보험은 청색신고(靑色申告)를 하고 경영관리를 적절

히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두 가지가 있다. 「국세통칙

법」(1962년 법률 제66호)에는 ①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 법인세는 모든 법인에 대해 

판매금액 등을 기재한 확정신고서의 제출 의무, ② 거래 내용을 기장한 장부·서류의 작성 

의무 및 일정 기간의 보존 의무, ③ 국세청 등의 직원에 의한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의 

검사, ④ 부정행위에 의해 세(稅)를 면한 자 등에 대한 벌칙 등의 규정이 있다. 청색신고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소득 관련 장부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신고하며, 관련 장부

를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 백색신고는 청색신고에 비해 장부 작성이 간단하다. 

  수입보험에서 청색신고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① 소득(수입)이 누락 없이 

신고되고, 증거가 되는 세무관련 서류도 일정기간 보존되며, ② 백색신고와 달리 복식부기 

등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 장부의 신뢰도가 높으며, ③ 복식부기를 하면,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등이 적절히 작성되고, 농업인의 경영관리능력의 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금융기관

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수입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청색신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수입을 설정할 때 평균적인 수입을 적절히 파악하

기 위해 청색신고를 5년간 계속하고 있는 농업인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입보험을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색신고(간이방식을 포함) 실적이 가입신청 시에 1년분만 있으

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5년간의 청색신고 실적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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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보험방식의 보상한도액의 상한은 청색신고의 실적에 따라 <표 2>와 같이 단계적으

로 인상한다. 

<표 2>  청색신고 실적 기간별 보험방식 보상한도액

가입신청 시의 청색신고 실적 보험방식의 보상한도액의 상한

1년 기준수입의 70%

2년 기준수입의 75%

3년 기준수입의 78%

4년 이상
주)

기준수입의 80%

주: 보험기간 개시 후에 얻어지는 가입신청 연도분의 실적과 아울러 5년 이상이 됨.

자료: 농림수산성(2018.6a)

  청색신고에는 ‘정규 부기’와 ‘간이방식’이 있다. 이 구분은 필요한 서류와 장부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 정규 부기는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분개장, 총계정원장, 손익계산서, 대차대

조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일정기간 보관해야 한다. 간이방식은 정규 부기까지는 요구하

지 않지만, 백색신고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현금출납장, 매출장부, 매입장부, 고정자산대장을 

정비하고, 매일의 거래를 잔고까지 기장해야 한다. 

  청색신고 권장을 위해 특례가 주어지고 있다. 하나는 청색신고특례공제로 ‘정규 부기’의 

경우는 65만 엔을, ‘간이방식’의 경우는 10만 엔을 소득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손실의 이월(繰越)과 환입(繰戾)이 가능하다. 손실액을 익년(翌年) 이후 3년간(법인은 9년간)

에 걸쳐 이월하고, 각 연도분의 소득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이월과 반대로, 손실액을 

전년에 환입하고, 전년분 소득세를 환급 받는 것도 가능하다. 

(2) 수입의 파악방법

  수입의 파악방법은 ① 농업인이 자기신고에 의해, 농산물의 판매금액 등을 기재한 가입신

청서와 보조 양식(청색신고서의 판매금액을 농산물의 종류별로 구분하기 위한 서류)과 함께 

청색신고서 등의 세무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② 실시주체(전국연합회)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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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상수입

  수입보험제도에서는 농업인 자신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의 판매수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경영 과정에서의 소요 비용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고액의 기계를 구입한 경우 

적절한 비용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아닌 ‘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농업인 중에는 6차산업화에 집중하여 농산물 가공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① 가공품은 농산물 이외의 원재료의 가중치가 매우 큰 경우도 있고, 

② 농업을 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공품에 대해서는 

판매수입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농업인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간단히 가공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수입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정미(精米), 모찌, 황차(荒茶), 완성茶, 매실장아찌(우메보시), 다다미거죽, 곶

감, 건표고 및 우유 등은 판매수입에 포함된다. 또한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업소비로 

하는 경우에는 조세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을 판매했다고 보고 그만큼을 농산물의 

판매수입에 포함시킨다. 재고에 대해서도 조세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판매수입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보조금은 정책판단으로 개폐되고 보험에는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비용 할인을 보전하는 밭작물 직접지불교부금(맥, 대두 등), 

감미자원작물교부금(사탕수수), 전분원료용고구마교부금 및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의 수

량불(數量拂)에 대해서는, 실제로 판매수입과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으므로 판매수입에 포함

시킨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농산물 판매수입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농산물 판매수입 = 농산물 판매금액 + 사업소비금액 + (기말재고금액 – 기초재고금액)  

4.3. 대상요인

(1) 대상요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와 시장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리스크

에 직면한다. 따라서 수입보험제도에서는 자연재해에 의한 수량 감소에 덧붙여, 가격 하락 

등 농업인의 경영노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수입 감소를 보상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경작 

포기나 거래처와 결탁한 의도적인 염가 판매 등으로 발생한 수입 감소는 보상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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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금의 부정수급방지책

  수입보험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① 농업인은 재해 등의 사고발생 시에 실시 주체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함과 

아울러 증거(농작업 일지 등)를 보존하고, ② 실시 주체는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 등으로 

확인을 한다. 또한 농업인측에 ① 부정(不正)이 있는 경우 면책(免責)으로서 보험금을 지불

하지 않는 외에 ② 중대한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부터 가입을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농업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면 ① 가입신청 시에 이미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산물이 있는 등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사유가 있는 것을 통지하지 

않고, 가입신청서 등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경우, ②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농작업 일지의 작성·보존이나 영농계획의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④ 

경작 포기나 의도적인 염가 판매를 행하는 등 농업인이 통상적으로 하는 농업경영 노력을 

태만한 경우, ⑤ 사고발생 통지를 태만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4.4. 보상내용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입은 농업인별 과거 5년간의 평균수입(5중 5)을 기본으

로 하고, 보험기간의 영농계획도 고려하여 설정한다. 

  농업인에 대한 수입보험의 보전금8)은 보험기간의 수입이 기준수입의 9할(보상한도액)을 

밑도는 경우에, 밑도는 금액의 9할(지불률)에 대해 「소멸되는 보험방식(보험금)」과 「소멸되

지 않는 적립방식(특약보전금)」을 조합하여 보전된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림 2>와 

같이 된다. 여기에서는 농업인이 5년 이상의 청색신고실적이 있고, 보험방식과 적립방식에 

가입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8) 보전금(補塡金)은 보험방식의 보험금과 적립방식의 특약보전금으로 구분됨. 적립방식은 특약 형태로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음. 즉, 보전금은 보험금과 특약보전금을 포괄하는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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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입보험제도의 보전방식

지불률(9할을 상한으로 하여 선택)

100%

90%(보험방식+적립방

식의 

보상한도액의 상한)

80%(보험방식의 

보상한도액의 상한)

수

입

감

소

⇩

자기책임부분

적립방식으로 

보전

⇨ 기준수입

보험방식으로 

보전

보험기간의 

수입

 농업인별

 과거 5년간의 농업수입

과거 5년간의 평균수입

(5중 5)을 기본

규모확대 등 보험기간의 

영농계획도 고려하여 설정

주: 5년 이상의 청색신고실적이 있는 경우의 예시

자료: 농림수산성(2018.6a)

(1) 기준수입

  보전 기준이 되는 기준수입은 농업인별 과거 5년간의 평균수입(5중 5)을 기본으로 한다. 

단, 농업인9)이 ① 경영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과거의 단위면적당 평균수입 및 보험기간의 

경영면적을 이용하여 상향 조정하고, ② 과거의 수입에 상승 경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간의 

평균수입 및 각 연도의 수입 상승 경향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상향 조정하며, ③ 경영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나 단수·단가가 낮은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하

되, 객관적인 산정 툴(tool)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2) 보전방식

  보험료가 경영에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멸되는 보험방식’과 ‘소멸되

지 않는 적립방식’이 조합되도록 한다. 적립방식에 가입할지 여부는 농업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9) 농업인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도 해당되며, 일본에서는 이들을 통칭하여 ‘농업자’라고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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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한도액 및 지불률

  수입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의 수입이 기준수입의 9할 수준(5년 이상의 청색신고가 있는 

경우의 보상한도액의 상한)을 밑도는 경우에, 밑도는 금액의 9할(지불률)을 상한으로 하여 

보전금을 지불한다. 

  수입보험은 농업인 개개인의 수입에 착안한 구조이기 때문에, 기준수입을 조금이라도 

밑도는 경우에 보전하는 것으로 하면, 매년 상당수의 농업인에게 보전이 이루어지게 되어 

사무비가 증가하고 보험료도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보상한도액을 설정한다(이는 농업공제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수입보험은 농업공제와 달리 자연재해 이외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 감소도 보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기간의 수입이 보상한도액을 밑도는 것이 명확할 때, 이후의 

경영노력을 태만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상한도액 중 지불을 받는 

보전금의 비율, 즉 지불률을 설정한다.

<그림 3>  수입보험제도에서의 보상한도액과 지불률

지불률(9할을 상한으로 해 설정)

기준수입

자기책임부분

보상한도액

(9할을 상한으로 해 선택)
보전부분

당년수입

자료: 농림수산성(2018.6a)

  보상한도액 및 지불률은 농업인이 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보상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설정한다. 

  ① 보험방식의 보상한도액은 기준수입의 80%(5년 이상의 청색신고실적이 있는 경우)를 

상한으로, 70%, 60%, 50%의 4가지 

  ② 적립방식의 보상폭은 기준수입의 10% 또는 5%의 2가지

  ③ 지불률은 90%를 상한으로, 80%, 70%, 60%, 50%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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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불률에 대해서는 보험방식과 적립방식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적립방

식의 지불률은 보험방식의 지불률 이하의 비율에서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4) 보험료·적립금

  농업인이 수입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와 적립금을 납부하게 된다. 수입보험에서의 보험

료·적립금은 농업인의 농업경영 전체에 착안하여 수입감소를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영체가 공통으로 설정한다.

  한편, 수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량 경영체가 가입하기 쉬운 구조로 하기 

위해서는 수입 감소가 빈발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험료는 위험단계별로 설정하고, 보험금의 수령이 적은 자의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내리는 구조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료 표준율을 중심으로 하여 상하 10구분(전체 21구분)의 보험료

율을 설정하고, 최저구분 ‘-10’의 보험료율은 구분 ‘0’(보험료 표준율)의 5할 수준으로 한다. 

보험료 표준율은 보험방식의 보상한도가 높으면 높게 설정되고 보상한도가 낮으면 낮게 

설정된다<표 3>. 

  농업인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입 1년째는 구분 ‘0’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표 3>은 보험방식의 보상한도가 80%인 경우의 보험료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분 ‘0’의 보험료율은 1.080%이다. 다음에, 가입 2년째 이후는 가입자별로 보험금

의 수취실적을 기준으로 손해율(보험금 ÷ 보험료)을 계산하고, 손해율의 크기에 따라 보험

료율의 위험단계를 상하로 조정하여 해당하는 단계(구분)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보험금의 

수취가 없으면 기본 1단계씩 내려간다(10년에 반액 수준이 된다). 반대로 보험금의 수취가 

있으면 단계는 올라가지만, 가입자의 부담이 극단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연간 최대 3구분 

상향까지로 제한한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50%, 적립금에 대해서는 75%의 국고보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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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상한도별 보험료율 및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보상한도별 보험료율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보험방식의 보상한도 80%인 경우)

보험방식의 보상한도 보험료율(국고보조 후) 위험단계 구분 보험료율(국고보조 후)

80% 1.080% 10 2.574%

78% 0.953% 9 1.578%

75% 0.792% 8 1.522%

70% 0.587% 7 1.467%

60% 0.335% 6 1.412%

50% 0.212% 5 1.356%

4 1.301%

3 1.246%

2 1.190%

1 1.135%

0 1.080%

-1 1.024%

-2 0.969%

-3 0.913%

-4 0.858%

-5 0.803%

-6 0.747%

-7 0.692%

-8 0.637%

-9 0.581%

-10 0.540%

자료: 농림수산성(2018.6a)

4.5. 가입·지불시기

  수입보험의 가입 및 지불 시기는 조세제도와 맞추어 간소하게 함으로써 농업인에게 간단

하고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한다.

(1) 보험기간

  수입보험제도의 수입 산정기간은 조세제도의 수입 산정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인의 

경우는 1월∼12월, 법인의 경우는 사업연도(각 법인이 설정)의 1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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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 시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가입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보험

기간 개시 전까지 가입신청을 하고, 보험료·적립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입보험

에 가입하려는 농업인은 사업실시 주체의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원칙적으

로 매년 11월까지(법인은 사업연도의 1개월 전까지) 가입신청을 하고, 보험기간 개시 전까지 

보험료·적립금·사무비를 납부한다. 다만, 보험료·적립금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3) 보전금 지불 시기

  수입보험에서는 확정신고 후 보험기간의 수입을 세무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 감소의 보전금 지불은 보험기간 종료 후의 소득세 신고 후(개인은 익년 3월∼6

월)로 한다. 단, 손해 발생부터 보전금 지불까지 사이의 자금 상환(회수)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실시 주체가 재해 등에 의해 상당한 수량 감소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무이자 융자를 실시한다.

4.6. 실시주체

  수입보험의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실시 주체가 이를 감당

할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수입보험 사업실시 주체의 구비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실시 주체를 선정하였다. 첫째, 사업실시 주체는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수입보험의 가입(대상)자는 모든 판매농가는 아니

며, 청색신고자로서 지역별로 가입자수가 편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집단을 안정적으

로 확보함과 아울러 위험분산을 위해서는 사업영역은 될 수 있는 한 광역일 필요가 있다. 

둘째,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사업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농산물 가격형성과 판매 등에 관여하는 등, 가입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보험업무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산정·징수, 손해의 사정, 보험금의 지불 등의 보험업무에 

관한 노하우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업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농업인에 

대해 가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손해발생 시에 가입자의 영농행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 실시와 시사점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17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농산물의 종류별 재배방법 등 농업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시주체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로 

결정하였다. 전국연합회는 농업공제조합, 시정촌 등에게 수입보험의 가입신청의 접수, 보험

금 지불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연합회는 민간손보회사와 국가 등과도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4.7. 정부재보험

  농업공제와 어업공제 등 타 정책보험의 경우, 보험책임의 일부를 정부에게 전가하는 「정

부재보험」이 설치되어 불가항력적인 대 손실 발생 시는 정부재보험이 발동하여 농업인에게 

확실하게 공제금이 지불되게 되어 있다. 수입보험에 대해서도 불가항력적인 대손실 발생 

시 농업인에게 확실하게 보험금이 지불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재보험을 설치한다<그림 4>. 

<그림 4>  정부재보험 실시 체제

정부

재보험료 재보험금

실시주체

(전국공제조합연합회)

보험료 보험금

농업인

자료: 농림수산성(2018.6a)

  수입보험의 추진체계는 <그림 4>처럼 보험-재보험의 2단계 구조이다. 전국연합회는 전국

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입보험 가입 신청을 받고, 보험금을 지불한다. 즉, 위험분산을 전국

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수입 손실이 발생하여 전국연합회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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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명 대상품목 대상자 보전내용

농

업

공

제

농작물공제 논벼, 맥, 밭벼

대상품목의 생산·판매를 하는 자 수량(收量) 감소를 보전 
밭작물공제

고구마, 콩, 팥 등

13종류

과수공제
감귤, 사과, 포도 등 

16종류

가축공제 소, 말, 돼지 대상 가축의 생산·판매를 하는 자
수량감소(가축의 사망· 

폐용)를 보전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

(나라시대책)

쌀, 麥, 콩, 

사탕수수, 

전분원료용 고구마

인정농업인

집락영농

인정신규취농자

수입감소를 보전

채소가격안정제도 채소
채소의 계획적인 생산·출하에 

종사하는 자(지정산지 등)
가격하락을 보전

골풀·다다미농가

경영소득안정화대책
다다미거죽(疊表)

골풀·다다미거죽의 생산·판매를 

하는 자
가격하락을 보전

육용우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
비육우 비육우의 생산·판매를 하는 자

판매가격과 생산 

코스트의 差를 보전

보험금 지불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전국연합회는 정부에 재보험을 들고 정부는 

대규모 수입 손실 발생 시 재보험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기존 농업공제의 

3단계와 다른 점이다. 

4.8. 유사 제도와의 관계

  현재 일본에서는 수입보험처럼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유사한 기능을 갖는 제도들이 다양

하게 실행되고 있다. 농업공제를 비롯하여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 채소가격안정제도 및 육

용우비육경영안정특별대책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표 4 참조>. 

  수입보험과 유사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 제도의 대상자, 보상내용 등이 상이하지만, 

국비의 이중 지원을 피하고, 농업인이 각자의 경영형태에 적절한 안전망(safety net)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이 선택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그림 5 참조>. 단, 수입 감소만

이 아닌 비용 증가도 보전하는 육용우비육경영안정특별대책사업의 대상인 육용우, 육용자

우, 육용돈, 계란은 수입보험의 대상품목으로는 하지 않고, 그들과 타 품목과의 복합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품목만 수입보험의 대상으로 한다. 

<표 4>  수입감소를 보전하는 기능을 갖는 유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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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명 대상품목 대상자 보전내용

양돈경영안정

대책사업
양돈 육돈의 생산·판매를 하는 자

판매가격과 생산 

코스트의 差를 보전

육용자우생산자보급금제도, 

육용우번식경영지원사업
육용자우 육용자우의 생산·판매를 하는 자

판매가격과 생산 

코스트의 差를 보전

계란생산자

경영안정대책
계란 계란의 생산·판매를 하는 자

가격하락과 코스트 

증가 등을 보전

가공원료유생산자

경영안정대책
가공원료유 가공원료유의 생산·판매를 하는 자 가격하락을 보전

주: 농업공제 중 고정자산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가축공제(착유우, 繁殖雌牛 등), 원예시설공제(시설 내 농작물 이외), 과수

공제(수체공제)] 및 진료비를 보전하는 것[가축공제(병상공제)]은 수입감소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며, 수입보험과 기능이 

중복하지 않기 때문에 본 표에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농림수산성(2018.6a)

<그림 5>  유사제도와의 관계 

∙ 농업공제
※1

∙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

∙ 채소가격안정제도
※2

∙ 골풀·다다미농가경영소득안정화대책

∙ 가공원료유생산자경영안정대책

⇨
왼쪽 제도와 수입보험제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가입

주 1: 고정자산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가축공제(착유우, 繁殖雌牛 등), 원예시설공제(시설 내 농작물 이외), 과수공제(수

체공제)] 및 진료비를 보전하는 것[가축공제(병상공제)]을 제외함.

주 2: 채소의 가격하락 시의 출하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채소수급균형총합추진대책사업), 채소의 계약거래에서 흉작시의 

수량확보를 지원하는 사업(계약지정야채안정공급사업수량확보타입 등)을 제외함.

∙ 육용우비육경영안정특별대책사업

∙ 양돈경영안정대책사업

∙ 육용자우생산자보급제도, 육용우번식경영지원사업

∙ 계란생산자경영안정대책

⇨
왼쪽의 특산품목과 타 품목의 복합경영인 경우는,

타 품목은 수입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있음

주 3: 복합경영의 경우 육용우비육경영대책사업 등의 대상 축산물에 대해 가축공제(사폐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는, 육용비육

경영안정특별대책사업 등의 대상 축산물 및 관련 축산물(육성우, 자돈, 육성돈) 이외의 타 품목은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자료: 농림수산성(2018.6a)

5. 기존 농업재해보상제도(농업공제)의 수정

  수입보험이 실시되면서 기존 농업공제제도에는 많은 변경이 불가피하다. 농업공제나 수

입보험 모두 국가가 적극 관여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지원되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수량 감소와 가격 저하로 인한 수입 감소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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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수입보험의 가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도 기존의 농업공제제도는 수

정될 필요가 있다. 이번 수입보험 도입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농업공제제도의 수정 

작업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많이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다. 

5.1. 농작물공제의 당연가입제를 임의가입제로 변경

  지금까지 농작물공제(논벼, 밭벼, 맥류)는 대상 품목별로 일정 규모 이상 경작을 하는 

자는 가입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었다(당연가입제). 이는 농업공제제도의 창설 당시(1947년) 

국가가 「식량관리법」 하에서 미맥(米麥)을 전량 매입, 관리하고, 미맥의 재생산을 확보하고 

있어 재해 입은 농업인의 손실 보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70여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쌀(米)은, ㉮ 생산자 수가 꾸준히 감소함과 아울러, 생산금액도 최고 시(1984년)와 비교해 

약 4할 수준으로 감소하고,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쌀(米)의 비율도 34%에서 17%로 

낮아졌으며, ㉯ 생산 및 유통 구조도 1995년에 전량 관리의 「식량관리법」이 폐지되고, 현재

는 「식량법」하에서 농업인·농업인단체가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고, ㉰ 2013년 12월의 쌀 

정책 개혁에 의해 생산조정이 수정되어, 2018년산부터 행정에 의한 생산수량 목표의 배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책정하는 수급 전망 등을 토대로 하여 생산자나 집하업자·단체

가 중심이 되어 원활히 수요에 대응한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등, 당연가입제 

도입 시와는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맥류(麥類)도 ㉮ 생산자수가 크게 감소함과 동시에 생산금액도 1985년과 비교해 약 1/4의 

수준으로 하락하고,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맥류(麥類)의 비율도 1.7%에서 0.5%로 저

하하고 있으며,  ㉯ 생산 및 유통 구조도 1995년에 「식량관리법」이 폐지되고, 「식량법」하에

서 농업인·농업인단체가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당연가입제 도입 시와는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편,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인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나라시대책)이나 육용우비육경영안

정특별대책 등의 여타 경영안정대책은 농업인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경영을 전개할 수 있도

록 전부 임의가입제로 되어 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실시하는 수입보험제도도 임의가입제

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농작물공제의 당연가입제는 식량관리법이 폐지되는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 실시와 시사점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21

등 제도 자체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수입보험제도 등의 경영안정대책이 

모두 임의가입제로 되어 있으므로 임의가입제로 변경한다.10)

  그러나 농작물공제 외에 밭작물공제와 과수공제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① 집단으로 

모여 농업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방식(농업공제자격단체)의 요건을 완화(경리 일원화 요건을 

철폐)하고, ② 전상쇄방식 및 재해수입공제방식11)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 건조조제시설의 계량 결과나 출하자료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덧붙여, 농업협동조

합 이외 건조조제시설의 계량 결과나 청색신고서 등에서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자를 추가하

며, ③ 자동계속특약12)을 모든 공제사업으로 확대한다.

5.2. 수확공제(농작물공제, 밭작물공제, 과수공제)의 인수방식 변경

  농작물공제, 밭작물공제 및 과수공제에서는 보상 단위 및 손해평가 방법이 상이한 복수의 

인수방식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다<표 5 참조>. 이 중에서 일필방식 및 과수원단

위방식은 모든 피해 포장의 수확량을 현지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① 농업공제조합 조합원인 

다수의 농업인이 손해평가원(14.3만 명13))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로 

이러한 조사방식이 어려워지고, ② 이 방식은 사무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업인이 부담하

는 부과금도 공제료와 비교해 비율이 높으며, ③ 보상단위가 포장별이고, 농업인의 경영 

전체로서의 수확량 감소를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안정 측면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편,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이나 미국의 수량보험의 일부에서는 지역의 통계단수 등의 

객관적 지표를 이용함으로써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손해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또한 과수공제에서는 특정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만을 보상대상으로 함으로써 공제료 부

담을 억제하는 특정위험방식이 있지만, ① 손해 평가에서 수확량 감소를 대상으로 하는 

자연재해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필요가 있어 사무비가 크게 발생하고,14) ② 최근에는 

10) 농작물공제 당연가입제의 임의가입제로의 변경에 대한 검토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수입보

험 실시를 계기로 변경함(농업재해보상제도검토회보고서 2002년 12월) (농림수산성 2018.4).

11) 이들에 대한 설명은 <표 5>의 ‘주’를 참조.

12) 농업공제의 가입자로부터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다음의 공제책임기간에 대해서도 공제관계의 갱신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말함.

13) 2016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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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재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보상대상 외의 자연재해에 의해 손해를 입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표 5>  인수방식의 개요

인수방식 지불기준 보상단위 손해평가방법

일필방식

과수원단위방식
수확량 감소 포장 현지조사

반상쇄방식 수확량 감소 농업인 현지조사

전상쇄방식 수확량 감소 농업인 출하자료

재해수입공제방식
수확량 감소 및 생산금액 

감소
농업인 출하자료

주: 일필방식 및 과수원단위방식: 포장별로 수확량이 일정비율 초과 감소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불

     반상쇄방식: 농업인별로 피해포장의 감수량의 합계가 일정비율을 초과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불

     전상쇄방식: 농업인별로 수확량의 합계가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불

     재해수입공제방식: 농업인별로 수확량이 감소한 경우에 생산금액의 합계가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불

자료: 농림수산성(2018.4)

  아울러, 농작물공제에서는 농업인이 공제료 부담을 감안하여 보상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

록 공제금의 발동기준이 되는 보상비율이 복수로 설정되어 있지만, 밭작물공제와 과수공제

에는 보상비율이 한 종류만으로 되어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수확공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① 인수방식

   가. 일필방식 및 과수원단위방식은 농업인에 의한 손해 평가와 소위 ‘평예(坪刈)’에 의한 

사정(査定)방식 등은 장래에는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집행

에 의한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2021년산까지(대재해 등의 경우는 1년 또는 

2년 연장) 폐지한다.

      이때, 농작물공제의 전상쇄방식, 반상쇄방식 및 재해수입공제방식에 농업인의 선택

에 따라 수확량의 감소가 50% 이상인 포장에 대해 평예(坪刈)등을 하지 않고 50% 

감수로 간주하여 공제금을 지불하는 ‘일필반손특례’를 설정하여 종래 일필방식에 

14) 특정위험방식 이외의 현지조사는 수확기에만 하지만, 특정위험방식의 현지조사는 재해 발생 시마다 하고 수확기에도 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추가 비용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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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해 있던 자가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반상쇄방식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피해포장의 현지조사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사업집행에 의한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가신고발취조사15)로 변경한다. 그 다음에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제금을 지불하는 지역인덱스방식16)을 신설한다. 

   나. 과수공제의 특정위험방식은 농업인이 장래 발생할 리스크를 예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의 종합화를 기하기 위해 2021년산까지 폐지한다.

   다. 또한 밭작물공제의 팥 및 강남콩에 대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행의 반상쇄방식에 추가하여 전상쇄방식을 도입한다.

② 보상비율

  밭작물공제 및 과수공제의 보상비율은 농업인이 공제료 부담을 고려하여 보상내용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작물공제와 마찬가지로 현행의 보상비율을 상한으로 하여 3가

지의 보상비율을 <표 6>과 같이 설정한다.

<표 6>  밭작물공제 및 과수공제의 보상비율의 확충

공제별 보상비율

밭작물공제

∙ 전상쇄방식 및 재해수입공제방식 : 8할, 7할, 6할

   (단, 콩, 감자 및 사탕무우는 9할, 8할, 7할)

∙ 반상쇄방식 : 7할, 6할, 5할 (단, 콩은  8할, 7할, 6할)

과수공제
∙ 반상쇄방식 및 전상쇄방식 : 7할, 6할, 5할

∙ 재해수입공제방식 : 8할, 7할, 6할

주: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된 것임.

자료: 농림수산성(2018.4)

5.3. 가축공제의 조정

(1) 사폐(死廢)사고와 병상(病傷)사고의 분리

  사폐사고 보상은 가축이 사망, 폐용(廢用)으로 된 경우 가축 1두당 자산가치를 보전하는 

것이며, 병상사고 보상은 가축이 질병, 상해를 입은 경우에 진료비를 보전하는 것이다. 

15) 농업인이 피해포장별 수확량을 신고하면, 공제조합이 해당 피해 포장 중에서 일정 수를 추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농업인이 신고한 수확량을 보정함으로써 피해 포장 전체의 수확량을 결정하는 방법임.

16) 통계 데이터에 의한 수확량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불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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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가축공제에서는 보험인수 사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폐(死廢)

사고와 병상(病傷)사고를 세트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폐사고(자산의 손실)와 병상사고(비용)는 성격이 다른데, 손실 보상을 하나의 

공제로 함께 취급하고 있어 농업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다. 농업인은 어느 한쪽의 보상만을 

필요로 해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사폐사고와 병상사고의 보상금액은 

자산 가치에 일정비율을 곱해 설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세트로 가입하므로 사폐사

고와 병상사고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율을 별개로 선택할 수 없어 농업인의 요구에 맞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가축공제는 사폐공제와 병상공

제로 분리하고, 한 쪽만의 보상 및 별개의 보상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폐사고에서의 가축의 자산가치 평가 조정

  가축에는 비육우와 같은 재고자산적 가축과 착유우나 번식우와 같은 고정자산적 가축이 

있다. 재고자산은 성장에 따라 매일매일 자산가치가 증가하지만, 고정자산은 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한다. 

  그러나 가축공제의 보상금액은 재고자산적 가축과 고정자산적 가축 모두 공제료 기간(1년

간)의 기초(期初)의 자산가치를 사용하여 설정되고 있다. 때문에 재고자산적 가축이 공제료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초부터 사망 시까지에 자산가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증가분이 

보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매일매일의 가치가 증가하는 비육우 등의 사폐사고 보상금액은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초(期初)가 아니라 사고발생 시의 자산가치로 평가

한다. 

(3) 소(牛)백혈병의 취급

  우백혈병(牛白血病)은 도축장에서 도살·해체 후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가축공제에서는 공제에 가입해 있는 농업인이 출하하고, 도축장에서 우백혈병 으로 진단

된 소에 대해 공제금 지불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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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농업인으로부터 가축상이 구입한 소가 도축장에서 우백혈

병이라고 진단된 경우에는 공제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공제금의 지불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 이 때문에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농업인이 가축상으로부터 소의 판매대금의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결과 농업인이 손실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우백혈병에 대해서는 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으로부터 가축상이 구

입하여 도축장에서 우백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농업인 스스로가 출하한 경우와 마찬가

지로 공제금의 대상으로 한다.

(4) 가축의 사고 저감의 인센티브 대책

  가축공제 중 병상사고의 보상(진료비의 보전)은 현재 초진료는 농업인의 자기부담으로 

하고, 초진료 이외는 일정한 지불한도액까지는 공제금에서 전액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병상사고의 발생률은 농업인별로 차이가 있어 사고 저감 대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병상사고 저감 노력이 도모되면, 농업인은 소득이 증가하고 경영상 커다란 메리트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가축공제) 경영에서도 공제료가 저감되어 국고부담의 경감

과 직결된다. 사람의 병상(病傷)에 대해 보험급부를 하는 건강보험에서는 초진료를 포함한 

진료비 전체에 정률(원칙 3할)의 자기부담을 설정함으로써 진료비 억제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초진료 이외의 진료비가 전액 보상되어 사고저감의 인센티브로 

연결되지 않는 현재의 병상사고의 공제금은 2020년 1월부터 초진료를 포함한 진료비 전체

에 일정한 자기부담을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자기부담비율은 현행 자기부담 총액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진료비의 1할로 한다.

(5) 대기간(待其間)의 취급

  가축은 질병 원인의 발생시점을 판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축의 입식 후 2주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제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이를 대기간(待其間)이라 한다).17) 

17) 다만, 사고의 발생이 가축 도입 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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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발생시점이 증명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농업인에게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공제가입자 간에 거래된 가축은 도입 전의 가축의 사육 

상황에 대해서는 농업공제조합에 의해 점검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간(待其間)을 설정할 필요

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가축공제의 대기간(待其間)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고(外傷 

등)를 가입자가 철저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공제가입자 간에 거래된 가축에 대해서는 공제금

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포괄공제 사무의 간소화

  가축공제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가축을 선택해 가입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의 

종류별로 전두(全頭)가입(포괄공제)이 의무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소, 말, 종돈이 변동이 

있을 때, ㉮ 농업인은 농업공제조합에 신고하고, ㉯ 농업공제조합은 변동된 가축을 확인하

고, ㉰ 공제가액(가축의 자산가치의 합계)을 변경한다. 또한 공제료의 추납(追納) 및 반환의 

수고를 줄이기 위해 공제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부보비율(공제가액에 대한 공제금의 지불비

율)을 자동적으로 증감시키는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 결과, 농업인 및 농업공제조합에

게 신고나 확인 사무의 엄청난 노력과 사무부담이 발생함과 아울러, 가축의 변동 시 부보비

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동일 가치의 가축이더라도 사폐사고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공제금 지불

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가축의 변동에 대해 가축공제 중 육돈에 대해서는 대략 월별로 사육예정두수를 

농업인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예정두수로 월별 공제가액을 설정함으로써 변동 시의 

신고, 확인, 공제가액의 변경이라는 업무를 생략하는 구조가 이미 구비되어 있다. 또한, 

공제료에 대해서도 분할납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공제가액이 증감한 경우에 곧바로 공제료

의 추납이나 반환을 할 필요는 없어, 사후적으로 공제료를 조정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포괄공제 사무는 효율적인 사무집행에 의한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가축의 변동 시 농업인이 신고하는 현재의 방식을 폐지하고, 기초(期初)에 연간 

사육계획을 신고하고, 기말(期末)에 공제료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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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보험 지불방식

  농업공제에는 농업인에 대한 공제금의 지불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의 재보험이 

구비되어 있다. 농작물공제, 밭작물공제, 과수공제 및 원예시설공제의 경우 미리 농업공제단

체와 정부의 책임분담을 정해두고, 대재해 발생에 의해 공제금 지불이 1년간의 농업공제단

체의 지불책임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가가 재보험금을 지불하는 구조이다. 

  한편, 가축공제는 공제사고 1건별로 공제금의 5할을 국가의 재보험으로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염병과 격심재해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제금 전액을 재보험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농업공제단체의 지불 재원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보험금이 지불

됨과 아울러, 공제사고 1건별로 재보험금 청구 및 지불 사무(연간 약 300만 건)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업공제단체 및 국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가축공제의 재보험 지불방식은 효율적인 사업집행에 의한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른 공제와 마찬가지로 연간 공제금 지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5.4. 원예시설공제의 단기가입 폐지와 공제금액 상향 조정

  원예시설공제는 원예시설 본체를 설치하고 있는 기간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농업인의 선택에 의해 시설 본체의 설치기간 중 피복하고 있는 기간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전례 없는 재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피복하고 있지 않은 

기간에도 수해, 설해(雪害) 등에 의해 원예시설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원예시설공제의 피복기간만의 단기가입 옵션은 농업인이 장래 발생할 리스

크를 예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의 종합화를 기하기 위해 폐지한다. 

  또한 공제금 지불대상이 되는 피해는 원예시설 1동별로 3만 엔 또는 공제가액(자산가치)

의 10% 초과 피해로 되어 있지만(소손해 불보전(不補塡)),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① 3만 엔 또는 공제가액의 5%초과 피해, ② 10만 엔 초과 피해, ③ 20만 엔 초과 

피해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원예시설공제의 공제료 국고보조는 1농가당 

공제금액 8,000만 엔까지가 한도로 되어 있지만, 이 한도를 2배(1억 6,000만 엔)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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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적용 및 무사고환급 폐지 

  공제료는 원칙적으로 농업공제조합 내에서 품목별·인수방식 등에 따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지만, 농업공제조합의 판단에 의해 농업인별 피해 발생 상황에 따라 요율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위험단계별 공제료율). 그러나 동일한 요율에서는 ① 공제금 지불

이 많은 농업인이나 적은 농업인이나 동일한 부담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② 농업인이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해도 공제료 부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저감의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아, ③ 자신의 피해 상황과 공제료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량 농업인의 가입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위험단계별 공제료율은 

각 조합별로 설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의 2할 정도의 도입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과거의 공제금 지불액이 부담한 공제료의 일정액을 밑도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

공제조합의 판단에 따라 공제료의 일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무사고환급). 무사고

환급은 공제료의 소멸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① 농업공제조합에 적립금이 없으

면 실시되지 않고, 또한 적립금이 있어도 농업공제조합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농업인의 

사고저감 인센티브가 약하며, ② 무사고환급의 금액 산정에 사무비용이 발생한다. 어업공제

에도 무사고환급이 있지만, 어업공제에서는 무사고환급을 시행하는 경우 어업인 및 국가의 

쌍방에 환급을 하고 있는 반면, 농업공제에서는 농업인에게만 환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① 공제료는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위험단계별 공제료율을 

모든 농업공제조합에서 도입하고, ② 무사고환급은 2021년도까지 폐지한다. 다만, 이 기간 

중에 무사고환급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및 국가의 쌍방에게 환급하도록 한다.

5.6. 운영조직의 효율화

  농업공제는 각 지역에 설립된 농업공제조합(또는 시정촌)이 실시 주체가 되어 관내의 

농업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징수하며, 피해 입은 농업인에게 공제금을 지불하

며, 조합 내에서 리스크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또한, 조합 등의 공제금 

지불이 거액이 될 수 있는 대재해에 대비하여 도도부현별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및 정부가 

보험 및 재보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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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농업공제조합은 다수의 리스크 분산에 의한 안정적 사업 운영과 업무 효율화에 

의한 운영비 삭감 등을 위해 합병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몇 개의 지역(시정촌)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있는 반면, 도도부현을 구역(1현 1조합)으로 하는 조합도 있다(현행 

제도에서는 도도부현 구역까지 광역화가 가능).

  그러나 현재의 운영조직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조합이 지역별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 보험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위험분산 기능의 경우, 농업인이 감소하

고 있어 충분한 보험모집단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와 2014년의 

설해와 같이 손해가 광역적이고 심대하게 발생하는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재해

가 발생하면, 조합의 전역에 손해가 미치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이 되지 않는다. ㉯ 농업인의 

감소에 따라 부과금 수입도 감소하여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 공제 실시품목은 

각 조합별로 설정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공제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품목이 있어 공제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농업인이 존재하고 있다. ㉱ 농업공제단체

에서 통일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버넌스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농업공제단체의 운영 경비에는 거액의 국비와 조합원의 부과금이 투입되고 있어, 

사무비의 효율화·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농업공제단체는 조직의 효율화와 거버넌스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첫째,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연합회는 수입보험사업의 운영 외에 조합이 실시하고 있지 않는 품목의 공제사업과 

임의공제사업의 재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특정조합(1현 1조합)끼리의 

합병, 전국연합회와 특정조합의 합병, 조합으로부터 전국연합회로의 공제사업의 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도도부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가가 조합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보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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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일본정부는 조기에 10만 농업경영체가 수입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

년 개최된 일본 농업보험 70주년 기념대회장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

도 했다. 아울러 시행 후 4년 내에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도 함께 설정하고 있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예상되지만,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는 시간이 경과하면 확인될 것이다. 수입보험 실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18),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19). 

  이제 막 시작한 수입보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수입보험제도

의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입보험을 미래 일본 농업을 담당할 농업경영체의 경영 안정을 강화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물론 가격하락

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전하지 못하면 농업경영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품목별 수입이 아니라 농업인의 농업경영 전체를 대상으

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품목을 기준으로 하면 농업경영체 전체의 경영안정을 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상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아 농업인의 선택 폭을 넓혀주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답작농업이나 과수농업에서 벗어나 신규 작물을 재배하거나 자신

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6차산업화에 매진하려는 의욕 넘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당연가입이었던 농작물공제를 임의가입제로 전환한 것은 식량 확보

를 우선했던 일본 농정의 방향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넷째, 그동안 농업경영 

안전망으로 기능해오고 있는 농업공제는 여건이 변화하면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다. 자연재해로 인한 수량 감소보다는 농산물 가격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농업경영 

불안정의 주 요인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농업인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현지조사(손해

평가)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농업공제는 추친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점차 

그 역할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농업경영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고 있다는 점이

다. 수입보험의 실시와 함께 농업공제를 비롯해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 채소가격안정제도 

18) 安藤光義(2017.9)

19) 최경환(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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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육용우비육경영특별대책사업 등 기존의 유사 제도들과의 중복을 피하고 역할을 분담케 

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전망은 한층 촘촘해지고 있다. 여섯째, 수입보험 등 보다 확실한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이 경영체 단위의 수입보험 실시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체계 하에서 소득세 

신고제도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가도 소소한 것이라

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을 생활화하여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보다 든든한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기반을 다져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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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가정간편식(HMR) 산업 현황

조 영 상 * 20)

1. 머리말

  일본은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이하 HMR) 시장이 지속성장하는 국가들과 

유사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1인 가구 증가, 식사 준비에 대한 번거로

움, 편리성 추구, 경제적 이익 추구, 바쁜 삶 등의 이유로 일본 소비자들 또한 꾸준히 HMR 

식품 소비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에서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 여성의 전통적 가정 내 역할이 있었듯이 일본 가정집의 식사준비는 

여성의 몫이었다. 여성은 청소며 집안 대소사며 집안일을 도맡아 책임지고 운영하는 주체이

며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의 먹거리를 해결해야 하는 주 책임자이었다. 이러한 생활문화는 

간편식에 우호적인 젊은 세대와 다르게 기성세대 소비자들에게 HMR 식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연출할 뿐만 아니라 HMR 식품소비에 대한 세대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

적으로 여성이 전적으로 집안에서 구성원을 위하여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고정관념은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식사준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가치관 

형성을 부채질하였다.

  비록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간의 HMR 식품구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HMR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세대들에게 있어 HMR 식품이 영양학적으로

나 품질과 맛에서 우수하다고 믿는 소비자층이 두터워졌지만 일본시장에 처음으로 간편식

이 등장하였을 때 소비자는 전반적으로 품질과 맛을 신뢰하기보다 무언가 신뢰하기 어렵다

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심지어 간편식 등장 초기단계에서 여성이 간편식을 구매하는 자체

가 여성의 가정 내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죄의식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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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세계농업 2019. 2월호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HMR 식품 공급업체나 유통업체의 노력으로 많이 불식되어졌고 

간편식 시장이 형성된 이래 간혹 상품카테고리별 매출액 성장률이 다소 하락하는 경험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HMR 시장규모는 확대되었다.

  2018년 Euromonitor International 자료에 의하면 세계 HMR 시장은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영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래 들어 간편식 시장의 주도권이 미국을 포함

한 유럽 선진국가들에서 중국, 인도,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주도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의 HMR 시장규모는 2005년 세계 시장에서 두 

번째로 간편식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2018년에는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4위를 차지하며 연간 시장이 약 18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1)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정부가 처음으로 1945년에 인구통계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0년에 약 1억 

2,800만 명을 정점으로 2015년에 인구감소가 현실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HMR 시장은 소비자 1인당 간편식 구매규모나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의 HMR 시장 변화를 살펴본다면 한국의 HMR 시장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표 1>  2018년 주요국가의 HMR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국가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영국

매출액 62,846 21,636 20,279 18,014 11,980

자료: Statista(2018) 

2. HMR 산업 현황

  일본 소비자들 또한 한국 소비자만큼 과거에 집밥에 연연하는 경우가 전통적 식생활 

문화이었다. 남성은 가정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집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오는 

남편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손수지어 내놓는 게 아내의 

중요한 도리 중의 하나였으며 엄마로서의 정성이라고 믿어져왔다. 이러한 전통적 믿음은 

HMR 시장성장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그러다 보니 일본 소비자들은 

 1) Statista(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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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즉 가정 밖에서의 식사냐 아니면 가정 안에서의 식사냐로 

구분하기에 이르렀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식문화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분류되었다. 첫째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가정 밖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가정 내에서 조리하여 먹는 것을 ‘내식(內食)’이라 

지칭하였다. 두 번째는 식재료 구매행위뿐만 아니라 조리 행위 없이 아예 가정 밖에서 끼니

를 해결하는 것을 ‘외식(外食)’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날 자주 사용되는 HMR이라는 용어는 

생소했다. 사실상 HMR이라는 일본식 용어인 ‘중식(中食)’이란 단어의 출현은 오래되지 않았

다. 그만큼 일본에서의 HMR 시장은 단기간에 급성장하였지만 산업자체의 역사는 길지 않다

는 것이다. 이러한 HMR 이란 용어보다 일본어로서의 중식이란 용어가 일본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5월 일본의 한 경제신문이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로 추정된다. 

나아가 일본에서 간편식 시장을 주도하는 유통업태 중의 하나인 편의점 업태가 1980년대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1980년 이후 일본의 

식문화가 내식(內食)과 외식(外食)에 중식(中食)이 더해져 세 가지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했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식과 기존의 두 개념과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식(中食)은 한자 

그대로 기존의 내식(內食)과 외식(外食)의 중간지대의 개념으로 소비자는 가정 밖에서 조리

가 완벽하게 마쳐진 또는 일부 가정 내에서 간단한 조리행위를 필요로 하는 음식을 구매해서 

집에서 먹는 것을 일컫는다. 중식 개념 도입으로 가정 밖에서 식재료를 구매하여 손수 가정

집에서 손질하여 조리행위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식품시장 관련 통계는 크게 내식(內食외), 외식(外食), 중식(中食)으로 구분하여 

집계되고 있다. 사실상 HMR 식품 통계와 관련하여 시장이 형성되기 전인 1980년대까지의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1981년부터 일본 정부는 중식(中食)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일본 중식협회가 설립되고 나서 부족하지만 HMR 시장관련 

통계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설사 1980년대부터 중식(中食)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중식협회와 협력하여 통계조사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시장 동향을 파

악하고 시장 트렌드 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은 2000년 초반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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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산업 종합연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1998년 중식(中食)시장은 4조 3,000억 엔 규모

를 형성했다. 이후 중식 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 7조 9,500억 엔에서 2017년 10조 500억 

엔 규모로 약 26.5% 성장하였다.2) 2018년 중식협회가 발간한 중식(中食)백서자료에 따르면 

2007년 식품시장의 전체규모가 약 62조 7,000억 엔에서 2016년 약 71조 4,000억으로 약 

13.9% 성장한 가운데 내식(內食) 시장이 동기간에 19.9% 성장률을 보였고 외식(外食) 시장

이 3.3% 성장한 반면에 중식시장은 23.8%나 성장하였다.  

  일본의 전체 식품시장 규모에서 HMR 식품시장의 점유율은 2007년 약 12.7%에서 2016년 

약 13.8%로 1.1% 신장하였다. 2016년 간편식 시장 점유율은 외식(外食)산업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이고 내식(內食)시장의 3분의 1수준이다.3) 다시 말해 2016년 전체 일본식품시

장 약 71조엔 규모에서 내식(內食)이 압도적으로 시장점유율 50.6%인 36조 엔을 달성했고 

다음으로 외식(外食)이 시장 점유율 35.6%인 25조 엔을 기록했다. 반면에 중식(中食)은 

시장 점유율 13.8%로 9조 8,000억 엔을 나타냈다.4) 하지만 일본의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일본의 중식(中食) 시장 규모는 2015년에 10조 엔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5) 

<표 2>  식품시장 추이
단위: 억 엔

구분 내식(內食) 중식(中食) 외식(外食) 합계

2007
매출액 301,521 79,491 245,908 626,920

점유율(%) 48.1 12.7 39.2 100.0

2016
매출액 361,660 98,399 254,169 714,228

점유율(%) 50.6 13.8 35.6 100.0

성장률(%) 19.9 23.8 3.3 13.9

자료: 중식협회(2018) 

  일본 식품시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외식산업이 1997년을 피크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식산업의 식품 시장점유율은 2007년 대비 2016년에 4%의 하락을 경험하였다. 

반대로 중식시장 규모는 2003년에 외식산업 시장의 25%였는데 2016년에는 외식산업 시장

의 38.7%까지 급성장하였다. 다시 말해 외식산업 시장이 줄어들면서 HMR 시장이 확대되고 

 2) 중식협회(2018)

 3) 중식협회(2018)

 4) 중식협회(2018)

 5) (https://sellwell.jp/sellwelly/cvs-food-market/) (검색일: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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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 다소 의외의 현상이다. 또한 식품시장의 점유율 성장률을 놓고 볼 때 중식시장

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내식(內食이) 시장의 점유률도 

2.5%성장하였다. 이러한 내식(內食)시장의 점유율 상승은 아직까지도 집에서 손수 식재료를 

구매하여 밥을 짓는 것이 일본의 주요 식문화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식문화가 HMR 

시장성장을 더디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다.     

  사실 1980년대까지 HMR 시장형성이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외식(外食) 또는 중식(中

食)보다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내식(內食)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여성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손수 식재료를 사다가 직접 요리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여성은 가족 

구성원이 가정 밖에서 만들어지며 식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는 식품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아직도 이러한 인식이 하나의 중요한 식문화로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사회 환경의 변화가 일본 소비자의 내식(內食) 고집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지기 전에 여성에게 집에서 요리를 강요하던 시절

에 일본 소비자들은 가정 밖 음식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다. 식품 안전성과 관련하여 사회에

서 발생하는 각 종 다양한 식품 안전사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집밥이 아니면 건강을 위협받

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 더하여 건강지향형 인식이 강화되면서 음식

에 사용되는 원재료나 조미료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그렇다보니 HMR 시장이 조기에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오늘날 일본의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자레인지는 영국의 간편식 시장성장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아이러니 하게도 

일본 가정집의 전자레인지의 보급률은 높게 나타난다. 오늘날에는 전자레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HMR 식품을 섭취하고 있지만 1980년 이전에는 가정 밖에서 생산되고 조리되는 

식품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전자레인지를 활용한 편리성을 추구하는 식문화 변화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집 밖에서 조리되는 식품에 대한 불신이 유통업체는 물론 

식품 제조업체의 노력으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각종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업체들의 

대응자세가 바뀌고 소비자들을 두려워하는 새로운 경영문화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집 밖의 

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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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에서 소비자가 간편식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매장 분위기를 개선하고 간편식 

관리 매뉴얼을 제공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유통업체의 노력과 HMR 식품 제조업체

의 협력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늘날 소비자 자신이 손수 집에서 하는 요리보다 더 맛있고 

더 영양가 있다고 믿기까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정 밖에서 조달되는 음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가 일본의 HMR 산업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1980년대부터 여성의 사회진출이 기존 식문화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정 내 요리하는 시간을 빼앗게 되고 당연히 여성은 요리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식문화 변화에 동참하게 되었다. 가정 내 요리시간 부족으로 여성들은 요리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식품 카테고리부터 가정 밖에서 구매하여 조달하기 시작한다. 완제품 

요리의 간편식보다 쌀이 주식이다 보니 쌀로 밥은 직접 집에서 짓고 밥과 같이 섭취하는 

많은 요리시간을 필요로 하는 반찬류 카테고리를 반찬가게 전문점에서 구매하여 집으로 

가져와 식사준비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식생활 문화 변화가 오늘날에는 완제품 

HMR 식품시장까지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일본의 젊은 소비자들은 이제는 집에서 

직접 쌀을 씻어 전기밥솥에 밥 짖는 일 또한 번거롭게 여기며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져 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일본에서 판매되는 간편식 식품의 종류를 보면 식재료로 

쌀이 사용된 종류가 2015년도에 51%를 차지하고 있다.6) 특히 쌀을 사용한 도시락시장 규모

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7)

<표 3>  2015년 간편식 종류별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엔

구 분 쌀류 빵류 면류 반찬류 합계

매출액 4,881,626 479,726 517,204 3,702,833 9,581,389

점유율(%) 51.0 5.0 5.4 38.6 100.0

자료: 중식협회(2015)

  2015년 중식협회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쌀을 사용한 도시락 시장의 성장은 아직도 일본의 

주식이 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 중의 하나이며 두 번째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반찬류를 보아도 상당한 소비자들이 집에서 밥을 지어먹는 것으로 추정된다.

 6) 중식협회(2015)

 7) (https://food-doctor.jp) (검색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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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간편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개선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HMR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성 믿음,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증가,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노력 등으

로 HMR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3. HMR 산업 성장 배경

  간편식 시장이 성장하는 다른 나라들과 일본의 HMR 시장이 성장하는 배경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부분도 많다. 선진국들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또는 인구학적 요소변화가 

무엇보다도 간편식 시장의 성장에 촉매 역할을 한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간편식 시장의 

성장배경을 분석하는데 있어 그러한 변화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의 HMR 시장이 급성장 이유로 학자들은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나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 세대구조의 변화이다. 3대가 같이 살던 대가족문

화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도심으로의 이동과 이에 따른 핵가족화 또는 1인 가구 수 

증가로 간편식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일례로 1960년부터 2015년까지 50년 사이에 세대구성원이 4.14명에서 2.38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 구성원 감소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식재료를 구매하여 

요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나아가 대가족 식사

문화에서 세대 구성원 감소로 여성이 한 번 요리를 해도 준비한 양에 비하여 음식 소비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음식이 남겨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여성의 식사준비에 대한 

인식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세대구조 변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식사준비에 따르는 음식 

조리시간에 대하여 아깝게 생각하는 경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요리에 대하여 번거롭고 

귀찮게 느끼는 세대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들은 가정 내 요리에 대한 전통적 인식

에서 서서히 벗어나 편리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소비행위를 시작했다.  

  즉, 이러한 세대구성원 변화가 집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를 자극하였고 

결과적으로 식품시장에서 외식산업 성장을 부채질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위기는 외식

산업에 집중되었던 수요들을 가격에 민감하게 만들었고 결국 가격지향형 소비패턴을 보이

는 소비자는 간편식 구매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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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기피하는 미혼 인구와 고령자 수 증가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 또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 세대의 증가는 가정 내 식사준비에 대한 인식변화를 초래하였다. 1989년에 

일본의 총 세대 39,417천 가구 중에서 두 그룹의 점유율은 36%를 기록했으나 2016년에 

49,945천 가구 중에서 이 수치는 14.6%가 성장한 50.6%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점유율

은 20%에서 26.6%로 부부 세대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식사준비

에 대한 번거로움을 더 느끼는 것을 감안하면 이 두 그룹의 점유율 증가가 간편식 시장성장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대구조

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대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된다면 일본의 

HMR 시장은 성장 속도의 문제이지 쇠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또 다른 HMR 시장의 성장동력으로 작동되고 있다. 중식

(中食)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1990~2015년 기간 동안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에서 25%로 두 배 이상이나 증가하였다. 일본 전체 세대 수에서 고령화 세대 

수의 점유율이 1989년 7.8%에서 2016년 26.6%로 급증하였다. 고령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이나 상점가를 방문하여 직접 식재료를 고르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 행위가 번거로

운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집에서 혼자 먹어야 하는 음식을 직접 조리해야 한다

는 것은 또 다른 번거로움의 하나가 되어 고령의 소비자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쇼핑패턴을 

보이기 시작했다. 걷기도 불편하고 운전도 어려운 쇼핑약자들은 더욱더 집 근처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편의점, 도시락 전문점, 또는 반찬 전문점에서 간편식을 쉽게 

구매하고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일본의 HMR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사회경제적 

요소 중의 하나가 인구의 고령화이다.        

  많은 학자들이 일본의 HMR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집안에서 여성이 가사를 도맡아 하던 문화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즉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여성의 가정 내 근본적 역할에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여성의 전통적 역할은 

가사일에 대한 시간부족으로 편리성 추구를 자극하였다. 매일 정성을 들여 식사를 준비하던 

기혼여성들은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나 요리를 할 수 있는 시간부족을 호소하며 집안에서 

식사를 간단하게 하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식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본의 HMR 시장성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2018년 일본의 

HMR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설문 조사결과에 의하면 간편식을 구매하는 이유 중 집에 늦게 



일본의 가정간편식(HMR) 산업 현황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51

귀가하면 요리할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25.9%를 차지하였다.8) 일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다

는 것은 반대로 여성이 집안에서 요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식

(中食)시장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구학적 요소의 변화와 더불어 간편식 제공업체들은 새로운 냉장 냉동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식품을 간편식으로 개발 판매하며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한편 유통업체들의 혁신

적인 물류 배송체계 시스템 구축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HMR 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근래 들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가 중식(中食)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소비자

들이 예전에는 요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음식을 회피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HMR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반대로 요즘 들어 건강지향형 간편식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과거 요리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리던 음식은 중식(中食)메뉴로 개발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이러한 식품을 구매하는 것을 꺼려했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더불어 HMR 공급업체들의 노력으로 미개척 식품분야는 간편식

으로 개발․판매되기 시작했다. 바쁜 일상에서 간편식은 건강을 생각하기보다 간단하게 끼니

를 때우는 수준의 식사 대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 트렌드는 변화하여 한 끼라도 

제대로 건강을 생각한 식사를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록 중식(中食)이더라도 

구매 할 때 일본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메뉴에 어떤 종류의 식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섭취열량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기 시작했다. 이런 쇼핑패턴 변화

는 새로운 HMR 시장의 성장을 예고했다.9)   

  전통적으로 일본 소비자들은 외식(外食)과 관련하여 식당에 식사를 하는 것은 가성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외식은 가격대비 식재료 원가율이 낮기 때문에 품질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HMR 시장은 

성장하고 외식산업은 쇠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8) 중식협회(2018)

 9) Euromonitor International(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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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MR 유통경로

  일본의 중식(中食)시장이 어떻게 성장 발달해 왔는지 보려면 HMR 식품의 유통경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일본의 간편식 시장은 1980년대 대형유통업체의 편의

점업태 성장과 괘를 같이한다. 다시 말해 편의점 업태의 성장이 곧 일본의 HMR 식품성장의 

원동력이다. 

  2010년 야노경제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HMR 식품의 유통경로는 반찬전문점이 32.7%

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편의점이 27.1%, 양판점10) 또는 슈퍼마켓이 15.6%를 점유하고 있다. 

야노경제연구소가 일본 중식협회보다 중식(中食)관련하여 통계에 있어 소극적이라고 하더

라도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지속되었다. 2010년에 비하여 2016년 중식시장에서 반찬전

문점 채널이 0.4% 상승하여 33.1%, 편의점이 1.7% 성장한 28.8%, 양판점이 0.1% 성장한 

15.7%를 나타냈다. 하지만 일본 중식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HMR 식품의 유통채녈 결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일본 전체 중식(中食)시장의 규모를 야노경제연구소

는 8만 5,758억 엔으로 집계한 반면에 중식협회는 9만 8,399억 엔으로 나타났다. 

<표 4>  업태별 시장점유 현황

          단위: 억 엔

업태
2016 2017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신장률(%)

반찬 전문점 외 29,024 29.5 29,203 29.0 0.6

백화점 3,674 3.7 3,643 3.6 -0.8

양판점 9,148 9.3 9,212 9.2 0.7

슈퍼마켓 25,417 25.8 26,205 26.1 3.1

편의점 31,133 31.6 32,289 32.1 3.7

합계 98,399 100.0 100,555 100.0 2.2

자료: 중식협회(2018)

  중식협회자료는 단연히 편의점 업태가 1위 유통채널로 조사되었으며 시장점유율 또한 2016

년 31.6%에서 2017년 0.5%p 성장한 32.1%를 기록하고 있다. 편의점 업태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0.5%p 성장한 반면에 반찬전문점의 시장 점유율은 29.5%에서 29%로 하락하였다. 

10) 대형마트 또는 할인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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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노경제연구소와 주식협회의 자료를 취합해보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편의점 업태

가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간편식 시장공략이 HMR 시장규모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Top 3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7-Eleven), 패밀리 마트

(Family Mart), 로손(Lawson)의 적극적인 HMR 시장참여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

다. 과거에 이들 업체들은 젊은 세대를 표적고객으로 설정하고 집중하였지만 최근 고령층을 

상대로 표적 고객층을 확대하고 있다. 편의점업체들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이들을 충족시키

기 위한 간편식 상품개발에 전념하고 있다.11)

  일본 소비자들에게 있어 편의점은 다른 업태보다도 점포 수 측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세븐일레븐이 1974년 처음으로 요코하마에 1호점을 개점한 이래 1983년 일본 전체 편의점 

수는 6,308개를 기록하였다. 그 후 신규 점포가 서서히 증가하다 마침내 2012년 처음으로 

5만 점을 돌파해 2017년 12월 5만 7,956개를 기록했다. 2018년 11월 기준 상위 Top 6개(세

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미니스톱, 데이리야먀자키, 뉴데이즈, 세이코 마트)업체가 

57,121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12) 이중 상위 3사가 점포수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편의점 업태에서 HMR 시장은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관하다. 다른 편의점 업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세븐 일레븐은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고객관련 정보를 제조업체와 공유하기 시작했다. 시스템 공유로 세븐일

레븐은 간편식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고객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고객이 원하는 욕구

를 파악하여 고객이 원하는 HMR 식품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세븐일레븐의 

고객정보 공유와 1일 3회 배송이라는 물류시스템 구축은 편의점 업태가 HMR 시장을 주도하

는 기반이 되었다. POS 시스템을 활용한 고객의 수요 예측과 구매성향 파악은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각종 식품포장 기술이나 생산기술 개발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일례로 세븐일

레븐과 거래관계에 있는 간편식 납품업체인 와라베야니치요는 2018년 2월 기준 20,260개 

세븐일레븐 점포 중에 약 81%인 1만 6,500개에 각종 간편식을 납품하고 있다. 와라베야니치

요는 세븐일레븐의 유통업체 브랜드(Retailer Brand) 제조업체로 각종 도시락류, 빵류, 반찬

류, 과자류, 면류 등을 공급하고 있다.13) 

11) Euromonitor International(2018)

12) (http://www.garbagenews.net/archives/2392411.html) (검색일: 2019.01.02.)

13) (http://www.warabeya.co.jp/ja/business/product.html) (검색일: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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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 들어 일본의 간편식 시장 확대에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이 가정집 배달이다. 편의점 

대표주자인 세븐일레븐은 2011년부터 쇼핑 약자를 위한 안심배달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간편식 온라인예약 판매제도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마케팅 활동은 편의점 업태의 

시장 점유율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HMR 식품 유통경로에서 두 번째로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반찬가게 전문점은 

상점가 또는 주거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소비자들에게 양호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반찬 

가게 전문점은 편의점처럼 도시락류도 같이 진열 판매하고 있지만 상품 구색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밥을 짓고 필요로 하는 반찬세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편의점 업태는 반찬류 보다 완제품 간편식 즉, 도시락류가 주요 상품구색인 것에 반하여 

슈퍼마켓이나 양판점은 식재료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간편식 시장에서 반찬류를 주로 담당

하고 있다. 한편 완제품 간편식 중에 이들 업태는 프리미엄 도시락을 취급하며 편의점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시장 내에도 HMR 식품 제조회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서 유통되는 간편식은 흥미롭게도 대부분 유통업체 브랜드(Retailer Brand)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븐일레븐 사례처럼 일본의 간편식 시장은 NB(National Brand) 보다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기획하고 생산하는 RB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HMR 식품 제조업체인 

NB 상위 5개 업체의 2017년 시장점유율은 6.8%로 아주 미미하다. 1위 업체인 Kewpie 

Corp가 1.8%를 점유하고 2위 업체인 Nisshin Seifun가 1.7%, 3위 업체인 House Food Corp

가 1.4%, 아지노모토가 1.0%, 메이지 홀딩스가 0.9%를 차지하고 있다.14) 심지어 세계 간편식 

시장에서 7.9%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최상위 브랜드인 네슬레조차 일본시장에서 

Top 5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HMR 식품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일본 전체 RB 매출액이 2.84조 엔으로 시장점유율 9%를 보이는데 이온(쟈스코)과 

세븐아이(세븐일레븐) 두 유통업체가 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5)

14) (https://www.foodnavigator-asia.com/) (검색일: 2018.12.26.)

15) Sigetomi Takako(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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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MR 식품 소비 현황                

  일본 소비자들의 냉동식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즉 신선도와 맛에 있어 열악하다고 

믿고 있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HMR 제조업체들이 정교화된 식품개

발 기술을 바탕으로 냉동 HMR 식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일본의 

HMR 시장을 논할 때 대부분 냉동 간편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것이다. 2005년에 일본 전체 간편식 시장에서 냉장식품이 압도적으로 

84%의 점유율을 보였다.16) 그렇다 보니 편의점 업태가 간편식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냉장 HMR 식품에 국한되어 있다.         

  2018년 일본 중식협회에 따르면 간편식 시장에서 판매되는 HMR 식품 카테고리 중에 

압도적인 것은 여전히 쌀류 간편식으로 나타났다. 2015년 쌀류 간편식이 51%를 점유하였는

데 2018년에는 미미하게 하락해 49.6%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들에게 쌀이 주식이라

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쌀류에 이어 여전히 반찬류가 40.7%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밥을 짓고 반찬은 밖에서 사서 집에 가져와 먹는 소비행

태를 의미한다. 

  2018년에 가장 많이 구매하는 간편식은 역시 쌀류가 주 원재료인 도시락이 1위를 차지하

고 삼각 김밥이 2위를 차지했다.17) 다음에 3위로 샌드위치, 4위가 고로케, 5위는 야채샐러드

가 차지했다. 신선한 야채샐러드는 웰빙을 지향하는 고객 증가와 건강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는 수요 증가에 힘입어 일본 간편식 시장에서 급성장 하는 카테고리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18) 그 증거로 야채샐러드는 2015년 일본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간편식 중의 

7위였는데 2018년 5위로 급상승 하였다.19) 또한 이러한 수요층 증가로 HMR 공급업체들은 

건강 지향형 간편식 개발차원에서 유기농 원재료를 사용한 신개념의 HMR 식품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16) (https://www.just-food.com ) (검색일: 2018.12.26.)

17) 중식협회(2018)

18) Euromonitor International(2018)

19) 중식협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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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 간편식 시장은 만두를 생산하는 아지노모토(미원)가 주도하고 있으나 아직 소비자들

의 부정적 이미지로 시장 확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만두처럼 일부 카테고리는 수요층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냉동식품 시장 확대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특히 해외시

장에서 냉동식품 중의 대표적 간편식인 피자 카테고리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나아가 일본에서 피자시장은 주로 테이크아웃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일본의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들이 저녁에 혼자 식사하는 혼밥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20) 2018년에 출판된 구루메 외식총연에 따르면 30대 남성의 

혼밥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40대 남성이다. 또한 2014년에 비하여 40대 여성의 저녁 

혼밥이 1.34배 증가했고 30대 남성의 혼밥이 1.32배 증가했다. 뒤를 이어 20대 여성의 저녁 

혼밥이 1.31배 확대 되었다. 4년 전에 비하여 저녁을 혼자 먹는 인구의 증가가 확연해 졌다. 

이러한 소비 행태가 외식산업이나 중식(中食)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2017년에 비하여 2018년에 소비자의 간편식 구매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1) 주별 간편식 구매 회 수를 조사한 일본 정책금융공고에 의하면 2018년에 

주별 2회 정도 구매한 소비자가 설문조사자자의 37.5%에 달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15년 전 2003년 조사와 비교하면 주 2회 정도 구매하는 남성이 10.4%p 

증가하여 40.6%를 기록한  반면에 전혀 간편식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8.8%에

서 6.7%p 하락한 22.1%를 기록했다.22) 2018년 구루메 외식총연이 설문 조사한 응답자들을 

보면 40대 남성이 HMR 식품 구매빈도와 HMR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여성의 경우 2003년에 비하여 주 2회 정도 구매한 비율이 13.2%p 증가하여 34.4%를 

차지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구매빈도가 더 확장 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전혀 간편식을 구매하

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오히려 소폭으로 0.8%p 상승하여 2018년에 22.3%를 나타냈

다.23) 2018년 구루메 외식총연 조사결과에서 특이한 것은 설문대상자 중에 20대, 40대 

여성의 HMR 시장규모가 11%나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조리하는 것을 번거롭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구나 20대 여성의 간편식 구매빈도 

확대는 일본의 전통적 식문화에 차지하는 여성의 가정 내 역할 변화를 의미한다.    

20) (https://www.recruit-lifestyle.co.jp) (검색일: 2018.01.02)

21) (https://www.recruit-lifestyle.co.jp) (검색일: 2018.01.02)

22) 일본정책금융공고(2018)

23) 일본정책금융공고(2018)



일본의 가정간편식(HMR) 산업 현황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57

<표 5>  HMR 이용빈도

단위: %

구분 주2회 이상 주1회 월1, 2회 미 구매

전체 2018년 37.5 20.0 20.4 22.2

남성
2003년 30.2 17.3 23.6 28.8

2018년 40.6 18.1 19.2 22.1

여성
2003년 21.2 22.2 35.1 21.5

2018년 34.4 21.8 21.5 22.3

자료: 일본정책금융공고(2018) 

  반면에 간편식 구매에 있어 고객 당 지출액은 20대 남성이 2017년 742엔 이었는데 2018년 

816엔으로 전년대비 10%나 성장하였다. 간편식 구매 객단가에 있어 구매고객 반 이상이 

2,000엔 미만으로 조사되었다.24) 

  설문 조사결과에 의하면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HMR 식품 구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간편식이 집에서 조리하여 먹는 것보다 맛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고객층이 감소하고 있다.25) 오히려 간편식이 집에서 요리하여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느끼는 20대 남성과 20~30대 여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

이 간편식을 구매할 때 선택기준으로 맛과 가격을 중시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6) 2018년 

일본 정책금융공고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설문 대상자 중 여성 응답자 52.4%에 비하여 남성 응답자는 7%가 높은 

59.4%를 나타냈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보다 여성 소비자들이 HMR 식품을 구매 할 때 가격보

다 맛에 더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맛이 있어 구매한다

는 비율이 남성은 9.5%였는데 여성은 14.5%를 기록했다.27) 반면에 소비자들이 간편식의 

영양가부문 평가에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나지만 맛과 가격 대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확인되었다.28) 

24) 중식협회(2018)

25) (https://www.recruit-lifestyle.co.jp) (검색일: 2018.01.02)

26) 중식협회(2018)

27) 일본정책금융공고(2018)

28) 중식협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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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식을 구매하는 이유로 성별에 상관없이 집에서 요리하고 치우는 것이 번거롭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어렵고 손이 

많이 간다고 남성의 31.5%와 여성의 29.4%가 응답했다.29) 한편으로 설문 대상자 중에 간편

식 구매빈도가 감소한 이유로 남성의 55.1%와 여성의 56.4%는 가정에서 요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응답했다.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일본 소비자의 식품 소비에 대한 인식변화가 향후 간편식 시장의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것은 분명하다.  

6. 일본의 식품정책

  일본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려 1947년에 식품위생법을 제정하고 1950년에는 

‘농림자원의 본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나아가 2000년에는 

식품가공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자세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을 발표한다. 또한 HMR 식품 제조와 관련하여 일본 중식협회는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2011년 발표한다. 이러한 법률을 바탕으로 중식협회는 간편식 제공업체들이 패키징에 원재

료 명, 원재료 생산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등을 표시하도록 자체적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30)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17년도만 

해도 공식적으로 식품사고 사례로 780건이 보고되었다.31) 이 수치는 2017년 월 평균 65건으

로 적지 않은 수치인데 최근의 2018년 12월에도 64건의 식품사고가 발생하였다.32) 정부가 

식품위생법을 제정하던 시기에 비하여 식품사고 수는 많이 감소하였지만 최근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아직도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한다.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라는 개념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소비자들이 슈퍼마켓, 양판점,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간편식에 대한 신뢰도는 하루아

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 내 식품사고는 수를 헤아릴 

29) 일본정책금융공고(2018)

30) 중식협회(2011)

31) (http://www.shokusan-kokuchi.jp/index/) (검색일: 2019.01.02.)

32) (http://www.shokusan-kokuchi.jp/index/) (검색일: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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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만큼 많았다. 수많은 식품사고를 바탕으로 동일한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법률을 보완하고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은 고객 신뢰를 쌓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다. 

  유통업체들의 식품 안정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은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 예로 과거에 일본 유제품 업계에서 명성을 얻었던 유키지루시의 식품 사고이다. 이 회사

는 1955년에 유제품 식중독 사고를 일으켜 일본 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두 번째 식중독사고까지 승승장구 했다. 이전까지 소비자는 물론 유통업체

도 식품 안전성에 대하여 무감각했고 관심도가 낮았다. 그래서 이 회사는 유제품업계에서 

2000년도까지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연간 매출액이 130억 달러에 육박했다. 하지만 2000년

도 6월 약 1만 4,780명의 희생자를 낸 우유 식중독 사건 이후에 회사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여 2017년 연간 매출액은 1999년 매출액의 

반도 못되는 60억 달러에 머물러 있다. 유기지루시 대표이사의 식품사고 해결을 위한 비윤리

적 처사는 결국 식중독 사태를 더욱 키웠고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기지

루시와 거래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유통업체의 

결정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통업체에 대한 신뢰를 쌓는 큰 계기가 되었다.

  정부의 법률적 제재보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HMR 제조업체의 노력과 유통업체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간편식에 대하여 우호적 이미지를 갖

도록 연출하고 있다. 소비자가 유통업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유통업체가 간편식 시장에서 

고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본 소비자의 유통업체에 대한 두터운 신뢰는 유통업체들

이 새로운 간편식 개발에 도전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유통업체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동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HMR 시장에서 하나의 식품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통

업체는 고객의 알권리 차원에서 패키징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솔선수범하고 있다. 

나아가 유통업체들은 식품 제조업체의 비윤리적 경영을 감시하고 적발 시 거래종료라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제조업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이 일본의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유통업체들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유통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일본 정부의 식품정책에 긍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본의 HMR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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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사점

  일본 사회에서도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직접 식재료를 

구매하고 집안에서 조리를 해야 한다는 고정적 관념이 점차 붕괴되고 있다. 요리라고 하는 

것이 여성 고유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간편식 구매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가정 밖에서 식재료를 구매하고 가정 내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증가는 일본의 내식(內食) 선호도를 약화 시키는 주요소로 

작동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변화가 계속해서 HMR 식품산업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한편 아직도 소비자들은 냉동식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신선한 냉장 HMR 

식품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냉동 간편식 시장의 성장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구조 변화에서 1인가구의 증가, 아이 없는 부부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은 식사준비의 번거로움과 더불어 식사준비 시간 부족으로 직결되어 편리

성 추구차원에서 간편식 구매를 촉진 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인구감소와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로 외식산업의 성장은 정체되거나 쇠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소비자들의 

주별 간편식 구매회수 증가가 지속적인 HMR 시장규모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유럽의 HMR 시장이 성장한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과는 다르게 일본의 소비자들은 

유통업체들에 대하여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과거에는 유통업체들의 식품 안전

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열악하였지만 수많은 식품 사고를 거치면서 유통 노하우를 축적한 

결과 기업들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윤리적 책임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정부의 식품안전성 확보 노력보다도 유통업체가 안전한 식품을 유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간편식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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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인도(India)

위치 남아시아(동경 68.7~97.25도, 북위 8.4~37.6도)

면적 328만 7,260㎢(한반도의 15배, 남한 면적의 33배)

기후 열대 몬순, 온대 기후, 고산 기후(북부) 등 다양하게 나타남

수도 뉴델리(New Delhi)

인구 13억 1,689만 명(2017년)

주요 도시
뉴델리(2,851만 명), 뭄바이(1,998만 명), 콜카타(1,468만 명), 벵갈루루(1,144만 명), 

첸나이(1,045만 명), 하이데라바드(948만 명), 암다바드(768만 명)

민족 구성 인도 아리안족(72%), 드라비다족(25%), 몽골족 및 기타(3%) 

<표 1>  인도 국가정보

인도의 농업·농정 현황 및 과제

원 지 은 * 33)

1. 인도 국가 개요

  인도는 남한의 33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을 지닌 국가로 기후, 풍토 및 인종구성에서 

다양성을 보이는 국가이다. 또한 주요 공용어인 힌디어와 영어를 제외하고도 21개의 공용어

를 가지고 있으며, 힌두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신분제도(카스트)

의 잔재와 빈부격차, 지역 간 격차 등 다양한 사회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나라이기

도 하다. 한편 인도는 차세대 신흥국가인 BRICS의 일원으로서 향후 높은 경제 성장세가 

기대되는 국가이다. 일례로 2018년 4월 IMF는 세계 전망보고서에서 2020년 이후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8%대로 예상한 바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치가 보통 3%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그 외 자세한 국가정보 및 지도는 아래 <표 1>, <그림 

1>과 같다.

 *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정책학 석사 (wjesm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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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인도(India)

언어 힌디어, 영어 외 21개의 공용어

종교 힌두교(79.8%), 회교(14.2%), 기독교(2.3%), 시크교(1.7%), 기타(2.0%)

건국(독립)일 1947년 8월 15일(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대통령: 프라납 무커지(Shri Pranab Mukerjee)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그림 1>  인도 지도

자료: 구글 지도(https://www.google.com/maps/)

  인도는 1980년대 도입된 경제개혁정책에 힘입어 지난 20년간 1인당 GDP 수준이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등의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본 경제개혁정책은 관세 감면, 양적 

규제 해제, 외국인직접투자(FDI)정책 완화 등의 자유주의 기조 정책 도입과 함께 산업인허가

제도 폐지, 환율정책 및 재정건전화정책 도입 등을 포함한다. 이로 인한 가파른 경제 성장세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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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의 예산 적자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세수 기반 부족1)으로 인해 

국가재정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최근 들어 국가 재정건전화 속도가 둔화되고 예산 적자 수준

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지역별로 경제 및 생활수준의 격차가 매우 큰 국가이다. 전반적으로 인도 

남부, 서부 지역이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일부 지역

(Chandigarh, Haryana, Himachal Pradesh, Sikkim, Uttarakhand, Punjab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부 및 동부 지역의 경우 국가 평균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경제 및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한 곳인 Bihar 주(state)의 1인당 

GDP는 가장 부유한 지역인 Delhi 지역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년간 인도는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공고히 해오고 있다<그림 2>. 전체 GDP

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17.4% 수준에 그쳤지

만, 농업은 여전히 전체 노동자의 47%를 포용하고 있는 중요 산업이다. 더불어 인도의 농업

정책이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한 식품 가공업, 비료, 농기계, 농업자재 제조

업 등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도 농정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 과업이라는 결론에 어렵지 않게 

도달하게 된다.

<그림 2>  인도 산업별 경제 구조 변화(1995-2016)  

                            GDP 비중(%)                                                      고용비율(%) 

                  농업     산업     서비스                              농업     산업     서비스 

자료: OECD/ICRIER(2018)

 1) 2015년 기준 인도의 전체 세수액은 국가 GDP의 17% 수준으로 BRICS 및 G20 국가와 비교하여 최하위 수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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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 농업·농정 현황

2.1. 인도 농업 개황

  인도는 2016년 기준 전체 국토의 약 60%에 해당하는 약 1억 8천만 ha의 농경지를 보유하

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7위 규모에 해당한다2). 또한 다양한 기후대3) 및 토양 분포로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내리는 

남서 몬순(South-west monsoon)과 겨울철에 내리는 북동 몬순(North-east monsoon)은 

인도 기상조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남서 몬순의 

영향으로 연간 강수량의 75%가 6월부터 9월까지의 우기 동안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인도의 수자원, 농업생산, 생태계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도는 시기별 농업생산 특징에 따라 농산물 재배 시기를 Kharif 시즌과 Rabi 시즌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Kharif 시즌은 4월부터 9월까지의 시기를 일컬으며, 대부분의 농작지에서 

쌀을 재배하는 시기이다. Rabi 시즌은 10월부터 3월까지에 해당하는 시기로 주로 밀이나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한다. 시기별 주요 농산물 생산 비중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인도 주요시기별 농업 생산 비중

단위: 10만 ha

자료: IBEF(2018)

 2) http://www.fao.org/faostat/ (검색일: 2018.12.20.)

 3) 인도의 기후대는 크게 6가지로 분류되며 그 범주는 다음과 같음: ① 건조사막지대(서쪽 지역), ② 고산 툰드라 및 빙하 지대

(북쪽 지역), ③ 습윤한 열대우림지대(남서 및 도서 지역), ④ 대륙성기후(북쪽 지역), ⑤ 온대건조기후(인도반도지역), ⑥ 

온대습윤기후(해안, 북동쪽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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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농업은 1960~1970년대에 시작된 이른바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과 ‘백색 혁명

(white revolution)’ 정책 기조에 힘입어 농업기술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 식량자급률 개선 

등의 성과를 이룩했다. 이에 인도의 연간 농산물 생산 증가율은 2011년 이후 평균 약 3.6%대

를 유지하고 있지만, 몬순과 같은 이상기후 출몰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큰 변동 폭을 보인다. 

연도별 농산물 생산 증가율 변화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도별 농산물 생산 증가율 변화(199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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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ICRIER(2018)

  <그림 4>에서 곡물과 축산물의 생산 증가율 변화를 비교해보면, 최근 들어 곡물 생산에 

비해 축산물 생산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농업생산 및 

곡물 생산 대비 축산물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그림 5>에서 2000-01년과 2015-16년의 인도 농업생산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인도의 농업

생산구조상에서 밀, 쌀, 옥수수, 콩 등의 식량 작물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과일 및 채소, 우유, 

육류 등의 비중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및 도시화, 식단 변화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실제로 과일과 채소 품목은 2001년 이후 평균적으로 매년 4.3%의 생산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망고(세계 생산량의 41%), 바나나(전 세계 생산량의 23%), 양파(전 세계 생산량

의 10%) 등의 작물은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량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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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생산량은 1995년 대비 약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육류 생산량도 2000년 이후 평균 

2.5%의 생산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5>  인도 농업생산 구성비 변화(2000-16)

단위: %

주: ‘육류’는 소고기, 양고기, 가금류를 일컬음.

자료: OECD/ICRIER(2018)

2.2. 세부 부문별 농업·농정 동향

2.2.1. 농업인력 고용

  농업부문 고용 인력과 관련해서 인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통계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국가표본조사(National Sample Survey, NSS)와 인구조사(Census of India)

이다. 최근 농업인력 고용 동향에 대해 두 자료는 상이한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국가표본조

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의 전체 농업부문 고용 인력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약 3,300만 

명 감소하여 2011-12년 기준 약 2억 2,8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대비 2011년 인도 농업 경작인(cultivator)의 수는 1억 2,730만 명에서 

1억 1,870만 명으로 줄었지만, 농업 근로자(agricultural labourer)의 수는 1억 680만 명에서 

1억 4,430만 명으로 증가하여 총 농업부문 고용 인력은 약 2억 3,400만 명에서 2억 6,30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농업 인력의 범주와 정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단기 이주 노동자나 비농업부문 겸업 노동자 등을 농업 인력으로 포함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조사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난 결과는 지난 20년간 자영농(self-employed cultivator)의 수가 감소하고 임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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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ual agricultural labourer)의 수는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몇몇 품목들의 낮은 시장가

격과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더 이상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소농들이 본인들

의 농지를 팔고 타 농가를 위해 일하는 농업 근로자가 되거나 아예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를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국가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노동인구의 47%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의 61%보다는 낮아진 수치이지만, 농업부문의 국가 GDP 

기여율이 17%의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 지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농업 부문 일자리를 대체하기에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많은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고, 고학력의 숙련

된 노동자를 요구한다는 점도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인도 농업인의 40.8%는 

문맹이다. 도시 지역 문맹률이 15.9%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지역 간 교육 

및 생활수준 격차가 상당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6>은 2005년 대비 2012년의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고용 부문 및 형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보여준다. 그래프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부문, 무급 자영업자의 수가 급감하고 전체 일자리 수가 감소한 

반면, 도시 지역에서는 서비스 및 사무직 부문 , 유급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전체 일자리 

수가 늘어났다. 

<그림 6>  농촌 및 도시 지역 고용 부문 및 형태 변화(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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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농업인력은 전체 자영농의 33%, 농업 근로자의 47%를 차지한다. 특히 여성 농업인력

의 경우 남성 노동자보다 제한적, 비숙련 노동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문맹률 또한 52~75% 

수준으로, 비농업 부문 숙련 노동자가 될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낮았다.

2.2.2. 농지 활용

  인도는 약 1억 8천만 ha의 넓은 농경지를 가진 나라이지만, 이를 1인당 경작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인당 0.15ha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농경지인 약 1억 8천만 ha 중 약 1억 5,700만 

ha가 작물재배지에 해당하고, 1,300만 ha는 영구경작지(permanent cropland), 1,000만 ha

가 목초지에 해당한다. 지난 20년간 작물재배지 면적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의 생산량 증대는 영농면적의 확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및 다모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도 전체 농경지의 30%에 달하는 5,450만 ha의 농지에서 

다모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쌀은 과거와 현재 모두 가장 많은 농경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로, 인도의 전체 수확 

면적의 약 22%에서 쌀을 재배한다. 그 뒤를 이어 밀(16%), 면화(7%) 등의 작물이 주로 재배되

고 있으며, 옥수수, 콩, 과일 및 채소 등의 비중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인도 목초지의 

가축 방목 강도(grazing intensity)는 매우 높은 편으로, 전체 1,000만 ha의 목초지에 약 

4억 6,700만 마리의 가축을 방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1ha 단위면적당 약 47마

리의 가축을 방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도의 농지 소유권 관련법과 제도는 매우 복잡한데, 이는 과거의 정치, 경제, 사회적 

산물에서 비롯한다. 국가 독립 이전 시기에는 봉건적인 사회질서 아래 일부 지주들에게 

토지소유권이 집중되고 소작인에게는 아무런 보장이나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 독립 이후 

인도 정부는 토지 재분배 및 농업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토지개혁을 단행하였고, 결과적으로 

토지 재분배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 하지만 인당 주어진 토지의 면적이 너무 작아 

경제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불합리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토지 소유권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하여 공식적으로 토지 소유권

을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 결여와 중개, 거래 가능한 농지면적

의 제한 및 금융 서비스 제공 부족 등의 장애물로 인해 토지거래는 비공식적이고, 비효율적

이며 불안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소작인에 대한 토지 임대법 또한 각 지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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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이어서, 토지 임대가 법적으로 금지된 지역과 완전히 허용된 지역이 공존했다. 

인도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기록을 현대화하여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

하기 위한 ‘국가 토지 기록 현대화 프로그램(National Land Records Modernization 

Programme, NLRMP)’, 계약기간동안 소작농의 임대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델농지임대법

(Model Agricultural Land Leasing Act)’ 등을 마련하여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업인구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지 면적은 많은 수의 소농들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전체 농업경영체(operational holdings)의 85%가 2ha 이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면적의 총합은 전체 농작지의 약 4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편 4ha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의 수는 전체의 약 5%에 불과했지만, 이들 면적의 총합은 

전체 농작지의 32% 수준에 달했다. 또한 2000년 대비 2011년 농업경영체의 평균 농지 

소유 면적은 1.33ha에서 1.15ha로 감소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7>  농업경영체 소유 토지 규모 변화(20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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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과다한 비료 사용, 지나친 방목, 산림관리 소홀, 잦은 가뭄발생으로 인한 사막화 

등의 원인으로 인도의 토지는 점차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현재 인도 총 토지 면적의 약 

37%(1억 2,040만 ha)가 다양한 형태의 토지 황폐화를 겪고 있으며, 그 중 25%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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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수자원 활용

  인도의 총인구수가 전 세계 인구의 약 18%에 달하는 데 비해, 인도의 수자원 보유량은 

전 세계 수자원의 약 4% 규모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체 강수량의 70~80%가 6월부터 9월까지

의 몬순 시기에 밀집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 및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도 매우 크다. 인도 전체의 연간 평균 강수량은 1,170mm 수준이나, 

북동부 지역의 경우 연간 평균 강수량이 10,000mm에 달하고 서쪽 Rajasthan지역의 경우 

연간 평균 강수량이 100mm에 불과하다. 인도 전체 농작지의 절반이 천수답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 및 관개 영역 확장은 인도 농업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도 전체 수자원의 90%는 농업부문에서 활용한다. 현재 전체 가경지 중 6,600만 ha가 

관개 면적에 해당하며, 그 중 2/3는 지하수를 활용한 관개시설에 기반한다. 또한 전체 관개 

농지 중 약 60%에서 쌀과 밀을 재배하고 있으며, 사탕수수나 과일, 채소 재배지역에도 관개

시설이 존재하나, 그 효율성4)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인도 

정부에서는 ‘소규모관개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National Mission on Micro-Irrigation, 

NMMI)’을 2005년부터 운영하여, 소규모 관개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50%5)의 비용을 지원

하는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스프링클러나 적수 관개(drip 

irrigation) 등의 소규모 관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전체 농작지의 5.5%인 약 770만 

ha 수준에 그쳐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크지 않다.

  한편 인도의 수자원 공급-수요 불균형은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체계의 부재 및 기후변화로 

인한 불규칙한 강수 패턴으로 인해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인구 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인도의 수자원 총 수요는 2050년까지 약 3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가까운 미래에 물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폐수 관리 시스템, 지하수 고갈 방지 대책 등 지속가능

하고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4) 해당 작목에 대한 관개 효율은 지표면의 수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35~40% 수준,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 65~75%의 수준임.

 5) 보조금 비율은 최근 35%로 조정되었으나 농가 분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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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비료, 종자 활용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비료 소비 국가이다. 2015-16년 기준 약 2,680만 톤의 

비료가 사용되었으며, 이를 1ha 단위면적으로 나누면 약 131kg/ha 수준이다. 1990-92년 

당시 단위면적당 비료사용량이 72kg/ha였던 사실을 고려할 때 약 15년간 총 비료사용량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비료사용량 및 패턴은 비료 사용에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로부터

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례로 어느 지역에서는 요소별로 7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NPK 비료가 무분별하게 활용된 바 있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실제 토양에 필요한 비료량

과 보조금이 지급된 비료량을 비교하여 다른 산업 용도로 사용되거나 인근 국가로 밀수출된 

분량이 밝혀진 경우도 있다.

  비료 유통은 주로 민간 판매자에 의해 이루어지나(전체 시장의 77%, 약 211,750개소), 

경우에 따라 협동조합이나 공공기관에서 분배하는 경우(전체 시장의 23%)도 있다. 인도 

정부는 비료 가격 통제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제도적 규제를 해왔는데, 정부기관에서 

일부 비료 유통량(질소 비료의 경우 50%, 인산, 칼리 비료의 경우 20%) 대해 수입량 및 

판매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인도 정부에서 비료 수입을 결정하는 시점부

터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단계까지 대략 60~7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창 수요가 몰리는 

농번기에는 일시적인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인도 농가들은 공식적, 비공식적 시스템 모두를 통해 종자를 수급받는다. 공식적인 시스템

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통적인 투입재 상인, 기초농업신용조합(Primary Agricultural Credit 

Societies, PACS), 지역 종자 판매상, 농업대학, 농기업/서비스허브(Rural Business/Service 

Hubs, RBH), 도매시장상인(mandi) 등이 있다. 공식적인 시스템상에서 거래되는 종자 물량 

중 80% 이상은 민간부문에서 공급한다. 비공식적인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로는 농가에서 

자가채종한 종자를 활용하는 경우, 지역사회 내 종자 교환 및 거래 시스템을 활용한 경우 

등이 있다. 2011-12년 기준으로 39%의 농업경영체에서 인증받은 종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9.8%는 잡종 종자(hybrid seed)를 활용한다. 이처럼 인도의 종자 시장은 점진적으로 성장하

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식량 작물의 60%는 농가에서 자가채종한 종자가 사용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1963년 국가종자법인(National Seeds Corporation, NSC)를 설립하여 공식적

인 종자 보급 시스템 마련의 기반을 다졌고, 이에 힘입어 초기 인도 종자 산업은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 1988년 ‘새로운 종자개발정책(New Policy on Seed 



84 ∙ 세계농업 2019. 2월호

Development, NPSD)’이 도입되면서 변화하였다. 이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민간 및 다국적 

종자 기업의 시장 참여가 보다 자유로워졌고, 그 결과 1991년 대비 2011년 민간부문의 

종자 생산량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종자 품종 개선, 잡종 종자 및 적정기

술 도입 등 기술적인 혁신과 함께 유전자조작(GMO) 목화(BT cotton), 옥수수 단교잡종, 잡종 

벼 및 채소 종자를 포함한 새로운 종자의 도입으로 인도 종자시장은 매우 빠르고 다각적으로 

성장했다. 현재 인도 민간 종자 기업들은 다국적기업, 공동벤처, 연구기반 종자기업 등 다양

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종자의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개입하고 

있다. 다만 민간 종자기업의 경우 주로 과일 및 채소와 같은 고부가가치 잡종 종자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반면, 공공부문은 곡물, 콩, 유지종자 등 저부가가치 대량 생산 종자의 유통을 

주로 담당한다. 그 외에도 인도 정부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종자 수급 균형과 농가의 인증 

종자 활용을 장려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2.5. 농기계 활용

  인도 농업기계화의 가장 큰 장애물 두 가지는 소농들의 좁은 농지 면적으로 인한 농경지 

파편화와 장기 금융서비스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기계 대여 서비스가 활성

화 되어있는데, 시중의 농기계 대여 서비스의 약 35%가 비공식적인 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마을 단위의 농기계 임대사업소(Custom 

Hiring Centers, CHCs)를 711곳 설치하여 농가의 농기계 활용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농업 

협동조합 및 농가복지부처(Department of Agriculture Cooperation and Farmers’ Welfare, 

DACFW)및 주정부가 함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훈련 프로그램 및 전문가 파견, 

시범 기계 및 장비 제공, 농기계 은행 설립 지원, 개별 농가 혹은 농민 그룹의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인도 전체 농업 동력의 90% 이상이 기계화되었으며, 특히 트렉터와 경운기의 

사용비율은 지난 40년간 5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에 따른 기계화 정도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북쪽 지방인 Punjab, Haryana, Uttar Pradesh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

과 농업노동력 감소로 인해 높은 기계화 비율을 보이는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작은 농경지 

규모, 지형구조에 따른 높은 운송비 수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기계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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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농업금융

  인도의 농업금융은 전체 대출금액 규모에 있어서 큰 성장을 이뤄냈지만,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 부분에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 인도 농촌 지역의 금융서비스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제공되는데, 그 범위는 공식적인 제도권 금융기관부터 소액금융기관, 

비제도권 사금융업자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그림 8>. 농촌지역의 금융접근성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도는 현재 32,000여 개가 넘는 제도권 시중은행 및 지역농업은행

(Regional Rural Banks, RRBs) 분점과 14,000여 개의 농업협동조합은행 분점, 98,000여 

개의 기초농업신용조합(PACS), 수 천개의 투자회사(mutual fund sellers)와 몇몇 비은행금융

회사(Non-Bank Finance Companies, NBFCs) 등의 주체들로 구성된 다각적인 농업금융시

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농업금융정책의 일환으로 각 은행의 순 여신

(Adjusted Net Bank Credit, ANBC)의 18%가 농업부문에 할당되어야 하며, 특히 순 여신 

혹은 부외거래 신용상당액(credit equivalent amount of off-balance sheet exposure)의 

8%는 소규모 농가에 한해 제공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지정하여 농업금융 접근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그림 8>  농업금융서비스 제공자 비율 및 분포 변화(1971-2013)

A. 제도권/비제도권 금융서비스 구성비 변화
               %

 제도권     비제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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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농업금융서비스 제공자 분포, 2013

                            %

자료: OECD/ICRIER(2018)

  하지만 현실에서는 87%의 소농들이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소농들의 수입 불안정, 담보능력부족, 계약체결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에 더불어 농업금융서비스의 경우 대출의 규모가 작고, 거래 빈도가 

잦으며, 그 외에도 지리적인 제약 및 대출자들의 낮은 교육수준 등의 이유로 금융서비스의 

약 36%가 비제도권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는 1990-91년의 34% 수준에서 외려 상승한 수치

이다<그림 8>.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금융 서비스는 농가들의 장기적인 자금운용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체 민간 금융서비스 중 장기 금융서비스6)의 비율은 2012-13년 기준 약 

57.6%에 불과했으며, 특히 소농들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로 인해 단기 금융서비스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권 금융서비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소액금융(microfinance)제도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 제도권 금융의 2% 규모

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그 적용 범위 및 서비스 규모 상에 제약이 존재한다. 

 6) 보통 단기 금융서비스는 6개월에서 1년 기간의 대출서비스를, 장기 금융서비스는 1년 이상의 대출서비스를 의미함. 단기 

금융서비스로 대출받는 자금은 주로 농사철 투입재(비료, 종자) 공급을 위해 융통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 금융서비스는 

관개시설, 농기계 등의 고정 자본에 대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됨(Hoda and Terway, 201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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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지역의 채무자 비율은 2002년 26.5%에서 2013년 31.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시 지역 채무자 비율이 17.8%에서 22.4%로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 지역의 또 다른 특성은 채무 회수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는 낮은 농가수익 및 농업 생산성에 주로 기인한다. 이에 최근 몇몇 주 

정부에서는 빈곤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부채탕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2.7. 농업 마케팅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인도의 인프라 기반(교통인프라, 저온유통체계, 저장시설, 

물류시설, 에너지 공급 시스템 등)은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인프라 부족은 특히 

소규모 농가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고, 공급 체인의 불확실성 및 수급 지연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거래비용, 투입재 비용 및 농산물의 도·소매가격 상승을 야기한다. 

  인도의 도로 인프라는 독립시점 이후 꾸준히 확장되어 왔으며, 특히 2000년에 도입된 

‘총리령 농촌도로계획(Pradhan Mantri Gram Sadak Yojana, PMGSY)’ 정책기조에 힘입어 

인구규모 500명 이상의 모든 농촌 지역과 250명 이상의 모든 산간지역, 소수민족 거주지역, 

사막지역을 잇는 도로를 완공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도로의 40%가 비포장도로이며, 

철도, 해운 운송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육로 운송량의 집중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운송 체계

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그 외에도 저온유통체계 및 저장시설의 부족, 

지나친 중간상인 마진으로 인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생산자가격 및 소비자 가격 형성, 

정부 규제 도매시장(mandis)의 저장 및 냉장 보관시설 부족 및 민간참여 제한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효과적인 농업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일부 농산물 및 농자재 품목7)의 적정 수급 및 가격 조정을 위한 

‘생필품법(Essential commodities Acts)’, 농산물 도매시장의 중개인 관리 및 규제시장을 

통한 수급조정을 위한 ‘농산물시장위원회법(Agricultural Produce Marketing Committee 

Act, APMC Act)8)’, 주요 작물9) 생산의 최저수매가격 보장을 위한 ‘최저 수매 가격 제도

 7) 1989년에는 70가지에 달했던 생필품목은 2006년 법 개정으로 7가지 품목으로 줄어듦: ① 약물, ② 식용 유지종자 및 오일, 

③ 비료(유기, 무기, 혼합). ④ 석유 및 석유제품, ⑤ 100% 면화로 제작한 실, ⑥ 생황마(raw jute) 및 황마 섬유제품, 

⑦ 식량작물 종자, 과일 및 채소 종자, 사료작물 종자, 황마 종자

 8) 농산물시장위원회법(APMC Act)은 당초 주 정부가 규제된 도매시장을 설립 및 관리하여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여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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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Support Prices)’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도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활용, 계약재배, 직거래 활성화 등이 고안 

및 실천되고 있다. 대표적인 농업협동조합 활용사례로는 ‘Anand’ 모델을 들 수 있는데, 

이 모델에서는 세 가지 단계에 걸쳐 제품을 수집 및 판매한다. 우선 마을 단위 협동조합에서 

각 생산자들의 생산물들을 공동저장시설에 모으고 바로 농가에 물건 가격을 지불하면, 지역 

단위 유제품생산자연합(District Cooperative Milk Producers’ Union, DCMPUs)과 주 단위 

우유 마케팅연합(State Cooperative Milk Marketing Federation)에서 집하된 생산물을 공동

으로 출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지역 및 주 단위 연합에서는 상품의 판매 및 행정처

리 뿐만 아니라, 마을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사료 제공, 가축진료, 인공수정 및 농업기술 

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 재배의 경우 현재 인도 전체 닭고기 생산의 

70%가 해당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농가들의 거래비용부담 및 위험부담을 

줄이고 가공업자의 원재료 품질제고 및 수급안정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직거래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산물시장위원회법(APMC Act)’을 이행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다

양한 주체가 자유롭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국가전자농산품시장(Electronic National 

Agricultural Market, E-NAM)’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2.2.8. 농산물 무역

  인도는 지난 20년간 농식품분야의 순수출국가로 성장했다. <그림 9>에서 나타나듯이 인도

는 연간 11%대의 농식품분야 수출성장률을 기록하며, 1995년 63억 달러 수준이었던 수출 

총액을 2013년 471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켰다. 이러한 성장세는 2016년 국제물가하락 및 

국제 수요 감소, 국내 소비 증대 및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성 감소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다소 주춤했다(329억 달러). 한편, 농식품 수입규모 또한 1995년 22억 달러 규모에서 2016년 

243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체 국가 GDP 대비 농식품 무역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대에서 2016년 16%로 성장했다.

가격을 제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민간부문 투자제한, 시장 수 부족 및 낙후된 저장시설, 높은 수수료로 인한 비효율

적인 판매 시스템 등의 이유로, 2017년 민간의 투자를 허용하여 시장독점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9) 최저수매가격이 공시되는 작물은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2016-17년에는 14개의 Kharif 작물(쌀, 팥수수, 수수, 왕

바랭이, 옥수수, 비둘기콩, 녹두, 우라드콩, 땅콩, 해바라기씨, 콩, 참깨, 니제르, 면화), 6개의 rabi 작물(밀, 보리, 병아리콩, 

렌틸콩, 유채 및 겨자, 잇꽃), 사탕수수, 코프라, 황마에 대한 최저수매가격이 공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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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인도의 농식품 무역 변화(199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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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는 쌀과 소고기의 세계적인 수출국이며, 그 외에도 설탕, 면화, 과일 및 채소 등의 

품목이 점차 그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콩류와 식용유를 들 수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주요 농식품 수출국으로는 

미국, 베트남, 아랍연합을, 주요 수입국으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를 들 

수 있다.

  인도는 1991년 경제 개혁 이전까지 정부의 철저한 양적 규제 및 수입관세제도를 운영해왔

다. 경제 개혁 이후 이러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농식품분야의 경우 자국 농산물 

보호를 위해 양적 규제, 수입허가제, 가격 조정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한 규제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농식품 수출 장려를 위한 보조금 및 지원제도 또한 운영한다. 수출 보조금의 

경우 non-reefer 컨테이너 해상 및 항공 수출의 경우 FOB 가치의 10% 혹은 운송비용의 

25% 미만 선에서 지원한다. 그 외에도 농업수출특구(agri-export zone)를 설정하여 공급사

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연구 및 저장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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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 농업·농정 당면과제 

3.1. 농업 생산성 증가세 둔화

  인도 농업부문 종사자 비율과 국가 GDP 기여율을 고려해보면, 인도 농업부문에는 상대적

으로 많은 수의 노동자가 종사하지만 그에 비해 창출하는 소득은 그다지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부문에 비해 농업부문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낮은 노동 생산성은 인도의 농업인(특히 소규모 농가)들이 낮은 소득수준에 머물게 한다. 

실제로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가구에 비해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득이 약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인도의 농업 생산성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크게 뒤떨어져 있다.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의 농산물 수확량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몇몇 

핵심 작물의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현재 쌀과 밀의 단위면

적당 수확량은 세계 최고수준과 비교할 때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인도의 농경지 면적이 

더 이상 확장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 증대를 통해 농업 수확량을 늘리고 

농업부문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3.2. 파편화된 농지 활용의 고착화

  인도의 1인당 평균 소유농지면적은 약 1.15ha 수준으로 다수의 소농이 좁은 면적의 농지

를 소유하는 파편화된 농지 활용 구조를 보인다. 게다가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파편화된 농지 활용이 더욱 고착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토지 소유권제도 또한 매우 복잡하여 개인 간 토지거래 및 임차계약 시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약요건들은 토지거래가 비공식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제약조건이다.

3.3. 비효율적이고 분절화된 공급사슬

  인도의 열악한 교통, 저장 및 물류시설 등의 국가 기반인프라는 효율적인 농산물 공급망 

구축을 저해하고 거래 비용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저해요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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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의 낙후된 시설과 민간 참여 제한, 지나친 중간상인 마진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생산자 및 소비자 가격 형성 등도 존재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비료, 종자, 농업금융 등을 포함한 농업 투입재의 이용가능성, 접근성 

및 품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직까지 농업 투입재를 조달함에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이 충족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비공식적인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어 생산비용 증가 및 안전성 문제의 가능성

이 존재한다. 농업 금융의 경우 절대적인 규모는 크게 성장했지만, 소농들의 경우 여전히 

여러 가지 제약요건 및 한계로 인해 공식적인 제도권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

며, 장기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3.4.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천연자원 고갈

  인도의 토지 황폐화는 이미 국가 수준의 문제이다. 전체 국토의 37%는 황폐화가 진행 

중이며,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특히 화학비료의 지나친 사용은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수질오

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수자원 관련 위기도 국가 당면과제 중 하나이다. 인구 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총 수자원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체계의 부재 

및 기후변화로 인한 불규칙한 강수패턴의 심화로 물 부족 및 수자원 품질 저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농경지역이 관개지역이 아닌 천수답

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물 부족 위기가 인도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은 

매우 치명적일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인도의 농업부문이 다른 산업 수준만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본 개혁내용에는 상당한 농업부문 종사자를 다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

거나 현재 파편화되어있는 농가들을 합병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크기의 농장으

로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된다. 교육 또한 숙련노동자를 양성하는 좋은 장기적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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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이지만, 현 세대의 농업부문 노동자는 대개 낮은 교육수준의 비숙련 노동자에 해당한

다. 따라서 현재 농업부문 유휴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토지 소유권 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거래 가능한 농지 제한 면적의 최대한도를 점차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그 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지 소유주와 소작인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농지 임대 제도 마련을 통해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

으로 토지 소유권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정보 변동사항을 갱신하고 

디지털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시장 유통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개정된 ‘농산물시장위원회법(APMC Act)’을 비

롯한 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민간부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모두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

합활용, 계약재배 및 직거래제도 활성화 등의 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시장 환경의 

제약조건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인도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저수매가격(MSP)은 국제 기준가격을 항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최저수매가격의 설정이 생산비용 및 소비자가격의 불필요한 

인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무조건적이고 비효율적인 비용투입

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개혁 및 시장 주체 간 경쟁 구도를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유

통정책과 최저수매가격이 서로 같은 선상에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비료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국제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졌던 보조금 지급을 고정 

비율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조금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 교육함과 동시에, 농민들이 본인 농지의 오염 및 황폐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토양 

건강상태 카드(Soil Health Card)’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하고 그 외 유관 연구 및 개발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비료 사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직접지급제도(Direct 

Benefit Transfer, DBT)’로 전환하여, 주어진 자금 한도 내에서 농가 스스로 최선의 영농계획

의 수립 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수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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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관개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상황에 대해 농민들에게 지속적으

로 교육시키고, 가뭄과 물 부족에 강한 작물 품종의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 

부족 위기가 심각한 지역에 한해서는 지하수 추출을 제한하거나 물 사용료를 받는 조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투자가 확보되기 전까지 문제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다.

  농업금융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제도권 금융기관의 영역을 확대하고 

농가의 위기관리능력 및 부채상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금융서비스 패키지를 다양화하고, 특히 장기 금융서비스를 확대하여 농가에서 지속가능하

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부채탕감조치

를 점진적으로 축소 및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무역시스템은 보다 간소한 절차와 민간 부문에게 개방적인 체제 마련을 위해 

수입 관세 제한과 그 외 비관세장벽 요소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가 경쟁력과 

공신력을 갖춘 농산물 수출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농업부문 및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방안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 

혁신, 연구·개발기능 강화, 농민기술보급 및 교육 서비스 확장, 양질의 종자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인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사항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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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스위스 다보스(Davos) 포럼: 
농식품 산업의 전환

임 송 수 * 10)

1. 들어가며

  2019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동부에 있는 다보스(Davos-Klosters)에서 제49회 

다보스 포럼, 또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1)이 열렸다. 1971년에 비영

리 단체로 출범한 다보스 포럼은 2015년 1월에 스위스 법(Swiss Host-State Act)에 따라 

민관협력 국제조직으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획득하였다. WEF의 사명은 기업, 정치, 학계, 

기타 여러 분야 지도자들의 참여 아래 세계와 지역 및 산업 의제들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다. 

  2019년의 주제는 “4차 혁명 시대에 세계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이른바 세계화 4.0”이다

<표 1 참조>. 이번 다보스 포럼 프로그램은 체제의 지도력과 세계의 관리를 촉진하고 더욱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세계 상황에 관한 인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작동 원칙을 내세웠다(WEF 2019a).

  첫째, 대화가 중요하고 여러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세계화는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과 국가의 관심 사항에 대응해야 한다.

  셋째, 다자간 협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 조정(international cooperation)은 증진되어야 

한다.

  넷째, 거대한 세계적 도전과제를 다루려면 기업, 정부, 시민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

  다섯째, 세계의 성장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songsoo@korea.ac.kr).  

 1) (http://we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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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보스 포럼의 주제: 2009-2019

연도 주제

2009 위기 이후 세계 만들기

2010 세계 상황의 개선: 재고(rethink), 재디지인(redesign), 재건(rebuild)

2011 새로운 현실을 위한 공유된 규범(norms)

2012 거대한 전환: 새로운 모형 만들기

2013 복원력을 갖춘 역동력(resilient dynamism)

2014 세계의 재편성: 사회와 정치 및 비즈니스를 위한 성과

2015 새로운 지구의 문맥(context)

2016 4차 산업혁명의 정복(mastering)

2017 책임 있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

2018 나뉜 세계에서 공유하는 미래 만들기

2019 세계화 4.0: 4차 혁명 시대에 세계적인 구조(global architecture) 만들기

자료: Wikipedia(https://goo.gl/bWfyMw)

  이 글에서는 농업이 직면한 당면과제의 해결책으로서 WEF가 의제를 선도하고 있는 미래

형 식량 체제의 구축과 식량안보 및 환경 이익을 목적으로 민관이 추진하는 단백질 대용품의 

개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21세기에 맞는 식량 체제 구축

  MacArthur(2019)는 지금의 식량 체제가 21세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기조의 글을 발표하

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식량은 인류 문화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생존에 필요한 것이

다. 지난 200년에 걸친 농업개발과 세계 식품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양하고 

값싼 식량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식량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세계 인구의 수요(장기적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하지 않은 식량 체계 속에서 소비자가 건강한 식량을 선택할 여지는 없다. 무엇보다 

지금의 식량 생산이 건강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건강

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버거를 먹든 어떤 형태의 식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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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하더라도 이것이 건강과 행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9)는 현재의 식량 생산 방식이 낭비적이고 사람의 건강

을 해롭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곧 사람이 1달러를 식량에 지출하면 2달러의 경제와 건강 

및 환경 비용이 발생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식량에 지출하는 1달러에 대한 사회적 비용

자료: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9).

  오늘날 식량 생산이 초래하는 음(-)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5조 7,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만, 영양 불균형, 기타 소비와 관련된 사항들을 합친 규모와 맞먹는

다. 이러한 비용은 식량의 소비 전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현대 식량 생산의 1차원적(linear) 

모형 특성에서 비롯된다<그림 2 참조>.

<그림 2>  현대 식량 체제 아래 물질의 흐름

자료: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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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식량 체제 아래 상당한 식량이 도시로 유입되어 가공 또는 소비되면서 음식물 

찌꺼기, 부산물, 하수 등의 유기 폐기물을 만든다. 도시에서 폐기된 유기자원 가운데 가치 

있는 영양성분의 아주 소량(2% 이내)만이 생산적인 사용을 위해 재활용되고 있다.

  1차원 모형의 틀에서 본 식량 생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① 유한 자원의 추출

  영농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인, 칼륨 및 기타 자원이 채굴되고 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트랙터로부터 가공공장 및 유통 차량에 이르기까지 식량 체제 아래 대부분의 활동이 화석연

료에 의해 구동된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칼로리마다 약 13 칼로리의 기름 에너지 상당치가 

소비되는 것이다.

 

② 낭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나 모든 식용 식량의 1/3이 섭취되지 

않는다. 이는 1초에 6대의 쓰레기 트럭 분량의 식용 식량이 낭비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인간 폐기물 중 가치 있는 영양소의 2% 미만이 안전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대부분의 이러한 영양소는 매립 또는 소각되고 심지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려져 인근 거주자들의 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환경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③ 환경 오염

  재래식 영농에 사용되는 농약과 합성 비료는 분뇨의 잘못된 관리와 더불어 대기와 토양 

오염을 악화시키고 화학물질을 수자원에 침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신흥 경제국에

서 식량 가공과 유통 및 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허술하면 

수자원 오염이 심해진다. 농식품 산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으로서 

인간이 유발하는 전체 배출량의 25%가량을 차지한다.

④ 자연 자본의 붕괴

  허술한 농업 방식은 세계적으로 연간 3,900만 ha의 토양 붕괴의 주요 원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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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은 세계 담수 수요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대규모 기업형 농업과 지역의 생계형 

농업은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삼림 벌채의 73%가량을 차지하였다. 세계는 식물에 기초한 

단백질 가운데 50% 이상을 단지 3개 작물에 의존함으로써 지난 40년 동안 60% 이상의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 병해충 위험의 증대, 화학 투입재 의존도의 증가 등을 경험하고 

있다. 

  연간 식량 생산에서 비롯한 5조 7,000억 달러의 부정적 사회적 비용에서 1조 6,000억 

달러가 사람의 건강과 연관된 비용으로 이는 세계 전체 비만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식량 생산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은 최근에 집중을 받고 있다. 살충제 노출, 축산업

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항생제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의 폐기물에 의해 항생제 

내성, 과도한 비료 사용과 분뇨 관리의 부족에 따른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식인성 질환 

등이 모두 사람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의 영향은 오염 물질의 사용 증가와 

노출 증대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① 농업 노동자가 농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비용이 9,000억 달러에 이른다. 농도가 낮은 

살충제에 대한 장기간 노출은 암, 천식, 우울증, IQ 감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등과 관련이 있다. 특히 EU의 경우 IQ 감소와 ADHD에 의한 비용이 연간 

1,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항생제 저항성은 현재 3,000억 달러에 이르며, 식량 생산에 의한 다음 세대의 건강 

영향 측면에서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부적절한 폐수 처리와 어류 및 축산 농가의 

항생제 오용으로 항생제가 수로와 기타 자연계로 침투함으로써 항생제 저항성이 퍼질 

수 있다. 그 결과 이전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많은 항생제의 효능이 상실된다. 

2050년까지 항균제 저항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2조 달러에서 125조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예측하며, 이 가운데 식량과 농업이 5~22%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③ 농업이 초래하는 대기 오염은 2,000억 달러에 이르며, 연간 330만 명의 조기 사망자에 

이르게 하는 미립자 대기 오염의 20%를 차지한다. 농업은 주로 대기 중으로 암모니아

를 방출하는 과량의 비료와 분뇨로 인해 대기 오염 관련 사망의 20%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암모니아는 다른 기체와 결합하여 인체 건강에 특히 해로운 초미세

먼지(PM2.5)를 형성하기 때문에 더욱 파괴적인 오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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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수질 오염과 식인성 질병은 2,000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한다. 불량한 수로 관리와 

처리되지 않은 인간의 폐기물을 이용한 안전하지 않은 관개는 오염된 식수와 식인성 

질환의 형태로 사람 건강에 큰 타격을 준다. 2017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 폐기물

의 80%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세계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설사병에 

크게 이바지한다.

  
  이러한 추세 속에 식량 체제는 2050년까지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인다. 

  ① 과도한 비료 사용과 축산 및 처리되지 않은 사람의 폐기물에 의한 대기 오염과 물 

오염, 축산부문에서 과도한 항생제 사용에 따른 항생제 저항성,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폐수 등은 2050년까지 연간 500만 명의 삶을 앗아갈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비만이 

초래하는 비용의 2배에 해당한다.

  ② 세계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과 견주어 1.5℃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합의한 세계 

탄소 예산 중 식량 체제만으로도 그 2/3까지 소모할 것이다.

  ③ 특히 산업화된 지역의 경우 농업은 축산과 비료 사용에 의한 암모니아 배출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인간 활동을 합친 것보다 더 해로운 대기 오염을 불러올 수 있다.

  ④ 식량 체제에 의한 음(-)의 환경 영향은 인구증가와 소득 증가에 따른 식량 소비 증대로 

말미암아 50~90%만큼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식량 체제에서 비롯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식량이 소비되는 도시에서 식량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극대화하는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그림 3 참조>. 

  그 3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적으로 재배한 식량을 가능한 지역에서 조달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도시는 

도시 주변 지역과 농촌의 농업인과 상호 작용을 통해 식량의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데 촉매제

로 이바지할 수 있다. 순환적인 농업 방식은 합성 비료 대신 유기비료를 사용하고 윤작이나 

작물 다양성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농생태학(agroecology), 돌려가며 방목, 산림

농업(agroforestry), 보존 농업, 영속농업(permaculture) 등도 순환적 농업 방식에 부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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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식량과 관계된 도시의 관계 기관이나 정책입안자들은 이처럼 유익한 접근 방식을 채택

하는 농업인과 협력하고, 보상을 할 수 있다. 도시농업만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영양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는 세계 작물면적의 40%를 차지하는 도시 인근(예: 도시

로부터 반경 20km)에서 상당한 분량의 식량을 조달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에서 생산된 

식량을 사용함으로써 도시의 식량 공급을 다각화할 수 있으며 과도한 포장과 공급망의 길이

를 줄일 수 있다.

<그림 3>  현대 식량 체제 아래 물질의 흐름

자료: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9).

  둘째, 식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다. 도시는 식량 대부분의 종착지로서 식량 폐기물을 

설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 목적으로 식량 부산물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는 잉여 식량을 폐기하기보다 재분배함으로써 식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식량 수급의 일치, 부패를 최소화하는 저장,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의 

 2) 영속농업(permaculture)은 영속적인(permanent)와 농업(agriculture)의 합성어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하는 영농방식

을 의미함. 곧 자연계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토대로 농업 생산 체제를 디자인해 나가는 삶의 모습을 포함함(https:// 

goo.gl/QkPY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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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등도 도움이 된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산물은 새로운 식량 제품으로 변모시킬 

수 있고 유기비료의 형태로 토양에 공급하거나 바이오 물질이나 의약품 또는 바이오에너지

로 전환할 수 있다.

  셋째, 더욱 건강한 식량을 디자인하고 유통하는 방안이다. 순환경제에서 식량은 영양소 

측면만 아니라 생산 방식 측면에서도 건강하다. 수십 년 동안, 식품 브랜드, 소매업체, 식당, 

학교 등은 사람들의 식품섭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들의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아 식량과 식량 생산을 더욱 건강하게 디자인하고 유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물 단백질

과 견주어 식물에 기초한 단백질은 토양이나 물과 같은 천연자원의 사용량을 줄이는데 이바

지할 수 있다. 식량 부산물을 원료로써 사용하거나 특정 첨가물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식량 

디자인을 개선한다면 가치 있는 영양소를 토양이나 바이오 경제에 안전하게 순환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3가지 방안의 실천으로 세계는 2050년까지 약 2조 7,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 비용은 5,500억 달러 감소할 것이고 항균 저항,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식품 매개 질병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상당치 기준으로 4.3기가톤(gigaton)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도로에서 10억 대를 

자동차를 영구히 빼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1,500만 ha의 경작지 붕괴를 방지하고 

담수 450조 리터를 절약할 수 있다. 도시는 식용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유기 부산물을 

바이오 재료, 비료, 에너지원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7,0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위 비전이 성취되려면 세계 식량 체제가 전체 가치사슬에서 전환되어야 한다. 생산자와 

시장 참여자 및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이 보고서가 강조하듯이 식량 대부분이 소비

되는 도시 안팎에서 순환경제로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 미래 인구에 필요한 단백질 공급 방법

  세계 인구는 2050년과 2100년에 각각 98억 명과 2100년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인다(UN, 

2017). 그렇다면 2050년에 세계 인구가 필요한 단백질을 지금 북미나 EU 소비자들이 섭취하

는 형태나 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다. 여기에는 UN이 설정한 지속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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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3)와 2015년 파리 기후협약(Paris Climate 

Agreement)4)의 목표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제약도 존재한다. 

  <그림 4>은 육류 소비량 추이를 바탕으로 주요국과 지역의 2100년 전망을 나타낸다. 

고소득 국가의 육류 소비량은 높은 수준이나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중국에서 육류 

소비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고 다른 지역의 경우 인도를 빼고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서양 수준의 소비량에 접근하고 있다. 세계 

전체로 보면, 육류 소비량은 정체 여지가 없이 상승한다고 봐야 한다.

<그림 4>  세계의 육류 소비량 추이와 전망

자료: WEF(2019b)

  2010년에 소고기 생산부문은 이산화탄소 상당치 기준으로 2기가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모든 식량 관련 GHG 배출량의 1/4정도이다. 만약 소고기를 다른 단백질 

대체품으로 대신한다면 배출량 감축폭은 7~2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5 참조>.

 3) (https://goo.gl/s1fvKg)

 4) (https://goo.gl/ZQxJ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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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식량 형태에 따른 GHG 배출 밀도: kgCO2 상당치/200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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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EF(2019b)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2018년에는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환경 영향을 줄이려는 방편

으로 육류와 유제품의 소비 대신에 식물에 기초한 버거(burger)나 식용 곤충, 실험실에서 

배양한 육류 등이 화제를 모았다.5) 실제로 KFC, 타이슨(Tysson Foods), 카길(Cargill) 등 

많은 다국적 식품기업은 이미 실험실에서 배양한 육류 제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견과류, 

콩, 코코넛으로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등의 유제품을 대체하는 상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Forbes 2018). 일부 기업들은 건강, 환경보전, 윤리적인 소비 등의 명목으로 사내에서 적색

육 소비를 줄이거나 동물 단백질의 소비를 제한하고 있다(The New York Times 2018).

  단백질은 다른 주제와 분리된 것으로 보이나 사실 많은 국제적인 의제와 연계되어 있다. 

이를 나타내는 몇 가지 통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실제로 콩과 작물의 뿌리에서 헴(heme)을 지닌 단백질을 추출해 만든 육류, ‘Impossible Burger’가 팔리고 있음

(https://impossiblefoods.com). 이 버거를 생산하는 Impossible Foods사에 따르면 자사 버거가 기존 소고기 생산과 

비교해 농지의 95%, 물의 74%,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절감할 수 있어 환경에 유익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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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량

세계의 육류 생산량은 2050년까지 2배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환경

세계 가축에 의한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총 인위적 GHG 배출량의 14.5%를 차지한다

(FAO)6). 

③ 건강

세계 인구의 65% 가량이 영양결핍 또는 과체중/비만에 해당한다. 육류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단백질이 풍부하나 육류의 과대 소비는 비만 증가율을 가속화하고 질병 위험을 

높인다.

④ 생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축 가치사슬에 관련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생계를 

축산에 의존한다(IFAD, 2016). 

  <그림 6>은 건강 비용을 포함한 세계의 식량안보와 영양 상태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1/3만이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취약

한 영양과 연관한 비용으로 연간 GDP의 11%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비만이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2조 달러로 추정되어 영양 불균형의 수준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6) (https://goo.gl/Fr5BP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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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세계의 식량안보와 영양 불균형 및 경제적 비용

자료: Sweet(2019)

  <그림 7>은 식량 형태에 따른 건강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더 많은 소고기를 소비하면 

음식과 관련한 개인 사망률의 위험은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헴(heme; 

헤모글로빈 성분)의 소비량 상승에 기인한다. 배양된 육류로 대체하는 것은 약간의 나은 

건강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더 나은 지방산 프로 파일 때문이다.7) 적색육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인공 헴을 사용한 채식주의 버거는 건강에 비슷한 음(-)의 효과만 가져올 것으로 보인

다. 중상위 소득 국가의 사람 대부분은 다양한 음식을 통해 적절한 철분을 섭취하고 있으나, 

철분 결핍을 겪는 일부는 육류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다른 모든 육류 대용품을 식단에 추가하면 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두, 완두콩, 인조 소고기의 경우 사망률을 최대 5~7% 떨어뜨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칼리와 고도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식량은 사망률 감소에 이바지한다. 해조류

 7)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식품기술회사인 ‘JUST’는 녹두를 사용해 채식용 달걀을 생산하고 있는데, 2017년에 배양된 육류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실제로 JUST는 2018년에 일본의 소고기 생산업체인 ‘Toriyama’와 협력하여 프리미엄 소고기

인 와규(Wagyu)를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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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a)에 기초한 단백질 대용품은 알칼리 수에서 자라 나트륨 함량이 높게 되어 건강에 음(-)

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곤충에서 추출한 가루는 나트륨과 콜레스테롤이 높아 

그 양(+)의 효과를 상쇄하게 된다.

<그림 7>  단백질 대용품의 추가 소비에 따른 건강 효과 비교

 콜레스테롤     나트륨     헴 철분     식이섬유     칼리     불포화지방산     전체 위험

자료: WEF(2019b)

  <그림 8>은 국가의 소득분류에 따른 소고기 대용품의 순 건강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소고기 대용품별로 살펴보면 배양된 소고기가 세계 평균 사망률을 0.1% 감소시킴으로써 

건강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두콩과 인조 소고기의 사망률 감소율은 각각 

2.4%로 가장 크게 추정되었다. 이를 국가의 소득그룹별로 나눠 검토하면 소득이 높은 그룹에

서 양(+)의 건강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소고기 소비량 수준이 높고 더 

많은 식이섬유를 소비하는 게 이들에게 이득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저소득 국가에 소고기 

대용품이 가져오는 순 건강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취약한 식단에서 결핍된 영양소를 

육류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6 ∙ 세계농업 2019. 2월호

<그림 8>  국가 소득별 순 소고기 대용품에 의한 순 건강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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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EF(2019b)

  단백질 대용품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비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 여기서 소개한 단백질 대용품은 이미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므로 200kcal당 가격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그림 9>은 영국 자료를 토대로 대체 단백질별 가격을 나타낸다. 

단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가격은 분쇄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림 9>  단백질 대용품의 현행 가격 비교: 달러/200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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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EF(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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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식물에 기초한 단백질 대용품의 가격이 소고기 가격보다 낮으나, 두부와 새로운 

특성의 채소 대용품인 잭프루트(jackfruit) 및 인조 소고기는 모두 소고기보다 가격이 비싸

다. 배양된 소고기의 경우 아직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있으나 그 비용이 5배나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았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kg당 가격은 

수십만 달러에 육박하였다. 현재의 kg당 25달러 가격은 기술개발과 규모의 경제에 힘입은 

결과로 앞으로 가격이 더욱 하락할 수 있다.

  대체 단백질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전통적인 육류 생산 방식을 더욱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가 유용할 수 있다. 청정에너지로 전환과 혁신에서 비용과 

가격 책정 및 정책 조치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8) 예를 

들면, 지붕에 설치하는 독일의 광전지(photovoltaic, PV) 비용이 1990년에 kW당 1만 4,000

유로에서 2015년에 그 1/10 수준인 1,300유로로 하락한 것은 초기 정책입안자들의 PV 

도입 확대 조치에 힘입은 결과이다. 이와 같은 정책 조치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이제

는 재생 가능한 자원에 대해 보조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단백질 가격이 합리적으로 수준

으로 감소하여 소비자들의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에는 이러한 정책 노력이 교훈이 될 

수 있다.

  대체 단백질이 소비자의 선택 영역에 포함되려면 가격뿐만 아니라 개인과 문화적 선호 

및 정치적 요소까지 참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17년에 중국은 실험실에서 생산하는 육류

를 다루는 3곳의 이스라엘 스타트업(start-ups)에 3억 달러를 투자하였다(Jones, 2017).9) 

이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생산하는 육류 소비량을 50% 감소함으로써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10) 그러나 중국 소비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단백질을 수용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식품안전에 관한 스캔들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중국의 상황에서 

어쩌면 통제된 환경에서 배양된 육류가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우려를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8) 대규모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티핑포인트는 해당 그룹 사람들의 25%가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채택할 때란 연구 

결과가 있음(ScienceDaily 2018). 기존 연구들이 관측을 바탕으로 티핑포인트가 10~40%라고 밝혀온 것과 달리 위 연구 

결과는 실험을 바탕으로 도출했다는 특징을 지님.

 9) 투자를 유치한 이스라엘 기업은 ‘SuperMeat’, ‘Future Meat Technologies’, ‘Meat the Future’인데, 이스라엘은 해당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밖에도 빌 게이츠(Bill Gates)와 다국적 기업인 카길(Cargill) 등도 실험실에서 

육류를 생산하는 ‘Memphis Meat’에 2,2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https://goo.gl/jubCHa). 

10) World Watch(2009)은 축산업에 의한 GHG 배출량은 연간 325억 6,400만 CO2 상당치로 세계 전체 GHG 배출량의 

51%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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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과 결론

  농업과 관련한 WEF의 최근 논의는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50년에 100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먹이기 

위해서는 식량안보와 환경 지속성 및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는, 이른바 농업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고 전략적인 식량 체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50년까지 증가하는 식량 수요를 맞추려면 지금의 곡물 생산량인 20억 톤을 

30억 톤으로 증대시켜야 하는데, 그 여건이 녹녹치 않다. 지금의 주요 곡물 생산성은 연평균 

0.6~0.7%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연간 1%의 증가율이 확보되어야 한다(Handelsblatt 

Research Institute, 2017). 인구증가와 농업 생산성 이외에도 기후변화, 식량 손실, 척박한 

토양 등의 세계적인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과 혁신 및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WEF는 이 글에서 소개한 순환경제와 단백질 대용품의 개발 이외에도 미래의 

영농방식으로 합성 생물학(synthetic biology)의 틀 아래 수경재배와 수직 농업(vertical 

farming)을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적인 식량 생산 기술로 에너지와 물 사용을 효과적으

로 통제할 경우 농업 생산성은 지금의 10배로 증대하고 필요한 농지면적도 지금의 0.1%로 

줄일 수 있다. 이는 지속 가능성과 환경 윤리에 관한 수요에 대한 첨단 기술 측면의 답변으로 

볼 수 있다.11) 또한 최대 5만 볼트(volt)의 전기를 사용하여 작물 생산성을 20~30% 증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량을 크게 줄이는 영농방식, 외부 온도나 날씨 변화와 관계없이 화물 컨테

이너를 사용하여 실내에서 작물을 환경친화적으로 생산하는 방식 등이 WEF 웹사이트에 

소개되고 있다(Fleming 2018; Charlton 2019).

  이와 같은 미래 농업의 비전을 성취하려면 적절한 투자와 정책 노력뿐만 아니라 이해당사

자인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 및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식량 체제로 전환해 

나가려면 주체 간 충분한 소통과 수용이 필요하고 이러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식량이나 영농방식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2016년 기준으로 수직 농업의 시장 규모는 15억 달러에 이르며 2023년까지 64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Gray 

2018). 이 가운데 수경재배 부문이 42%가량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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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업 정보 (2019. 2)

유럽 특허청, 신젠타 토마토 특허권 취소

 신젠타 토마토 특허권 취소

 �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이 신젠타(Syngenta)에 부여한 토마토 

품종 특허권을 회사 측의 철회 결정 후 공식적으로 취소함. 

- 지난 주 유럽특허청이 신젠타의 토마토 특허권에 대해 상업적 실행가능성

(commercial viability)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신젠타는 결과적으로 

취소된 토마토에 대한 특허(EP1515600)를 철회한 바 있음.

- 특허의 범위는 특정 토마토 품종 종자, 식물 및 열매 개발을 발명으로 간주하여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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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허는 페루와 칠레에서 발견된 토마토 작물과의 교차점에서 유래된 것으로 

비타민 등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높은 토마토 품종에 대한 것임.

 � 종자에 대한 특허 반대를 주장하는 국제민간단체인  ‘No Patents on Seeds’에 따르면 

일반 대중들의 거센 반대와 항의로 인해 신젠타가 특허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함.

 종자 특허를 둘러싼 논란

 � 식물은 유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 기존 육종법에서 파생됨.

 � 신젠타는 특허 철회 사건 이후 관련 성명을 발표함. 

- 성명에 따르면 신젠타는 유럽특허청에 의해 특허가 거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토마토 작물의 다양성이 상업적으로 흥미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

여 해당 특허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발표함.

 � 종자에 대한 특허와 관련하여 59개국과 32개 기관의 6만 5,000명의 개인이 참여하여 

반대했으며, 특히 국제민간단체인 ‘No Patents on Seeds’는 동·식물 관련 특허에 

대한 유럽특허청의 입장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No Patents on Seeds’의 Johanna Eckhardt는 이번 신젠타 특허 취소에 대

해 “이는 대성공이며, 유럽 시민들은 더 이상 바이엘(Bayer), 바스프(BASF), 신

젠타(Syngenta)와 같은 대기업들이 특허권을 통해 식품생산을 통제하는 것을 원

하지 않는다”라고 함. 

- 또한 “이제 유럽 정치인들은 관련 특허권을 더 이상 유럽에 부여될 수 없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함. 

 �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인 과정에서 나온 식물과 동물에 대한 특허권 부여와 그 경계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임.

 � 2018년 12월, 신젠타가 소유하고 있는 피망(pepper) 작물 특허권에 대한 구두 청문회

에서 유럽특허청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작물이 특허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무효로 선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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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1월, 유럽 특허청은 2017년에 채택된 특허 심사규정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 

브로콜리의 일종인 작물과 관련하여 몬산토(Monsanto) 기업에게 이전에 부여하였던 

특허권을 취소한 바 있음.

 � 2017년, EU회원국의 정부를 대표하는 유럽특허청 행정협의회가 유럽특허협약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규정(규칙 28(2))

을 채택하였음.

- 해당 규정은 기존 육종과정(본질적인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특허뿐만 아니라 그

로부터 파생된 동·식물에 대한 특허를 금지함. 

 EU집행위원회의 대응

 � 2016년 11월, EU집행위원회는 1998년 「바이오테크놀로지 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동 지침의 의도가 “교차 및 선별과 같은 전통 육종법을 의미하는 

본질적인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식물 및 동물의 특허성 제품을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해당 지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발표하였음.

- 불과 2주 전, 40개 이상의 기관이 연합하여 각각의 특허에 관한 추가 결정을 모

두 중단시키기 위해 유럽특허청 의장(António Campinos)에게 국제 호소문을 

발표하였음. 

- 유럽특허청은 초기에 전통 육종법에 대한 특허가 절대적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고 대응하였음.

- 그러나 유럽특허청 기술심판부(Technical Board of Appeal)은 2017년 EU회

원국이 도입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특허 출원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함. 이 결정은 모든 관련 특허 출원에 대해 구속력이 있음. 

 � No Patents on Seeds 단체는 최근 승리에 뒤이어 유럽 특허청에 대해 더 강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2019년 3월 27일, 뮌헨에 위치한 유럽특허청 본사 건물 앞에서 대중들의 시위

가 계획되어 있으며, EPO행정위원회와 면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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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망(pepper)과 관련된 신젠타의 또 다른 특허와 관련한 추가 청문회는 3월 7일에 

개최될 예정임.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9170/EPO-revok

es-patent-on-a-specific-tomato-variety-owned-by-Syngenta) (2019.02.04.)

이탈리아, GDP의 1% 수준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 문제

 � 이탈리아의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1%를 차지함. 

 � 남유럽 국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규모는 GDP의 약 0.88%인 150억 유로에 해당함.

- 동 자료는 이탈리아가 2013년 시작된 음식물쓰레기 반대에 대한 국경일을 기념

하며 2월 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공개됨. 

- 볼로냐 대학교(University of Bologna),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al), 

국립 폐기물감시원(National Observatory Waste Watcher)의 연구원들이 제

공한 보고서는 이탈리아 통계청(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ISTAT), 경

제 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농산물시장 모니터링 연구

소(Institute for Monitoring AgroFood Markets, ISMEA), 이탈리아 가구들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이 가정(household)의 행동에 기인

하는 것으로 밝힘.

- Waste Watcher 2019 보고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전국의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5분의 4를 차지한다고 강조함.

 EU 전역의 문제

 � 2018년 5월, EU 보건 및 식품안전위원회(EU Health and Food Safety) 위원(Vytenis 

Andriukaitis)는 EU 수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약 5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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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수치는 놀라운데, 이탈리아 식품생산사슬에서 연평균 

31억 7,000만 유로의 식량이 버려지고, 11억 8,500만 유로가 가정에서 낭비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음. 

- 환경부 장관(Sergio Costa)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수치는 엄청난 것으로 우리

의 개인적인 식품 구매습관과 매너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라고 함.

 � 환경부는 2013년 음식물쓰레기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National Plan for Food 

Waste Prevention)을 발표했으며, 3년 후 매년 최소 100만 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를 줄이는 일련의 대책 도입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음.

- 무엇보다 해당 법안으로 팔리지 않은 음식의 기부가 더욱 쉬워졌음.

 � 폐기물감시원이 4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가정은 매년 

평균 84.9kg의 음식을 버리고 있으며, 개별 폐기물은 36.9kg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탈리아의 지난 해 전체 음식 쓰레기양은 2.2톤으로 추정됨.

 � 2018년 11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소규모 

유통업체의 음식 기부를 큰 위험 없이 더 간단하게 하는 새로운 식물안전관리 방식을 

공개함.

- 과학적 견해에 따르면 새롭게 단순화된 시스템은 소매업자들에게 특정 위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단순시스템은 유통기한 관리(shelf-life control), 저온 유통 유지 관리(maintenance 

of the cold chain), 기부자와 수령자 간의 의사소통 보장과 같이 기부된 식품

의 안전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함.

 � Cleaner Production저널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 에든버러 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가 판매시점에 도달하기 전에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서 낭비되는 농작물의 양을 조사했음.

- 연구원들은 매년 총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5,000만 톤의 과일과 채소

가 폐기되고 있음을 발견함.

- 연구 저자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주로 엄격한 정부 규정, 슈퍼마켓의 높은 기준, 

과일과 채소 모양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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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공품 중 기형 생산물(misshapen produce) 

사용의 증가 및 자선단체에의 할인 판매를 권장하고 있음.

- 해당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 사이의 환경에 대한 수준 높은 인식 개선과 지속 

가능한 구매습관으로의 전환이 ‘못생긴’ 농작물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9196/Food 

-waste-costs-Italy-almost-1-of-its-GDP-new-research-found) (2019.02.08.)

미국 농업인단체(AFBF), TPP11 재참여 지지

 � 미국농민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AFBF)이 제100차 연차총회에

서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지지하는 동시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소위 TPP11)에 재참여 지지를 결의함.

- 제100차 AFBF 연차총회는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에서 2019년 1월 11~16

일에 개최됨.

- 이번 총회에서는 AFBF의 2019년 정책방침을 발표함. 

 � AFBF 의회관계담당부장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농업인의 불안을 

대변함. 

- 그는 많은 국가에서 대두나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상품들은 중

국시장에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언급하며,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미국은 중

국시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그 잃어버린 시장을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

다고 우려함.

 � AFBF의 회장 또한 중국에 대한 트럼프 정권 통상정책은 지지하지만,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는 농가 재정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함.

- 지난 2018년 12월 14일 미국 농업부(USDA)는 아시아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2

위 수출국인 일본시장은 CPTPP에 따른 쇠고기나 돼지고기, 유제품 등의 관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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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고 있으며, 경쟁국인 호주 등이 가격우위를 가지면서 미국의 대일수출경쟁

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 지난 1월 14일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shutdown, 업무정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트럼프대통령이 방문하여 강연함. 

-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건설의 중요성을 장시간 호소했으며, 중국의 농

업용 종자나 유전자기술 도용을 포함한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맞서고 있다고 말함.

-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신 NAFTA)에 따라 몬태나산 밀, 위스

콘신산 유제품, 조지아산 닭고기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통상정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강조함. 

- 게다가 2017년 1월 대통령 취임 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터키 등의 농축산

물시장을 개방한 성과를 어필하며 일본과 관련하여 아이다호산 감자와 양고기의 

일본 수출 재개를 예로 들었음.

※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biznews/2019/02/352d46ae78af1c7b.html)  

(2019.02.12.)

미국, WTO에 인도 시장가격지원 관련 이의제기

 � 2019년 2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Robert Lighthizer)와 농무장관

(Sonny Perdue)은 캐나다와 공동 주체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 COA)에 다섯 가지 두류(pulses)에 

대한 인도의 시장가격지원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신청함.

- 이의제기를 신청한 두류에는 병아리콩(chickpeas), 비둘기완두콩(pigeon peas), 

흑녹두(black matpe), 녹두(mung beans), 렌틸콩(lentils)이 있음.

 � 미국과 캐나다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위 다섯 가지의 두류에 대한 시장가격지원을 

상당히 과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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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미국은 인도의 병아리콩, 비둘기완두콩, 흑녹두, 녹두, 렌틸콩에 대한 시장가격지

원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만한 몇 가지 우려사항을 확인함.

- 시장가격지원 계산에 사용되는 생산량, 각 두류의 총생산액에 대한 정보(WTO 

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 환율, 인도가 사용하는 방법론에 따

른 가격에 대한 문제 등이 있음.

 � WTO의 농업협정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이러한 인도의 시장가격지원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지원의 허용수준을 훨씬 초과함.   

 � 미국은 2019년 2월 26~27일로 예정된  WTO 농업위원회(COA)회의에서 인도가 자국

의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통보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함.

 � 이번 이의제기는 다른 국가의 조치에 대해 미국이 WTO 농업위원회에 신청하는 세 

번째 이의제기이며, 미국은 이전에 인도의 쌀과 밀과 관련한 시장가격지원에 대해 COA

에 이의제기 신청을 한 바 있음. 

- 또한 호주는 인도의 사탕수수와 관련한 시장가격지원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자료: USDA

(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19/02/15/united-states-iss

ues-wto-counter-notification-concerning-indias) (2019.02.15.)

일본, EU로 달걀, 우유, 유제품 등 수출 완화 전망

 � 요시카와 타카모리(吉川貴盛)농상은 29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산 달걀과 

우유 및 유제품의 EU 수출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함. 

- EU 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한 달 후에 수출 완화가 결정됨.

- 수출용 시설의 인증이 필요 없는 달걀이나 우유를 사용한 가공식품부터 본격적

인 출하가 시작될 예정임. 

-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출 완화는 국내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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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로 수출하는 일본산 축산물은 EU의 수입승인 품목 목록(제3국 리스트)에 추가된 

후 EU로의 수출이 가능해질 것임. 

- 농수산성에 따르면 25일 실시된 EU회원국 투표 결과 일본산 달걀과 우유·유제

품을 수입승인 품목에 추가하는 것이 결정됨. 

- EU의 수입승인 품목 목록에 게재되어 공식적으로 수출완화가 결정되는 것은 EU 

내 절차에 따라 약 한 달이 소요됨.

 � 일본이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EU가 규정하는 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농수산성에 따르면 EU가 요구하는 기준은 타국·지역과 비교했을 때 더욱 엄격하며 

쇠고기 품목 수입승인 목록 추가 후, 관련 시설인정을 받는 데까지 15개월 소요됨.

 � 달걀이나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과자나 조미료 등 가공식품은 시설인증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수출 완화 결정 후 바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요시카와 농상은 “카스테라를 시작으로 과자, 마요네즈 등은 바로 수출이 가능하

다”라고 기대함.

 � 2월에 발효되는 EU와의 경제연휴협정(EPA)에서 축산물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것으로 

보고, 정부는 이미 수출이 가능한 쇠고기 이외의 축산물로 조기 수출완화를 요구하여 

왔음. 

- 돼지 콜레라나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이유로 수출완화 대상품목은 달걀과 

우유·유제품에 그쳤으나, 일몬 농수산성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출완화를 위

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

 � 일본에서 EU로의 수출액은 2015년 시점에서 400억 엔으로 3년 연속으로 증가함. 

정부는 가공식품이나 쇠고기 등 8개의 품목을 세계 각국에 대한 수출전략 중점 품목으

로 설정하고 있음.

※ 자료: 일본농업자료

(https://www.agrinews.co.jp/p46576.html) (2019.01.30.)

자료작성 :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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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2019. 2)

1. 아시아

□ 일본, 돼지콜레라 감염 확대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6일, 아이치현 도요타시의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의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 이 양돈장에서 돼지가 출하된 나가노현, 기후현, 시가현, 오사카부 및 아이치현 

다하라시의 양돈장에서도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가 발견됨.

▪돼지콜레라는 작년 9월 이후, 기후현 내의 사육시설에서 연이어 감염이 판명된뒤, 

야생 멧돼지로 감염이 확대. 기후현 옆에 위치하는 아이치현에서도 멧돼지의 감염이 

확인되어 현은 양돈장에의 감염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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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현의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1980년 이래 39년만임.

- 감염이 확인된 5개 지역의 각 양돈장에서 살처분이 시작되어 대상은 합계 1만 

6,000마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임.

▪아이치현은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매몰 등의 방역처

리 할 방침임. 

-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를 반출제한구역으로 정하고 

돼지 등의 반출을 금지함. 

▪일본 정부는 6일 오후, 수상관저에서 돼지콜레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감염 확대 

방지대책을 확인함. 

- 앞으로의 대응으로 (1)신속하고 철저한 방역대책의 실시 (2)관계지자체와의 연

결강화 (3)소비자에 적극적인 정보 발신을 지시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2.07.)

 □ 일본, 2019년 식품 트렌드

   (1) 시간 단축과 건강 지향

▪2019년 식품업계의 트렌드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식품업계의 변화를 가져온 맞벌이 부부와 단신세대의 증가, 급속한 고령화 등,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영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각 업계별 트렌드의 공통점은 크게 시간단축, 건강지향으로 볼 수 있음. 

-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단축을 제안하는 식품·음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나카쇼쿠(소재, 반찬, 도시락 등 손쉽게 

구매해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시장도 성장이 기대됨. 

- 또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 속에 건강지향에 대한 소비자 니즈도 고조되고 있

음. 간단히 먹을 수 있으면서도 영양균형이 좋은 식재·음식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발효식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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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전망의 공통된 키워드를 만들어낸 사회적 배경은 한국에서도 통용됨. 한국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식사를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

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음. 

- 일본의 시장을 살펴보고 건강과 간편함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일본 

진출을 고려해 볼 만함. 

   (2) 의미 소비와 외국식품

▪2019 트렌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의미소비임. 단순히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넘어서 

소비를 통해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는 여러 곳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 자신의 소비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거나, 지역을 부흥시키거나, 동물 보호에 

힘이 되는 등, 소비자는 단순히 소비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되고 있음.

▪의미소비는 미국의 트렌드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일본에서도 점차 

그 중요성을 의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음. 

- 환경문제로 일회용품 사용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고자 그 지역특산물을 구입하는 등 소비자의 의미 있는 

소비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음.

▪또 하나 주목할 키워드는 ‘외국음식’으로 올림픽을 앞두고 방일 외국인을 겨냥한 다양

한 식재료와 외국음식 증가도 주목을 받고 있음. 

- 일본에서는 아직 채식주의자, 비건, 할랄식품 등의 전문취급점이나 레스토랑이 

부족하여 관련업계에서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음. 

-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과 함께 다양한 외국음식들의 수요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

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이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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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식품 열풍

▪최근 몇 년간 한국음식의 열풍이 지속되고 있음. 

- 치즈 닭갈비의 대히트에 이어 치즈핫도그, 빙수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2019

년 COOK PAD 전망에 등장한 빠네치킨까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연이은 히

트를 기록하며 한국식품에 대한 열기를 이어가고 있음. 

▪일본에서 히트한 한국음식을 살펴보면 모두 SNS에서 화제를 모아 큰 인기를 얻은 

것임. 

- 맛은 물론이고 비주얼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붐이 형성된다는 점에서도 SNS를 의식한 마케팅은 중요한 수

단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1.31.)

 □ 싱가포르, 알코올성 비음료식품에 대한 판매 규제 해제 

▪싱가포르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는 1월 18일부로 알코올이 함유된 비음

료식품에 대한 항시 판매 및 공공장소에서의 소비를 허용하였음.

▪2015년 음주단속법(Liquor Control Act)에 따라 0.5% 이상 알코올 성분을 함유한 

전 식품에 대한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의 판매 및 공공장소에서의 소비를 

금지했으나 금번 조치로 알코올음료(주류)에 대해서만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함.

▪알코올이 함유된 비음료식품은 소비자의 알코올 과다섭취 가능성이 적으나, 주류의 

경우 지나친 소비로 상당한 고위험을 수반할 우려가 커 지속적으로 규제하기로 함.

▪판매 규제가 해제된 알코올 성분을 함유한 식품 중 아이스크림이나 제과류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이나 대형슈퍼마켓의 매출 증대 및 알코올 성분 함유 

제품의 수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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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소금세(稅)부과 정책 추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일일 성인 나트륨 섭취량은 2,300mg 이하이나 

태국인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치의 두 배에 달하는 4,350mg의 나트륨을 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의 화합물로 소금 1g에 나트륨 387.58mg이 있음.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태국인들은 

여전히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고 있음. 

- 이에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태국 소비세국은 소금

(Salt, Sodium, Natrium) 성분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임.

▪나트륨의 과다 섭취가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많은 의학 관련 연구결과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매년 세계 사망자의 12.8%인 750만 명이 고혈압과 

연관된 질병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음.

▪세계적으로 거의 10억 명의 사람들이 고혈압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보고되었고, 그들 

중 3분의 2는 개발도상국임. 

- 또한 고혈압 환자의 수는 2025년까지 15억 6,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임.

▪태국 또한 고혈압 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태국 공중위생부(Ministry 

of Public Health)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고혈압 환자는 2013년 390만 명에서 

2017년 550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됨. 

- 처음 고혈압 진단을 받은 환자도 2015년 54만 명에서 2017년 81만 명으로 놀

라운 증가세를 보임.

▪고혈압은 신장 질환, 심장병, 뇌졸중 등 다른 복잡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영양학자에 따르면, 라면 또는 피쉬소스와 같은 조미료는 확실히 많은 나트륨

을 포함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짠 음식처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더 위험하

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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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주스나 심지어 통밀빵 같은 건강에 좋은 음식도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

음. 또한 많은 가공식품은 방부제 기능으로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음.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함. 

- 전문가들은 소금세가 국민 건강을 위한 국가적인 조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나트륨 과다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교육하여 젊은 나이 때부터 섭취량을 줄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함.

- 양념을 최소화하고 과자보다는 과일 섭취를 권장하며, 제품 구매 시 라벨을 읽

는 습관을 길러 나트륨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 

식품제조업체들도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함.

▪설탕세에 이어 소금세 부과로 태국 정부의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앞으로도 강화될 

예정임. 

- 세계적 기업 코카콜라가 오리지널 콜라, 콜라 Light, Zero에 이어 No Sugar 

제품 판매를 시작하듯이 소금세에 대한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 개발 및 출시가 

예상됨.

▪기존의 브랜드 제품에 무설탕, 저염 등의 제품 라인 출시가 예상되며 튀긴 것보단 

구운 것, 자극적인 맛보다는 건강한 맛을 찾는 소비자가 늘 것으로 전망됨. 

- 태국 진출 시 이러한 동향 및 세금 부과정책의 변화를 참고해야 할 것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1.25.)

 □ 세계 유기농식품 지속 성장

▪소비자들이 음식, 건강,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 최근 TechSci Research 보고에 따르면 2016~2021년 세계 유기농식품 성장

률은 14%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소비자들이 주로 유기농식품으로 선택하는 품목은 대부분 유기농 과일, 유기농 채소임. 

- 많은 소비자들이 유기농식품이 일반 식품에 비하여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고 인

식하여 유기농식품 구매를 늘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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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살충제 등 화학적 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높아

지고 있음. 

▪유기농식품은 생산과정에서 항생제, 인공 색소, 유전자변형성분 등이 사용금지된 것

으로 ‘유기농 인증’ 절차가 있지만 일반적인 천연식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정의

가 없음.

- 유기농식품 생산과정에는 많은 원료 공급이 필요함. 국내 원료 부족으로 유기농 

사료를 제공하는 축산업 생산자들은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있음. 

- 또한 유기농식품은 일반식품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음.

▪유기농식품 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즉, 유기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수확, 유통, 

식품가공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이 일반식품보다 높음. 

- 그리고 일반 농산물 재배지역을 유기농산물 재배지역으로 전환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Mercaris 보고에 의하면 2017년 미국 유기농 농작물 재배면적은 2016년 대비 30% 

증가함.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유기농식품 생산량과 소비량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세계 유기농시장에서 중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 소비자들은 천연식품, 유기농식품, 저칼로리식품 등을 선호하는 추세임. 또한 

식품 구매 시 식품의 열량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나트륨, 당분 등의 영양성분을 꼼꼼

히 확인함. 

-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 냉장운송, 영

양성분, 생산일자, 유효기간 등 모든 정보를 식품 포장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함. 

- 유기농식품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것은 식용유, 신선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쇠

고기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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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농촌지역의 온라인 마케팅의 발전, 안전하

고 좋은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유기농식품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2024년 기준 중국의 유기농식품 매출액은 768억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1.25.) 

 2. 아메리카

 □ 대두 수출 합의로 끝난 미․중 통상 협상, 변동 없는 무역전쟁 리스크

▪지난 2018년 12월 1일, 미·중 양국은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고 협상을 

지속하고 있음. 

- 지난 1월 7~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차관급 협상에 이어 양국은 1월 30~31일 

워싱턴에서 장관급 협상을 개최함.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통상마찰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를 체감하고 있어 양국이 

통상 분쟁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이번 장관급 협상이 개최됨.

▪이틀간 진행되는 협상을 통해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무역장벽, 사이버 침해, 국영기

업, 과잉 생산, 환율 등을 다루는 포괄적 논의를 진행함.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양국이 3월 1일까지의 협상기간 내 합의도출에 실패한다면 

기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301조 규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혀 정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인사들은 미·중 통상 협상 진전여부에 귀추를 

주목함.

- 중국, 대미 무역적자 감소를 위해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에 합의함.

▪협상 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부총리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500만 톤을 구매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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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중 중국 부총리 류허(劉鶴, Liu He)는 중국이 매일 미국산 대두 500

만 톤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추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정정하며, 양국

은 중국이 매일 미국산 대두 500만 톤 수입하는 것이 아닌 최대 500만 톤 수입

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고 밝힘.

▪중국의 산업지원금, 국영기업, 기술이전 및 자국 경제구조 개선 관련 합의 도출은 

없음.

▪USTR 대표(Robert Lighthizer)는 중국의 대미 수입량 증가는 미·중 통상 분쟁 해결

로 이어질 수 없으며,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구조 개선 없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 근절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함.

▪이번 장관급 협상을 통해 양국은 중국경제 구조개선 관련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란 

기대가 상승하였으나 중국의 대미 대두 수입 증가 이외 뚜렷한 합의는 도출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이번 장관급 협상을 통해 미·중 양국이 3월 1일까지의 협상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기한연

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합의 도출 실패 시 미국은 앞서 언급한 대중 301조 규제 관세율을 

25%로 인상할 것으로 파악됨.

▪중국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주석은 친서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제안함에 따라 

기한 내 미·중 합의 도출 가능할 수도 있음.

- 시진핑 주석이 친서를 통해 제안한 미·중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미정이나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된 2월 말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됨.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친서에 대한 찬사를 밝히고 협상 지속을 위해 USTR 

대표와 중국 재무장관의 2월 내 방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3월 1일 이내 미·중 

정상이 직접 통상 마찰 완화 합의를 도출하여 미국의 대중 301조 규제 관세율 인상을 

취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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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업계, 관세 규제는 반대하나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는 근절시켜야한다는 주장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 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예산안 승인을 반대하며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을 초래하며 의회를 압박해왔

으나, 미국 경제 피해 확산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일시적으로(3주간) 셧다운을 

중단함.

▪미국 의회 예산국이 35일간의 셧다운으로 인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회복 불가능한 

경제피해가 전망된다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통상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최근 

급격히 추락함.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성과 홍보에 다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미국산 제품 수입 증대 합의를 받아내는 선에서 미·중 통상 마찰을 일시 완화시켜 

이를 대대적인 정책 성과로 과대 홍보하길 희망한다는 분석이 제기됨.

▪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미국에 지정학적 경쟁국가인 중국을 상대로 용두사미 협상 

및 합의 도출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는 미국 산업계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뜻함과 동시에, 매파 시각을 가진 지식인들은 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대중 압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줌.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Myron Brilliant)은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기술 이전, 

디지털 교역, 산업 보조금 등 포괄적 개혁에 대한 양허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

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수입량 증가 제안에 만족하지 말고 중국의 중앙 

집권적 경제구조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경제상황 악화를 비판하고 있는 미국 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에 의존하는 

통상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의회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규제 발동 권한 제한 

움직임을 보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추진 의사를 둘러싼 백악관과 의회의 의견 

마찰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경험하며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등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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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분석이 다수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통상 마찰을 조속히 완화시켜 협상 

성과를 도출하고 미미한 수준의 합의 내용도 정책 홍보에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 이는 미국 경제상황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상 압박 강도가 조절될 수 

있음을 뜻함.

▪미·중 마찰은 통상이라는 국한된 한 분야를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우위권 확보 경쟁이

라는 지정학적 역학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됨.

▪자국의 정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미·중 통상 마찰이 중국의 대미 수입량을  증가하

는 선에서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USTR 대표와 같은 매파 참모들의 반중 감정

이 쉽게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이는 추후 미·중 정상 간의 합의로 미·중 통상 마찰이 완화돼 미국의 대중 301조 

관세율 인상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지정학적 전략 관점에서 파생된 미·중 마찰 심화의 

리스크는 존속될 가능성이 높음.

▪이와 관련해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CSIS의 William Reinsch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

령이 미·중 통상 합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50대 50이라고 평가하며 미·중 통상 

마찰 완화 전망에 다소 조심스러운 평가를 밝힘.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02.02.)

 3. 유럽

 □ 터키, 식량 불안정 상황에 직면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식량 반비축정책의 결과로 국민들이 식품가

격 급증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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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국내 식량 공급량을 충족하고자 곡류, 육류 등 주요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조치를 취했으나, 무질서하고 계획되지 않은 수입으로 인해 국내 축산업 쇠퇴 

및 재고물량 처치 곤란 등의 부작용에 직면함.

▪터키의 최대 농산품 수출시장이었던 러시아와의 외교적 갈등, 브라질산 수입 소의 

탄저균 감염 등 연이은 악재로 터키의 식량시장은 큰 침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중임.

- 터키 경제는 여전히 20%의 인플레이션에 빠져있고, 그 중 대부분은 식량 가격임. 

▪정부는 작년 말 극도의 조치로 식량가격 할인정책을 펼쳤으나, 12월 인플레이션이 

0.44% 하락한 반면 식료품 가격은 오히려 1.4% 상승함. 

- 특히 농업부문 성장률은 0.7% 하락 등 식량 문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터키 정부는 국내 식품 가격과 농,축산업 안정을 위해 식품 수입관세 면제를 통한 

식량 공급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터키는 주요 육류 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급속히 전환 중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1.31.)

 

 □ 터키, 학교 내 불량식품 판매 금지

▪터키 환경부, 보건부, 교육부는 2019-2020년도부터 학교 식당 및 매점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에 대한 제재협력에 대해 합의함.

▪정부는 공립 및 사립학교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을 면밀히 검사하여 빨강, 노랑, 

초록색으로 구분되는 로고를 부착하여 식품 안전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임.

- 해당 조치로 인해 터키 내 1,700만 명의 학생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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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OECD 가입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만율을 보이고 있음. 

- 전체 성인인구의 32.1%가 비만임.

▪중동 전역에 퍼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열풍은 터키에도 상륙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중임.

▪청소년의 식품 섭취를 관리․감독하는 이번 조치로 미루어 보아 터키는 앞으로도 장기

적인 국민 건강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1.31.)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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