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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 연구원은 농업·농촌 및 농정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매주 국내

외 농업·농촌 정책동향, 연구동향, 언론동향, 현장의견 등을 수집하고 농업 관

련 현안 문제에 대한 최근 정보, 대책방안 등을 전달하는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을 발간해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와 소득의 증가, 바이오 에너지 이용 증가 등으로 농식품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를 인식하고 농식품 분야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단순 식량안보 차원이 아

닌 농식품 품질과 동물복지, 환경으로 정책의 강조점을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주변 선진국들의 농업·농촌·식품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

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자료집은 2018년에 발간된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중 해외 자료만 따

로 추려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주요국의 행정부, 연구기관, 공공기관, 언론

에서 발표한 자료들 중 2018년 자료를 우선으로 고려하되 과거의 것이라도 시

의성이 높다고 판단한 자료라면 게재하였다. 선정된 자료는 EU,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분야는 농업·농촌, 기술·혁신, 자원·환경, 식품, 통상 5

개로 나눴다.

모쪼록 이 자료집이 해외 주요국들의 농식품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 끝으로 본 

자료집 작성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2019.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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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개요

1. 목적 및 배경

○ 우리 연구원은 농업 농촌 및 농정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매주 국

내외 농업·농촌 정책 동향, 보도된 언론 동향, 연구 동향, 현장 의견 등을 수

집하여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을 발간해오고 있음.

○ 이 자료집의 목적은 해외 주요국(EU, 일본, 미국)의 농업·농촌·식품 동향을 

수집·정리하는 것임.

- 주요국 행정부, 연구기관, 공공기관,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들 중 시의성

이 높아 우리 농정에도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선정 후 요약·정리하였음.

○ 2018년(2018. 1. 1.~2018. 12. 31.)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과거의 것이

라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자료라면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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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출처 및 종류

1.1. 자료 출처

○ 국가별 농업·농촌·식품 동향의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았음.

- EU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회계감사원, 유럽연합 통계청, Farm Europe,

OECD, 언론사(IEG Policy, EuroChoices)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 일본은 농림수산성, 내각부, 일본농업신문, JA 전농, 농연기구(NARO),

일본정책금융공고, 농림수산정책연구소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 미국은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ERS), 상원, 하원, 언론사(IEG Policy,

Agfundernews)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 자료별 제목과 출처는 <표 1-1, 표 1-2, 표 1-3>에 제시되어 있음.

1.2. 자료 종류

○ 선정된 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1)농업·농촌, 2)기술·혁신, 3)자원·환경,

4)식품, 5)통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다만 EU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1 개혁 논의

가 한창임을 고려하여 별도의 장을 추가하였음.

- 미국 역시 농업법(farm bill) 논의를 다룬 장을 추가했음.

1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유럽연합 농식품 분야에서 핵심

적인 정책임. 유럽연합 전체 예산의 약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① 소득지원과 

시장조치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확보와 ② 회원국의 필요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

촌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3

1.3. 자료 목록

○ 이 자료집에서 제시한 2018년 주요국의 농업·농촌·식품 동향 목록은 다음과 

같음<표 1-1, 표 1-2, 표 1-3>.

<표 1-1> 2018년 EU 동향 자료 목록

분류 제목 발간(접근) 일자 기관명

농업·농촌

유럽연합 기본직불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8. 3. 유럽회계감사원

유럽연합의 직접지불금제도 개편안 2018. 6. 26. IEG Policy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농업인 최소허용보조 상한선 인상 논의 2018. 3. 2.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연합의 청년농업인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2017. 7. 유럽회계감사원

SCO가 유럽연합의 농촌개발정책에 미친 영향 2018. 4. 26. 유럽회계감사원

농민 기본소득제 시행의 필요성 2017. 9.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농업정책이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2018.6. 11. OECD

2018년 OECD 농정평가보고서 주요 내용 2018. 6. 27. OECD

영국 농업법안(Agriculture Bill)의 주요내용 2018. 9. 12. 영국 하원

EU 농업 관련 주요 통계 2018. 2. 5.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연합 통계청, 2016년 농가구조조사 잠정결과 발표 2018. 6. 28. 유럽연합 통계청

2015년 유럽연합 농가경제 개관 2018. 10.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연합 통계청, 2017년 농업생산액 등 주요 통계치 발표 2018. 11. 16. 유럽연합 통계청

유럽연합의 농업·농촌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018. 2.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기술·혁신

와게닝겐 대학, 목재의 불법 채취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2018. 3. 1. 와게닝겐 대학연구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성 데이터로 농업인의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 채택
2018. 5. 25. IEG Policy

유럽연합, 곤충식품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 2018. 9. 4. IEG Policy

농촌 서비스의 디지털 사회 혁신 2018. 6.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네트

워크

CAPSELLA 프로젝트 주요 내용 2018. 8. 2.
CAPSELLA 홈페이지, 

IEGPolicy

유럽연합 농식품 분야 혁신 사례 분석 2018. 4. EuroChoices 

농업 데이터 공유에 관한 행동규정 2018. 4. 23.
유럽연합농식품공급체인

연합

정밀농업 활용의 위협 요인과 대응책 2017. 11. 13. 유럽연합 의회

자원·환경

유럽연합 대기질(air quality)의 개관 및 분석 2018. 10.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연합, 기후 중립을 위한 장기 전략 발표 2018. 11. 28.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의 수자원 정책 방향 2018. 2. 20.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가뭄 대책 2018. 8. 2.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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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접근) 일자 기관명

농업·농촌

업무쌀, 다수확용 품종으로 수입(收入)확보 2018. 2. 18. 일본농업신문

일본 농림수산성 2017년도 식료·농업·농촌백서 2018. 5. 23. 일본농업신문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 실시계획 (농업분야) 2018. 6. 23. 일본농업신문

JA 자기개혁에 대한 평가 2018. 7. 2. 일본농업신문

일본 농림수산성 ‘2018 새로운 쌀 정책’ 2018. 3. 23. 농림수산성

일본 농림수산성 2017년도 경영소득안정대책 직불실적 2018. 6. 29. 농림수산성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 제4기 대책 ｢중간년평가｣ 결과 2018. 6. 29. 농림수산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농업정책 과제 2018. 1. 농림중금종합연구소

대농 경영자 육성 ｢홋카이도 애그리·푸드 프로젝트·아카데미｣ 2018. 2. 22. 일본농업신문

일본 젊은 농업경영인 노동력 확보 요망 2018. 5. 1. 일본농업신문

｢농업여성 프로젝트(農業女子プロジェクト)｣ 개요 및 주요 성과 2017. 11. 15. 농림수산성

농업의 ｢근로방식개혁｣검토회 2017. 12. 19. 농림수산성

｢지역재생법일부 개정 법률안｣ 2018. 2. 26. 내각부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 플랜｣ 2018. 3. 13. 농림수산성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18 2018. 6.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

부사무국 등

일본 고향회귀지원센터(ふるさと回帰センター) 동향 2018. 3. 1. 일본농업신문

(계속)

분류 제목 발간(접근) 일자 기관명

자원·환경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농약 규제에 대한 위협 요인 2018. 12.
Food Research 

Collaboration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동물복지 연구센터 지정 2018. 3. 6. IEG Policy

유럽연합 동물복지 수준에 대한 감사 결과 2018. 11. 14. 유럽회계감사원

공동농업정책과 환경오염 2018. 4. 24. 그린피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전문가 조사 결과 2018. 7. 23. 유럽연합식품안전국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다양한 관점들과 정책 권고사항 2018. 9. 13.
RISE(Rural Investment 

Support for Europe)

지속가능한 유럽을 위한 바이오경제 전략 2018. 10. 11.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식품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원산지표시제도 2018. 2. 6. IEG Policy

통상 브렉시트와 영국의 식량안보 2018. 5. 10. 영국 상원

공동농업정책

미래 농정을 위한 공동농업정책의 우선순위 2018. 2. Farm Europe

유럽연합 농정의 미래 방향 설정 2018. 10. 8 Farm Europe

2020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주요 특징 2018. 6. 1.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공동농업정책 개혁안(Post 2020 CAP)에 대한 감사 의견 2018. 11. 7. 유럽회계감사원

2014~2020 공동농업정책(CAP)에 대한 성과 평가 2018. 12. 5.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표 1-2> 2018년 일본 동향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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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류 제목 발간(접근) 일자 기관명

농업·농촌

원예농업을 이용한 스트레스 경감 효과 조사결과(전국농업협동도합중앙회) 2018. 3. 7. 일본농업신문

2017년도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 지표 2018. 8. 22. 농림수산성

2017년 신규 영농인 동향 2018. 8. 29. 일본농업신문

농업노동력 센서스 분석 2018. 10. 22. 농림수산정책연구소

농지 센서스 분석 2018. 10. 농림수산정책연구소

2016 농업경영 동향 2018. 11. 농림중금종합연구소

농업계승에 관한 2018 상반기 농업환경조사 2018. 10. 31. 일본정책금융공고

2017년 개별경영체 농업경영 통계조사 2018. 12. 11. 농림수산성

기술·혁신

2017년 농업 기술 10대 뉴스 2017. 12. 20. 농림수산성

2018년 농업 기술 10대 뉴스 2018. 12. 21. 농림수산성

일본 농림수산성 여성 농업인 서포트 적용 사례 2018. 2. 16. 농림수산성

일본 농림수산성 '스마트 농업 실현' 2018. 2. 13. 미래투자회의

일본 내각부 AI로 농산물 유통관리 하는 신(新)시스템 사업 9월부터 실시 2018. 5. 15. 일본농업신문

JA전농 영농관리시스템 ｢Z-GIS｣ 운용 개시 2018. 4. 24. JA 전농

일본 정부 ｢미래투자전략 2018 (초안)｣ 농업분야 주요 내용 2018. 6. 5. 일본농업신문

판매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산지에 인기 상품 공유 2018. 7. 17. 일본농업신문

국토교통성 드론 배송 실용화 실험 2018. 7. 17. 일본농업신문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 ｢스마트 바이오산업·농업기반기술｣ 연

구 개발 계획
2018. 7. 19.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

총무성 ｢미래를 잡는 TECH 전략｣ 2018. 8. 12. 일본농업신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發電) 2018. 6. 12. 농림수산성 등

AI를 활용한 목초 생산 생력화·자동화 기술 개발 축산·낙농 부분(연구 개발 계획) 2018. 6. 10. 농연기구(NARO)

농업정보연구센터 개설 2018. 9. 27. 농연기구(NARO)

미래투자회의 성장전략 방향성 2018. 10. 5. 일본경제재생본부

농업현장 IT 이용 및 활용 2018. 1. 30. 일본정책금융공고

자원·환경

일본 농림수산성 ‘2018 농약위해방지 운동’ 2018. 4. 25. 농림수산성

호우로 인한 벼농사 피해 리스크 평가방법 2018. 7. 5. 농연기구(NARO)

환경보전을 위한 농업 기술 도입실태 2018. 11. 20. 농림수산성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2018. 10. 23. 농림수산성

농림어업바이오연료법에 따른 생산제조연계 사업계획 2018. 11. 30. 농림수산성

식품

일본 농림수산성 식품산업전략 -식품산업 2020년대 비전- 2018. 4. 6. 농림수산성

일본 농림수산성 ‘식품 낭비 감소’ 2018. 2. 농림수산성

일본 농림수산성 ‘2018 식품안전성 조사·모니터링 계획’ 2018. 3. 30. 농림수산성

식료품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 추계 결과 2018. 6. 8. 농림수산성 등

일본 농림수산성 ｢2017년도 먹거리 교육 백서｣ 2018. 5. 29. 농림수산성

식품 유해 화학물질 함유 실태조사 결과 (2015~2016) 2018. 7. 27. 농림수산성



6

(계속)

분류 제목 발간(접근) 일자 기관명

식품
식품기업의 농업 진출 2018. 10. 23. 일본정책금융공고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채소 관련 의식조사 2018. 3. 14. 일본정책금융공고

통상
일본·EU 경제동반자협정(EPA) 주요 품목 합의 내용 2018. 7. 18. 일본농업신문

｢농림수산물·식품수출촉진 합동 팀｣ 향후 대응방안 2018. 9. 11. 농림수산성

<표 1-3> 2018년 미국 동향 자료 목록

분류 제목 발간(접근) 일자 기관명

농업·농촌

미국, 대농의 경지면적 비중 증가 2017. 12. 19. USDA ERS

미국 농업의 규모화 분석 2018. 3. USDA ERS

미국 농업분야 합병 경향 분석 2018. 3. 14. USDA ERS

미국 농가의 농업분야 경제적 이윤 분석 2018. 8. USDA ERS

농가의 재정 건전성 지표 분석 2018. 7. USDA ERS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 2018. 5. USDA ERS

미국의 가격손실보상 및 수입손실보상 제도 운영 결과 2018. 8. 6. USDA ERS

농지가격 상승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8. 2. 21. USDA ERS

농촌지역 멕시코인 근로자 감소로 대체노동력 확보 필요 2018. 11. USDA ERS

2018 미국 가족농 현황 분석 2018. 12. USDA ERS

2018 미국 농촌 개관 2018. 11. USDA ERS

미국 농촌지역 원격 의료 서비스 이용 주요 요인 분석 2018. 11. 5. USDA ERS

소규모 대출이 농촌 기업 성장에 기여 2018. 2. 5. USDA ERS

기술·혁신

배양육(In Vitro Meat)의 현재와 미래 2018. 4. 23. Agfundernews 등

배양육 관할권 조정 필요 2018. 8. 24. IEG Policy

혁신 정도와 업체 생존 기간과의 연관성 분석 2018. 10. 1. USDA ERS

자원·환경
수질개선과 비용감축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2017년 4분기

농업응용경제학회 

CHOICE

미국 바이오 경제 지표 2018. 3. 미국 농무부 

식품 2004~2013년 미국 식품 리콜의 경향분석 2018. 4. USDA ERS

통상
2019년 미국 농축산물 무역 전망 2018. 8. 29. USDA ERS

2019년 미국 농산물 무역액 2007년 이후 최저 수준 전망 2018. 12. 3. USDA ERS

농업법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발표한 농업법 초안 주요 내용 2018. 6. 8.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미국 하원의 농업법 초안 주요 내용 2018. 7. 16. 미국 하원

미국 상하원 농업법안의 주요 차이점 2018. 7. 25. IEG Policy

주: USDA ERS는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를 의미함. 



제2 장

EU 농업·농촌·식품 동향

1. 농업·농촌

□ 유럽연합 기본직불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자료출처]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Basic Payment Scheme for 

farmers-operationally on track, but limited impact on simplification, targeting and 

the convergence of aid levels (2018. 3.)”

○ 유럽연합은 201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기본직불제

(Basic Payment Scheme, BPS)를 도입하였음.

- (현황) 기본직불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18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

으며, 유럽연합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득보전 수단으로 연간 약 180억 

유로가 4백만 명의 농업인들에게 지급되고 있음.

※ 벨기에,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룩

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쿠갈,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 (시행 목적) 전신인 단일직불제(Single Payment Scheme, SPS)와 마찬가

지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위한 기본적 소득보전과 생산의 왜곡 없이 유

럽연합의 활력 있는(viable)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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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실태] 기본직불제의 도입은 회원국의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나 회원

국의 조정체계는 기본직불금 산정 오류의 위험 감소에 기여했음. 그 결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 행정체계의 

복잡성, 구체적 정책실행 수단 설계, 지원액 결정기준의 일관성의 측면에서

는 한계가 나타났음.

- 201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에서는 ‘단순화(simplification)’가 중요한 원칙

이었으나 기본직불제 관련 규칙들과 자격조건은 다양한 옵션들과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복잡한 산정방식으로 행정부담이 증가했으

며, 일부 회원국의 경우 과거 기준에 근거한 지급 방식으로 인해 과다 수

령문제(windfall profit)가 나타나기도 했음.

- 농업인의 삶의 질 보장 및 실행 가능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시행 목적이 

측정 가능한 수치로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도 존

재하지 않음.

- 비전업농을 직불금 수령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도입한 네거티브 리

스트(negative list)는 부분적으로는 효과적이었으나 선별을 위한 정책당

국의 행정 부담은 증가※했음.

※ 이에 유럽연합 의회는 2018년부터 회원국들이 농업인 자격 기준을 완화시키고 네

거티브 리스트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넓은 범위의 일반지침을 제공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국들은 일관된 방식으로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고, 위원회에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 예를 들어, 위원회 

자료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2015년 기본직불금 총액과 같은 자료가 

누락되어 있었음.

- 201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에서는 기본직불금의 면적(헥타르)당 지원액이 

동일한 고정단가방식(flat-rate)을 제시했으나 18개 회원국 중 6개 국가(독

일, 프랑스, 몰타,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만이 고정단가방식을 선택

했으며, 나머지 회원국들은 기본직불금액 단가를 2019년까지 전체 평균

의 60% 이상으로 설정하는 부분수렴방식(partial convergence)을 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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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직불액은 면적에 연동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대농들에게 유리하며,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보조금이 농지 소유자에게 귀착되는 효과가 발생

하였음.

○ [개선방안]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은 기본직불금을 개

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안하였음.

1) 적절한 실행수단을 확보하고, 회원국들은 직불금 시행 원칙의 미적용이

나 정보의 누락이 있는 경우 직불금 자격요건을 수정

2) 회원국 간의 기본직불금 관련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 정

보 전달 체계의 효과성을 검토·조사

3) 직불금 지원의 실행에 관한 핵심 정보의 전달을 회원국의 의무로 하는 

법 개정

4)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점검 및 기본직불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위원회

와 인증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5) 정책 목적과 기준을 정책수단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

6)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을 설계하기 전에 개별 농가의 소득순위 및 지원 

필요성을 분석※

※ 소득순위 및 지원 필요성 분석은 현재 국가별 재원 분배 상황, 농가별 농지 차이,

농업 생산비용 및 실행가능성,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농가의 효율성과 경쟁력 결

정 요인, 농업인이 제공하는 공공재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함.

□ 유럽연합의 직접지불금제도 개편안

※ [자료출처] IEG Policy, “CAP Reform comparison 2015~20 vs 2021~27: Direct 

Payments (2018. 6. 26.)”

○ 2018년 6월 1일 발표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안(2021~2027

CAP)과 현재 공동농업정책(2015~2020 CAP)을 비교해 보면 급진적인 변화

는 없었으나 각 회원국의 공동농업정책상 전략적 계획에 집중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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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책의 설계 및 집행방식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임.

-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서 직접지불금제도를 현재의 공동농업정책과 비

교·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정책 전달체계(Delivery mechanism)

- (2015~2020 CAP) 제1축 보조금 규정에 집중하면서 회원국들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였음. 제2축의 국가/지역 계획은 중앙의 ‘메뉴’에

서 선택하고 위원회가 승인하는 방식이었음.

- (2021~2027 CAP) 각 회원국들은 제1축과 제2축 요인들을 절충하면서 

공동농업정책의 전략적 계획(Strategic scheme)을 정하고 9개의 구체적 

목표를 다루었음. 회원국들은 자격 요건을 정하고 위원회는 전략적 계획

을 승인할 수 있음. 또한 회원국들은 공동의 지표를 이용하여 진행상황

을 위원회에 보고함

○ 단일직불제(Single Area Payment Scheme)

- (2015~2020 CAP) 새로운 13개 회원국 중 11개국에 적용된 단순화된 생

산비연계 직접지불금임. 모든 농가들은 국가 기준으로 계산된 동일한 면

적 단위의 자격조건을 지니며 단순화된 상호의무준수 규칙들이 적용됨.

- (2021~2027 CAP) 단일직불제에 관한 조항 없음.

○ 직불금 상한선

- (2015~2020 CAP) 15만 유로를 넘는 기본직불금에 대해 최소 5%의 세금을 

부과함. 농장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비용은 세금 적용 전 제외함. 단, 재분배 

직불 계획이 작동하는 경우 회원국들은 상한선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음.

- (2021~2027 CAP) 회원국들은 농가당 6만 유로 이상의 직접지불금에 대

해 상한선을 적용하기 시작해 10만 유로 이상은 지급할 수 없음. 노임비

용과 직·간접 노동 비용은 제외하여야 함. 상한선 부과를 통해 절약한 재

원은 재분배와 농촌개발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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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수렴(External convergence)

- (2015~2020 CAP) 면적(헥타르)당 평균 지불금이 유럽연합 평균의 90%

이하인 회원국들은 격차가 2014년과 2019년 사이의 1/3 수준까지 줄어

들도록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함. 반면 평균 이상의 분배금을 받는 회

원국들은 그들의 직불금을 하향 조정해야 함.

- (2021~2027 CAP) 유럽연합 평균의 90% 이하 수준의 지원을 받는 회원국

들은 2022년부터 시작해 점진적인 6단계 절차를 통해 격차를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함. 또한 모든 회원국들은 수렴을 위한 재원 조달에 기여해야 함.

○ 녹색화 조치

- (2015~2020 CAP) 농업인 보조금의 30%는 환경 및 기후변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특정 요구사항 준수 여부에 따라 부과할 수 있었음. 단, 유기농

산물 생산자들과 소규모 농가들은 녹색화 의무에서 면제함.

- (2021~2027 CAP) 녹색화 조치는 중단함. 몇 가지 원칙들은 조건성

(Conditionality) 개념으로 옮겨졌음. 다만 회원국들은 제1축 하에서 자발

적 농업 환경기후 계획(voluntary agri-environment-climate scheme)을 제

공해야 함.

○ 상호의무준수(Cross-compliance)

- (2015~2020 CAP) 상호준수의무는 1) 13가지 법적 관리 요건(SMR), 2)

우수 농업 및 환경 조건(GAEC)의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음.

- (2021~2027 CAP) 조건성(Conditionality) 개념으로 새롭게 교체했음. 농

업인들은 소득 지원을 위해 1) 16개의 기후 환경, 공공 동식물 보건, 동물 

복지 관련 법적관리요건들과  2) 10가지 우수 농업 및 환경 조건을 따라

야 함. 회원국들은 국가 혹은 지역 수준에서 우수 농업 및 환경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야 함. 태만으로 의무 준수하지 않은 농업인들은 지원

액의 3%를 벌금으로 지불함. 더 높은 수준의 페널티는 반복적 위반과 의

도적 비준수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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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생산 연계 지원

- (2015~2020 CAP) 연계지원은 담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1축의 최대 13%가 배분될 수 있으며 단백질 작물에 

대해 2% 추가 배분이 가능함.

- (2021~2027 CAP) 회원국의 선택권은 대부분 지속됨. 비식품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작물을 위한 생산연계 보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선택권이 주어짐.

○ 청년 농업인 직불 

- (2015-2020 CAP)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들은 기본직불에 더하여 25%

추가 금액을 5년간 수령함. 제1축 금액의 2%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추가

적 지불 대상 농지는 25~90헥타르 사이여야 함.

- (2021-2027 CAP) 회원국들은 전략적 계획의 일환으로 청년농들을 위해 

보충적 소득 지원을 할 수 있음. 회원국은 제1축 예산액의 최소 2%를 청

년 농업인 직불에 배분하여야 함. 제2축 영농정착지원금의 기준은 확정

되지 않았음. 그러나 청년농업인 지원 수단은 10만 유로까지 가능한 ‘설

치 수당(installation allowance)’을 포함하여 제2축에서도 존재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농업인 최소허용보조 상한선 인상 논의

※ [자료출처]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보도자료 “Commission proposes increase to national 

cap for agricultural state aid (2018. 3. 2.)”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농업인에 대한 최소허용보조액(de minimis)※의 상한

선 인상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국가 지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농업인 보조를 의미함.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회원국이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음.

- 협의 기간은 2018년 3월 1일~4월 16일이며 공무원, 공공기간, 시민, 민간 

업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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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허용보조를 통한 지원은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장을 왜곡하지 않

고, 위기 발생 시 취약한 농가에 대한 지원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함.

○ 최소허용보조액 개정안에 관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1) 개별 농장이 3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 인상(현재 15,000

유로에서 25,000 유로로 인상)

2) 회원국이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의 인상(현재 연간 농업 

생산액의 1.0%에서 1.5%로 인상)

3) 특정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액을 전체 보조액의 50%로 제한

4) 회원국의 위원회에 대한 최소허용보조액 보고를 의무화

□ 유럽연합의 청년농업인 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

※ [자료출처]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EU support to young farmers 

should be better targeted to foster effective generational renewal (2017. 7.)”

○ 유럽연합 27개국 내 농업인 수는 2005년 1,450만 명에서 2013년 1,070만 명

으로 급속히 감소하였음. 44세 이하 청년 농업인의 수 역시 같은 기간에 

330만 명에서 23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해 결과적으로 청년 농업인의 비중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농업사업체(agricultural holding)의 경쟁력 제고와 세대교체를 

목적으로 2007~2020년 간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해 96억 유로의 예산을 배

정했음. 신규창업 청년농 지원을 위한 회원국들의 공동조달액까지 포함하

면 총 183억 유로였음.

- 2007~2013년 20만 명의 청년농업인이 지원금을 수령한 바 있음. 2014~

2020년에는 청년농 지원의 70%는 신규창업 청년농 지원(제2축)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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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30%는 청년농업인 직불금(제1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새로운 변화 체계를 적용했으

며 청년지원은 제1축(Pillar 1)과 제2축(Pillar 2)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프랑스·스페인·폴란드·이탈리아의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출액 현황을 조사

해 본 결과, 유럽연합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은 개입 논리가 부실했고, 기

대했던 효과와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제1축-청년농업인 직불금] 청년농업인 직불금(Direct payments income sup-

port to young farmers)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다음과 같음.

- 청년농업인의 수요 평가를 기반으로 지불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경영이양을 통한 세대교체에 기여하지 못했음. 일부 회원국들은 제

1축의 직불금과 제2축의 신규창업 청년농 지원 간의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 수요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표준화된 형태인 연간 면적 단위로 

지급했고, 지급 규모와 시기가 불명확했음.

- 지급 결과에 대한 지표가 없었고, 농업사업체 소득 변동성 데이터가 수

집되지 않아 청년농업인 직불금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려웠음.

○ [제2축-신규창업 청년농 지원] 신규 창업 청년농 지원(Setting up of Young

farmers 혹은 Farm and business development)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았음.

- 부분적으로 1) 구체적이고(specific), 2) 측정가능하며(measurable), 3) 달

성가능하고(achievable), 4) 관련성 있고(relevant), 5) 시기적절(timed)한 

지원 목적(SMART objectives)을 갖추고 있었음. 세대교체 촉진이라는 

목적에도 기여했으며, 투자 수단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 과정이 존재함.

- 지원금 지급은 사업계획의 성취 수준에 따라 일괄금(lump-sum) 형식(일

부는 대출 이자 보조금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직접적으로 청년 농업

인의 수요(예: 토지, 자본, 지식에 대한 접근성)를 반영하고 있었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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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총액은 농업인의 필요에 따라 가변적이었고, 유기농업을 도입하거

나 물·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증가했음.

- 사업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계획을 실행하거나 조건불리지역에서 영농

하는 사업체에게는 더 많이 지원하였음. 그러나 사업계획 수준의 편차가 

커 당국자들은 특정 지역에서 선별 기준을 제도의 목적에 맞게 적용하지 

못했음※.

※ 최소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회원국은

예산을초기에다소진해버려나중에는농업인들이지원금을수령하지못하기도했음.

- 모니터링 지표가 적절히 설계되지 않아 신규창업 청년농 지원이 정착지

원과 세대교체, 사업체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는 어려웠음.

○ 유럽회계감사원은 유럽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에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안하였음.

1) 청년농업인의 수요 평가와 SMART 농정 목표 확립을 통해 개입 논리를 

강화할 것

2) 프로젝트 선별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을 정교하게 할 것

3) 회원국의 모범 사례를 적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고서의 평가 체계

를 개선할 것

□ SCO가 유럽연합의 농촌개발정책에 미친 영향

※ [자료출처]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New options for financ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Simpler but not focused on results (2018. 4. 26.)”

○ SCO(Simplified Cost Option)는 특정 농촌개발 정책을 위한 새로운 비용변

제 수단임. 2014년 이전 농촌개발 사업들은 모두 발생원가 기준으로 비용을 

변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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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원가 기준의 비용 변제에 대한 지원은 어렵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움.

따라서 유럽연합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음.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현재 SCO로 알려진 세 가지 새로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1) 단위 비용의 표준 척도(standard scales of unit cost): 정량화된 활동량에 

표준화된 단위 비용를 곱해 적격 비용(eligible cost)을 산출함. 주로 인

건비와 여비에 사용하며 특정 유형의 투자 프로젝트(예: 가축시설 등)에

도 적용할 수 있음.

2) 총액 지불(lump sums): 합의를 통해 미리 결정한 결과에 대해 정해진 

금액만큼 지원함. SCO 방식 중에서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음.

3) 고정 비율 자금조달(flat-rate financing): 다른 항목 비용의 일정 비율

(flat rate)만큼을 적격비용으로 결정함. 인건비와 간접비에 주로 사용됨.

예를 들어 간접비용을 인건비의 15%로 책정할 수 있음.

○ SCO가 효과적으로 농촌개발정책에 적용되었는지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행정 단순화) SCO 방식의 사용으로 농업인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줄어

들었고, 정책당국은 행정적 부담이 감소했음. 결과 기반(result-based) 방

식의 SCO는 청구서(invoices)에 집중하지 않았음.

- (경제성) SCO 방식은 적정 수준의 공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식에 근거

할 때만 농촌개발 사업비용을 관리할 수 있었음. 그리고 SCO를 감시하

는 인증기관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험 요인이 되고 있음.

○ 유럽연합의 농촌개발 지출 중에서 SCO 방식은 여전히 작은 비중만을 차지

하고 있었음. 농촌개발 사업들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 SCO 적용이 어

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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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실에 기반할 때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권고할 수 있음.

1) SCO 방법론의 개발을 위해 핵심적 원칙을 다루는 SCO지침을 개정해

야 함.

2) SCO 방법과 계산을 관리하는 책임주체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3) SCO 활성화를 위해 상용적인 SCO 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개념을 정의

해야 함.

4) 발생원가 기준 비용변제에서 결과 기반의 비용변제로 변경 가능성을 검

토해야 함.

□ 농민 기본소득제 시행의 필요성

※ [자료출처] 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회의(17th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

gress, 2017. 9. 25.~27.)에서 발표한 “Considering basic income through the lense 

of agriculture”

○ 농민 기본소득제(Agrarian Basic Income, ABI)는 모든 농업인에게 허용된 

권리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음. 1) 개인 단위(individual basis)로 지급, 2) 자

동적으로(automatically) 매달 수혜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 3) 무조건적

(unconditional)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사회보조와 중복하여

(cumulated) 지급할 수 있음.

- 보편적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는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키는 수단인 반면, 농민 기본소득제는 농업의 매력을 높이고 농촌

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수단임.

○ 기술발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시킴.

옥스퍼드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직업의 47%는 자동화 기

계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 그러나 농업 생산은 기후변화와 자연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위협 하에서 미래 농식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전보다 더 노동집약적(labor-intensive)이 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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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농업에서기술적용과정이배제될것을의미하지는않음. 최근 디지털화는 직거

래등을통해농업인들의부가가치를제고시키고있음.

- 농민들은 과거 기계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

채액이 크게 증가했음. 높은 부채비율은 유럽의 농업에서 가장 큰 구조

적 문제 중 하나임. 청년들은 농업의 높은 부채비율과 의존성·취약성으

로 인해 농업에 유입되는 것을 꺼리고 있음.

- 영세농은 가장 복원력 있고, 환경적으로 효율적이며, 중요한 일자리를 창

출하는 필수적 이해관계자임. 산업화와 녹색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농가

의 다수는 영세농이 차지하고 있음.

- 농민 기본소득제는 영세농 중심 농업 체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기존의 

생산주의적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

○ 또한 유럽연합의 농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1) 유럽연합에서 농민 평균소득액은 전체 인구 평균소득액의 50%대에 불

과하며 시장 압력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농민들은 생

산의 다변화도 쉽지 않음.

2) 농업 활동은 작업시간이 길고, 휴식일이 적으며, 기후변화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해 소득이 불안정함. 농사를 중단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

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3) 농업은 전체 유럽연합 면적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인 식량 생산의 기능 외에도 경관유지, 토양 탄소 저장, 바이오매스 생

산, 토양 및 생물다양성 보존, 수질 확보와 같은 중요한 비(非)시장 서비

스를 제공함.

4) 일반국민들은 농업 활동으로 생겨나는 환경오염에 농민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친환경적 농법을 시행하면 농가의 생산성 

및 소득은 상당히 감소함.

○ 농민 기본소득제는 농업인들에게 1) 생산 수준과 무관하게 소득 안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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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2) 협상력을 강화시켜 노동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3)

비시장 서비스 생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의를 지님. 또한 농민 기

본소득제는 4) 단순한 방식으로 사회적 연대감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제고함.

○ 유럽연합에서 2020년 이후를 위한 공동농업정책 개혁 논의가 시작되었으므

로 농민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한

편, 일관적이고 폭넓은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해서는 농민·학계·기타 이해관

계자들로 이루어진 실무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공동농업정책이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자료출처] OECD, “Innovatio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in Sweden 

(2018. 6. 11.)” 보고서 中 제5장 스웨덴의 농업정책(Agricultural Policy in Sweden) 

○ 스웨덴의 농업인들은 직접지불금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소

득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경우에 비해 혁신 인센티브와 생산성 

효과가 작았음. 직접지불금이 스웨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인데 유럽연합 28개국의 평균인 28%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생산비연계(decoupled) 지원은 농업의 비효율성을 교정함으로써 생산성

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으나 스웨덴 농업은 시장 불완전성(예: 신용 

제약)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 생산비연계 지원은 1) 농업인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 높은 투

자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며, 2) 담보가치 증가를 통해 신용제약에 있는 농업인들

의 자본 접근성을 제고해 투자와 산출물에 영향을 미침.

○ 한편 농가지원은 농가의 생산구조를 왜곡시켜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에 이

르게 하여 농가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는 비생산적인 지원추구적(support-seeking) 활동을 



20

할 수 있으며 왜곡된 투입재 사용(예: 보조금이 지급되는 투입재의 과도

한 사용)이 나타나기도 함.

- 또한 신기술 유입 혹은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가 감소하는 경

향이 있음.

- 마지막으로 직불금 지급은 농지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져 농업으로의 신

규 진입을 지연시킴.

○ 시장가격지지(예: 통관시 보호조치, 생산연계지원)의 경우 분배적 비효율성

이 매우 큼. 시장가격지지는 생산구조 왜곡 가능성이 크고 환경적으로도 가

장 해로운 지원형태임. 한편 스웨덴의 쇠고기 시장은 자발적인 생산연계지

원을 받고 있음.

- 시장가격지지는 한계농지에서의 생산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법의 채택을 유도하여 구조조정의 지연 및 혁신 유인 감소를 가져옴.

○ 공동농업정책의 녹색화(Greening) 조치는 스웨덴의 생태·지리적 다양성을 

고려할 때 환경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임.

- 재배작물 다각화(Crop diversification)와 영구초지의 유지(Maintenance of

permanent grassland)를 통한 환경적 이득은 아주 적을 것임.

- 생태초점구역(Ecological Focus Area)※ 관리를 통한 환경적 이득을 기대

할 수 있으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수단 및 용어의 개정

이 필요함.

※ 15ha를 초과하는 경작지를 보유한 농민들은 최소한 자신의 토지의 5%를 ‘생태초점

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장 내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관

리해야 함.

○ 한편 상호의무준수(cross-compliance) 규정 역시 스웨덴이 1995년 유럽연합

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법률상 존재했기 때문에 스웨덴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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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스웨덴은 생태계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에 해당하는 지불

액이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큰 편이라는 점에서 선진적 농업환경 프로그램

을 갖추고 있다 평가할 수 있음.

- 앞으로도 스웨덴은 1)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농식품 생산, 2) 생태적·경

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임.

□ 2018년 OECD 농정평가보고서 주요 내용

※ [자료출처] OECD,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8. 6. 27.)”의  제

10장(European Union)과 제15장(Korea) 내용과 IEG Policy의 “Dominance of direct 

payments will hinder shift to results-based CAP (2018. 6. 27.)”

<농업지원 수준>

○ 유럽연합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 지원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

생산非연계 지원은 증가 추세이며 정책 개입으로 인한 가격 왜곡은 현저히 

줄어들었음. 동시에 환경의무준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생산자지원의 50%는 환경의무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적 

8%는 의무조건을 초과하여 준수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환경

계획(voluntary environmental scheme)으로 사용함.

○ 생산非연계지지는 농가지원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음. 2017년 생산연계지

원은 감소하였는데 세계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 감소에서 기인한 것이며 정책의 구조가 바뀐 것은 아님.

○ 농가수취액 중 생산자지지추정치※ 비율(%PSE)은 2010년 이래로 20% 수준

에 머물러 있음.

※ 농업 보조 정책으로 소비자와 세입자로부터 농업 생산자에게로 이전된 금액을 나

타내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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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E 변화 추이: 39.2%(1986~1988년) → 33.8%(1995~1997년) → 19.3%

(2015~2017년).

○ 총농업보조※(Total Support Estimate, TSE) 중에서 88%는 생산자지지(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에, 나머지 12%는 일반서비스지원(General Services

Support Estimate, GSSE)에 사용하고 있음.

※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PSE와 농산물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금액을 측정하는 CSE

(Consumer Support Estimate), 그리고 농업에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로 이전되는 금

액을 측정하는 GSSE를 합친 금액임.

- 한편, 일반서비스지원 중에서는 지식 및 인프라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유럽연합 농정에 대한 평가 및 권고사항>

○ 생산非연계지원 비중이 증가하면서 생산자들은 시장신호(market signal)에 

반응하는 생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음. 그러나 생산자수취가격은 여전히 세

계시장가격과 무관하게 형성되었으며 시장왜곡의 정도가 큰 지원형태(예:

시장가격지지)가 여전히 생산자지원추정액의 25% 정도를 차지했음.

○ 2017년 생산연계지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 생산을 장려하는 예산 

지원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 특정 품목 생산과 연계한 지원은 농가의 생

산 작물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음.

○ 양자협정 및 관세 감소로 농산물 시장 접근성은 일부분 개선되었음. 그러나 

일부 수입제한조치들(수출입 허가제, 관세율 쿼터, 특별세이프가드 등)은 

지속하고 있음.

○ 2014~2020 공동농업정책에서 시행했던 소농 직불 등은 재분배 효과가 있었

으나 전체 농가의 구조 조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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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제 중심 농정은 환경의 관점에서 결과기반(result-based) 농정의 달성

을 방해할 수 있으며 위험관리수단을 구축시킬 우려도 있음.

○ 유럽연합은 환경의무준수 및 자발적 환경조치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등 기

후 변화로 인한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 2014~2020 공동농업정책은 부분적으로 생산 및 무역 왜곡 지원의 감소 추

세에 역행했음.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생산연계지원 실행에 더 높은 

유연성을 사용해 왔음.

- 시장 분배 수단들을 통해 장기적 경쟁성과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고 단기

적 소득 변동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유럽연합의 농업인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levelled playing field)을 제

공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

<참고: OECD의 한국 농정에 대한 평가 및 권고사항>

○ 이번 2018 OECD 농정평가보고서에서 한국 농정에 대한 평가 및 권고사항

은 다음과 같았음.

○ [쌀] 쌀 정책 개혁이 최우선순위임. 쌀 수급균형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체제로 나아가는데 첫걸음이며 통관보호조치의 점진적 축소와 같이 생산 

및 무역 왜곡 조치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 [농지구조] 영세한 농지 소유 구조는 농가 규모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농

가 규모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지 상속 및 규제 조항을 개정해야 함.

○ [푸드체인] 시장기능 개선에 기여하는 푸드체인의 추적가능성(traceability)

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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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환경성과를 개선하고 시장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호의무준수

의 강화와 생산비연계 직불금이 요구됨. 또한 정부는 환경서비스 제공이나 

홍수방지 및 생물다양성과 같은 공익적 가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지

불금을 장려해야 함.

○ [환경] 환경 정책에서는 오염자부담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함. 또한 양분 관

리를 위한 다각적 접근(규제, 신기술개발 투자 인센티브, 이해관계자들 간 역

량 함량 및 파트너십 구축)를 통해 양분수지 과다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

○ [온실가스] 축산농가의 집적화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어졌음. 주요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과 로드맵을 만

들어 나가야 함.

○ [보험] 보험 보조금 확대를 위해서 먼저 현재 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는 작

업을 선행해야 함.

○ [농가소득정책] 농가의 저소득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뿐 아니라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적인 접근(comprehensive policy approach)

이 더 효율적이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리함. 나아가 농가 스스로 소득 상황

을 신고하도록 유도한다면 정부의 농가소득 정책이 보다 정교해질 수 있음.

○ [혁신] 농업혁신시스템(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의 기능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정책목표] 개별 사업들 간의 정책 목표가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일관성 향

상을 위해 기존 농정 사업들을 점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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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농업법안(Agriculture Bill)의 주요 내용

※ [자료출처]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보도자료 “Landmark Agriculture Bill to deliver 

a Green Brexit (2018. 9. 12.)”

○ 영국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추구하는 새로운 농

업법안(The Agriculture Bill)을 의회에 소개하였음. 새로운 농업법안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농업인과 토지 관리자들의 “공적 재화(public goods)※”제공

에 대한 보상 방법을 설정하였음.

※ 공적재화에는개선된공기·수질·토양, 높은동물복지, 공공서비스의농촌접근성, 홍수방

지수단과같은것이포함됨.

○ 기존 직접지불제는 환경농지관리체제(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system)

로 새롭게 대체될 예정임. 현재의 직접지불제는 비효율적이며 면적 기준으

로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어 대농에게 지원액이 편중※돼 있으며 공적 이익

과 관련이 없음.

※ 현재 직불금 수령자의 상위 10%가 전체 직불금액의 50%를 수령하고 있는 반면,

하위 20%는 전체 금액의 2%만을 수령하고 있음.

- 정부는 새로운 환경농지관리체제의 설계·개발·실험을 위해 농업인들과 

협력해 나갈 예정임. 새로운 체제 하에서 환경적 이득을 제공하는 농업

인과 농지 관리자들은 가장 큰 보상을 받을 것임.

○ 공청회 기간 직불금액 감소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있었음. 따라서 전환기

(transition period)※에는 모든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감소할 것임. 특

히 기존 수령액이 많았던 농업인은 직불금 수령액 감소분이 더 클 것임.

※ 전환기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직불제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임.

- 단, 2019년 직불금은 가능한 경우 단순화(simplification)를 조건으로 현

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며 2020년 역시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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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인력의 농업 진입과 농업인에 대한 유연성 제공을 위해 직불금 수령 

요건에 농지 경영 조건을 제외(delinked)시킬 것임. 농업인들은 직불금액을 

사업 투자, 활동 다양화, 경영 이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한편 새로운 농업법은 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 수단을 제시하

고 있음.

- 예를 들어 토양 건강과 지속가능한 축산에 관한 것이라면 농업인들 스스

로 원하는 연구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함.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수익성 

제고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감소에 실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임. 또

한 정부는 전환기에 농업인들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신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농업법은 산지단계에서 농업인의 협상력 제고와 공정한 수익 분배을 위해 

정부가 공급체인(supply chain) 상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예: 데이터 

수집 등)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음.

○ 농업법 도입은 전환기가 시작되는 2021년에 모든 필요한 수단이 마련될 것

을 의미하며 새로운 농정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가져올 것임.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장관 마이클 고브(Michael Gove)는 “새로운 농업

법안의 도입은 농업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역사적인 순간이며, 기존의 

유럽연합의 규정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브렉시트(green Brexit)를 이행

할 수 있는 기회”이며 “환경을 보호하는 농업인에 대해 보상하고 미래 

세대에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의 농촌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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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농업 관련 주요 통계

※ [자료출처]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CAP Context 

indicators for 2014-2020 (접근일자: 2018. 2. 5.)”

○ [2016년 EU 유기농업 경지면적] 2010년에 비해 30% 증가한 1,200만 ha에 

달하면서 전체 농경지에서 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유기농업 경지면적의 합은 EU 전체 유

기농업 경지면적의 절반 이상(54.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기농업 경지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영국은 유

럽 국가들 중 유일하게 유기농업 경지면적이 감소하였음.

<그림 2-1> EU-15 국가별 유기농업 경지면적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업 경지면적 비중(2016년)> <연평균 증가율(2010~2016년, %)>

자료: Eurostat.

○ [농업관련산업 취업자] EU 28개국의 2016년 농업 부문 취업자는 890만 명

으로 전년 대비 약 30만 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

는 농업부문 취업자의 비중 역시 3.9%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하였음. 반

면 2011~2016년 동안 임업, 식품제조업, 관광업 종사자 수의 연평균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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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1.6%, 1.0%, 2.3%로 증가 추세를 보였음.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부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루마니아, 그

리스, 폴란드에서 각각 22.5%, 11.9%, 10%로 높게 나타났음.

○ [2016년 농업소득] 2016년의 전체 농업소득은 1,447천억 유로로 2013년에 

비해 6% 낮게 나타남. 그러나 연간노동단위(Annual Working Unit, AWU)

당 농업소득은 금융 위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또한 

국가별로 편차가 상당히 컸음.

- 노동단위당 농업소득의 증가는 최근의 농업 인력 감소와 관련 있는 것으

로 보임.

- 네덜란드의 경우 연간노동단위 농업소득액이 EU 평균보다 3배 정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2> EU-28 국가별 실질농업소득(2016년)

자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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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통계청, 2016년 농가구조조사 잠정결과 발표

※ [자료출처]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Farm structure survey 2016: 

Of the 10.3 million farms in the EU, two thirds are less than 5ha in size (2018. 6. 28.)”

○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은 2016년 농가구조조사(Farm Structure Survey 2016)

잠정결과를 발표했음. 본 조사결과는 유럽연합 농가에 대한 최신 정보로 농

가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유럽연합 농가가 생산에 사용하는 경지면적은 1억 7,100만 ha로 전체 국토

면적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음.

○ [규모별 농가 수 및 경지면적] 전체 농가의 수는 1,030만 호였으며 이 중 

65.4%가 경지면적이 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였음. 반면 경지면적이 50ha

이상인 대규모 농가의 수는 전체 농가 수의 7%에 불과했으나 이들은 전체 

경지면적 중에서 약 68%를 차지하고 있었음.

- 농가의 경지면적 평균값(average)은 16.6ha였으나 중앙값(median)은 5ha

미만으로 농가 수 및 경지면적은 비대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음.

<그림 2-3> 2016년 유럽연합의 규모별 농가 수 및 경지면적 분포(%)

자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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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농업생산액] 1,030만 농가 중에서 농업생산액이 2,000유로 미만인 농

가는 400만 호 정도였으나 이들이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했음. 반면 농업생산액이 25만 유로 이상인 29만 6천 농가가 전

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인 55%이었음. 농업생산액 

역시 비대칭적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가별 농업생산액 및 농가 수의 비중과 구성] 유럽연합 농업생산액의 국가별 

비중은 프랑스(17%), 독일(13%), 이탈리아(12%, 2013년 수치), 스페인(11%)

순으로 크게 나타났음. 국가별 농가 수 비중은 루마니아가 33%로 가장 크고 

다음은 폴란드(14%), 이탈리아(10%, 2013년 수치), 스페인(9%) 순이었음.

- 회원국 중에서 농가 비중이 가장 높은 루마니아※의 농업생산액 비중은 

3.4%에 불과했음.

※ 루마니아 농가의 92%는 경지면적 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였으며 0.5%에 불과한

대규모 농가가 전체 경지면적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하고 있었음.

- 전체 농가 중에서 대규모 농가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2%),

프랑스(41%), 영국(39%), 덴마크(35%) 등이었음.

<그림 2-4> 유럽연합 국가별 농업생산액 및 농가 수 비중(%)

주: 이탈리아는 2016년 자료 누락으로 2013년 수치를 사용하여 작성하였음.  

자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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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가 및 고령농가 비중] 청년농가(경영주 연령이 40세 이하)의 비중은 

약 11%에 불과한 반면 고령농가(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의 비중은 약 

32%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었음.

- 청년농가 비중이 낮은 국가는 키프로스(3.3%), 포르투갈(4.2%), 영국

(5.3%)이었음. 반면 오스트리아(22.2%), 폴란드(20.3%), 슬로바키아

(19.0%)는 청년농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청년농가는 고령농가보다 면적, 가축 수, 생산액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

는 경향이 있었음.

○ [여성 경영주 비중] 전체 농가들 중 여성이 경영주인 농가의 비중은 30%

정도(청년이고 여성인 경영주 비중은 23%)로 남성 경영주에 비해 낮은 비

중이었음.

<표 2-1> 한국과 유럽연합의 경지면적과 농가 비중 비교

한국(2015년) 유럽연합(2016년)

총 경지면적 131만 ha 1억 7,100만 ha

농가 수 108만 호 1,030만 호

규모별 농가 비중

0~4.9 ha 96.6% 65.4%

5~9.9 ha 2.5% 12.2%

>10 ha 0.8% 22.4%

경영주 연령별 농가 비중
경영주 연령 40세 미만 1.3% 10.9%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53.5% 31.7%

여성 경영주 농가 비중 17.8% 29.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Eurostat.

□ 2015년 유럽연합 농가경제 개관

※ [자료출처]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농업총국에서 발표한 보고서 “EU farm economics over-

view based on 2015 FADN data(2018. 10.)”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Farm Accountancy Data Network(FADN)의 가장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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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데이터인 2015년 유럽연합 농업경영체의 경제 상황을 개관하는 보고서

를 발표하였음. FADN 설문조사 대상은 유럽연합 농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농가들을 포함함.

○ 2009년 농가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이후 2012년까지 회복 추세가 계

속되었음. 2013년 농가소득은 2010년 대비 5.8% 감소했으나 2014년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까지 지속되었음. 특히 2015년 소득 증가는 

농업 생산액 증가에서 기인하며 작물 생산액 증가가 축산 생산액 감소를 상

쇄시켰음.

- 원예·와인·다년생 식물 특화 농가는 전년 대비 생산이 10% 이상 증가했

으며, 노지 작물 생산은 3% 증가했음.

- 낙농가·돼지농가·가금류 농가는 전년 대비 생산이 2~8% 감소했음.

- 회원국별로 농업 생산이 다르게 나타났고, 농가소득 역시 지역과 농가 

유형에 따라 편차를 보였음.

○ 2015년 유럽연합 농가의 총 투입 비용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음.

- 중간재 소비는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감가상각은 전년 대비 2.4% 증

가했음.

- 동물 사료는 총 중간투입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

- 농산물가격지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속으로 상승했으나 2014년

에는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2015년 역시 감소하였음.

○ 2015년 노동단위당 평균 농가소득 증가율은 원예농가가 12%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은 다년생 식물 특화 농가(10%)였음. 한편, 젖소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낙농가의 평균 농가소득 감소율은 17%로 가장 크게 나타났음.

○ EU-15국(2004년 이전 유럽연합 가입국)과 EU-N13국(2004년 이후 유럽연

합 가입국)과의 평균 농가소득의 격차는 2011년에는 줄어들었으나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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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다시 증가하여 2015년에 EU-15국 평균 농가소득은 EU-N13에 비해 

4배 이상 높았음.

○ 농가 총수입액(=농업생산액+보조금-세금) 중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

은 2015년 10.3%였으며 전년 대비 1% 포인트 낮아졌음. 이는 유럽연합 농

업생산액이 전년 대비 2% 증가한 것에서 기인함.

○ 평균적으로 무급 노동력인 농업 경영주와 그들의 친척이 전체 노동시간의 

76%를 차지하고 있었음.

- 슬로베니아(95%), 아일랜드(94%), 오스트리아(93%), 루마니아(90%)의 

경우 무급 노동력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났음.

- 반면, 슬로바키아(6%), 체코(25%), 헝가리(40%), 에스토니아(43%), 덴마

크(48%) 등은 가족 노동력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슬로바키아

와 체코의 경우 대규모 상업농의 존재로 가족 노동력의 비중이 낮았음.

□ 유럽연합 통계청, 2017년 농업생산액 등 주요 통계치 발표

※ [자료출처]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Total agricultural output in 

the EU up by 6.2% in 2017 compared with 2016 (2018. 11. 16.)”

○ 2017년 유럽연합의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4,326억 유로로 

나타났음. 2017년 농업생산액의 56%(2,441억 유로)는 중간재 소비에 사용

되었으며 나머지 총부가가치액※은 44%(1,885억 유로)의 비중을 차지했음.

※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는 농업생산액에서 중간재소비액(투입 비용)을 제한

값임.

- 2017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6.2%)하고 중간재 소비

액은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1.8%)하여 총부가가치액 증가가 매우 가파

르게 나타났음(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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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중간재 소비액(투입 비용) 중 에너지 및 윤활유는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나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4.9% 감소하였음.

<그림 2-5> 유럽연합의 농업생산액, 중간재 소비액, 총부가가치액(십억 유로)

○ 2017년 농업생산액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음.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는 에스토니아(18.2%)이며 다음으로 아일랜드(13.6%),

루마니아(13.2%), 영국(12.6%), 폴란드(11.1%) 순이었음. 반면, 슬로베니아

와 몰타는 농업생산액이 각각 4.7%, 3.1% 감소했으며 크로아티아와 슬로바

키아에서는 변화가 없었음.

- 농업생산액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전년 대비 8.6%, 스페인은 

4.5%, 프랑스는 3.2%, 이탈리아는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7년 농업생산액의 증가는 축산업 생산액 증가(전년 대비 10.3% 증가)에

서 기인하는 부분이 큼. 축산업 생산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축산물의 가격 

상승에 있으며 특히, 우유·계란·돼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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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했음. 한편 밀 생산액은 전

년 대비 10.2% 증가했고 공예작물은 7.7% 증가했음.

※ 재배업의 수량과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1.7%,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 유럽연합 회원국별 농업총생산액과 구성요소 변화율(2017년)

국가
2017년 농업생산액

(백만 유로)

변화율(2016년 대비)

농업생산액(%) 재배업(%) 축산업(%) 농업서비스(%) 부차적 활동(%)

유럽연합 432,602.2 6.2 3.6 10.3 2.3 2.9

프랑스 72,642.4 3.2 1.9 5.4 1.0 4.5

독일 56,248.8 8.6 2.8 15.3 5.7 4.0

이탈리아 55,097.6 2.2 -0.7 7.2 1.6 4.9

스페인 50,613.5 4.5 2.3 8.6 0.5 2.3

영국 31,829.1 12.6 14.1 13.3 2.1 4.8

네덜란드 28,949.4 6.3 2.8 11.4 4.3 4.2

폴란드 24,938.3 11.1 6.6 15.6 4.3 21.4

루마니아 17,480.4 13.2 17.9 8.8 5.1 -7.2

그리스 11,272.4 5.0 8.8 -2.2 -4.9 -4.6

덴마크 11,126.5 10.7 12.3 11.1 3.9 -4.6

아일랜드 8,443.7 13.6 1.9 18.2 4.1 -

벨기에 8,385.0 5.1 -0.5 10.0 -12.3 1.0

헝가리 8,331.3 0.3 -3.7 8.4 1.9 -15.3

포르투갈 7,450.7 7.0 9.0 4.5 2.2 4.4

오스트리아 7,301.5 5.8 0.8 12.5 -9.3 1.0

스웨덴 6,575.8 9.9 11.4 8.9 4.6 11.9

체코 4,937.0 0.4 -7.1 13.0 1.0 3.7

핀란드 4,301.7 0.2 -0.9 -0.2 4.2 4.2

불가리아 4,213.1 5.2 6.3 2.2 5.8 4.5

리투아니아 3,141.6 10.8 7.3 17.9 -2.5 12.0

슬로바키아 2,390.2 0.0 -6.7 9.3 10.5 4.4

크로아티아 2,183.5 0.0 -3.0 5.2 -2.4 2.0

라트비아 1,422.5 8.1 4.5 18.3 -34.0 5.9

슬로베니아 1,161.3 -4.7 -13.8 6.7 1.6 -

에스토니아 885.9 18.2 16.1 25.6 -7.1 -3.0

키프로스 727.6 8.8 8.7 9.3 2.9 5.3

룩셈부르크 429.0 5.6 -8.4 17.3 -3.8 6.3

몰타 122.5 -3.1 -5.6 -1.7 - 2.1

주: 결측치가 있는 경우 “-”로 표기하였음.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https://ec.europa.eu/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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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농업·농촌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자료출처]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여론결과 분석자료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AP(2018. 2.)”

○ [조사개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시민들을 대

상으로 농업·농촌 및 공동농업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기간 및 위탁기관) 2017년 12월 2일~11일 동안 TNS Opinion &

Social Network라는 조사전문기관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설문대상) 다양한 사회·인구 계층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시민 28,031명

이었음.

- (설문방식) 직접 방문을 통한 면대면(face-to-face) 방식으로 응답자의 모

국어를 사용하였음.

○ [주요결과] 설문조사표는 크게 1) 농업·농촌, 2)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3) 농업인 재정지원, 4) 농식품 구매결정 및 품질

보증, 5) 국제 농산물 무역에 대한 태도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설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농업·농촌

○ [1. 농업·농촌의 중요성] 응답자 중 90% 이상이 농업·농촌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2015년에 비해 2%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나 여

전히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

○ [2. 10년 전과 현재의 농촌상황 비교] 전체 응답자 중 64%가 지난 10년 간 

‘광대역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응답해 악화되었다

고 응답한 비중보다 더 크게 나타났음. ‘사회, 보건 및 문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사회적 포용’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중과 악화되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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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중이 비슷했음. 반면 ‘환경 및 경관’, ‘경제 성장과 일자리’의 경우 개

선 평가 비중보다 악화 평가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음.

○ [3.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 응답자의 55%가 ‘높은 품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농업인의 가장 큰 사회적 책무로 꼽았음. 다음은 ‘동물복

지’(28%),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25%), ‘다양한 품질의 농산물 제

공’(22%) 순이었음.

○ [4. 주요 영역별 정책담당-유럽연합 vs 국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책 결정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국가 차원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의견보다 더 많았던 항목은 ‘높은 품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

‘식량안보’, ‘농업인의 삶의 기준 확보’였지만 ‘소비자가격의 적정 수준 유

지’는 정책 결정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율과 유럽연합 차원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음.

○ [5. 농업·농촌 정책의 주요 목적] ‘높은 품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

장’이 농업·농촌 정책의 주요 목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2%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50%), ‘소비자가격의 적

정 수준 유지’(49%), ‘농업인의 삶의 기준 확보’(48%) 순이었음.

나. 공동농업정책

○ [공동농업정책의 우선순위 및 수혜대상] 전체 응답자의 88%가 공동농업정

책의 우선순위 중 ‘푸드체인 상에서 농업인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답

변하였음. ‘농식품을 지원하는 연구 및 혁신 개발’, ‘청년들의 농업 진입 증

가’를 중요하다고 평가한 비중 역시 모두 84%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또한 

전체 응답자의 61%가 공동농업정책이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연합 

시민들에 혜택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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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인 재정지원

○ [1. 농업인 재정지원 적정 수준] 현재 농업인에 대한 EU의 재정지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답변한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45%였으며, 10년 이내에 더욱 증

가해야 한다고 답한 의견은 26%였음.

○ [2. 높은 공동농업정책 예산 비중의 정당화 근거] 응답자들은 전체 EU 예산

에서 공동농업정책의 높은 비중(약 40%)의 정당화 이유로 ‘지속가능한 농

업’(30%), ‘식량 안보’(28%), ‘높은 인적·재정적 투자가 요구되는 농업의 특

성’(28%)을 들었음.

○ [3. 미래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전체 응답자의 44%가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증가를 원한다고 답변해 감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12%)보

다 크게 높았음.

○ [4. 상호준수의무에 관한 의견] 응답자의 대다수(90%)가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응답했음. 환경 기준 혹은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응답자의 대다수(둘 다 88%)가 

보조금 삭감에 동의했음.

라. 농식품 구매결정 및 품질보증

○ [1. 농식품 구매요인] 전체 응답자의 77%가 ‘지역전통의 준수 및 노하우’를 

농식품 구매의 중요 요인이라고 응답하였음. 품질인증 및 원산지표시 역시 

소비자의 식품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2. 품질인증로고 인지도] 품질인증로고 중에서는 공정무역 로고(37%), 유

기농식품 로고(27%), 원산지보호 로고(18%), 지리적 보호 지침 로고(18%) 순

으로 인지도가 높았음. 또한, 해당 로고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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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로고의 유무가 식품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3. 유기농식품에 대한 태도] 전체 응답자의 90%는 유기농식품이 다른 식품

보다 비싸다는 것에 동의했고, 응답자의 79%는 유기농식품이 다른 식품에 

비해 화학비료가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응답하였음. 한편, 70% 넘는 비율

의 응답자가 유기농식품이 다른 식품보다 나은 품질과 안전성을 갖고 있다

는 것에 동의하였음.

○ [4. 농식품 연구 및 혁신에서의 우선순위] 농식품 연구 및 혁신의 우선순위

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한 식품의 공급 확보’(41%), ‘농촌 지역의 지속가

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31%), ‘동식물을 질병과 해충의 해악으로부

터 지속적으로 보호’(29%) 순으로 나타났음.

마. 국제 농산물 무역에 대한 태도

○ [1. 농산물 수입 장벽에 대한 태도] 전체 응답자의 87%는 EU의 안전 및 품

질 조항의 완전한 준수가 있을 때만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에 동의했

음. 또한 전체 응답자의 52%는 EU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전체 응답자의 39%는 원

산지와 무관하게 농산물 수입 장벽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응답하였음.

○ [2. 무역협정에 대한 태도] 전체 응답자의 64%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정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59%

는 무역 협정이 유럽 연합의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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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혁신

□ 와게닝겐 대학, 목재의 불법 채취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 [자료출처] 와게닝겐 대학연구소 보도자료 “Genetic properties help identify illegally 

traded tropical hardwood (2018. 3. 1.)”

○ 열대 활엽수의 3~90%는 불법으로 채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위조 

가능성 때문에 실제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 와게닝겐 대학 연구소는 신기술을 통해 아프리카 목재 Tali의 원산지를 정

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음. 연구소가 개발한 방법을 사용하면 불과 

14km 떨어진 목재 간에도 원산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했음.

- 목재 채취가 허용된 구역과 불법인 구역이 서로 근접한 경우가 많기 때

문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신기술을 법적인 증거로 채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샘플들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성 데이터로 농업인의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 채택

※ [자료출처] IEG Policy의 “Commission deploys satellite data to assess compliance with 

CAP rules (2018. 5. 25.)”

○ 유럽집행위원회는 농업인의 의무준수 점검에 사용하는 현대기술의 범위를 

지정하는 규정(효력발생일: 5월 22일)을 채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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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이 공동농업정책 상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점검하기 위해 코페

르니쿠스 위성 및 지구 관측 위성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음.

- 위성 기술의 적용은 현지 방문 조사의 횟수를 줄여 농업인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지오태깅(Geotagging)※ 사진, 드론 정보, 농업인이 제출한 서류(예: 종자 

상표) 등이 새로운 증거 형태가 될 수 있음.

※ 사진이나동영상등디지털매체내에최신지리적정보를삽입시키는것을의미함.

- 새로운 모니터링 접근방식 하에서 자동화 관리기술의 발전은 농업인의 

서류 작성 시간과 조사 당국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코페르니쿠스 위성(레이더, 고해상도 카메라)으로부터 광범위한 정보를 최

대한 이용할 것임.

- 위성의 빠른 주기(코페르니쿠스 위성은 적어도 2~4일 사이에 유럽으로 

되돌아옴.)와 고해상도 데이터를 통해 농업인의 행위와 작물 상태(작물

의 종류와 성장과정 및 수확시기)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음.

- 코페르니쿠스 위성으로부터 외삽된(extrapolated) 데이터는 다른 위성으로

부터의 정보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며 지오태깅 사진을 보완할 수 있음. 또

한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관측 농경지의 피복 상태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성 데이터를 토

지구획식별시스템(Land Parcel Identification System)에 존재하는 정보 

및 개인 청약서와 비교할 수 있음.

-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의 요구가 정확한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인 증거(농업인 제출 서류, 드론 데이터 등)를 사용하고 그래도 불

확실하다면 현지 조사를 수행함.

○ 새로운 모니터링 접근방식을 적용할지 여부는 회원국의 재량이며 회원국은 

직불금 지급과 같은 특정 보조 계획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유연성이 

있음. 또한 회원국 혹은 지자체의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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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음.

□ 식품안전청, 곤충식품 승인 절차 진행 중

※ [자료출처] IEG Policy의 “First insects set for novel food approval in second half of 

2019 (2018. 9. 4.)”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https://ec.europa.eu/food/safe-

ty/novel_food_en)

○ 유럽연합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유럽연합집

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6개의 노

블푸드(novel food)※ 승인 요청 신청서(application)를 확인했음. 신청서들은 

승인에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 식품안전청은 현재 위험 평가(risk

assessment)를 진행하고 있음. 식품안전청이 공식적으로 위험 평가 의견을 

발표하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7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 내려야 함.

※ 노블푸드는 신기술을 이용한 생산 과정을 거쳐 조리된 혁신적 음식을 의미함. 1997

년 5월 15일에 처음으로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음. 노블푸드가 되

기 위해서는 1) 안전 식품일 것, 2)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라벨이 붙

어 있을 것, 3) 기존 식품을 대체하는 경우 영양적으로 불리한 점이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식품안정청이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곤충식품의 노블푸드 신청서 내

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1) Acheta domesticus(집 귀뚜라미): 벨기에 곤충산업연합(Belgian Insect

Industry Federation: BiiF)이 개발한 것으로 식용을 위한 귀뚜라미와 식

재료용 귀뚜라미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2) Alphitobius diaperinus larvae(외미거저리 유충): 네덜란드 Proti-Farm

Holding NV가 개발한 것으로 lesser mealworm larvae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음.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자연적이고 지속가능한 

필수성분의 원료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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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ichuris suis(돼지 편충)의 배양된 알: 독일 Enteron Science가 개발하

였으며 주로 식품 보충제로 사용됨.

4) Gryllodes sigillatus(희시무르 귀뚜라미※): 프랑스의 Micronutris가 개발

한 것으로 새로운 노블푸드 규정이 적용되기 전 합법적으로 시장에 유

통된 적 있음.

※ 귀뚜라미는 고단백질·고지방 식품이며 인류의 대체 영양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

5) Locusta migratoria(풀무치): 벨기에 곤충산업연합(Belgian Insect Industry

Federation: BiiF)이 개발한 것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성인에게 식용

으로 판매가 가능함.※

※ 풀무치는 필수 영양소인 리놀레산과 비타민 B1, B2, B3, B12와 필수 아미노산을 포

함한 다량의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다른 영양소 결핍을 일으키지 않음.

6) Tenebrio molitor(갈색거저리): 프랑스의 Micronutris가 개발한 것으로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 높아 인류의 기존 먹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미

래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음.

○ 접수된 6건의 신청서 중 3건 (△ Alphitobius diaperinus larvae, △ Gryllodes

sigillatus, △ Tenebrio molitor)의 신청서에는 연구 데이터 보호(data pro-

tection)에 관한 요청을 포함하고 있음. 요청이 승인되면 허가는 5년 동안 해

당 기업에만 적용됨.

- 다만 해당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보호하는 것이며 타 기업이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같은 노블푸드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 제3국에서 곤충식품이 25년 이상 건강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소비된 경우 

허가를 위한 요구 사항이 훨씬 적은 단순화된 절차(simplified procedure)를 

따를 수 있음. 그러나 유럽연합식품안전청과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완

전한 위험 평가(full risk assessment)를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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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서비스의 디지털 사회 혁신

※ [자료출처]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ENRD)에서 발간한 “Digital and social innovation in rural services (2018. 6.)”

○ 사기업과 공적 서비스 공급업체의 집권화가 진행될수록 농촌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악화됨. 여기에 대응하고자 유럽은 농촌 지역 혁신을 위해 1)

다중서비스 허브, 2) 보건·의료, 3) 교육·훈련, 4) 이동성·물류, 5) 에너지, 6)

디지털 생태계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다중서비스 허브(multi-service hubs)

- 다중서비스 허브는 쇠퇴해가는 농촌 마을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임이 증

명되었으며, 상권과 다른 서비스들을 연결시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를 지원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음.

- (벨기에) 웨스트호크(Westhoek)는 지역사회 주도로 원격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중심지)를 만들었음. 허브는 농촌 이동성

(mobility) 문제를 완화시키고 모든 연령대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 중심지

로 기능함.

- (스페인) COWOCAT 농촌 프로젝트는 10개 LEADER의 공동 작업 공간

을 만들었음. 또한, 농촌 지역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향상시켰음.

○ 보건·의료(health and care)

- (스웨덴) 지역사회의 공적 서비스 생산 참여(Involving the coMmunity to

co-PROduce public serVicEs, IMPROVE)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 편의

적·비용 효과적인 재택 치료를 위해 열쇠 없는 잠금시스템※, 야간 모니

터링 카메라, 요실금 관리 센서 등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 재택의료공급자가의뢰인의방문을휴대폰보안앱을통해열수있도록하는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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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Safety at Home 프로젝트는 ICT기술을 활용한 위험 정보 시스

템을 개발함으로써 노인들이 자택에서 직면하는 사고※를 다루고 있음.

※ 노인들이 직면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자택에서 발생함.

○ 교육·훈련(education and training)

- (호주) 농촌연수원(Ländliches Fortbildungsinstitut)에서는 1만 명이 넘는 

농업인들이 디지털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농

업인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프랑스) LEADER 프로젝트는 지역 사업체들이 일관적인 디지털 전략을 

정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음.

<그림 2-6> 스웨덴의 IMPROVE 프로젝트: 열쇠 없는 잠금시스템

○ 이동성·물류(mobility and logistics)

- (프랑스) Rezo Pouce 프로젝트는 자동차 공유와 같이 무료이고 안전한 

방법을 여행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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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사회적 물류기업 La Exclusiva은 스페인 Soria 지역※의 소비자

가 주문한 물건을 매주 집으로 배달하고 있음. 현재 공급하는 서비스 종

류는 전기, 정원관리, 세탁까지 확대되었음.

※ Soria 지역은 과거 급격한 인구 유출을 경험한 지역임.

○ 에너지(energy)

-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역기업(Braemar

Community Hydro Ltd.)을 만들어 국가 공원의 수력 발전소를 복원하였

음. 복원한 발전소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배전망에 판매

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스페인) ENFOCC 프로젝트는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컴퓨터 프로그램

(EneGest), 바이오매스 보일러 설치 등을 통한 작은 변화가 농촌 지역의 

에너지 안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디지털 생태계(digital ecosystem)

- (포르투칼) 세라 다 에스트렐라(Serra da Estrela) 자연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sabugueiro 마을은 디지털 혁명을 경험했음. 빠른 인터넷 속도를 기

반으로 서비스와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참여를 활성화시켰음.

-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의 디지털 마을 프로젝트는 농촌에 스마트 도시 

개념의 일부를 적용했음. 농촌 전역에서 디지털 에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상품 공급, 이동성, 전자정부 측면에서 새로운 방식이 실행

되고 있음.

□ CAPSELLA 프로젝트 주요 내용

※ [자료출처] IEG Policy에서 발표한 “EU project sets up open data system to support 

agro-biodiversity and food chains (2018.8. 2.)”와 CAPSELLA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capsell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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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연구자들은 CAPSELLA(Collective Awareness PlatformS for

Environmentally-sound Land management based on data technoLogies and

Agrobiodiversity)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진

행하였음.

- 농생물다양성과 식품 공급체인이라는 두 가지 상호보완적 영역의 해결

책을 찾기 위해 상향식(bottom-up) 데이터 수집과 하향식(top-down) 데

이터 통합 기법을 이용하였음.

- CAPSELLA 프로젝트는 CAPS(Collective Awareness Platforms for Sustainability

and Social Innovation) 연구 계획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으로부터 2백만 

달러를  지원받았음.

○ 지역별 농생물다양성 원자료를 사용해 데이터를 구축한 이후 데이터에 기

반하여 커뮤니티 주도(community driven) 7가지 파일럿을 수행했음.

○ 현지 시나리오(field scenario)에서는 작물 시스템상 농생물다양성 확대를 추

구함.

- (토양 앱, 어플리케이션) 농업인들의 토양 모니터링을 도울 수 있음.

- (정밀농업 앱) 정확하고 효율적인 퇴비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역별 퇴비 

최적량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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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파일럿의 예시-1: 토양 앱

자료: CAPSELLA 프로젝트 홈페이지.

<그림 2-8> 파일럿의 예시-2: 정밀농업 앱

자료: CAPSELLA 프로젝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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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 시나리오(seed scenario)에서는 유전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비공식적 종

자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TopSeed 앱) 농업인들이 데이터를 입력해 실험을 모니터링하고, 지역 

상황에 적합한 종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식품 시나리오(food scenario)에서는 공급 체인상 생산·유통·소비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의 영양 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음.

- 예를 들어, 공공음식 파일럿(Public food pilot)은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육류 조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녀들의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

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음.

○ CAPSELLA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기술적 원형(prototyping)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소프트웨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CAPSELLA 프로젝트의 모든 활동들은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CAPSELLA

가속화 프로그램(CAPSELLA Acceleration Program)으로 이관하고 있음.

- 농업인들의 효율적 생산을 위해 스마트폰 앱과 전자기기들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 다만, 정책 담당자들은 빅데이터의 사용으로부터 오는 수익의 공정한 분

배 기준을 확정해야 함.

□ 유럽연합 농식품 분야 혁신 사례 분석

※ [자료출처] 유럽연합 농식품 분야 전문지 EuroChoices 제17호(2018년 4월 발행)에 수록된 

“Tracing the Pathways from Research to Innovation: Evidence from Case Studies”

○ 과학 문헌에서는 연구를 통해 혁신을 유발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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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black box)’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영향(impact)이 나타나기까지

의 과정을 인식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농업 혁신을 강화시킬 수 있음.

○ 여기서는 참여적 영향경로 분석※(Participatory Impact Pathway Analysis,

PIPA) 기법을 통해 유럽연합 농식품 혁신사례들을 분석하고 사회적·경제

적·제도적 맥락에서 혁신의 촉진 요인과 방해 요인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

하였음. 또한 지식 공유의 역할, 중계 역량 강화, 혁신 전파 과정 등을 관찰

하였음.

※ PIPA: 원래 사전적(ex-ante) 평가 방법이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후적(ex-post)으로 시행하였음. 진행 순서는 1) 분석 가능성 여부 확인을 위

한 스크리닝(screening), 2) 이해관계자 간 워크숍, 3) 데이터베이스 생성, 4) 사회 네

트워크 분석 혹은 이해관계자 맵핑 과정과 연계한 지표 데이터 수집, 5) 영향경로

에 대한 평가, 6) 피드백, 7) 시사점 및 권고사안 도출로 이루어짐.

<표 2-3> 유럽 연합 혁신 사례의 농가/지역 단위 영향

구분 농가 단위 영향 지역 단위 영향

유기농 쌀 생산

(프랑스)

• 생산량 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

• 살충제 사용 감소

• 질소 사용량 감소

• 살충제 사용 감소

• 유기농 쌀 면적 증가

올리브 생산 시 IPM

(이탈리아)

• 살충제 사용 감소

• 소득 증가
• 조직적 역량 강화

농업 바이오가스

(이탈리아)

• 농가소득 다변화

• 토양 질 향상

• 농촌 활력 유지

• 농식품 폐기물 감소

젖소 가임지수

(영국)

• 분만 간격 축소

• 동물 보건 및 복지 수준 향상

• 개념의 증명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낙농 시스템 강화   • 불임의 거시적 비용 감소

광학 작물 센서

(독일)

• 질소 사용의 정확한 계측

• 사용자의 순소득 증가

• 생태계 투입량 감소

• 일자리 창출

양봉 기생 진드기 통제

(불가리아)

• 살충제 사용량 감소

• 벌의 치사율 감소로 소득 증가
• 유기농 양봉 증가

자료: EuroChoices, 2018.

○ 사회적·경제적·제도적 맥락에서 혁신의 방해 요인과 촉진 요인은 다음과 같

았음.

- 새로운 상품 및 기술의 출현을 방해하는 요인은 공적 지원의 부족(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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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진드기 통제), 문제 인식 부재(젖소 가임지수), 농촌 사회의 보수적 

태도였음.

- 기술 채택 및 전파 단계에서는 낮은 경제적 성과(바이오가스), 높은 투자

비용 혹은 상품가격(광학 작물 센서, 양봉 기생 진드기 통제), 지원 혹은 

공공 자문 체제의 부재(유기농 쌀 생산과 광학 작물 센서)로 인해 혁신의 

도입이 지연되었음.

- 특정 경제적 요인들(예: 시장 수요, 상품 가격, 등록세 등)이 영향경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핵심 인력의 효과성(effectiveness)이 가

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핵심 인력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협업을 조성하

고 기술 발전을 장려하는 등 영향 달성에 촉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연구와 무관하더라도 제도 및 정책 체계가 혁신의 촉진 혹은 방해 요인

이 될 수 있음. 예를 들면 공동농업정책의 변화, 바이오에너지 보조금, 규

제, 새로운 시장 기회 등임.

○ 농업 연구에서 성과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음.

- 영향 계획(planning for impact)은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 함.

이를 통해 연구 과정 중에도 기술 진보를 예상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음.

-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드러운 사교 기술이 필요하며 공적·사적 이해관계

자들의 긴밀한 연관성은 보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연구 설계에서부터 궁극적 영향이 나타날 때까지 관련 사회 과학자들과 

전문적 조력자들의 긴밀한 참여가 필요함.

- 이해관계자 참여에 유연성을 제공한다면 펀딩 체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

□ 농업 데이터 공유에 관한 행동규정

※ [자료출처] 유럽연합 농식품 푸드체인 연합에서 발표한 “EU Code of conduct on agri-

culture data sharing by contractual agreement(201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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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농식품 푸드체인 연합※, 농업 데이터 공유에 관한 행동규정 발표,

4. 23.] 행동규정에서는 계약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농업 데이터 접

근 및 사용에 관한 자발적(voluntary) 행동지침을 제시했음.

※ 행동규정 협약에는 유럽의 농업생산자단체(Copa-Cogeca), 농기계산업협회(CEMA),

비료협회(Fertilizers), 농림도급업협회(CEETTAR), 영농후계자협회(CEJA), 종자협회

(ESA), 작물보존협회(ECPA), 동물사육자포럼(EFFAB), 사료제조업연합(FEFAC)가 서

명했음.

- 정확한 농업 데이터로의 접근은 농업인들에게 효율적 자원 이용을 가능

하게 하는 디지털 농업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음. 디지털 

농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

로 이루어져야 함.

- 농업인들은 데이터 공유로부터 오는 편익과 위험이 명확하며, 계약절차

가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느낄 때 데이터를 공유할 것임. 따

라서 데이터 관련 권한의 핵심적 원칙들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 데이터를 생산한 농식품 푸드체

인의 경제주체가 데이터 작성자(혹은 데이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임. 데이터 작성자는 데이터의 소유권자로서 접근권과 사용권이 누구

에게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 이해관계자들(작성자·제공자·사용자·제3자)은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조건

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계약서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민감정보(예: IP)가 보호받을 권리를 인

정해야 함.

- 이해관계자들은 데이터 작성자의 동의 없이는 데이터를 사용·가공·공유

할 수 없음.

- 데이터 작성자는 스스로 생산해 낸 데이터의 사용에 따른 편익을 누릴 

권한과 보상받을 권한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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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접근, 제어, 이동성에 관한 규정] 농업 데이터의 수집·접근·저장·이

용은 데이터 작성자가 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허가를 통지한 경우에 가능

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의도가 있는 경우 데이터 작성자에게 분명한 

방식으로 통지해야 함.

- 양자가 합의한 경우 계약서에 데이터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합의하지 못했다면 가명※(pseudonym)

을 적어야 함.

※ 데이터기록시출처를가명으로대체할수있음. 가명을사용하는경우(pseudonymization)

식별이 다소 어려워지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익명화(anonymization)와 구별됨.

- 데이터는 계약 시 합의한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되거나 이용되어야 함.

- 계약서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데이터 작성자는 자신이 소유한 데이터

를 다른 데이터 사용자에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데이터 작성자는 다른 시스템이나 플랫폼에서도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

할 권리를 제한받지 않음.

○ [데이터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규정] 데이터 이용자가 허가받지 못한 제3

자와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데이터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은 

꼭 필요함. 또한 개인 데이터는 반드시 가명으로 저장하거나 암호화해야 함.

- 계약서는 데이터 작성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수정할 수 없음. 또한 데이

터를 계약서에 언급하지 않은 제3자와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데이

터 원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정] 계약 시 데이터를 자연인으로서 데이터 작성자

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적용함. 데이터 사용자는 데이터 작성자에

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보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개인적 데이터에 관해 자동화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경우 데이터 사용자는 

데이터 작성자에게 의사결정의 중요성 및 예상 결과와 데이터 사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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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브리핑을 제공해야 함.

- 데이터 사용자는 데이터를 데이터 작성자의 서비스 혹은 기계에 대한 지

불 능력 평가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음.

□ 정밀농업 활용의 위협 요인과 대응책

※ [자료출처] 유럽연합 의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Precision agriculture in Europe: Legal, 

soci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2017. 11. 13.)”

○ 정밀농업※은 유럽연합의 사회적 가치·농업인 자율성·지역 농업 구조의 지

속가능성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임.

※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은 농업 생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데 디지

털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 관리 기법을 의미함.

- 정밀농업은 기술의 경제성(affordability), 디지털 격차, 알고리즘의 투명

성, 데이터 공유 및 소유권 관련 제도, 정보 비대칭성, 첨단기술 의존도 

증가로 인한 독점, 식량안보, 지역 통합, 지역 자원 및 전통문화 보존 등

과 연관돼 있음.

- 기술 복합성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다는 특성 때문에 정밀농업의 활용

은 대다수 농가의 타 분야 서비스 의존도 심화, 중소농과 대농 간 디지털 

격차, 권력의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 나아가 소규모 농가들은 정밀농

업을 위한 자본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의 농업 데이터 남용과 

다국적 기업의 시장 조작이 나타날 수 있음.

○ 이상의 문제들은 유럽연합 공동 규범 제정과 독립적이고 농업인 중심의 공

공 데이터 보관소 설립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유럽연합 공동 규범에서는 농업 관행·지형·규모 상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토지 임대 체계·디지털화 진행 정도·농업인 간 데이터 가공 숙련도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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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를 위해 데이터 소유권 원칙을 준수하며 농식품 

공급체인 이해관계자들 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함. 농업인에게 

누가 데이터를 접근·활용·가공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데

이터를 통해 얻은 수입의 공정한 몫을 주어야 할 것임.

- 공공 데이터 보관소는 기존 데이터의 통합, 행정부담 축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임.

○ 정밀농업의 접근성 및 경제성, 데이터 관리 분야 농업인의 협력 인센티브 

설계 역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 우선 농업인에 권한을 부여하고 자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공정한 데이터 관리, 진입비용 조정, 기술적 호환성 역시 중요할 것임.

3. 자원·환경

□ 유럽연합 대기질(air quality)의 개관 및 분석

※ [자료출처]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환경청에서 발표한 보고서 “Air quality in Europe – 2018 

report (2018. 10.)”

○ 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은 유럽연합의 대기오염원과 농도,

오염원이 보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여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음. 올해는 2016년도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상황에 대해 다루었음.

○ 2016년 유럽연합의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 농도는 유럽연합 기준

(EU Ambient Air Quality Directives)과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 기준

(WHO Air Quality Guideline)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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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PM2.5): 유럽연합 기준 4개 회원국과 추가로 조사한 4개 국

가에서 전체 측정소의 5%가 연간 한도(25μg/m3)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음.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

리, 노르웨이,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전체 측정소의 68%가 한

도를 초과하였음.

- 미세먼지(PM10): 유럽연합 기준 19개 유럽연합 회원국과 추가 조사국 

중 8개 국가에서 전체 측정소의 19%가 일일 한도(50μg/m3)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에스토니아, 아

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전체 측정소의 48%

가 한도를 초과하였음.

○ 2016년 유럽연합의 오존(Ozone) 농도는 유럽연합 기준 측정소의 17%가 목

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모

든 측정소의 96%가 한도를 초과하였음.

※ 2016년 오존 농도는 2015년(41%)에 비하면 상당히 낮으나 2014년보다 높은 수치임.

○ 유럽연합의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농도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

구하고 유럽연합 상당수의 국가(28개 국 중 19개 국)에서 연간 한도를 초과

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2016년에는 모든 측정소의 약 12%가 기준치를 초과

하였음.

○ 2016년 벤조[a]피렌(BaP) 농도는 측정소의 31%가 13개 회원국에서 한도

(1.0ng/m3)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EU 한도 기준) 대부분 도시 지

역이었음.

○ 2016년 이산화가스(sulphur dioxide) 농도는 유럽연합 기준 1,600개 측정소 

중 23개소에서만 일일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세계보건

기구 기준으로는 전체 측정소의 37%가 한도를 초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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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벤젠(benzene), 비소(arsenic), 카드뮴(cadmium),

납(lead), 니켈(nickel) 농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환경 기준 이내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 기준치 초과 대기 오염원에 노출되는 도시인구의 비중을 추정하면 다음 표

와 같았음.

<표 2-4> 기준치 초과 대기 오염원에 노출되는 도시인구 비중

오염원 EU 기준치
초과 오염원 노출 

도시인구 비중 추정치
WHO 기준치

초과 오염원 노출 

도시인구 비중 추정치

초미세먼지(PM2.5) 연간 25μg/m3 6-8 % 연간 10μg/m3 74-85%

미세먼지(PM10) 하루 50μg/m3 13-19% 연간 20μg/m3 42-52%

오존(O3) 8시간 120μg/m3 7-30% 8시간 100μg/m3 95-98%

이산화질소(NO2) 연간 40μg/m3 7-8% 연간 40μg/m3 7-8%

벤조[a]피렌(BaP) 연간 1ng/m3 20-24% 연간 0.12ng/m3 85-90%

이산화가스(SO2) 하루 125μg/m3 < 1% 하루 20μg/m3 21-38%

○ 대기 오염은 지속적으로 유럽연합 인구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

음. 또한 수명 감소, 의료비 증가, 생산성 감소로 경제적 충격 역시 상당함.

- 2015년 유럽연합 국가에서 초미세먼지 장기 노출로  39만 1천 명, 이산

화질소와 오존으로 각각 7만 6천 명과 1만 6천 4백 명이 조기 사망한 것

으로 추정됨.

- 다만, 유럽연합은 초미세먼지 농도와 노출에 있어 1990년 이후 미세하게 

개선되고 있음.

○ 대기 오염은 식물과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수질과 토양 외에도 동식

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생태계 관점에서 가장 해로운 오염원은 오

존·암모니아※·이산화질소임.

※ 암모니아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 배출량의 92%가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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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의 경우 2015년 전체 농경지의 30%에서 유럽연합 목표치를 초과했

음. 또한 유럽연합 산림 지역의 61%에서 장거리월경 대기오염조약

(CLRTAP) 기준을 초과했음.

- 2015년 부영양화(eutrophication) 한도 초과는 유럽연합 전체 생태계 지역

의 72%에서, 산성화(acidification) 한도 초과는 전체 생태계 지역의 6%

에서 나타났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유럽연합, 기후 중립을 위한 장기 전략 발표

※ [자료출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The 

Commission calls for a climate neutral Europe by 2050(2018. 11. 28.)”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8년 11월 28일 기후 중립적※(climate neutral) 경

제를 위한 장기 전략인 “A Clean Planet for all”을 채택했음.

※ 탄소순배출량이 0인상태를뜻함.

○ 장기 전략은 유럽연합이 사회적 공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기술 투자, △시민들에 권한 부여, △핵심 영역(산업정책·금융·

연구) 간 조율을 통한 기후 중립성 달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기후 중립을 위한 장기 전략은 유럽연합 정책을 대상으로 하며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의 목표에 부합하고 있음.

- 파리 협정의 장기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

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

는 것임.

- 유럽연합은 파리 협정의 목표를 2050년까지 달성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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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장기 전략의 목적은 목표치 설정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비전 제

시, 방향 설정, 기획, 혁신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음.

-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인의 93%가 기후변화 원인은 인간의 활동

에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85%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함.

○ 장기 전략에서는 국가·기업·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선택지들을 조사하고 경

제발전과 삶의 질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했음. 이를 통해 환경적 문제, 사회

적 공정성,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기후 중립적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7가지 전략 영역※에서 협력할 필요

가 있으며, 이들 영역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임.

※ 1) 에너지 효율성, 2) 재생에너지 사용, 3) 깨끗하고 안전하며 상호연결된 교통수단

(mobility), 4) 경쟁적 산업 및 순환 경제, 5) 인프라의 상호연결, 6) 바이오 경제 및

천연 탄소 흡수원, 7) 잔여 방출량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포집 및 저장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에 기후 중립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비전

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 2019년 5월 9일 루마니아 시비우(Sibiu)에서 개최되는 유럽이사회를 대

비해 관련 각료들은 각자의 정책 분야가 비전 달성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해 토론을 실시해야 함.

○ 회원국들은 올해(2018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기후 및 에너지 계획 초안

을 송부할 것임. 기후 및 에너지 계획은 2030년 기후 및 에너지 목표치 달성

에 매우 중요하며 장기 전략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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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많은 지역·지자체·기업들이 자신만의 비전을 수립하고 있음. 이

를 통해 토론이 활성화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음. 또한, 유럽연합은 파리 협정 관련 당사국들이 2020년까지 장기 전

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의 수자원 정책 방향

※ [자료출처] OECD-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워크샵 “Pathways to Policy 

Change on Water in Agriculture(2018. 2. 20.)”에서 발표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농업총

국 위원장 연설문

○ 물은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 이슈 중 하나임. 그러

나 중첩·교차되는(cross-cutting) 특성 때문에 정책적 관점에서 다루기에는 

복잡할 수 있음.

○ 인구수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수자원은 고갈되고 오염되었음.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농업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수자원의 

이용가능성과 수질에 대한 부정적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함.

-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 악화는 강·호수·습지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켜온 

것으로 추정됨. 특히 중국, 유럽, 일본, 남아시아, 남아프리카에서의 감소

가 크게 나타났음.

○ 농산물 생산은 물집약적인(water-intensive)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

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적·효율적일 뿐 아니라 환경을 고려

하며, 자원 효율적인 방식으로 농업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OECD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자원에서 농업 관개용수에 사용되

는 비중이 세계적으로는 70%, OECD 국가들의 경우는 40%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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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연합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수자원 관

련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과 지원 수단들을 제공하고 있음.

1) 상호의무준수 구조(cross-compliance mechanism)

2) 생태집중지역(ecological focus area) 및 영구목초지(permanent grass-

land)의 지정

3) 농촌개발에서 농업-환경-기후 계획

4) 물관리기본규정에서 특화된 실행 수단

5) 지식 전파 및 투자에 대한 지원

○ 또한 최근 유럽연합의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에서는 

수자원 재이용, 화학비료 및 음식물 쓰레기 관련 규제 개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수자원 정책은 거버넌스와 의무준수에 집중하면서 투자, 지식, 혁신과 같은 

다양한 부문의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수자원 정책의 목표는 농가의 경제적 산출물과 환경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임. 즉, 미래에 농업인과 환경 모두에 이득이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 수자원 이용 효율성과 수질의 개선은 빅데이터, 원격 조종,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을 잘 이용함으로써 극대화될 수 있음.

- 또한 공동연구개발센터와 협력하여 농가의 양분수지 관리를 위한 의사

결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임.

※ 필지, 위성데이터, 토양 시료 채취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농

가와 공공기관에 제공함. 수자원 이용 효율성 증진과 유해물질 배출량 감소와 같은

환경적 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유럽집행위원회는 지금까지 데이터기반 농업과 정밀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Horizon 2020※과 EIP-Agri※※를 통해 수립해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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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앞으로는 공동농업정책에서도 추가적 조치들을 제시할 것임.

※ 유럽 연합의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을 위한 R&D 투자전략임. 2013년부터 시작되

었으며, EU의 신성장동력 정책인 ‘유럽 2020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혁신연합의

실행프로그램에 해당함.

※※ 유럽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을 중심으로 농업인, 교수, 연구자, 농식품산업, 관련 NGO

로 구성된 농업 혁신 네트워크임.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식량 및 바이

오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회에 필수적인 자연자원의 조화로운 공급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 농산촌 의회 의장, 수자원 및 농업 지식 커뮤니티, OECD 전문가들을 포함

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 설계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임. 그 중에서도 

농업인(farmers)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임. 농업인과 함께 일하고 그들의 필

요를 사회의 다른 주체들의 필요와 함께 고려할 때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음.

- 농업인들을 문제의 일부로 간주하고 처벌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주

체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가뭄 대책

※ [자료출처] 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표한 “Commission offers further support to 

European farmers dealing with droughts (2018. 8. 2.)”

○ 최근 유럽연합은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 가뭄은 일차적으로 작

물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가축 사료 생산의 감소로 투입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가뭄에 따른 농가들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다음의 두 

가지 추가 대책을 마련했음.

1) 지원금 선지급: 농업인들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제1축(직접지불) 지원

금의 최대 75%와 제2축(농촌개발) 지원금의 최대 85%를 통상 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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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12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10월 중순에 미리 지급하도록 했음.

2) 녹색화 의무 면제: 기존 재배작물 다각화(Crop diversification)나 생태초

점구역(Ecological focus area)의 관리 대상 농지에서 동물 사료를 생산

할 수 있도록 했음. 이 조치의 혜택은 축산 농가에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재 공동농업정책 하에서 마련되어 있는 가뭄 대책은 다음과 같음.

- 현재 회원국의 농업 보조(agricultural state aid) 규정에 의하면 가뭄으로 

인한 피해액※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함. 피해에 대한 보상은 집행위원

회에 통지할 필요 없이 최소허용보조※※(de mininis aid) 방식으로 회원국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3년에 걸쳐 한 명의 농업인에 대해 1만 5천유

로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사료 구입액은 물질적 피해(material damage) 혹은 소득 감소(income loss) 어느 쪽

이든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음.

※※ 국가 지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농업인 보조를 의미함.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회원국이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음. 최소허용보조를 통한 지원은 위

기 발생 시 취약한 농가에 대한 지원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유용함.

○ 회원국들은 일 년에 한 번씩 다음의 조치들을 포함하도록 농촌개발프로그

램을 개정할 수 있음.

1) 회원국이 가뭄 상황을 ‘자연재해(natural disaster)’로 인식하는 경우 가

뭄으로 인한 생산피해 복구를 위한 금액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음.

지원금은 목초지에 재파(re-seeding)와 같은 용도로 사용 가능함.

2) 농업인들은 자신의 회원국에 본인의 예외적 상황에 대해 통지하고 다양

한 계획 상에서의 의무 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음. 예를 들어 농업인들은 

사료 생산을 위해 완충대(buffer strips)를 사용할 수 있음.

3) 위험관리도구(risk management instrument)를 통해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뮤추얼 펀드를 조성하고 가뭄 피해를 입은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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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재정적 보상을 할 수 있음.

※ 평균 연간소득의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은 위험관리도구를 통해 보상받

을 수 있음.

○ 한편,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봄과 여름의 가뭄이 농업인들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정보를 받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과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회원국이 보고한 정보는 집행위원회의 가뭄대책이 적절하고 효과가 있

었는지 점검하고 수정하는데 사용될 것임.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농약 규제에 대한 위협 요인

※ [자료출처] 영국 Food Research Collaboration(FRC)이 발표한 “Brexit and pesticides: 

UK food and agriculture at a crossroads (2018. 12.)”

○ 수십 년간 영국의 농약 규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농약 규제 기준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음.

※ 유럽연합의 농약 규제는 보건 및 환경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으로 인

정받고 있음.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연합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반영할 것인

지 아니면 농약 사용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해야 하는지 결

정을 내려야 함.

- 그러나 영국 정부는 농약 로비 단체에 포섭되어 규제를 약화시킬 수도 

있음. 이 경우 다양한 종류의 농약이 사용되고 국산과 수입산 먹거리 모

두에서 농약이 발견될 것임.

○ 초기에는 단순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유럽연합의 법률과 규제가 적용

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거버넌스 격차※(governance gap)가 

더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

※ 브렉시트 이후 거버넌스 차이로 영국이 입법과 규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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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것을 의미함.

- 유럽연합 농약 관련 법률의 핵심적 조항들은 영국 법률로 이동할 것이나 

기관·능력·전문성 개발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을 비롯한 유럽연합 기관들은 영국에 과학적 지원

을 하기 어려움.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이 담당하던 기능들(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활성화 물질 결정 등)을 단독으로 수행해야 함. 그러나 현재 영국

의 기관들은 이러한 역할들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 영국이 농약 규제 거버넌스를 완비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농약 규제 수준을 

지닌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미국은 무역 협상에서 상대국의 농약 규제 수준을 낮추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으며 영국과 교역 과정에서도 기준을 낮추기 위한 상당한 압력

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 퇴협정 초안(2018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영국은 전환기에는 농약에 관해

서 유럽연합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음. 그러나 영국 농약 규제의 장기적 방

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 다만, 영국이 현재의 유럽연합에 대한 농식품 수출 수준※을 유지하려면 

영국 농약 규제 기준과 유럽연합 기준이 서로 부합하여야 할 것임.

※ 2017년 영국에서 유럽연합으로의 농식품 수출은 전체 농식품 수출의 60%였음.

○ 유럽연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이나 농약 사용을 제한하

는 혁신적인 방안들을 새롭게 도입할 수도 있음.

- 검토 방안으로는 1) 농약 감소량의 계량화된 목표 설정, 2) 보건 및 자연 

유해성을 근거로 계산된 농약세(pesticide tax) 부과, 3) 산업계와 구분된 

독립적인 연구·교육 기관 설립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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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동물복지 연구센터 지정

※ [자료출처] IEG Policy에 게시된 “Commision opens centre to support animal welfare 

controls (2018. 3. 6.)”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동물복지규제 집행을 지원하는 유럽연합 연구센터

(EU reference center)를 지정했음.

- 공적인 선정 절차를 거쳐 와게닝겐 축산연구소(네덜란드), 프리드리히 

뢰플러 연구소(독일), 오르후스 대학(덴마크)이 유럽연합 연구센터로 지

정되었음.

○ 동물복지 연구센터는 1) 동물복지 규제를 수행하는 회원국에 기술적 지원,

2) 동물복지 우수 사례와 연구의 전파 및 확산, 3) 동물복지 평가 기법 향상

을 위한 과학적 연구 수행, 4)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유럽연합 외부 전문

가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한편, 최근 브렉시트(Brexit) 관련 협상에서 동물복지 문제가 점점 큰 주목

을 받고 있음.

- 지난 2월 28일 탈퇴협정의 초안을 발표한 이후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미첼 바니에르(Michel Benier) 유럽연합위원회 수석협상관은 “영국은 탈

퇴 이후에도 유럽연합의 동물보건규정의 완전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

조했음.

□ 유럽연합 동물복지 수준에 대한 감사 결과

※ [자료출처] 유럽연합 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에서 발표한 “Animal welfare in 

the EU: closing the gap between ambitious goals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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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동물복지 규제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임. 한편, 유럽연합

의 공동농업정책은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를 통해 농업인에게 법

적 의무사항을 인식시키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분야 역

시 마찬가지임.

※ 공동농업정책 상의 지원금을 최소한의 의무준수와 연계시키는 것을 의미함.

○ 농업이 동물복지와 공공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럽연합 시민들의 관심

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이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는 2012

년에 유럽연합 동물복지 전략(EU animal welfare strategy)을 발표하였음.

○ 감사원은 상호준수의무 달성과 공동농업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동물복지 수준과 동물복지 전략 실행 상황을 점검하였음.

- 결과적으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조치들은 특정 영역에서는 성공적이

었으나 상호준수의무에서 취약점이 있었고, 공적 점검과 상호준수의무 

간의 조화(coordination)와 재원 사용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었음.

○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상호준수의무를 위해 지침을 마련하고 집행했는데 

특히, 닭·돼지 사육 환경 개선과 같은 중요 영역에서 성공적이었음.

-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관

된 적용이 용이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널리 보급했으며, 회원국들

은 대체로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음.

○ 그러나 사육·운송·도축 과정에서 약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육) 돼지의 꼬리 자르기(tail docking)

- (운송) 장기 운송 및 부적합 동물 운송 규정의 준수 정도

- (도축) 도축 전 기절 절차(stunning procedures) 관련 예외 규정(derogation)

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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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 점검(official inspection)의 일관성 측면에서 긍정적 관행들이 발

견되었음.

- 그러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높은 분야와 업자들에게 좀 더 집

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회원국들은 동물복지 정책 관리 개선

을 위해 내부 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민원사항의 활용도를 높여야 함.

○ 회원국들은 동물복지 관련 상호준수의무 점검을 위해 대체로 적절한 조치

를 취함.

- 그러나 공식 점검과 상호준수의무 간 조화(coordination) 측면에서 개선

이 필요했음. 또한 상호준수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불해야 할 페널티가 

위반의 심각성과 비례하지 않았음.

○ 동물복지는 2014-2020 공동농업정책상 농촌개발(제2축)에서 우선순위이며 

방문했던 회원국에서 우수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공동농업정책에서 동물복지 수단은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

었음.

- 동물복지 수단은 비용 효과성(cost effectiveness) 측면에서 약점이 있었

고, 회원국들은 대체로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동물복지를 지원하지 않

고 있음.

○ 유럽연합 동물복지 수준에 대한 감사원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유럽연합 동물복지 정책을 위한 전략 체계 수립

2) 의무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집행과 관련 지침 제정

3) 공식적 점검과 상호준수의무 간 일치성 제고

4) 공동농업정책 상 농촌개발을 통한 동물복지 목표 수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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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농업정책과 환경오염

※ [자료출처] 국제환경보호단체 Green Peace에서 발간한 “How the CAP promotes pollu-

tion (2018. 4. 24.)”

○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 전체 예산의 40%(590억 유로)를 사용하며 유럽농

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공동농업정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환경 개선임.

- 그린피스는 유럽연합 국가 8개국※에 조사원을 파견하여 2017년 12월부

터 2018년 4월까지 공동농업정책과 가축시설의 환경적 영향 간의 연관

성을 조사하였음. 가축사육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알

려져 있음.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 암모니아는 톡 쏘는 냄새를 지닌 화합물로 환경에 방출하는 경우 인간과 야

생동물에 심각한 타격을 미침. 2015년 유럽연합 전체 암모니아 방출량에서 

농업 비중은 94%(3,751,000톤)였으며, 주 오염원은 축산분뇨, 화학비료 사

용이었음.

- (환경) 암모니아 방출은 강·호수·바다의 부영양화※를 유발함. 암모늄 이

온은 조류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질소 형태로, 과다한 경우 조류대증식을 

유발함. 조류대증식은 물 속 산소를 고갈시키고 생물 다양성이 낮아짐.

※ 부영양화: 특정 수상 시스템에서 질산이 과도하게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함.

- (건강) 암모니아를 가스 형태로 대기 중에 방출할 때 미세먼지 전염을 악

화시키고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유럽·러시아·터키·한국·일본·미

국 동부에서는 농업을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음.

- (경제) 폴란드의 경우 집약적 축산농가 주변 거주자들의 자산 가치는 다

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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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조약에는 ‘오염자부담(polluter pays)’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놀

랍게도 조사국 중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7개국에서 ‘오염자가 혜택을 받고

(polluters gets paid)’ 있었음.

- 유럽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시스템(Europea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E-PRTR)에 등록된 2,347 농가들 중에서 51%인 1,209

농가가 환경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억 4백만 유로를 수령하고 있었음.

납세자들은 공동농업정책 보조금을 통해 축산농가 시설설치 비용을 납

부할 뿐만 아니라, 오염 정화를 위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임.

○ 축사농가들은 환경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농가를 분할시키기도 

했음.

○ 농업 오염 관련 데이터 수가 적고 불완전하여 농업 오염을 적절하게 다루기

에 신뢰성이 높지 않음. 유럽연합은 오염원 중에서 암모니아(NH3)만을 화

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시스템(E-PRTR)에 계속 기록하고 있음. 또한 대

규모 축산농가(닭 40,000마리 이상, 돼지 2,0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만이 자

료 제출 의무가 있어 데이터 구축이 제한적임. 농가들은 사육마리 수를 거

짓으로 보고하기도 함.

○ 그린피스의 권고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암모니아 방출 농가의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하고 정기적으로 구축

2) 집약적 축산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심으로 사육 가축의 마릿수를 감소시

키고 방목 중심의 환경으로 유도

3) 암모니아 방출을 최소화하는 분뇨관리 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모든 농가에 양분수지 기록 작성을 의무화

5) 투명하고 개방된 방식으로 공동농업정책 보조금을 지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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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전문가 조사 결과

※ [자료출처] 유럽연합식품안전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에서 발간한 

“African swine fever in wild boar (2018. 7. 11.)” 내용과 Sofia Globe의 “Bulgaria to 

erect fence at Romanian border to counter spread of African swine fever (2018. 7. 

23.)”

○ 2018년 2월 8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식품안전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에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에 

관한 전문가 조사를 요청하였고 유럽연합식품안전국은 7월 11일 주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결과 내용은 1) 야생돼지 마릿수 감소  방법, 2) 분리 

방법, 3) 야생돼지 감시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야생돼지 마릿수 감소 방법(wild boar depopulation methods)

- 야생돼지의 마릿수를 일정 수준(threshold) 이하로 감소시키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재발생률이 1이하로 낮아지고 열병의 자연 소멸(self-ex-

tinguishment)로 이어짐. 야생돼지 마릿수 감소 방법에는 사냥(hunting),

함정 설치(trapping), 유독물질 감염(poisoning) 등이 있음.

- 야생돼지 마릿수 감소는 사전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ASF

Virus)에 노출될 확률을 감소시켜주고 사후적으로는 응급사태 해결을 위

한 필요비용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이득임.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경우 1) 발병 지역에서는 마릿수 감소 방

법 시행을 중단(예: 모든 동물에 대해 사냥 금지, 감염 지역 내 작물 수확 

금지 등)하고, 2) 발병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야생돼지를 급격하게 감소시

키는 것이 바람직함. 이후 발병률 감소시에는 적극적 마릿수 관리(active

population management)를 고려하여야 함.

○ 분리 방법(fencing methods 혹은 population separation methods)

- 전기 울타리는 야생 돼지로부터 농작물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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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기간 완전하게 보호한다는 증거는 없었음. 냄새 방수제 역시 야생 

돼지 침입 또는 작물 피해에 대한 5건의 시험에서 효과를 입증 할 수 없

었음.※

※ 다만 2건의 시험에서는멧돼지피해감소가 55～100%, 26～43%까지 나타나기도했음.

- 한편 불가리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인 루마니아로부터의 야생

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국경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음.

○ 야생돼지 감시 전략(wild boar surveillance strategy)

- 아프리카돼지열병 미감염 상태에서 감시(surveillance)의 주된 목적은 조

기 발견(early detecting)임. 그러나 만약 일단 열병이 발견되면 발생 정도

를 추정하고 사례 조사하는 것으로 목적이 변경됨. 이후 열병이 제거되

면 다시 조기 발견과 감염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목적이 

변경됨.

- 수동 감시(passive surveillance)※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 발견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 개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

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병의 침입을 탐지할 필요가 있음.

※ 수동 감시는 야생 동물의 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의미함.

- 과거 사례를 통해 볼 때 감시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함. 또한 질병의 모니터링과 통제 책임을 이

해관계자 간에 공유할 필요가 있음. 지속적인 인식 제고, 인센티브 설계 

및 사냥꾼들과의 협력 역시 필수적임.

□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다양한 관점들과 정책 권고사항

※ [자료출처] 유럽연합 민간 싱크탱크 RISE(Rural Investment Support for Europe) 재단의 

연구자료 “What is the Safe Operating for EU livestock?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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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의 핵심 개념은 축산 영역의 안전작동공간(Safe Operating Space,

SOS)임.

- 인류에게는 축산물로부터 충분한 건강·문화·환경·사회·정신적 혜택과 동

시에 축산의 보건·환경·동물복지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통제 역시 

필요함. 따라서 안전작동공간을 식별하고 축산의 생산과 소비가 이 공간

(범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축산 영역의 안전작동공간을 영양·목초지 활용·기후·양분수지 관점에서 정

의하고 현재 수준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음.

1) 영양 측면의 하한선: 국가별 식이요법 권고사항(National Dietary

Recommendations, NDR)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 이 기준에 따르면 유

럽연합 28개국 모두는 기준치 이상의 육류를 소비하고 있었음. 그 중 

19개국 평균 소비량은 기준치의 2배 이상이었음.

2) 목초지 활용의 하한선: 영구 목초지 보존을 위한 반추 동물의 최소 단위

와 관련 서식지가 경작지, 관목, 숲 또는 도시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

기 위한 최소치로 정의됨.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은 반추 동물이 너무 많

은 상황임.

3) 기후 보호의 상한선: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

축 생산량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함. 유럽연합의 현재 축산물 생산량은 

기후 보호 측면에서도 안전 작동 공간에서 벗어나 있음.

※ 농업 분야는 파리 기후 협약 목표치에 포함되지 않았었음.

4) 양분수지 측면의 기준선: 부영양화를 유발하면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질

소(N)와 인(P)의 과도한 양을 의미함. 양분수지 측면에서도 유럽연합은 

조정이 필요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음. 한편 지역별로 불균형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다양한 질문(예: △축산의 안전 작동 공간은 무엇인가? △이 공간(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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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기 위해 생산 및 소비에 있어 조정이 필요한가? △조정을 위해 

어떤 정책 수단이 요구되는가? △이러한 변화가 보건,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2) 변화는 시민과 소비자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취적이어야 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행동 변화가 요구되나 전환은 소비자가 주도할 

때만이 나타날 것임. 그러나 자발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우며 정부가 

필요한 변화를 위한 강한 조치를 취할 때만 나타날 수 있음.

3) 정책은 건강 및 환경에 해로운 축산물 소비 억제 조치와 건강 및 환경

에 유익한 소비와 생산을 장려하는 조치 둘 다 포함해야 함.

4) 자원 효율성 향상과 누출 및 폐기물 감소 외에도 농법의 구조적 변화,

가축 사육의 비집중화와 농작물 및 동물 생산의 통합적 접근을 유도해

야 함.

5) 기본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환경 규제와 지침들을 준수하여야 함.

6) 농가 단위(farm-level) 환경 성과 지표 수립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환

경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온실가스 배출, 영양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7) 현재 직불금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제1축 예산을 구조적 변화 촉진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축산농가 스스로 안전 작동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함.

8) 양분수지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안전작동공간의 개념과 측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9) 기대치와 자원 효율성에 있어 필요한 체계적인 개선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축산의 온실가스 배출 요인들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야 함.

□ 지속가능한 유럽을 위한 바이오경제 전략

※ [자료출처]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A new bioeconomy 

strategy for a sustainable Europe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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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바이오경제 전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음. 바이오경제 전략의 목적은 재생가능한 자원 사용

을 확대하여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글로벌 문제에 대처하는 

것에 있음.

- 생태계 내 생물자원은 유한하므로 먹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물과 에너

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바이오경제는 조류

를 연료·재생 플라스틱으로, 쓰레기를 가구(혹은 의류)로, 산업폐기물을 

바이오 기반 비료로 바꿀 수 있음. 또한 2030년까지 1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바이오경제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산업

계의 구체적 노력을 필요로 함. 유럽집행위원회는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

기 위해 2019년부터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들을 실행해 나갈 것임.

○ 바이오 경제 영역의 확대 및 강화 

- 시장지향적 혁신과 민간 위험 완화를 위한 순환 바이오경제 투자 플랫폼

(Circular Bioeconomy Thematic Investment Platform) 구축에 1억 달러를 

투자

- 유럽 전역에 새롭고 지속가능한 바이오리파이어리(biorefinery) 기술 개발 

○ 빠른 시일 내 유럽 내 바이오경제의 활용도 제고 

- 지속가능한 농식품 체계·임업·바이오생산물을 위한 아젠다를 전략적으

로 전개

- Horizon 2020 하에서 국가 및 지역의 바이오경제 개발을 위한 정책지원 

기구 설립

- 농촌·어촌·도시 지역에서 바이오경제 개발을 위한 파일럿 실행(예: 폐기

물 관리 혹은 탄소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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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 보호 및 바이오경제의 생태적 임계점 이해

- 바이오경제 진행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실행

- 데이터 수집 및 바이오경제 지식 센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바이

오경제에 대한 지식 기반 및 이해도 개선

- 생태적 임계점 내에서 바이오경제 운영 방법에 대한 안내 지침 제공 

4. 식품 

□ 유럽집행위원회의 원산지표지제도

※ [자료출처] Agribusiness Intelligence의 “EU rules on COOL may prove to be costly 

(2018. 2. 6.)”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주재료의 원산지가 식품을 생산

한 국가와 다를 때 주재료의 원산지를 자발적으로 표기(voluntary in-

dication)하도록 규정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

고 있음.

-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근거로 원산지표시가 의무적으로

(mandatory)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자발적으로 원산지표시를 하더라도 라벨 교체와 공급체인(저장 및 유통 

단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식품업체들의 비용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

으로 보임.

○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은 이미 식품 및 음료의 성분 및 영양표기에 관한 규

정 제39조※에 근거하여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시행해 왔음.

※ 제39조에서는특정유형의식품에대해추가적인의무를요구하는것을허용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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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식품업계의 반발이 매우 큰 편임.

- 최근 이탈리아가 듀럼 밀 파스타, 쌀, 토마토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

화하는 규제를 도입하자 유럽식음료협회(FoodDrinkEurope)는 유럽집행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음.

○ 의무적 원산지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예: 프랑스, 이탈리아)에 유

럽집행위원회의 자발적 원산지표시제까지 도입되는 경우 식품산업계의 추

가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업계 종사자들은 6개월이나 1년마다 라벨을 변경하는 것은 부담이 매우 

크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호소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계가 새로운 조치에 적응하고 유럽집행위원회가 필요한 지침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과도기※(transitional period)를 충분히 길게 설정해야 함.

※ 식품 및 음료의 성분 및 영양표기에 관한 규정 제47조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

입을 위해서 적절한 기간의 과도기(appropriate transitional period)를 설정해야 한다

고 규정

5. 통상

□ 브렉시트와 영국의 식량안보

※ [자료출처] 영국의 상원(House of Lords)에서 발표한 “Brexit: food prices and availability 

(2018. 5. 10.)”

○ 2017년 영국은 농식품 소비의 30%는 유럽연합으로부터, 20%는 역외 국가

들로부터 수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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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된다는 것은 유럽연합의 농식품

을 관세나 비관세 장벽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음. 그러나 영

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관세동맹 역시 결렬되었음.

- 영국은 유럽연합이 역외 국가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역

외 국가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을 낮은 관세(혹은 무관세)로 할 수 있었음※.

※ 2016년 기준 56개 국가와 40개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이 전체 영국 농식품 소비의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쉽고 간단하게 FTA를 체결한 역외 국가들

과의 협정을 연장(roll-over)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보이나 역외 국가들

은 브렉시트 이후 현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영국 정부는 FTA 재협상이 필요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관세장벽] 브렉시트는 영국의 농식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높여 영국 내 농

식품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브렉시트

로 인한 농식품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확언하기는 어

려움.

-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현재와 같이 무관세 상태를 지속하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유럽연합으로부터 농식품 수입 시 WTO 규정을 적용

해야 함.

- WTO 규정(최혜국대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다면 지금보다 농식품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것임. 수입 관세를 내릴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낮은 

관세가 WTO 가입국 모두에 적용되어야 함.

- 영국과 유럽연합은 TRQ를 직전 3개 연도 데이터에 근거해 할당량을 분

리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주요 교역국(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뉴질랜드, 태국, 우루과이)들은 반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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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장벽] 브렉시트는 추가적인 수입 국경 검사와 서류 증빙 절차를 필

요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조사인력·IT 시스템·물리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켜 소비자 가격 상승과 식품 공급

의 지연으로 이어질 것임.

-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 검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정부의 대안은 WTO

규범과 부합하지 않고 세관 수수료 처리와 안전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자급률] 무역장벽으로 수입 농식품의 가격이 오른다면 자국 농식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음. 그러나 영국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수입 농식품에 

익숙해져 있어 자국 내 생산만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함. 또

한 유럽연합의 노동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노임 증가로 이어지고 높아진 생

산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자급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반

드시 필요함. 다만,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

○ 영국 식품규범청(Food Standards Agency)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식량 불안정성(food insecurity)을 경험하고 있고, 브렉시트에 

따른 식품가격의 상승은 식량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 영국에서 소비

하는 야채의 40%와 과일의 37%를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영

양(nutrition)에 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농정의 목표를 농식품 가격 하락에 둔다면 동물복지와 안전성 기

준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짐. 또한 외국과 추가적 FTA 체결하면 영국

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어려워짐.

- 따라서 영국 정부는 식량계획의 수립을 통해 식량안보를 위한 명확한 정

책 방향을 신속하게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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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미래 농정을 위한 공동농업정책의 우선순위

※ [자료출처] 유럽 연합 내 농식품 분야 싱크탱크인 Farm Europe가 발표한 “A common vi-

sion for the future of EU food systems (2018. 2.)”

○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은 농업에 큰 영향력을 미침. 따라서 공동농업정책

에서의 미래 방향에 관한 논의는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미래 농업의 모습에 

대한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유럽농업의 대내외 여건] 일자리와 성장, 환경보호, 건강한 먹거리, 지역균

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농업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

득이 정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과거에 비해 기후변화는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동식물 질병 발생 빈도가 빈번

해지는 등 시장실패가 잦아지고 있음. 따라서 농업이 다시 성장경로로 올라

서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 조합(policy-mix)이 요구됨.

○ [1.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동시 추구]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밀농업 및 스마트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함. 고도의 농업기술은 농장 관리, 투입물 사용의 최적화, 환경적 부작용 감

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향후 6년 내로 농업인들이 정밀농업 및 스마트농

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현재의 환경정책은 농업인의 의무이행이 어렵고, 농업인 역량을 고려하

지 않으며, 과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환경정책의 개선을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음.

1) 농업인들과 직접적 관계를 유지하는 성과기반(result-based)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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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연합 차원에서 설정한 기준선의 리스트업

3) 개별회원국 혹은 농업인들이 다른 방식의 정책수단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유연성

4) 정밀농업의 환경적 이득을 인식하고 정밀농업 및 스마트농업으로 전환 

계획(transition scheme)을 수립

○ [2. 복원력 있는 농업 달성]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복원력 있는(resilient) 농

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효율적인 위험관리수단(날씨

보험, 뮤추얼 펀드 등)을 설계해야 함.

-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먹거리 체계를 보호하는 책임을 맡기면서, 일관성 있고 분명한 정책 수

단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야 함. 또한, 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원과 재

보험(re-insurance)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요구됨.

※ 큰 위기가 발생하면 표준적인 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 [3. 지역균형발전 및 부문 통합적 투자전략] 유럽사회는 더 이상 지역 불균

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여야 함. 또한,

유럽연합의 정책틀 안에서 푸드체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이고 특

화된 전략을 실행해야 함. 공동농업정책의 경제적인 측면도 재점검할 필요

가 있음.

○ [4. 균형적인 푸드체인 구축] 푸드체인의 경제주체들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화와 같은 도전에 대처하기 어려움. 강하고 균형적인 푸드체

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법적 

체계를 필요로 함.

※ 1) 공정한 경쟁 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모두가 공유하고, 2) 취약한 연결고리로

서 생산자의 지위를 강화하며, 3) 소비자 역시 혜택을 누리는 푸드체인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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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드체인 상에서의 상거래 관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설정

2) 불공정 관행 방지를 위해 서면계약 활성화

3) 품질·수량·가격·할인·유통·운송과 같은 사안들에 있어 불확실성을 제거

4) 정부의 위임을 받은 독립기관의 감시·감독체계 수립

○ 한편,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에게 있어 영국 농식품 시

장으로의 진출이 이전보다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농식품 무역거래량 유지를 위해 유럽연합-영국 간의 새로

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글로벌 식품 포럼 주요 내용: 유럽연합 농정의 미래 방향 설정

※ [자료출처] 유럽연합의 민간 싱크탱크 Farm Europe가 홈페이지(https://www.farm-eu-

rope.eu/)에 게시한 내용

○ 제3차 글로벌 식품 포럼(Global Food Forum)이 이탈리아 파비아에서 2018

년 9월 18일~19일 동안 진행되었음. 정치·경제 분야의 리더들과 시민사회,

학계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였음. 포럼에서는 공동농업정책을 포함해 유럽연

합 농정의 미래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세계 속의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하에서 농식품 정책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

- 브렉시트는 유럽연합 농업 부문에 대한 위협 요인임. 포럼에서는 유럽연

합 지도자들에게 전환기(transition period) 연장을 포함하여 무역 교란을 

제한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요구하였음.

- 유럽연합은 내부 수요 감소에 직면하여 시장 개척이 필요한 품목들과 세

계시장과 경쟁이 불가능해 보호가 필요한 품목들이 모두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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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관련 도전과제들

-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유럽연합 식품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유럽연

합 차원에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함.

- 공동농업정책과 같이 다년간 재정 운용 계획에 수반하는 정책의 경우 타

이밍보다 완성도(quality)를 우선해야 함. 그리고 공동농업정책은 예산 제

약 때문이 아닌 농식품 체제를 고려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회원국 공동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집행위원회가 의회 의원들의 권한을 

무효화해서는 안 됨.

○ 복원력(resilience): 불확실성 대처

- 직접지불제는 농업인 소득 지지를 위해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불

금이 농업인을 지원하는 유일한 방책일 수는 없음.

-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통해 농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적 접근 방식을 설계해야 하며, 당면한 경제·환경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

기 위해 투자, 혁신, 교육, 환경계획(eco-scheme)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야 함.

- 중간 수준의 변동성과 기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뮤추

얼 펀드와 보험과 같은 도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유럽 연합의 개입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위기유

보금(crisis reserve)을 개혁해야 함. 위기유보금은 다른 위험 관리 도구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동하되 유연한 반응을 보여야 

함. 또한, 회원국의 특정 이익 추구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 부문별 전략

- 환경 규정은 공통적 경제 요인들과 함께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의해야 함.

- 유럽연합 정책 체계(framework)는 재무적 요인(예: 직접지불금)과 비예

산적 수단들(예: 단백질 전략, 바이오가스 등)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포

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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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을 위해서는 강력한 투자 전략이 국가 혹은 지역 차원에서 설정되어

야 함.

- 국가적 혹은 지역 차원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 변화를 수반하

는 농촌 개발을 저평가해서는 안 됨.

○ 기능적 식품 체인

- 최근 불공정관행(Unfair Trade Practices, UTPs)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제

안은 바람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안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업체(e-commerce)와 같은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갖춘 주체들

을 입법안에 포함시키는 폭 넓은 접근 방식이 요구됨.

- 침해 절차(infringement procedure)에 관해서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 공통

적이고 명확한 접근이 설계되어야 함.

□ 2020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주요 특징

※ [자료출처]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보도자료“EU budget: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beyond 2020 (2018. 6. 1.)”

○ 집행위원회는 현대화·단순화를 추구하는 2021~27년 공동농업정책안을 공

개했으며, 본안을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할 것임.

- 공개된 안에 따르면 2021~2027년 공동농업정책의 총 예산액은 3,650억 

유로임. 집행위원회의 공동농업정책안은 1) 미래에 대응하며 농업인 및 

농촌 사회를 지원하고, 2)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3) 환경

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포부를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스마트하고, 복원력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달

성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보다 큰 유연성과 이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동시에 공정하고 정교한 농업인 소득 지원을 추구하고 있음.

- 집행위원회가 근거를 지니고 재원을 사용하며 농업인의 확고한 투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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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예산액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임.

○ [1. 일하는 방식의 변화] 모든 회원국들은 예산 사용의 유연성이 있어 각자

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함. 회원국은 

제1축(직불금과 시장정책)과 제2축(농촌개발) 예산액 간의 최대 15%까지 

상호 이전(transfer)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와 필요에 따라 스스로 자금을 조

달할 수 있음.

- 각 회원국은 9개의 공동농업정책 목표※ 달성방법에 대해 각자 전략적 계

획(strategic plan)을 수립함. 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의 일관성 확보 및 유

지를 위해 각 회원국의 계획을 승인할 권리가 있으며, 합의한 목표와 관

련 회원국의 성과와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임.

※ 1) 유럽연합 내 농가의 소득 및 복원력(resilience) 지원, 2) 경쟁력 향상 및 시장지향

성 제고, 3) 공급체인 상에서 농업인의 위상 제고, 4)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지

속가능한 에너지에 기여, 5)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효율적 관리, 6) 자연

및 경관 보존, 7) 귀농 및 신규 농업인들의 영농 개발 촉진, 8) 농촌지역 일자리 성

장 사회적 포용 지역개발 촉진(바이오경제 포함), 9) 식품 및 보건에 대한 사회적

기대 대응

○ [2. 특정 대상 지원을 통한 공정분배] 직접지불금은 여전히 공동농업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농업인에게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임. 새

로운 공동농업정책 하에서 직불금은 유럽연합 농업 영역에서 다수를 차지

하는 중소농과 청년 농업인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고, 집행위원회는 외부 수

렴(external convergence)을 통해 회원국 간 공정한 분배를 추구할 것임.

- 공정한 분배를 위해 직불금액이 6만 유로 이상인 경우 삭감하기 시작하

여 농가당 10만 유로 이상은 수령하지 못하도록 할 것임. 다만 노동비용

을 최대한 고려함.

- 중소규모의 농가에 대한 면적(헥타르)당 지원액이 증가할 것임.

- 각 회원국들은 청년농가의 정착지원을 위해 직불금 예산의 최소 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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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해 두어야 함. 또한 농촌개발과 농지 접근 및 이전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들도 함께 이루어질 것임.

○ [3. 환경과 기후조치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목표 설정] 기후변화·자연자원·생

물다양성·거주지·경관은 모두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목표에서 언급한 내

용임. 지금도 농업인 소득지원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 사용과 연계하여 이루

어지고 있으나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에서는 농업인들의 의무준수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높은 수준의 환경 및 기후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직불금은 환경 및 기후 관련 의무규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주

어짐.

- 각 회원국은 스스로 조달한 재원을 통해 의무규정에서 제시하는 사항 이

상의 환경수준을 달성한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환경계획(eco-scheme)’을 

수립할 것임.

- 회원국별 농촌개발 프로그램 할당액의 최소 30%를 환경 및 기후변화 대

응에 사용함.

- 전체 공동농업정책 예산의 40%는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할 것임.

-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제1축과 제2축 예산의 최대 15%를 상호 이전할 

수 있는데 기후 및 환경 관련 지출을 위해서는 15%를 추가적으로 이전

할 수 있음.

○ [4. 지식 및 혁신의 폭넓은 사용] 공동농업정책은 최신 기술과 혁신 결과물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농가와 정책당국을 지원할 것임.

- 호라이즌 연구 프로그램(Horizon Europe research programme)에서는 농

식품 및 농촌개발과 바이오경제 분야의 연구혁신 프로젝트를 위해 100

억 유로의 예산을 확보했음.

- 회원국들은 농가 관리에 빅데이터와 신기술을 이용하여 현지조사 비용

을 절약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위성을 통해 파악한 농가면적 정보만으로 

농가가 요청하는 직불금액이 적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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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디지털화(digitisation)를 통해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가 가능함.

□ 공동농업정책 개혁안(Post 2020 CAP)에 대한 감사 의견

※ [자료출처] 유럽연합 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에서 발표한 보고서 “Opinion No 

7/2018: concerning Commission proposals for regulations relating to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for the post-2020 period (2018. 11. 7.)”

○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는 2030년까지의 계획

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유럽연합 농업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는 특정 핵심 영역에서 필요성에 대

한 증거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농업인 소득에 대한 

필요성 평가를 뒷받침하는데 사용된 데이터와 주장은 충분하지 않음.

- 공동농업정책 예산의 대부분이 직접지불제에 사용됨에도 회원국은 농가 

가처분소득에 대해 통계 작성 의무가 없음.

○ 환경 친화적 공동농업정책(greener CAP)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환경 및 기후에 있어 확연한 개선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움.

※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이 발표되었을 때 공동농업정책이 더 높은 환경 및 기후변화

수준을 반영하고 보건 환경 기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다룸으로써 유럽인의 가

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 환경 및 기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책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별 

회원국은 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에서 재정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 집행위원회가 전략계획들을 점검하여 환경 및 기후 수준을 담보하기는 

불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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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재정 투입이 필요성 평가와 결과 예상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 않

으며, 공동 조달액은 서로 다른 유럽연합 상황을 반영하지 않음.

- 개별 회원국은 각자의 필요성 평가에 근거하여 미리 설정된 재정 비중을 

할당하나 이 방식은 여러 제약이 따름.

- 특히, 면적에 비례하여 농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는 환경 및 기후 목

표를 다루는데 적절하지 않으며, 농가소득 지원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도 

아님.

○ 유럽농업보증기금(EAGF)과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 수단들을 하나의 전략계획으로 합치는 과정은 정책수단의 일관성 확보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러나 환경계획(eco-scheme)의 도입과 같이 다른 영

역의 복잡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순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집행위원회는 기존 의무 준수 기반(compliance-based)에서 성과 기반

(performance-based)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음. 이러한 변화는 환영할만

하나 개혁안은 효과적인 성과 체계를 위한 필요 요건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수량화된 목표의 부재로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전략 계획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불확실하며, 목표의 성취를 측정할 

수 없게 됨.

- 성과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약함. 재정상 변화가 크지 않다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수량화된 목적

2) 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수단

3) 충분히 개발된 산출·결과·영향 지표

4) 회원국에 농가 가처분소득 관련 통계 작성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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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계획의 내용과 질을 평가하는 투명한 기준

6) 회원국에 대한 성과 기반 지불

□ 2014-2020 공동농업정책(CAP)에 대한 성과 평가

※ [자료출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제출

한 “Report from the Commission 2018 - Implementation of the Common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and first results of the performance of the CAP (2018. 

12. 5.)”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개선하기 위해 2014-2020 공동농업정책 성과 평가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유

럽이사회에 제출함.

- 성과 평가에는 178개 지표와 900개 이상의 세부지표들을 사용하여 공동

농업정책 주요 목적인 1) 활력적 농식품 생산(viable food production), 2)

지속가능한 자연 자원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climate action), 3) 국토 균형 개발(balanced terri-

torial development)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함.

○ 평가 결과 각종 지표들은 공동농업정책의 성공을 보여주었음. 유럽연합은 

최빈개발도상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의 최대 농식품 수입국임에도 불

구하고 농식품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변했음. 역내시장 가격과 세계

시장 가격 간 격차 역시 감소했음.

※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특히 발전이 더딘 나라들을 가리킴.

- 2017년 유럽연합의 최빈개발도상국 농식품 수입액은 35억 유로※임.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의 최빈개발도상국농식품총수입액은 30억 유로임.

- 농식품 교역수지: (2007년) 75억 4천 유로 순수입 → (2017년) 205억 5천 

유로 순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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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농산물(가중평균)의 세계 가격 대비 역내 가격 비율: (2007년)

140% → (2017년) 113%

○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 전체 농가의 65%에 해당하는 7백만 농가를 지원

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 빈곤율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세

계은행에 따르면 공동농업정책은 효과적으로 다른 분야와의 임금과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했음.

- 농촌지역 빈곤율: (2011년) 29% → (2016년) 26%

○ 그러나 농업 부문 온실가스와 암모니아 배출량은 과거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했음. 또한 연구와 혁신 활동은 의도했던 것처럼 활발하

지 않았으며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인력 유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

로 나타남.

※ 유럽연합의 농업 총요소생산성은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10년(2007~2016년)간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 9천만 톤

(CO2eq.) 정도를 유지하며 감소하지 않고 있음.

○ 미래 공동농업정책의 강조점이 의무준수(compliance)와 규정(rules)에서 결

과(results)와 성과(performance)로 이동함에 따라 새로운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틀(Performance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에서는 직접지

불제, 시장 조치, 농촌개발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목적을 설정할 것임. 현

재 접근 가능한 데이터와 지표들은 회원국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계

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제3 장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1. 농업·농촌

□ 업무쌀2, 다수확용 품종으로 수입(收入)확보

※ [자료출처] 일본농업신문(2018. 2. 18.)

○ JA전농은 소비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업무쌀의 계약 재배를 향후 4년간 20

배로 확대(2017년산 실적은 4,400톤, 2021년산 목표는 10만 톤 이상)

○ 업무쌀은 낮은 가격이 요구되고 있지만, JA전농은 농가에 다수확성 품종 생

산을 제안하여 수량 증가로 면적당의 수입을 확보

○ 쌀은 전농이 매입하여 냉동 쌀밥 업체와 회전 초밥 체인점을 비롯한 실수요

자에게 판매(중장기적인 안정 거래를 목표)

2 편의점 도시락, 주먹밥 및 외식 등의 간편식에 사용하는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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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소비량은 매년 약 8만 톤씩 감소하고 있지만 외식·중식(中食, 반찬·도시

락을 구매하여 집에서 하는 식사) 등의 업무쌀 수요는 늘었으며, 소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농가는 가격이 비교적 높은 가정용 쌀을 생산하고 싶은 의지가 강해 업무쌀 

생산에는 적극적이지 않음. 농가에 있어서도 업무쌀 계약재배는 시세에 좌

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장점이 있음.

□ 일본 농림수산성 2017년도 식료·농업·농촌백서

※ [자료출처] 일본농업신문 ｢規模拡大　若手けん引　労働力、基盤対策に課題　１７年度農業白書

閣議決定｣(2018. 5. 23.) 보도내용

○ [2017년 식료·농업·농촌백서 공표, 5. 22.] 일본 정부는 5월 22일 2017년도 

식료·농업·농촌백서를 공표하기로 내각회의에서 결정했음.

○ 젊은 농가의 경영규모(벼농사)가 최근 10년에 1.5배 늘어나고, 농업 산출액

이 2년 연속 증가한 것이 아베정권의 공격적 농정(攻めの農政) 의 성과라

고 강조함.

○ 생산현장에서 노동력 감소나 국내의 생산기반 약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

지 깊은 대응이 부족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옴.

○ 이번 백서에서는 49세 이하의 농업후계자나 후계자가 있는 경영체(젊은 농

가)를 모집하여 경영구조를 분석함.

- (벼농사) 경영규모가 젊은 농가는 2015년까지 10년간 1호당 기존의 1.5

배인 7.1ha가 되었으며, 젊은 농가 이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

- (10a당 노동 시간) 논 작업에서는 2013~2015년의 3개년 평균이 34시간



93

으로 농업 후계자 이외와 비교하면 60% 수준이 되는 등 효율화가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을 보였음.

○ 49세 이하의 농업주나 법인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를 한 결과,

현재 경영과제로는 노동력 부족 이 47.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품질에 맞지 않는 판매가격 이 34.8%로 나타났음.

<그림 3-1> 2017년도 식료·농업·농촌백서 포인트

○ 효율적인 경영 육성, 규모 확대 등을 젊은 농가가 선행해야 할 주요 추진과

제로 지적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영 법인화가 중요하다고 봄.

○ 2016년 농업 산출액이 전년 대비 4.6% 증가한 9조 2000억 엔으로 2년 연속 

증가하여 16년 만에 9조 엔대를 회복한 것을 강조 ⇒ 해외 식료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농가는 수출에 대응하기 좋은 시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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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실시계획 개요 (농업분야)>

<도매시장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

• 식품 유통 구조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기위한 국가 조사 실시

• 새로운 유통구조 하에서는 법령에 근거한 사항만 행정 관여

• 도매시장 운영 규칙 공표하고 매매관행 등의 재검토

• 식품 유통 구조 개혁을 위해 ICT 활용 등 구조 개혁에 의욕 있는 사업자 적극 지원

<바닥 전체가 콘크리트인 농업용 하우스 등의 농지법 적용 검토>

• 콘크리트 바닥 하우스나 식물공장 등의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은 농지전용을 하지 않아도 설치 가능토록 추진

• 과거에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한 시설 검토

<상속 미등기 농지 등의 농업 이용 촉진>

• 상속 등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업위원회에 신고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

• 효과적인 대응책을 정부에서 검토

<농협 개혁 추진>

• 자기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팔로우업

□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 실시계획 (농업분야)

※ [자료출처] 일본농업신문의 ｢農地制度　今年度中見直しへ　規制改革計画　人要件を検証｣

(2018. 6. 16.) 자료

○ 2018년 6월 15일, 일본 정부는 새로운 ‘규제개혁실시계획’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함.

○ 농지중간관리기구(농지집적뱅크) 관련법을 시행(2014년 3월)한 지 5년 차를 

맞이하기 전, 재검토를 위해 농지집적·집약화나 농지를 소유 가능한 법인 

요건 재검토의 효과 검증 및 평가하기로 하였음.

○ 2019년 이후 법 개정도 고려하여 한층 더 농지제도 개혁 검토에 착수할 방

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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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집적·집약화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 농지중간관리기구를 축으로 하는 농지 집적·집약화 추가 추진 및 평가

• 농지를 소유 가능한 법인의 요건 재검토 등 개혁 효과 검증 및 평가

<새로운 농업생산 거점에 관련된 입지환경 규제>

• 식물공장 입지 환경 규제 탄력화 등

• ICT를 활용한 농업 생산 시설(공장과는 다른 유형으로 분류)에 관한 규제 검토

<소형무인항공기(드론) 활용 확대>

• 드론의 혁신 기술과 농업 분야에서의 이용 실태 파악

• 드론의 안전성 및 각종 규제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 JA 자기개혁(自己改革)3에 대한 평가

※ [자료출처] 일본농업신문 ｢自己改革　担い手４割が評価　上昇もＪＡと隔たり 水省調査｣

(2018. 6. 23.) 내용.

○ 일본 농림수산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한 농협개혁(자기

개혁)을 통해 JA가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후계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후계농업인의 평가) 2018년도에 JA가 사업개혁으로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라고 답한 후계농업인의 비율은 농산물 판매사업에서는 38.3%

로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고, 생산자재 구매사업에서는 42.1%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음. 농산물 고가판매나 자재가격 인하를 위한 대응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

- (JA의 평가) JA의 평가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라고 답한 비율 

중 농산물 판매사업은 93.8%로 전년 대비 6.1% 증가, 생산자재 구매사

3 JA 조합원의 다양한 희망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나 농업 실태에 따라 창의

적인 연구와 적극적인 사업, 조직 활동을 통해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조직이 되기 

위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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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93.6%로 전년 대비 5.3%가 증가하였음.

- JA의 경우 두 사업 모두 90% 이상이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라고 

답하여 후계농업인과 인식차이가 두드러졌음.

○ 조사는 개정 농협법이 실행된 2016년부터 시작하여 도도부현을 통해 인정

농업인인 후계농업인의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그 밖에 JA에서도 

진행하고 있음. 조사 결과는 정부가 JA의 농협개혁의 평가 지표로 사용함.

<그림 3-2> JA 생산자재 구매사업 개혁 상황

□ 일본 농림수산성 ‘2018년 새로운 쌀 정책’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쌀 정책개혁(米政策改革について)｣(검색일: 2018. 3. 23.) 홈

페이지 자료

○ [2018년산부터 변화되는 내용] △ 2018년산부터 행정에 의한 생산수량 목

표 배분이 사라지고 농업인(산지)이 주체적으로 수요에 대응한 생산·판매를 

할 필요가 있고, △ 국가는 자세한 정보제공이나 논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

게 지원

○ [변화 특징] △ 2018년산 이후에도 수요에 따른 생산·판매 중요성은 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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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 쌀값은 산지 품목별로 수급 균형에 따라 형성되고, 농업인(산지)이 

시장 동향이나 자신의 실적 등을 바탕으로 어느 작물을 얼마나 생산하여 누구

에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전략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

<전략 예시>

•  외식·중식(中食, 반찬·도시락을 구매하여 집에서 하는 식사) 등의 최종 실수요자와 사전 계약에 따른 안정 거래

• 수출, 쌀가루 등 새로운 수요 개척을 위한 대응

• 채소 등 고수익 작물, 사료용 옥수수 등으로 전환

• 사료용 쌀 등 전략작물 생산

<표 3-1> 경영판단을 위한 국가 및 농업재생협회의 정보 제공 및 지원 조치

구분 주요 내용

자세한 정보제공

• 전국의 수급 전망(2018년산 생산량 735만 톤, 전년과 동일)

• 각 현, 각 지역별 작부 동향 중간발표, 월간 리포트

• 각 산지에 대한 정보 제공·의견 교환

생산 비용 절감

• 다수확 품종 및 생력 재배 기술 도입

•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법에 따른 생산자재 가격 인하

• 농지중간관리기구의 농지집적 및 농지 대규모화

논 최대 활용을 위한 지원

• 논 활용 직접 지불 교부금(2018년도 추정 결정 3,304억 엔)

• 소득 감소 영향 완화 대책(나라시 대책(ナラシ対策), 쌀값이 하락했을 경우 수익을 보전해주는 보험적제도)

과 소득 보험(2019년~)등의 안전망

쌀 수요 확대

• 외식·중식(中食, 반찬·도시락 등을 구매하여 집에서 하는 식사) 등 최종 실수요자와 안정거래 추진(매칭페어)

• 쌀 해외시장 확대전략 프로젝트에 따른 수출 확대

• 글루텐 함유 여부(nongluten)표시, 용도별 기준 설정하여 쌀가루 이용 촉진

⇒ 각자 수요에 대응한 생산·판매를 하지 않으면 재고를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쌀값 침체

□ 일본 농림수산성 2017년도 경영소득안정대책 지불실적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의 ｢平成29年度の経営所得安定対策等の支払実績について｣

(2018. 6. 29.)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7년도에 실시한 경영소득안정대책 등 전국의 지불실

적(2018년 4월 말 기준)을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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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밭작물 직접지불 교부금(게타대책) 지불액, 지불대상자 수,

지불수량>

○ [지불액] 1,985억 엔으로, 2016년도와 비교하면 231억 엔 증가함.

○ [지불대상자 수] 4만 4천 건으로, 2016년도와 비교하면 1천 건 감소하였으

나 법인은 4백 건 증가함.

○ [지불수량] 기상조건이 좋지 않았던 2016년산에 비해 작황이 양호했기 때문

에 모든 대상품목이 증가하였음.

<표 3-2> 밭작물 직접지불교부금 지불액과 지불대상자 수

구분
지불액

(억 엔)

지불대상자수(건)

합계

개인 법인

집락영농인정

농업자

인정신규

취농자

인정

농업자

인정신규

취농자

2017년 1,985 44,034 33,569 310 6,613 14 3,528

2016년 1,754 44,892 34,449 269 6,227 8 3,939

비교 231 △858 △880 41 386 6 △411

<표 3-3> 밭작물 직접지불교부금 지불수량

(단위: 톤)

구분
맥

합계 소맥 이조대백 육조대맥 쌀보리

2017년 978,946 871,330 51,420 44,410 11,786

2016년 846,806 871,330 40,407 43,551 9,172

비교 132,140 117,655 11,013 858 2,614

구분 대두 사탕무 전분원료용 감자 메밀 유채 씨

2017년 222,679 3,775,823 717,595 29,174 3,484

2016년 208,950 3,188,278 660,163 29,174 3,465

비교 13,728 587,544 57,432 4,87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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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 활용 직접지불교부금, 지불대상자 수, 지불면적, 지불수량>

○ [지불금액] 3,141억 엔으로, 2016년도(3,168억 엔)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임.

○ [지불대상자 수] 42만 5천 건으로, 2016년과 비교하면 약 4만 2천 건 감소하

였으나 법인은 4백 건 증가하였음.

○ [지불면적] 전략작물(기간(基幹) 작) 전체가 44만 7천ha로, 2016년도(44만 3

천ha)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임.

○ [지불수량] 2016년도부터 도입한 쌀가루용 쌀 및 사료용 쌀의 수량에 따른 

지불 분의 면적, 수량, 단수는 (쌀가루용 쌀) 5천3백ha(전년 대비 1천 8백ha

증가), 2만 8천 톤(전년 대비 9천 4백 톤 증가), 538kg/10a, (사료용 쌀) 8만 

9천ha(전년 대비 3백ha 증가), 49만 톤(전년 대비 6천 톤 감소), 549kg/10a임.

<표 3-4> 논 활용 직접지불교부금 지불액과 지불대상자 수

구분
지불액

(억 엔)

지불대상자수(건)

합계 개인 법인 집락영농

2017년 3,141 424,823 407,774 11,443 5,606

2016년 3,168 457,225 440,118 11,037 6,070

비교 △27 △32,402 △32,344 406 △464

<3. 기타>

○ [주식용 쌀 초과 작부] 2015년산 이후 3년 연속으로 해소되고 있음. 이런 

배경 하에 쌀 직접지불교부금(2017년도까지 경과조치)의 지불액은 705억 

엔으로, 2016년도(708억 엔)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임.

○ [지불대상자 수] 73만 6천 건으로, 전년 대비 4만 2천 건 감소하였으나, 법

인은 7백 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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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면적] 94만 1천ha(10a 공제 전: 101만 8천ha)으로 2016년도 94만 4천

ha(10a 공제 전: 102만 6천ha)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임.

구분
지불액

(억 엔)

지불대상자수(건)
지불면적

(ha)

(참고)지불면적 

10a공제 전

(ha)합계 개인 법인 집락영농

2017년 705 736,264 722,987 9,349 3,928 940,599 1,018,344

2016년 708 778,026 765,175 8,651 4,200 943,757 1,026,079

비교 △2 △41,762 △42,188 698 △272 △3,157 △7,734

□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 제4기 대책 중간년평가 결과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의 ｢中山間地域等直接支払制度の第4期対策の中間年評価の結果

について｣(2018. 6. 29.) 자료

○ ‘중산간지역 등 직업지불제도※(中山間地域等直接支払制度)’의 규정에 맞게 

활동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하기 위해 중간년평가 를 

실시함.

※ 중산간지역 등 농업생산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집락 등을 단위로 농용지 유지 관

리를 위한 약정(협정)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하는 제도

○ 제4기 대책(2015~2019년) 중간년평가는 2017년도에 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전체 협정, 도부현(광역자치단체),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을 대상으로 실시함.

○ 2017년도에 996개의 시정촌에서 25,868건의 협정(집락협정 25,320, 개인협

정 548)을 실시 중이며, 협정 농용지는 66.3만ha임.

○ 집락협정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작포기 방지 활동 , 수로·농도 

관리 다면적 기능 증진 활동 , 체제 정비를 위한 긍정적 활동 , 가산조

치 대응 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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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년도(2019년도)까지 목표대로 활동을 진행하고, 개별협정에 있어서도 

목표년도까지 농업생산활동을 계속할 전망임.

○ 현재 제도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본 제도가 경작포기 발생 방지 나 농

촌협동력(집락기능) 향상·유지 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함.

○ 교부금을 활용한 공동이용기계 도입이나 농가 레스토랑을 정비하는 것 등

이 후계농업자 확보, 농지집적, 6차산업화 등에 관련된 협정이기도 함으로 

구조개혁의 뒷받침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됨.

○ 대부분의 협정과 시정촌에서 본 제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제도의 

지속적인 유지를 희망함.

○ 농지의 유지·관리에 불안을 안고 있는 집락에 고령화, 협정 참가자의 감소,

후계농업인이 부족한 상황 등을 보완하고 장기간에 걸쳐 협정 농용지를 유

지·관리해 나가는 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농업정책 과제

※ [자료출처]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농림금융 ｢農業競争力強化に向けた制度改革と農業政

策の課題｣(2018. 1.), 일본 농연기구 ｢人工知能とデータ連携基盤を統合した農業情報研究セ

ンターを開設｣(2018. 9. 27.) 내용

○ 2017년 정기국회에서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한 8개의 법률(농업경쟁

력강화관련법)이 통과했음. 이에 따라 향후 한층 더 농업 생산성을 올리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농업경영 육성에 중점을 둔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법률은 1992년에 책정된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정책의 방향( 新し

い食料・農業・ 農村政策の方向) (신(新)정책)과 1999년에 성립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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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농업·농촌기본법(食料・農業・農村基本法) (신(新)기본법) 이후의 농업

정책에서 지향해 온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다양한 후계자와 농촌진흥을 

중시하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음.

- 신정책과 신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농업정책에서 산업정책이 중심이 되

는 하나의 축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농업생산의 기반을 중시하는 또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두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최근 농정

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정책에 편중되어 있음.

- 두 개의 축은 쌀 정책 등에서 어느 정도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었지

만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음. 하지만 2010년에 TPP 참여 표명을 

전후로 농업정책이 산업 경쟁력 중심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음.

○ 최근 농업정책은 산업정책적인 경향이 강하여 산업으로서의 농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를 내세워 법 개정 및 신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

업경쟁력강화 관련법도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2012년 12월에 출범한 제2차 아베정권 농업정책에서는 관저 주도로 농

업정책의 규제개혁회의(2016년 9월부터 규제개혁추진회의로 개편)와 산

업경쟁력회의(2016년 9월부터 미래투자회의로 개편)가 관여하여 산업정

책의 성격이 더욱 강해졌음.

- 2013년 12월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활력창조플랜(活力創造プラン)에서

는 TPP 참여를 전제로 한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농업 

참여를 포함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형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더욱 

산업정책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 나옴.

○ 농업경쟁력강화법 성립 후 농림수산업·지역활역창조플랜 의 3차 개정도 

진행되었으며 규제 개혁에 치우진 움직임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산업적인 농업정책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농업경영의 성장에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식량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신기본법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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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의 농업정책에서는 판로의 국내외 규모 확대를 요구하며 이윤

을 추구하는 농업경영만을 중심으로 후계자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농업경영만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간주함.

□ 대농 경영자 육성 홋카이도 애그리·푸드 프로젝트·아카데미

※ [자료출처] 일본농업신문(2018. 2. 22.)

○ JA 그룹 홋카이도는 2월 21일과 22일 삿포로에 홋카이도 애그리·푸드 프

로젝트·아카데미 개강

- 농가 호수 감소에 따른 농지 규모 확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활성화

를 담당하는 젊은 농가 육성을 목표로 함.

- 수강자(경영 승계 직후 또는 승계를 앞둔 젊은 농가)들은 향후 3년간 경

영관리 및 노무관리 노하우, 선진 기술을 배움.

- 홋카이도대학과 일본능률협회, 삿포로시의 싱크탱크·홋카이도 21세기종합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2020년 11월까지 총 7회 예정(다음 강의는 6월 예정)

□ 일본 젊은 농업경영인 노동력확보 요망

※ [자료출처] 일본농업신문 ｢젊은 농업경영인 노동력확보 요망 미래불안 원인으로 일본 농림

수산성 조사(若い農業経営者 　労働力確保を要望　将来不安の原因に　農水省調査)｣(2018. 5. 1.) 

보도내용

○ 일본 농림수산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젊은 농업경영인들은 노동력 확

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인터넷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9세 이하의 농업

경영인이나 경영주 이외의 세대원, 법인임원들을 대상(농가와 법인임원 1,712명과

직원 173명)으로 조사하여 회답을 받음. 각 질문은 복수 응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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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높은 경영정책) ‘노동력 확보’가 48%로 가장 높았으며, 부문별로

는 노지·시설 채소나 과수, 화훼, 낙농 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벼

농사, 축산(육우) 부문에서도 상위를 차지했음. 노동력 확보 다음으로는 

농지 집적과 생산자재 가격인하가 뒤따랐음.

- (현재 경영 과제) 노동력 부족이 4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벼농사와 밭

농사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벼농사에서는 ‘논의 

배수 불량 및 논의 부정형(논이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아닌 L형, 삼각형 

등의 모양)’, 밭농사에서는 ‘기술 부족’이 가장 높았음.

- (농가·경영인의 장래 불안요소) ‘노동력 확보’가 가장 높은 57%로 나타

남. 판매 가격 저하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물류비용 급등 등 최근 큰 

과제로 나타나고 있는 항목보다 더 높게 나타남.

○ ‘관심 높은 정책’, ‘경영 과제’ 물음에 대한 답변 모두 노동력 확보가 가장 

많았으며, 노동력 부족 문제를 미래 불안 요소로 느끼고 있음. 이번 조사를 

통해서 농업 후계자의 안정을 위해 노동력 부족 해소가 급선무인 것이 재차 

부각되었음.

<그림 3-3> 젊은 경영인이 느끼는 경영과제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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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여성 프로젝트 개요 및 주요 성과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제6회 ｢농업여성 프로젝트｣추진회의｣ 자료 (2017. 11. 15.)

○ 농업여성 프로젝트 는 일본 농림수산성을 사무국으로 하여 2013년 11월에 

시작된, 농업여성※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임.

※ 일본 전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지역 및 연령 제한 없음)

- 농업여성의 존재감, 경영력을 높이고,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여성의 

증가를 목표로 함.

- 농업여성의 ‘생산력’, ‘지혜력’, ‘시장력’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교육기관

과 연계하여 개별 프로젝트를 실시함(기업의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

발을 지원하거나 교육기관의 강의 등을 지원).

○ 2013년 37명의 회원과 9개 민간기업의 협력으로 시작, 2017년 11월 현재 

639명의 회원과 36개의 기업 및 교육기관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

<그림 3-4> ｢농업여성 프로젝트｣ 참여 회원 및 기업·교육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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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 연령 구성은 20대 11%, 30대 41%, 40대 36%, 50대 10%, 60대 

이상 2%로 30~40대의 비중이 높음.

- 이세키농업(井関農機(株))등 33개 기업과 가마타여자고등학교(蒲田女子

高等学校), 도쿄농업대학(東京農業大学), 산업능률대학(産業能率大学)등 

3개의 교육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2013년 11월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는 2017년 11월에 시작된 제5기 운

영 중

○ 제4기 주요 성과(2016.11.~2017.10.)

- 교육기관과 연계한 ‘하구쿠미(はぐくみ(키우다))’프로그램을 통해 농업

여성의 강의나 인턴쉽 활동을 지원

- 기업과 연계하여 지역 활동 지원 및 세미나 개최

- 애그리비지니스 창출페어에 출전(기업 연계를 통한 PR)

- 농업여성이 사용하기 편한 예초기 개발(이세키농기(井関農機))

- 어린이를 위한 농작업 체험실시(콤비·콤비위드(コンビ·コンビウィズ))

- 참가 기업 간 ‘건강 메뉴’ 공동 개발(사카타노타네(サカタのタネ), 다니

타(タニタ))

○ 제5기 목표 및 추진사항(2017. 11.~2018. 10. 예정)

-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회원의 경영발전, 프로젝트 브랜드화, 하구쿠미

의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함.

- 농업여성연구실※ 신설: 농업여성 회원의 관심이 높은 테마(판매촉진,

수출, GAP취득 등)를 학습하거나 지역 내 교류, 지역에서의 그룹 활동 

촉진을 위한 농업여성 회원의 자주적인 연구회

※ 운영방법: 농업여성 회원이 구체적인 테마에 관한 연구 창설을 사무국에 제안
→ 사무국이 연구에 참가할 농업여성 회원을 모집 → 사무국이 Facebook그룹을
만들어 운영 규칙을 제시하거나 강사 알선 등 보조 → 연구는 농업여성 회원이
자주적으로 운영(사무국은 활동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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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의 근로방식개혁 검토회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의 ｢근로방식개혁(働き方改革)｣검토회 자료(2017. 12. 19., 

2018. 1. 24., 2018. 2. 9.)

<1. 취지와 목적>

○ 농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력적인 직장 환경을 정비하

는 것, 즉 ‘농업의 근로방식개혁’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

<2.검토회의: 1～3차 회의 주요 내용>

○ 1차 회의(2017.12.19.): 일손부족 해결 방안

<발표내용>

• (IT를 활용한 업무효율화) 나베하치(鍋八農産有限会社)

- 농지, 작업실적 등을 클라우드로 일원관리하여 노동시간을 감소, 농번기에 휴가 실현

• (6차산업화에 의해 연중 채용) 로쿠세이 (株式会社 六星)

- 6차산업화로 농촌에 연중 채용 실현, 경영자의 타산업에서의 경험을 살려 인재 육성

• (여성활약) seven-foods(セブンフーズ株式会社)

- 여성사장의 리더십으로 남녀 모두 쾌적한 노동환경 정비에 집중

• 낙농×아티스트(홋카이도다이키정(北海道大樹町)

- 낙농가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창작활동

- (진행 방향)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농업의 ‘매력’으로 느낄지 , 여성농

업인은 왜 감소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 파악할 수 없

는 것이 많음. 또한 농업인 스스로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에 대해 생

각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 대응) 도쿄와 지방 회의를 화상회의로 동시 개최, 농업경영체·채

용자대상의 설문조사, 농업고등학교 등에서 검토회 개최, 웹상에서 근

로개혁 아이디어 모집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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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에 여성이 감소하는 이유 분석>

◈ (과제1) 농업지역·농가세대 여성이 줄어드는 이유는?

- 농촌지역에서 육아세대를 중심으로 여성인구가 감소. 배경에는 고학력화 등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시기의 여성인구

의 유출. 육아세대 여성의 인구감소는 농촌지역 중 농가세대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음, 배경에는 남성 농업취업인

의 미혼율 상승 등으로 볼 수 있음.

⇒ 도시에서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매력적인 일과 일자리를 농촌지역에서 창출

◈ (과제2)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줄어든 이유는?

- 농촌지역 여성 취업자가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비율의 저하, 배경의 하나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의료·복지’

분야에 노동력 수요 증가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여성농업종사자 수의 감소에는 지역차가 보임. 집약영농조직(集落営農組織)이 농지 대규모화와 농작업 기계화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남성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여 여성의 보조노동력의 필요성 낮아짐.

- 농촌지역에서는 육아세대에 있어 풀타임 노동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도시 지역에 비해 높음.

⇒ 출산·육아 등과 캐리어형성의 양립을 지향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농업이 직업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여성이 가사·육아 등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에 종사 가능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2차 회의(2018.1.24.): 고교생과 농업

- 고등학생이 느끼고 있는 직업으로써의 농업의 매력과 과제 발굴을 목적

으로 도쿄도립원예 고등학교(東京都立園芸高校)에서 개최

<고등학생의 의견>

◈ (농업의 근로방식 개혁을 위한 아이디어) 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증가, 미디어나 SNS를 활용 등

◈ (일자리로써 농업의 매력)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고,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으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음.

◈ (자신이하고 싶은 농업)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농업, 재배기술과 품질향상이 가능한 농업, 6차 산업을 

통해 재배부터 가공까지 가능한 농업 등

◈ (직장으로 농업법인을 선택할 때 중요시 여기는 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적당한 급여를 주는지, 제대로 된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재배면적과 작물의 종류와 수, 어느 정도 기계화 

되어 있는지, 소비자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곳, 거래처와 신뢰관계가 좋은 곳 등

○ 3차 회의(2018.2.9.): 농업과 여성

○ 4차 회의(2018.3.6.예정)

- (의제) 1) 외식·중식(中食, 반찬·도시락 등을 구매하여 집에서 하는 식사)

산업의 근무방식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2) 외식·중식 산업 사업자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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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3) 설문조사 결과 개요보고, 4) 핸드북 정리를 위한 회의

□ 지역재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일본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지역재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자료(2018. 2. 6.)

○ [지역재생 제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기회 창출, 기타 지역 활력 재

생을 총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계획을 국가가 지원

- 지방 공공단체가 세운 재생계획을 내각총리대신이 인정하면 해당 지역재

생계획에 기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정, 금융 등 지원 받을 수 있음.

○ [지역재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역의 활력 재생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인정지역재생계획’에 따라 사업에 대한 특별 조치

- ‘지역 방문객 등 편리 증진 활동 계획’ 작성 및 ‘지역 방문객 등 편리증진

활동’에 관한 교부금 교부 등을 추가하는 것과 함께 ‘지방 활력 향상 지

역 특정 사무 시설 정비 계획’ 등을 바탕으로 과세 특례의 적용 범위 확

대 등의 조치를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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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지역재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요

구분 주요 내용

1. ‘기업의 지방 거점 

강화’ 과세 특례 등 

확대

[현행제도]

• 본사 등 특정업무시설을 도쿄 23구에서 이동(이전(移轉)형 사업) 또는 지방에서 확충(확충형 사업) 하는 사업자의 
과세 특례 등을 지원

[개정 내용]

• 과세 특례 등의 적용 범위를 확대(제5조 제4항 제5호, 제5장 제6절)

- 긴키권(近畿圏)중심부 및 주부권(中部圏) 중심부에서 도쿄권으로 인구의 전출 초과 상황 등을 바탕으로, 이동
전형 사업을 시행한 경우 과세 특례 등을 받는 지역을 긴키권 중심부 및 중부권 중심부 추가

<법 개정 이외의 과세 특례 확충 내용>

• 이동형 사업의 확충으로 입지환경이 갖추어진 중산간지역도 지원 대상

• 소규모 사무실 등 이전·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종업원 조건 등의 기준을 하향조정(10인 이상 → 5인 이상)

• 지방 교부세로 인한 감수(減收)보충조치 확충(제17조 6)

- 현행에서는 고정 자산세 등을 불균일하게 과세할 경우, 국가에서 지방공공단체에 감수 보전이 강구되지만, 이
전형 사업에 한해 과세 면제를 실시한 경우도 감수보전 대상에 추가

⇒ 도쿄 일극 집중을 시정하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지역재생 

지역관리 부담금 

제도’ 신설

• 해외 BID※제도 등을 참고로 하여, 시정촌(市町村)이 지역재생에 이바지하는 지역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수
익자에게 징수하여, 지역관리 단체에 교부하는 관민 연계 제도를 신설(지역의 발의와 수익자의 2/3 이상의 동의
가 요건).

※ BI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지역관리 활동의 사례](제5조 제4항 제6호)

① 오픈 스페이스의 활용, ② 행사 개최

[제도 이미지도](제17조 7~제17조 9)

• 지역의 활력 창출에 기여하는 시설(자전거 주차 시설, 관광 안내소 등)을 도시 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제17조 
10)

⇒ 프리라이더 발생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활동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재생에 이바지하는 지역관리 활동을 촉진

3. ‘상점가 활성화 

촉진 사업’ 신설

• 시정촌이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작성하는 계획에 중소기업 자금 조달 면에서 지원, 상점가 진흥조합의 설립요건 
완화, 관계 부처에 따른 예산 조치 등 상점가 활성화 대응을 중점적으로 지원(제17조 13, 제17조 15, 제17조 16)

• 계획 구역 내의 빈 점포 소유자 등에게 이용 및 활용을 촉구하기 위해 지도·조언·권고 등 절차를 정비※(제17조 14)

※ 주거 실태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권고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정 자산세 주택 용지 특례 대상 외

⇒ 빈 점포 등의 활용 등에 의해 상점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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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주요 내용

4. 작은 거점※의 

형성에 기여하는 

주식회사에 관한 

관세 특례 확충

[현행제도]

• 중산간지역 등에서 고용창출이나 생활서비스(작은 거점 형성 사업)를 하는 주식회사에 개인이 출자한 경우 출자
액에 기부금 공제를 적용

[개정 내용]

• 설립 시 출자금을 새롭게 과세 특례 대상에 추가(제16조)

⇒ 중산간지역 등에서 고용이나 생활 서비스 확충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중산간지역에 마을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생활 서비스 기능이
나 교통 네트워크 확보

<목표>

① 2020년까지 5년간 기업의 지방 거점 고용자 수: 4만 명, 건수: 7,500건 증가

② 지역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역재생법 등에 기초하여 지정된 NPO법인 등의 수를 5년 후까지 100단
체 형성

③ 계획 전후를 비교하여 계획 구역에서의 연간 총 매출액을 5% 향상

④ 2020년까지 작은 거점 1,000곳(2017년:908곳), 지역 운영조직 5,000단체(2016년: 2,071단체) 형성

□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 플랜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 플랜(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

造プラン)｣홈페이지(2018. 3. 13. 경신) 자료

○ 농림수산업과 농림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아베 내각에서는 총

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 본부 에서 정책개혁의 그

랜드디자인인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 플랜 을 만들어 농림수산업 전반

에 걸친 개혁을 실행하고 있음(2013년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22회 진행).

○ [음·식료 시장의 변화] 앞으로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 시장 축소가 

예상되는 반면, 세계는 인구증가에 따라 시장 확대가 예상됨.

<표 3-6> 음·식료 시장의 변화

<일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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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개혁] 1) 후계자에게 농지 집약…농지집적(集積)뱅크 신설, 2)

지역농업 주역은 농업자…60년 만에 농협 개혁, 3) 니즈에 대응한 쌀 생산 

실현…쌀 정책 개혁, 4) 목표는 세계 시장…1조 억엔 목표 달성을 향한 농림

수산물·식품 수출촉진

○ [현재까지 성과] △생산농업소득…과거 18년간(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

준, △신규 취농자 수…40대 이하 신규 취농자가 3년 연속 3만 명 초과, △

농림수산물·식품 수출…5년 연속과거 최대 금액 경신

○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 플랜 개정 내용(2017. 12. 8.)] △임업 성장산업

화와 산림자원의 적절한 관리,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성장산업화, △

도매시장을 포함한 식품유통개혁, △농지 사용 재검토

□ 내각부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18

※ 일본 내각방관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まち・ひ

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２０１８について｣(2018. 6.) 내용

○ 2014년부터 일본 정부에서는 인구급감과 초고령화의 대책으로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리고 자율적이며 지속적인 사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 [생애단계에 따른 지방창생 강화] 2017년도(종합전략 중간년도) KPI(핵심성

과지표) 총 점검을 바탕으로 각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애단계에 맞

게 지방창생을 강화함.



113

※ U턴: 도심에서 교외로 이탈했던 주민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것 / I턴: 도시에 태어나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 / J턴: 지방에서 대도시로 취업했던 노동자가 출신지가 아닌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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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18 주요내용

생애단계에 맞는 지방창생 강화

1.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 지역 핵심 기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 미래 투자 촉진

• 관광지역 만들기·브랜딩 등 추진

• 가까운 미래 기술 등 구현

2.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을 유입 만들기

• 빛나는 지방대학교 만들기 등

• 지방으로 기업 본사 기능 이전 촉진

• 정부 기관 지방 이전

3.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의 희망 실현

• ｢지역근로방식개혁회의｣의 ｢근로방식개혁｣실천 등

4. 시대에 맞는 지역 만들기,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지키는 것과 함께 지역과 지역을 연계

• 지역관리 등에 의한 마을 만들기 추진

• 유휴자산 등의 활용을 통한 ｢경제력(稼ぐ力)｣향상

• 작은거점(小さな拠点)※ 및 지역운영조직 형성

※ 복수의 마을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 상점, 진료소, 초등학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걸어서 

갈 수 있는 범위에 모아 놓은 거점

｢두근두근 지방생활실현 정책 패키지｣ 책정 및 실행

1. 젊은층을 중심으로 UIJ턴 대책의 근본적 강화

• UIJ턴에 의한 기업(起業)·취업자 창출(6년간 6만 명)

• 지역부흥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 확충(6년 후 8천 명)

• 어린이 농산어촌 체험 강화

※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 중인 지역의 유지·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도시민을 일정 기간(1년 이상 3년 이하)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위촉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농림수산업, 환경보전활동 등)에 투입하여 각종 지역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도시민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2. 여성·고령자 등의 활약을 통한 신규취업자 발굴(6년간 24만 명)

3. 지방에서의 외국인재 활용

100세 시대에 맞춘 지방창생

• ｢배움｣,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 창출

• ｢경제력｣을 키워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함.

2020년도 이후 차기 5년의 ｢종합전략｣을 향해

• 제1기의 총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조사·분석을 통해 차기의 ｢종합전략｣ 책정

□ 일본 고향회귀지원센터(ふるさと回帰センター) 동향

※ [자료출처] 일본농업신문(2018. 3. 1./2018. 3. 4.)

○ 고향회귀지원센터※(도쿄·유라쿠쵸(有楽町))는 이주 희망 상담 건수가 2017년 

대비 26% 늘어난 3만 3165건에 달했다고 발표함(2018.2.28.).

※ 지방 생활이나 I·J·U턴 지원, 지역 정보 제공 등을 하는 NPO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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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자 연령대) 20대가 전체의 21%로 최근 10년간 5배로 증가, 상담 건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29%)로 젊은 세대의 회귀 움직임을 증명

하는 결과임.

- (희망 이주지) 지방 도시 64%, 농촌 27%, 산촌 14%로 ‘지방 도시 지향’

이 두드러짐.

- (이주조건) ‘취업할 곳이 있음’이 61%로 전년(45%)보다 크게 증가

- (취업형태) 기업에 취업이 66%(64%), 농업이 16%(19%)로 나타남.

- (2017년 이주 희망지역 랭킹) 1위 나가노현(長野県), 2위 야마나시현(山

梨県), 3위 시즈오카현(静岡県), 4위 히로시마현(広島県), 5위 니가타현

(新潟県)

□ 원예농업을 이용한 스트레스 경감 효과 조사결과 

(전국농업협동도합중앙회)

※ [자료출처] 일본농업신문(2018. 3. 7.)

○ JA 전중과 도교농업대학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원예농업 작업 후 스트레스

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됨.

- 설문 조사와 심리상태를 수치화 가능한 ‘POMS2’를 사용하여 도쿄 체험

농원 ‘가토 농원(加藤農園)’ 이용자 73명을 대상으로 조사

- ‘활기-활력’을 나타내는 수치는 원예 작업 전 9.5에서 11.3로 향상하고,

‘피로-무기력'은 1.1 감소한 4.9, ‘긴장-불안’은 2.5 감소하여 3이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심리상태 수치는 증가하고 부정적 심리 상태를 나

타내는 수치는 감소함.

○ 고이케 야스히코(小池安比古)교수는 “체험농원이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조사를 통해 장기적인 효과 등을 알게 되면 체

험농원은 복리후생으로 전국에서 활용될 것이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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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노동력 센서스 분석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Primaff Review No.85 ｢センサス分析シリーズNo.2  

農業労働力に関する分析から｣(2018. 9.) 

<1. 총 투입 농업노동력 동향>

○ 지금까지 농업 센서스를 활용한 농업노동력 분석은 판매농가의 농업취업인

구 및 기간적(基幹的) 농업종사자를 지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농업노동

력 감소율 및 고령화율 상승에서 농업노동력 취약화가 논의되어 왔음.

- 최근에는 대규모 농가의 고용확대, 집락영농조직 등 조직경영체 증가와 

법인화의 영향으로 농가세대원 이외의 농업노동력이 증가함. 이런 사항

을 제외하고 일본의 농업노동력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

워졌음.

- 이번 분석에서는 판매농가의 세대원 이외의 농업노동력을 포함한 전체 

농업 경영체의 총 투입 노동력을 바탕으로 5년간의 동향을 분석했음.

○ 각 노동력 농업종사일 수를 합산하여 그 결과를 노동단위(225일을 단위 1로 

산출)로 나타낸 <그림 1>을 보면 총 투입 농업노동력은 2010년 281만 단위

에서 2015년 235만 단위로 5년간 16%가 감소하였음.

- 주로 판매농가의 세대원에 의한 종사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총 투입 농업

노동력이 차지하는 판매농가 세대원(가족농업노동력) 비율은 2005년 

89%에서 2015년에는 80%까지 감소하였음.

- 조직경영체는 경영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원·구성원과 고

용이 10년간 종사일 수가 거의 배로 증가하여 전자가 총 투입 농업노동

력의 7%, 후자가 6%를 차지하고 있음.

○ 농업노동력의 움직임을 <표 1>에서 살펴보면 벼농사 단일경영 및 복합

경영 에서 총 투입 농업노동력 감소 수와 감소율이 모두 높아 노동력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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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영조직에서 조직경영체 등의 임원·구성원과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판매농가의 가족노동력이 이를 훨씬 더 감소하고 있음.

- 복합경영은 조직경영체 등에서 임원·구성원과 고용의 증가가 큰 것으로 

보아 집락영농조직이 채소 등의 복합부문을 도입하여 고용을 중심으로 

노동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원예나 축산의 노동집약형 경영부문에서는 판매농가 세대원의 농업노동

력 감소폭이 작으며, 이 감소부분은 고용 및 조직경영체의 노동력 증가

에 의해 비교적 보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5> 농업노동력 종류별 농업 종사일 수 추이

주: 농업 종사일 수 225일을 노동단위 1로 표기함.

자료: 농업센서스(2005년, 2010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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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농업 경영조직별로 본 총 투입 농업노동력 변화

(단위: 1,000 노동단위, %)

구분

총 투입 농업

노동력

2015년

2010~2015년간 변화
노동력 종류별 증감수

판매농가 조직경영체 등

증감 수 증감률 세대원 고용 임원구성원 고용

합계 2,354 △ 460 △ 16.3 △ 504 △ 34 34 44

벼농사 단일 625 △ 172 △ 21.6 △ 173 △ 7 5 3

원예 단일 727 △ 54 △ 6.9 △ 77 △ 7 12 19

노지채소 189 △ 7 △ 3.6 △ 14 1 3 3

시설채소 162 △ 8 △ 4.7 △ 17 △ 0 3 6

과수류 254 △ 28 △ 10.1 △ 29 △ 2 1 2

화훼 85 △ 13 △ 13.6 △ 14 △ 4 3 2

축산 단일 182 △ 13 △ 6.5 △ 24 △ 3 4 11

낙농 56 △ 12 △ 17.2 △ 12 △ 1 1 1

육용우 60 △ 5 △ 8.1 △ 6 △ 1 △ 0 2

양돈 24 1 4.8 △ 3 △ 0 2 2

양계 34 3 11.0 △ 2 △ 1 1 5

복합경영 623 △ 158 △ 20.2 △ 171 △ 11 16 8

주1) 농업 종사일 수 225일을 노동단위 1로 표기함. 주2) 복합경영은 준단일복합경영을 포함.

자료: 농업센서스(農業センサス, 2010년，2015년).

<2. 여성의 농업노동 동향>

○ 농업노동력 전체가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농가※에서 여성 농업전임종

사자(연간 150일 이상 농업에 종사)도 2010년 63만 명에서 2015년에는 50

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65세 미만은 30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8만 명 이상

이 감소하였음.

※ 판매농가 경영경지면적이 30a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 금액이 50만 엔 이상의 농가

- 기간(基幹) 여성 농업노동력의 감소는 고령 여성 농업전임종사자의 이농

(離農)을 다음 세대가 보충할 수 없는 상황(신규취농인 부족)이 계속되고 

있음.

-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특히 남성 농업취업인의 미혼율 상승의 영향으로 

농가에서의 여성 세대원 수가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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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농업전임종사자는 농업노동력 제공뿐만이 아닌 농업경영의 후계자로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

- 이번 농업 센서스에서 여성 농업 경영의 참가 현황을 보면 여성 농업전

임종사자의 8%가 농업 경영자이며 57%가 농업경영 방침을 결정하는 것

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새롭게 조사되었음.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여성 농

업인의 경영참가 비율은 65%로 여성 농업종사자 전체의 경영 참여 비율

(46%)보다 19% 높아짐.

- 남성 농업전임종사자의 91%(경영자 81%, 농업경영 방침결정 참가 11%)

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임.

○ 농업 경영조직별 여성의 경영참여 비율은 낙농 단일 경영 이 56% ＞ 시

설 채소 단일 경영 이 55% ＞ 양돈 단일 경영 과 화훼 단일 경영 각각 

52% 순임<그림 3-6>. 이는 여성 농업전임종사자 비율이 높은 작목들임.

- 여성 농업전임종사자 비율이 낮은 벼농사 단일 경영 및 맥류 단일 경

영 에서 여성 농업인의 경영 참여 비율이 각각 39%, 44%로 낮았음.

○ 65세 미만 여성 농업전임종사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를 판매농가 

전체와 비교했을 때 1) 채소, 과수, 축산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시설형 

경영, 2) 상시고용이 있는 농가, 3) 농산가공의 시설, 4) 도매시장에 출하하

는 농가 비율도 높은 경향이 있음<표 3-9>.

○ 분석 결과에서 기간(基幹) 여성 농업노동력은 농업 전체에서는 작지만 여성 

농업전임종사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경영면적 및 판매금액 측

면에서는 경영 기반이 견고하고 고용 노동력이나 농업 생산관련 사업의 도

입에 있어서도 능동적인 경향이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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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농업노동력 종류별 농업 종사일 수 추이

자료: 농업센서스.

<표 3-9> 65세 미만 여성 농업전임종사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판매농가 특징

구분

농가 수(100호) 구성비(%)

판매농가 판매농가
경영참여 경영참여

농산물 판매액 1,500만 엔 이상 686 366 5.2 25.1

경영 경지면적 10ha 이상 418 188 3.1 12.9

판매금액 1위가 시설 채소 690 249 5.7 17.1

판매금액 1위가 노지 채소 1,275 261 10.5 17.9

판매금액 1위가 과수류 1,436 249 11.9 17.1

판매금액 1위가 축산 545 157 4.5 10.8

매상 1위 출하처가 도매시장 749 169 6.2 11.7

농산물 가공을 함 214 62 1.6 4.3

상시 고용이 있음 401 154 3.0 10.6

자료: 농업센서스(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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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센서스 분석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Primaff Review No.86 ｢センサス分析シリーズNo.3 農地

に関する分析から｣(2018. 10.) 내용

<1. 10ha 이상 농가에서 농지규모화 진행, 반면 조직경영체 중심으로

농지규모화 둔화>

○ 2015년 도부현(都府県, 홋카이도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10ha 이

상 규모 농업경영체의 경영경지면적은 5년 전과 비교하여 13.1만ha 증가한 

64.9만ha가 되었으며, 이는 농업경영체 전체 경지면적(240.1만 ha)의 27%임.

- 10ha 이상 규모 농업경영체의 증가 면적은 13.1만ha로 이전 조사(2005년 

→ 2010년)에서 조사된 증가된 면적(22.9만ha)의 절반 수준임. 이는 개별

농가 증가면적이 7.0만ha → 5.5만ha(15%↓)로 미미하게 감소한 반면,

조직경영체(판매목적 경영체) 증가면적은 15.9ha → 7.6ha(83%↓)로 대

폭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임. 원인으로는 조직경영체의 농지규모화가 되었

기 때문으로 추측됨.

<2. 규모화가 진행 중인 법인경영체 및 집락영농조직>

○ 2015년 법인경영의 경영경지면적은 23.2만ha이며, 조직경영체 경지면적

(35.9만ha)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10ha 이상 규모 농업경영체의 총 

면적은 64.9만ha이며 이 중 법인경영 경영면적은 20.8만ha로 조직경영체 경

영면적의 32%를 차지함.

○ 집락영농조직※의 경영경지면적(추계)은 22.5만ha이며 법인조직의 경영면적

과 일부 중복되지만 법인경영의 경영면적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 마을 단위로 농업생산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공동적, 통

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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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 규모화는 동일본에서는 개별경영체, 서일본에서는

조직경영체가 중심>

○ 5ha 이상 규모의 조직경영체와 판매농가의 논 면적 점유율 변화(2010년 →

2015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음.

- 5ha 이상 규모의 조직경영체와 판매농가 점유율은 시코쿠(四国) 지역은 

20% 수준이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30% 이상이며, 그 중에서도 도호쿠

(東北) 및 호쿠리쿠(北陸) 지역은 50%를 넘었음.

- 도호쿠(東北), 키타칸토(北関東), 미나미큐슈(南九州) 지역에서는 판매농

가의 규모화가 활발하고 킨키(近畿)，산요(山陽)，산인(山陰) 지역에서

는 조직경영체의 규모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4. 농지 소유자의 부재촌화(不在村化)>

○ 이번 조사에서는 판매농가 감소율 상승과 동시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

가하던 자급농가의 감소로 총 농가 수 감소율이 최대치가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 증가율은 크게 감

소하고 있으며 ‘농지소유세대수’(전체 농가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사

를 짓지 않는 농가 합계) 감소율이 2010년 조사 대비 크게 상승하였음(5%

→ 9%).

○ 5년간 전체 농가에서 감소한 호수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 증감수의 관계를 정리하면 2010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2015년도 

조사에는 양자 상관관계가 크게 약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전체 농가 수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가 수

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도도부현이 2010년에는 나가사키현(長崎県) 한 

곳이었는데 2015년에는 17개 도도부현에서 양자 모두 감소하고 있었음.

이는 농지 매매에 의한 이농이 많은 홋카이도를 제외하면 토지를 소유하

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세대를 중심으로 농지소유세대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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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화※(不在村化)가 급증한 것으로 생각됨.

※ 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노인 독거세대에서의 세대주 사망 및 전출 등에 의해 지

역의 농지(경작포기지 포함)가 남아 있지만 소유자가 없어져 버린 경우 등

<5. 경영경지면적 총 면적 감소>

○ 이번 조사에서는 경영경지면적 감소가 다시 가속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

음. 전국 경영경지면적 총 면적은 2005년 356만ha에서 2010년 382만ha,

2015년 362만ha로 감소면적이 2010년도 조사에서는 4만ha이었던 것과 비

교하여 이번 조사(2015년)에서는 약 20만ha로 나타남.

○ 농업지역유형별 감소율을 보면, 산간농업지역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는 도시권 지역(비교적 인구밀도가 높고 인공구축물이 많은 지역),

중간농업지역 순이며 평지의 농업지역에서도 3.6% 감소하였음. 또한 산간

지역에서는 2010년 조사에서 1.6% 감소한 것에 비해 2015년 조사에서는 

7.8% 감소하였으며, 중산간지역에서는 1.5% 감소하였던 것이 6.0% 감소하

였음.

- 도시적 지역을 포함하여 중산간지역 등의 조건불리지역을 중심으로 농

지총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음. 그러나 중산간지역에서의 경작

방치지 증가면적은 경영경지면적 감소면적과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이며,

농외로 농지전용이 아닌 오로지 경작포기로 인한 농지가 감소해 지금까

지의 움직임과는 분명히 다른 경향을 보임.

□ 2016년 농업경영 동향4

※ [자료출처]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농림금융 ｢2016年の農業経営の動向｣(2018. 11.) 

4 2018년 6월에 공표된 “농업경영통계조사 영농유형별 경영통계(농림수산성)”를 중심

으로 2016년 개별 농업경영 동향을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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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업 전체 경영 동향>

○ 2016년의 농업 경영환경에 대해 ‘농업물가통계조사’를 이용하여 살펴 본 결

과 농산물 가격 상승과 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농업교역조건지수※가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교역조건지수는 농산물가격 종합지수를 농업생산자재가종합지수에서 제외한

것으로 상승(하락)은 경영환경 완화(악화)를 나타냄.

- 최근 농업교역조건지수 추이를 보면 2014년까지 자재가격 상승의 영향

으로 농업교역조건지수가 계속 하락한 반면, 2015년 농산물 가격 상승과 

유가 하락에 따른 광열동력비 하락으로 농업교역조건지수가 상승하였음.

2016년에도 계속하여 각 품목에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자재가격이 

떨어지면서 농업교역조건지수는 2015년 대비 8.8% 상승한 106.1로 

100(2010년을 100으로 봄)을 넘는 수준임.

○ 농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농업총산출액이 증가하고 있음. ‘생산농업소

득통계’에 따르면, 2016년 농업총산출액은 2015년 대비 4,046억 엔 증가한 

9조 2,025억 엔(전년 대비 4.6% 증가)이며, 농업총산출액은 2년 연속 증가

하여 2000년 이래 9조 엔대가 되었음.

- 총생산액은 품목별로 생산량과 가격을 곱한 것의 합으로 계산됨. 전체 

주요작목에서 산출액 증가 및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낙농을 제외하고 생

산량은 감소하고 있음.

○ 개별 경영체의 농가총소득도 11년 만에 500만 엔을 넘었음.

- 2016년 농가총소득은 2015년 대비 25만 엔 증가한 521.2만 엔이며 2005

년 이래 500만 엔대가 되었음. 특히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32만 엔 증가

하여 경영환경 완화가 농업소득을 높이고, 개별 경영체의 총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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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유형별로 본 2016 농업 경영 동향>

○ [2016년 논농사] 1호당 농업소득이 2015년 대비 10만 엔이 증가한 63만 엔

(전년 대비 19% 증가)이 되었음. 이는 쌀 가격 회복에 따른 판매 수입 증가

의 영향이 큼(전년 대비 16만 엔 증가).

- 주식용 쌀을 전략작물로 전환하여 수급조정을 한 영향으로 쌀 가격이 상

승되었음. 2016년 농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2015년산 쌀은 주식용 쌀 

초과 작부가 해소되어 쌀의 수급이 다시 상승세를 보임.

- 논농사 경영은 타 영농 유형과 비교하여 농업 총수익에서 보조금이 차지

하는 비율이 높음. 2016년은 쌀 가격 회복의 영향으로 보조금 수입이 감

소했지만 감소한 후의 비율이 19.5%로 보조금 정책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을 알 수 있음.

○ [2016년 청과물] 농업소득이 증가하여 채소의 경우 341만 엔(2015년 대비 

46만 엔 증가), 과수의 경우 274만 엔(39만 엔 증가)이 되었음. 농업 경영비

가 증가했지만 이를 능가할 만큼 농업 총수익이 증가하였음.

- 농업총수익이 증가한 배경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한파, 폭우, 태풍 등)

의 영향으로 청과물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임.

○ [2016년 낙농] 농업소득은 2015년 대비 414만 엔 증가한 1,468만 엔임. 이는 

판매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가 아닌 젖소 거래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임.

○ [2016년 육우] 농업소득이 2015년 대비 244만 엔 증가한 803만 엔이고, 판

매 수익이 198만 엔 증가했으며 이는 육우의 가격 상승, 농업경영비 감소로 

인한 영향임.

- (번식우) 농업소득이 2015년 대비 181만 엔 증가한 557만 엔이며, 송아

지 판매 수익이 201만 엔 증가한 것에서 번식우 사육 두수 감소에 따른 

송아지 가격 상승을 농업소득 상승 배경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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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육우) 농업소득이 2015년 대비 551만 엔 증가한 1,794만 엔임. 송아지 

가격 상승은 비육우 경영에서 농업경영비 증가로 이어져 농업경영비가 

전년도보다 260만 엔 증가하였고, 단 동 시기에 사료비가 213만 엔 감소

하여 농업경영비는 전체에서 105만 엔 증가로 그쳤음.

<향후 농업경영>

○ 전반적으로 농업 경영환경이 호전되었음. 특히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의 경영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농업 물가에 주목하

면 2017년도 2016년과 비슷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단, 논농사는 호

전, 채소는 악화).

○ 전반적으로 농업소득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수요를 통한 소득향상이 아니라 

2016년 농산물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벼농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전략작물로의 전환, 청과물에서는 기후 변화나 자연재해로 인한 품

귀현상, 축산에서는 번식우 사육두수의 감소에 의한 생산 자산의 가격 상승

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2017년 이후에도 TPP11 및 日-EU EPA 서명, 쌀 생산조정 검토 등 정책적

으로 큰 움직임이 있는 것 외에 기후 불순이나 자연재해 발생도 잇따라 농

업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음.

◈ TPP11(Trans-Pacific Partnership 11):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상품 관세뿐만이 아닌 서비스, 투자의 자유화를 

위해 폭넓은 분야에서 21세기형 규칙을 구축하는 경제연합회협정. 2016년 2월에 12개국이 TPP 협정에 서명하

였으나 2017년 1월에 미국이 이탈을 선언하여 2018년 3월 TPP11(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으로 명

칭을 변경함. TPP11 협정은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되며, 참여 국가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되어 있음.

◈ 日-EU EPA: 일본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미국의 자국 우선정책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하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2017년 12월 8일에 교섭 타결하였으며 2018년 7월 17일 서명을 완료함. EU는 일본에 

있어 수출의 약 11%, 수입의 약 12%를 차지하는 중요한 무역 상대이며 일-EU EPA을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정비되어 일본 기업의 비즈니스 찬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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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경영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해 농업 경영의 체질 강화와 함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됨.

□ 농업계승에 관한 2018 상반기 농업환경조사5

※ [자료출처] 일본 일본정책금융공고 ｢事業承継に関する調査結果平成30年7月調査)｣ (2018. 

10. 31.) 

○ [농업 후계자 현황] 농업을 계승하는 후계자가 누구인지 물은 결과 ‘자

녀’(51.3%)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는 ‘친족 이외의 임원·

종업원’, ‘제3자’, ‘다른 친족’ 순으로 높았음. 이들의 합계가 62.5%로 60%

이상이 농업 후계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개인경영과 법인경영 비교) 응답별로 살펴보면 ‘자녀’로 응답한 비율은 

개인 55.1%, 법인 43.7%로 개인경영이 높게, ‘친족 이외의 임원·종업원’

로 응답한 비율은 개인 1.4%, 법인 16%로 법인경영에서 응답이 높게 나

타났음. 특히, 벼농사 법인경영은 ‘친족 이외의 임원·종업원’(32.1%)이 

‘자녀’(24.4%)를 상회하는 등 법인경영에서는 친족 이외의 계승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냄.

- (매출규모별) 매출규모가 큰 경영체일수록 후계자가 있으며 ‘친족 이외

의 임원·종업원’이 후계자인 비율이 높았음. 한편, 매출규모가 작은 경영

체일수록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미정·생각하고 있지 않음·찾고 있음)

비율이 높았음.

- (매출 증가율별) 최근 3년간 매출 증가율이 높은 경영체일수록 친족을 

후계자로 선정하는 비율이 높았음.

5 일본정책금융공고 농림수산사업은 2018년 7월에 실시한 ‘2018 상반기 농업환경조사’

에서 융자처(인정농업자의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슈퍼L자금 또는 새로운 준비를 지원

하는 농업개량자금 융자처)를 이용하고 있는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계승에 관

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128

○ [농업계승 과제] ‘경영 노하우 계승(52.5%)’, ‘생산기술 계승(47.1%)’으로 응

답한 비율이 높았음.

- (개인경영과 법인경영 비교) ‘경영 노하우 계승’으로 응답한 비율은 개인 

47.%, 법인 63.3%로 법인경영이, ‘사업 장래성 불안’로 응답한 비율은 개

인 43.7%, 법인 27.8%로 개인경영에서 응답이 높았음.

- (경종농업과 축산업 비교) ‘사업 장래성 불안’으로 응답한 비율은 경종농

업 41.8%, 축산업 28%으로 경종농업에서 높게, ‘증여세 및 상속세 발생’

으로 응답한 비율은 경종농업 10%, 축산업 20.2%으로 축산경영이 높았음.

- (매출규모별) 매출규모가 큰 경영체일수록 ‘증여세와 상속세 발생’을 과

제로 삼는 비율이 높았음. 한편, 매출규모가 작은 경영체일수록 ‘사업 장

래성 불안’, ‘계승자가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후계자별 사업계승 과제※] 후계자에 따른 사업계승 과제를 물을 결과 후계

자가 있는 경우는 실무 면에서, 후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영체 사업기반 

면에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 후계자가 있는 경우 ‘자녀’, ‘친족 이외의 임원 종업원’, ‘제3자’, ‘다른 친족’별로 응

답. 후계자가 없는 경우 ‘미정(현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음.)’, ‘아직

이름(결정할 시기가 아님.)’, ‘승계할 후계자가 없음(찾고 있음.)’, ‘기타’별로 응답

- (후계자가 있는 경영체) ‘경영노하우계승’과 ‘생산기술 계승’ 등 사업계승

후 실무 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후계자가 없는 경영체) ‘사업 장래성이 불안’ 등 사업기반 강화를 과제

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2017년 개별경영체 농업경영 통계조사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平成29年 個別経営の営農類型別経営統計｣(2018. 12. 11.), 

｢平成29年 個別経営の経営形態別経営統計｣(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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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농업경영체(개별경영)>

○ [농업경영수지]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개인경영) 당 농

업총수익은 623만 엔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음. 이는 축산, 논농사,

과수 수익 증가에서 기인함.

- 농업경영비는 433만 엔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음. 이는 비료비는 

줄었지만 가축비, 광열비와 동력비 증가에서 기인함.

- 농업총수익에서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농업소득은 191만 엔으로 전년 대

비 3.0% 증가함.

○ [농외소득 및 연금 수익] 농외소득은 142만 엔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

였고, 연금 등의 수익은 192만 엔으로 1.4% 감소하였음.

○ [총소득] 농업소득에 농업생산 관련 사업소득, 농외소득과 연금 수익을 더 

한 총소득은 526만 엔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음.

<그림 3-7> 전국 농업경영체 당 농업소득 추이(개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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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논농사(개별경영)>

○ 전국 논농사 경영체 당 농업총수익은 277만 엔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

농업경영비는 207만 엔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농업소

득은 70만 엔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함.

○ 경작 면적이 20.0ha 이상일 경우 농업총수익은 5,001만 엔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함. 한편 농업경영비는 3,203만 엔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함.

이에 따라 농업소득은 1,798만 엔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하였음.

<3. 2017년 밭농사(개별경영)>

○ 전국 밭농사 경영체 당 농업총수익은 954만 엔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

하였고, 농업경영비는 606만 엔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함. 이에 따라 농

업소득은 348만 엔으로 전년 대비 29.6% 증가함.

○ 홋카이도에서 경작 면적이 40.0ha 이상일 경우 농업총수익은 6,796만 엔으

로 전년 대비 13.1% 증가하였고, 농업경영비는 4,386만 엔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농업소득은 2,410만 엔으로 전년 대비 37.7%

증가하였음.

○ 홋카이도를 제외한 도부현(일본 광역자치단체)에서 작부 면적이 10ha 이상

일 경우 농업총수익은 3,552만 엔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음. 한편,

농업경영비는 2,309만 엔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농업

소득은 1,243만 엔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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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1. [ 논 농사 ] 

ICT 논 자동 급배수 마개를 개발 

-스마트 폰으로 간단하고 영리한 

물 관리-

• 국립 연구개발 법인 농업·식품 산업 기술 종합 연구 기구(이하 ｢농연기구｣라 한다.)는 논의 물 

관리를 스마트 폰이나 PC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원격 조작하거나 자동으로 급수 및 배수를 제어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시스템을 개발. 물 관리 인력 대폭 감축으로 인한 대규모 농가의 새로운 외형 

확대와 잉여 인력을 활용한 6차 산업화의 대응에 기여하고 소득 향상이 기대됨.

2. [ 스마트 농업 ] 

자동 운전 이앙기를 개발 -모내기 

작업의 대폭 생력화 기대-

• 농연기구는 초심자라도 숙련된 수준의 모내기 작업이 가능한 자동 운전 이앙기를 개발. 독자 개발

한 조타 시스템으로 고속 회전과 고정 밀도 직진 작업을 실현.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절감하여, 

영농 규모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 논 농사 ] 

벼 도열병균의 감염의 핵심이 되는 

유전자를 발견 -도열병의 새로운 

방제 법의 개발에 기대-

• 농연기구는 이와테 생물 공학 연구 센터와 도쿄대 생물생산공학 연구센터의 협력으로 벼가 감염되

는 곰팡이 ｢도열병균｣에서 감염의 핵심이 되는 유전자 ｢RBF1｣을 발견. RBF1가 없는 돌연변이 

도열병균은 벼의 자기 방어 반응을 억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될 수 있음. RBF1의 기능을 저해하

는 물질이 발견되면 새로운 도열병 방제법의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4. [ 지구환경 ]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디지털적 토양도[土壤圖]｣를 공개

• 농연기구는 일본의 국토 전역의 토양 종류와 분포를 확인 가능한 ｢전국 디지털 토양도(축척 20만분

의 1상당)｣을 작성함. 아울러, 개량 버전의 ｢농경지 토양도(축척 5만분의 1상당)｣을 작성하고 웹 

사이트 ｢일본 토양 인벤토리｣을 통해서 제공. 농작물 재배 관리 등 농업에서 이용과 환경에 관한 

행정 시책에 대한 기여가 기대됨.

5. [ 식품 기능성 ] 

쌀가루 100% 빵 제조 기술을 개발 

보조 재료 없이도, 부드럽고 통통-

• 농연기구는 보조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 원료로만 제작할 수 있는 쌀가루 100% 빵을 개발. 

히로시마 대학과의 공동 연구로 미립자형 폼의 형성에 의한 부푸는 메커니즘을 밝힘. 타이거 보온병 

주식회사와의 공동 연구로 본 성과가 실용화되는 등 밀 알레르기에 대한 대응과 쌀의 수요 확대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2. 기술·혁신

□ 2017년 농업 기술 10대 뉴스

※ [자료출처] 농림수산성 ｢2017년 농업기술 10대 뉴스｣ 자료(2017. 12. 20.)

○ 1년간 신문 기사화된 민간, 대학, 공립 시험 연구 기관 및 국립 연구 개발 

법인의 농림 수산 연구 성과 중 내용이 뛰어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생각되는 성과 10가지 과제를 농업 기술 클럽(농업 관계 전문 일간지 등 28

개 회원)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함.

<표 3-10> 농림수산성 2017년 농업 기술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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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주요 내용

6. [ 육종 ] 

수분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는 

토마토를 게놈 편집에서 개발 

–DNA을 끊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새로운 게놈 편집 기술을 작물에 

응용-

• 쓰쿠바 대학, 고베 대학, 메이조 대학에서 공동으로 게놈 편집 기술을 이용, 수분하지 않아도 열매

를 맺는 ｢단위 결과성｣을 가진 토마토를 개발. 본 성과에는 고베 대학이 개발한 새로운 게놈 편집 

기술 ｢Target-AID｣를 이용. 단위결과성 토마토에서 수분 작업이나 착과 촉진제가 필요 없어져 

작업의 효율화, 저비용화가 기대됨.

7. [ 스마트 농업 ] 

작업 정밀도가 높고 고능률의 

연약야채※ 조제기를 개발 –시금치 

생산의 작업을 생력화 기대-

• 농연기구는 주식회사 쿠보타, 주식회사 사이토 농기 제작소와 공동으로 시금치를 대상으로 한 고성

능 연약야채 조제기를 개발. 현행기(現行機)는 4명이서 작업이 전제, 개발기(開發機)는 2명으로도 

연속 조제 작업이 가능하며, 작업능률도 현행기와 비교하면 최대 1.5배였음. 본 개발기(開發機)로 

조제 작업의 생력화가 기대됨.

8. [ 원예 ] 

국화에 푸른색을 부여하는 기술을 

개발 -새로운 가치를 낳는 푸른 

국화에 의한 화훼 산업의 진흥에 

기대-

• 농연기구는 산토리 글로벌 혁신 센터와 공동으로 ｢푸른 국화｣의 개발에 성공. 색소를 수식하는 

2종류의 유전자 도입에 의해 꽃잎이 푸른색으로 됨. 본 성과로 꽃잎의 색의 변화가 확장되어 국화

의 고부가 가치화, 새로운 용도의 제안이 가능해져 화훼 산업의 진흥에의 기여가 기대됨.

9. [ 스마트 농업 ] 

논 방제용 무선 조종 보트의 로봇화 

-수동으로는 어려운 원격 조종을 

로봇으로 자동화-

• 홋카이도 대학은 자동 운전이 가능한 논 방제용 보트 로봇을 개발. 개발기는 기존의 수동 무선 

조종 보트에 비해 계획 경로를 고정하여 밀로 수면 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차가 적은 약제 

살포가 가능. 고도의 조종 기능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방제 작업의 에너지 절약·성인화가 기대됨.

10. [ 스마트 농업 ] 

익기 전 푸른 상태에서 수확하는 

양파의 신생력 수확·조제 체계를 

개발 -플렉시블 컨테이너를 

이용으로 인력에 의한 운반이 

불필요-

• 가가와현 농업 시험장은 가가와현 츄산 농업 개량 보급 센터, 주식회사 니시자와, 주식회사 와다 

오토매틱스와 공동으로 덜 익은 양파를 에너지 절약적으로 수확·조제하는 기계화 체계를 개발. 

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수확에서 조제에 이르는 인력을 수작업의 절반 정도로 삭감 가능하고 

경영 규모 확대가 기대됨.

주: 연약야채란 일본에서 시금치, 잎 파 등이 있으며 특징은 신선도가 떨어지기 쉽고, 생육 기간이 짧으며 수확 이후에 작

업에 노력이 필요한 야채를 칭함.

□ 2018년 농업기술 10대 뉴스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農業技術10大ニュース｣(2018. 12. 21.) 

○ [2018년 농업기술 10대 뉴스 선정] 1년 동안 신문 기사화된 민간, 대학, 공

립 시험 연구기관 및 국립 연구개발 법인의 농림수산 연구 성과 중 내용이 

우수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생각되는 성과 10가지 과제를 농업기술 

클럽(농업 관계 전문 일간지 등 28개 회원)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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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농림수산성 2018년 농업기술 10대 뉴스

구분 주요 내용

1. 농촌

----------

저수지 방재 지원 시스템 개발 

• 농연기구(農研機構,국립연구개발법인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는 지진·호우 시 저수지 붕괴 

위험도를 3단계로 예측하여 예측정보를 인터넷이나 메일을 통해 방재관계자에게 전송하고 피해를 

입은 저수지 상황을 방재 관련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신속한 방재와 복구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2. 논농사

----------

다수확이 가능하며 도복과 병충해에

강해 사료용 쌀에 적합한 신품종 

｢미나치카라(みなちから)｣육성

• 농연기구는 일본 관동 이서 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다수확, 도복(쓰러짐)과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미나치카라(みなちから)｣를 육성하였음.

• 온난지와 난지에서 사료용 쌀 안정생산을 위한 보급이 기대됨.

3. 스마트 농업

----------

채소용 고속국소 시비기(機) 개발

• 농연기구는 우에다농기주식회사(上田農機株式会社), 주식회사타이쇼(株式会社タイショー)와 공동

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비료 살포가 가능한 국소시비기를 개발하였음.

• 기존 기계에 비해 작업능률이 약 20% 정도 향상되었으며 살포 오차는 3% 미만임.

4. 원예

----------

열만으로 딸기 모종 병해충 방제

• 농연기구는 주식회사FTH, 후쿠오카현(福岡県), 사가현(佐賀県), 구마모토현(熊本県)과 공동으로 

딸기 모종에 점박이응애(ナミハダニ)와 흰가루병(うどんこ病) 등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증열(蒸

熱)처리 방제장치(온탕소독)를 소형화·저전력화하였음.

5. 스마트 농업

----------

로봇 트랙터용 양용쟁기 

자동반전장치 개발

• 오비히로축산대학(帯広畜産大学)은 얀마아그리재팬주식회사(ヤンマーアグリジャパン株式会社)

와 공동으로 로봇 트랙터용 양용쟁기(reversible plow) 자동반전장치를 개발하였음. 경작지에서 

실험한 결과 무인으로도 안전하고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대규모 밭에 로봇 트랙터 보급과 양용쟁기 작업 시 노동력 절감이 기대됨.

6. 축산

----------

사용하지 않는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하여 아메리카동애등애를 

생산, 수·축산 사료화 목표

• 오사카부립환경농림수산종합연구소(大阪府立環境農林水産総合研究所)는 에히메대학(愛媛大学), 

카가와대학(香川大学), 국제농립수산업연구센터(国際農林水産業研究センター)와 공동으로 사용

하지 않는 바이오매스 자원인 식품 잔해를 먹이로 활용하여 아메리카동애등애(Hermetia illucens) 

유충을 생산하여 양식어와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음.

• 식품 잔해의 재자원화를 통해 식품 낭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7. 새로운 육종 기술

----------

배양이 필요 없고 다양한 작물에 

사용 가능한 혁신적인 식물 게놈 

편집 기술 개발

• 주식회사 카네카(株式会社カネカ)와 농연기구가 공동으로 경단분열조직(줄기 끝의 정단분열조직)의 

생장점에 DNA를 집적 넣은 ｢in planta particle bombardment(iPB)법｣을 이용한 식물 게놈 

편집기술을 개발하였음.

• 이 방법은 조직배양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밀을 비롯한 다양한 작물에 적용 가능하여 품종개량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

8. 새로운 육종 기술

----------

온주밀감(ウンシュウミカン)게놈 

해독

• 농연기구는 국립유전학연구소(国立遺伝学研究所)와 공동으로 온주밀감 전 게놈 배열을 해독하였

음. 그 결과 감귤의 착색이나 결실성에 관련된 유전자 91개를 특정하였음.

• 본 성과를 활용하여 감귤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종개량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음.

9. 병해충 방제

----------

저항성 해충 출현을 지연시키기 

위한 살충제 사용전략

• 농연기구는 우메오대학(스웨덴,Umeå Universitet), 미네소타대학(미국,University of Minnesota)과 

공동으로 세대 내에 동시에 다른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저항성 해충 관리에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혔음.

• 저항성 해충을 조기 검출하는 기술과 저항성 발달을 억제하는 본 성과를 조합하여 약제저항성해충 

피해 억제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함.

10. 새로운 육종 기술

----------

밀 게놈 배열 해독 달성

• 농연기구와 교토대(京都大学) 등이 참여한 국제컨소시엄이 밀 게놈 염기서열을 해독하였음. 밀의 

21개의 염색체상 유전자 위치 관계를 밝혀 다양한 특징을 결정하는 10만 개 이상의 유전자를 검출

하였음.

• 이 정보를 이용하여 유용한 유전자 단리나 DNA마커 개발을 통해 신품종육성이 가속화될 것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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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성에서 진행 중인 일본의 여성 농업인 서포트 적용 사례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추진 중인 ｢농업여성프로젝트｣홈페이지(2018. 2. 16. 검색

날짜)에서 발췌한 내용

<표 3-12> ｢농업여성 프로젝트｣ 개별 프로젝트 상품

제품명 이미지 제품 설명

이세키농기(井関農機株式会社) 제품

보행형 예초기

｢쁘띠모아(プチもあ)｣

• 농업여성과 함께 만든 ‘모두의 마음을 형태로 한’ 보행형 예초기

• 기계에 붙어 있는 번호 순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간단하게 엔

진을 켤 수 있음.

• 손이 작은 사람도 사용하기 편하게 제작함.

• QR코드를 통해 ‘사용법 가이드’를 볼 수 있음.

미니경운기

｢초코쁘띠(ちょこプチ)｣

• 가정 텃밭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반 사용자나 농업인까지 

‘모두 사용하기 편한’ 경운기 

• 레버 연장과 핸들 높이 조절 가능

• QR코드를 통해‘사용법 가이드’를 볼 수 있음.

트랙터

｢시로쁘띠(しろプチ)｣

• 농업여성이 농작업을 하는 중에 느낀 트랙터에 대한 희망사항

이나 의견을 듣고 제작

• 농업여성이 직접 트랙터를 시승·시작기(試作機) 평가회 등에 

참여하여 제작

• 시트 조정, 편리한 승하차 등 편리성을 높임.

마루야마 제작소(株式会社丸山製作所) 제품

분무기

｢기리리(きりり)｣

• 등에 맞춘 밴드, 허리 벨트로 몸에 부하 경감

• 핸들콕(handlecock)을 사용하여 쥐기만 해도 간단히 분무 

가능

• 희석률 표로 약제 혼합량을 간단하게 확인 가능

• QR코드를 통해 사용 방법 확인 가능

예초기

｢가루~노(かる～の)｣

• 본체를 경량화하고 여성도 간단히 켤 수 있는 엔진 탑재

• 아기띠와 배낭을 참고로 하여 개발한 양어깨 벨트를 사용하여 

안정감 있으면 피로감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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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이미지 제품 설명

다이하쓰공업(ダイハツ工業株式会社) 제품

하이제트 트럭(ハイゼット)

•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경트럭을 목표로 제작

• 전국의 농업여성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

• ｢농업여성팩｣을 선택하면 자외선 차단 유리, 거울, 여러 색상 

등의 옵션이 가능

※ 다이하쓰공업이 제조·판매하는 경(輕)상업용 차.

도와 코퍼레이션(株式会社東和コーポレーション) 제품

농업여성 Gloves

(農業女子Gloves)

• 팔 커버가 따로 필요 없는 긴 길이의 장갑

• 손 끝 부분에 전도성 섬유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가능

• 팔에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

Lotti& 쾌적 사라라 이너세트

• 겉의 천연고무 소재의 장갑과 속장갑으로 구성

• 속장갑을 특수한 소재로 제작하여 땀 흡수와 방출이 우수하여 

뽀송뽀송한 사용감

• 간편하게 속장갑만 세탁하면 쾌적하게 사용 가능

몽벨(株式会社モンベル) 제품

필드 스트레치 커버올 

Women’s

• 가볍고 잘 늘어나는 소재를 사용하여 뛰어난 착용감

• 깔끔한 실루엣으로 펄럭거림이 적어 농기구에 말려들어가는 

위험성을 줄임.

후마키라(フマキラー株式会社)제품

간단 스킨베이브미스트 내추럴

(カダンスキンベープミスト

　ナチュラル)

• 의복에 사용하는 벌레 퇴치 스프레이

• 의복에 사용하여 땀을 흘려도 기능 유지

• 천연유래성분배합으로 만들어 농작업 시에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

• 벌레퇴치 기능과 함께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음

사카타노타네(株式会社サカタのタネ) 제품

해피 베지터블

(HAPPY VEGETABLE)

• 농업여성에게 추천하고 싶은 야채 품종 시리즈

  (현재 12 품종 라인업)

• 농업여성 회원과 함께 ‘신(新)야채’의 개성과 매력을 알리고 

수요창출

• 농업여성이 갖는 소비자관점을 도입한 새로운 상품개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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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 ‘스마트 농업 실현’

※ [자료출처] 일본 미래투자회의 구조개혁철저추진회합 ｢지역경제·인프라｣회합(제6회, 

2018. 2. 13.) 자료

○ 농기계 자율주행 실현 상황

- GPS 등 위성위치정보를 활용한 운전보조 장치 도입 진행 중

구분 주요 내용

목표
• 2018년까지 농경지 내의 농기 자율주행 시스템 시판화

• 2020년까지 원격 감시 무인 시스템 실현을 목표로 연구개발 추진 중

진행

• 운전보조장치보급

-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직진 보조장치 보급

- 트랙터나 이앙기에 보조장치를 도입한 농기 시판화

• 2018년 자율주행 시스템 시판화를 위한 움직임

- 농업기계 자율주행에 관한 안전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2017년 3월에 책정

- 쿠보타(クボタ)가 2017년 6월부터 시험 판매 개시, 얀마(ヤンマー), 이세키농기(井関農機)도 2018년 중 

시판화 발표

• 2020년 무인 시스템 실현을 위한 연구 등 움직임

- 실용화를 위해 사람감지 기술 평가방법 개발 착수

- 전국 보급을 위한 준천정위성 시스템(Quasi-Zenith Satellite System, 주로 일본지역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지역 항법 위성 시스템)에 대응한 저렴한 수신기 개발 중

○ 스마트 농업을 통한 비용 감소

-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초 프로그램(SIP)에서 실시한 스마트 농업 현장 실

증에서 쌀 생산 비용의 40% 감소 가능한 것을 확인

○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플랫폼) 구축

- 농업 후계자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 경영 개선에 도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래투자회의에서 아베 총리의 지시를 

바탕으로 데이터 연계 기능이나 오픈 데이터 제공 기능을 가진 일본 최

초 농업 데이터 제휴 기반 을 구축

- 대학, ICT 판매자, 농업 기계 제조사, 연구 기관, 농민·농민 단체 등 다양

한 주체들이 결집하여 농업 데이터 제휴 기반 을 구축, 2017년 12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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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프로토 타입 운용 개시

- 농업 데이터 연계기반은 데이터 연계, 데이터 공유, 데이터 제공의 기능

이 있음.

<표 3-13> 스마트 농업 실용화 사례

구분 주요 내용

스마트 농업

실용화 사례 ①

• 자율주행트랙터(홋카이도 대학, 얀마 등 홋카이도 이와미자와시(岩見沢市))

<대책 개요>

- 경운 정지를 무인(無人)으로, 시비파종을 유인(有人)으로 진행하는 ‘유인-무인 협조작업’ 실시(2018년 시

판화 예정)

- 기존의 작업과 비교하여 간소화 효과와 작업정밀도 등을 검증하고 위험 평가를 근거로 안전성 평가 시행

<시스템 도입 이점>

- 혼자서 다수대(현재 최대 5대까지 가능)의 트랙터를 조작가능

- 한정된 기간에 한명이 작업 가능한 면적이 확대되어 대규모화 가능

※ 내각부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 ｢차세대 농림수산업 창조기술｣에서 개발 중

스마트 농업

실용화 사례 ②

• 직선 유지 기능 이앙기(쿠보타)

- 직진 유지 기능으로 편하게 이앙이 가능

- 모종을 보급할 때 보조자가 필요하지 않음.

• 토양 센서 탑재형 가변 시비식계(이세키농기)

- 실시간 토양 센서를 통해 땅에 맞게 가변시비 가능

- 조건에 따라서 30% 정도의 시비량 절감 가능, 도복 발생 감소 중

스마트 농업

실용화 사례 ③

• 논의 물 관리를 원격·자동제어 하는 논 물 관리 시스템(농연기구 등)

<시스템 개요>

- 논의 수위 등 센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내 사용자가 모바일 단말 등으로 급수 밸브·낙수를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개발

<시스템 도입 이점>

- 센서 데이터나 기상예측 데이터 등을 서버에 집약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를 활용하여 물 관리 최적화 및 

생력화하는 것으로 인해 물 관리 노동력을 80% 경감, 기상조건에 맞춘 최적 물 관리로 수입 감소 억제

※ 내각부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 ｢차세대 농림수산업 창조기술｣에서 개발 중

○ 농업 데이터 연계기반의 향후 방향성

- 농업 데이터 제휴 기반 에 생산 분야의 각종 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구동형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면서 유통, 식품 제조, 수출 진흥 등을 제휴,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큰 푸드 체인을 창출하는 농업의 Society5.0의 실

현 가속화

○ 이노베이션 추진( 知 의 집적과 활용 장에 의한 이노베이션 창출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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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을 생산현장에서 원활하게 도입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

아 AI·ICT·로봇 등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첨단기술이 생산현장에

서 활용되고 있지 않음.

- AI·ICT 등 첨단기술을 생산현장에서 이용 촉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컨

설턴트 등)가 연구 기관과 연계·협력하는 새로운 사회 구현 모델을 검토·

검증

□ 일본 내각부 AI로 농산물 유통관리 하는 신(新)시스템 사업 

9월부터 실시

※[자료출처] 일본농업신문 ｢農産物流通　ＡＩで過不足ピタリ　農家に情報提供　内閣府が新シ

ステム｣(2018. 5. 15.) 보도 내용

○ 내각부 주도로 산학(産學)연계를 촉진하여 인공지능(AI)으로 농산물 유통량

의 과부족 등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함.

- 시스템으로 출하 적기나 잘 팔리는 품목 등 데이터를 농가에 제공하고,

2022년까지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농가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입수하여 영농에 활용 가능함.

- 농산물의 건강증진 효과검증, 식물이나 미생물을 사용한 의약품 원료 생

산, 목재부터 유용물질 추출 등도 진행

○ 내각부의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 사업 중에서 스마트 바

이오 산업·농업기반기술(가칭) 로 2022년도까지 5년간 시스템을 구축함.

- 2018년도에는 약 30억 엔을 투입, 5월 중에 구체적인 연구 설계를 정리

하여 6월에 계획을 확정하고 참가 연구기관이나 유통사업자 공모를 시작

하여 9월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개시할 예정임.

○ 유통업자가 가지고 있는 산지별 농산물 출하량이나 유통경로 전체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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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화하여, AI가 분석함.

- 농산물 과잉이나 부족한 상황을 신속하게 예측하여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 손실을 줄임.

- 시세와 판매량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잘 팔리는 품목이나 품질 정보를 

생산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

○ 일본 내각부가 2019년도에 운용 개시 예정인 농업 데이터 제휴 기반 과도 

제휴할 계획임.

- 기업·연구기관이 농업 데이터 제휴 기반에서 축적하고 있는 농기계나 토

양, 기상 등의 정보와 연동시켜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데이터를 일원

화한 스마트 푸드 제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JA전농 영농관리시스템 Z-GIS 운용 개시

※ [자료출처] JA 전농(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 ｢영농관리시스템 ｢Z-GIS｣운용 개시｣(2018. 

4. 24.) 자료

○ [ Z-GIS 도입배경] 농업인의 고령화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후계자에게 농지를 집적하여 하나의 경영체가 관리하는 농지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농지가 증가하면서 농지나 경작 상황, 작업 계획, 작업 기록 등 

영농 정보 관리가 복잡해졌음.

- 다양한 데이터를 지리정보와 연결시키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지리 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농업에서도 이용하고 있음.

- JA전농에서 GIS를 이용하여 다양한 영농정보를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 

Z-GIS 를 개발하였으며, 4월 25일부터 운용 개시

○ [ Z-GIS 목표] Z-GIS 을 통해 작업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농경

지를 관리하는 농가나 농업 법인, 집약 영농 조직, JA 등에 보급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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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GIS 기능과 특징] Z-GIS 는 경작지의 소유자나 재배 작물, 작업 기

록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인터넷상의 지도에 정보를 표기할 수 있는 시스

템임.

<그림 3-8> ｢Z-GIS｣ 활용 이미지

- (Microsoft Excel 파일에 데이터 기록) 농가나 농업법인, JA에서 많이 사

용하는 Microsoft Excel 파일을 사용함으로써 입력은 간편하게 하고 다

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편리하게 함.

- (다양한 영농관리 정보를 지도 위에 표기) 작물에 따라 지도에 색을 다르

게 표기하거나 임대농지를 표기하는 등 여러 영농정보를 지도상에 표기

하는 것이 가능, 지번이나 품종 등 문자 정보를 지도상에 표기하는 것도 

가능

- (지도 인쇄) 다양한 영농정보를 표기한 지도는 자유자재로 인쇄가 가능

-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파일 보관·공유) Z-GIS 로 작성한 데이터는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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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 스토리지에 보관하여 데이터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

□ 일본 정부 미래투자전략 2018 (초안) 농업분야 주요 내용

※ [자료출처] 일본농업신문 ｢データを共有、利用　スマート農業重点　政府が成長戦略素案｣

(2018. 6. 5.) 자료

○ 6월 4일 일본 정부의 미래투자전략회의에서 새로운 성장전략 미래투자전

략 2018 초안을 정리함.

- (주요 내용) △농업분야에서는 로봇이나 ICT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가

속화가 중심, △여러 농업 데이터를 모아 공유 가능한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 가동을 위한 환정 정비 진행, △작물을 심는 것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스마트화 를 진행하는 모델 사업 추진도 포함

○ [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 ]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모

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임. 활용 범위를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농업 데이터] 농가나 농업관계자에게 중요한 재산이므로 활용 범위를 넓히

는 데에는 농가와 기업 간의 활용 규칙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함. 2018년 내

에 양자가 맺는 계약 가이드라인을 책정한다고 함.

○ [전 과정 스마트화] 로봇, ICT 활용에 있어 작물을 심는 준비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화 하는 것을 중시함. 작업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스마

트화하여 생력화나 고도화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

○ [성장전략] 수출확대도 중요 내용으로 거론되었음. 해외 수요에 맞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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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는 글로벌 산지 형성이 기재됨. 수출하려는 생산자를 등록하여 

올 여름부터 정부의 지원책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함.

<표 3-14> ｢미래투자전략 2018｣ 농업분야 주요 내용

스마트 농업

•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농업 데이터를 서로 모아서 공유 하는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農業データ連携基盤)｣을 

2019년 4월까지 가동

•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2018년 내에 책정

• 작물을 심는 것부터 수확까지 스마트화한 모델 농장을 설치하여 기술 실증

수출
• 수출을 원하는 생산자를 등록하여, 필요한 정책지원 등의 정보 제공을 여름부터 시작

• 해외 구매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수출 하는 ｢글로벌 산지｣ 형성

기타

• 청과물의 출하 규격과 농산물 검사법의 규격을 유통 경로나 소비자 니즈에 맞게 재검토

• 농약 재평가제도 도입, 제네릭(특허완료 된) 농약 신청의 간소화

• 종묘의 유통 감시나 적절한 이용관리, 품종등록제도 충실

□ 판매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산지에 인기 상품 공유

※[자료출처] 일본농업신문의 ｢販売データ分析・活用　産直売れ筋を共有　作付け戦略提案　生

産者所得増へ　ＪＡグループ愛知｣(2018. 7. 17.) 

○ JA그룹 아이치(愛知)가 직판장이나 파머스 마켓 등 산지 점포의 판매 데이

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県)내 JA에 도입을 시작하였음.

- ‘어떤 작물이’,‘어떤 시가에’,‘어느 가격대’에 팔리는가 하는 정보를 파악

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작물 생산을 확대하여 생산자의 소득 증가

로 이어 나가려고 함. 현재 16개 점포에 도입된 JA를 3년 후까지 JA 16곳

과 점포 95곳에 도입할 예정임.

○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매출관리, 구입·재고관리, 매출 분석 등의 기능이 

있어 이를 활용하여 산지점포의 문제점 보완이 가능함.

- 산지점포는 상품이 지역의 주요작물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농

산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해서 판매해야 하

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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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매출 관리에서는 매출 데이터를 일·월·년별, 생산자별·품종별로 

정리하여 확인 가능함. 이를 활용하여 지역에 부족한 품목을 보충해 나

갈 수 있음.

- 생산자별로 정리할 때 재배이력기록정보 연동을 통해 이력을 제출하지 않은 

생산자가 있는 경우 상품에 붙이는 바코드 라벨이 발행되지 않는 구조임.

○ JA는 현재 산지점포에서 전체 상품 중 현지 작물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

기 때문에 현지 생산 작물의 비중을 향상시키는 것과 시스템으로 재배이력

과 연동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심

하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 드론 배송 실용화 실험

※[자료출처] 일본농업신문의 ｢買い物や農産物集出荷　ドローン配送実証　過疎地で試験へ　国

交省｣(2018. 7. 17.) 

○ 일본 국토교통성은 산간지역과 섬 등 물건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

역이나 농산물 출하 등에서 드론을 활용한 배송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18년도 내에 과소지역에서 실증사업을 통해 비행 루트나 드론 배송에 

필요한 비용을 정리하여 드론 배송 모델을 확립할 계획이며, JA를 포함

한 물류사업자나 지자체와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임.

○ 과소지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나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으로 운반하는 물

건들이 줄거나 운송트럭 적재량이 줄어 수송 효율이 감소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소량 수송의 새로운 수단으로 드론에 

주목하였음.

- 드론 배송을 활용하면 물건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운송 

트럭 운전자 부족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기존의 차량 운송을 드론으로 

대체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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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성에서는 2017년도에 드론 전용 헬리포트 드론포트 의 실증 실험

을 나가노현(長野県)에서 실시하였음.

- 2018년도에는 나가노현에서 지금까지 시험결과로 알아낸 헬리포트 조건 

등을 활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배송을 통해 인원 체제나 기체 정비, 비용 

등의 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실증사업에 나섰음.

- 전국에서 5곳 정도를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과소지역에서 배

송을 하는 물류업자나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대상으로 하여 

7월 말까지 실험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음.

○ 물류를 시작으로 재해 대응이나 농림수산업 분야 등에서의 드론 활용에 대

해 정부가 관민회의에서 체제에 관한 요건 및 환경정비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물류 부분에서는 2018년도에는 산간지역이나 섬 등의 사람이 없는 곳에

서, 2020년대 전반에는 도심 등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보조자 없이 드

론 배송을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앞으로 과소지역뿐만이 아닌 전국에서 드론 배송을 활용하여 물류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함.

□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 스마트 바이오산업·

농업기반기술 연구 개발 계획

※ [자료출처] 일본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초 프로그램(SIP) ｢戦略的イノベーション創造プログラム

(ＳＩＰ) 第２期(平成30年度-) 課題 スマートバイオ産業・農業基盤技術｣(2018. 7. 19.) 

○ [개요] 일본의 바이오이코노미※ 확대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로 바이오와 

디지털 융합에 의한 이노베이션 기반을 구축하고 식품 을 통한 건강 증진 사

회의 실현과 혁신적인 바이오 소재·제품 산업의 진흥 및 창출을 도모함.

※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시장 산업군. OECD는 OECD 가입 국가

의 바이오이코노미가 2030년에 GDP 1.6조 달러 규모를 달성, 이 중에서 39%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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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건강 수명 연장을 도모하는 ｢식품｣을 통한 새로운 건강 시스템의 확립>

• 일본에서는 초고령화나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생활습관병, 치매, 암 등이 증가하여 국민 의료비의 증대가 사회적 

과제가 되면서 건강의 근원인 식품을 통해서 생활습관병 등의 질병 위험을 줄이고 수명연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건강 시스템을 확립

• 일본인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수집·정비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품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산업군의 진흥 및 창출을 추진

업분야가, 36%를 농업분야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OECD 보고서

Bioeconomy to 2030 ).

- 식품 을 생산하는 농업에서는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소비·수출까지 

데이터를 상호 활용하는 스마트 푸드 체인을 구축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스마트 농업 기술·시스템을 개발, 데이터 구동형 육종

(育種)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실시

○ [목표] 지속 가능한 성장사회 실현과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생산성 혁

명·경쟁력 강화

-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을 실현하는 스마트 푸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 ·유통· 소비까지를 관련 기업과 농민이 참가한 실증실험을 통해 유

효성을 실증(식품 로스 10% 삭감, 생산 현장 노동 시간 30% 감축 등)

- 식품을 통해서 생활습관병 위험을 줄이고 건강수명의 연장을 목표로 함.

식품의 ‘건강 증진 효과 평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구축하여 그 

유효성을 실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최적의 식생

활을 설계·제안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함.

- 데이터 구동형 기능제품 설계기술로 개발 기간·비용은 기존의 1/4 이하

로 절감이 가능하며 석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능가하는 생분해성 및 

생체적합성 등의 고기능품·기능성 소재 개발 기술을 확립, 생물 기능을 

활용하여 기존보다 저비용이며, CO2 배출 부분에서 환경 부하를 30%

이상 절감 가능한 혁신적 바이오 소재·고기능품의 생산 기술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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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생산성 혁명 및 경쟁력 강화>

•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소비·수출까지의 정보를 산업의 벽을 넘어 공유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정비하고 니즈에 

정확하게 대응한 생산·공급을 실현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스마트 푸드 체인 시스템｣을 구축

• 일본의 종묘개발체제 강화를 위해 육종 빅데이터나 새로운 육종 기술 등을 활용하여 품종을 개발하는 ｢데이터 

구동형 육종｣ 추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소비·유통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작물 품종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달성에 기여하는 주요 작물 품종을 개발

<｢생물 기능을 활용한 제조｣에 의한 지속 가능한 성장사회의 실현>

• 석유자원 의존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사회를 실현하는 생물 기능 설계에 기초하여 신규 바이오 소재·고기능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술 개발, 바이오 소재 등의 공급망에서 보틀넥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실시

<바이오·디지털 융합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연구 개발 기반의 구축>

• 바이오와 디지털 융합을 통한 이노베이션 창출 기반으로서 국립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바이오 관련 데이터의 민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API 등의 개발·구축, 고기능 미생물 대규모 배양·스크리닝 기술 개발 등을 실시

<출구전략>

<참가 기업의 인적, 물적, 자금적 공헌>

• 각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재·기술·지견·자금 등을 제공하여 연구 개발에 공헌

<관련된 다른 과제와의 연계>

• ｢스마트 푸드 체인 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은 SIP ｢스마트 물류 서비스｣,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간 

기반 기술｣및 PRISM의 이슈와 연계

<연구성과 인수처>

• 연구 성과의 출구로서 시장에 제품·서비스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협력 

업체들에 의한 실용화를 실시, 스마트 푸드 체인 시스템처럼 민관이 널리 활용하는 플랫폼형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각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끌어들여 실용화

<SIP로서 어디까지 진행하고(TRL등)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나>

• 실용화·제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SIP에서 프로토 타입을 작성하는 것까지 이행하고, 인수처인 민간기업 등이 

양산화를 포함한 실용화를 담당. 스마트 푸드 체인 시스템처럼 민관이 널리 활용하는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활용 사례에

서의 실효성 확인까지 SIP에서 진행하고, 그 뒤의 운영·유지 관리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 등이 중심이 됨.

<인재 육성>

• 바이오와 디지털 융합에 의한 이노베이션의 창출 분야에 융합적인 기술·지식을 가진 사람, 소재, 경영 감각을 

가진 인재 육성이 불가결함. 본 과제의 연구 개발에서 젊은 연구자 등을 규합하고 OJT(On the Job Training )를 

실시하는 동시에 AI·정보학 인재 육성 등에 관한 정기적 교육 촉진 방안과 제휴하여 인재의 육성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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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성 미래를 잡는 TECH 전략

※ [자료출처] 일본농업신문 ｢農業省力化へＩｏＴ　人口減、高齢化に対応　総務省検討委｣

(2018. 8. 12.) 

○ [배경] 일본은 인구감소·고령화·장기적인 저성장의 영향으로 기존의 사회 

시스템으로는 2030년대까지 경제, 조직, 인프라, 복지 등의 구조를 유지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음.

○ [개요] 총무성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2030~2040년쯤에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미래를 잡는 TECH전략(未来をつかむＴＥＣＨ戦略) 을 정리

하였음.

- 미래에 일본이 직면할 문제에 대해 미래의 이상적 모습을 그려 장기적으

로 대응해야 할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 목적임.

- 생산인구의 급감이나 독거고령자 세대의 급증으로 의료간호의 수요 증

가가 한층 더 진행할 것을 전망하며, 1) 사람 만들기 2) 지역 만들기 3)

산업 만들기 주제를 바탕으로 전략을 정리함.

실현하고 싶은 미래

<산업 만들기(産業づくり)>

• 시간당 노동 생산을 현재의 1.5배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함.

• 농업에서는 IoT, 드론, 로봇을 도입하여 원격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일손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성을 

올리며 경관도 유지가능하게 함.

<사람 만들기(人づくり)>

• 고령자의 장수와 생활지원을 중시함.

• 몸에 착용하여 자동제어로 걷는 것을 도와주는 보조 장치 개발

• AR을 통해서 직접 가기 힘든 곳의 실시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함(안경형 디스플레이).

<지역 만들기(地域づくり)>

• 고령자를 포함한 주민을 보호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AI를 활용하여 건강 상태를 24시간 지켜보고 문진이나 검사를 생력화하는 건강관리 서포트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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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성은 본 전략을 심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 2019년도부터 예산편성 등

에 반영할 예정임.

<그림 3-9> ｢미래를 잡을 TECH 전략｣ 전체상

□ 영농형 태양광 발전(發電)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営農型発電について｣(2018. 6.), Solar Support Center 

｢ソーラーシェアリングとは｜業者が言わない１１の問題点と成功の秘訣｣(2018. 6. 12.) 

○ [개요] 2012년 7월에 시작된 FIT제도(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의 사업채산성이 향상되었음.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산어촌

에 있어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임.

- 농지는 국민의 식량 생산 기반이므로 앞으로도 우량 농지를 확보해 나가

는 것이 중요함. 한편,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 토지수요에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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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에 기둥을 세워 상부 공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농업을 

유지하면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이 

진행되고 있음.

<그림 3-10>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모습

<노지 밭 상부에 태양광 패널 설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밭에서 트랙터 작업>

<표 3-15>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위한 농지전용 허가 실적(단위: 건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97 304 374 494 1,269

주: 농림수산성 농촌 계획과 조사, 합계 건수는 재허가 건수 포함

○ [농업과 태양광 발전의 양립]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으로 인해 농업

경영 개선 및 지역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치는 농지법을 근거로 일시적으로 농지전용 허가

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농림수산성이 2013년에 농지전용허가 제도를 명

확화 하였음.

- 2018년 5월 농림수산성에서 농지전용허가 취득을 재검토하여 후계농업

인이 영농하고, 황폐 농지를 활용하는 등의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시적 전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하였음.

- 우수사례 홍보, 상담처를 활용한 대응, 자금 조달 원활화, 문제 케이스에 

대한 대응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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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1.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치는 일시적 전용허가 대상임. 일시전용허가 기간은 3년(조건에 따라 10년)

• 허가 기간에 문제가 없으면 재허가 가능, 재허가는 전용기간의 영농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농업형 태양광 발전 설비가 원인이 아닌 이유로 인해 수량과 품질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원인을 충분히 감안함.

2. 허가 기간에 확실하게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주변의 농업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 농업의 적정한 유지(수량 및 품질 확보 등)가 확실

• 농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일조량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

• 위치 및 시설은 주변 농지의 효율적 이용(농지 전용 구역에서 토지개량 및 규모 확대 등의 정책)에 지장이 없음.

• 효율적인 농기계의 이용이 가능한 높이(최저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및 공간 확보 등

3. 일시전용허가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연 1회 보고를 하고 농산물 생산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현저한 지장이 

생긴 경우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귀 하는 것을 의무)

<이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전용허가 기간은 10년 이내>

• 후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또는 이용권 등을 가지고 있는 농지에서 해당 후계농업인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농지에서 농업을 하는 경우

• 농지전용 구역(農用地区域)의 황폐 농지를 활용하는 경우

• 농지전용 구역 이외의 제2종 농지※ 또는 제3종 농지※※를 활용하는 경우

※ ➀ 기차역, 관공서, 버스터미널 등이 500m 이내의 농지, ➁ 용도지역(用途地域,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지역)에서 500m 이내에 있으며 ‘10ha 이상의 집단 농지’와 떨어져 있는 농지, ➂ 1종 

농지(농지 전용 구역 내의 생산성이 높은 농지)에도 3종 농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농지

※※ ➀ 상하수도 또는 가스관 중 2종류 이상이 전면 도로까지 매설되어 있고 500m 이내에 2개 이상의 교육, 

의료, 기타 공공시설이 있는 농지, ➁ 기차역, 관공서, 인터체인지 등이 300m 이내인 농지, ➂ 택지율이 40% 

이상인 구역의 농지, ➃ 용도지역 내의 농지

<표 3-16>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과제

구분 주요 내용

제도
• 고정가격매입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일시전용의 리스크).

• 일손 부족에 따른 채용문제와 사업의 지속가능 문제

자금 • 금융 기관에서 대출하기 어려움(시설 설치 일시적 허용, 태양광 발전의 낮은 이율).

운용

• 농작물 가격의 변동(농작물 판매 가격이 일정하지 않음.)

• 20년간 농작물 판로 개척 및 확보하여 유지해야함.

• 태양광 시설을 중고로 판매하고 싶어도 구매자가 한정되어 있음.

• 상속인(예정자)과 공유해야 할 노하우가 너무 많음.

• 태양광 발전부분의 이율이 낮고 초기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이 높음.

• 시설물로 인해 농업 활동에 제약이 생김.

• 기존의 농업인도 노하우가 필요함.

• 농업 실적이 풍부한 태양광발전업자는 매우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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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를 활용한 목초 생산 생력화·자동화 기술 개발 축산·낙농 부분 

(연구 개발 계획)

※ [자료출처] 일본 농연기구 ｢革新的技術開発・緊急展開事業（うち人工知能未来農業創造プロ

ジェクト）｣(2016. 10.) 

<1. 연구 배경 및 과제>

○ 최근 일본의 낙농은 고령화·후계자 부족 등에 의한 호수 감소를 규모 확대

를 통해 유지해 나가고 있음. 규모 확대에 따라 관리하기 힘들어진 사료생

산은 컨트랙터(contractor) 등 외부위탁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트랙터 운전자 

확보 및 기량 향상 등의 과제가 남아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컨트랙터나 낙농생산 법인 등 목초 수확 및 초지 작업의 

수탁 면적을 향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경영체의 이용을 염두하

여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드론과 동의)와 인공지

능 기법을 이용한 초지감시 기술(항공촬영 영상에서 잡초가 많은 지역이

나 영양가 등의 정보추출 기술 및 경사나 복잡한 지형에서도 사용 가능

한 로봇트랙터)를 개발하고자 함.

- 무인항공기와 인공지능 기법을 연계하여 무인항공기로 얻은 정보를 초

지 관리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최종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기초로 고(高)영양목초를 수확하기 위한 노동

력 절감 목초 생산 체계를 구축

<2. 연구 목표>

○ 4년 후 목표, 경사지에도 사용가능한 로봇트랙터 시판화

○ UAV-클라우드시스템-로봇트랙터를 연결하여 목초생산을 위한 생력화·자

동화 기술의 기본형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 수확 등 목초생산 노동 비용을 

50% 이상 감소 가능한 것을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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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계획>

○ 1. 무인항공기와 ICT·AI 활용을 통한 노동력 절감 목초지 관리·생산기술 개발

- 1-1) 초지정보 효율적 수집과 목초지의 영양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UAV 항공촬영 영상에서 초지의 식생진단 및 수량·영양가 추정이 가능

한 기술을 개발하여 컨트랙터가 UAV를 활용하여 초지관리 작업을 합리

화할 때 활용 가능한 매뉴얼(입문서)을 작성

- 1-2) 초지 정보와 로봇트랙터을 연결시키는 클라우드 시스템과 인터페이

스 개발: UAV에서 얻은 정보를 초지관리담당자가 간단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로봇트랙터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전달할 클라우

드 시스템 개발

○ 2. AI활용형 초지용 로봇트랙터 이용을 통한 목초 생산 자동화 기술개발

- 2-1) AI활용형 초지용 로봇트랙터 개발: 경사가 있거나 복잡한 지형에서

도 사용 가능한 초지작업용 로봇트랙터를 개발, 개발한 로봇트랙터가 초

지에서 안전하게 운행·작업을 하기 위한 AI 기법을 활용한 위험감지 시

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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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AI활용형 노동력 절감·자동화 목초 생산 기술체계 평가: 개발한 개

별기술을 체계화하고 구축한 고영양목초의 노동력 절감 생산체계를 평

가하여 목초 생산 노동비용 50%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

<그림 3-11> 무인항공기와 ICT·AI 활용을 통한 노동력 절감 목초지 관리·생산기술 개발

<그림 3-12> AI활용형 초지용 로봇트랙터 이용을 통한 목초 생산 자동화 기술개발



154

<그림 3-13> AI(노동력 절감 목초 생산) 컨소시엄

□ 농업정보연구센터 개설

※ [자료출처] 일본 농연기구 ｢人工知能とデータ連携基盤を統合した農業情報研究センターを開設｣

(2018. 9. 27.) 

○ 농연기구는 농업·식품산업분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데

이터 연계기반을 종합한 농업정보연구센터를 2018년 10월 1일 개설함.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

행하고 농업·식품산업분야에서의 스마트화와 AI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

○ 농연기구는 정부가 내세우는 초(超)스마트 사회 Society 5.0 농업·식품분

야에서의 실현을 위해 농업정보연구센터를 개설하였음. 센터의 목적은 다

음의 3가지로 볼 수 있음.

1) 최신 AI 기술, 농업 데이터 연계기반으로 정비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

용하여 농연기구의 독자적 지식을 바탕으로 농업 AI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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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데이터 연계기반의 장기안정운용을 목표로 연구 및 운영체제 구축

3) 농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중심으로 한 

ICT 인재 육성

○ 출범 시 직원 수는 약 30명(연구직 23명)으로 시작하여 2019년 내에 50명으

로 확대할 예정

- 농업 AI 연구와 농업데이터 연계기반연구의 연구추진 책임자는 외부에

서 전문가를 초빙, 향후 민간 기업의 연구자도 받아들일 예정이며 산업

기술종합연구소 및 주요 대학과의 연계도 추진

○ 농업·식품분야에서 Society 5.0 의 형태인 스마트 푸드 체인(육종에서 생

산, 가공·유통, 소비까지) 각 과정의 전략적 과제에 AI 기술을 활용하여 대

응함.

- AI 기술 교육을 받은 연구원이 농연기구 내의 각 연구 센터에 AI 기술 

보급함. 이에 따라 농연기구 내의 연구자의 약 10%(200명)가 높은 IT 능

력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스마트 푸드 체인에서 특히 중요한 약 30가지 과제를 중점 AI 과제로 선정

하여 과제해결을 통해 스마트 푸드 체인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낭비감

소, 총비용 삭감, 농작물·식품의 부가가치화 등을 실현해 나감.

- 농업 AI 연구 성과를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을 통해 산업계, 농업계에 

빠르고 폭넓게 제공하여 농업계의 신속한 Society 5.0 실현에 공헌하고

자 함.

□ 미래투자회의 성장전략 방향성

※ [자료출처] 일본 수상관저 일본경제재생본부의 제19회 미래투자회의 ｢成長戦略の方向性

（案）について｣(2018.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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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재생본부 하에 4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미래를 향한 투자 확대

를 목표로 하고, 성장전략과 구조개혁의 가속화를 위해 산업경쟁력회의 및 

미래투자를 위한 관민을 통합한 성장전략 사령탑으로 미래투자회의(2016.

9. 9.)를 개최하기 시작함.

○ 현재 일본은 수급격차가 줄어 플러스 기조로 변하고 있는 한편, 노동력인구

의 성장 등에 의해 잠재성장률이 개선되고 노동생산성은 과거 최고를 기록

하고 있음.

○ 지속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 저출산과 고령화, 일손부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끌

어올려 경제성장의 벽을 깨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개혁이 가장 중요함.

- 개개인이 생산해 내는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AI, 센서, 로봇, IoT)을 통한 기술혁명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생

산현장에 침투시켜야함. 또한 기업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이끌어낼 필

요가 있음(SDGs 달성을 위한 Society5.0 실현).

- 자원의 유연한 이동을 촉진시켜 기존의 발상에 얽매이지 않는 비연속적

인 혁신을 창출하는 환경을 정비하여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대응이 

불가결함.

- 인구감소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 지역의 생활기반 산업을 남겨두기 위해 

지역 연계를 강화하여 광역 수준에서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지금까지의 지방의 지리적 제약 등을 해소하

고 동시에 지방이 가진 매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등 자조(自助) 정신을 가

지고 임하는 지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157

○ 상기의 내용을 진행함에 있어 아베노믹스의 원점으로 돌아가 3가지 주요 성

장전략을 중심으로 구체화함.

- 주요 검토 내용의 기본적인 진행 방식은 1) 각 분야별 병목을 특정지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2) 2018년 말까지 중간보고

를 정리하여 3가지 주요 개혁 실시를 위한 3년간의 실시 계획을 2019년 

여름까지 결정, 3) 일본의 대응이 세계 최첨단을 목표로 검토, 4) 이러한 

목표를 국민과 지역에 침투시킴.

주요 검토 내용(향후 목표 실현을 위한 내용)

1. SDGs를 위한 Society5.0 실현(4차 산업혁명)

• AI, IoT, 센서, 로봇,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기술혁명은 우리의 생활 및 경제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음.

- 기술혁신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 국민 개개인의 관점에서 목표로 하는 이미지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함.

2. 전(全)세대형 사회보장을 위한 개혁

- 생애현역※ 사회 실현을 위해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의 일자리를 준비

※ 정년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것

- 신규 졸업자 일괄 채용 체제 재검토와 중도 채용 확대, 노동이동 원활화 등의 고용제도의 개혁 검토 시작

- 100세 시대에 맞춰 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주체적으로 건강 유지 및 질병·간병 예방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구조 검토

3. 지방정책 강화

• 지방경제는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수요 감소나 기술혁신의 정체 상태의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지방에서는 생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반 서비스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음.

- 지방기반기업의 통합·강화·생산성향상 및 각 지방의 중추 핵심도시의 기능강화, 일극집중 시정 등을 검토

- 농림수산업 및 관광산업의 성장산업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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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현장 IT 이용 및 활용

※[자료출처] 일본 일본정책금융공고 ｢進む農業現場のIT利活用, 経営改善に寄与(平成29年7月

調査)｣(2018. 1. 30.) 

○ 일본정책금융공고 농림수산사업은 2017년 7월에 실시한 ‘2017년 상반기 농

업환경조사’에서 농업경영 시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과 IT 서비스(생산이

력정보 기록 및 생산관리시스템 외, 농업기계 정보 및 제어 시스템과 센서 

등을 이용한 환경제어 시스템 등) 이용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음.

○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 노동력 부족에 대책으로 어떤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시설·설비·기계 확충’(54.9%)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는 ‘근로조건 개선’(43.7%)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특히, 육계(브로일러)(71.4%)와 밭농사(66.2%), 양돈(62.9%)에서 ‘시설·

설비·기계 확충’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IT 서비스 이용 현황] 농업경영의 IT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절반의 농업경영체가 I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현재 어떤 목적으로 I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I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이외의 응답을 ‘I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으로 하였음.

- (매출증가율) I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영체와 ‘이용하

고 있지 않음’으로 응답한 경영체의 매출증가율을 비교하면, IT 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는 그룹의 매출증가율(21.4%)이 I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지 않는 그룹(17%)보다 4.4%p 높게 나타남.

- (농업소득(경상이익)증가율) I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영체(100.8%)

가 I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영체(39.7%)보다 농업소득(경상이

익)증가율이 61.1%p 높게 나타나 I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영체에

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였음.

- (업종별) 매출증가율, 농업소득(경상이익)증가율 모두 IT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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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경영체에서 I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영체보다 높게 

나타난 업종은 시설채소, 시설화훼, 버섯, 낙농, 육우, 육계 등 6개 업종

임. 이 6개 업종은 주로 시설이용을 통해 생산하는 업종임.

○ [향후 IT 서비스 이용 여부] ‘IT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 없음’이라고 응답

한 비율은 32.3%이며 ‘향후 IT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67.7%였음.

- ‘향후 IT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현재 I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49.4%)보다 18.3%p 높은 것으로 보면 앞으로 IT 서

비스 이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IT 서비스 이용 목적] 향후 IT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로 ‘비

용 감소’(19.9%)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생산량·품질 안정화’(19.3%),

‘경영력 향상’(18.1%) 순임.

- ‘현재 IT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과 ‘향후 이용하고 싶은 IT 서비스 목

적’에 대한 응답 비율을 비교해 보면 ‘비용 절감’, ‘경영력 향상’, ‘영업

력·판매력 강화’, ‘경영인재 육성·능력 향상’ 항목에서 ‘향후 이용하고 싶

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약 4%씩 높았음.

- 이를 통해 기존의 생산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IT 서비스 도입에서 

앞으로는 경영관리나 마케팅 등을 포함한 경영력 자체를 강화하는 목적

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림 3-14> IT 서비스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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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향후 IT 서비스 이용 의향

<그림 3-16> IT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매출증가율

주: 매출액증가율=(최근 매출 총계-최근 3년 매출 총계)÷최근 3년 매출 총계

<그림 3-17> IT 서비스 이용에 따른 농업소득(경상이익) 증가율

주: 농업소득(경상이익) 증가율=(최근 농업소득 총계-최근 3년 농업소득 총계)÷최근 3년 농업소득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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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환경

□ 일본 농림수산성 ‘2018년도 농약위해방지 운동’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2018년도 농약위해방지 운동(平成30年度 農薬危害防止運動)｣

(2018. 4. 25.) 

○ [개요] 일본 농림수산성은 후생노동성, 환경성 등과 공동으로 농약 사용에 

따른 사고·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약 안전 및 적절한 사용이나 보관·관리,

환경 영향을 배려한 농약 사용을 추진하는 농약위해방지운동(農薬危害防

止運動) 을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함.

○ [취지] 농약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 및 보관·관리가 농산물의 안전 확보,

농업 생산 안정, 국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보전에 매우 중요함.

○ [목적] 농약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 판매, 보관·관리, 농약을 사용하는 현

장 주변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농약을 부적절하게 취급하

거나 그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약위해방지운동※

을 실시함.

※ 농약단속법(農薬取締法) 외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준수사항에 대해 알고 농약 및 취

급에 대한 바른 정보를 널리 보급하는 것

○ [현황] 농약단속법(農薬取締法,1948년 볍률 제82호) 및 독극물단속법(毒物

及び劇物取締法, 1950년 법률 제303호)에 의거한 관리 등을 실시하는 동시

에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1947년 법률 제 233호)에 의거한 잔류기준에 대

응하기 위해, 농약 비산감소 대책을 포함한 농약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지

역 및 관계부국 간의 연계협력체제 강화 등에 힘써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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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사용자, 주변 주민, 축산, 주변 환경에 피해 발생 사례나 농약의 부

적절한 사용으로 농작물에서 식품위생법 잔류기준을 넘는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상황임.

- 학교, 보육원, 병원, 공원 등 공공지역 내 식물, 가로수, 주택지에 근접한 

농지(시민농원이나 가정 텃밭 포함) 및 산림에서 농약을 사용할 때는 농

약으로 인해 주민, 어린이 등의 건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

리가 필요

- 농약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 효과를 주장하는 자재 판매 및 사용 사례도 

발견되어 그러한 자재 판매 및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를 강화

<표 3-17> 농약위해방지 운동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농약 및 농약 취급 

바른 지식 보급

• 신문 및 홍보지를 통한 바른 지식 보급  • 강습회 개최를 통한 정보 공유

• 농약위해방지 운동 진행 중 실시한 활동 및 대응에 관한 검층 실시

• 의료기관 등에 농약중독 발생 시 대응 방법 정보 제공

농약으로 인한 

사고 방지

• 농약 사용 시 사고 방지 대책 지도    • 농약 보관 관리 및 적절한 처리 지도

• 농약 사용자 건강관리                • 사고 정보 파악

농약 사용 지도

• 농약 사용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된 농약 취급에 관한 지도

• 무등록 농약으로 의심되는 자재 사용에 관한 지도

농약 판매 지도

• 농약 판매자 지도                    • 농약 판매자 현장검사 지도

• 판매 금지 농약 자주 회수 지도       • 무등록 농약 의심 자재 판매에 관한 지도

• 인터넷을 이용한 농약 판매에 관한 지도 

유용한 생물 및 

수질 영향 대책

• 꿀벌 피해 방지 대책                 • 수산동식물 피해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

• 토양훈증제※로 인한 수질 영향 감소 대책

※ 토양 중에 주입되는 약제로 토양 내의 유해동식물을 방제하는 제재

□ 호우로 인한 벼농사 피해 리스크 평가방법

※ [자료출처] 일본 농연기구(NARO)의 ｢(研究成果)水田域の豪雨被害のリスクを評価する手法

を開発｣(2018. 7. 5.)

○ 일본 농연기구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에 발생 가능한 여러 ‘호우 패

턴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직 겪어 보지 못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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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확량 감소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을 발표하였음.

- (배경) 호우는 농업분야에 큰 피해를 가져오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호

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벼농사의 경우 연간 평균 43만 ha의 수해

가 발생하며 피해가 많은 해에는 피해 금액이 수십억 엔에 달할 정도임.

- (내용 및 특징)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분석 방법은 기존의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을 자료를 활용하여 시뮬레

이션을 진행해 현재 및 미래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우의 강

도나 발생빈도를 추정하는 방법임. 이를 활용하여 대상 지역의 침수피해

를 예상하고 예상 결과를 벼 수확량(톤)이나 비율(%)로 알기 쉽게 평가

하는 방법을 제안함.

1) 여러 기후변동 예측 결과에 통계적 검토를 더하여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평균적인 피해(50% 확률로 발생)와 최대 규모의 피해(10% 확

률로 발생)를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그림 3-18>.

<그림 3-18> 10년에 1번 발생※하는 폭우의 추정 강도와 발생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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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논 침수 피해 상

황을 추정함<그림 3-19>.

<그림 3-19> 호우로 인한 침수 분석 결과

3) 벼농사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 결과에서 리스크를 통계적으로 평

가함<그림 3-20>.

<그림 3-20> 벼농사 피해 리스크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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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수 지역이나 침수 깊이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벼 수확량이 몇 톤이 

감소하는지 피해를 산정할 수 있음.

- (활용방안) 논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게 배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의 호우에 대비 가능한 규모의 배수시설 정비 및 

배수계획 정책이 중요함. 새로운 분석 방법이 향후 농지 안정성을 높이

는 배수계획 검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벼농사 리스크 평가뿐

만 아니라 리스크 평가에 맞춘 농지 침수 해저드 맵 작성이나 수해 전망

에 활용 가능하며, 농지 주변 지역의 수해 평가 등에도 활용에도 기대할 

수 있음.

□ 환경보전을 위한 농업 기술 도입실태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環境保全に配慮した農業生産に資する技術の導入実態に関す

る意識・意向調査｣(2018. 11. 20.) 

○ 농림수산정보교류네트워크사업 농업인 모니터(1,024명 회답)를 대상으로 

토지개량,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저감 기술 도입실태와 향후 대응 의사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1. 재배방식>

○ 2017년 농업인 모니터들이 가장 많이 시행한 농업 재배방식은 ‘관행농업※’

57.8%, ‘환경보전형농업※※’ 14.4%, ‘에코 파머※※※’ 24.6% 순으로 조사됨

(복수응답).

※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농업

※※ 농업의 물질순환기능을 활용하여 생산성 유지와 환경부하 경감으로 지속가능한 생

산을 유도하는 농업

※※※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10호)에 입각하

여 도도부현(일본 광역자치단체)지사의 설계 허가를 받은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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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3년간(2015~2017년) 매출이 가장 높았던 재배방식은 ‘관행농업’

50.2%, ‘환경보전형농업’ 24.1%, ‘에코 파머’ 11.5% 순으로 조사됨.

- 이 중에서 과거 3년간(2015~2017년) 매출액이 가장 높았던 재배작물은 

‘벼농사’45.8%, ‘채소·서류(薯類)’30.4%, ‘과수’12.4% 순으로 조사됨.

※ 이하의 <2. 토양진단>부터 <5. 농약 사용 저감>까지는 과거 3년간 농업경영에서 

매출이 가장 높았던 재배작물에 대한 조사한 결과임.

<2. 토양진단>

○ 토양 분석 및 진단(외주 포함)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시하고 있음’은 

53.0%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 47.0%보다 높게 나타났음.

- 토양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있음’라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토양 분석 

및 진단 빈도와 대상을 조사한 결과 ‘몇 년에 한 번, 대표적인 경작지를 

선택하여 실시’ 43.3%, ‘매년, 대표적인 경작지를 선택하여 실시’ 35.7%,

‘매년, 모든 경작지에서 실시’ 12.9%, ‘몇 년에 한 번, 모든 경작지에서 

실시’ 5.7% 순으로 조사됨.

<3. 토지개량>

○ 토지개량을 위해 현재 어떠한 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퇴비 사

용’ 52.3%, ‘퇴비를 제외한 유기질자재(벼짚 등 식물잔재, 기름을 짠 콩) 사

용’ 49.4%, ‘화학성(pH등)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자재 이용’ 44.8% 순으로 

조사 되었음(복수응답).

○ 토지개량을 위해 향후 어떤 것을 실시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퇴비 사용’

54.3%, ‘퇴비를 제외한 유기질 자재 사용’ 45.4%, ‘화학성 개선을 위한 토양

개선 자재 이용’ 43.7% 순으로 조사됨(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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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비료 사용 저감>

○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토지개량 이외에 현재 어떠한 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유기질비료 사용’ 49.3%, ‘조절형비료 사용(피복비료

나 석회질소 사용)’ 39.2%, ‘국소 비료(비료를 작물 뿌리 주변을 집중적으로 

사용 등)’ 34.7% 순으로 조사 되었음(복수응답).

○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 토지개량 이외 향후 어떤 것을 실시할 것인지 조사

한 결과 ‘유기질비료 사용’ 53.8%, ‘조절형비료 사용’ 39.8%, ‘국소비료’

34.7% 순으로 조사 되었음(복수응답).

<5. 농약 사용 저감>

○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어떠한 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기계제초(제초기를 이용하여 제초)’ 49.2%, ‘피복재배(mulch culture)’

30.0%, ‘온탕 종자소독※’ 24.7% 순으로 조사됨(복수응답).

※ 종자를 온탕에 담가 종자에 부착된 병해충 제거

○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향후 어떤 것을 실행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기

계제초’ 43.3%, ‘피복재배(mulch culture)’ 25.8%, ‘온탕종자소독’ 25.6% 순

으로 조사됨(복수응답).

-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합적관리※(IPM)를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도입하고 있지 않음’라고 응답한 비율은 85.6%, ‘도입하고 있음’은 

13.7%로 조사됨.

※ 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은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라 천적(생물적 방제)

및 접착판(풀리적 방제) 등의 방제 방법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환경에 부하를 낮춰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체제

○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IPM을 도입하고 싶은지 의향을 조사한 결과 ‘도

입하고 싶음(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29.2%,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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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9.7%로 조사됨.

<6. 향후 대응에 대해>

○ 현재 재배방식에 관계 없이 향후 도입하고 싶은 재배방식을 조사한 결과 

‘환경보전형농업’ 30.3%, ‘관행농업’28.9%, ‘에코 파머’16.6% 순으로 조사됨.

○ 어느 분야의 기술개발을 기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저비용 및 생력화 

기술개발’ 68.8%, ‘수량 안정 기술개발’ 63.6%, ‘토지개량 기술개발’ 49.3%

순으로 조사됨(복수응답).

○ 토양의 질소량 및 칼륨량 파악 기술 사용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용하

고 싶음’ 68.2%, ‘사용하고 싶지 않음’ 5.9%로 나타남.

<7. 환경보전을 고려한 농업 효과>

○ 유기농업 및 환경보전을 고려한 농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농산물 품질 및 부가가치 향상’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 ‘수질 안전’ 61.1%, ‘농업관련소득 향상’ 54.6% 순으로 조

사됨(복수응답).

□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バイオマス産業都市について｣(2018. 4.), ｢バイオマス産業都

市の選定結果及び認定証授与式について｣(2018. 10. 19.), 일본정책금융공고 ｢食品企業の農

業参入は増加~農業参入から５年以内に黒字化した企業は４割を下回る~｣(2018. 10. 23.) 

○ [목표] 바이오매스 산업도시는 통합 시스템(원료생산부터 수집·운반, 제조·

이용까지 관리)을 구축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바이오매스 산업을 중심으

로 친환경적이며 재해에 강한 지역 조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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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농림수산성을 비롯한 7개 부처(내각부, 총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가 공동으로 바이오매스 산

업도시 구축을 진행해 왔음.

○ [선정] 바이오매스 산업도시를 선정할 때는 후보(지역 및 기업)를 모집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7개의 정부부처가 최종적으로 선정함.

○ 2018년도에 5곳(北海道稚内市, 北海道浜頓別町, 北海道幌延町, 兵庫県養父

市, 鳥取県北栄町)이 새롭게 바이오매스 산업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현재까

지 전국에 총 79개의 시정촌이 바이오매스 산업도시로 선정되어 있음.

- 목재 부산물, 가축 배설물, 식품 폐기물, 하수 오물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로 특색에 맞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바이오매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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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어업바이오연료법에 따른 생산제조연계 사업계획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 ｢農林漁業バイオ燃料法に基づく生産製造連携事業計画｣の認

定について｣(2018. 11. 30.), ｢バイオ燃料法パンフレット｣(2018. 11.) 

<농림어업바이오연료법 개요>

◈ (개요) 제169회 통상국회에서 농림어업바이오연료법(농림어업유기물자원의 바이오연료 원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農林漁業有機物資源のバイオ燃料の原材料とし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2008년 법률 제45호)을 제

정하고 2008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음.

◈ (목적) 농산어촌의 풍부한 지역자원인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연료를 제조하여 농림어업의 지속적이고 건전

한 발전과 에너지공급원 다양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농림어업바이오연료법에서는 바이오연료 원료가 되는 농림어업유기물자원을 의미함.

<농림어업바이오연료법에 따른 사업계획>

◈ 생산제조연계 사업계획: 농림어업인과 바이오연료제조업자가 농림어업바이오연료법에 따라 ‘생산제조연계 사업계

획’을 작성하여 담당장관 승인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 사업계획: 연구개발사업자가 농림어업바이오연료법이 따라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담당장관 승

인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생산제조연계 사업계획(生産製造連携事業計画)] 농림어업인 또는 산림업

자가 바이오연료 제조업자와 연계하여 원료생산과 연료제조에 대해 공동으

로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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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생산제조연계 사업계획 주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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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을 통해 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거래 관계 성립, 수요에 맞는 

바이오매스 생산, 효율적인 바이오연료 제조가 가능해짐.

- 지원대상 바이오연료는 목탄, 목질 고형연료,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가스 등이 있음.

- 사업계획이 기본 방침에 합당하고 사업내용 및 자금계획이 적절한 경우 

담당 장관이 생산제조연계 사업계획으로 승인

-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는 자금대출, 직접금융, 채무보증, 세제 부문

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농업개량자금 융통법 등의 특례로 바이오연료 제조시설에 관한 고정재산세 경감,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법 특례, 산업폐기물처리 사업진흥재단 채무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018년 11월 현재 농림어업 바이오연료법에 따른 생산제조연계사업계획 승

인 건수는 바이오에탄올 5건, 목질 고형연료 5건, 메탄가스 11건, 바이오디

젤 1건, 가스(수소) 1건, 가스(목질바이오매스) 1건으로 총 24건임.

4. 식품

□ 일본 농림수산성 식품산업전략 -식품산업 2020년대 비전-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식품산업전략 –식품산업 2020년대 비전-｣(2018. 4. 6.) 

○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식품제조업을 포함한 문제, 향후 비전, 대응 방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전략적 대응 검토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18년 3

월까지 식품산업전략회의(총 9회) 를 진행하여 식품산업전략-식품산업의 

2020년대 비전 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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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식품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구분 주요 내용

강점

• 세계에 자랑하는 높은 수준의 생산 공정과 높은 제품 품질

• 계속해서 신상품을 투입하는 높은 상품 개발력

• 보다 안정된 수송 및 장기 보존이 가능한 높은 포장·충전 기술

• 단시간에 높은 선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물류망

• 전통성, 지역성, 기능성에 의한 높은 브랜드력

약점

• 낮은 부가가치   • 낮은 노동 생산성   • 낮은 급여

• 낮은 설비 투자에 의한 설비의 노후화, 안전성 대책 우려

• 낮은 해외 사업 비율(수출과 해외 투자)

장래성이 기대 가능한 기회

• 일식이나 일본 독자적인 식품에 대한 관심의 고조

• 건강·의료 등에 이바지하는 음식 기능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고조

• 전자 상거래의 보급에 따른 유통의 다양

위험과 과제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의한 국내 시장의 축소

• 일손 부족이 장기적으로 확실한 가운데 인재 확보

•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규격·인증 요청과 안심에 대한 관심

• 환경·사회·통치(ESG)을 고려한 사업 활동의 요구

• 많은 자연 재해에서도 요구되는 지속적 공급

• 세계 식품 시장 확대에 따른 원자재 쟁탈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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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식품산업전략 목표와 방향

목표

◈ 수요를 끌어내는 새로운 가치 창조에 의한 부가가치액 30% 증가

◈ 해외 시장 개척에 의한 해외 매출 30% 증가

◈ 노동 생산성 30% 증가

대응 
전략

전략 1.
----------
수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가치 창조

• 기획·개발력을 높이는 관점에서 ｢근로방식 개혁｣

• 기술 개발로 지금까지 없었던 상품 생산

• 간편화·외부화의 수요에 따른 상품 개발

• 높은 품질로 프리미엄 상품 제안

• 건강 증진이나 영양 밸런스 기능을 갖는 상품

• 포장·용기의 고도화에 의한 매력 향상

• 기존의 상품을 새로운 시장에서 수요 개척

• 장기 인기 상품의 파생 상품 생산

전략 2.
----------

해외시장 개척

• 일본 식품의 강점·독자성 추구

• 현지의 식문화와 시장 성숙도 파악

• 해외시장 음식 규제 파악하여 물류 인프라 구축

• 국내 여행 중인 외국인 여행자 기호 파악

전략 3.
----------
자동화와 근로방식 
개혁에 따른 노동 

생산성 향상

• 로봇의 도입 등의 설비 투자

• IoT, AI 등을 활용한 생력화·저비용화

• ｢근로방식 개혁｣에 의한 인재 확보와 노동 생산성 향상

• 유통기한 재검토로 폐기 손실 감소

• 물류 공동화 등을 통한 비용 절감

전략 4.
----------
생산 거점으로서 

위기관리와 환경 정비

• 재해 시 안정 공급의 확보 등의 리스크 축소

• 원활한 사업 승계를 통한 지역 브랜드 유지

• 적절한 거래 가격 책정

• 음식에 대한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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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 ‘식품 낭비 감소’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식품 낭비 감소(食品ロスの削減)｣(2018. 2.) 

○ [식품 낭비(食品ロス)]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식품을 말하며,

식품 낭비를 줄여서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

- 식품산업에서는 식품폐기물 발생자체를 줄이는 발생억제가 중요하며, 2012

년 4월에 식품 식품리사이클법의 기초인 발생억제 목표치 가 설정되었음.

○ [식품 낭비 현황] 2015년 식품 폐기물 발생량 추계치에 따르면, 일본 전체 식

품 폐기량은 2,842만 톤이며, 그 중에서 식품 낭비량은 646만 톤임(사업관련 

분야에서 식품 낭비는 약 357만 톤, 일반 가정에서 식품 낭비는 약 289만 톤).

- 국제연합 WFP의 세계 전체 식량 원조량(약 320만 톤)을 넘는 양이 낭비

되고 있음.

○ [식품 낭비 감소 국민 운동(NO-FOODLOSS PROJECT)] 식품 낭비 발생 단

계별로 식품 낭비 감소를 지원하고 소비자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 개혁을 위

해서 관민 협동 하에 식품 낭비 감소 국민 운동(NO-FOODLOSS PROJECT)

을 추진

구분 주요 내용

제조·유통

• 제조·유통·판매 분야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 푸드 뱅크※ 활동 지원

※ 식품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규격 외 식품을 복지시설에 무료로 제공

• MOTTAINAI(아깝다, もったいない) 캠페인※

※ 지구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방식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순환형 사회 구축을 지향

외식

• 주문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기 운동

• 도기백※ 보급 지원

※ doggy bag: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싸가기 위한 용기

가정·소비자
• 소매점, 매스미디어, SNS 등을 활용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식 개선, 유통기간 표시 이해 촉진, 에코 쿠킹 등)

⇒ 개인의 의식과 행동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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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푸드체인을 마련

- (5개 성의 연계) 식품 낭비 감소 관련 부처 등 연락회의(食品ロス削減関

係省庁等連絡会議)를 구성하는 5개 성·청(소비자청, 문부과학성, 농림수

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연계하고 관민이 협동하여 식품 낭비 감소 

국민운동 추진

○ [소매점에서의 식품 낭비 감소 실증 실험 결과] 실증 실험에서 소매점에 식

품 낭비 관련 자료를 게시해 놓는 것으로 폐기율과 할인율 등이 개선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일본 농림수산성 ‘2018 식품안전성 조사·모니터링 계획’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2018년도 식품 안전성에 관한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미생물 조

사·모니터링 연차계획｣(2018. 3. 30.) 

○ [경위]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식품 안전성에 관한 위험성 관리 표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틀에 입각하여 식품 안전성에 관한 

유해화학물질과 유해미생물에 의한 농축 수산물·식품의 오염 실태를 조사

- 위험성 관리 추진에 있어 우선적인 위험성 관리 위험요인을 명시한 우선 

위험성을 바탕으로 조사·모니터링 중기계획 및 매년 조사 계획(조사·모

니터링 연차계획)을 작성하여 계획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 2018년도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미생물의 조사 

및 모니터링 연차계획 을 책정하여 조사 실시

○ [향후 대응] 연차계획에 기초하여 유해화학물질이나 유해미생물로 인한 식

품, 사료, 농축수산물과 생산환경 오염 실태 조사를 진행함.

- 식품안전에 대한 예상 밖의 위험성이 나타난 경우, 문제가 된 위해 요인

의 식품 함유 농도 등 긴급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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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선정 방법] 조사대상은 중기계획에서 정한 우선순위 외에 지금까지

실시한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 위험성 관리의 진척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위험성 관리 검토회에서 생산자, 사업자 및 소비

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서 결정함.

<표 3-19> 연차계획 조사·모니터링 대상

유해화학물질

• 조사(서베일런스※): 비소, 납, 카드뮴, 다이옥신류, 타입 B 트리코테센류, 타입 A 트리코테센류, 제아랄레논, 
파툴린, 오크라톡신 A, 맥각알칼로이드류, 피롤리딘알칼로이드, 시안화합물, 아크릴 아미드

※ 문제의 정도 또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 모니터링※: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아플라톡신  , 디옥시니발레놀, 제아랄레논

※ 교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 기존의 작업과 비교하여 간소화 효과와 작업정밀도 등을 검증하고 위험 평가를 근거로 안전성 평가 시행

• 기타조사: 니발레놀-3-글루코사이드, 아크릴아마이드

유해미생물
• 서베일런스: 살모넬라, 장관출혈성 대장균, 유해미생물

• 기타조사: 캄필로박터,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 식료품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 추계 결과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과 농림수산정책연구소의 ｢食料品アクセス困難人口の推計｣

(2018. 6. 8.) 

○ 식료품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란, 점포(정육점, 청과점, 백

화점, 종합슈퍼, 식료품슈퍼, 편의점)까지 직선거리가 500m 이상이고 연령

이 65세 이상이며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함.

○ [배경] 최근 식료품점의 감소와 대형 상업 시설의 교외화 등에 따라 과소지

역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고령자를 중심으로 식료품 구입에 불편을 느끼

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료품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식료품 접근 문제 가 표면화 되고 있음.

○ [2015년 식료품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 2015년 식료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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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는 전국 약 825만 명으로 추산,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24.6%가 식료품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

타남. 2005년과 비교해 보면 전국에서 21.6% 증가, 그 중에서 3대도시권(도

쿄, 나고야, 오사카)에서는 44.1%, 지방에서는 7.4%씩 증가하였음.

<그림 3-23> 식료품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권역별)

○ [2015년 75세 이상 인구 중 식료품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

구] 전국에 약 536만 명으로 추산, 전체 75세 이상 인구의 약 1/3(33.2%)임.

2005년과 비교에서는 전국에 42.1% 증가, 3대 도시권에서는 68.9%, 지방에

서는 28.1% 각각 증가했으며, 특히 도쿄권은 89.2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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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75세 이상 중 식료품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

□ 일본 농림수산성 2017년도 먹거리 교육 백서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2017년도 먹거리 교육 백서(平成29年度食育白書)｣(2018. 5. 

29.) 

○ [먹거리 교육기본법(食育基本法)] 먹거리 교육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미래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 생활

과 풍부하고 활력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에 먹거리 

교육 기본법을 공표하고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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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1부. 

먹거리 교육 추진 시책을 

둘러싼 상황

• [특집] 다양한 생활에 대응한 먹거리 교육 추진

- 식탁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먹거리 교육의 고리-

1. 제3차 먹거리 교육 기본계획 현황

2. 가족과 함께 먹는 식사의 상황과 대응

3. 하루 종일 모든 식사를 혼자서 먹는 ｢혼밥(獨食)｣ 상황

4. 지역 등에서 함께 먹는 식사의 상황과 대응

2부. 

먹거리 교육 시책

구체적 대응

• 가정에서 먹거리 교육 추진

-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아침밥 먹기｣ 국민 운동 추진,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영향지도

•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먹거리 교육 추진

- 영양교사 배치 촉진 등 학교에서 음식에 관한 지도제도 보충,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활용,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먹거리 교육 추진

• 지역에서 먹거리 교육 추진

- 건강 증진과 생활습관병 예방이나 개선을 위한 대응 추진, ｢일본형 식생활｣실천 추진, 식품 관련 사업자 

등의 먹거리 교육 추진

• 먹거리 교육 추진운동 전개

- 먹거리 교육 추진 전국대회를 비롯한 ｢먹거리 교육 월간｣ 현황, 먹거리 교육 추진 대응 등에 관한 표창 

실시, 도도부현 및 시정촌 먹거리교육 추진 계획 상황

•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촉진, 환경과 조화로운 농림어업 활성화 등

- 그린 투어리즘이나 농림어업체험 등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촉진,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 추진, 식품낭비 감소 추진

• 식문화 계승을 위한 활동

- 칼럼에서 ｢메이지시대의 먹거리 교육 및 식생활 전환｣ 소개, 지역 자원봉사자 등에 의한 식문화 계승, 

｢일식(和食)｣ 보호와 차세대 계승을 위한 대응

• 식품 안전성·영양 등에 관한 정보제공 추진

- 정보 제공에 있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 식품 안전 정보 제공, 원전 사고 피해지역 

식품에 대한 평판 불식 대응, 식품 표시 적정화 추진

• 조사, 연구 및 기타 시책 추진

- 국민 건강·영양 조사 실시·활용 현황, 영양 개선을 위한 국제적 대응인 ｢올림픽·패럴림픽｣ 등에 대한 

대응

3부. 

먹거리 교육 추진시책 

목표와 현황 평가

• 먹거리 교육 시책의 목표와 현황 평가

- 제3차 먹거리 교육 추진 기본 계획의 목표치의 2017년도 진척 상황

- 목표와 현황을 비교해 보면 ｢지역 등에서 공동 식사를 원하는 사람이 공동 식사를 하는 비율｣, ｢중학교 

학교 급식 실시율｣, ｢소금과 지방을 줄인 식품 기업 등록 수｣는 이미 목표를 달성함.

- ｢추진 계획 작성·실시하고 있는 시정촌 비율｣은 꾸준히 증가, 한편 ｢아침밥을 먹지 않는 아동의 비율｣처럼 

과제가 남아 있는 것도 있음.

<표 3-20> 2017년도 먹거리 교육 백서 내용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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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아침밥 또는 저녁밥을 가족과 함께 먹는 횟수

<그림 3-26>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힘든 이유

주: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중,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을 만들기 힘들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그렇다｣,｢

모르겠다｣라고 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농림수산성(2015년까지는 내각부) ｢먹거리교육에 관한 의식조사｣(2017년 11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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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하루 전체 식사를 혼자서 먹는 빈도

<그림 3-28> 하루 전체 식사를 혼자서 먹는 것에 대한 생각

주: 1) 하루 전체 식사를 혼자서 먹을 때가 있다는 질문에 ｢주 1일 정도 있음｣, ｢주 2~3일｣, ｢주 4~5일｣, ｢거의 매일｣

이라고 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

   2) 복수회답

자료: 농림수산성(2015년까지는 내각부) ｢먹거리교육에 관한 의식조사｣ (2017년 11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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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아침밥을 먹지 않는 경우가 있는 초등학생·중학생 비율

□ 식품 유해 화학물질 함유 실태 조사결과 (2015-2016)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의 ｢食品中の有害化学物質の含有実態調査の結果をまとめた

データ集（平成27~28年度）の公表について｣(2018. 7. 27.) 

○ [개요]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품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축수산물과 가

공식품의 유해화학물질의 함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 2015~2016년도에 맥류 부분에서는 곰팡이독, 가공식품 부분에서는 아크

릴 아미드, 트랜스 지방산 등 17종류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실태 조사

를 하였음(약 1만 3천 점).

- 조사 결과 식품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의 농도가 과거 조사에 비해 줄

었거나 기준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이는 생

산자와 사업자에 의해 식품 유해 화학물질 감소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

로 생각됨.

○ [배경]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

한 책무이므로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식품 안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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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리스크 관리의 표준 매뉴얼(2005년 8월 공표) 에 근거하여 식품의 안

전성 향상에 임하고 있음.

<표 3-21> 식품 유해 화학물질 함유 실태조사 결과

구분 주요 내용

밀·보리 

곰팡이독

(mycotoxin) 

• 밀에는 디옥시니발레놀(deoxynivalenol)의 잠정 기준치(1.1 mg/kg)를 넘은 밀은 없었음.

• 국산 밀, 보리의 디옥시니발레놀, 니발레놀(nivalenol) 평균 농도는 과거 조사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음.

가공식품 

아크릴 아미드

(acrylamide) 

• (조사대상) 아크릴 아미드 섭취량에 기여가 큰 가공 식품 12개 품목

• 과거조사와 비교해 보면 감자튀김과 감자스낵에서 아크릴 아미드 농도는 낮아졌으며, 빵에서도 아크릴 아미

드 농도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산

(trans fatty acid) 

• (조사대상) 기름과 지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및 현재 정보가 없는 가공 식품

• 기름과 지방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에서의 트랜스 지방산 농도는 과거 조사 결과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음.

• 정보가 없었던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산 농도는 조사한 식품의 약 70% 이상이 트랜스 지방산 함유량을 

‘0g’으로 표기할 수 있는 수준이었음( 소비자청 기준 식품 100 g당 0.3 g미만).

<표 3-22> 조사 유해물질 항목

식품

• 농산물 20품목(곡류, 두류, 채소류, 과실류)

• 수산물 (어패류) 7품목

• 가공식품 28품목(매장에서 조리한 식품 포함)

화학물질

• 1차 산업에 포함되는 화학물질(11종류)

- 중금속 등(카드뮴, 납, 수은, 비소)

- 곰팡이독(타입A트리코테센류(類), 타입B트리코테센류(類)(디옥시니발레놀, 니발레놀 등), 제라레논, 아플라

톡신류(類), 오크라톡신A, 스테리그마토시스틴)

- 다이옥신류(類)

• 유통, 조리, 가공 등에서 생성하는 화학물질(6종류)

아크릴 아미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類)

3-클로로-1, 2-프로판 디올 지방산 에스테르류(類)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류(類)

트랜스 지방산

히스타민

• 잔류 농약

136종류

○ [향후 대응] 식품 화학물질의 함유 실태는 식품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임. 농림수산성은 지속적인 식품 유해화학물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 음식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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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지 않도록 생산자나 사업자와 연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마련할 것임.

□ 식품기업의 농업 진출※

※ [자료출처] 일본정책금융공고 ｢食品企業の農業参入は増加~農業参入から５年以内に黒字化

した企業は４割を下回る~｣(2018. 10. 23.) 

○ 일본정책금융공고 농림수산사업은 2018년 7월에 식품 관련 기업(제조업, 도

매업, 소매업, 음식업)의 농업 진출 상황을 조사하였음.

○ 식품 관련 기업(이하 식품기업으로 칭함)의 농업 진출 상황을 조사한 결과 

농업에 진출한 식품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진출 목적으로는 ‘원재료 

안정조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본업상품의 부가가치화·차별화’, ‘지

역 공헌’ 순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에서 ‘이미 진출했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12.7%로 2010년 조사

대비 3.3%가 증가하여 농업에 진출한 식품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반면, ‘진출을 검토 또는 계획하고 있음’, ‘진출에 관심은 있으나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음’ 등 농업 진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응답 비율이 감소

하였음. 이를 통해 새롭게 농업 진출에 관심을 갖는 층은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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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식품기업의 농업 진출 상황

<그림 3-31> 2018년 상반기 식품기업의 농업 진출 목적

주 1) ‘이미 진출했음’, ‘진출 검토 또는 계획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2) 복수응답가능

○ 식품기업이 농업에 진출 후 농업부문이 5년 이내에 흑자로 전환한 기업은 

전체에서 37.9%로 4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것이 1년에 1회만 가능하며 작업 숙련까지 시간

이 필요함’, ‘본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농업부문의 채산

성은 의식하고 있지 않음’ 등의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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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식품기업이 농업에 진출 후 농업부문이 흑자로 전환하기까지의 기간

주: ‘이미 진출했음’으로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 식품기업의 농업 진출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인재 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가장 높았고(2010년 조사대비 27% 증가), 그 다음으로는 ‘채산성 

판단’, ‘농지·사업지 확보’, ‘기술습득’ 순으로 이어졌음.

- 식품기업이 농업에 원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번 조사에서 농업 진출 과제로 ‘자금조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8%

로 2010년 조사 대비 15% 감소한 특징적인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3-33> 농업 진출 과제

주 1) ‘이미 진출했음’, ‘진출 검토 또는 계획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2) 복수응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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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기업의 농업 진출 방법 및 형태를 조사한 결과 ‘자사·자회사 직접 진출’

가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농업법인으로 출자·업무 제휴’에 의한 농업 진출은 17.2%로 2010

년 조사 대비 5.2% 낮아짐. 이를 통해 제휴 등 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농업 진출은 감소하고 식품기업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림 3-34> 농업 진출 방법 및 형태

주 1) ‘이미 진출했음’, ‘진출 검토 또는 계획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2) 복수응답가능

□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채소 관련 의식조사

※ [자료출처] 일본정책금융공고 ｢植物工場の野菜 認知度や評価は向上＜平成29年度下半期消費

者動向調査＞｣(2018. 3. 14.) 

○ 일본정책금융공고 농림수산사업은 2018년 1월에 실시한 2017년도 하반기 

소비자동향 조사 에서 식물공장에서 재배하는 채소에 관한 의식조사를 했

음. 2018년도 1월에 인터넷 설문을 통해 전국의 20～70대 2,000명을 대상으

로 조사(남녀 각 1,000명)함.

○ [식물공장에서 재배하는 채소 구매 현황]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채소 구입 

경험을 물은 결과 ‘구입한 적이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21.4%이었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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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험자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20~30대는 10%대, 50~60대는 20% 후반대

로 고령층의 구매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5> 식물공장에서 재배하는 채소 구매 현황(전체)

<그림 3-36> 식물공장에서 재배하는 채소 구매 현황(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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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한 적이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2009년 조사에서는 9.2%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21.4%로 8년 사이에 응답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림 3-37> 식물공장에서 재배하는 채소 구매 현황(조사 기간별)

- 한편, ‘쇼핑하는 곳에서 판매하지 않아 구매한 적이 없음’은 2009년 7월 

조사(13.4%)와 거의 변화가 없어 여전히 일상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환

경인 것을 알 수 있었음.

○ [식물공장에서 재배하는 채소 구입 빈도] ‘매일(1.6%)’, ‘일주일에 몇 차례

(11.7%)’, ‘한 달에 몇 차례(35.5%)’의 합계가 48.8%로 구매경험자의 약 절

반이 일상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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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식물공장에서 재배하는 채소 구매 빈도

- (구매 품목 순위) 식물공장에서 재배하는 채소 중 구매한 품목에 대한 응

답은 양상추(72.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토마토(33.6%), 시

금치(14.3%) 순으로 응답함.

<그림 3-39> 식물공장에서 재배하는 채소 구매 종류

- (남녀별)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 양상추, 시금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

나 토마토 구매 비율에서 남성 41.5%, 여성 27.5%로 큰 차이가 나타남.

- (연령별) 연령별 식물공장에서 재배 하는 토마토 구입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구매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70대(45.3%)의 경우 20대

(17.1%)의 약 3배에 가까운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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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비교] 식물공장에서 재배하는 채소와 일반적인 재배방법으로 재배

한 채소의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채소가 일반적인 재

배방법으로 재배한 채소보다 ‘저렴한 가격’, ‘외형’, ‘안전성’, ‘고급스러움’,

‘친환경’의 5항목에서 ‘매우 우수’, ‘다소 우수’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반

면, ‘맛’, ‘영양’의 2항목에서는 일반 재배방법으로 재배한 채소가 우수하다

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음.

- 저렴한 가격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 ‘다소 우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식

물공장에서 재배하는 채소가 일반적인 재배 방식으로 재배하는 채소를 

상회하였음. 이는 2012년 조사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임. 맛과 영양 부

분에서도 식물공장에서 재배하는 채소의 이미지가 향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채소와 일반적 방법으로 재배한 채소를 함께 판매하

고 있는 경우, 어느 정도 가격차라면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채소를 구매할 

것인지 조사하였음. 그 결과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도 구매(36.9%)’, ‘다소 

비싸도 구매(5.5%)’, ‘상당히 비싸도 구매(0.8%)’의 합계가 42.7%로 거의 

같은 가격 또는 비교적 비싸도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채소를 구매한다고 응

답한 비율이 40%을 넘는 결과가 나왔음.

- 과거 조사(2009년, 2012년)와 비교하면 거의 같은 가격 또는 비교적 높은 

가격에도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채소를 구매한다는 응답이 이번 조사에

서 가장 높게 나왔음. 이는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채소의 평가가 높아지

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앞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 ‘다소 저렴하

면 구매(34.1%)’, ‘상당히 저렴하면 구매(16.3%)’라고 응답한 구매층을 

소비자로 확보해야함. ‘맛’, ‘영향’ 부분은 기존 재배방식 채소와 비교해

도 부족한 점이 없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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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식물공장에서 재배하는 채소 가격별 구매 의향

5. 통상

□ 일본·EU EPA 주요 품목 합의 내용

※ [자료출처] 일본농업신문의 ｢日欧ＥＰＡ署名　農林水８２％で関税撤廃｣(2018. 7. 18.)

○ 아베 신조 총리와 EU 도날트 투스크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위

원장은 2018년 7월 1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일본·EU 경제동반자협정

(EPA)에 서명하였음.

○ 일본은 가을 임시 국회에서 협정의 승인안(案)과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

이며, 2019년 초 발효될 가능성이 있음.

- 발효 시 일본은 최종적으로 농림수산물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정)와 비슷한 수준인 82%의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므로 일본 

국내 농업에 영향이나 기존의 자유무역 통상전략 등에 대해 국회에서 철

저한 심의가 요구됨.



194

○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안전하고 맛있는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의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남은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 일본·EU EPA는 2013년 3월에 교섭을 시작하여, 2017년 7월에 대략적 합의

를 마치고 같은 해 12월에 타결되었음. 교섭에서는 TPP의 합의 수준이 전

제가 되어 결과적으로 일본은 중요품목에서도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 TPP

수준의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었음.

○ 특히, 유럽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연질(소프트 계) 치즈는 TPP 합의 수준을 

상회하는 시장 개방을 허용하였음. 와인이나 파스타, 과자 등의 가공품에도 

TPP 이상의 합의 수준을 보였음. 쇠고기는 EU 가맹국의 대다수가 관심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TPP와 같은 9%까지 관세 인하를 인정하였음.

<표 3-23> 일본·EU EPA 주요 주요품목 합의내용

수입

치즈
• 연질(소프트계) 등: 3.1만 톤(제품기준)으로 설정, 16년차에 철폐

• 경성(하드계): 관세(29.8%) 16년차에 철폐

탈지분유·버터 • 1.5만 톤(생우유로 환산, 6년차에 철폐) 저관세 설정

돼지고기

• 저가격대 종량세(482엔/kg): 10년차까지 50엔/kg으로 감축

→ 세이프가드 = 10.5만 톤(10년차) 발동

• 고가격대 종량세(4.3%): 10년차에 철폐

※ 차액관세제도와 분기점 가격은 유지

쇠고기
• 관세(38.5%): 16년차에 9%까지 삭감

→ 세이프가드: 5만 3,195톤(16년차)에 발동

쌀 • 제외

파스타 • 관세(스파게티:30엔/kg) 11년차에 철폐

초콜릿 • 관세(10%) 11년차에 철폐

와인 • 관세(15% 또는 125엔/L) 즉시 철폐

수출

녹차 • 관세(3.2%) 즉시 철폐

쇠고기 • 관세(12.8%+141.4~304.1 유로/100kg) 즉시 철폐

일본주 • 관세(7.7 유로/100L) 즉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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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이미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 의한 TPP 신협정(TPP 11)의 국내 수

속을 완료하였음. 2019년 상반기까지 TPP 11과 EU·일본 EPA이 잇달아 발

효될 가능성이 있음.

○ 일본농업은 기존에 없던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의(FFR)로 일본 국내에 우려가 큰 두 국가 간의 자

유무역협정(FTA) 요구가 강해질 우려가 있음.

□ 농림수산물·식품수출촉진 합동 팀 향후 대응방안

※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 ｢農林水産物・食品輸出促進合同チーム｣による今後の取組に

ついて｣(2018. 9. 11.) 

○ 2019년에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액 1조 엔 달성이라는 일본 정부의 목표

를 위해 무역 관련 정부기관의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농림수산성과 경제

산업성이 이에 대응하여 농림수산물·식품수출촉진합동 팀 을 만들었음

(2018. 7. 27.).

○ [개요] 2018년 9월 11일 농림수산물·식품수출촉진 팀의 제2회 회합에서 △

해외 현지수요 등에 대응한 매칭 강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판로개척 대

응 강화, △수출 지원책 가이드북 작성, △농정국과 경제산업국 연계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로 결정하였음.

<1. 해외 현지 수요에 대응한 매칭 강화>

○ 농림수산성에서는 국내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기업(주로 무역을 하는 

기업)과 생산자·제조업자와의 매칭을 지원해 왔음.

- 해외 현지수요에 대응한 상품을 제공가능한 생산자·제조자를 찾고 있는

지 109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수요를 조사하여, 1년 8개월 만에 2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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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를 도도부현(都道府県)의 농정부나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자단체 

등에 전달하였음.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서도 해외의 현지 수요를 국내 식품관련사

업자에게 전달해 수출에 관한 매칭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개별 매칭 대응을 일체화 시키고 해외 현지 수요 정보를 경제산업

성의 경제산업국,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에도 제공하여 보다 폭 넓게 생

산자 및 제조업자에게 전달하여 매칭 성공 건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2.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판로개척 강화>

○ 해외 전자상거래사업은 일본의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판매 경로로서 

점점 더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음.

- 전자상거래사업자 중에는 일본 국내 생산자·제조업자로부터 상품을 구

매하여 스스로 수출하고 판매하는 곳도 있음. 새로운 판매상품을 원하는 

해외 전자상거래사업자와 국내 생산자·제조사업자와의 매칭을 강화함.

- 구체적으로는 일본무역진흥기구가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재팬 몰

을 설치하여 일본 식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하고 있는 상황이며,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의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

자·제조업자 등에게 모집 안내 등의 정보 제공을 실시함.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전자상거래사이트 Rin++ (가칭)을 만들어 일

본 술과 녹차 등의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판로개

척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인과 전자상거래사업자를 이어주는 장으로

전자상거래 camp 2018 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음.

- 향후 WASHOKU Treasure , J's Agri , EVERYTHING FROM JP ,

JapanPage , JAPAN POINT 등의 전자상거래사업자에게도 정보제공 

제휴를 늘려나갈 것임.

<3. 수출 지원책 가이드북 작성>

○ 향후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이 진행하는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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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할 것임.

- 전국의 농정국 및 경제산업국의 여러 회합을 활용하여 본 가이드북을 배

포, 수출에 관심 있는 사업자에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지원책 이용을 촉

구해 나갈 것임.

<4. 농정국과 경제산업국 연계 모범사례 공유>

○ 농정국과 경제산업국이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을 위한 연계 대응을 강

화하고 활동 우수사례를 모아 전국의 농정국과 경제산업국에 소개하여 적

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냄.



제4 장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1. 농업·농촌

□ 미국, 대농의 경지면적 비중 증가

※[자료출처] 미국 농업부 산하 경제연구소 James M. MacDonald와 Robert Hoppe가 작성한 

“U.S. Cropland is consolidating into larger farms (2017. 12. 19.)”

○ [대농의 경지면적 비중 증가] 전체 농경지에서 대규모 농가(경지면적이 

2,000에이커 이상인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 15%에서 2012년 36%

로 증가하였음. 반면, 중간규모 농가(경지면적 200에이커 이상 999에이커 

이하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47%에서 29%로 감소했음.

- 이와 같은 변화는 옥수수, 대두, 밀, 과채류, 견과류, 베리 등 대부분의 

농작물에서 나타났음.

- 중간규모 농가의 경영주가 은퇴(혹은 전업)하면서 대부분의 농경지가 대

규모 농가에 편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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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농가규모별 경지면적 비중

주: 미국 농업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농업부 경제연구소(USDA ERS)가 계산하였음.

○ [대농의 경지면적 비중 증가 원인] 농기계(파종기, 콤바인, 분무기, 트랙터)

기능 향상이 개별농가의 관리 가능한 농경지 면적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임.

<그림 4-2> 파종 효율성 개선-파종기 기술 <그림 4-3> 수확 효율성 개선-콤바인 기술

주: 왼쪽 그림 가로축 괄호 안의 수치는 파종기의 속도를 뜻하며, 오른쪽 그림 가로축의 괄호 안 수치는 콤바인을 하루에 

12시간 가동한다고 가정하였음을 의미함.

자료: 미국 농업부 경제연구소(USDA 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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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화학살충제 사용, 제초제 내성(herbicide-tolerant) 종자 도입, 경운농

법의 감소 역시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 개별 농가의 관리 가능한 농경지 

면적 증대에 기여함.

○ [규모별 농가호수] 대규모 농가호수는 1987년 20,638호에서 2012년 38,205

호로 크게 증가한 반면, 중간규모 농가호수는 같은 기간 동안 477,592호에

서 254,210호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음. 소규모 농가호수 역시 같은 기간 동

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 농가규모별 농가호수

(단위: 호)

구분
1-49

(에이커)

50-199

(에이커)

200-299

(에이커)

1,000-1,999

(에이커)

≥2,000

(에이커)
합계

1987년도 673,539 610,259 477,592 66,546 20,638 1,848,574

2012년도 797,667 402,411 254,210 59,161 38,205 1,551,654

주: 농가는 1,000달러 이상의 농산물 생산(혹은 판매)이 이루어졌거나 가능했던 곳을 의미함.

자료: 미국 농업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농업부 경제연구소(USDA ERS)가 계산하였음.

□ 미국 농업의 규모화 분석

※ [자료출처] 미국 농업부 산하 경제연구원(USDA ERS)이 발표한 “Three Decades of 

Consolidation in U.S. Agriculture(2018. 3.)”

○ 전체 농가 생산액에서 대농(농산물 생산액 100만 달러 이상 농가들)이 차지

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면서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 대농의 생산액이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에는 31%였으나, 2015년에는 51%로 

증가했음.

○ 작물 재배면적은 소수의 대농에게 집중되고 있었음. 1987년에는 작물 재배

면적의 15%가 대농(2,000에이커 이상 농가)에 의해 경작되었으나 2012년에

는 36%로 늘어났음. 중위수※(midpoint) 역시 1987년에는 650에이커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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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1,201에이커로 증가했음.

※ 중위수: 중위수보다 큰 농지를 가진 농가들의 농지 합이 전체 농지의 50%이며, 중

위수보다 작은 규모의 농가의 농지 합이 나머지 50%인 지점에서 결정됨.

○ 1982년부터 2012년까지 규모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음(농업총조사 결과).

총 55개의 분야 중 53개 분야(채소, 멜론, 과일, 베리 등)에서 경지 면적의 

중위수가 증가했음.

○ 반면, 축산 부문에서 규모화는 일부 영역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지속적인 규모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유제품, 계란, 돼지, 칠면조는 

개별 농가와 산업 조직 및 규모 상에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바 있음.

반면, 브로일러(broiler), 비육이 완료된 소(fed cattle)는 기존 산업조직의 

틀을 유지하면서 규모화가 진행되었음.

- 소 비육과정(cow-calf operation)에서의 규모화는 크지 않았음. 10,000에

이커 이상 목장에서 관리하는 목초지 및 방목지 비중※은 1987년에는 

51%였으나 2012년에는 44%로 감소했음.

※ 영구목초지와방목지의규모는 4억에이커로미국전체농지의 45%를차지하고있음.

○ 농가 규모화는 영농 전문화(Farm specialization)와 함께 나타났음. 비록 단일 

품종만 경작하는 농가는 드물었으나 2~3개의 품종을 경작하는 농가들은 증가

하고 있음. 축산에서도 사료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농가 비중은 커지고 있음.

○ 농가 규모화 진행 속도는 2007년 이후로 느려지고 있음.

- 채소나 멜론과 같은 노지 작물에서는 2007년 이후 규모화가 진행되긴 하

였으나 이전보다 느린 속도였음. 축산에서는 유제품만이 급속한 규모화

가 진행되었음.

- 자산수익률(return of assets)은 대농이 소농보다 크고 재정 건전성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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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규모화 추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농※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

하고 있었음. 2015년 대농(농산물 생산액 100만 달러 이상 농가)의 90%가 가

족농이었으며, 대농 생산액 중에서 가족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였음.

※ 혈연이나 결혼을 통해 관계 맺은 사람들이 농업경영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우

가족농이라고 함.

○ 대기업은 계약을 통해 조직화를 꾀하고 있음. 예를 들어, 특수작물·가축사

육장·가금류·돼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다수의 농가를 운영하고 있었음.

□ 미국 농업분야 합병 경향 분석

※ [자료출처]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Examining Consolidation 

in U.S. Agriculture(2018. 3. 14)”

○ 미국의 농장 합병이 증가하면서 대규모 농장의 농경지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1987년에는 중간규모 농장※이 전체 농경지의 57%, 대규모 농장※※

이 15%를 경작하였으나, 2012년에는 각각 36%, 36%를 경작하는 것으로 조

사됨.

※ 중간규모 농장: 농경지 면적 범위는 100～999 에이커(약 40.5～404ha, 약 12만～122

만 평)

※※ 대규모 농장: 농경지 면적 범위는 2,000에이커(약 809ha, 약 245만 평) 이상

- 대규모 농장은 은퇴농의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토지 

임차를 통해 경지면적을 증가시킴.

○ 축산업의 경우 젖소 및 산란계는 1987년부터 2012년까지 사육규모 증가세

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반면, 육계, 칠면조, 돼지, 비육우는 사육규모 증가세

가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되었으나, 2007년 이후부터 둔화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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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소득이 35만 달러 이하인 농장의 비율은 1991년 46%에서 2015년에는 

25%로 감소한 반면, 농장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농장은 1991년 31%에

서 2015년 51%로 증가함. 이는 앞서 살펴 본 경지면적 증가로 소득 또한 

증가한 것임.

○ 농업 기술 발달로 인해 가족농이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트렉터, 파종기, 농약 분무기, 콤바인 등의 농업기계 발달 및 제초제, 유

전자 변형 농작물 도입으로 노동 투입 시간이 감소하면서 가족농이 보다 

넓은 면적의 농경지 운영이 가능해짐.

○ 가족농이 미국 전체 농장의 99%, 농업 생산물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

- 5백만 달러 이상 매출규모를 가진 대규모 농장 중에 가족농은 78%를 차

지함. 가족농 위주의 경영은 미국 농업의 주요한 특성으로 여겨지며, 지

역에 특화(토양, 병해충, 지역적 기후)되어 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장점이 있음.

<표 4-2> 미국 농장 중 가족농 비율(2015년)

구분
농장 규모

35만 달러 이하 35~99만 달러 100~499만 달러 5백만 달러 이상 총계

전체 농장 수 1,863,442 130,578 57,880 7,373 2,059,272

가족농 농장 비율 99.1% 96.7% 92.0% 78.0% 98.7%

가족농의 생산량 비중 97.9% 94.3% 90.7% 73.0% 89.4%

자료: James M. MacDonald, Robert A. Hoppe, and Doris Newton, “Three Decades of Consolidation in 

U.S. Agriculture” ERS,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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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농가의 농업분야 경제적 이윤 분석

※ [자료출처]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Economic Returns to 

Farming for U.S. Farm Households(2018. 8.)”

○ 농가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농가수입에는 농가 보

유 자산 및 자산 운영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 농가의 전체소득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농가의 경제적 이윤(Economic Return)을 이용하는 것

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경제적 이윤은 수익에서 기회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며, 일상에서 이용되

는 이윤은 회계적 이윤 개념임※.

※ (예시) 자동차 수리로 시간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농부가 20시간을 들여 농사

를 지어 1,000만 원의 수입과 100만 원의 비용이 든 경우, 회계적 이윤은 900만 원

이나 경제적 이윤은 700만 원(1,000만 원 – 100만 원 – 기회비용 200만 원)임.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ERS)는 연수입 35만 달러 이상인 농가를 상업

농(Commercial Farms)으로 분류하며, 35만 달러 이하 농가 중 농업소득이 

주 수입원이면 중간농(Intermediate Farms), 농업외 소득이 주 수입원이면 

겸업농(Residence Farm)으로 분류함. 2015년 전체 농가 중 겸업농은 60%,

중간농은 31%, 상업농은 9%임.

- 회계방식 이용 시 농가 순수익은 겸업농이 5,075달러, 중간농은 11,650

달러, 상업농은 294,306 달러임.

○ 대부분 농가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로 가족구성원을 동원하여 농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 노동력의 연평균 노동투입시간은 약 

500시간으로 추산됨.

- 가족 노동력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안할 경우 농가의 평균 농업 순수익은 

겸업농 (-)2,241달러, 중간농 3,105달러, 상업농 232,780달러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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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손실 발생 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나, 기존의 회계방식 농가소득 추

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손실에 따른 세금 감면액은 겸업농 1,405달러, 중

간농 1,028달러, 상업농 899달러임.

○ 농가의 부동산 가격은 1990년에서 2015년까지 연 6% 상승하였으며, 2015

년 기준 농가별 평균 실질 부동산 가치는 872,312달러로 추산됨. 부동산 가

치 상승에 따른 평가액은 겸업농 14,455달러, 중간농 23,261달러, 상업농 

74,406달러로 추정됨.

○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농업순수익, 세금 감면액, 부동산 가치 평가액 등을 감

안한 경제적 이윤방식을 적용할 경우 농가 순수익은 겸업농이 13,619달러,

중간농이 27,394달러, 상업농이 308,084달러로 추산됨.

- 가족 노동력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농업 순수익은 기존의 회계 방식 대비 

감소하나, 세금 감면액 및 부동산 평가액을 고려하면 농가 순수익은 경

제적 이윤(E) 방식이 기존 회계방식(A) 대비 증가함.

- 농가수입 흑자를 보이는 농가는 회계기준 시 43%에서 경제적 이윤방식

을 이용할 경우 약 70%까지 증가함.

<표 4-3> 농가 종류별 경제적 이윤

(단위: 달러)

구분 겸업농 중간농 상업농

회계방식 농가 순수익 (A) 5,075 11,650 294,306

경제적 이윤 방식

농업 순수익 (B) -2,241 3,105 232,780

세금 감면액 (C) 1,405 1,028 899

부동산 평가액 (D) 14,455 23,261 74,406

농가 순수익 (E, E=B+C+D) 13,619 27,394 308,084

자료: Prager, D., S. Tulman, and R. Durst. 2018. Economic Returns to Farming for U.S. Farm Households, 

ERR-254, USDA, 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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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의 재정 건전성 지표 분석

※ [자료출처]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Current Indicators of 

Farm Sector Financial Health(2018. 7.)”

○ [농가 순현금소득] 농가의 순현금소득은 현금 수입 및 정부 지불금에서 현금 

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되며, 농가의 수익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임.

- 농가의 순현금소득은 2009년에서 2014년까지 34% 상승함. 이는 바이오

연료 생산용 곡물수요가 증가한 반면, 중서부 및 대평원지역의 가뭄으로 

공급이 감소하여 옥수수 및 대두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임.

- 2014년 이후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곡물 수요 

감소 및 달러화 강세, 재고량 증가로 곡물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가축 가격도 동반 하락하면서 농가 순현금소득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농가 순현금소득이 가장 높았던 2012년 대비 2016년 농가순현금소득은 

34% 하락한 9,750억 달러이며, 이는 1970년대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임.

옥수수, 밀, 우유 등의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폭이 최대 30%에 달하면서 

2018년 농가 순현금소득은 2016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농가 채무] 1994~2016년 농가 채무는 연평균 3%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이자율은 하락하여 농가의 이자 지불금은 일정수준에서 유지되었음. 하지

만 2014년부터 이자율 상승으로 이자 지불금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이자 지불금은 지난 30년 평균치보다 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농가 부채] 농가의 부채비율(부채/자산)은 농가의 파산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짐. 1994년부터 

2016년까지 농가분야 자산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연평균 5% 상승하면서 

농가의 부채비율은 점차 하락하였고, 2018년 부채비율은 1970~2016년 평균

치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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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건전성] 2013년 이후 농산품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수입 하락, 부동

산 가격 상승 둔화, 이자율 증가 등의 요인이 있으나 현재까지 농가의 전반

적인 재정 건전도는 양호하다고 판단됨. 이는 농가의 순현금소득 감소폭은 

2000년대 이후 평균값과 비슷한 수준이며, 농가 자산규모 확대에 따른 부채

비율 감소로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임. 하지만 농가 

수익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 이후 농가의 부채상환 능력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

※ [자료출처]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Impact of the Value 

Added Producer Grant Program on Business Outcomes(2018. 5.)”

○ 미국 농무부는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프로그램(Value-Added Producer Grant

Program, VAPG)을 통해 농촌지역 농장 및 목장 운영자가 부가가치를 추가

로 창출※하는 품목을 생산할 경우 보조금 및 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 딸기를 수확하여 잼을 만들거나 육류를 소세지로 가공하는 경우, 밀을 밀가루로 만

들거나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음.

○ 2001~2015년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프로그램은 2,345건의 자금을 지원하였

으며 총 지원 금액은 3억 1,800만 달러, 건 당 평균 136,000달러가 지원됨.

자금이 주로 지원된 지역은 북동부, 서부, 북서부 지역이며, 아이오와, 위스

콘신, 미주리, 네브라스카, 미네소타 지역이 전체 지원금의 28%를 차지함.

○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프로그램 지원 기업의 2년 내 폐업 건수는 1,000기업 

당 0.23업체에 불과한 반면, 프로그램 미지원 기업은 1,000기업 당 2.04업체

에 달해 뚜렷한 차이를 보임. 또한, 프로그램 지원 기업의 6년 내 폐업 건수

는 1,000기업 당 18.5업체인 반면, 프로그램 미지원 기업의 6년 내 폐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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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1,000기업 당 42.3업체로 나타난 점으로 볼 때 프로그램 지원이 기업

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전에는 프로그램 대상 기업과 미 대상 기업의 근무인

원은 차이가 없었으나, 프로그램 지원 후에는 대상 기업 인원수가 미 대상 

기업보다  5~6명 더 많았으며 이는 약 40% 더 많은 수치임.

○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프로그램의 지원금 규모도 폐업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지원금 규모가 136,000달러에서 236,000달러로 10만 달러가 

증가될 경우 기업의 2년 내 폐업건수는 약 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프로그램으로 약 100,000달러가 지원될 때 4개의 일

자리가 추가로 생성됨. 이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대출프로그램에서 

대출금 21,580~25,450달러 당 1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분석과 비교 시 비

슷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가격손실보상 및 수입손실보상 제도 운영 결과

※ [자료출처]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Federal Commodity 

Programs Price Loss Coverage and Agriculture Risk Coverage Address Price and 

Yield Risks Faced by Producers(2018. 8. 6.)”

○ 현재 연방정부는 시장 가격 및 생산량 변동에 따른 경종 농가의 위험을 관

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운영된 가격손실보상(Price Loss Coverage, PLC) 제도와 수입

손실보상(Agricultural Risk Coverage, ARC) 제도가 있음.

○ 가격손실보상(PLC) 제도는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대두, 땅콩,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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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콩이 주 대상 품목이며,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임.

○ 수입손실보상(ARC) 제도는 단위면적당 수입이 기준수입의 86% 이하로 떨

어질 경우 차액을 지불받게 됨.

○ 농가는 수입손실보상(ARC) 제도를 가입하기 전에 기준수입 기준을 지역

(County) 또는 농가단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손실보상제도 또

는 수입손실보상제도 중 하나를 선택가능하며 중간에 변경할 수 없음.

<그림 4-4> 미국 농가의 작물별 손실보상 프로그램 선택 비율

주 1) PLC: 가격손실보상 제도

2) ARC-CO: 지역단위 수입손실보상 제도

3) ARC-IC: 농가단위 수입손실보상제도

○ 가격손실보상제도의 경우 시장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위험에서는 보

호받을 수 있으나, 생산량 변동은 보장받지 못해 농가에서는 재배하는 작물

에 따라 가격손실보상제도 또는 수입손실보상제도를 선택하는 비율은 다르

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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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대두 재배 농가의 경우 수입손실보상제도 가입비율이 높은 반면,

기준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쌀, 땅콩의 경우 가격손실보상제도 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남. 밀 재배 농가의 경우 각 프로그램 가입비율은 비슷

한 것으로 분석됨.

□ 농지가격 상승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자료출처]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Changing Farmland 

Values Affect Renters and Landowners Differently (2018. 2. 21)”

○ 미국 농가 자산 중 농지가 80%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농지 소유 및 임대 

비율에 따라 농지가격 상승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게 됨.

- 농지 평균 실질가격은 에이커(0.4ha, 약 1,200평) 당 2000년 1,483달러에

서 2015년 3,060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농지는 은행 대출 시 중요한 담보물로 사용되므로 농지 가격은 대출금 규모

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따라서 농지 가격 상승시점에서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지를 추가 

구입하거나 자본 투자 규모를 보다 늘릴 수 있음.

- 반면,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짓는 경우 농지 가격 상승에 따른 혜택은 거

의 없으며, 농지 임차료 상승으로 부담이 증가하게 됨. 또한 상승한 농지 

가격으로 추가 농지 구입 여력은 더 감소하게 됨.

○ 농업경제연구소(ERS)의 1997~2002년과 2002~2007년 농업 센서스 조사결

과 농지 가격 상승 시점에서 농가들은 일반적으로 농지를 구입 또는 대여를 

통해 경작규모를 증가시켜 왔음. 또한, 농가의 규모가 커질수록 농지 보유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지 소유 비율이 높아 구매를 통해 규모를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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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반면, 대규모 농가의 경우 농지 소유 비율이 낮으므로 임차를 통해 

농지를 증가시킴.

- 토지 소유 비율이 높은 농장주의 경우 연령 및 영농경험이 더 높게 나타

남. 토지 소유 비율이 75% 이상인 농장주 중 단지 5%가 중장년층※인 반

면, 토지 소유 비율이 22% 이하인 농장주의 22%가 중장년층으로 나타남.

※ 영농경험이 10년 이하인 50세 이하 농장주임.

○ 따라서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는 주로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노년층의 

농장주에게 돌아가며, 농장주의 세대교체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젊은 농장주의 경우 주로 가격 하락기에 농지를 구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농촌지역 멕시코인 근로자 감소로 대체노동력 확보 필요

※[자료출처]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Farm Labor Markets i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Pose Challenges for U.S. Agriculture(2018. 11.)”

○ 미국 농촌 지역에서 노동집약적 작물(담배, 과수, 화훼)을 재배하는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멕시코 출신이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음. 이들 중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 허가를 받지 않은 이도 

포함되어 있음.

○ 현재 미국 농장 및 목장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농장에서 지급하

는 임금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임. 2014년 농업 근로자 지급 임금은 비농업 

분야 근로자 임금의 55% 수준에서 2017년에는 57%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단기 농업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H-2A

비자로 입국하며, 멕시코에서 비합법적 이민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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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2008년 이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면서 멕시

코 농업 고용이 증가하였고, 멕시코 경제가 성장하면서 3차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취업기회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멕시코 농촌 지역 교육 수준 상승으로 농촌 지역 근로자가 다른 분야에

서도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된 점과 출산율 저하 등이 추가적인 원인으로 

판단됨.

○ 멕시코 출신 근로자가 감소하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추가 노동력을 다른 

국가에서 보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위해 멕시코와 다른 중남미 국가의 근로자 채용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중남미 국가는 거리가 멀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는 단점이 있음.

○ 멕시코 농업 근로자가 감소하게 된 원인(교육 수준 증가와 서비스 산업 발

달)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같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치의 근로

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장기적으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과 노동력 관리 전략이 필요함.

□ 2018 미국 가족농 현황 분석 

※ [자료출처]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America’s Diverse Family 

Farms: 2018 Edition (2018. 12.)”

○ 미국 농가는 크게 가족농과 비가족농으로 구분되며, 가족농은 농가총소득 

규모에 따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가족농으로 구분됨.

- 소규모 가족농: 연간 농가 총소득이 35만 달러 이하인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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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농: 영농활동에 종사하더라도 농가 가구주가 은퇴한 농가이며, 218,204(전체농가의 10.7%) 농가로 조사됨.

◈ 겸업농: 농업 이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농가이며, 831,791(40.8%) 가구임.

◈ 전업농: 소규모 농가 중 농업을 주 직업으로 가지는 농가

- 전업 한계농: 총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농가이며, 646,407(31.7%) 가구임.

- 전업 중간농: 총소득이 15만~35만 달러 미만인 농가이며, 115,518(5.7%) 가구임.

- 중규모 가족농: 농가 총소득이 35만~1백만 달러 미만인 농가이며 

127,862(6.3%) 가구임.

- 대규모 가족농: 농가 총소득이 1백만 달러 이상인 농가

◈ 대농가: 농가 총소득이 1~5백만 달러 미만이며, 50,598(2.5%) 가구임.

◈ 초대농가: 농가 총소득이 5백만 달러 이상이며, 5,872(0.3%) 가구임.

- 비가족농: 농업 경영자가 사업체를 소유하지 않은 농장으로서 44,010

(2.2%) 농장임.

<미국 농가 규모별 비율> <생산액 농가규모별 비율> <토지소유 농가규모별 비율>

자료: USDA, ERS. “America’s Diverse Family Farms”, 2018.

○ 소규모 농가는 전체 농가의 88.8%로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들 

소규모 농가는 농지의 51.9%를 소유하고 있으나,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25.8%에 불과함. 반면, 대규모 농가는 18.4% 토지를 소유하면서 

전체 생산액 39%를 담당하고 있음. 또한, 비가족농은 전체 토지의 6.5%를 

소유하며 생산액의 12.6%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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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는 계약재배를 통해 가격 및 생산량 변동에 대한 위험 관리와 판로 확

보가 가능하며,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라는 장점이 있음. 현

재 농산물 약 ⅓이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되고 있음.

- 땅콩, 담배, 사탕무, 돼지, 가금류는 계약 생산물량이 50% 이상인 반면,

밀, 대두, 옥수수는 계약생산이 저조한 상황임.

<그림 4-5> 전체 농산물 중 계약생산 농산물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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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 ERS. “America’s Diverse Family Farms” 2018.

○ 농가의 영업이익률(이익/매출액)은 규모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소규

모 농가의 52.6~77.9%가 영업이익률이 10% 이하로 나타나 재정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 농가 규모가 증가할수록 재정 위험도가 높은 농가(영업이익율

이 10% 이하인 농가)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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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농가 규모별 영업이익률 분포 현황

자료: USDA, ERS. “America’s Diverse Family Farms” 2018.

○ 미국 가족농의 평균 농가소득은 113,495달러이며, 이 중 농업소득은 23,678

달러로 조사됨. 농업소득이 음의 값을 보이는 농가 비율은 54.2%로 나타났

으나 농가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임.

-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은퇴농, 겸업농, 전업 한계농의 경우 음의 농업소득 

농가비율은 각각 55.6%, 67.5%, 54.2%로서 가족농 전체 평균값보다 높

은 수준을 보임.

- 중규모 및 대규모 농가의 평균 농가소득은 200,040달러, 534,884달러로 

규모가 증가하면서 농가소득도 동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음의 농

업소득 농가비율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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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농가 규모별 평균 농가 및 농업·농외 소득

(단위: 달러/가구, %)

구분
평균

농가소득

농업 소득 농외 소득

농업 소득
음(-)의 농업소득 

농가 비율
합계 겸업수입 기타수입

소규모 농가

은퇴농 67,384 6,210 55.6 61,174 25,272 35,902

겸업농 118,152 -1,745 67.5 119,897 96,204 23,693

전업한계농 69,026 -107 54.2 69,133 35,557 33,575

전업중간농 114,116 51,154 20.5 62,962 32,823 30,139

중규모 농가 200,040 126,136 15.2 73,904 53,304 20,600

대규모 농가 534,884 449,717 11.2 85,168 63,015 22,153

가족농 전체 113,495 23,678 54.2 89,817 61,458 28,359

자료: USDA, ERS. “America’s Diverse Family Farms” 2018.

○ 은퇴농, 겸업농, 전업한계농의 경우 경영 손실을 보는 비율이 높으며, 이들 

중에서 미국 소득 중위값($61,372) 이하 소득을 올리는 농가 비율이 중규모,

대규모 농가보다 높게 나타남.

- 은퇴농의 경우 중위값($61,372) 이하 소득을 올리는 농가 비율이 60.4%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전업한계농이 54.9%로 나타남. 이에 

비해 중규모 농가는 21.2%, 대규모 농가 중 대농가는 13.6%, 초대농가는 

12.7%로 낮게 나타남.

<표 4-5> 농가 규모별 중위값 이하 소득 및 자산 비율

구분 미국 소득 중위값($ 61,372) 이하 농가 비율 미국 자산 중위값($ 99,168) 이하 농가 비율

소규모 농가

은퇴농 60.4 3.3

겸업농 31.2 4.1

전업한계농 54.9 3.9

전업중간농 32.1 3.5

중규모 농가 21.2 3.7

대규모 농가

대농가 13.6 6.4

초대농가 12.7 6.1

가족농 전체 41.0 4.0

자료: USDA, ERS. “America’s Diverse Family Far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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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 보험 가입율은 중규모 농가가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은퇴농 

및 초대농가 가입 비율은 낮게 나타남. 보험금을 보상받은 농가는 중규모 

및 대규모 가족농(대농가)이 전체 68%를 차지함.

○ 보험을 보상받은 농가 중에서 중규모 및 대규모 농가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들 농가의 작물 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중규모 농가의 약 

2/3, 대규모 농가의 3/4이 작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4-7> 농가 규모별 작물보험 가입 및 보상 비율

자료: USDA, ERS. “America’s Diverse Family Farms” 2018.

□ 2018 미국 농촌 개관

※[자료출처]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Rural America At a Glance 

(2018. 11.)”

○ 미국의 농촌※인구는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6~2017 인구센서

스(2018년 3월 발표)에서 33,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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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가 2,500명 이하인 경우 농촌지역으로 분류됨.

- 농촌지역 인구 자연 증가율(출생률-사망률)은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태이

나 인구 순전입(전입인구-전출인구)이 증가하면서 농촌 인구가 증가함.

○ 농촌지역 인종 간 비율은 도시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농촌지역) 백인계열이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며, 히스패닉이 9%, 흑

인이 8%, 아메리카 원주민이 2%, 동양인이 1%를 차지하고 있음.

- (도시지역) 백인계열 58%, 히스패닉 20%, 흑인 19%, 아메리카 원주민 

0.5%, 기타(동양인 포함) 2%임.

○ 2013년 이후 농촌지역 실업률 감소, 소득 증가, 빈곤율 감소로 인구 순전입

이 증가함.

- 농촌지역 실업률은 2010년의 10.3%에서 2017년 4.4%까지 감소함.

- 2013-2017년 농촌지역 일자리 37만 개가 새로 공급되면서 농촌지역 빈

곤율 또한 개선됨. 비백인계의 빈곤율이 백인계보다 높게 나타나기는 하

지만, 빈곤율 자체는 모든 인종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은퇴자의 귀촌 증가와 젊은 층의 이농현상이 지역(County)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고 있음.

- 은퇴자가 주로 정착하는 지역은 평균 인구가 17,600명이며, 도시※까지 

차로 평균 58분 소모됨.

※ 인구가 50,000명 이상인 경우 도시로 분류됨.

- 이에 반해, 이농현상이 발생하는 지역(County)는 도시까지 이동시간이 

약 74분 걸리며 평균 인구는 5,700명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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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농촌지역 원격 의료 서비스 이용 주요 요인 분석

※ [자료출처]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Educational Attainment a 

Key Factor in Rural Patient Uptake of Telehealth Activities(2018. 11. 5)”

○ 원격진료는 인터넷을 통해 건강관리 및 진단을 받는 서비스로서, 기존의 의

료 시스템과 비교 시 적절한 시간에 보다 편안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장점이 있음.

- 도시지역보다 병원까지 거리가 멀고, 의료 인력 또한 부족한 농촌지역의 

경우 원격진료는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실시 중인 원격 의료 서비스는 크게 건강 정보 전달 서비스, 건강 진단 

및 건강관리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건강 정보 서비스) 메이오 클리닉(Mayo Clinic) 및 존스홉킨스 병원

(Johns Hopkins medicine)※등 유명 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 정보를 가정

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

※ 메이오 클리닉(미네소타 주 로체스터)와 존스홉킨스 병원(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은 미국

의양대병원으로유명함.

- (건강 진단 서비스) 과거 및 현재의 건강 기록 열람 및 상담, 온라인을 

통한 의료비용 지불 등이 포함됨.

- (건강관리 서비스) 주로 인터넷에 연결된 원격 진료기구를 통해서 이루

어짐※.

※ 예를들면, 노인의경우낙상사고를감지하는경보장치부터심장질환발생에대비한무

선송신기까지다양한장비가사용되고있음.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ERS)는 농촌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원격 의

료 서비스 중 건강 정보 전달, 건강 진단 및 건강관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가구당 소득, 교육 정도, 연령, 고용 형태)에 대해 분석함.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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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정보 서비스) 교육 정도가 건강 정보 서비스 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설문 응답자 중 농촌지역 거주민 중 대학 이상의 교

육을 받은 사람은 29%가 이용하였으나, 고등학교 교육 이수자는 13%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 진단 서비스) 응답자의 7%가 이용하였으며, 고소득·고학력 응답자

의 서비스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남.

- (건강관리 서비스) 응답자의 1.3%가 이용하였으며, 원격 의료 장비가 사

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

지는 것으로 분석됨.

□ 소규모 대출이 농촌 기업 성장에 기여

※[자료출처]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Small Business Loans and 

Rural Business Growth(2018. 2. 5)”

○ 농촌지역 업체는 대부분이 중소 규모이며,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편임. 이는 이들 중소 업체의 상대적으로 작은 대출금액에 따른 관

리비용 증가 및 높은 도산확률 등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임.

○ 1977년부터 시행된 지역 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은 

저소득자 및 소규모 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하고 있음. 일반 업체의 경우 

최대 100만 달러, 소규모 농업 업체의 경우 최대 50만 달러까지 대출을 지

원하고 있음.

- 연방금융기관 검사협의회(Federal Financial Institution Examination)에서 

CRA 대출 조사 결과 대부분 대출이 1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대출이었음.

○ 2000~2015년 자료 분석결과, 농촌지역 CRA 대출 규모는 도시지역보다 작

은 특징이 있음. 2000년 기준 도시지역 평균 CRA 대출 금액은 1인당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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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인 반면, 농촌지역은 760달러에 불과함. 대출금액은 일정수준을 유지하

다가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감소함.

○ 1996~2010년 자료 분석결과, CRA 대출을 받은 신규 업체의 경우 도시 및 농

촌지역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특히 농촌 지역

에서 10만 달러 이하의 대출을 받은 신규 업체에서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남.

- 농촌지역 신규업체의 CRA 대출이 2배 증가할 때, 기업 성장률은 2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도시 지역의 경우 기업 성장률은 7% 증

가에 그침.

2. 기술 혁신

□ 배양육(In Vitro Meat)의 현재와 미래

※ [자료출처] AgFunderNews에서 발표한 “Five Cultured Meat Startups Raise Funding as 

Fledgling Industry Comes into Focus(2018. 4.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배양육의 미래(2015.가을호.)”, KOTRA에서 발표한 “네덜란드에서 개발 중인 배양육, 미래

의 먹거리 될까?(2013. 3. 20.)”

○ 전 세계 인구는 2050년에 90억 명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육류 소비량은 

455백만 톤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 매년 4백만 톤의 추가 육류 생산이 필요

한 상황이며, 배양육(In Vitro Meat)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배양육은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연구실에서 세포배양을 통해 생산하는 

육류를 의미함.

- 기존의 식물성 고기는 대두 및 밀, 버섯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이

용하여 만들어지며, 배양육과는 별개의 상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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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에서 기존방식으로 쇠고기 1kg 생산 시 물 15.5톤과 사료 7kg이 소

모되나, 배양육을 통해 육류를 생산 시 에너지 사용량은 55%, 물은 96%,

온실가스 배출량은 96%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 또한 열악한 축사 환경과 

도축과 관련된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음.

- 배양육 생산 시 필요한 배양액은 해조류를 이용하므로 광우병이나 구제

역 등의 가축 전염병 발병위험을 배제할 수 있으며, 쇠고기를 비롯해 돼

지, 닭, 어류 배양육도 생산이 가능함.

○ 배양육 상업화의 난관 중 하나로 생산비를 들 수 있음. 배양육 생산비는 

2013년 37만 5천 달러/100g에서 2017년 기준 1,986달러/100g으로 크게 감

소하였으나, 아직은 기존 육류(닭고기 가슴살 0.71달러/100g)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이는 향후 지속적인 생산기술 개발과 자동화를 통한 대량생산

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배양육 개발업체의 2018년 기술개발비용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2018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슈퍼미트는 닭고기 배양육에 300만 달러,

멤피스 미트(타이슨 푸드 계열)는 1,700만 달러, 와일드어스는 애완동물

용 배양육에 400만 달러, 와일드타입은 연어 배양육 기술개발에 400만 달

러, 퍼펙트데이푸드는 배양 유제품 생산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추가적인 어려움으로 맛이 기존의 육류보다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기존 육

류의 경우 맛은 근육 사이의 지방(마블링)에서 나오며, 육질은 근육의 운동

으로 형성됨.

- 배양육은 세포의 분열 및 성장으로 생산되므로 맛과 육질 구현에 한계가 있

어, 현재 기술로는 햄버거 패티 등의 가공육과 비슷한 맛을 보이는 수준임.

○ 기술발달에 따른 배양육의 상용화가 성공할 경우 기존 축산업자와의 충돌

이 예상됨. 현재 미국의 북아메리카 육류협회는 배양육(In Vitro Meat)에 

‘meat’라는 단어를 쓰는 데 크게 반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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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에서는 배양육이 전통적인 육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영양학적 특

성, 식품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또한, 미국의 경우 배양육의 본격적인 생산에 대비해 식품의약국(FDA)

과 농무부(USDA)가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면

서 확보경쟁에 나서고 있음.

- 호주 축산공사는 배양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육류시장의 상당부분

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배양육 관할권 조정 필요

※[자료출처] IEG Policy에서 발표한 “Memphis meats, NAMI urge Trump to allow both FDA 

and USDA oversight of lab-based meats (2018. 8. 24)”

○ 멤피스미트(배양육 생산업체)와 북미육류협회는 2018년 8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양육의 상업화를 위해 관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위해서는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USDA) 양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

다는 서신을 발송함.

- 현재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USDA)는 배양육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 중임.

- 최근 식품의약국(FDA)이 생산자단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농무부(USDA)

참석을 배제시켜 논란이 증폭된 상황임.

○ 일반적인 식품의 경우 식재료가 가공되어 시장에 출하되기 전까지는 식품의

약국(FDA)의 관할이지만, 육류 등의 식재료 유통 단계는 농무부(USDA) 관

할임. 이에 따라 배양육의 관할권 조정도 유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멤피스미트와 북미육류협회는 식품의약국(FDA)이 세포 배양기술 활용 제

품을 담당하는 전문성을 이용하여 배양육의 시장 출하 전까지의 안전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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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담당할 것을 제안하고, 농무부(USDA)는 육류와 가금류 제품 검사를 

수행해 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시장에 출하된 배양육의 관리와 규

제를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멤피스미트와 북미육류협회는 현재 미국은 배양육을 포함한 대체축산

물 생산에서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규정 및 제도가 명확하게 조정되

어야 지속적인 선도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함. 이를 위해 백악관, 농

무부(USDA), 식품의약국(FDA), 배양육 관련 생산업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

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할 것을 제안함.

- 이에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USDA)는 10월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임.

○ 현재 국내에서는 배양육 생산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본격적인 연구 

개발 및 제품 출하 시 미국의 식품의약국과 농무부의 배양육 관할권 갈등이 

국내에도 재현될 여지가 존재함. 따라서 미국의 관할권 조정사례를 예의 주

시할 필요가 있음.

□ 혁신 정도와 업체 생존 기간과의 연관성 분석

※ [자료출처]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Innovation Can Make 

Rural Manufacturers More Resilient(2018. 10. 1.)”

○ 미국 농무부 산하 농업경제소(ERS)는 1996년 조사대상 업체를 2013년에 추

가로 조사하여 업체의 혁신정도와 생존기간의 상관도를 분석함.

- 업체의 혁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 동향 및 공정 개선, 마케

팅 방법, 물류과정 부분의 혁신성을 평가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혁신업

체, 준혁신업체, 비혁신업체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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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4-6>의 2014년 당해 연도 조사에서는 농촌지역에 소재한 2,505개 

업체 중 혁신 업체로 분류된 비율은 33.41%, 준혁신 업체는 32.76%, 비혁신

업체는 33.83%로 나타났으며, 도시 지역에 소재한 692개 업체 중 혁신업체

는 34.84%, 준혁신업체는 29.51%, 비혁신 업체는 35.95%로 나타남.

- 당해 연도 농촌 및 도시 지역 소재 업체 중 혁신 업체와 비혁신 업체 간 

비율 차이는 각각 –0.42%p와 -1.11%p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생존한 업체를 대상으로 혁신정도를 조

사한 결과, 농촌지역에 소재한 장기생존 업체 중에는 혁신업체가 57.68%를 

차지한 반면, 비혁신 업체의 경우 16.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도시지

역에 소재한 장기 생존업체 중 혁신 업체는 49.74%, 비혁신 업체는 23.91%

로 조사됨.

- 장기 생존업체의 농촌 및 도시지역 소재 업체 중 혁신 업체와 비혁신 업

체 간 비율 차이는 각각 41.17%p와 25.83%p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파

악되며, 업체의 혁신 정도가 생존기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됨.

<표 4-6> 업체의 혁신정도에 따른 구성비율

구분 지역 조사대상 업체 수 혁신업체(A, %) 준혁신업체(B, %) 비혁신업체(C, %) A-B(%p)

2014년

조사업체

농촌 2,505 33.41 32.76 33.83 -0.42

도시 692 34.84 29.51 35.95 -1.11

장기 생존업체

(1996-2013)

농촌 628 57.68 25.81 16.51 41.17

도시 166 49.74 26.35 23.91 25.83

※ 출처: Wojan, T. R., Crown, D., & Rupasingha, A. (2018). Varieties of innovation and business survival: 

Does pursuit of incremental or far-ranging innovation make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more 

resilient?. Researc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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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 환경

□ 수질개선과 비용감축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 [자료출처] 미국 농업응용경제학회(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Association) 매거

진 “Choice”에 실린 “Policy reforms needed for better water quality and lower pollu-

tion control costs (2017년 4분기)”

○ 미국 정부는 수질오염관리를 수십 년간 환경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각

종 규제와 함께 공적 재원을 투입해 왔음.

- 그러나 미 환경청 조사 결과, 미국 내 강과 하천의 46%가 낮은 수준의 

생물학적 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수질정책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의미함.

○ 농업은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음. 한편, 미국 환경청은 2011

년부터 체서피크만(灣)에 대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음.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질보호법(Clean Water Act, CWA)이 정한 수질 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 오염원 배출을 제한하는 제도임.

○ [수질오염의 유형] 수질오염은 점오염(point pollution)과 비점오염(nonpoint

pollution)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현재까지 점오염은 규제 대상으로, 비점오염

은 자발적인 의무 영역으로 분류해 왔음.

- (점오염) 파이프 등의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하천 등이 오염되는 것

- (비점오염) 확산(diffuse) 등 보다 복잡한 경로를 통해 수질이 오염되는 것

○ [기존 수질정책의 한계] 1) 미국의 보호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목표를 갖고 있어 목표들 간 상충이 나타날 수 있음. 2)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을 배분할 때 공간 선정(spatial targeting)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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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3) 농업인 지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음. 즉, 수질 보호라는 목표

를 공적 재원의 단순 사용에만 의존하고 있음.

1) 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2) 자격 있는 농업인들을 포섭하지 못한다거나,

3) 재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정책을 통해서 수질개

선과 비용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농업의 비점오염※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1) 결과에 근거한 재원 지불

(pay-for-performance)이 이루어져야 하며, 2) 공간과 문제를 고려한 우선순

위를 선정(targeting)하고, 3)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s-pay approach)을 준

수하고, 4) 인센티브와 규제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함.

※ 현재 미국은 점오염에 대한 강한 규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유발하는 농업의 비점오염은 크게 규제하지 않고 있음.

○ [정책 개선방안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방안] 정부는 정책 개선방안을 수행

하면서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병행해 나가야 함.

1)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정책조율을 바탕으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정책

들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함.

2) 환경보호준수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농가에 혜택을 주는 현재의 방식을 

지양해야 함.

3) 수질거래프로그램※을 통해 점오염과 비점오염을 통합하여 관리해야 함.

※ 점오염과 비점오염 모두에 적용 가능한 통합적인 오염배출권의 상한을 설정하고

다른 유형 간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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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이오 경제 지표 비교

※ [자료출처] 미국 농무부(USDA)가 발표한 “Indicator of the U.S. Biobased Economy 

(2018. 3.)”

○ 혁신을 통한 재생 가능 에너지와 바이오기반 신제품 생산 등이 증가하면서 

관련 업계 일자리 또한 증가하고, 바이오산업이 성장하면서 바이오 경제는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바이오 에너지에서 에탄올은 2010년 134억 갤런에서 2015년 147억 갤런으

로 증가함. 2016년 현재 199개 에탄올 생산 공장이 운영 중이며, 약 27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바이오 디젤은 주로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70% 가량이 생산되고 있음.

생산량은  2010년 3억 4,300만 갤런에서 2015년 12억 6,000만 갤런으로 

증가함.

- 발전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목재 팰릿(wood pellet)을 이용하기 시작

하였으며, 목재 팰릿은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음. 현재 미국은 목재 팰릿 460만 톤을 수출하여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위보다 약 3백만 톤이 많은 양임.

- 미생물 이용 폐수처리장은 2010년 154개에서 2016년 252개로 늘어났으

며, 가축분뇨를 이용한 발전시설은 2010년 38개에서 2016년 84개로 증

가함.

○ 바이오 우선 사용 프로그램에서는 상품에 재생 가능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바이오기반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미국 농무부(USDA)에서 바이오 기반 

제품으로 신규 인증 받은 제품은 2014년 1,800개 품목에서 2016년 2,900개 

품목으로 증가함.

-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액은 2008년 4,300만 달러에서 2016년 6,000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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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로 증가함.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 경우 수출보다 수입량이 더 많은 상

황이므로 생산시설을 확충할 경우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음.

- 바이오 기반 제품 관련 산업 일자리는 2014년 422만여 개로 추정되며,

부가가치 창출액은 2014년 3,930억 달러로 추산됨.

4. 식품

□ 2004~2013년 미국 식품 리콜의 경향분석

※ [자료출처]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Trends in Food Recalls: 

2004-13 (2018. 4.)”

○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은 미국 내에서 유

통되는 식품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위해한 식품에 대해서는 리콜 처분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하고 있음. 지난 2004~2008년 연평균 리콜건수는 304건

이었으나, 2009~2013년에는 676건으로 크게 증가함.

- 식품알레르기 유발성분 라벨링 및 소비자 보호법※(FALCPA), FDA의 식

품안전현대화법(FSMA)의 발효 이후 리콜 처분 건수가 증가함.

※ 식품알레르기 유발성분 라벨링 및 소비자 보호법(FALCPA): 주요 식품알레르기 성

분 지정 및 해당 성분의 라벨표시 의무화 및 교차오염 방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해외 식품 공급업자에 대한 검증 및 식품 수입자의 안

전책임 강화, 식품 안전에 대한 FDA의 권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임.

○ 2004~2013년 식품 리콜 건수는 총 4,900건이며, 그 중 4,254건(87%)은 식품

의약국(FDA)에서, 646건(13%)은 식품안전검사청(FSIS)에서 발령함. 이는 

식품안전검사청(FSIS) 담당 식품은 육류 및 계란 가공품에 한정되며, 이외 

품목은 식품의약국(FDA) 관할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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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발병에 따른 리콜사태로 시금치(2006년), 땅콩버터(2009년), 캔탈

롭(멜론의 한종류, 2011년)이 있음.

○ 식품 종류별 리콜비율은 육류가 16%로 1위를 차지하고, 가공식품 14%, 견

과류 11%로 나타났으며 이 세 가지 품목이 전체 리콜의 41%를 차지함. 한

편, 리콜 사유로는 병원균 감염이 전체 리콜 중 41%에 해당하였으며, 알레

르기 물질 표기 미비가 27%로 나타남. 알레르기 관련 리콜수치는 최근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음.

○ 리콜이 가장 많이 발령되었던 해는 2009년이며, 이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땅콩버터※ 및 페이스트가 유통되면서 해당 오염물이 재료로 사용된 쿠키,

시리얼, 사탕 및 기타 식품에도 리콜이 발령되었기 때문임.

※ 2009년 PCA(Peanut Corporation of America)사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땅콩버터를

판매하여 9명이 사망하고 700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사고임.

○ 식품의약국 및 식품안전 검사청은 리콜 대상 식품을 섭취할 경우의 위험도

를 발표하고 있음.

- 섭취 시 치명적인 문제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경우 1급, 섭취 시 잠재

적인 위험에 노출될 경우 2급,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 3급으로 분류

함. 1급 리콜 건수는 2,706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였으며, 2급은 

27%, 3급은 8%, 미분류가 10%에 해당하였음.

- 1급 리콜의 주된 이유는 병균 감염(58%)과 알레르기 물질 표기 미비

(30%)로 나타났고, 2급 리콜의 경우 알레르기 물질 표기 미비(32%), 성

분물질 표기 미비(15%) 등이 주 원인이었으며, 3급 리콜의 경우 표기 오

류(20%)와 기타(37%)등이 주 원인으로 나타남.

○ 발령된 리콜의 대부분은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발령되며, 전국단위로 발령

된 리콜 비율은 전체의 25%에 불과함. 이는 생산된 식품이 인근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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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리콜 발령이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펜실베니아, 일리노

이 플로리다임. 그 이유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리

콜 발령 건수 또한 많은 것으로 판단됨.

5. 통상

□ 2019년 미국 농축산물 무역 전망

※ [자료출처]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2018. 8. 29.)”

○ 2019년※ 미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년보다 5억 달러 증가한 1,445억 달러

로 전망됨. 밀, 과일, 채소 수출이 증가하면서 유지, 축산물, 낙농품 수출 감

소분을 만회할 것으로 예상됨. 2019년 미국 농축산물 수입액은 과일, 설탕,

열대성 작물 수입 증가로 2018년보다 20억 달러 증가한 1,265억 달러로 전

망됨.

※ 회계연도 기준이며, 2019 회계연도는 2018.10.1.～2019.9.30.임.

- 2019년 미국 농축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2018년보다 15억 달러 감소한 

180억 달러로 전망됨.

○ 수출량 증가와 호주, 유럽연합의 밀 수출여력 감소로 미국산 밀 수출액은 

2018년 57억 달러에서 14억 달러 증가한 7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옥수수는 전년 대비 수출량이 감소하였으나, 가격 상승으로 전체적인 수출

액은 전년과 비슷한 112억 달러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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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과일, 채소 수출액은 전년보다 4억 달러 증가한 353억 달러로 전망

됨. 아몬드, 호두 수출액은 2018년보다 2억 달러 증가한 91억 달러로 예상

되며, 신선 과일과 채소 수출액은 1억 달러 증가한 74억 달러로 전망됨.

○ 2019년 과일과 채소 수입액은 2018년보다 14억 달러 증가한 617억 달러로 

예상됨. 이중 신선 과일 수입액은 2018년보다 3억 달러 증가한 130억 달러

로 전망되며, 가공품 형태 수입액은 2억 달러 증가한 55억 달러로 예상됨.

한편, 설탕과 열대성 작물 수입액은 2018년보다 5억 달러 증가한 236억 달

러로 예상됨.

○ 유지작물 수출액은 2018년보다 14억 달러 감소한 302억 달러로 전망됨.

- 대두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으로 대두 수출액은 2018년보다 

8억 달러 감소한 210억 달러, 대두박 수출액은 2018년보다 5억 달러 감

소한 44억 달러로 예상됨.

- 중국의 향후 미국산 대두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이나 북미산 대두가 남미

산 대두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으므로 중국의 미국산 대두 관세부과 여파

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음.

○ 2019년 축산물 수출액은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수출단가 하락으로 2018

년보다 3억 달러 감소한 303억 달러로 예상됨.

- 쇠고기 수출액은 단가 하락으로 1억 달러 감소한 71억 달러, 돼지고기 

수출액은 관세문제 등으로 3억 달러 감소한 51억 달러, 가금류 수출액은 

1억 달러 증가한 53억 달러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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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미국 농산물 무역액 2007년 이후 최저 수준 전망

※[자료출처]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 “Reduced Exports to China 

in Fiscal Year 2019 May Drive U.S. Agricultural Trade Balance to Lowest Level Since 

2007 (2018. 12. 3.)”

○ 2019년※ 미국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억 달러 감소한 1,415억 달러,

수입액은 6억 달러 감소한 1,270억 달러로 145억 달러의 흑자가 전망됨. 이

는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의 흑자임.

※ 회계연도 기준이며, 2019 회계연도는 2018.10.1.～2019.9.30.

○ 수출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대두 및 면화 수출 감소에 기인함.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부진과 국내 수확량 증가로 미국 내 대두 가격은 하

락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주요 대두 수입국을 남아메리카 국가로 바꾸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의 대두박 가격 경쟁력은 높은 편이지만 공급 여력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대두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억 달러 감소한 187억 달러로 예상되며, 면

화 수출액은 세계 수요 감소로 7억 달러 감소한 59억 달러로 전망됨.

<표 4-7> 2013~2019년 미국 농산물 무역 현황

(단위: 십억 달러)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141.1 152.3 139.8 129.6 140.2 143.4 141.5

수입 103.9 109.3 114.2 113.0 119.1 127.6 127.0

무역흑자 37.3 43.1 25.5 16.6 21.1 15.8 14.5

○ 옥수수와 밀 수요 증가로 곡물 및 사료작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억 달러 

증가한 338억 달러, 쇠고기 수출액은 3억 달러 증가한 76억 달러로 전망됨.

돼지고기 수출액은 라틴아메리카 수요 증가로 1.2억 달러 증가한 21억 달러

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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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과일, 채소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억 달러 감소한 621억 달러, 이 

중에서 신선 과일 수입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131억 달러로 전망되며,

가공품 형태 수입액은 9천만 달러 증가한 56억 달러로 예상됨. 한편 설탕과 

열대성 작물 수입액은 8억 달러 증가한 238억 달러로 예상됨.

○ 2018년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79억 달러로 전체 미국 농산물 수출액의 5.6%

에 해당하였음. 2019년 수출액은 쇠고기 및 옥수수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3억 달러 증가한 82억 달러로 예상됨.

6. 농업법

□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발표한 농업법 초안 주요 내용

※ [자료출처]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U.S. Senate Committee on Agriculture, Nutrition and 

Forestry)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As Promised, Senate Agriculture Committee Leaders 

Find Common Ground in Bipartisan Farm Bill (2018. 6. 8.)”

○ 팻 로버츠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양당 간의 합의를 거친 농업법

(The 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 혹은 Farm Bill) 초안을 발표하

면서 “농업인들은 낮은 판매가격·과중한 규제·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 등

으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농업법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필요

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제공”하려 했다고 언급했음.

○ 또한 농업위원회 소속인 데비 스태브노우 의원은 “이번 농업법은 농업인·가

계·지역사회를 위한 소규모 마을 활성화, 농지 및 수질 관리 촉진, 지역 식

품경제 확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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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는 일괄법의 형태인 농업법을 통해 5~7년 마다 주기적으로 농업 

및 식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왔음. 현행 농업법은 2014년에 발효했으며,

2018년 9월 30일에 만료 예정임.

- 미국 농업법 제정 절차는 1) 양원(상·하원) 농업위원회 초안 마련, 2) 양

원 개별 법안 마련(투표), 3) 양원 합의안 마련, 4) 대통령 서명 후 제정의 

순서를 따름.

- 따라서 이후 2018년 농업법 제정을 위해서는 하원 농업위원회 초안 및 

양원 합의안 마련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

- 한편 상원에서 발표한 농업법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농업법 초안 주요 내용>

○ 농업인들을 위한 확실성(Certainty) 제공

- 상품·낙농·가축 생산자들을 위해 작물 보험과 기타 위험 관리 수단의 보

존 및 강화

-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유연성 제공

- 수출 및 교역 관련 프로그램의 지속 및 강화

- 농업인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파트너십 촉진

○ 완전성(integrity) 및 가계의 식품 접근성(food access) 강화

- 영양보조지원정책※(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의 완전성 강화

※ 과거 푸드 스탬프(Food stamp)란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주로 저소득 빈곤층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농산물 구매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성공적인 민간투자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영양보조지원정책(SNAP) 참여

자의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

- 가계에 대한 지속적 식품 지원 및 안전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

-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을 위해 과중한 서류작성 부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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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보호(voluntary conservation) 및 산림 관리의 강화

- 경작 중인 농지에 자발적 보호 투자, 자연자원 보전과 수질 향상 관련된 

사적 기금을 지렛대로 지역 파트너십의 확장

- 연방 토지 관리자들에 산림 관리 개혁안 제시 및 들불병(wildfire)※ 예방

※ 담배에서 발생하는 성분(Pseudomonas syringae pv. tavaci)에 의한 세균병의 일종으

로 마치 들에 불이 붙은 듯이 고사하여 죽은 것처럼 보인다는 식물병의 일종

- 보전유보제도(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의 이행 대상 면적 

100만 에이크를 추가하여 야외활동 기회를 확보하고 자발적인 공적 접

근성 강화

○ 미국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

- 농촌에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확장 및 연결

- 오피오이드(opioid) 유행병※ 확산의 예방 및 치료

※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유사한 마약성 진통제를 의미하는데, 미국에서는 지난 20년에

걸쳐 오피오이드 계열 약품의 사용이 처방 유무에 관계없이 급증해 심각한 부작용

이 발생하고 있음.

- 농촌지역에 대한 수자원 인프라 투자

- 공공요금을 인하하고 에너지 장비 설치 업무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보호

○ 미국 농업 경제의 다양성(diversity) 증대

- 경험 많은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 모두 지원

- 주변 이웃에 농산물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역 식품경제를 강화

- 유기농 생산 및 도시 농업과 같은 새로운 기회의 영역 확대

- 바이오디펜스를 대비한 노력을 강화하여 농식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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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의 농업법 초안 주요 내용

※ [자료출처]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홈페이지(https://agriculture.house.gov/farmbill/)에 게

시된 2018년 하원 농업법(Agriculture & Nutrition Act of 2018) 초안 요약본 (접근일자: 

2018. 7. 16.)

○ [제1장: 상품(Commodities)] 농가안전망(farm safety net)을 강화하고자 했

음. 농업 위험 요인(날씨, 자연재해, 세계상품시장 변동성 등)은 수입국들의 

무역 장벽과 함께 만성적 농산물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가격손실보상(Price Loss Coverage) 및 농업위험보상(Agriculture Risk

Coverage)의 유지 및 강화

- 마케팅론(Marketing loan)은 약간의 수정 이후 유지

- 납세자 부담 없는 설탕 지원 정책의 유지

- 낙농정책의 유지 및 강화

- 축산 재해 보상 제도(Livestock disaster program)는 약간의 수정 이후 유지

○ [제2장: 보전(Conservation)] 보전을 위해 지역주도·자발적·인센티브기반 투

자를 강화하여 건강한 토양과 깨끗한 공기 및 수질을 확보하고 토사 유출을 

감소시키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확대하고자 했음.

- 환경 질 개선 제도(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의 

유지 및 강화

- 지역 보전 파트너십 제도(Regional 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

RCPP), 농지 보전 지역 제도(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 소규모 수계 재활 제도(Small Watershed Rehabilitation

Program, SWRP)의 유지 및 강화

- 보전 유보 제도(Conservation Reserve Program)의 유지 및 강화

- 야생돼지(feral swine) 박멸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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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교역(Trade)] 1,400억 달러 수준의 농산물 수출액을 바탕으로 농산

물 교역 촉진을 위한 투자를 유지 및 강화, 식량 원조(food aid)의 확대

- 국제 시장 개발 제도※(International Market Development Program)의 구축

※ 시장접근제도(Market Access Program), 외국시장개발제도(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for Specialty Crops) 등

○ [제4장: 영양(Nutrition)]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 프로그램을 유지 및 강화했

음. 또한 취업을 위한 교육 제도와 가구의 재정 자급자족을 위한 제도를 지

원함.

- 실제의 근로 및 훈련 자격요건 설정

- 영양 프로그램(예: SNAP) 대상자들의 정확한 범주별 자격요건 설정

- 실제 냉·난방비에 근거한 표준수당(standard utility allowance) 책정

-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는 정책의 유지 및 강화

○ [제5장: 신용거래(Credit)] 농업인의 신용접근성(access to credit)을 유지 및 

강화하고자 함.

- 신규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유지 및 강화

- 보전대출(Conservation Loan) 및 대출보증제도 유지

- 소유권 및 운영 자금 대출(ownership and farm operating loans) 유지 및 

강화

○ [제6장: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현재 농업 침체 속에서 농촌 지역에 

광대역 서비스 투자를 늘리고 오피오이드 유행병※(opioid addiction)에 대응

하며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유사한 마약성 진통제를 의미하는데, 미국에서는 지난 20년에

걸쳐 오피오이드 계열 약품의 사용이 처방 유무에 관계없이 급증해 심각한 부작용

이 발생하고 있음.

- 오피오이드 중독에 대응한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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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광대역 서비스(Broadband service)

강화

- 농촌개발계획 및 에너지계획의 유지 및 강화

○ [제7장: 연구(Research)] 가장 안전하고 값싸며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과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최첨단의 연구를 통해 혁신 및 생산성의 선

두를 유지

- 특수작물과 유기농작물을 위한 중요 연구과제 확대

- 1,890개의 랜드그랜트(land grant) 대학※에 장학금 수여 프로그램 신설

※ 1862년 미국 연방정부는 대학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 주정부에게 대학 부지와 농지를

나눠주도록 한 모릴법을 제정했음. 당시 모릴법에 의해 세워진 학교를 미국에서는

랜드그랜트칼리지(land-grant college) 혹은 랜드그랜트 대학교(Land-grant university)

라고 부름.

○ [제8장: 산림(Forestry)] 건강하고 생산적인 산림을 위한 관리 유도, 지역사

회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 및 새로운 시장 기회

에 인센티브 부여, 환경 절차 요구사항을 단순화

○ [제9장: 원예(Horticulture)] 과일·채소·견과·묘목·화훼에 이르는 특수작물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작물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획의 유지 및 강화

- 특수작물 정액교부금 제도(Specialty Crop Block Grants Program)의 유지 

및 개선

- 식물병해충 및 질병 관리와 국가 청정 계획 네트워크(National Clean

Plan Network) 유지

- 상식적 규제 개혁을 위한 단계적 조치, 농업인의 수자원 및 농지이용권 

보장을 위해 투명하며 과학에 근거한 과정의 복원

○ [제10장: 작물 보험(Crop Insurance)] 대부분의 농업인에게 작물 보험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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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해 피해로부터의 복구를 위해 필수적일 뿐더러 적절하게 위험을 관리

하고 재원 조달과 작물 판매에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청년농업인이나 신규

농업인에게 더욱 큰 도움을 제공함.

□ 미국 상·하원 농업법안의 주요 차이점

※[자료출처] IEG Policy에서 발표한 “Farm Bill Comparison: How do the house and senate 

positions differ? (2018. 7. 25.)”

○ 향후 5년 동안 유효할 농업법(Farm Bill)을 둘러싸고 상원(Senate)과 하원

(House)은 핵심적 이슈들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농가 프로그램 지급 자격요건(Farm Program Payment Eligibility),

영양보조지원정책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보

전유보제도(Conservation Reserve Program)와 관련해 상원안(Senate Bill)

과 하원안(House Bill)이 내용 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직접지출액] 상원안에서는 기준선(baseline)과 비교했을 때 2019-2023년 직

접지출액이 14억 달러 증가했으나 2019-2028년에는 1억 달러 감소※했음.

한편 하원안에서는 면화 산업에 대한 경제적 조정 보조(economic adjust-

ment assistance)가 폐지(4억 6,400만 달러 감소)되고 농가 프로그램 지급 자

격요건을 결정하는 평균조수입 최고액이 9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로 낮아

지면서(2억 6,300만 달러 감소) 직접 지출액(direct spending)이 감소함.

※ 미국 농무부(UDSA) 프로그램 총지출액은 2019-2023년에 4천 280억 달러,

2019-2028년 8천 670억 달러임.

○ [농가 프로그램 지급자격요건] 상원안에서는 농가 프로그램 지급자격요건

을 매일 농가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actively engaged)하는 개인으로 제한하

였음. 하원안에서는 특정 운영체가 상품지원제도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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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이는 것이 용이하도록 개편했으며 경영주가 아닌 농가 구성원들도 연

간 12만 5천 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했음.

○ [영양보조지원정책(SNAP)] 영양보조지원정책이 양원 간 가장 주된 논의 주

제※가 될 것임. 상원의 스태브노우 의원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하원

의 보수적 의원들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

임. 또한, 하원안 조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미국은 영양보조지원정책으로 전체 농업법 지출액 중 80% 정도를 사용하고

있음.

- (상원안) 푸드 스탬프 지급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보너스 프로그램을 중

단※했음.

※ 미국 법무부는 보너스 프로그램은 주(州)에서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 사용

하는 일종의 편법(game)이라고 간주한 바 있음.

- (하원안) 영양보조지원정책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훈련 자격 요건을 한

층 강화하였음. 또한, 개인이 한 번에 1개 이상의 주(state)에서 혜택을 받

지 못하도록 각 주들은 국가 데이터베이스(National database)를 활용하

도록 했음.

○ [보전유보제도※(CRP)] 농지면적과 임대료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핵심

임. 상원 스태브노우 의원은 하원안에서 임대료 상한선을 80%로 설정하는 

것이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음.

※ 보전유보제도: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보전하면 해당 생산자에게 임대료 수준의 직

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상원안) 보전유보제도 대상 농지를 2천4백만 에이커(acre)에서 2천5백만 

에이커로 늘렸음. 또한, 임대료 상한을 통상가의 88.5%로 제한함. 보전프

로그램에 대한 기금은 유지하되 재원을 보전책무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에서 연방·주·지방 공무원이 농업인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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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지역계획(regional ini-

tiatives)으로 이전함.

- (하원안) 보전유보제도 대상 농지를 2천9백만 에이커(acre)로 늘렸음. 또

한, 임대료 상한을 통상가의 80%로 제한함. 보전책무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환경 질 개선 지원제

도(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와 연계함. 보전 지출

을 10년 간 8억 달러 정도 삭감함.




	표지
	머리말
	차례
	제1장 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자료 출처 및 종류

	제2장 EU 농업·농촌·식품 동향
	1. 농업·농촌
	2. 기술 혁신
	3. 자원·환경
	4. 식품
	5. 통상
	6.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제3장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1. 농업·농촌
	2. 기술·혁신
	3. 자원·환경
	4. 식품
	5. 통상

	제4장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1. 농업·농촌
	2. 기술 혁신
	3. 자원 환경
	4. 식품
	5. 통상
	6. 농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