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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이번 3월호에는 세계 주요국의 2018년도 농업정책에 대해 OECD가 진단하고 평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게재된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OECD 회원국 및 10개 

신흥경제국의 일반적 농업정책 추세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발전 측면에서 선진

국에 속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농업정책을 사례로 진단한 것이다. 

  이 진단에 따르면,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생산자 지지가 여전히 다른 지지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지만(78%), 농가소득에서 이 지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들에서는 

10년 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반면, 신흥경제국들에서는 이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OECD 국가들에서 농업생산과 직접 연관된 지원을 제한하는 디커플링

(decoupling) 정책이 경향적으로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병행해서 대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 새로운 추세로 등장하는 것은 농업환경이나 동물복지를 개선하는 특정 영농방

식 채택을 상호준수의무로 하는 직불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농식품산업 동향으로 대체육류 개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산업적 전망을 다루고 있다. 대체육류로는 식물성 대체육과 식용곤충, 배양육이 

해당하는데, 각기 특성별 장단점이 존재한다. 여기서 제시된 내용은 동향을 소개하는 자료 

차원을 넘어서 분석적 체계를 갖춘 전문가의 글로서 많은 시사점을 받게 된다.

  국가별 농업자료로 라트비아의 농업이 소개된다. 라트비아는 발트 3국에 속하는 소국이

지만, 2004년 EU에 가입하고 2016년 OECD의 회원국이 될 정도로 시장경제로의 적응이 

빠른 체제전환국이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유기농업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

하는 국가로 모범적 사례에 해당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국가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번 3월호부터는 ‘국제농업 정보’란에 KREI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작성한 주간농업농촌

식품동향 중 해외 동향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발췌되어 소개된다. 이로써 국제농업 정보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보다 풍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계농업’의 지속적인 

변신은 앞으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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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농업정책 및 지지의 변화와 추세

이 세 진 * 1)

1. 들어가며

  OECD는 매년 국가별 농업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Agricultural Policy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8)”는 31번째 보고서

이다.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 외에도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러시아연방, 베트남, 필리

핀 등 10개 신흥시장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는 먼저 전반적인 농업정책과 국가별 농업 지지정책의 수준 

및 구조의 변화를 살펴본 후 총 24개 국가에 대한 국가별 주요 농업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분석한다. 이 글은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보고서의 전반적인 농업정책과 지지의 변화 

및 국가 간 비교에 대한 내용을 번역·정리하였다.

2. 농업정책 및 지지의 변화

2.1. 주요 경제 및 시장 여건의 변화

  농산물시장의 여건은 GDP 성장률과 에너지 가격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들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전자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연결되며, 에너지 가격 중 특히 원유가격은 

투입요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바이오 연료 시장을 통해 곡물, 당료작물(sugar crops), 

식물성 유지 등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 서울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전공 석사과정 (lsj2944@snu.ac.kr)

본고는 OECD가 발간한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8”에서 농업정책과 지지의 변화

와 농업 지원의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내용을 번역·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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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계 경제는 3.6% 성장하여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OECD 

국가들은 2017년 2.4% 성장하여 2016년(1.8%)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실업률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신흥시장(emerging) 국가들의 성장세는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다. 브라질과 러시아연방은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 각각 

0.7%, 1.9%씩 성장하여 성장세를 회복하였으며, 중국은 서비스업과 주요 전략 산업의 성장

으로 2017년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무역은 2017년 4.8% 성장하여 2016년(2.6%) 대비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주로 유럽 

경제의 회복,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자제품 무역 회복 그리고 투자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2005~2014년 

평균
2015년 2016년 2017년

실질 GDP 성장률
1

세계
2

3.8 3.3 3.1 3.6

OECD
2

1.5 2.4 1.8 2.4

미국 1.5 2.9 1.5 2.2

유로 지역 0.8 1.5 1.8 2.4

일본 0.6 1.1 1.0 1.5

비(非)OECD
2

6.2 4.0 4.1 4.6

브라질 3.5 -3.8 -3.6 0.7

중국 10.0 6.9 6.7 6.8

콜롬비아 4.7 3.1 2.0 1.7

러시아 3.5 -2.8 -0.2 1.9

남아프리카 3.1 1.3 0.3 0.7

GDP 갭
3

-0.9 -1.4 -1.2 -0.5

실업률
4

7.2 6.8 6.3 5.8

인플레이션
1, 5

2.0 0.8 1.1 1.9

세계 실질 무역 성장률
1

4.7 2.7 2.6 4.8

주 1) 퍼센트 변화율; 마지막 3개 열은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2) 구매력평가지수를 이용한 이동 명목GDP 가중치를 사용함.

    3) 잠재 GDP 대비 비율

    4) 노동인구 대비 비율

    5)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

자료: OECD(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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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주요 비농업 상품의 세계시장 가격은 산업 수요의 증가, 지정학적 위험, 석유수출

국기구(Organis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의 감산 합의 등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원유가격은 명목기준 25% 상승하였으나, 2011년~2013년 

가격 수준보다는 여전히 낮아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는 의무혼합제 등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료 가격은 곡물 가격이 

낮아 상대적으로 비료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임에 따라 2017년 초 9개월간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 가격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조금씩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 세계 경제 

회복과 생산비용 증가에 따라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러나 이전 기간과 

비교하였을 때는 식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대부분의 

곡물, 육류, 유제품의 생산이 이전 기간의 생산량보다 증가하였으며, 많은 재고와 수요의 

정체가 가격 상승의 요인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7년 세계 육류 생산은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멕시코 등의 생산 증가로 인해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소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수요 증가와 양고기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세계 육류 가격은 오히려 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품 생산 또한 

일부 증가하였으나 지난 10년간의 평균 성장률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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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상품 가격 지수, 2007년~2017년

 전품목      식품가격지수      에너지

 육류      낙농품     곡물     

주 1) 2002년~2004년 지수 = 100

    2) 상단 그래프는 왼쪽 축, 하단 그래프는 오른쪽 축과 관련됨.

자료: OECD(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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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정책의 변화

  많은 국가들이 기존 농업정책 및 지지에 대한 개혁을 실행하였다. 중국은 밀과 쌀에 대해 

2017년 및 2018년 최저지지가격(minimum support price)을 낮췄으며 대두의 목표가격을 

경지면적에 기반한 ‘대두의 시장가격 + 직불금’으로 대체하였다. 유럽연합은 2006년 개혁 

당시 시작된 설탕 생산 쿼터제를 폐지하였으며, 일본은 2018년부터 쌀생산 쿼터와 쌀생산 

목표를 달성한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income support payment)을 폐지하였다. 한국

은 농가와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ha당 직불금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한국은 쌀 직불금 

대상 면적을 줄이고 다각화에 대한 직불금을 늘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칠레, 러시아, 미국 등은 새로운 지지정책을 도입하였다. 캐나다는 캐나다- 

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Canada-European Union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체결에 따른 유럽연합산 치즈 수입증가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낙농가

와 가공업체들을 지원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칠레는 18세 이상 35세 미만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 신용 지원,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을 도입하였으며 미국은 2017년 작부연도의 면화 조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두 번째 면화조

면비용지원(Cotton Ginning Cost Share, CGCS)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위험관리에 대해서는 호주가 생산자들이 재해 발생 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허성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유럽에서는 부문별 연간 평균 소득이 20% 이상 하락 시 소득을 

보전하는 부문-특정적 조치를 포함하도록 소득안정화장치(income stabilisation tool)를 수

정하였다. 한국에서는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유자, 무화과, 시설쑥갓에 대해 추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무역 촉진과 시장 개발에 대해서도 여러 국가들이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먼저 러시아연방은 농산물의 수출 잠재력 개발을 새로운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스위스

는 ‘Swiss’나 스위스 십자가 마크를 상표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는 ‘Swissness’ 법령

을 발효하였다. 한편, 2018년 3월에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9월에는 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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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2018년 2월 한-중미 FTA를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유럽연합과 일본 간 

경제동반자협정이 마무리되었다.

2.3. 농업 지지정책의 변화

2.3.1. 총지지추정치(Total Support Estimate, TSE)

  총지지추정치는 가장 광범위한 농업부문의 지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생산자지지추정치, Producer Support Estimate), 순수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 지출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 General Services Support Estimate), 농산물 소비자에 대한 예산 

지원(소비자지지추정치, Consumer Support Estimate)을 포함한다.

  농업부문에 대한 지지가 OECD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GDP 대비 총지지추정치로 

측정, %TSE)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농업부문에 대한 지지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한국, 터키,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에서 상당한 감소가 이루어졌으나, 

해당 국가들의 TSE는 GDP 대비 1.1%에서 2.2%로 농업부문의 중요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공공정책의 지지가 농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스위스의 농업부문에 대한 총지지는 농업부문 부가가

치 대비 160%에 달하였으며 일본과 한국은 각각 93%와 8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EU, 이스라엘, 노르웨이는 OECD 평균인 42% 수준이었으며 호주, 칠레, 뉴질랜드는 15%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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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별 총지지추정치, 1995~1997년 및 2015~2017년

Panel A: GDP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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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 농업 부가가치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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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필리핀과 베트남의 1995~1997년 숫자는 2000~2002년 자료를 사용함. 

   2) 카자흐스탄과 필리핀의 2015년~2017년 숫자는 2017년 GDP 및 농업부문 부가가치 자료의 부재로 인해 

2015~2016년 자료를 사용함.

    3) 1995~1997년은 EU15, 2015~2017년은 EU28 기준임.

    4) OECD total 자료는 비OECD EU 국가들을 포함하지 않음.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

아는 OECD total의 두 기간과 EU의 2015~2017년 에 포함됨. 라트비아는 OECD와 EU의 2015~2017년 자료에만 

포함됨.

    5) 10개 신흥 국가는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필리핀, 러시아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

나, 베트남을 나타냄. 필리핀과 베트남은 2015~2017년 자료에만 포함되며 인도네시아는 본 보고서에서 제외됨.

    6) 전체 국가는 OECD 국가, 비OECD EU 회원국, 10개 신흥 국가를 포함함.

자료: OECD(2018)

  농업부문에 대한 총지지는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 국가를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

지 연간 약 6,200억 달러에 달하였다. OECD 국가와 신흥시장 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총지지

는 연평균 각각 3,170억 달러 및 연평균 2,970억 달러로 나타나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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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별 생산자에 대한 지지가 총지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7년 기준 생산자지지가 총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78%로 조사되

었으며, 일반서비스지지는 가장 적은 14%를 차지하였다. OECD 회원국 기준으로는 생산자

지지와 일반서비스지지가 총지지의 각각 72%와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국가별 총지지추정치의 구성, 2015~2017년

단위: GDP 대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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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카자흐스탄과 필리핀의 2015년~2017년 숫자는 2015~2016년 자료를 사용함.

    2) EU 28

    3) OECD total 자료는 비OECD EU 국가들을 포함하지 않음. 

    4) 10개 신흥 국가는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필리핀, 러시아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

나, 베트남을 나타냄. 인도네시아는 본 보고서에서 제외됨.

    5) 전체 국가는 OECD 국가, 비OECD EU 회원국, 10개 신흥 국가를 포함함.

자료: OECD(2018)

2.3.2.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평균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의 개별 생산자들에 대한 지지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7년에는 생산자의 총수입 중 정책적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4.5%로 나타나 2016년 16%보다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절대적인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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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6년 4,990억 달러에서 2017년 4,610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정책적 변화보다 

주로 시장 여건 변화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  생산자지지추정치의 변화, 1995~2017년

    단위: 농가 총수입 대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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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전체 국가는 OECD 국가, 비OECD EU 회원국, 10개 신흥 국가를 포함함.

    2) OECD total 자료는 비OECD EU 국가들을 포함하지 않음. 라트비아는 2004년 자료에만 포함되었음.

    3) 10개 신흥 국가는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필리핀, 러시아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

나, 베트남을 나타냄. 필리핀과 베트남은 2000년부터 포함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본 보고서에서 제외됨.

자료: OECD(2018)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자지지추정치가 1990년 중반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수준은 국가별로 다양하였다. 호주,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생산자지지가 2/3 

이상 감소하였고 캐나다, 콜롬비아, EU의 경우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코스타리카, 필리핀, 멕시코 등 일부 신흥시장 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자 지지

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산자지지추정치의 수준도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뉴질랜드,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브라질 등의 국가는 2015~2017년 기준 %PSE(생산자 총수입 

대비 생산자지지추정치 비율)가 3%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한국, 스위스, 노르웨

이, 아이슬란드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자지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PSE가 45%보

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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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가별 생산자지지추정치, 1995~1997년 및 2015~2017년
단위: 농가 총수입 대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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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필리핀과 베트남의 1995~1997년 숫자는 2000~2002년 자료를 사용함.

    2) 1995~1997년은 EU15, 2015~2017년은 EU28 기준임.

    3) OECD total 자료는 비OECD EU 국가들을 포함하지 않음.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

아는 OECD total의 두 기간과 EU의 2015~2017년 에 포함됨. 라트비아는 OECD와 EU의 2015~2017년 자료에만 

포함됨.

    4) 10개 신흥 국가는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필리핀, 러시아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

나, 베트남을 나타냄. 필리핀과 베트남은 2015~2017년 자료에만 포함되며 인도네시아는 본 보고서에서 제외됨.

    5) 전체 국가는 OECD 국가, 비OECD EU 회원국, 10개 신흥 국가를 포함함.

자료: OECD(2018)

  한편, 전반적인 지지 수준 외에도 어떠한 형태로 이러한 지지가 제공되는지도 중요하다. 

정부는 여러 형태로 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세 

및 기타 장벽을 통해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투입요소 가격을 

낮추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농업 생산량, 경지면적, 사육 가축 수 등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제공할 수도 있다. 

  전술한 각각의 세부정책들은 농업 생산, 소득, 무역 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 MPS)는 국제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농가들이 직면하는 가격 신호를 왜곡함으로써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개선할 인센티브를 제

한한다. 이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 대한 지원 방식은 생산자들이 농식품 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s, GVCs)에 참여할 능력과 이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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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국가는 생산과 무역을 가장 심하게 왜곡시키는 방식을 통해 생산자들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2011)는 시장가격지지, 산출물에 근거한 

직불금, 비제약적 변동요소 사용에 근거한 직불금이 다른 기준을 근거로 한 직불금보다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2015~2017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가들에 제공된 지원 중 평균적으로 약 2/3가 생산과 무역을 가장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지원 방식의 비중은 신흥시장 국가와 

개발도상국(75% 이상)이 OECD 국가(52%)에 비해 더 높았다. 

<그림 6>  국가별 생산자지지추정치의 구성, 2015~2017년

단위: 총수입 대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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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지지

주 1) 생산량(시장가격지지 및 산출물에 근거한 직불금 포함)과 비제약적 변동요소 사용에 근거한 지원

    2) EU28

    3) OECD total 자료는 비OECD EU 국가들을 포함하지 않음.

    4) 10개 신흥 국가는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필리핀, 러시아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

나, 베트남을 나타냄. 필리핀과 베트남은 2000년부터 포함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본 보고서에서 제외됨.

    5) 전체 국가는 OECD 국가, 비OECD EU 회원국, 10개 신흥 국가를 포함함.

자료: OECD(2018)

  여러 OECD 국가에서 시장가격지지가 생산자지지추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전체적으로는 2015~2017년 기준 시장가격지지가 생산

자지지추정치 중 45%를 차지하였다. 개별국가별로 이스라엘, 일본, 터키에서는 80% 이

상, 한국은 90% 이상으로 계측되었다. 반면, 직불금에 대한 비중이 높은 멕시코, 미국, 

EU 등에서는 시장가격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았다. 시장가격지지는 신흥시

장 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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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와 필리핀에서는 90% 이상, 콜롬비아에서는 80% 이상 그리고 중국, 러시아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국가별 생산자명목보호계수(Producer Nominal Protection Coefficient), 

1995~1997년 및 2015~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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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필리핀과 베트남의 1995~1997년 숫자는 2000~2002년 자료를 사용함.

    2) 1995~1997년은 EU15, 2015~2017년은 EU28 기준임.

    3) OECD total 자료는 비OECD EU 국가들을 포함하지 않음.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

아는 OECD total의 두 기간과 EU의 2015~2017년 에 포함됨. 라트비아는 OECD와 EU의 2015~2017년 자료에만 

포함됨.

    4) 10개 신흥 국가는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필리핀, 러시아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

나, 베트남을 나타냄. 필리핀과 베트남은 2015~2017년 자료에만 포함되며 인도네시아는 본 보고서에서 제외됨.

    5) 전체 국가는 OECD 국가, 비OECD EU 회원국, 10개 신흥 국가를 포함함.

자료: OECD(2018)

  가격 왜곡 수준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실질 생산자가격(effective producer 

prices)는 2015~2017년 기준 국제시장 가격 대비 약 10%p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1990년대 

중반(약 30%) 대비 상당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칠레, 콜롬비아, EU, 한국, 남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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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공화국, 스위스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

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에서는 여전히 실질 생산자가격이 

국제가격 대비 60~100%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산자지지가 생산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부 국가들에서는 농업의 환경성과나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특정 영농방식을 

채택하도록 하는 직불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칠레, EU, 스위스, 미국에서는 전체 직불

금의 약 50% 정도가 환경 조건에 대한 상호준수(cross-compliance)를 조건으로 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한국, 노르웨이에서는 자발적인 농업환경 제약 

및 프로그램과 연계된 직불금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외 신흥시장 

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는 영농방식과 연계된 직불금이 크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특정 영농방식 채택을 조건으로 한 지지, 1995~1997년 및 2015~2017년

단위: 총수입 대비 비율, %

 의무적 투입요소 제약이 포함된 직불금        자발적 농업환경 제약이 포함된 직불금

주 1) 1995~1997년은 EU15, 2015~2017년은 EU28 기준임.

    2) 기타 국가는 캐나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

나, 베트남을 포함함. 인도네시아는 본 보고서에서 제외됨.

자료: OECD(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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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eneral Services Support Estimate GSSE)

  일반서비스지지는 개별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외에 농업부문에 제공되는 

정부 지원을 의미한다.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지원으로는 R&D 지원, 농촌지도 및 농업인 

교육, 농산물 안전성 검사, 병해충 관리, 관개수로 인프라 지원, 농가 구조조정(farm 

restructuring) 등이 있다.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가 총지지추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2017년 본 보고서에

서 다루는 전체 국가 기준 평균 14%로 생산자지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해당 비중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호주, 칠레, 뉴질랜드에서는 총지

지추정치의 각각 54%, 51%, 71%가 일반서비스지지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38%, 브라질과 캐나다에서는 약 30% 수준이었으며 이외 대다

수의 국가는 그 비중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일부 국가들에서는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중반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약 45% 수준에서 2015~2017년 15%로 

감소하였으며,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연방, 터키 등에서도 그 비중이 감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로 일반서비스지지를 구성하는 요소도 큰 차이를 보였다. 다수의 국가에서는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 터키, 베트남에서는 일반서

비스 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칠레, 한국, 필리핀에서는 5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호주, 브라질, 콜롬비아, EU,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우크라이나에

서는 농업혁신시스템을 최우선 항목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의 44%, 농업혁신시스템에 

대한 지출이 32%를 차지하여 두 항목이 2/3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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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 총지지추정치 대비 비중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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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필리핀과 베트남의 1995~1997년 숫자는 2000~2002년 자료를 사용함. 베트남의 2015~2017년 자료는 적용이 어

려움.

    2) 1995~1997년은 EU15, 2015~2017년은 EU28 기준임.

    3) OECD total 자료는 비OECD EU 국가들을 포함하지 않음.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

아는 OECD total의 두 기간과 EU의 2015~2017년 에 포함됨. 라트비아는 OECD와 EU의 2015~2017년 자료에만 

포함됨.

    4) 10개 신흥 국가는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필리핀, 러시아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

나, 베트남을 나타냄. 필리핀과 베트남은 2000년부터 포함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본 보고서에서 제외됨.

    5) 전체 국가는 OECD 국가, 비OECD EU 회원국, 10개 신흥 국가를 포함함.

자료: OECD(2018)

2.3.4. 소비자지지추정치(Consumer Support Estimate, CSE)

  생산자에 대한 지지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가공업체와 최종 소비자 등 농산물 소비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데 

이는 소비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비용 증가분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보전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지지추정치 비율(%CSE)은 소비자 총지출 

대비 소비자에 대한 지지 금액의 비율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경우 소비자지지추

정치 비율은 음수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소비자에게 암묵적 조세(implicit tax)가 부과된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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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에 대한 지지가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배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격 상승은 부유한 소비자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아 농산물 생산량보다 구입량이 

많은 농가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식품 가공업체는 생산요소를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하여야 하므로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소비자들은 그 수준은 다르지만 농업정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7년 기준 소비자에 부과된 암묵적 조세는 브라질, 칠레 

및 멕시코에서는 1% 미만부터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에서는 40% 이상으로 조사

되었다. 모든 사례에서 음의 %CSE는 시장가격지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국가별 소비자지지추정치, 1995~1997년 및 2015~2017년

단위: 산지(farm gate) 소비지출 대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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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995~1997년은 EU15, 2015~2017년은 EU28 기준임.

    2) 필리핀과 베트남의 1995~1997년 숫자는 2000~2002년 자료를 사용함. 

    3) OECD total 자료는 비OECD EU 국가들을 포함하지 않음.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

아는 OECD total의 두 기간과 EU의 2015~2017년 에 포함됨. 라트비아는 OECD와 EU의 2015~2017년 자료에만 

포함됨.

    4) 10개 신흥 국가는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필리핀, 러시아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

나, 베트남을 나타냄. 필리핀과 베트남은 2000년부터 포함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본 보고서에서 제외됨.

    5) 전체 국가는 OECD 국가, 비OECD EU 회원국, 10개 신흥 국가를 포함함.

자료: OECD(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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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업 지지정책 및 개혁에 대한 평가

  농업은 다양하고 높은 품질의 농산물에 대한 수요로 인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업부문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직면

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업부문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과 기후, 시장 여건 및 충격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하며 환경성과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농업생산은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부문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마련되거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농업부문이 향후 가능성과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일반서비스에는 여러 형태의 부문 특정적 인프라, 생물보안을 

위한 노력, 농업부문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혁신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2015~2017년 

평균적으로 총지지추정치 중 일반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수준임을 고려할 때 다수

의 국가에서는 생산자에 직접 제공하는 지원을 일반서비스로 대체함으로써 일반서비스지지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혁신시스템의 경우,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해당 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물리적·인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도 농가들의 시장, 지식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물보안은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고 병해충 발생의 위험성

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개별 생산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의 표적화(targeting)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을 통한 농가 지원은 주로 지원 대상이나 결과를 특정하지 않는 직불

금을 통해 제공되며 이는 지원의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해당 직불금에는 면적, 

가축 수, 농가 수입 및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불금을 포함하며 산출물, 제약이 

없는 변동요소 기준 직불금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직불금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주로 

제공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작은 농가를 표적화하지 못하며 오히려 대규모 농가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20 ∙ 세계농업 2019. 3월호

  다음으로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을 통한 지원은 농업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

하고자 하는 농업정책 효과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자원 제약에 대응하여 농업부문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농가들을 시장 신호와 분리시킴으로써 국가들은 

농업혁신시스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는 생산자가 혁신을 채택하고자 

하는 유인이 없을 경우 공공 및 민간 부문의 R&D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시장가격지지 정책을 감소시키거나 폐지하여야 

하며, 산출물 직불금이나 투입요소 보조금 또한 장기적 폐지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야 한다.

  끝으로 시장 왜곡적 지원 방식의 대안으로 농가들의 위험관리 수단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해 생산자들의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혁신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의 위험관리 수단에 대한 지원 체계는 보험, 안정화 조치(stabilisation 

schemes) 그리고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한 일시적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일반적 사업 위험, 중간 규모의 시장 위험, 자연재해의 위험 간 경계를 흐리게 함으로써 

농가의 농가 내 또는 시장을 통한 위험관리 수단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 

  OECD(2011)는 위험을 일반적 사업 위험, 시장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위험 그리고 공공개

입(public engagement)이 요구되는 간헐적 재해위험으로 구분한 세 단계 위험관리체계

(three-tier risk management system)를 제안하였다. 각국의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위험관리 정책을 명확화 및 간소화하여 생산자들의 위험 방지 조치와 대응력을 개선해 나가

야 한다. 

3. 농업 지지의 전반적 추세

3.1. OECD 국가

  OECD 국가의 농업부문에 대한 총지지는 2015~2017년 기준 연평균 3,170억 달러였으며 

이 중 약 72%가 생산자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 생산자에 대한 지지가 농가 총수입에서 

차지한 비율은 18%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995~1997년(약 30%)에 비해 현격히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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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 왜곡이 심한 지원도 함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시장가격지지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총지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산출물

의 생산량을 근거로 한 지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1995~1997년 440억 달러에서 2015~2017년 400억 달러로 일

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5억 달러는 인프라에 대한 자금 지원에 사용되었으며, 

농업혁신시스템에 대한 지출은 1995~1997년 대비 50%p 증가한 130억 달러가 사용되었다. 

<그림 11>  OECD 국가: 농업 지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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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3.2. 신흥시장 국가

  신흥시장 국가1)의 농업부문에 대한 총지지는 2015~2017년 기준 연평균 2,970억 달러였

으며, 이 중 84%인 2,490억 달러가 생산자에 대한 지원으로 사용되었다. 농가 총수입 대비 

생산자지지의 비율은 2015~2017년 13.5%로 조사되어 1995~1997년 2.9% 대비 급격히 상승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2015~2017년 기준 연평균 460억 달러였으며 대부분의 지출이 

공공비축(publick stockholding)을 위한 자금(190억 달러)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주로 

인프라 사업이나 농업혁신시스템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국가와 달리 신흥시장 국가의 농가 총수입에서 생산자지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2017년 기준 14% 수준으로 OECD 국가보다 

 1) 신흥시장 국가는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필리핀, 러시아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베트

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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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그 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시장 왜곡이 심한 지원의 비율 역시 

시장가격지지 정책의 증가로 인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신흥시장 국가: 농업 지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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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체 국가

  OECD 국가와 신흥시장 국가를 포함한 전체 국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업부문에 대한 

총지지가 2015~2017년 기준 연평균 6,200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 중 78%가 생산자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2015~2017년 860억 달러로 집계되었

다. 대부분의 지출이 인프라 사업(300억 달러), 농업혁신시스템(240억 달러), 공공비축(190

억 달러) 등에 사용되었다. 

<그림 13>  전체 국가: 농업 지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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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총수입 대비 생산자지지의 비율은 1995~1997년 20% 이상에서 2015~2017년 15.5%

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가장 왜곡이 심한 정책의 비율 역시 같은 기간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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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박 영 구 * 2)

1. 서론

  OECD는 매년 국가별 농업정책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보고서(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를 발표하고 있다. 2018에 발표된 보고서는 31번째 연차보고서

이며 OECD 국가 및 신흥경제국을 모두 포함할 경우 6번째 보고서에 해당한다. 이번 보고서

에는 OECD 35개 국과 EU 내 비OECD 6개 국, 6개 대륙에 걸친 신흥국,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필리핀,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이 망라

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 4개 국의 정책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4개 국 농업정책에 대한 OECD의 평가 및 제안사항 등도 요약해서 소개한다. 

2. 주요국의 농업정책 변화

2.1. 호주

2.1.1. 농업지원 동향

  호주는 1986~88년에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농업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

으로 감소시켰다. 2015~17년 호주의 생산자 직접지지비중(%PSE)1)은 총 1.7%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총농업지지추정치(TSE)2)는 GDP의 0.1%에 불과하다. 

 *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박사과정 (12180869@dankook.ac.kr)

    본고는 OECD에서 발간한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8” 중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의 농업지원 및 정책의 평가와 권고사항 등을 중심으로 번역·정리하여 작성함.

 1) %PSE: 농업생산자보호수준으로 총농가수취액 중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의 비중’을 나타

내는 것임. 여기서 PSE를 쉽게 풀이하면 농업정책으로 인해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가상적 화폐 추정액을 의미함. OECD에서

는 매년 이 PSE를 기초로 회원국 농업정책의 시장지향성을 점검․평가하고 있음.

 2) TSE(Total Support Estimate, 총농업지지추정치): 무역정책 등 각종 정부 정책으로 인해 타부문에서 농업으로 이전된 명목

화폐총액을 뜻함. 이에는 PSE 외에 농산물 소비보조와 연구·개발, 하부구조개선사업 등 정부의 농업서비스 지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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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농업지원은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원(PSE)과 일반 서비스 지원(GSSE)3)으로 구분되

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호주는 생산자에 대한 시장가격 지원정책을 더 이상 실시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호주의 농산물이 국제수준과 동일한 가격 선상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생산자에게 직접 제공된 지원 중 46%는 투입재 사용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

었다. 이 보조금 중 대부분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관개시설 개선에 사용되었으

며, 가뭄을 포함한 기타 자연재해를 원활히 극복할 수 있도록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부 

형태로도 지원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지원의 대부분은 위험 및 환경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PSE 중 47%는 소득세, 농가경영보조금 및 환경 프로그램 지원으로 

구성된다.

  호주는 농업부문에서 가장 크고 유익하게 제공되는 광범위한 농업지식과 혁신시스템에 

대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이 두 분야의 GSSE 지출 비중은 각각 51%와 

34%에 이른다.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 생산지원은 점차 감소된 반면, 농업지식과 혁신시스템 

등의 지원 비중은 증가하면서 TSE 중 GSSE 비중은 1986~88년 6% 수준에서 2017년 56%로 

대폭 상승하였다.

<그림 1>  호주의 농업지원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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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3) GSSE(General Service Support Estimate,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 개별생산자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농업전반에 걸친 

지원으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검역 및 검사 등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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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주요 정책 변화

  2017년 호주는 그동안 지속되었던 양허성 융자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

을 개발하였다.

<표 1>  호주 농업지원 추이
단위: 백만 $, %

구 분 86-88 95-97 15-17 2015 2016 2017p

 농업총생산액 14,358 21,486 45,030 42,634 47,138 45,317

 ･ 시장가격지원 품목 비율 81.7 75.3 67.9 69.4 68.0 66.4

농업총소비액 5,142 7,717 19,518 18,536 19,308 20,710

생산자지지추정치(PSE) 1,506 1,282 786 770 809 779

 ･ 농산물 생산 지지 1,095 630 0 0 0 0

   - 시장가격 지지 1,095 630 0 0 0 0

   - 농업생산 관련 보조 0 0 0 0 0 0

 ･ 투입재 이용 보조 230 466 345 318 354 362

 ･ 기타 181 186 441 452 455 417

%PSE 10.3 5.8 1.7 1.8 1.7 1.7

생산자명목보호계수 1.08 1.03 1.00 1.00 1.00 1.00

생산자명목지원계수 1.11 1.06 1.02 1.02 1.02 1.02

일반서비스지원액(GSSE) 95 384 928 866 913 1,006

 ･ 농업지식 및 혁신시스템 95 291 436 475 407 427

 ･ 감독 및 통제 0 20 113 101 123 115

 ･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 0 54 357 267 360 442

 ･ 판촉 0 20 22 23 23 21

일반서비스지원비중(TSE 대비) 5.9 23.2 54.1 52.9 53.0 56.3

소비자지원액(CSE)4) -600 -267 0 0 0 0

소비자지원비중(%CSE) -11.7 -3.5 0.0 0.0 0.0 0.0

소비자명목보호계수 1.13 1.04 1.00 1.00 1.00 1.00

소비자명목지원계수 1.13 1.04 1.00 1.00 1.00 1.00

총농업지원액(TSE)  1,601 1,666 1,715 1,636 1,723 1,785

 ･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금액 601 267 0 0 0 0

 ･ 세금으로부터 이전된 금액 1,000 1,399 1,715 1,636 1,723 1,785

TSE 비중(GDP 대비) 0.7 0.4 0.1 0.1 0.1 0.1

GDP 디플레이터(1986-88=100) 100 134 227 223 226 234

환율(미국달러=1)   1.40 1.32 1.33 1.33 1.35 1.30

자료: OECD(2018)

 4) CSE: Consumer Support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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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농업분야의 여러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수단으로 양허성 융자  

프로그램을 이미 오래전부터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정책적으로 기존 양허성 

융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2017년 7월에 경영개선 양허융자프로그램

(Business Improvement Concessional Loans)이 도입되면서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농가

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00만 호주달러

까지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호주는 주요 교역국들과의 통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전시켜왔다. 2018년 3월, 

호주와 주요 교역국 10개국은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을 체결했다. 2018년 2월 페루와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2017년 6월 태평양무역경제협정(PACER Plus, Pacific Trade and 

Economic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또한 호주는 다자간 협정 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인도 및 EU와 협상 중에 있다.

2.2. 뉴질랜드

2.2.1. 농업지원 동향

  1980년대 중반 뉴질랜드의 농업정책 개혁 이후, 생산과 무역부분의 무조건적이고 기형적

인 지원정책은 사실상 사라졌다. 또한 약 30년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신선가금류 및 계란류, 일부 벌 관련 상품 등5)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농산물 가격이 국제수급과 가격수준에 맞춰 조정된다. 

  뉴질랜드의 농업정책은 주로 가축질병 통제,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 농업지식과 

정보시스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수 십 년간 관개시스템 분야에 대규

모 농외투자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관개시스템이 정비된 토지를 70% 이상 확보하였다. 

이를 위한 재원은 일반서비스(GSSE)를 통해 실현되었다.

 5) 이 품목(축종)들은 뉴질랜드의 수입보건 기준(Import Health Standard, IHS)에 의해 위험 농축산물로 분류되어 수입자체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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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뉴질랜드의 농업지원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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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2.2.2. 주요 정책 변화

  뉴질랜드는 특정 분야에 대응한 세부적인 정책 대응 틀을 변화시켜 왔으며 특히, 재해 

경감 및 구호, 생물 보안의 위험성 관리, 민감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등과 관련성이 

크다.

2017년에 발생한 몇 가지 악재들은 대부분 홍수와 태풍, 남섬과 북섬을 아우르는 가뭄 

등이며, 뉴질랜드 정부는 이에 대한 피해 경감과 구호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식수, 빗물, 폐수, 하천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목초지 재생, 

농작물 재파종, 토사 및 잔해 제거, 피해농가에 대한 현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이 추진되었

다. 또한  2016년 11월에 발생한 카이코우라(Kaikoura) 지진으로 크게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재생과 전문가 자문, 농장 회생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한편, 뉴질랜드는 생물안전성 관련 리스크에 관한 대책들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에는 2016

년 하반기에 발효된 “2015 생물안전안정에 관한 정책방향 성명서(2015 Biosecurity 2015 

Direction Statement)”, 소(Cattle)의 세균성 감염(mycoplasma bovis) 발견에 따른 2017년 

중반의 생물학적 안전 조치, 마지막으로 생물안전성 준비와 관련한 정부-산업간 협정체결과 

4개 산업분야에 대한 실효적 대응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뉴질랜드는 

농지 및 각종 민감한 사업 자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해외투자사무소의 동의를 얻도

록 규정하였다. 이 조치가 발효되기 이전 해외투자자들은 단지 농지에 대한 투자 시에만 

동의를 구하면 되었기 때문에 2017년 조치는 보다 강력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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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뉴질랜드 농업지원 추이

단위: 백만 $, %

구 분 86-88 95-97 15-17 2015 2016 2017p

 농업총생산액 4,067 6,463 16,364 14,586 16,448 18,058

 ･ 시장가격지지 품목 비중 72.1 72.1 72.6 70.9 72.9 74.0

농업총소비액 985 1,557 2,678 2,641 2,619 2,775

생산자지지추정치(PSE) 429 53 155 127 191 145

 ･ 농산물 생산 지지 60 29 131 106 168 121

   - 시장가격 지지 58 29 131 106 168 121

   - 농업생산 관련 보조 1 0 0 0 0 0

 ･ 투입재 이용 보조 179 24 22 21 22 21

 ･ 기타 190 0 2 0 1 3

%PSE 10.3 0.8 0.9 0.9 1.2 0.8

생산자명목보호계수 1.02 1.00 1.01 1.01 1.01 1.01

생산자명목지원계수 1.11 1.01 1.01 1.01 1.01 1.01

일반서비스지원액(GSSE) 119 120 378 374 379 381

 ･ 농업지식 및 혁신시스템 60 78 181 183 189 170

 ･ 감독 및 통제 31 29 136 127 134 148

 ･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 27 13 61 64 56 63

 ･ 판촉 0 0 0 0 0 0

 ･ 기타 0 0 0 0 0 0

일반서비스지원비중(TSE대비) 20.8 69.4 70.9 74.7 66.4 72.4

소비자지원액(CSE) -53 -24 -110 -87 -144 -98

소비자지원비중(%CSE) -5.6 -1.6 -4.1 -3.3 -5.5 -3.5

소비자명목보호계수 1.06 1.02 1.04 1.03 1.06 1.04

소비자명목지원계수 1.06 1.02 1.04 1.03 1.06 1.04

총농업지원액(TSE) 548 173 532 501 570 526

 ･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금액 53 24 110 87 144 98

 ･ 세금으로부터 이전된 금액 495 149 423 414 426 428

TSE 비중(GDP 대비) 1.5 0.3 0.3 0.3 0.3 0.3

GDP 디플레이터

(1986-88=100)
100 128 194 190 194 198

환율(미국 달러=1)   1.71 1.50 1.43 1.43 1.44 1.41

자료: OECD(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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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캐나다 

2.3.1. 농업지원 동향

  캐나다는 1980년대 후반부터 농업 지원을 크게 줄였다. 1986-88년과 1995-97년 사이에 

농가의 수입에 대한 직접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1995년에 곡물 산업에 대한 

시장가격지원(MPS) 정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유제품, 가금류, 계란 등에 대한 

시장가격 지원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농업에 대한 지원 수준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

다. 최근 몇 년 동안 전반적인 농업 소득 지원액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농가지급 수준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낮아지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부예산지

출의 비중이 직접지원보다는 일반 서비스 지원(농업정보  및 혁신시스템, 인프라 구축, 연구

개발, 검역 및 검사, 판촉 등) 분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생산자지지(PSE)는 1986-88년 36%에서 2015-17년에는 9%로 감소했으며 지속

적으로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2015~17년에는 다양한 투입재 및 농산물 생산 

자체에 대한 직접적 지원, 즉 왜곡된 지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69%p 

높았다. 이는 이전 직접지원 비중이 높았던 1986-88과 비슷한 수준이며, 왜곡된 지원의 

대표적인 품목이 우유이다. 우유에 대한 MPS는 이러한 직접지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17년 농가들의 평균 수취가격은 세계시장 대비 12%p 높았으며 TSE(총농업지지

추정치) 중 GSSE(일반서비스지원) 비율은 28%에 달해 1986-88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

하였다.

<그림 3>  캐나다의 농업지원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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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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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주요 정책 변화  

  캐나다의 농업 정책 프레임워크인 GF2(Growing Forward 2)는 2018년 3월에 만료되었다. 

2017년에는 다음 단계의 정책 프레임 도모를 위한 기본 협약인 캐나다 농업 동반자협정

(Canadian Agricultural Partnership, CAP)가 수립되었고 정책의 핵심 요소에 대한 합의와 

공유는 국가 농업장관과 지방농정 책임자(Federal, Provincial, and Territorial, FPT)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CAP는 1) 과학, 연구, 혁신, 2) 시장 및 무역, 3) 환경 지속 가능성과 

기후 변화 4) 농업 부가가치 창출 및 농식품 가공, 5) 리스크 관리, 6) 공공 신뢰 등 6개 

분야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캐나다는 CAP을 통하여 개별 주와 다양한 

지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농업 및 농식품 부문에 여성, 청년 및 원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 우선순위와 더불어 CAP에는 이전의 GF2를 계승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에서 제공하는 CAP 활동, 2) 개별 주 및 세부지역이 제공하는 

FPT 비용 분담 프로그램, 3) FPT 비용 공유 관련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BMR) 프로그램 등이다.

  2017년 9월, 캐나다는 EU와 잠정적으로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을 단행하였다. CETA 협정에 따라 캐나다는 EU의 치즈에 

대해 관세 면제에 해당하는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s, TRQ)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치즈 수입 증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낙농가와 가공업자들의  연착륙을 지원

하기 위한 두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는 낙농업투자프로그램(Dairy Farm Investment Program, DFIP)으로 이는 캐나다 

정부가 자국 내 우유 생산업체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산설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캐나다의 낙농가들은 5년간 2억 5,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캐나다의 낙농가들은 생산설비 현대화와 합리적인 가축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낙농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낙농업유통기금(Dairy Processing Investment Fund, DPIF)이다. 이 기금은 낙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낙농업 분야의 유통 및 

가공업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이다. 이 기금 운용 프로그램은 관련 설비와 인프라에 대한 

직접 자본투자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생산기술, 전문 경영기술 및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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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를 낙농업 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상환이 불필요한 지원금 형태로 제공된다. DPIF

의 전체 예산은 1억 캐나다 달러(미화 7,700만 달러)이다.

<표 3>  캐나다 농업지원 추이

단위: 백만 $, %

구 분 86-88 95-97 15-17 2015 2016 2017p

 농업총생산액 14,083 20,052 44,819 45,130 43,666 45,662

 ･ 시장가격지지 품목 비중 85.6 84.2 85.1 85.3 84.8 85.1

농업총소비액 12,688 15,656 28,645 20,076 28,007 28,852

생산자지지추정치(PSE) 6,136 3,526 4,328 4,013 4,436 4,534

 ･ 농산물 생산 지지 3,488 1,793 2,711 2,571 2,798 2,764

   - 시장가격 지지 3,125 1,670 2,711 2,571 2,798 2,764

   - 농업생산 관련 보조 364 123 0 0 0 0

 ･ 투입재 이용 보조 1,098 521 382 378 377 393

 ･ 기타 1,550 1,212 1,235 1,064 1,261 1,377

%PSE 36.1 16.1 9.3 8.6 9.8 9.6

생산자명목보호계수 1.38 1.10 1.06 1.06 1.07 1.06

생산자명목지원계수 1.56 1.19 1.10 1.09 1.11 1.11

일반서비스지원액(GSSE) 1,153 1,276 1,693 1,736 1,707 1,636

 ･ 농업지식 및 혁신시스템 483 579 647 699 662 581

 ･ 감독 및 통제 283 259 700 721 708 671

 ･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 268 153 180 151 165 223

 ･ 판촉 85 251 148 145 154 146

 ･ 기타 34 34 18 22 17 14

일반서비스지원비중(TSE대비) 15.7 26.6 28.1 30.2 27.8 26.5

소비자지원액(CSE) -2,860 -1,758 -3,151 -2,829 -3,303 -3,322

소비자지원비중(%CSE) -22.7 -11.2 -11.0 -9.7 -11.8 -11.5

소비자명목보호계수 1.33 1.13 1.12 1.11 1.13 1.13

소비자명목지원계수 1.29 1.13 1.12 1.11 1.13 1.13

총농업지원액(TSE)  7,320 4,806 6,023 5,752 6,146 6,172

 ･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금액 3,125 1,769 3,153 2,830 3,305 3,324

 ･ 세금으로부터 이전된 금액 4,231 3,056 3,333 3,243 3,348 3,408

TSE 비중(GDP 대비) 1.7 0.8 0.4 0.4 0.4 0.4

GDP 디플레이터

(1986-88=100)
100 126 185 183 184 189

환율(미국달러=1)   1.32 1.37 1.30 1.28 1.33 1.30

자료: OECD(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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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국

2.4.1. 농업지원 동향

  미국의 농업 생산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수준은 OECD 평균을 꾸준히 밑돌고 있으며  

전체 농업지원 중 시장가격지원(MPS) 비중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지원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커졌는데 이는 주로 농업 생산에 요구되는 보조금이 지속적

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투입재에 대한 예산지원도 마찬가지였으나 직접적인 생산 보조보

다는 중요성이 떨어졌다. 많은 농업정책이 시장가격의 안정을 인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듯 예산지원 수준은 농산물 시장가격과 반비례한다. 그 결과 세계 농산물 가격 

침체 시 농업 지원 예산은 정점을 찍었던 반면, 2007-08년 이후의 높은 농산물 가격은 

농업에 대한 보조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그림 4>  미국의 농업지원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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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농업생산자지지추정치(액)(PSE)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때를 정점으로 하여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5-17년의 농가소득 중 

PSE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1995-97년 대비(12%) 2%p 하락한 

수준이다. 또한 2015-2017년 사이 전체 농업지원액 중 잠재적으로 시장을 크게 왜곡할 

수 있는 직접지원(시장가격지지 등) 비중 역시 32% 수준까지 하락하여 OECD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2015-17년 미국 농산물에 대한 농가수취가격은 세계 전체 평균가격 대비 

3%p 높았는데, 이는 주로 우유, 설탕, 양고기에 대한 시장가격지원(MPS)이 그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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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다른 농산물의 농가수취가격은 국제적인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 농산물 

생산을 요구하는 보조금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농가 보험 및 위험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

다. 한편 미국은 자국 내 식량지원프로그램(US Domestic Food Assistance Programmes)의 

일환으로 소비자에 대한 예산지원도 이루어지는데 이 금액은 미국 총농업지원액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일반서비스(GSSE)에 대한 예산지출이 

증가해 왔으며, 2015-17년의 GSSE 비중은 총농업부가가치의 4.4% 차지하여 OECD 평균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다.

2.4.2. 주요 정책 변화

  2018년 2월 9일 제정된 양당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BBA)은 2018년산부터 적용되

는 면화와 유제품 프로그램을 대폭 개정하였다. 실면(Seed Cotton)은 농가 수입손실 및 

가격손실 보상프로그램(Agriculture Risk Coverage and Price Loss Coverage programmes, 

ARC and PLC)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BBA에 의해 실면이 당해연도 지원품목으

로 인정될 경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은 BBA를 통해 유제품 생산자에 

대한 소득보호프로그램(Margin Protection Program for Dairy Producers, MPP-Dairy)6)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낮은 소득보전 수준이 개선되고 유제품 생산이력도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보조금에 대한 계산과 지급도 기존의 격월 단위에서 매월로 

개선되면서 낙농가 및 유제품 생산자의 자금회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변화된 정책은 면화 및 유제품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급 프로그램이다. 제면(製棉)비용공유

프로그램(Cotton Ginning Cost Share programme)으로 대표되는 이 정책은 2017년산 면화 

생산자를 보조하기 위해 승인되었으며 주로 직접적인 생산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2017년 12월 22일 제정된 2017년 「조세감면 및 고용법」은 미국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구조를 바꾸어 놓았으며, 이를 통해 2018년부터는 많은 조항들이 농업 생산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인으로서 사업을 조직한 일부 농가에 대한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과 관련된 

것이다. 개인소득으로 신고 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협동조합으로부터 배당

된 소득과 관련한 규정도 변경된다.

 6) 농업법으로 인가된 유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자발적인 위험 관리 프로그램으로 2018년 개정의 주요한 골자는 전체 우유 

가격과 평균 사료 가격의 차이(마진)가 생산자가 선택한 특정 기준에 못 미칠 때 유제품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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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 농업지원 추이

단위: 백만 $, %

구 분 86-88 95-97 15-17 2015 2016 2017p

 농업총생산액 143,469 200,325 368,129 376,171 355,501 372,716

 ･ 시장가격지지 품목 비중 78.3 76.5 76.5 76.7 76.2 76.7

농업총소비액 121,087 162,235 289,063 300,654 274,263 292,274

생산자지지추정치(PSE) 35,337 25,617 38,105 38,225 36,485 39,606

 ･ 농산물 생산 지지 15,114 11,487 10,785 10,451 10,494 11,409

   - 시장가격 지지 12,003 11,336 10,506 10,036 10,215 11,267

   - 농업생산 관련 보조 3,111 151 279 415 279 142

 ･ 투입재 이용 보조 7,061 6,641 8,374 8,739 8,293 8,090

 ･ 기타 13,162 7,489 18,946 19,035 17,698 20,107

%PSE 21.2 11.9 9.6 9.5 9.6 9.9

생산자명목보호계수 1.12 1.06 1.03 1.03 1.03 1.03

생산자명목지원계수 1.27 1.14 1.11 1.10 1.11 1.11

일반서비스지원액(GSSE) 3,108 4,239 9,525 8,691 9,413 10,471

 ･ 농업지식 및 혁신시스템 1,129 1,479 2,277 2,283 2,212 2,334

 ･ 감독 및 통제 372 559 1,251 1,200 1,269 1,285

 ･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 13 27 3,364 2,590 3,351 4,151

 ･ 판촉 495 654 1,290 1,279 1,235 1,355

 ･ 기타 1,100 1,520 1,343 1,339 1,346 1,346

일반서비스지원비중(TSE대비) 6.4 8.8 10.1 9.3 10.2 10.9

소비자지원액(CSE) -2,630 6,157 34,515 35,328 35,035 33,181

소비자지원비중(%CSE) -2.4 4.3 14.2 13.9 15.4 13.5

소비자명목보호계수 1.12 1.08 1.04 1.04 1.04 1.05

소비자명목지원계수 1.02 0.96 0.88 0.88 0.87 0.88

총농업지원액(TSE) 48,534 48,292 94,083 93,647 92,440 96,161

 ･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금액 13,013 12,288 11,937 11,403 11,507 12,902

 ･ 세금으로부터 이전된 금액 36,835 37,147 83,775 83,861 82,340 85,125

TSE 비중(GDP 대비) 1.0 0.6 0.5 0.5 0.5 0.5

GDP 디플레이터(1986-88=100) 100 128 186 183 185 189

환율(미국달러=1)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OECD(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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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농업법(Farm Act)」의 대부분 조항은 2018년 말에 만료되었다. 미국 상하원 농업

위원회는 2016년부터 새 농업법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워싱턴 DC에서 

공청회 및 청문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후 원내 토론과 입법의 활성화 절차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주요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OECD의 평가 및 제안

  주요 4개국 농업정책에 대한 OECD의 평가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호주

∙ 1986~88년 이후 호주는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정책 개혁을 시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농업 생산자지지는 2%(%PSE)를 밑도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2000년대 초반 들어 호주는 

남아있는 직접적인 시장가격 지원정책을 폐지하면서 잠재적으로 왜곡을 초래할 수 있

는 위험요인 자체를 폐기하였다. 이후 유지되는 제도는 위험관리, 환경보호 및 일반서비

스(농업지식 및 혁신시스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2013년 예외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에 대한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로 호주

는 가뭄에 대한 정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가뭄 대응 및 생산기반 복원

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정부간 협정을 체결했다. 이 같은 위험관리전략

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과 생산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 및 저축 혜택 

제공이 주요 정책 기조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금리(시장 이자율

보다 낮은 수준) 양허성 융자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한편, 유사한 성격의 지난 프로그

램은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농업 

부문의 과제를 효과·효율적으로 해결하는지, 새로운 위험 요소를 유발하거나 복원력을 

저해하지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향후 직면하게 될 과제는 물과 같은 희소한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농가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수자원 정책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까

지의 개혁은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가격 신호가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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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수자원 시장 개혁과 분지 관리는 정책의 우선 과제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생산자들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호주는 농촌연구개발공사(Rural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s, RDCs)을 통한 

산업협정제도(Industry Partnership Arrangement)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신기술 및 

신사업을 도입하고 혁신을 장려하여 생산성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3.2.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일관된 낮은 농업지원 수준, 특히 잠재적으로 가장 왜곡될 수 있는 분야(시장

가격지지 등의 직접지원)에 대한 낮은 지원 수준은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개방성을 나타

내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농업부문이 국제시장과 무역의 공정한 질서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뉴질랜드의 수입보건기준(Import Health Standard, IHS)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가 

생물안전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모든 위해농산물 수입의 기준이 되고 있다. 전술한 바대

로 계란, 신선 가금류 및 일부 양봉 관련 상품 등은 이 수입보건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물론 이 품목(축종)들은 뉴질랜드 농업생산의 일부분에 불과하

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수입보건기준이 마련될 경우, 필수적인 국가 생물안전성 확보와 

함께 관련 품목에 대한 소비자가격 하락과 구매 다양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스프리(Zespri)사를 제외하고, 모든 제3세계에 대한 키위 수출(호주 제외)은 ‘키위프루

트 뉴질랜드(Kiwifruit New Zealand)’사의 허가가 요구되며 이는 곧 지속적인 키위 

수출 규제로 작용하였다. 2017년 개정된 ｢키위수출규정(Kiwifruit Export Regulations)｣

은 키위 수출을 원하는 모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키위 무역의 경쟁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기존의 수출규제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 뉴질랜드 농업정책도 일반서비스(GSSE)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다루어 

왔던 국가들과 비교했을 경우, 일반서비스의 각 부문별 지출은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최근 10년간을 분석한 결과, 농업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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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스템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춘 국가의 각 부문별 생산성은 평균 이상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즉, 일반 서비스 지원이 농업성장과 자본화로 연결되며 미래의 생산성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 뉴질랜드는 농업 자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곧 기후변화와 관련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의 

이행과 맥을 같이한다. 다른 많은 국가들과는 달리 뉴질랜드의 육류 및 유제품 가공업

자, 질소비료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 동물수출업자 등에게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제약이 없고 과세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이 실천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국제사회의 배출량 저감 노력에 동조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의 많은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환경에 위협이 되는 높은 질소와 인

(Phosphorus)의 수지를 맞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보다 발전적인 농업환경

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3.3. 캐나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캐나다에서도 산업 주도 연구개발, 식품, 농업혁신 도입 및 마케팅 

이니셔티브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소득 지원과 관련한 일반 서비

스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 그러나 유제품, 가금류, 계란 부문은 여전히 국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높은 

시장가격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고 공급 관리 부문의 효율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불필요한 공급관리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인 가격 왜곡

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공급 관리를 점진적으로 중단하기(또는  줄이기) 위해서는 CETA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

량을 늘려야하고 유제품, 가금류 및 계란 등에 대한 가격 지원을 줄여야 한다. 이는 

시장의 대응력 향상, 혁신 촉진(효율성 증대 및 고 부가가치 제품으로의 다변화) 및 

할당지대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 농가 소득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지원 제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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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과 규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존 지원 프로그램 외에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잠재적 부담을 줄이고, 농가들 역시 현재의 자신의 

위치와 수준에서 보다 합리적인 위험 관리시스템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캐나다의 농업정책은 산업 주도 연구 개발 및 마케팅 이니셔티브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전개해야 한다. 이는 농업 부문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장기적 목표에 

충분히 기여할 것이다.

3.4. 미국

∙ 미국의 생산자 직접지원 및 농산물 수입제한조치 등은 1986-88년 기간 이후 상당히 

감소했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는 국제 농산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생산자

지지 비중이 낮았다. 다시 말해, 국제농산물 가격 상승이 미국 생산자의 농가수취가격을 

상승시켰고 이에 따라 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생산자지지 비중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농업지원프로그램에 의한 생산자직접지원액 

비중이 시장가격과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즉 시장가격이 높으면 생산자지원금의 비중

이 낮고, 시장가격이 낮으면 생산자지원금의 비중은 높아지게 된다.

∙ 원칙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및 리스크 관리 정책 등은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매우 좋은 접근 방식이며 실제로도 현장에서 그 필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 프로그램은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품목이 아닌 농가수익 방식으로 

전환하면 모든 농산물에 대한 가격 및 단위당 수확량의 차이를 감안해야 하는 복잡성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 비용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농산물의 

전반적인 왜곡지원을 제거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보험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들로부터 야기된 위험이 일반 공공 예산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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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질개선장려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 등 정책적으로 확

립된 환경프로그램이 토양보전과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

만 지역보존협력프로그램(Regional 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 RCPP)7)과 같

이 새로운 정책들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은 생산자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

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 및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미국 

농업법 발전의 틀 안에서 농업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평가

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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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육의 등장 배경

1.1. 식육의 가치와 급증하는 육류 수요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을 뜻한다(식약

처 2018). 식육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중에서 약 1/4 정도를 차지하며(Alexander 

et al. 2017), 다른 식품들에 비해 필수아미노산들이 고르게 함유된 고품질 단백질뿐 아니라 

인체에 필수적인 여러 지방산 및 미량 비타민･광물질 등을 인간에게 공급하는 주요 식량자

원이다(Smet et al. 2016). 근래 비만, 심혈관질환, 암 등 식육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과 

관련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 과학적 증거는 여전히 부족하고,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식육의 종류, 조리방법, 지역, 식문화 등에 따른 다양한 역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Hur et al. 2018). 그러므로 식육의 섭취는 신체발달 및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및 개인의 기호와 연관되어 있어 식량자원으로 식육의 

가치는 향후에도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Alexander et al. 2017; 정종연 등 2018).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는 약 92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래 육류의 수요는 약 4.5억 톤에 도달할 것이라 보고되고 

있다(맹진수 2016).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 발전에 따라서 미래 식육의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급증하는 육류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식육 공급량

을 점차 늘려가야 하는 실정이다(강석남 등 2018; 오승희 2015).

  * 서울대학교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연구원. 

 **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 전공 교수 (cheoru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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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축의 사육을 이용한 미래 식육 공급의 한계점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육류의 수요에 맞추어 식육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크게 

① 가축의 사육을 통한 증산과 ② 육류 대체 식품 개발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축의 사육을 

통한 식육의 생산은 그 동안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방법으로 지속적 발전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식육을 인류에게 공급하여 왔고 현재까지 요구되던 대부분 육류의 수요를 충족하여 

왔다. 그러나 토지, 물 등 지구 상 자원의 한계와 온실가스 등 환경적 문제로 인하여 가축의 

사육만을 통해 미래 육류의 수요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강석

남 등 2017). 또한 사료용 곡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의 사육에 소요되는 생산비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맹진수 2016),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식육은 가까운 미래에 고가의 

식량자원으로 자리 잡으리라 예상된다(Bonny et al. 2015). 이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가능하

고 경제적인 가격의 단백질 공급원 마련이 당장 시급하며 그 해결책으로서 대체육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식물성 대체육, 식용곤충, 배양육 등이 가장 대표적인 대체육

류로서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며(Alexander et al. 2017), 향후 가축의 사육을 통한 식육 

증산과 대체육 개발 및 생산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인간에게 필수적인 영양, 특히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자원으로 활용되리라 기대된다<그림 1>.

<그림 1>  미래 식육과 대체 육류의 상호보완적 관계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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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육의 분류

2.1. 식물성 대체육

2.1.1. 정의 및 역사

  식물성 대체육은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제조한 육류 유사식품(meat analog)

으로 현재 대체육류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Bonny et al. 2015; 이정민 

등 2018). 밀 글루텐 및 대두단백질이 식물성 대체육의 주요 원료이며 그 외에도 완두콩, 

콩, 깨, 땅콩, 목화씨, 쌀, 곰팡이 등을 이용하고 있다(표 1; 김철재 2005).

<표 1>  주요 식물성 단백질 및 원료

식물성 단백질 원료

베타 콘글리시닌 대두

글리시닌, 비실린 콩

레구민, 알부민, 글로불린, 글루텔린 씨앗 기름

글루텐 밀, 호밀, 보리

마이코프로테인 곰팡이

자료: Asgar et al. (2010)에서 인용.

  예로부터 식물성 대체육을 이용한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대 이전에는 밀 글루텐을 

이용하여 식물성 대체육을 제조하여 왔고 1950년대 후반에는 대두단백질을 이용하였으나 

제조된 상품의 조직감이 기존 육류와 차이가 커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진 못하였다(김철재 

2005). 하지만 그 이후 식물성 단백질 조직화와 관련한 연구가 지속됨에 따라 1970년대부터 

여러 가지 모양과 조직감, 맛을 내는 식물성 대체육의 생산이 가능해진 상황이다(이정민 

등 2018). 한편, 1964년 영국에서 곰팡이(Fusarium graminearum)를 이용하여 전분 부산물

로부터 유래된 식물성 단백질을 개발하였으며 1985년부터 Quorn이라는 상품으로 시판하고 

있다(김철재 2005). 현재 Quorn 외에도 임파서블 푸드, 비욘드 미트, 에이미 키친, 컬드론 

푸드 등 여러 기업에서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대체육을 생산하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이정민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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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식량자원으로서의 가치 

  식물성 대체육을 원하는 소비자는 크게 ① 종교적 신념 및 건강을 이유로 육류의 대체를 

원하는 채식주의자와 ② 보다 경제적인 가격의 단백질 공급원을 원하는 소비자로 분류된다

(김철재 2005). 따라서 식물성 대체육을 이용할 때 동물성 단백질 섭취 없이도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민 등(2018)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설계되어 시판되

고 있는 식물성 대체육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및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비교적 낮다. 

특히 대두단백질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 함량 및 단백질 소화율 보정 아미노산 점수(protein 

digestibility corrected amino acid score)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소고기와 비슷한 

수준의 단백질가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2; 정종연 등 2018).

<그림 2>  소고기 대비 식물성 대체육의 필수 아미노산 함량 및 단백질 소화율 보정 아미노산 점수

단위: %

120

100

80

60

40

20

0

소고기  농축 대두단백질 추출 대두단백질 밀 땅콩

       필수 아미노산 함량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

자료: Joshi et al. (2015), 김철재(2005)에서 수정 인용.

  또한 식물성 대체육 생산 시 식물성 단백질이나 예로부터 식품의 소재로 활용해 온 부재료

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고 제조 중 생산비가 낮아 경제적인 것이 

큰 장점이다(정종연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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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소 콩고기를 즐겨 드십니까? (b) 왜 자주 먹지 않습니까?

2.1.3. 연구개발 동향 및 한계점

  식물성 대체육을 섭취하는 주요 목적은 동물성 식품인 육류의 대체에 있으나 그 맛과 

조직감이 기존의 육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개발 초창기의 식물성 대체육이 실패한 

이유는 육류의 조직감과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원인이었으며(김철재 2005), 이에 따라 식물성 

대체육의 조직화와 관련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밥상머리뉴스 2018), 식물성 대체육을 접해 본 소비자 중 약 

29%가 식물성 대체육의 맛이 부족하여 자주 먹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역시 전체 참여자의 

약 61%가 맛 부족을 이유로 식물성 대체육이 기존의 육류를 대신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그

림 3; 밥상머리뉴스 2018). 동 조사에서 특정 콩고기 제품을 시식 후 소비자의 재구매 의사를 

확인해본 결과, 약 29%의 소비자가 “잘 모르겠다”, 약 27%의 소비자가 “재구매 의사가 없다”

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실제 고기가 더 맛있어서(34.3%)”, “맛이 없어서(28.6%)” 등을 

들어 식물성 대체육의 맛 개선이 앞으로 식물성 대체육의 보편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식물성 대체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자료: 밥상머리뉴스(2018)에서 인용.

  식육 섭취 시 느껴지는 조직감은 주로 식육 내 치밀하게 구조화된 근섬유와 결합조직에서 

유래하는데(강석남 등 2018) 식물성 대체육 내 단백질은 대부분이 무결정성 조직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조 시 조직화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김철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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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식물성 대체육의 조직화를 위한 방법으로 ① 방사법(spinning process), ② 압출

성형공정(thermoplastic), ③ 증기법(steam texturization) 등이 연구되어 왔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압출성형공정이다.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물과 혼합 후 압출기 내에서 

가열하며 높은 압력으로 압출하면 압력, 열 및 기계적 전단력 등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가소성과 신축성을 갖게 되고 단백질의 분자들은 방향성을 가지면서 응고되어 식육과 비슷

한 조직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제조한 식물성 단백질을 식물조직단백(textured 

vegetable protein)<그림 4>이라 하며, 제조공정이 경제적이고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제조할 

수 있어 다양한 제품의 제조에 활용되고 있다. 다만 압출성형공정 시 식물성 단백질 조직화

를 위해 원료는 반드시 50% 이상의 단백질과 6~7% 수준의 지방을 함유해야 하고, 섬유소나 

지방, 탄수화물은 적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원료로는 밀 글루텐과 대두단백질 등이 있다.

<그림 4>  압출성형공정으로 제조한 식물성 단백질

자료: Asgar et al. (2010)에서 인용.

  또한 전분 부산물로부터 F. graminearum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단백질은 식육 내 근섬유와 

비슷한 구조와 직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 조직감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철재 

2005).

  식육의 풍미는 주로 식육 내 유리아미노산, 유리지방산, 핵산관련물질, 환원당 등 풍미관

련물질에서 유래되며 식육 내 비타민 B1 및 마이오글로빈 또한 식육의 풍미에 영향을 미친다

(이현정 2018). 최근 임파서블 푸드 등의 기업에서 기존 육류와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 

두류식물 뿌리에서 ‘레그 헤모글로빈’을 추출하였으며 식품에 활용 시 그 안전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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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방을 대신해 코코넛 오일을 첨가하는 

등 식육 고유의 풍미를 식물성 대체육에 재현하기 위한 연구들을 지속하고 있다(이정민 

등 2018). 

2.2. 식용곤충

2.2.1. 정의 및 역사

  곤충이란 절지동물 곤충 강에 속하는 소동물 모두를 총칭하며 몸이 머리, 가슴, 배로 

나눠지고 6개의 발이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박성권 등 2018). 곤충의 종류는 크게 

천적 곤충, 화분 매개 곤충, 환경 정화 곤충, 식용곤충, 약용곤충, 학습･애완 곤충, 사료용 

곤충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김일석 2018), 이 중 식용곤충이란 식용이 가능한 모든 곤충류를 

의미한다. 현재까지 추산한 바로는 곤충은 지구상 약 130만 종이 존재하는 지상 최대 자원이

며 이 중 약 1,900여 종이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김일석 2018; 박성권 등 2018). 갈색거저

리,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귀뚜라미 등이 대표적인 식용곤충이며, 주로 

딱정벌레목, 나비목, 벌목, 메뚜기목, 노린재목, 흰개미목, 잠자리목, 파리목 등이 이용되고 

있다(맹진수 2016).

  곤충과 관련한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인간이 곤충을 섭취해온 것은 기원전 1400년경으

로 최소한 3,000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약 5,000년 전 고대 중국에서 곤충을 섭취한 

기록들도 있어 이는 인류가 생겨난 이래 지속적인 식량자원으로 이용되어 왔으리라 생각된

다(김수희 2017). 비록 아직까지 곤충에 대해서 혐오식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

지만 최근 들어 미래 식량자원으로 식용곤충이 급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곤충을 섭취하는 인구는 세계적으로 약 20억 명에 달한다고 

하며(류정표 2017), 2050년 단백질 수요의 약 5%를 곤충으로 대체하면 관련 시장의 매출이 

약 57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맹진수 2016).



58 ∙ 세계농업 2019. 3월호

2.2.2. 식량자원으로서의 가치

  과거 대부분의 곤충들은 자연에서 수렵, 채집 등의 활동을 통하여 확보되었으나(박성권 

등 2018), 향후 미래 식량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인 공급원의 마련이 필요

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사육을 통하여 곤충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곤충

은 ‘변온성’ 또는 ‘외온성’ 동물로 체온의 유지에 별도의 에너지가 들지 않아 사육 시 가축에 

비해서 사료의 소비가 적고(강석남 등 2018; 맹진수 2016), 소요되는 토지 및 물 등 자원의 

소모와 환경오염 등의 위험이 비교적 낮으며 번식률도 좋아 사육 시 효율이 높고 그 활용 

가능성이 크다(그림 5; 정종연 등 2018).

<그림 5>  곤충(귀뚜라미) 사육 시 식량자원으로서의 가치 비교

           사료(kg)/1kg 단백질                                     물(L)/1kg 단백질                                     번식율

자료: 맹진수(2016)에서 인용.

  또한 곤충의 사육은 기존 가축의 사육에 비해 쉽고 적은 자본으로 시작 가능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보다 쉽게 생계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사육도 

가능하여 향후 축산 폐기물을 처리하는 좋은 수단이 되어줄 수 있다(강석남 등 2018; 맹진수 

2016). 그 외에도 곤충은 지방의 함량이 적고 양질의 단백질과 미네랄 및 비타민은 풍부하여

<표 2>, 식육 단백질 대체 시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석남 등 2018; 맹진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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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축 및 식용곤충 간의 영양성분 함량 비교

갈색거저리 귀뚜라미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단백질(g) 18.1~22.1 13.2~20.3 18.0~22.0 18.6~21.5 19.2~21.6

지방(g) 11.2~15.4 3.5~6.1 4.0~13.9 4.0~16.2 5.1~15.0

칼슘(mg) 42.9 49.8~287.0 6.8~12.0 6.0~10.0 5.0~8.3

철분(mg) 1.6~2.5 2.5~8.0 0.7~1.0 0.7~0.8 1.5~2.3

티아민(mg) 12.0 - 0.1 0.6~1.0 0.1

리보플라빈(mg) 0.8 3.4 0.1~0.2 0.2~0.3 0.2~0.3

니아신(mg) 4.1 3.8 4.9~7.7 4.9~6.9 4.1~5.3

자료: 강석남 등(2018)에서 수정 인용.

2.2.3. 연구개발 동향 및 한계점

  곤충이 기존의 식육을 대체할 좋은 단백질 자원이란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김수희 2017), 

미래 보편화를 위해서는 곤충의 섭취에 대한 소비자 혐오증 극복이 가장 큰 과제이다(맹진수 

2016). 김수희(2017)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약 65% 이상의 곤충이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판매되며 그 외 분말, 에너지바 등의 제품으로 소비되어 육류처럼 완성도가 높은 요리로서 

제공되고 있는 사례들은 많지 않다. 이는 곧 곤충의 섭취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의 거부감 

유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소비자 인식의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함께 보다 다양한 품종의 확보 및 가공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6>  곤충의 단백질 및 유지 추출을 통하여 제조한 제품 사례

(a) 곤충 단백질로 제조한 햄버거 (b) 곤충 유래 유지

자료: Tozma-Sosa et al. (2016), 세계일보(201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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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식량자원으로서의 곤충 개발을 위해서 연구되고 있는 기술들은 ① 원재료 가공 

② 단백질 가공 및 ③ 오일류 가공 등이 있다(류정표 2017). 원재료 가공기술이란 건조 

및 분말화를 통해 곤충을 식품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곤충을 

건조 후 분말화하여 가공할 경우 원물에 비하여 제품의 부피가 작아 운반이 간편할 뿐 

아니라 제품 내 수분활성도가 낮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식품에 적용 시 향미 

등의 품질 특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단백질 및 오일류 가공기술은 곤충 내 단백질과 

오일을 추출해 외형적 특성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은 줄이면서 곤충의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 아직 개발 초기단계이나 이를 통한 다양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여 미래 

식량자원부터 바이오디젤의 제조까지 식용곤충의 활용분야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6>.

2.3. 배양육

2.3.1. 정의 및 역사

  배양육(cultured meat 또는 in vitro meat)은 살아있는 동물체로부터 채취한 세포를 증식

하여 생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체육류로서 주로 줄기세포<표 3>들을 이용하여 동물의 조직

을 배양하며(강석남 등 2018), 가축 사육 외 실제 식육의 제조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표 3>  분화능에 따른 줄기세포 종류 및 특징

종류 분화방향 복제 가능 횟수

전능 모든 체조직 및 배아발달 세포 매우 높음

만능
대부분의 체조직 세포

(예: 배아줄기세포)

세포에 따라서 다양함

(예: 배아줄기세포 - 무제한)

다능
유래한 종류의 조직

(예: 성체줄기세포)

동물의 나이에 따라 다양함

(예: 성체줄기세포 – 50~60회)

단능 단일 조직 나이에 따라서 감소

자료: Kadim et al. (2015)에서 수정 인용.

  1932년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그의 저서를 통하여 배양육의 가능성에 대해 

처음 언급하였다(Churchill 1932). 배양육과 관련한 역사를 살펴보면 1912년 닭 염통의 배양

을 시도한 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Bhat et al. 2015; 강석남 등 2018), 이후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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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배양이 성공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블록체인AI뉴스 2016). 또한 199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빌렘 반 엘런 박사는 배양육 관련 이론으로 첫 국제 특허를 출원한 

후 2002년 금붕어 배양에 성공하였으며(맹진수 2016), 2001년 미항공우주국에서 칠면조 

고기를 배양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진이 배양육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언급한 식물성 대체육와 곤충에 비해 배양육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어 아직 상업적인 생산단계까지 상용화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2013년 네덜란드 마스트리치대학의 마크 포스트 박사가 배양육을 이용하여 만든 햄버거

를 공개하였으며 미국의 멤피스 미트가 2016년 미트볼을, 2017년 프라이드 치킨 및 오리고

기 등을 제조하여 시연한 사례가 있다<그림 7>. 공개 당시 햄버거 가격이 3억 3,800만 원, 

미트볼은 113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 생산 시 소요되는 비용은 kg 당 9만 원, 햄버거 

한 개당 만 원까지 절감된 상태로(동아사이언스 2018; 블록체인AI뉴스 2016) 마크 포스트 

박사의 모사미트 등 일부 기업에선 2021년 배양육의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다.

<그림 7>  배양육 제조 사례

(a) 햄버거 (b) 미트볼 (c) 프라이드 치킨 (d) 오리고기

자료: 곽노필의 미래 창(2017), 동아사이언스(2018), 지디넷코리아(2013)에서 인용.

2.3.2. 식량자원으로서의 가치

  맹진수(2016)의 보고에 따르면, 배양육은 지속적 생산이 가능하여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인구 모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육과 달리 실제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어 대체육류 중 가장 관심 받고 있는 소재이다. 배양육 생산은 조직의 

배양을 기반으로 함으로서 생산공정 중 가축의 사육을 배제하여 동물복지·윤리 및 환경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강석남 등 2018). 또한 모든 공정들을 무균환경에서 실시할 뿐만 

아니라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등 기존 식품품질관리 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해 외부 오염이나 항생제 오남

용을 방지하고 인수공통전염병, 식중독 등 여러 질병의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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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강석남 등 2018).

  한편, 아직 연구단계지만 조직 배양 중 배지 조성 및 배양조건 등 환경에 따라서 생산되는 

식육 내 성분의 조절이 가능하여 인체에 유익한 성분은 가미하고 해로운 성분은 다른 성분으

로 대체하는 등 보다 우수한 품질의 식육을 더 빠른 시간 내 생산할 수 있다(Bhat et al. 

2015; 맹진수 2016). 더욱이 배양육은 식물성 대체육이나 식용곤충 등 다른 소재보다 그 

맛과 조직감이 우수하여 소비자의 영양 및 관능적 기호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ost 2012).

2.3.3. 연구개발 동향 및 한계점

  배양육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제조공정 개발부터 제조 시 필요한 세포주, 배지, 바이오리액

터, 제품 품질 개선 등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필요하며(강석남 등 2018), 실제 상용화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련 연구들이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배양육 생산은 ① 지지틀 기술(scaffolding)과 ② 자가 조직화 기술(self organizing)

을 이용한다(Bhat et al. 2015; 강석남 등 2018; 맹진수 2016). 지지틀 기술은 가축 내 근원세

포(myoblast) 또는 위성세포(satellite cell) 등을 분리하여 바이오리액터에서 성장하게 만드

는 기술로 근육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때 이용되는 지지틀은 세포의 

부착과 성장을 위해 표면적이 넓고 수축하기 유연해야 하며 향후 손쉽게 분리될 수 있어야만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고 단단한 조직을 가진 천연 소재이며 최근 

들어 3D 프린팅 기술과 접목하여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지틀에 부착된 세포는 먼저 

근관(myotube)으로 전환되고 특정 조건 하에 근섬유(muscle fiber)로 분화되며 이 근섬유를 

수확하여 식육제품으로 가공한다. 다만 지지틀 기술만으로는 고도의 구조를 가진 제품의 

생산은 어렵고 분쇄육 또는 뼈가 없는 정육의 생산에 적합하다. 반면, 자가 조직화 기술은 

근섬유 및 실제 근육 내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를 포함한 조직을 외식(explant)하여 

배양육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지지틀 기술에 비해 보다 고도의 근육질 

구조를 가진 배양육을 제조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통하여 2002년 금붕어 조직을 배양한 

사례가 있으나 아직까지 조직의 생장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 모세혈관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배양육은 아직까지 색 및 외관, 맛, 조직감이 기존의 식육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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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기 때문에 보다 ‘고기다운’ 제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다(Moritz et al. 2015). 

2013년 마크 포스트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배양육<그림 8> 또한 더 고기답게 만들기 위해  

비트즙 및 사프란 등을 첨가하여 육색을 재현하였으며, 시식 결과 조직감 자체는 기존의 

육류와 비슷하나 지방의 함량이 적고 맛이 부족하단 평가를 받았다(블록체인AI뉴스 2016; 

이정민 등 2018).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섬유 외에도 실제 피, 뼈, 지방 등을 함께 

생산하는 연구들이 병행되고 있다(맹진수 2016).  

  또한 미래 상용화를 위해서는 대량생산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부착세포배양 외 부유세포배양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지 조성 등 제조비용 및 품질적인 측면에서 더욱 더 우수한 배양육을 생산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동아사이언스 2016). 

<그림 8>  마크 포스트가 제조한 배양육

자료: 맹진수(2016)에서 재인용.

3. 대체육 개발의 미래 전망

  <표 4>에는 전통적인 가축의 사육을 통해 생산하는 일반 육류에 비교한 각 대체육의 

특징들을 요약해 보았다. 대체육은 기존 육류 생산 방법에 비해서 지속가능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적다는 점에서 점점 더 주목받을 것이나, 아직까지 맛과 조직감 등 관능적 



64 ∙ 세계농업 2019. 3월호

품질 수준이 기존 식육보다 크게 부족하고 특히 식용곤충 같은 경우 곤충의 섭취에 대한 

소비자 혐오감 극복을 과제로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수요에 따라 식물성 대체육 및 곤충과 관련한 연구는 ① 식물성 단백질의 

맛 개선 및 조직화와 ② 식용곤충자원의 탐색 및 가공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양육의 경우,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진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에 반해 

기술과 관련한 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상용화가 예측되는 2021년 전·후로 큰 

변동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표 4>  일반 육류와 비교한 대체육의 특징

일반 육류 식물성 대체육 식용곤충 배양육

정의 및 

생산방법
-

전통적인 가축의 

사육을 통한 식육 

생산

식물성 단백질 

또는 곰팡이를 

이용하여 제조

식용이 가능한 

모든 곤충

조직의 배양을 

이용한 식육 생산

지속가능성
자원 사용 많음 매우 적음 적음 매우 적음

온실가스 배출 높음 감소 감소 감소

영양가 - 변화 없음
높은 단백질 

함량 

높은 단백질 및 

무기질 함량

지방산 조성 및 

철분 함량 조절 

가능

안전성 - 검증 검증 검증 진행 중 검증 필요

시장 적용

가능성

대량 생산 가능 가능 가능
현재 제한적임

(기술 개발 중)

가격 상승 중 낮음 보통 매우 높음

동물복지 문제 - 있음 없음 없음 없음

기존 육류 

유사도
- - 다소 낮음 낮음 유사함

한계점 -

미래 식육 수요

충족 불가

맛과 조직감

부족
소비자 혐오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자료: Bonny et al. (2015), 정종연 등(2018)에서 수정 인용.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배양육은 향후 몇 년간은 상용화를 

위한 대량생산체계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산공정 중 이용되는 배지 및 기타 

성분들의 안전성 검증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지지체 기술만으로

는 고도의 조직을 가진 형태의 식육을 배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가 조직화 기술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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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배양육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배양육 생산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것에 비해 기초 연구개발을 통한 다방면의 기술적 발전이 더욱 필요한 분야라

고 할 수 있다. 

  기호성이 가장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인 식육 수요의 증가는 경제의 성장과 동반하기 

때문에 지역적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실적인 자원의 부족과 환경에 대한 경각심,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인식과 가치의 변화는 향후 대체육과 가축 사육을 통하여 생산된 기존의 식육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도록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전술한 식물성 대체육, 

식용곤충, 그리고 배양육 모두 각 기술의 발전 단계와 완성도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시기와 

수준에 맞게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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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의 농업 현황과 정책

최 경 인 * 1)

1. 들어가며

  라트비아는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남쪽과 북쪽에 인접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와 함께 발트 3국으로 불리고 있다. 지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독일, 폴란드, 러시아 등 열강으로부터 잦은 침략을 받아왔다. 13세기 이후 줄곧 

주변국의 통치를 받다가 1991년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독립을 이뤄냈다. 이러한 험난한 역사

에도 불구하고 라트비아는 고유의 언어(라트비아어)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북유럽의 

무역, 상업,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라트비아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central planning)에서 시장경제(market economy)로 체재를 전환했다. 2004년 유럽연

합(EU)에 가입했으며,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라트비아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라트비아인(62.1%), 러시아인(26.9%), 벨라루스인

(3.7%), 우크라이나인(2.3%) 등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인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수도 리가에는 인구의 약 42%가 러시아인으로 라트비아인의 비율과 비슷하다. 

러시아인은 새로운 사업을 위해 라트비아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라트비아 입장에서는 

과거 지배당했던 국가의 유입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약 50만 명의 무국적자 문제도 

라트비아 정부의 오랜 과제이다. 무국적자 대부분은 러시아계로 선거권을 포함하여 시민권

을 행사할 수 없다. 무국적자에게 라트비아 국적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라트비아 내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라트비아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석사 (choekyoungin90@gmail.com). 

본고는 OECD가 2018년 12월에 발간한 “Innovatio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in Latvia” 

보고서를 번역․요약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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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이후 라트비아의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1인당 

GDP로 살펴보면, OECD 평균 대비 41% 수준이었고(2016년 기준), 다른 발트 국가(리투아니

아, 에스토니아)보다 낮았다. 라트비아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부문은 GDP의 

80%, 제조업은 16%, 농림어업은 4% 정도 차지하고 있다. 1995년과 비교할 경우, 서비스부문

의 비율은 54%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8%에 달했던 농림어업의 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World Bank). 라트비아의 주요 경제지표는 <표 1>과 같다.

<그림 1>  라트비아 지도

자료: 구글지도(https://www.google.com/maps 접속: 2019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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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라트비아의 주요 경제지표(2017년)

경제지표 단위

GDP 26,541 백만 유로

1인당 GDP 13,682 유로

경제성장률 4.2 %

실업률 8.4 %

수출(재화&서비스) 14,103 백만 유로

수입(재화&서비스) 14,880 백만 유로

무역수지(재화&서비스) -559 백만 유로

수출(농산물) 2,465 백만 유로

수입(농산물) 2,509 백만 유로

경상수지/GDP -1.2 %

재정수지/GDP -0.9 %

정부부채/GDP 39.0 %

주: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은 2010년 가격, 무역수지는 현재가격 기준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라트비아의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최근 20년 동안 인구의 20%가 감소하였다. 인구의 

51%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27%는 중간지역, 22%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세 지역의 총부

가가치(GVA)와 고용비율을 비교해 보면, 도시와 농촌지역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표 

2>.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라트비아의 농촌은 노동력 감소와 도·농간 소득 격차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라트비아 농업의 비중과 구조, 농업경영체 

현황(규모, 소득)을 살펴본 다음, 주요 농산물의 생산과 교역 현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라트비아의 농업환경 성과와 주요 농업정책을 논의한다.

<표 2>  라트비아의 농촌지역, 중간지역, 도시지역 비교

단위: km2, 명, 백만 유로

국토면적(km
2
) 인구 GVA( 백만 유로) 고용

2015 2016 2014 2016

도시지역 10,439 1,005,977(51.1%) 14,447 468,300(54.3%)

중간지역 28,157 527,626(26.8%) 3,561 211,100(24.5%)

농촌지역 25,977 435,354(22.1%) 2,890 183,000(21.2%)

합계 64,573 1,968,957 20,898 862,400

주: EU는 OECD 방법론에 따라 50% 이상의 인구가 농촌기초지역단위에 거주하고 있으면 농촌지역(Predominantly Rural 

region, PR), 15%에서 50% 인구가 거주하면 중간지역(Intermediate Region, IR), 15% 이하의 인구가 거주하면 ‘도

시지역(Predominantly Urban region, PU)’으로 분류함(엄형식·마상진 2010).

자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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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현황

2.1. 농업의 비중

  라트비아 경제에서 농업과 식품가공 부문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먼저 라트비아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총부가가치(GVA)의 3.2%에서 2016년 1.9%로 

감소했으며, 동일기간 식품가공 부문은 그 비중이 5%에서 2.5%로 하락했다. 고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농업의 비중은 2000년 12.9%에서 2016년 5.1%로 급감했고, 식품가공 부문에서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서 2.9%로 줄어들었다<그림 2>.

<그림 2>  라트비아 농업 및 식품가공 부문의 비중(2000-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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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2.2. 농지면적

  라트비아의 경지이용면적은 1990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라트비아의 EU 가입을 

기점으로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라트비아의 경지이용면적은 1990년 250만 ha에서 1999년 

160만 ha로 감소하였다. 2004년과 2006년 사이에 경지이용면적이 증가하였는데, EU의 공동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이하 CAP)의 재배면적기준 지불(area payments) 도입

과 EU 가입으로 인한 시장 확대의 영향이 컸다. 최근 경지이용면적은 193만 ha(2016년 기준)

로 1990년 초반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그림 3>. 

경지이용면적의 구성을 살펴보면, 농경지1) 67%, 목초지 33%, 다년생 작물면적 0.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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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B 2018b). 농경지 면적의 비율은 2003년 60%에서 2016년 67%로 늘어났는데 곡물생산 

증가의 영향이 컸다.

<그림 3>  라트비아 경지이용면적(UAA) 추이(1990-2017년)

단위: 백만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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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지이용면적(UAA)은 경지(arable land), 목초지(meadows and pastures), 다년생 작물(permanent crops) 면적의 

합임.

자료: OECD(2018)

  

  유기농업은 2004년 라트비아의 EU 가입 이후 CAP 유기농직불제(organic farming 

payments)의 도입으로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2017년 라트비아의 유기농 재배면적은 약 

27만 1,000ha로 경지이용면적의 14%를 차지하여 EU 평균보다 높았다. 유기농산물의 재배

면적은 최근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유기농가 수는 4,000가구 이상으로 

많아졌다<그림 4>. 라트비아의 유기농 재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가는 곡물농가

이고, 축산부문에서는 낙농가의 비중이 컸다. 수급측면에서 볼 때, 유기농산물의 소비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보다는 적은 상황이다. 유기농 우유와 계란의 경우, 전체 

생산의 52%가 초과공급 상태이다. 2017년 기준으로 유기농 육류의 65%, 곡류의 70%, 채소

의 88%가 유기농가치사슬(organic value chain)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1) 라트비아의 농경지는 곡물(58%), 사료용 작물(27%), 산업작물(8.5%), 두류(3.4%)등으로 이용되고 있음(CSB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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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라트비아 유기농가 수와 재배면적 추이(1998-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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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업구조

  라트비아는 농업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심화, 영농후계자의 부재로 인해 농업경영체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낙농가와 양돈가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대농과 소농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소농의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생산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부족으로 인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2016년 기준 표준산출(Standard Output, SO)2)이 4,000유로 

미만인 농업경영체의 비율은 64%에 달하는 반면, 10만 유로 이상인 농업경영체의 비율은 

3%에 그쳤다. 전체 농업경영체의 3%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의 생산이 라트비아 농업의 

62%를 차지했는데, 이 비율이 2010년 이후 더욱 증가하고 있다<그림 5>. 

  라트비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농업경영체 수는 6만 9,635호이고 전체 농경지의 

67.2%를 이용하였다. 2013년과 비교해 농업경영체 수는 14.5%(약 1만 1,900호) 줄어들었으

나, 경지이용면적(UAA)의 비중은 2.8%(5만 3,100ha)정도 늘어났다. 

 2) 농업경영체의 경영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작물의 재배면적(1ha) 또는 가축의 사육두수 당 연간 표준산출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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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라트비아 농업경영체 분포와 표준산출 비교(2010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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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표 3>을 통해 농업경영체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ha 이상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는 

5%를 차지했고, 재배면적이 경지이용면적의 57%를 차지했다. 반면, 30ha 미만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는 86%에 이르는데 경지이용면적의 26%를 차지했다. 농업경영체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라트비아의 농업경영체 유형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라트비아 통계청

에 따르면, 라트비아 농업경영체는 대부분 가족농으로 개인 소유주(sole holder)의 비율이 

98.3%인 반면, 법인 소유는 0.2%에 그쳤다. 상업농(commercial farms)은 경지이용면적

(UAA)의 50%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44%) 대비 그 비율이 늘어났다. 

<표 3>  라트비아의 농지 규모별 농업경영체 수 분포 비율(2016년)

농업경영체 수(호) 비율(%) UAA(천 ha) 비율(%)

5 ha 미만 24,303 35 53 3

5-10 ha 15,878 23 115 6

10-20 ha 14,570 21 203 11

20-30 ha 4,990 7 121 6

30-50 ha 3,760 5 143 7

50-100 ha 2,887 4 202 10

100 ha 이상 3,247 5 1,093 57

합계 69,635 1,931

자료: CSB(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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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농가와 양돈가의 경우 전체 사육두수는 감소하지만 농업경영체당 사육두수는 늘어나고 

있다. 낙농가의 경우, 젖소의 농업경영체당 평균 사육두수는 2003년 3두에서 2016년 9두로 

늘어났다. 양돈가의 사육두수도 동일기간 농업경영체당 평균 9두에서 31두로 늘어났다<표 4>. 

<표 4>  라트비아 낙농가와 양돈가의 사육두수 추이(2003-2016년)

2003 2005 2007 2010 2013 2016

전체 사육두수

젖소 183 172 182 166 167 161

돼지 416 430 419 383 365 361

농업경영체 당 사육두수

젖소 3 3 4 6 5 9

돼지 9 11 14 21 29 31

자료: CSB(2018a)

 

  라트비아의 낙농가와 양돈가 규모는 EU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이지만, 곡물 농가의 

규모는 EU 평균보다 크다. 표준산출이 4,000유로 이상인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FADN(Farm Accountancy Data Network)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 라트비아 곡물 농가

규모의 중위 값은 472ha로 대부분 국가들보다 높았다<그림 6, 패널 A>. 반면, 낙농가의 

중위 값은 25두로 분석 국가들 중 가장 규모가 작았다<그림 6, 패널 B>.

<그림 6>  국가별 곡물농가와 낙농가 규모의 중위 값 비교(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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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업소득

  최근 라트비아 농업경영체의 순소득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전업농의 1인당 연간 

순소득은 1,000유로보다 적었으나, 2016년 5,100유로로 늘어났다. 농업 부문의 연평균 임금

은 라트비아 경제 전체 평균임금 대비 67%로 2016년 기준 약 7,572유로였다<그림 7>. 농업

순소득에서는 농업 보조와 소득세를 고려하는데, 라트비아는 2004년 EU 가입 이후 CAP 

보조금의 도입으로 농업순소득이 두 배 증가하였다.

<그림 7>  라트비아 농업경영체의 순소득 (2000-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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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라트비아의 EU 가입 이후,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투자지원(investment support)이 크게 

늘어났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약 32억 유로가 지급되었고, 투자금의 65%가 농기계와 

운송장비, 30%가 건축과 건설에 사용되었다. 농촌개발프로그램(2007-13년)의 투자지원 경

우, 노동생산성을 연간노동단위(Annual Work Unit, AWU)당 약 2,000유로만큼을 증가시켰

다. 이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 소득을 3.5배 늘리는데 기여했으며, 전업농의 경우 

평균 소득이 6배 이상 증가했다(970유로에서 6,250유로, AWU 기준).

  라트비아 농업경영체의 규모별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연간노동단위(AWU) 당 소득이 가

장 높은 그룹은 표준산출이 10만 유로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전체 평균 대비 2배 높다<그림 

8>. 반면 소농, 특히 규모가 가장 작은 그룹은 농외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연합 통계국

(Eurostat)에 따르면, 현재 라트비아 농업인의 소득은 EU28 평균 소득의 5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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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라트비아의 규모별 연간 농가소득(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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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업생산

  라트비아 농업에서 품목별 생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곡물의 비중이 2005년 20%에서 2017

년 30%로 증가했다<그림 9>. 2017년 우유의 생산액 비중은 24%로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우유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운송시스템의 개선으로 가공유와 원유

의 수출역량이 증대되었다. 유제품의 경우, 원유의 수출비중이 가장 크고(50% 이상) 대부분 

유제품 생산을 위해 리투아니아로 수출되고 있다. 육류의 생산액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약 12% 차지하였다. 육류의 품목별 비중은 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돼지고기가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라트비아 주요 품목의 자급률을 살펴보면, 곡물은 라트비아의 주요 수출품으로 

국내 소비량의 3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돼지고기와 가금육을 포함한 육류는 다른 품목에 

비해 자급률이 낮은 편이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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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라트비아의 품목별 농업 생산액 비중 변화(2005년, 2017년)

자료: OECD(2018).

<그림 10>  라트비아 주요 품목 자급률 추이(2005-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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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교역

  라트비아 교역에서 농식품의 비중은 EU 가입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먼저 라트비아

의 전체 수출에서 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EU 가입 이후 두 배 증가했다. 2017

년 라트비아 교역에서 농식품 수출의 비율은 17%로 EU와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덴마크

와 리투아니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수입 측면에서 농식품의 비중을 살펴보면, EU 가입 

초기에는 완만하게 감소하여 10%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후 2008년 12.5%, 2017년에는 15%

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라트비아의 농식품 수출입 증가는 EU 가입으로 인한 품목가격 상승

과 수출시장 확대에 기인한다.

  <표 5>는 라트비아 주요 농식품의 교역량과 수출입 비중을 보여준다(2016년 기준). 음료, 

곡물, 유제품, 수산물, 과일은 라트비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되는 품목으로 라트비아 

농식품 교역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음료는 라트비아 농식품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

(18%)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재수출되고 있다. 곡물, 유제품, 수산물, 과일, 육류의 

수입 비중은 6%에서 8%를 차지하고 있다. 라트비아의 곡물 및 음료의 수출은 각각 농산물과 

식품 수출액의 20% 정도 차지했으며, 유제품과 수산물은 각각 10%와 6% 차지했다. 농산물

과 식품의 교역에서 곡물이 가장 큰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유제품, 유지종자, 음료, 육류와 

수산물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5>  라트비아 주요 농식품의 수출입 동향(2016년)

품목 수출 수출비중 수입 수입비중 무역수지 총 교역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백만 유로

22 음료, 증류수, 식초 397.1 20 362 18 35.2 759.1

10 곡물 403.5 21 124.3 6 279.2 527.8

04 유제품, 우유, 꿀 189.9 10 121.5 6 68.4 311.4

03 수산물 113.7 6 145.9 7 -32.2 259.6

08 과일 60.1 3 148.9 8 -88.8 209

02 육류 60 3 129.4 7 -69.4 189.4

12 유지종자 99.1 5 51.3 3 47.8 150.4

주: 품목은 EU의 복합품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를 따른 것으로 주요 수출입 품목을 추려서 정리함.

자료: OEC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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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은 라트비아 농식품의 주요 교역국 비중을 보여준다. 2017년 기준으로 라트비아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러시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순으로 각각 라트비아 

전체 농식품 수출의 20%, 18%, 11%를 차지했다. 수입측면에서 보면, 리투아니아의 수입 

비중이 27%로 가장 높았으며 에스토니아와 폴란드는 각각 10%를 차지했다. EU는 라트비아

의 주요 교역국으로 역내 교역 비중을 살펴보면, 라트비아 농식품 수출의 57%, 수입의 90%

이었다.

<그림 11>  라트비아 농식품의 주요 교역국(2017년)

         A. 주요 수출지                                                     B. 주 수입국

자료: OECD(2018)

2.7. 농업생산성

  1990년대 라트비아 농업의 생산량과 투입량은 모두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2000년대에

도 투입량은 대체로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생산량은 농업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이하 TFP) 향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12>. 

  라트비아 농업생산성 변화를 살펴보면, 1991년 이후 노동생산성은 감소했으며 기계의 

생산성은 증가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토지와 비료의 생산성이 증가했으며, 가축의 

생산성은 변화가 없었다<표 6>. 농가의 절반정도가 비상업농이기 때문에 노동효율성(labour 

efficiency)은 라트비아 농업에서 중요성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라트비아의 상업농은 노동

력, 토지 등 투입요소를 중심으로 생산비용 상승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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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라트비아 농업의 TFP는 발트 3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했으며, 다른 EU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빠른 편이었다<그림 13>.

<그림 12>  라트비아 농업의 총요소생산성(TFP), 생산량, 투입량 추이(1991-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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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라트비아 농업의 총요소생산성(TFP) 연평균 변화(1991-2003년, 2004-2014년)

생산량 노동 토지 가축 기계 비료 사료 총 투입 TFP

1991-2003 -0.067 -0.043 -0.055 -0.116 0.015 -0.116 -0.058 -0.060 -0.007

2004-14 0.027 -0.061 0.010 0.000 0.006 0.038 0.001 -0.006 0.033

자료: OECD(2018)

<그림 13>  국가별 농업의 총요소생산성(TFP) 변화(1991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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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곡물

  지난 25년간, 라트비아 곡물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밀의 단위면적

당 수확량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최근 5년간 큰 성과가 있었다. 2015년에는 기상여건이 

좋아 밀 수확이 ha당 5톤을 기록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발트 3국의 밀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 농업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들보다

는 여전히 크게 뒤쳐져있다<그림 14>.

<그림 14>  국가별 곡물의 단위면적당 수확량 변화(1994-96년, 2004-06년, 2014-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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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2.7.2. 우유

  낙농가의 젖소 사육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다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으로 인해 

우유 생산량이 증가했다. 라트비아의 우유 생산성은 연평균 약 4% 증가하여 2016년에는 

두당 6.2톤을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트비아의 우유 생산성은 주요 생산국보다 

30% 정도 낮은 수준이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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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국가별 우유 생산성 변화(1995년, 2005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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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업환경 성과

  라트비아의 환경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는 높으며, 아직 국가 차원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비상업농의 상업농 전환, 농업생산의 집약화(intensification) 

등으로 인해 농업에서 비롯된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기질 비료(mineral 

fertilizer) 사용의 확대로 인한 온실가스(GHG)와 암모니아 배출증가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라트비아 농업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추이를 살펴보며, 대응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라트비아의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농경지 면적 확대, 사육두수 증가 

등 다른 요인보다 무기질비료 사용 확대로 인한 TFP 향상이 생산량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그림 16>. 농업에서 비롯된 온실가스와 암모니아 배출 증가속도는 파종면적과 가축

의 사육두수보다는 빨랐지만, 생산량 증가보다는 느렸다. 라트비아의 단위생산 당 배출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업 배출과 생산비연계(decoupling)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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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라트비아의 농업환경 성과(2002-04년~2012-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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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라트비아 농업환경 성과 변화(2005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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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비료 사용

  2005년 이후 무기질비료 사용은 재배면적 확대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질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림 18>. 다른 EU 국가들과 비교해 라트비아는 재배면적당 

질소 사용이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로 2016년 기준으로 EU28 평균의 63% 수준이다<그림 

19>. 라트비아 농업부문의 유기비료 사용은 전체 사용량과 재배면적 ha당 사용량 모두 감소

했다. 2005년과 비교해 ha당 유기비료의 사용은 39%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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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라트비아 농산물의 무기질비료 이용 변화(2005-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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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그림 19>  농경지 면적 당 무기질소 사용량(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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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배출

  농업에 의한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배출은 농업 부문의 발전을 반증하는데, 

라트비아의 경우 배출이 지난 25년간 크게 감소했다. 휴경지 확대와 가축의 사육두수 감소의 

영향이 컸다. 라트비아 농업의 질소비료 이용은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한 1990년대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라트비아가 EU에 가입하면서 다시 증가하였지만, 배출량은 여전히 

1990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EU국가들과 비교해 라트비아의 경지이용면적

당 암모니아와 온실가스 배출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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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농산물 생산액 당 배출량을 살펴보면 EU 중 배출량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그림 20>.

<그림 20>  농업부문의 재배면적, 가축의 단위생산 당 암모니아 배출(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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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비아에서 농업은 암모니아 배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트비아는 EU에 

가입한 이후로 무기질비료 사용이 증가했으며 최근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가축의 사육두

수 증가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2015년 농업에서 비롯된 NH3 배출은 1990년보다는 낮았

지만, 2005년보다 20% 높았다. 라트비아는 2005년 수준과 비교해 암모니아 배출 1%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무조치와 자발적 조치가 도입되었으며, 여기에는 곡물

과 가축 생산에서 비롯된 암모니아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라트비아의 농업은 에너지 부문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015년 농업에서 발생된 CO2는 2,740톤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4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농업에서 비롯된 온실가스 배출에는 농경지 토양(61%)에서부터 유기농 토지

(52%), 가축의 장내발효(31%), 분뇨처리(7.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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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농업정책

  2004년 EU가입 이후, 라트비아의 농업정책은 EU의 공동농업정책(CAP)3)에 따라 개정되

었다. EU 회원국이 된 후 라트비아의 농업은 엄청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냈고, 다양한 

농업보조정책도 이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라트비아의 농가소득은 농업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보조금(2004-2006년 평균)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이었다

<그림 21>. 2017년 라트비아의 CAP 조치에 따른 농업보조는 3억 4,300만 유로에 달했으며, 

직접지불과 농촌개발의 비율은 각각 52%, 45%이었다. 본고에서는 라트비아의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라트비아의 농업정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라트비아의 CAP 직접지불제(이하 직불로 약칭)는 2004년 도입되었으며, 2017년 기준으

로 라트비아의 헥타르(ha)당 보조금은 평균 108유로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EU28의 평균은 232유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 예산은 총 32억 유로이고, 그 중 

EU의 직불 지원금은 77%를 차지한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라트비아 농가를 위한 직불

금은 총 17억 유로이다<그림 22>. 2015년 이후, 라트비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직불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라트비아의 농업보조와 농업소득(200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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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U의 CAP은 두 개의 주축으로 나뉨. 첫 번째 주축(CAP Pillar 1)은 EU의 직접지불제를 포함한 시장개입정책으로 예산은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F)의 지원을 받음. CAP의 두 번째 주축(CAP Pillar 2)은 농촌개발정책으로 예산은 유럽농업자

금(EAFRAD)과 국가의 지원을 받음.



라트비아의 농업 현황과 정책

국가별 농업자료 ∙ 95

<그림 22>  라트비아의 직불금(200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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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면적직불(Single Area Payment Scheme, SAP): 농지를 생산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

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헥타르(ha)당 단일보조금을 지급한다. 라트비아 전체 직불금

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까지 연장되었다. 

2) 젊은 창업농 대상 직불: 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기간은 최대 5년이다. 2017년 

기준으로 수혜 농가는 2,700가구로 SAP 대상 농가의 4.6%를 차지했다. 2018년을 기점

으로 라트비아는 라트비아 전체 직불금 평균4)의 35%를 고정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 의무 환경보호 직불(greening payment): 세 가지 지속가능한 농업관행(farming 

practices)을 시행하는 농가에게 지급되며, CAP 첫 번째 주축(CAP Pillar 1) 예산의 

30%를 차지한다.

4) 특정품목 대상 직불: 라트비아 직불 예산의 15%가 사용되며, 2017년 기준 3,500만 

유로의 예산이 할당되었다. 라트비아는 13개 품목에 대해 자발적 연계보조(VCS)를 

한다. 쇠고기와 유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와 알감자도 ha당 

직불금이 가장 높은 품목 중 하나이다.

5) 소농 대상 직불: 라트비아를 포함하여 EU 15개국에서 도입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직불대상 농가의 25.5%가 소농 대상 직불의 수혜를 받았다. 라트비아는 농가 

당 500유로의 연간 총액을 지불(lump sum payment)하는 것으로 지급체계를 단순화했

다. 소농 대상 직불은 2015년 이후 새로운 농가를 선정하지 않고 있다.

 4) 2019년 기준으로 ha당 168.81유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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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OECD에서 영토가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인 라트비아는 지난 25년간 중앙집권적 계획경

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했으며, 2004년 EU에 가입하고 2016년 OECD 회원국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라트비아의 경제뿐 아니라 농업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라트비아 농업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감소, 영농후계자의 부재, 기술

적인 한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 전반에서 농업의 입지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라트비아의 EU 가입 이후, 시장 확대와 CAP 직불금 도입으로 인해 라트비아의 

농업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여러 지표에서 그러한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국가로 꼽히지만, 농업생산의 집약화, 무기질비료 

사용 확대로 인해 질소, 암모니아, 온실가스 등의 배출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기술 도입, 배출과 생산비연계(decoupling)를 통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다 정밀한 환경평가를 위한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농가소득과 환경성과와 관련된 지표(비료 사용,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확보는 라트비아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라트비아 농업은 EU 가입 이후 양적, 질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으며 그 배경에는 

CAP의 직불금 도입이 있다. 라트비아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직불금의 경우 생산품목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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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주 호 * 5)

1. 한국에서의 혁신, 농업 생산성, 지속가능성(OECD)1)

  한국은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빠른 1인당 소득 증가를 달성하였다. 이 

기간 동안 수출드라이브 경제는 자본과 인적 자원을 공산품 분야로 재배정하여 전체 경제에

서의 농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농식품분야는 변화하는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력 

높은 공산품분야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생산성을 개선해야 하는 압박과 GATT의 우루과이라

운드 협상과 양자간 FTA 협상에 의해 증대되는 국제 경쟁 압력에 노정되어 왔다. 농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 점차 자연자원과 

생태환경의 보존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문화와 농촌 경관과 같은 농업의 다른 기능으로 다양

화되고 있다.

  한국의 농식품 분야는 오늘날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1인당 경작면적(0.03ha)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작다. 토지소유권은 심하게 분할되어 있어서 농경지의 통합적 

이용을 제약하고 영농 규모를 제약한다. 한국은 토지 집약적인 곡물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와 대조적으로 축산부문은 증가하는 국내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빠르게 확장

되어 왔으며 지금은 한국 농업생산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집약적인 축산 

생산의 빠른 확장은 분뇨배출로 인해 환경을 악화시켜왔다. 

 * GS&J 인스티튜트 senior economist (jhsong@gsnj.re.kr). 이 글은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연구보고서 중에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보고서들을 선별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였음.

1) OECD(2018a).

(https://read.oecd-ilibrary.org/agriculture-and-food/innovation-agricultural-productivity-and-sustainability 

-in-korea_9789264307773-en#page1) (접속일: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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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가소

득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 가격 지지와 직접지불 외에도 농업부문은 조세특례와 사회보장 

기여금의 감면과 투입재 가격 인하 등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이외

의 취업기회가 별로 없는 소농 고령농업인들에게 소득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농업부문에 

한정된 정책은 저소득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 경제 전반에 걸쳐 농촌개발과 사회보

장을 다루는 정책이 농촌가구의 저소득 문제에 대처하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농촌지역의 젊은이들도 더욱 종합적인 농촌개발정책을 통해 발생하는 고용기

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지집약적인 곡물생산에서의 비교열위에도 불구하고 틈새(niche) 농산물과 풍성하고 

독특한 식문화를 반영한 가공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한국의 잠재력은 더 개발될 수 있다. 

농업정책을 생산성 개선과 상업적 생산자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식품가공분야를 개발하

는 방향으로 더욱 집중하는 것은 시장 수요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더욱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분야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투입재 시장과 산출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대규모 상업적 생산자의 고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의제이다. 

  농업혁신에의 투자는 농업의 장기적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 농업 공공 R&D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농업의 

잠재력을 더욱 지식-집약적으로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농업혁신 시스템이 더욱 통합

되어야 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강점을 살리고 상업농과 농식품 

기업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정책은 또한 지식의 흐름을 촉진해서 기술과 

생산, 관리 및 유통기법 등 분야에서의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더욱이 상업농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 정보의 이전이 이루

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도자문서비스가 민간 기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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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결과와 정책 권고 

주요 결과 정책 권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을 위한 경제적·제도적 환경 개발

- 농업협동조합은 일부 투입재와 산출물시장에서 높은 

점유율 보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현행 규정 하에서 농업협

동조합과 다른 민간 농업서비스 및 투입재 공급자간

에 공정한 경쟁 보장

- 유류세 감면과 농업투입재의 부과금 감액은 투입재와 

자연자원의 과다 사용을 유발할 수 있다.

- 더욱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투입재

와 유류세의 부가세 감면조치에 대한 검토

농업 자원의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용의 보장

- 상속을 통한 농지소유권의 세분화는 토지 분획화를 

악화시킨다.

- 농장을 지정된 후계자에게 상속/증여시 인센티브를 

주도록 재산세 관련 세계 개혁

- 토지의 잠재적인 비농업분야 사용가치를 반영한 높은 

농지가격은 농지합병을 저해하고 토지 방치를 촉진시

킨다.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해 더욱 엄격한 용도전환

규정을 적용하고, 진흥지역이외의 용도전환 안내에 

정책 지원을 집중

- 비공식적인 토지임대는 토지 개선에 대한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토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사용자에

게 임대하는 것을 저해한다.

- 농지규정을 임대농을 확대하도록 개혁하고, 비공식적

인 토지임대거래에 대해 벌칙 부과

- 관개용수의 무상공급은 물을 절약할 의욕을 감소시

킨다.

-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공급비용 전액을 부과하도록 

보장

- 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은 점차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 

- 농업교육시스템을 공적 자격 이외에도 농업부문에 요

구되는 기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재설정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의 개발 

- 농업정책의 전체적인 목록(portfolio)은 주곡생산

과 농가소득 보장에 관련된 정책들이 대부분을 차

지한다.

- 공적 투자에 대한 정책 지원의 포트폴리오를 장기적

인 생산성 개선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

속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필요

- 품목특정적인 지원은 농가가 시장신호에 반응하는 

것을 저해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생산으로의 전

환을 위한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환경 압력을 가중시

킨다.

- 국경보호와 품목특정적인 지지를 점차 철폐하여 생산 

자원이 더욱 고부가가치 틈새 품목으로 배정되는데 

시장이 역할을 하도록 허용

- 농업정책보다 더 종합적인 정책접근이 농가의 저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으로 수혜자격을 조정하여 일

반 사회보장 시스템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기은퇴와 

젊은 상업농에 대한 지원 이전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도입

- 소득세 감면은 자원을 더 이윤이 높고 경쟁력 있는 비

곡물 농업부문에의 배정을 저해하며, 농가가 장부를 

통해 영농사업 활동을 기록하고 관리할 의욕을 감소시

킨다.

- 농가들이 재정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게 촉구하고 정부

가 농가소득에 대해 더욱 목표지향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소득 상황에 대해 신고하도록 유

도하는 단계적 조치 고려

자료: OECD(2018 a)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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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득 국가에서의 농업 연구 투자와 정책 개혁(USDA/ERS)2)

□ 연구 배경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고소득 국가에서 농업 연구 체계는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연구의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지출은 정체되거나 줄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체계

에 대한 사회의 기대는 점점 더 많은 현안을 포함하도록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압력에 

대응하여 일부 국가는 연구개발을 위한 새로운 자금원을 개발하고, 민간 주도 혁신을 수용하

며, 생산성 향상 이외에도 환경 보호 및 식품 안전과 같은 사회적 목적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공공 농업 연구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OECD 국가들의 농업 연구 지출 추세에 

대한 최근의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연구 결과

  연구개발(R&D)에 대한 공공 및 민간투자는 장기적으로 고소득 국가의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주요 원동력이다. 농업 생산성 제고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생산을 증대시켰고, 

농업에 사용되는 노동, 자본의 투입량을 줄여 다른 부문에 사용되도록 기여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공공 연구개발(R&D)을 통한 생산성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연구개

발비 지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 이유는 1) 새로운 종자와 같은 기술 혁신은 개발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배포 및 복제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이고, 2) 농장이 일반적으로 

너무 작아서 자체 연구를 수행할 수 없으며, 3) 농업 재배 조건은 매우 다양하므로 농업 

기술은 각기 다른 지역별 요구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고소득 국가의 농업 연구 개발에 대한 공공 지출은   농업 GDP보다 빠르게 성장했

다. 그러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많은 고소득 국가에서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었

다.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이들 국가의 농업 연구 개발 지출 총액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

면 거의 6%나 감소하여 50년 만에 처음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경험하였다. OECD 전체 공공 

농업 연구개발비 중에서 미국의 비중은 1960년의 35%에서 2013년에는 25% 이하로 줄었다. 

 2)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2018). 

(https://www.ers.usda.gov/publications/pub-details/?pubid=89113)(접속일: 201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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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소득국가의 농업부문 R&D 지출액 변화 추이

10억 달러(2011년 불변)

주: 중앙유럽은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임, 남유럽/지중해는 그리스, 이스라엘, 포르투갈, 

스페인 임, 북서 유럽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

위스, 영국임.

자료:  USDA/ERS(2018) 재인용

  하지만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숫자는 연구개발비의 비용이 평균 인플레이션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경향을 간과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지출의 감소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한다. 

또한 미국의 연구개발비 단가가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국의 OECD국

가 중에서의 연구개발 지출 비중도 실제로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

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는 다른 국가들은 미국보다 더 많은 과학자를 고용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얻기는 어렵지

만 그동안 획득한 자료를 갖고 분석해 보면 미국과 캐나다의 과학자 고용비용은 다른 고소득 

국가들 보다 높았다. 

  재정적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압박요인들에 대응하여 일부 고소득국가들은 공공 농업연

구시스템에 개혁을 단행하였고 결과는 다양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주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공공 농업 연구시스템은 연구 투자의 범위를 넓혀 환경이나 식품안전 우려 등 사회적 

목표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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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농업 연구시스템은 자금 원천을 다양화하였고, 그 결과 연구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 품목생산에 대한 부과금(자조금)을 통해 생산자들의 연구자금을 증가하려는 노력은 

정부로부터의 상응한 자금지원이 없으면 생산에 편향된 연구를 위한 자금을 거의 창출

하지 못했다. 

∙ 민간 기업의 농업부문 R&D 지출 증가는 공공 R&D 지출의 정체를 부분적으로 상쇄하였

다. 그러나 농업부문 R&D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은 대개의 경우 서로 보완적으로 

진화해 왔고, 이는 공공 R&D 지출의 증가가 민간 R&D 지출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분야에서의 섣부른 공공 R&D 지출의 철회는 1990년 중반에 영국

이 밀에 대해 경험한 사례처럼 생산성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 

□ 연구 방법

  이 연구는 OECD 회원국인 31개 고소득 국가에서의 농업부문 공공 R&D 지출 추세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농식품 분야의 종합적인 R&D 투자 지출 추세를 추산하기 위해  

OECD와 각 국가의 자료, 그 밖의 통계 등을 활용하였는데, R&D 지출에 관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구매력 패리티 비율과 과학의 비용지수를 사용하였다. R&D 지출의 기간별 

증가, 농업GDP 대비 R&D 지출비율, 전체 공공 R&D 지출 대비 공공 농업 R&D 지출비율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영국, 네덜란드, 호주에서의 R&D 정책 개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러한 개혁들이 미국에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을지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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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식 습관: 가정 외에서의 음식 (USDA/ERS)3)

□ 연구 배경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인들은 가정 외에서 조리된 음식의 편리함에 점차 의존하게 되었

다. 불행하게도 가정 외에서의 음식(Food Away From Home, FAFH)은 집에서 조리된 음식보

다 많은 경우 과일과 채소는 적고 칼로리와 지방, 나트륨은 더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FAFH를 

소비하면 비만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최근에 통과된 표시(라벨링) 법규는 소비자들이 

더 건강한 FAFH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고, FAFH 공급자들이 건강에 더 이로운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가정 외에서의 식사행동을 살펴보

기 위하여 이 보고서는 3개의 FAFH 토픽(①식품 선택 및 가용성, ②영양과 식단의 품질, 

③메뉴 라벨링과 식품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품 정책)에 관한 연구를 소개한다.

□ 연구 결과

(FAFH 식품 선택 및 가용성)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인 가정의 식품 예산과 전체 식품 

지출에서 차지하는 FAFH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FAFH 옵션은 또한 관련 사업(식료

품점을 포함하여)의 숫자와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선택범위가 넓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대불황기(2007-09)를 제외하면 1987-2017 동안 계속되었지만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적 

그룹이나 사업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 FAFH에 대한 지출은 2010년에 처음으로 FAH(Food at Home, 가정식)에 대한 지출보다 

많아졌는데 전체 식품 지출에 대한 비율이 1987년 44%에서 2010년에는 50.2%로 증가

하였다. 

∙ 고소득가구는 저소득가구보다 FAFH에 더 많이 지출하고 더 자주 구매한다. 소득이 

연방빈곤기준보다 300% 이상인 가구는 FAFH를 일주일에 5.5회 구입하는 반면에 소득

이 연방빈곤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가구는 일주일에 4.2회 구입한다. 

∙ 단독 고령(64세 이상)가구는 가구 식품지출에 대한 FAFH의 지출비중이 다른 가구보다 

8% 낮다. 또한 35-44세의 미국인은 다른 연령대의 미국인 보다 FAFH를 더 자주 소비한다. 

 3) USDA/ERS(2018).

    (https://www.ers.usda.gov/webdocs/publications/90228/eib-196.pdf?v=1045.6) (접속일: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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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5년 사이에 패스트푸드와 제한 서비스(limited-service) 레스토랑이라고 불리는 

퀵서비스레스토랑(QSRs)은 식품산업의 매출액과 점포수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QSR가

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부문은 카운터-서비스(counter-service)4)에 풀-서비스

(full-service)레스토랑(FSRs)급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고품질의 음식을 결합한 패스트

-캐주얼(fast casual)5)로, 예를 들면, 치포레(Chipotle) 멕시칸 그릴과 파네라(Panera) 

브레드가 있다.

∙ 식품서비스 창업의 성장은 대부분 미국의 도시 카운티에서 일어났으며,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 패턴과 일치한다.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농촌의 FSR은 더 큰 

손실을 입었으며 QSR이 지배하게 만들었다.  

∙ 대불황기에는 FAFH에 대한 지출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불변가격으로 470억 

$(18%)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반등하였다. 

∙ 대불황기 동안에 미국 가구들은 FSR에서의 지출을 줄이고 소매점(식료품가게 등)에서 

조리 안 된 식품을 대신 구매하였으나, 가구의 QSR에 대한 소비지출 비율은 유지되었

다. 2014년에 가구의 FAFH에 대한 지출은 불황기 이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

∙ 불황기에 FAFH에 대한 가구지출은 감소하였으나 QSR 체인 숫자는 증가하였고, 소비자

들은 FAFH에 대한 지출 중 QSR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영양적 구성과 식단의 품질) 모든 소득 수준과 모든 FAFH 형태에서 FAFH의 영양적 구성은 

가정식(FAH)보다 일관되게 품질이 낮고 칼로리가 많았다. 비록 FAFH의 식단 품질이 낮다

고 알려졌지만 FAFH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으며 전체적인 식단 품질 저하와도 

연관되지 않았다.

∙ FAFH가 평균 일일에너지 섭취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977-78년 17%에서 2011-12

년에 34%로 증가하였고, QSR 식품의 소비가 이러한 성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 전체적으로 FAFH는 FAH보다 더 많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함유하고, 칼슘, 철, 섬유질

 4) 호텔에서 식당을 오픈 키친으로 하고 앞의 계산대를 식탁으로 하여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싼 가격에 팁을 

주지 않아도 되며 주문한 음식을 조리장이 만드는 것을 직접 볼 수가 있어 손님이 지루함도 느끼지 않음(네이버 사전. 

2019.03.01.).

 5) 일반 패스트푸드보다 더 건강하고 신선하며 다양한 식단을 더 매력적인 환경에서 제공하는 패스트푸드의 형태(네이버 사전.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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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다. 하지만 FAFH의 영양적 구성은 점포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2009-12

년에 학교점심(FAFH의 한 형태)의 지방함유량은 FAH와 거의 같은 33%였으나, QSR식

품의 지방함유량은 평균 39%였다.

∙ 비록 많은 QSR 고객들이 채소, 수산물, 견과류를 적게 구매하였지만, 그들의 전체적인 

식단품질은 QSR 비소비층 보다 나쁘지 않았다.

(FAFH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FAFH 소비는 두 가지 점에서 공공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식료품으로 혜택을 주는 

현행 식품지원프로그램은 참여하는 저소득 가구의 식품선택과 식단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

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의 영양을 개선하는 새로운 요구사항(requirement)은 아동들의 식단

의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둘째, 새로운 메뉴-라벨링 규정들은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식품 선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갖는데 도움이 된다. 

□ 연구 방법

  이 보고서는 FAFH 추세를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원천과 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은 주로 기술통계학(평균, 차이, 상관관계 등)과 문헌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자료공급

원은 국가 건강영양조사, 농무성 경제연구처의 식품지출조사, 전국가구식품획득 및 구매조

사, 소비자지출조사, 미국 인구조사국의 월별소매거래 및 식품서비스 시리즈 등이다. 이러한 

자료에는 가구조사에서 수집된 셀프-보고 정보와 개개인의 측정 가능한 특성, 설립 정보, 

개인경영의 산업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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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시아에서의 쌀 공공비축 정책의 경제적 효과 (OECD)6)

  정부가 주곡을 구매하고 비축하며 배분하는 공공비축 프로그램은 2007-08년의 식량가격 

위기 이후 다시 인기 있는 정책수단이 되었다. 정부는 이 수단을 통해 소비자들을 가격 

폭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더욱 안정적인 국내 가격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여부와 개입의 규모에 

따라 국내와 국제시장에 예상하지 못했던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에서의 

쌀에 대한 공공비축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공공비축전략이 국내와 국제 시장에 

중기간 동안(2018-30)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다. 특히, 만약 몇 개 국가들이 동시에 

공공 쌀 재고 수준을 확대하거나 감축할 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세계에 미칠 잠재적인 

충격의 한도를 조사한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8개 아시아 국가(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에서의 공공비축정책의 운영에 대한 심층

검토를 제공한다. 국가 간 비교와 비축제도의 경제적 모델링을 위해 이 보고서는 쌀을 공공 

구매하는 3가지 방법과 방출하는 3가지 다른 방법을 구분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쌀을 

비축용으로 구매할 때 1) 수입가격으로 국제시장에서 구입, 2) 시장가격으로 국내에서 구입, 

3) 수매가격으로 국내에서 구입하는 3가지 방법으로 구분한다. 비축된 쌀을 방출할 때에도 

1) 국제시장에 수출가격으로 판매, 2) 국내 소비자에게 시장가격으로 판매, 3) 국내 소비자에

게 시장가격 이하의 보조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 분석은 OECD-FAO의 세계농업에 관한 부분 균형모델인 Aglink-Cosimo를 이용하며 

8개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collectively) 현재의 표준(norm)보다 더 높거나 낮은 공공비

축 수준을 유지할 때의 중기간 동안(2018-30)의 시장 영향을 조사한다. 공공비축의 표준은 

각 국가의 국내 쌀 소비량 기준으로 고수준 시나리오에서는 3개월분, 저수준 시나리오에서

는 2주일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수준은 이들 국가에서의 쌀 공공비축에 대한 역사적 

수준에 근거하였다. 분석결과는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공공비축 정책

의 공동 변화가 어떻게 단기와 중기에 걸쳐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공통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6) OECD(2018 b).

    (https://www.oecd-ilibrary.org/agriculture-and-food/the-economic-effects-of-public-stockholding-policies 

-for-rice-in-asia_9789264305366-en) (접속일: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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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결과 

∙ 공공비축을 더 높은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으로 변경할 때 국내와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공공비축을 새로운 수준으로 조정하는 기간 동안 가장 커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공공비축이 높은 수준의 시나리오에서는 구매는 국내소비의 3개월분에 

도달하기까지 3년의 전환기 동안에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것은 국내와 세계시

장에서의 가용성을 줄임으로써 국내와 세계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역으로 낮은 수준

의 시나리오에서는 재고가 감소되어 시장의 가용성을 증가시키므로 국내와 세계시장의 

가격은 단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 하지만 공공비축 정책에 대한 변화는 국내와 국제시장에 중기간 동안 존속하는 구조적

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비록 영향은 초기 3년 동안 크겠지만, 분석결과는 모든 

구매 패턴에서 중기적으로 국내와 세계 가격, 쌀 가용성, 민간 재고 수준, 공공 지출에 

대한 일관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수준의 시나리오에서는 높은 수준의 공공비축

은 높은 수준의 구매를 유발하고 따라서 국내와 세계 가격을 인상시키고 공공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동시에 쌀 가용성은 감소하고 민간 재고는 감소할 것이다. 낮은 수준

의 시나리오에서는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 만약 각 국가들이 더 큰 규모의 공공비축을 유지한다면 세계 생산에 미치는 즉각적인 

충격은 낮을 것이다. 하지만 충격으로부터의 회복 또한 느릴 것이다. 높은 수준의 시나

리오에서는 낮은 수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더 많은 물량의 쌀이 공공비축에서 방출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공급 충격이 가격과 가용성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작을 

것이다. 하지만 원래 수준으로 재고를 회복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충격으로

부터의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다

□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작업

  정책 관점에서 볼 때 이 분석은 각국 정부가 공공비축의 수준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을 검토할 때 이러한 변화가 국내시장과 국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단기 영향과 중기 

구조적 영향을 모두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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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규모 공공비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비축이 급격한 

공급충격에 대처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높은 수준의 공공

비축을 유지하면 세계적인 공급 충격으로부터 단기적으로 가격과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여준다. 하지만 충격이 없는 상황으로 회복하는 정도는 각국이 높은 

비축수준을 보유할 때 보다 낮은 비축수준을 보유할 때 더 빠르다. 더욱이 낮은 수준의 

공공비축을 유지하면 공공지출을 상당히 낮출 수 있어서 비상 식량부족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완화전략에 쓰일 자금을 늘릴 수 있다. 

  이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은 향후 다른 국가와 다른 품목의 공공비축을 조사하

고 모델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Aglink-Cosimo 모델에 공공비축과 관련된 중요 정책들이 

새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농업모델은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그들의 공공비

축 정책의 일부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는 다른 시나리오의 시장영향을 조사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5. 다자간 농업협상에서의 진전 달성 (ICTSD)7)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개선의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해야 하는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 2’의 진전을 위한 시급한 행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WTO의 11차 

각료회의(2017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농업 협상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

지 못하고 폐막되었다. 한편, 특혜무역 거래와 국가 정책결정에 따른 무역 흐름의 변화는 

식량과 농업 시장을 재설정(reshaping)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WTO에서

의 농업에 대한 미래 협상의 윤곽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만약 회원국들이 2017년의 논의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려 한다면 현재부터 2020년으로 예정된 12차 각료회의까지 기술적인 

수준에서의 튼튼한 기초를 필요로 할 것이다. 여기서는 다자간 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조사한다. 

 7) ICTSD(2018). 

    (https://www.ictsd.org/sites/default/files/achieving_progress_in_multilateral_trade_negotiations 

_on_agriculture _wto_paths_forward_policy_brief_final_version.pdf)(접속일: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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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농업과 무역 정책 조감

  농산물의 국제 무역에 관한 다자 틀은 2차 세계 대전 후 출범한 GATT 체제 내에서도 

한동안 소외되어 있다가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진 

끝에 농업협정이 만들어졌다. 이후 DDA 협상에서 추가적으로 ‘공정하고 시장지향적 농산물 

무역체제’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개도국과 선진국들 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요 진전으로는 그동안의 협상 결과를 반영한 2008년 12월 모델

리티 4차 수정안이 있었고, 2013년 9차 각료회의(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일반서비스와 

TRQ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각료결정이 있었고, 2015년의 10차 각료회의(케냐 나이로비)에서

는 수출보조의 철폐에 합의하였다. 그 후 협상의 진전을 위한 수많은 제안과 WTO에서의 

논의들이 있었으나 2017년의 11차 각료회의(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아무 결

실도 없었고 향후 작업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끝나 버렸다. 

□ 향후 다자간 진전이 필요한 쟁점

  2018년 5월 농업 협상그룹 의장인 포드(Ford)는 앞으로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7가지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 국내보조 – 최근까지 총무역왜곡보조(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 OTDS)에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 및 이 경우 어떻게 제한을 계산할 지가 논의되고 있고 특정품목

에 보조가 집중되는 경우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2) 공공 비축 – 개도국들이 식량안보를 위해 공공비축을 하는 경우 시가가 아닌 수매가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허용보조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항구적인 해법에 대해 의견일

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항구적인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제소를 자제하는 상황이다. 

인도를 비롯해 G33 그룹이 많은 제안서를 내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3) 시장접근 – 관세 상한, 경사관세, 종량세의 종가세 전환 등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으며 회원국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결이 어렵다. 

(4) 특별긴급관세조치(SSM) - UR협상에서 관세화한 품목에 대해서 이행계획서에 SSG라고 

표기한 품목에 대해서만 특별세이프가드를 허용해서 많은 개도국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개도국에게만 일정 조건하에 SSM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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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들은 SSM이 너무 빈번하게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많은 제약을 가하려 하고, 

다른 패키지와 동시에 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수출경쟁 –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수출보조의 철폐에 합의하고 수출신용, 수출보장, 

수출보험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강화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추가적

인 논의들이 필요하다.

(6) 수출제한 – 2007-8년의 식량위기를 겪고 난후 많은 국가들이 수출제한을 수입제한과 

동등하게 매우 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협정문의 관련 규정들을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면화 – 2015년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면화에 대해 선진국들이 수출보조를  즉시 

금지하도록 합의하였지만 국내보조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못하였으며 이 문제는 C4그

룹(베닌, 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이 특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상 7개 분야별로 주요 질문과 해결해야 할 이슈, 그리고 옵션과 접근방법들은 표에 

요약되어 있다. 

□ 12차 각료회의를 대비한 노력

  최근의 협상 제안 중에 미국은 농업협상을 초기상태로 되돌리는 리셋(reset)을 요청하였

다. WTO 회원국들이 한걸음 물러나 그동안 협상에서 어떤 일들을 해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해내지 못했는지 회상해 본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WTO 회원국들은 최근에 기술적인 협상 등 많은 일들을 수행하여 왔고, 협상가들은 이제 

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여 각료회의의 방향과 구조를 제시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역협상가들

은 그동안의 경험과 앞으로의 도전과제에 대한 통찰을 잃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기후변화는 

식품과 농산물 시장에 매우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국은 

이런 점에 특히 취약하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무역협상가와 정책결정

자들이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역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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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 천년에서의 미국의 쌀 생산 : 구조, 기법, 비용의 변화 (USDA/ERS)8)

□ 연구 배경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쌀 재배 농장의 규모와 쌀 생산방법은 많이 변화하였다. 쌀 재배 

농가 수가 감소(1997년 9,627명에서 2012년에는 5,591명)함에 따라 쌀 재배면적도 1995년

부터 2017년 사이에 년 평균 0.75% 정도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쌀 농가들은 쌀 생산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여러 신기술들을 채택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쌀 생산에서의 

구조적 특징과 생산기법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생산성과 단수, 

생산비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와 함께 쌀 생산자, 소비자, 미국 

쌀의 국제 경쟁력은 어떻게 변하였는지 논의한다.

□ 연구 결과

1. 미국 쌀 생산의 구조와 기술변화 (2000-2013)

(1) 농장 평균 면적의 확대 - 전체 쌀 재배 농장의 면적은 40% 이상 증가하여 농장당 

평균 면적은 약 1,850 에이커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실제 쌀 재배면적은 50% 

이상 증가하여 2013년에는 농장당 평균 600에이커 정도이다. 걸프 해안지역의 쌀 

생산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농장규모를 가장 많이 확대하였으며 다른 

남부지역보다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까지 걸프 해안지역의 쌀 재배농장의 

약 33%는 750 에이커 혹은 그 이상의 면적에 쌀을 재배하였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그 정도 규모의 쌀을 재배하는 농가는 17%에 불과하였다.

(2) 생산자들은 교잡종이면서 GMO가 아니고 제초제 내성 종자들을 선택 - 2000년에는 별로 

재배되지 않았던 교잡종 종자는 미국 쌀 재배면적의 29%를 넘어섰으며, 제초제 저항성 

쌀은 2013년까지 미국 쌀 재배면적의 43%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쌀 종자 품종

들은 모두 장립종이며 주로 장립종을 심는 남부지역에서만 채택되었다.

(3) 정밀 농법의 확대 - 단수 감시 장치는 2000년에는 쌀 재배면적의 18%에서 사용되었는데 

2013년에는 58%로 증가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트랙터와 다른 자력추진기계에서의 

 8) USDA ERS(2018).

    (https://www.ers.usda.gov/publications/pub-details/?pubid=90925) (접속일: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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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장치의 채택이다. 2000년도에는 쌀 재배농가는 거의 쓰지 않았지만 2013년에는 

전체 쌀 재배면적의 50% 이상에서 유도장치가 사용되고 있다. 

2. 미국 쌀 생산에서의 구조와 기술변화의 영향 (2000-2013)

(1) 미국의 쌀 생산성 증가 – 미국의 쌀 생산성은 같은 기간 동안 29% 증가하였고, 연 

평균 2.2% 증가하였다. 미국의 주요 곡물 가운데에서는 땅콩(연 평균 3.5%) 다음이다. 

이러한 성장은 면적의 증가, 규모의 경제 실현(면적확대를 통한 생산비의 감소), 그리

고 새로운 기술의 채택(주로 종자의 개선과 정밀농법)에 의해 촉진되었다. 

(2) 생산성 증가는 지역별로 차이 - 쌀 생산성 증가는 걸프해안지역에서 가장 높아 43%(연 

평균 3.3%)이었고, 다음으로 캘리포니아 25%(연 평균 1.9%), 미시시피 강 델타 24%(연 

평균 1.8%), 알칸사스 북부 델타 18% (연 평균 1.4%)이다. 걸프 해안지역의 생산성증가

가 높았던 것은 다른 지역보다 재배면적의 확대가 컸던 영향이 크다.

(3) 단위면적당 생산비는 증가 – 쌀의 단수는 개선되었지만 쌀 영농의 새로운 기술은 단위면

적당 생산비를 100% 이상 증가시켰는데, 특히 종자와 비료 비용은 200% 증가하였고 

화학물질비도 108% 증가하였다. 생산비 증가는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채택된 알칸사

스의 Non-Delta, 미시시피 강 델타, 걸프 해안 지역이며 캘리포니아는 매우 낮은 편이

다. 따라서 지역별 생산비 격차는 줄어들었다.

(4) 단수 증가는 주로 남부지역에 집중 – 쌀 단수는 22%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남부지역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단수 증가가 10%에 불과한 반면, 남부 지역의 단수 증가는 알칸사스

의 Non-Delta(18%), 미시시피 강 델타(24%), 걸프 해안(31%)지역이다. 결과적으로 주

요 쌀 생산 지역에서의 단수 격차는 줄어들었다.

(5) 국내 소비자와 미국 쌀 수출업자는 혜택 – 장립종 쌀 가격은 낮게 유지되어 쌀 생산농가의 

생산성 증가는 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었다. 생산성 증가는 또한 미국의 쌀을 국제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었고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중립종 쌀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6) 남부지역에서는 아직도 생산성증가의 추가 여력이 존재 – 미국 남부지역의 쌀 생산자들 

중에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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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남부지역에는 새로운 기술과 영농방법을 채택하여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여력

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생산성 증가여력은 제한적

으로 보인다. 

□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미국 농무성의 매년 농업자원관리조사(ARMS)의 일환으로 2000, 2006, 2013년

에 실시한 미국 쌀 생산자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미국 주요 쌀 생산 지역의 농장과 경영자

의 특성, 생산 기술, 투입재 사용, 생산비, 단수 등을 설명하기 위해 연도별 요약자료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쌀 생산의 구조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생산성 변화는 단위 생산비를 반영(디플레이트)한 가격의 변화로 정의하였다. 

쌀의 투입재와 산출물가격, 수출에 대한 다른 자료들이 미국의 쌀 생산 구조 변화와 생산성 

변화의 의미를 찾아내는데 사용되었다.

7. EU의 2020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CAP) : 

변화의 방향과 무역과 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 (ICTSD)9)

  유럽연합(EU)은 세계 농식품 무역에서 EU 역내 무역을 제외하고도 약 17%를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CAP이라고 알려진 EU의 농업정책에 변화가 생기면 개도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EU의 무역상대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EU의 농산물 수입 수요에 따른 공급체인 효과를 

통해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영향으로 말미암

아 세계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EU는 2013년에 CAP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201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은 2020년 

말까지 적용되는 CAP을 출범시켰다. 2017년에 EU는 다시 2020년 이후에 적용할 농업정책

을 규정하는 절차를 시작하였다. 2018년 1월 EU집행위원회는 CAP을 단순화하고 현대화하는 

 9) ICTSD (2018).

    (https://www.ictsd.org/themes/agriculture/research/the-eu%E2%80%99s-common-agricultural- 

policy-post-2020-directions-of-change-and )(접속일: 201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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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다수의 입법적인 제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현재 

EU의 2개의 공동 입법기관, 즉 각료이사회(회원국들 대표)와 EU 의회(EU시민들이 직접 

선출한)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2027년까지의 EU의 다년간 

금융체계(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에 대한 제안도 발표하였다. MFF는 CAP

을 포함하여 EU 정책들의 최대지출한도와 또한 EU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히 개도국들에게 집행위 제안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안된 입법내용은 공동 입법기관의 승인

을 받는 과정에서 수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집행위 제안의 맥락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 협정에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

기 위해서 농업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는 선언은 영국이 그동안 두 번째로 큰 순 예산 기여자였다는 

점에서 미래 EU예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2020년 이후의 EU 예산체제에 대한 

집행위의 제안은 명목상으로 3-5% 감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2-15% 감소하였다. 집행위는 

소득지지(CAP Pillar 1에서 충당되는)를 위한 직접지불 지출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감소된 예산은 농촌개발 프로그램(CAP Pillar 2에서 지원)에 대한 지출에 비례적이지는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발적인 농업-환경-기후 계획은(CAP Pillar 2에서 지원) Pillar 2 예산의 

엄격한 용도지정조치(ring-fencing)에 의해 유지될 것이며, Pillar 1의 직불예산의 일부를 환경

과 기후 조치 목표를 가진 새로운 ‘환경계획(eco-scheme)’에 재배정할 가능성도 있다.

  집행위의 입법제안 목적은 환경과 기후에 대한 정책목표를 더욱 강화하면서 CAP을 단순

화하고 현대화 하는 것이다. 제안의 가장 혁신적인 점은 회원국에게 EU 틀 내에서 각국의 

농업정책을 설계할 때 더 많은 책임과 재량을 부여하는 새로운 전달(delivery) 모델로 향해 

가는 것이다. 각국의 개입에 대한 통제는 준수 프레임웍 (EU 수준에서 정한 법칙을 준수하여

야 지불이 이루어지는)에서 실적 프레임웍(집행위는 합의된 실적 지표를 달성하는 기준에 

따라 결과를 감독하는데 집중할 예정)으로 전환될 것이다.

  제안에는 연계 지불, 위험관리 수단, 위기 개입, 직불제의 목표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있으며 환경에 대한 의무와 지원의 구조에 대한 변화도 포함되었다. 그 결과 WTO에 

통보해야 하는 EU의 현행 지지측정치총액(AMS)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무역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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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조에 대한 EU의 양허 한도에는 훨씬 미달할 것이다.

  집행위의 CAP 제안에 부수되는 영향 평가는 생산과 무역영향에 대한 규모에 대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지만 검토된 옵션들은 어느 것이라도 입법제안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농가소득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분적으로는 CAP 예산의 감축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한 만약 회원국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지지보다 환경목표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에도 그럴 것이다. 대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제를 중소규모 농가에게 재배정하는 

제안도 규모별로 특화하는 품목의 정도에 따라 생산에도 작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의실험

에 따르면 현행 CAP을 유지하는 것보다 수입은 늘고 수출은 감소하지만 크기는 작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개도국들, 특히 특혜관세 협정에 의해 수출하는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접근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최빈개도국(LDC) 들은 EU 시장에 100% 면세, 무제한쿼터의 

특혜를 받지만 현재의 무역통계를 검토해 보면 식품 수출시 EU의 엄격한 SPS 기준을 맞출 

능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기회를 이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빈개도국은 많은 국가들이 특정한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식량 순수

입국이다. 다른 모든 가정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집행위의 제안은 세계 시장가격이 국내시장

에 전이되는 크기에 따라 국내 생산자가격과 식품가격을 약간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생산자는 이득을 보고 가난한 식품 소비자는 약간 손해를 볼 것이다. 

LDC 들의 최선의 대응은 농업부문에 대한 자국의 국내 지원을 늘리는 것이며, 그래야 보수

를 받는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국내와 지역의 확대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집행위의 CAP 입법 제안이 직접적으로 시장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으로 예측되

더라도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관련된 규정은 EU의 무역 상대국에게 관심사항이 

될 수 있다.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더 강하게 개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지구 온난화로 가장 큰 위험에 놓일 LDC와 개도국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다. 이 규정이 충분

한 효과를 볼 것인지, 혹은 효과가 없을 것인지는 EU 내에서 지금 치열하게 논쟁하는 의제가 

되고 있어서 최종 법안에 대한 공동 입법기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집행위는 최종

합의안이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도출되길 희망하고 있지만, MFF 

예산 제안에 대한 합의안 도달이 지연될 가능성과 2019년 5월의 EU 의회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CAP 규정이 일정 기간 연장되는 과도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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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품 가격의 폭등과 변동(2007-2013)의 교훈 (FAO)10)

  이 보고서는 지난 십년 동안의 세계 농산물시장의 위기를 분석하여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하

고 있다. 비록 곡물의 가격은 아직도 불안정하지만 가격이 폭등하고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소동은 2015년까지는 종결되었다. 초기의 가격 급등은 예상치 못했었고 시장 참여자들과 

더 나아가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위기에 대해 UN 전체, FAO와 그 회원국들, 

G20 지도부, 농업 그룹과 각국 정부는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투자자들도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가격 상승은 인구와 소득의 증가, 에너지와 바이오 

연료, 식단의 변화와 연계되고 미래의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와 결부되어 심각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그림 2>  FAO 식품가격지수

 명목가격지수     실질가격지수

자료: FAO(2018) 재인용

  가격폭등과 높은 변동성의 주요 원인은 지금은 충분히 이해되고 있는데 특히 잘못된 국내 

정책대응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당시의 시장 상황은 구체적으로는 1) 2007-13의 가격위기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으며 많은 국가의 정부는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공황상태에까지 이르렀다. 

10) FAO(2017). 

    (http://www.fao.org/3/a-i7466e.pdf) (접속일: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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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가격의 급등과 결부되어 곡물이 바이오연료로 전환된 것은 수요 측면에서 가격 폭등

에 기여하였다. 바이오연료에 대한 의무사용규정과 석유경제와의 연관성은 정치적인 측면

도 있으며 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보조금이라고 볼 수도 있다. 3) 

수출제한과 그에 대한 대응조치는 오히려 식품가격 폭등의 위기를 악화시켰다. 2007-8년의 

가격 위기는 가격 폭등과 심한 변동성을 보인 기간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가 서로 

협의하지 않고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촉발되었다. 4) 금융시장과 농산물시장 간에도 그 전에

는 경험해 보지 못한 강한 연관이 있었다.

  하지만 가격 폭등의 영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식량불안정에 대한 지표는 처음 추정했

던 것보다는 영향이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격 하락을 가져온 생산 반응은 기대

했던 것보다도 더 높았다. 국제기구들은 시장에 충격이 올 때 데이터의 시기적절한 공조와 

정책 행동의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의 데이터와 인터뷰를 통해 시장을 잘 이해하고, 시의적절한 데이터와 지표의 

필요성, 관리 기구의 역할을 위한 교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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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시장 무역의 변화와 개혁 전망

 시장·무역

 � [전반적 평가] 2001년 이후 농업 생산과 농업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세계 식품 시스템의 

통합이 진전되고 있음. 농식품 시장과 정책의 변화로 부문 간 지역 간 연계성이 강화됨.

 � [생산·무역] 농산물 생산 및 농식품 무역이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도국 

및 신흥시장국의 중요성이 높아짐.

-농산물 생산의 중심이 아시아·남미로 이동하고 있으며 향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동남아시아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 반면 유럽·북미의 생산 증가율은 크

지 않았음(modest).

-농식품 무역은 규범에 기반한 통상 환경, 무역 왜곡적 생산자 지원 감축 등으로 확

대, 1990~2000년에는 연 2% 증가하였으나, 2001~2014년에는 연 8% 성장하였음. 

-농식품 교역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니, 중국 등 개도국·신흥시장국의 중요

성이 커짐.

 � [무역장벽] 농산물 관세는 공산품보다 높으며, 국내 규제 등에 따른 비관세장벽에 직면

할 가능성도 큼.

 � OECD 국가의 2015년 농산물 평균 실행관세는 7.4%로 공산품 실행관세 2.2% 보다 

3배 이상 높음.

 � 세계적으로 볼 때 농산물 WTO 양허관세가 실행관세의 약 6배 수준으로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격차도 상당함.

 � [글로벌가치사슬(GVC)] 농식품 생산이 여러 나라에 걸쳐 분업화되면서 부문 간 국가 

간 연계성이 높아짐.

- 1차 농산물 생산, 식품·의류 등 다른 제품으로 가공, 마케팅, 배달 등 농식품 가

치사슬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하나의 최종 상품에 여러 나라와 다양한 산업이 

연관되어 세계 농식품 시스템 통합을 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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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정책] OECD 생산자지지추정치(PSE)가 감소하고 있으나, 시장가격지지(MPS)1) 

등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형태의 지원이 많음.

 정책 개혁방향

 � [GVC 참여 촉진] GVC 참여는 신규시장 접근성 제고, 경쟁력 있는 투입재 조달, 기술이

전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

 � GVC 참여에 따른 농식품 분야 경쟁력 제고는 고용에 긍정적 효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나, 전후방 산업이 

창출하는 고용 효과는 증가함.

 �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조치는 투입재 비용을 증가시켜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저하

-세계적으로 농식품 수출가치의 24%가 외국 요소에서 유래함.

 � [무역·환경] 무역 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정 용수 가격산정, 투입재 사용 

보조 감축 등 적절한 농업환경정책이 관건임.

-무역은 에너지·농업용수 등 투입요소를 절감하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나 기후

변화의 경제적 영향 완화 등을 통해 환경에 기여가 가능한 반면, 수출 부문의 팽창

은 산림훼손, 과도한 농약 사용, 수질 오염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함.

 � [농업지원] 무역과 생산을 왜곡하는 지원은 감축하고 농업 부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가격과 연계된 정책, 투입재 사용을 유발하는 정책은 생산효율성 향상의 유인을 

줄이고 집약적 토지 사용으로 환경에 부담됨. 

-교통인프라,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이 유용함.

 � [식량안보] 시장가격지지(MPS)는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식량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조치는 식품비용 지출이 많은 취

약 계층에 오히려 부담을 야기하고, 국제 무역 활성화가 생산 충격을 여러 나라

에서 흡수하므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함.

 1) 시장가격지지는 특정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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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협력] 농식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검역조치(SPS), 기술규정(TBT) 등 비관

세조치(NTMs) 관련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함.

-비관세조치는 농식품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의 제도

임에도 규제 요건은 국가마다 다른 경우가 많음.

-특히, 유기농산물, 잔류 농약 관련 규제의 국가 간 상이성이 무역 비용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됨.

-비관세조치는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합법적 목적을 위해 취해지나, 비관세조

치 간 불필요한 차이는 국제 규제협력을 통해 줄일 수 있음.

 정책 과제

 � [국가별 조치] 보다 개방적인 무역 정책과 수입 장벽 완화를 통해 농식품 분야의 전반적

인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함.

-왜곡적 농업보조와 관세 등 시장접근 저해 요소 감축

-비관세조치는 적절하고, 투명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지나치게 무역

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고, 국제 규제협력으로 지향하는 비관세조치가 의도하는 

사회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상이한 규제로 인한 비용 절감 가능

-농식품 GVC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련 제한 감축

-농식품 수출 경쟁력과 농식품 GVC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혁신·교통인프

라 등 농업 부문의 생산성 제고 노력

-무역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지원 등 구조조정 지원 조치도 필요

 � [국가 간 협력] 국가별 노력에 더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때 개혁의 이익은 보다 커짐.

-국제적으로 합의된 무역 규범은 농식품 무역이 보다 많은 사람의 더 나은 삶과 

지속가능한 개발, 식량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임.

-다자간 무역 협상 진전이 더딘 가운데 지역무역협정이 실제 자유화 수준을 담보

할 수 있는 차선으로 기능할 수 있음.

-일부 국가 간 실행관세 수준으로 양허하거나 무역관련 규제조치에 대한 협력 진전

의 전기를 마련, 다만, 경제적 이익은 개혁에 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할수록 증대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3.1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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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종자 및 농약회사 인수합병 영향

 종자 및 농약기업 인수 합병 영향

 � 세계 최대 종자 및 농약기업인 바스프(BASF), 바이엘(Bayer), 다우케미컬(Dow 

Chemical), 듀퐁(Dupont), 몬산토(Monsanto), 신젠타(Syngenta) 등의 6개 기업은 

제초제, 살충제, 살진균제2) 및 약품처리 종자,3) GMO 종자를 소매상 및 농가에 공급하

고 있음.

 � 각 기업은 자사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시행하였

으며, 그 결과 미국 및 세계 농업분야 생산성 향상에 일조함. 그러나 2015~2016년 

3건의 인수·합병으로 시장 과점화가 나타나게 됨.

- 2015년 12월 다우케미컬(Dow Chemical)과 듀퐁(Dupont)은 인수합병을 통해 

양 사의 종자와 농약부문을 통합함.

- 2016년 2월에는 중국의 켐차이나(Chemchina)가 신젠타(Syngenta)를 430억 

달러에 인수하고, 2016년 9월에는 바이엘(Bayer)이 몬산토(Monsanto)를 660

억 달러에 인수함.

-이로써 기존 상위 6개 업체 중 바스프(BASF)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인수·합

병을 통해 새로운 회사로 전환됨.

 � 앞서 언급한 기업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해왔으며, 종자 

및 농약부문은 시장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 기업을 도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음. 이에 따라 미국,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

국에서는 반독점 여부 조사가 시작됨.

-인수·합병 지지자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연구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서로 

다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는 기업이 병합하였으므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

라고 주장함.

 2) 곰팡이를 죽이는 약제임.

 3) 충해 또는 곰팡이 피해 방지 약품을 도포한 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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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경쟁 감소에 따른 시장 가격 상승과 연구 개발 축소, 혁

신동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음.

 � 각 국가의 반독점 감독기관들은 이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인수합병 결과를 평가하고 있음. 

미국, EU, 브라질의 반독점 감독기관(antitrust agencies)은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합병 기업의 자산을 다른 기업에 분할·매각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함.

-이에 따라 바스프사(社)는 종자 및 농약 시장에서 주요 경쟁자 위치로 전환되었으

며, FMC사(社)는 미국 시장에서 5위로 순위가 상승함.

-미국 법무부 및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신규 업체를 시장에 진입시켜 시장 경

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표 1>  2015년 세계 종자 및 농약 시장 상위 업체 판매액

단위: 백만 달러

회사명 소속 국가
판매액

종자 농약 합병상대

바스프 독일 - 6,455

바이엘 독일 1,416 9,173 몬산토

다우케미컬 미국 1,409 4,977 듀퐁

듀퐁 미국 6,785 3,013 다우케미컬

몬산토 미국 10,243 4,758 바이엘

신젠타 스위스 2,838 10,005 켐차이나

주: 바스프사(社)는 종자 판매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using data from company annual reports.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2.2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SDA, FDA와 배양육 공동 감독을 위한 협약 발표

 USDA와 FDA 배양육 공동 규제 및 감독 협약 

 � 지난 2019년 3월 7일, 미국 농부무(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와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은 배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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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cultured meat)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품의 공동 감독을 위한 공식 협약을 

발표함.

 � 공식 협약에서는 배양육 관련 기업들과 축산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규제 접근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 USDA와 FAD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에는 지난

해 11월, 두 기관이 제시한 접근 방식을 체계화하고 있음. 

- FDA는 시판 전 협의(premarket consultations)를 진행하고, 세포 수확시기까

지의 세포 수집과 개발 및 생산 절차 등을 감독할 예정임. 

-세포 수확단계에서는 USDA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이하 ‘FSIS’)이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FSIS는 배양육 제품(cell-based 

meat products)의 생산 및 표시(labeling) 등을 규제 및 감독할 예정임. 

 � USDA와 FAD의 양해각서에는 두 기관의 원활한 규제 및 감독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공동 감독에 대한 협약에는 가축과 가금류의 세포 배양으로 생산되는 고기에 관

한 것으로서 FDA는 세포 배양 해산물(cell-cultured seafood bar catfish)에 

대한 단독 감독권을 보유함. 

 � USDA 식품안전부 사무차장(Mindy Brashears)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정확하게 표시된 식품”임을 보장하는 USDA 인증 표시를 신뢰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새로운 제품의 안전 규제와 제품 표시에서의 동등성 보장을 위해 FDA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함. 

 � FDA 식품정책 및 대응담당 부국장(Frank Yiannas)은 두 기관의 양해각서가 “지속적

인 혁신 장려와 함께 세포 배양식품(cell-cultured human food products)의 안전성

과 적절한 표시 보장을 위한 규제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히 

밝히고 있다”라고 함. 

 � 양해각서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시설 등록, 제조관리 기준, 예방 통제 규정(preventive 

controls regulations) 등을 포함한 FD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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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FDA의 세포 은행 및 세포 배양시설 조건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개발

하고, 관련 시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행조치를 취할 것임. 

-양해각서에 따르면 “HHS-FDA(미국 보건복지부-식품의약국)는 USDA-FSIS(미

국 농부무-식품안전검사국)가 규제하는 활동을 조사하지 않으며, USDA-FSIS 규

제 절차에 의존하여 그러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함.

 � USDA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위생관리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가축 및 가금류로부

터 배양된 세포의 수확 및 가공, 포장 및 표시(labeling)와 관련하여 검사를 진행할 계획임. 

-양해각서에 따르면 라벨링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후 검열을 통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또한 필요에 따라 가축과 가금류의 배양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식품의 안전성과 정

확한 라벨링을 위해 추가 필요조건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함.

 � USDA와 FDA는 공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 수용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모든 규제 사항을 확인함. 또한 라벨링 등 표기 문제에 대해 함께 협력하

여 세포 배양기술 관련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세포 배양 기반의 단백질 규제에 관한 애로 사항 및 솔루션

 � USDA와 FDA은 새로운 배양육 시장에 대한 공동 규제를 결정했지만, 공동 감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델 개발 및 감독 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제 목적을 규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Wiley Rein로펌의 특별 고문(Brian Sylvester)은 “양해각서는 중요한 전진단계이며, 

FDA와 USDA 각 기관의 전문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기존 규제에 대한 판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기능적 규제 검토 과정을 개발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여러 가지 주요 사항

들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주요 사항들은 배양육 개발업체 대상, 신청 절차, 시판 전 승인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 각 검사체제에 대한 세부 사항, 신원 표준이 요구되는 지 여부 등을 포함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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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검사국(FSIS) 차관(Brian Ronholm)은 “FDA와 USDA가 더욱 구체적인 사항

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해당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함.

- Arent Fox로펌의 규제 정책 담당 수석이사(Ronholm)는 “프로세스의 각 단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각 단계가 전개될 때 추가 세부 사항들

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전함. 

 � 양해각서의 세부내용에서는 전통적인 가축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노스다코다주(North Dakota), 사우스다코다주(South Dakota), 미시시피주

(Mississippi), 워싱턴(Washington) 및 기타 다른 주들이 배양육 관련 라벨 표시 제한 

및 배양육으로 만든 식품에 대한 특정 용어를 정의하는 법안을 고려하도록 유도함.

-미주리주(Missouri)에서는 이미 식물 및 세포 기반의 육류제품을 “고기(meat)”

로 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지난 달 USDA 포럼에서 FSIS 행정관(Carmen Rottenberg)은 “아직 배양육 생산이 

본격화되지 않았으며, 배양육 규제 및 감독에 대한 감독관 훈련, 검사 요구사항을 감독 

절차와 세부 사항 등을 계획할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주장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9521/FDA-USD

A-sign-MOU-to-jointly-oversee-cellbased-meat) (2019.03.08.)

USDA, 아프리카돼지독감 방지책 강화

 �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는 세계적으

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이하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함. 

-이러한 조치들은 2018년 가을, 중국에서 치명적인 ASF가 확산된 이후 발표된 보

호조치 수준에서 강화되었으며, 목적은 ASF로부터 돼지사육산업을 보호하는 것임. 

- ASF는 인체나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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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DA 마케팅 및 규제프로그램 담당 차관(Greg Ibach)은 양돈업계와 협력하여 ASF의 

미국 유입 방지를 위해 여러 기관들 간의 협력 강화 등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발표함.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과 협력하여 미

국 주요 상업용 공항, 항구 등에서 근무하는 총 179개의 팀을 대상으로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을 추가 지원함.

- CBP와 협력하여 불법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제품의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ASF 위험

을 제거하기 위해 감염이 의심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함. 또한 

미국의 주요 상업용 해역 및 항구를 중심으로 수입물품 도착 후 검사를 추가 확대함.

-잠재적인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사료나 급이 시설 등 사료제조시설의 검사 확대 

및 강화를 포함함.

-생산자의 질병관리 및 대응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농장에서의 생물학적 안전

조치에 대한 자체평가 실행할 수 있도록 장려함.

-곡물, 사료, 첨가물, 돼지 구강액 샘플 등을 통한 다양한 바이러스 검사가 정확하

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테스트 절차 개발을 독려함.

- 캐나다, 멕시코의 관련 정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ASF 방어 및 대응, 확산 

방지 및 무역 유지 등 협력적 접근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

- ASF이 발병할 경우의 대비책 마련을 목표로 관련 기관과 함께 무역, 정책논의, 

현장 대응 등의 대응연습을 하고 있음.

 � USDA 마케팅 및 규제프로그램 담당 차관(Greg Ibach)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SF에 대해 우려하며, 미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돼지산업, 생산자, 기타 정부기관 및 이웃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USDA는 ASF 발병에 대비하여 확산 방지 계획을 개선하고 있으며, 광범위

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함.

 � ASF는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모든 연령대의 돼지들과 야생 

돼지에게 영향을 미침. 

-이는 감염된 동물의 체액과 접촉함으로써 확산되거나 감염된 동물을 먹는 진드기

에 의해서도 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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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USDA

(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19/03/06/usda-strengthens 

-partnerships-and-protections-keep-african-swine) (2019.03.06.)

공동식품정책: 유럽의 지속가능한 농식품 정책 수립에 대한 제언

 �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 국제 전문가 패널(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on 

Sustainable food systems, IPES-Food)에서 “Towards a common food policy for 

the European Union: The policy reform and realignment that is required 

to build sustainable food systems in Europe”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공동식품정책(Common Food Policy)은 기존 농정 목표 중 상충

하는 문제 개선 및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강조함. 또한 정책 거버넌스 개혁의 구체적 

비전과 재조정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개혁도 주목할 수 있음.

-공동식품정책은 3년간 전문가들의 견해 이외에도 400명 이상의 농업인･기업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임.

-공동식품정책은 ⅰ) 새로운 주체들을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ⅱ) 민주적인 방식으

로 정책을 수립하며, ⅲ) 새로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ⅳ) 이해관계를 조정했음.

 � 농식품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

-현재 유럽연합 농식품 체계는 심각한 환경적·보건적·사회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정책과 민간 부문 대응은 농식품 생산 전문화·산업화·금융

화·표준화·수출지향화에 있었음. 그 결과 외부효과로 인한 잠재비용이 발생했고 

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었음.

 � 공동식품정책의 필요성 및 특징

-현재 농정체계는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비만 억제, 활력 있는 농업을 

위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함. 또한 개혁과정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우선

순위를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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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식품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이는 패러다임 전환과도 연관됨.

- (목표 1) 토지·수자원·건강한 토양에 대한 접근성 확보

- (목표 2)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농업·농촌 생태계 복원

- (목표 3) 국민 모두의 충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식습관 형성 촉진

- (목표 4) 공정하고, 빠르며, 깨끗한 공급체인(supply chain) 구축

- (목표 5)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무역 정책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2.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농촌개발을 위한 미래 공동농업정책의 역할

 농촌개발을 위한 미래 공동농업정책의 역할

 � 전체 국토 면적에서 농촌은 유럽연합 국가별로 44~80%를 차지하고 있음. 농촌은 다양

한 동식물의 서식처인 동시에 자연환경이 보존된 지역이며, 일자리와 성장에 기여하는 

농식품과 자원을 제공하고, 전통문화 유산을 보전시킴.

-농촌의 밸류체인과 지역 생산 네트워크 강화, 청년/여성 농업인 지원, 자연자원 

보존 및 보호, 농촌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농촌 지역이 생존할 수 있으며 이 과

정에서 공동농업정책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

 � [농촌의 자립성 강화] 공동농업정책은 농촌이 지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접근하고 있음.

-일자리 부족, 기술 부족, 이동 및 기본 서비스 투자 부족, 인구 유출 등

- (일하는 방식의 전환) 유럽연합 각 지역은 자연·환경·문화상의 차이로 서로 다른 

필요에 직면해 있음. 공동농업정책은 규정을 최소화하여 각 회원국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지원을 할 것임.

- (재정 지원) 각 회원국은 농촌개발기금(EAFRD) 중 최소 5%를 LEADER(Liaison 

Entre Actions d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Rurale) 프로그램4)을 위

해 확보하여야 함.

 4) 개인 및 조직의 능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 수준에서 공공･민간･시민 영역 사이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것임. 지역행동단

체(Local Action Group, LAG)가 프로그램의 중심이며, 의사결정에 지역주민들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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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관리) 농촌개발기금(EAFRD)과 농업자문서비스(Farm Advisory Service)

를 통해 농업인에게 위험관리 도구, 보험료, 뮤추얼펀드를 제공할 예정임.

- (스마트한 농촌 마을)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이 시행하는 스마트 마을(Smart 

village)5) 계획을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임.

- (혁신과 개발) 공동농업정책은 농식품 연구 혁신과 바이오경제를 위해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Horizon Europe Program)에 100억 유로의 예산을 책정하였음.

 � [청년 농업인 지원] 공동농업정책은 청년 농업인과 신규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 

예산의 최소 2%는 따로 확보해 두어야 함. 나아가 회원국들은 청년 농업인에게 보완적 

소득 지원(Complementary Income Support, CIS)을 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미래 공동농업정책에서 회원국들은 농식품 안전과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재정 지원을 하도록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을 수립할 수 있음.

-미래 공동농업정책은 유기농산물 생산, 지리적 표시제, 로컬 푸드를 강화하고 장

려함. 또한 회원국 간 동물복지와 농약 사용에 관한 규제와 기준을 조율할 것임.

-바이오경제 계획 수립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경감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

용을 도모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2.2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집행위원회, 최소허용보조액 상한선 인상

 EU집행위원회, 최소허용보조액 상한선 인상

 � EU집행위원회는 최소허용보조액6) 상한선을 기존 €15,000에서 €25,000로 인상

하였음. 

 5) 내부에 존재하는 강점들과 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회를 개발하는 마을을 의미함. 최근에는 IC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네트워크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음.

 6) 회원국이 3년간 집행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직접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함.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농업인

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도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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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을 통해 회원국들은 위기 상황에 이전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 내용

 � 3년간 개별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현재 €15,000에서 €20,000로 

인상, 회원국이 3년간 지원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연간 농업 생산액의 1.25%(현재 

1.0%)로 인상됨. 그러나 만약 회원국이 총 지원액의 50% 이상을 특정 농업 분야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별 농가에 €25,00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회원국이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 역시 연간 농업 생산액의 1.5%까지 가능7)함.

-상한선 인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적용되며 추후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음.

 개정 배경

 � 원칙적으로 회원국들은 EU집행위원회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지원액을 지출하지 못하

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원액이 작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최소허용

보조액을 설정하였음. 최소허용보조액은 액수가 작기 때문에 유럽연합 내부에서 시장

과 무역 질서를 왜곡할 위험이 없음.

- EU 회원국들은 최소허용보조액을 보통 위기상황이나 가축질병 예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등에 사용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2018년 3월에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

시한 바 있으며 관련 내용을 개정 시 반영하였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3.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최고 상한액을 선택한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장부를 만들어야 함. 이를 통해 재원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EU집행위원회는 최고허용보조액 집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이미 일부 회원국들은 장부를 유지하고 있어 즉시 최고 상한액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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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가 농식품 가치사슬과 CAP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기술이 농식품 가치사슬에 적용되면서, 트랙터가 널리 보급되고 농약이 처음 

도입되었던 1950년대와 비교할 만한 ‘농업기술 혁명(farm-tech revolution)’이 나타

나고 있음.

 � 권력 관계 변동과 새로운 사업 모델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신기술 개발은 농식품 가치사

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기술들이 미래 농식품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영향력이 큰 기술8): 사물인터넷(IoT), 로봇화(Robotization),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영향력이 중간인 기술9): 블록체인(Blockchain),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영향력이 작은 기술10): 광대역 네트워크(Broadband networks),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e-비즈니스 플랫폼

(Platform for e-business)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농식품 가치사슬 상에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술발전은 시스템 내 기술들 간 통합을 통해 이력추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음.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또

한 인공지능과 로봇화 기술 역시 함께 사용되며 드론은 위성 및 빅데이터와 결합

하여 많이 사용됨.

-신기술 적용으로 농업생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예를 들어 드론을 사용하여 

토양 지도(soil map)를 만들어 작물 피해를 관리할 수 있음. 그리고 기후변화 관

련 위험 역시 감소시킬 수 있음.

 8) 현재도 파급력이 크며 향후 더욱 큰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

 9) 장기적으로는 큰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해 농식품 분야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

10) 자체적으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으나 다른 기술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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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은 생산 효율성 증가를 통해 환경과 기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

-한편, 디지털 기술은 수직적 통합뿐만 아니라 대규모 유통업체에 유리한 수평적 

통합11)도 발생시킬 수 있음.

 � 공동농업정책은 농업인들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12). 스마트 농업은 농업

인들이 관리 부담 없이 지속가능한 생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도록 인센티

브를 부여할 수 있음. 그러나 농업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관리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으

며, 데이터 획득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3.1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스마트 농업 현장 활용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

 연구개발

 � [니즈를 반영한 기술개발] 중산간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과 품목에 적합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현장에 도입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임(2022년도).

- 벼농사 관련 스마트 농업기술은 실현되고 있으나 중산간지역 및 채소, 과일분야 

연구개발은 원활하지 않고, 가격 및 현장적용을 고려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

지 않으며 실용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 [연구체제 강화] 농연기구(農研機構) 연구자(약 1,800명) 10%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IT 능력 보유, 농업판 ICT 인재뱅크를 구축할 예정임(2022년도).

-로봇과 IoT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으

나 AI(화상인식, 자동운전 등) 실용화에는 농업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 

2018년 10월에는 농연기구 내에 AI를 기반으로 한 농업정보연구센터를 신설하였음.

11) 미국 슈퍼마켓 체인인 월마트는 소비자가 식료품을 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동화 상점(automated storefronts)의 특허를 

받는 등 유통 채널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

12) 공동농업정책은 현대화(modernization)를 통해 포용성, 통합적 접근을 추구할 뿐 아니라 지역 농업 체계와 특화작물

(specialty crop)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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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보급/스마트 농업을 알다

 � [농업을 교육현장에 도입] 모든 농업대학교에서 스마트 농업을 커리큘럼화(2022년도)

-농업대학교(전국 42교)에서는 다수의 후계 농업인을 양성(졸업생 약 1,700명이 

취농) 중임. 장래 후계 농업인이 되는 농업대학교생에게 스마트 농업을 배우는 기

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도력이나 시설 및 설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

관과 제휴가 필요하며, 스마트 농업 도입에 있어 투자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높

은 경영판단력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

 � [정보전달] 스마트 농업기술정보 입수 기회 확대(2022년도)

-농업인이 스마트 농업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부족하여 다양한 기술과 효과 및 비

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스마트 농업 관련 실증사업·영농기술체계 구축] 각 도도부현(일본 광역 자치단체) 주요 

농산물 품목에 스마트 농업기술체계 구축·실현(2022년도까지 산지 약 500곳)

-스마트 농업기술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 영농을 하는 산지가 거의 

없으며 농업인과 보급조직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농 노하우가 부족함.

 실증·보급/도입

 � [스마트 농업기술 비용 감소] 각 도도부현의 주요 농산물 품목에서 스마트 농업기술체계 

구축 및 실현(2022년도까지 전국 산지 약 500곳)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시 비용이나 운용비용이 도입 장벽임. 효과적인 도입과 공

동이용체계 등 기술 도입을 통한 농업경영 효과나 비용정보가 부족하여 농업인의 

판단이 불가능함.

 � [현장지원체제 강화] 모든 보급지도센터가 스마트 농업 상담창구로 기능(2022년도까지 

전국 360곳)

-스마트 농업기술 실용화 및 상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별 보급조직 

등에 스마트 농업기술 정보와 기술을 활용한 영농노하우와 축적된 자료가 없어 

농업인 상담에 대응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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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벤더(vender) 등과 농업인의 접점이 부족하여 니즈와 기술이 매칭되고 있지 

않음.

 � [안정성 가이드라인] 스마트농기계 실용화에 맞춘 안전성 가이드라인 정비

-자율주행 농기계 등 기존 농기계와 사용방법이 다른 농기계를 현장에서 사용할 

때 기술 확보와 작업 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환경정비

 � [스마트 농업에 대응한 농업·농촌 정비] 자율주행농기계나 ICT스마트 농업에 맞춘 농

업·농촌 정비(2021~2022년도)

-후계 농업인의 농작업 부담경감과 물관리 고도화를 위해 자율주행농기계나 ICT 물

관리 등 생력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업데이터연계기반(WAGRI)] 농업생산에서 가공·유통·소비까지 확장한 스마트 푸드 

체인 시스템 구축(2022년도)

-데이터 기반 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가 여러 형태로 

산재하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식품유통 플랫폼 구축] 각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 푸드 체인 시스템에 

연결(2022년도)

-식품유통 분야는 정보기술 도입이나 데이터 활용을 통해 노동력 감소가 기대됨. 

품질·위생관리 고도화, 정보통신기술 활용, 물류 합리화를 지원하는 ‘식품 등 유

통법’ 계획인정제도를 활용하여 식품유통 플랫폼 구축 지원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2.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 151

일본, 농업경영체의 조직 및 활동 변화 분석

 일본의 농업경영체 변화 분석

 � 한 종류 이상 농업생산 관련 사업13)을 하는 농업경영체(소비자 직판 제외) 수는 5만 

3,678개(2010년)에서 3만 6,748개(2015년)로 감소하였음. 반면 조직경영 수는 3,771

개(2010년)에서 5,076개(2015년)로 증가하였음.

 � 2005년부터 사업을 하는 농업생산 관련 가족경영체의 경우 과수판매와 농산물 가공 

및 관광농원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경영경지면적이 ‘1~5ha’의 중규모

층이 약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조직경영체는 ‘20ha 이상’ 경영체 비율이 175곳(2005년)에서 241곳(2015년)으로 크

게 증가하였으며, 사업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원료공급 등을 위해 농업 생산량 확대를 

추진해 온 것으로 추측됨.

 � 가족경영체 중 30대 이하 ‘신규개시’ 경영체가 297곳으로 ‘유지(2005년에도 실시)’ 

경영체에 비하여 젊은 경영주가 크게 늘었음. 또한 사업 판매액이 100만 엔 미만 경영체

가 많아진 것으로 보아 신규취농자가 진입한 것을 추측할 수 있음.

 � 조직경영체는 ‘신규개시’ 경영체가 ‘유지(2005년에도 실시)’ 경영체 수를 크게 웃돌았

음. 또한 농업생산 관련 사업 평균 판매액 1,000만 엔 이상인 곳이 542곳인 것으로 

보아 조직경영체는 가족경영체 비하여 사업 진출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음.

 � 소비자 직접판매를 통한 농산물판매 금액 규모확대를 중심으로 동향과 특징을 정리함. 

특히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업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10년간 크게 상승하여 존재감이 

증가하고 있는 법인경영체 동향에 주목함.

 � 법인경영체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에 걸쳐 약 30%의 경영체가 상위 판매금액 

규모층으로 이동하였음. 하층으로 이동도 존재하나 기타 조직경영체(판매금액 1,500만 엔 

13) 농산물 가공, 주말농장, 농가민박, 농가 레스토랑, 해외수출 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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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와 같이 하층으로의 이동비율이 상층으로의 이동비율을 크게 웃도는 경우는 없음. 

이러한 농산물 판매액 상위층 판매금액 증가가 법인조직경영체 농업생산에 차지하는 

점유율 상승의 요인으로 추측됨.

 � 2005년 매상 1위 출하처가 ‘농협’이었던 경영체 약 60%가 2015년 출하처 1위도 ‘농협’

으로 변화가 없었음. 이에 따라, 농협은 여전히 중요한 판로이며 직접판매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나머지 40%는 법인조직경영체와 다른 경영체의 출하처가 다름. 

-법인조직경영체는 ‘농협 이외 집출하단체’나 ‘소매업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아지

고 있음. 

-농협을 완충장치로 활용하면서 소매업자나 농협 이외의 집출하단체를 통해 직접

거래를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3.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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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중동

* 중국, 2019년 냉동식품 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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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아프리카

* 프랑스 정부, 농업인 수익 위해 식품유통법 제정

* 터키, 치솟는 물가에 식료품 값 20년 만에 최고 기록

* 탄자니아 정부, 가공 전 농산물 수출 금지 조치

●

  아메리카

* 멕시코, 포장식품 라벨링 주요 규정

* 우루과이, 중국으로 보리, 옥수수 등 수출

●

세계 농업 브리핑 (2019. 3)

1. 아시아/중동

□ 중국, 2019년 냉동식품 시장 분석

▪현재 중국 냉동식품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단계임. 

- 2017년 중국 냉동식품업계 매출액은 869.97억 위안(약 14조 5,000억 원)으로 

2016년의 903.47억 위안 대비 3.71% 감소하였지만 2011년의 547.12억 위안 

대비 59% 증가함.

-연평균 증가율은 8.04%임.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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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냉동식품의 카테고리도 풍부해지고 품질 향상되었으며,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이 완비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냉동식품의 생산과 소비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세계 냉동식품 시장규모는 1,600억 달러를 초과함.

▪중국 냉동식품 시장규모는 2013년의 828억 위안에서 2017년의 1,235억 위안(약 

20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연평균 증가율은 10.5%에 달함. 

▪앞으로 냉동면제품, 냉동훠궈제품의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현황을 유지하고 전국의 

냉동식품 시장규모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임. 

- 2019년 중국 냉동식품 시장규모는 1,467억 위안(약 24조 5,000억 원)에 도달

할 것임.

▪중국의 냉동식품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1인당 평균 소비

량 2018년 기준 약 10kg 수준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격차가 

큰 편임.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의 생활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빠른 도시화 진행으

로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량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중국 1인당 냉동식품 소비량은 6~10kg이고 미국은 60kg, 유럽

은 30kg, 일본은 20kg임.

-중국 냉동식품은 전체 식품시장의 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보통 선진국에서는 

약 60~70%를 차지함. 이에 중국의 냉동식품시장은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냉동식품은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식품 시장임. 

- 냉동식품은 식품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고 요리하기도 편리함으로 현대인의 생

활에 매우 적합한 제품임. 

-중국의 물류시스템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발전하여 1선도시는 일정 범위 내에 

1시간이내 배송 또는 하루 이내 배송 등의 서비스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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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은 대부분 식품의 원자재로 쓰이기에 신선도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은 편임. 

-또한 수입 시 냉동식품, 신선식품에 대한 검역이 엄격하고 제한조건들도 많음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2.28.)

 □ 일본, 돼지콜레라 확산 방지 위한 추가대책 발표

▪일본 농수산성은 지난 2월 26일 돼지콜레라 확대방지를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함.

-돼지콜레라 조기 발견 시 현장에서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충

할 방침임.

▪돼지콜레라 조기 발견을 위해 관련 주요 증상을 「가축전염병예방법」의 ‘특정 증상’으

로 규정하여 농장이나 수의사가 조기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 특정 증상으로 발열이나 식욕부진, 청색증 등을 강조함.

▪돼지콜레라가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장소에서 반경 10km 이내 위치한 농장에 

대해서는 현행 감시체제 이외에 추가적인 정기 검사를 시행함. 

-이러한 정기 검사는 야생멧돼지로부터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돼지콜레라가 감염

되지 않았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목적임.

-축산업계단체는 농장에 출입하는 운반차량 및 관리자들의 철저한 소독 및 관리

를 강조함.

▪일본 농수산성은 양돈장에서 사육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현 내(県内) 약 34농장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이치현에서도 약 198농

장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예정임. 

▪또한 가축질병 관련 경영에 필요한 유지자금 등을 확충할 계획임 이동·반출 제한구역 

외 농가들도 대상에 포함하여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계획임. 

▪돼지콜레라가 발병한 농가는 양돈경영안정대책사업의 생산자 부담금에 대한 납부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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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상조기금은 농가에 지불하는 금액을 유지하기 위해 재원을 확대하기

로 함.

※ 자료: 일본농업신문

(https://www.agrinews.co.jp/p46867.html) (2019.02.27.)

 □ 베트남, CPTPP 가입에 따른 낙농업계 경쟁 심화 

▪CPTPP가입에 따라 베트남 자국산 낙농품과 수입산 낙농품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지난 1월 14일, CPTPP가 발효에 따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에서 수입되는 

유제품들의 관세가 철폐됨.

▪베트남은 모든 CPTPP국가에 공통관세를 적용하며, 법정발효 즉시 관세품목의 66%

를 철폐하고 협정 발효 3년 후에는 86.5%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베트남 내 유통되는 유제품, 특히 우유는 대부분 환원유(분유형태로 저장 후 다시 

우유로 환원시키는 제품) 형태로 고품질의 생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

며, 현지 젖소의 부족 및 높은 사료 가격 등으로 우유가격이 높아 현지생산 제품으로는 

수요의 30%밖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베트남 연간 우유 소비량은 인당 26리터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주변국(태

국 35리터, 싱가포르 45리터)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낮은 수준임.

▪더욱이 국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면서 고품질의 유기농 유제품들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반면 환원유에 대한 소비

는 감소함.

-젊은 소비층 및 소득수준의 증가는 고품질의 유제품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임.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CPTPP가입에 따른 낙농제품에 대한 관세철폐는 낙농선진국의 

베트남 시장 진입 확대를 예고함.

-일본 아사히그룹은 베트남 누티푸드와 합작투자를 통해 베트남 어린이 대상 영

양식품 시장 진입을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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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양한 글로벌 유제품 브랜드들이 베트남에 입점 및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Vinamilk의 시장점유율이 1위로 27%의 점유에 달하며 Abbott(17%), 

Friesland Campina(12%) 등이 그 뒤를 이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선진낙농업 대상 시장개방은 자국산 낙농업의 품질향상에

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베트남시장은 수입산 의존도가 높은 시장이며, 다수의 선진 낙농국가에서 진입을 

희망하는 시장임. 

▪현재까지 수입허가 획득의 어려움으로 한국산 유제품은 조제분유, 유음료를 중심으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현지시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출확대 대상국으로 검토

가 필요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2.28.)

 □ UAE, 해수를 이용한 농업기술 개발

▪두바이에 위치한 국제해수농업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Biosaline 

Agriculture, ICBA)는 해수농업, 물부족, 가뭄 등에 대한 주요 논의를 위해 2월 

20일 UAE 농민의 날(UAE Farmer’s Day)을 개최하여 100여명의 농민, 과학자, 

연구자 및 정부 대표자들을 초청함.

▪ICBA는 현재 UAE의 해수농업 개발 진행 상황과 재배시설을 참가자들에게 선보였으

며, ICBA와 파트너가 개발한 기술을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장을 마련함.

▪현재 UAE에서 해수농업기술로 재배중인 대표적인 곡물은 퀴노아로, ICBA는 2016

년부터 지역 농민들에게 내염성 퀴노아 씨앗을 배포하여 매년 수 톤의 퀴노아를 재배

하고 있음.

▪ICBA는 이슬람 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IDB)과 UAE 정부에 의해 

1999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해수를 이용한 농업기술 개발로 

농업용수 및 도시 조경수 부족문제, 국가 식량안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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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가 가장 중요한 국가 의제가 됨에 따라 UAE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지에서 지속적이고 대량 경작이 가능한 농작물 재배법을 개발하고 있음.

▪20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UAE의 해수농업기술은 일정부분 인상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의 든든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연구와 개발을 

진행 중임.

▪아직까지 해수농업을 이용한 농산물 재배는 극도로 제한적이지만,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개발이 진행 중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3.03.)

 2. 아메리카

 □ 멕시코, 포장식품 라벨링 주요 규정

▪멕시코 포장식품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것임. 

- 2023년까지 매년 6% 이상 성장이 기대됨. Euromonitor에 따르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의 이유로 향후 몇 년

간 멕시코 포장식품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시장규모는 매년 6% 이상 성장해 2023년 시장규모는 

총 69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멕시코는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측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을 멕시코 공식표준규격(Normas Oficiales Mexicanas, NOM)이라 하

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 유통할 수 있음.

-동 보고서에서 살펴볼 포장식품 관련 주요 NOM 규정은 ‘NOM-051-SCFI/ 

SSA1-2010’로 일반 식품에 대한 건강정보 표시법 등을 규정하는 규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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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식품 라벨링의 경우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함. 

-만약 포장식품의 라벨링이 영어, 한국어로 작성된 경우 수출 전 스페인어로 된 

라벨링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멕시코 정부는 2014년 과체중, 비만 인구 증가로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 발병률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정부의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함. 

-이러한 배경으로 멕시코 보건부는 관보를 통해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

표함. 

-포화지방(Grasas saturada), 기타 지방(Otras Grasas), 당분(Azucares Totales), 

나트륨 (Sodio), 에너지(Energia) 함양을 표시해야 함.

▪포화지방량 표시는 4g 당 몇 %의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야 함. 

-기타 지방량 표시는 9g 당 몇 %의 기타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나타내야 

함. 당분량 표시 또한 9% 당 몇 %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야 함. 

-포화지방량, 기타 지방량, 당분량, 에너지함량의 경우 ‘Cal’ 또는 ‘kcal’로 표시

하고 나트륨 함량의 경우 ‘mg’ 또는 ‘g’으로 표시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02.22.)

□ 우루과이, 중국으로 보리, 옥수수 등 수출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우루과이산 보리(2월 15일), 옥수수(2월 18일) 수입이 인정됨. 

-지난 2018년 12월 중국 해관총서에서 우루과이를 방문하여 우루과이 대통령

(Vazquez)과 중국으로 보리 및 옥수수의 농산물 수출에 대해 합의한 바 있음. 

-이는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로 인해 중국이 식량 공급원을 다

각화하기 위한 방침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18년 기준 우루과이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보리의 수출액은 약 194만 달러

로 이는 전체 대중수출액의 약 1.2%를 차지하며, 옥수수 수출액은 약 25만 달러로 

전체 대중수출액의 약 0.1%에 지나지 않음. 

-이번 농산물 수출의 효과가 본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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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에서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주요 무역상대국으로서 부상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우루과이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품목은 대두가 43.6%, 냉동쇠고기

가 32.6%으로 향후에도 주요 농산품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biznews/2019/02/3e8d48b1bccd904b.html) 

(2019.02.20.)

 3. 유럽

 □ 프랑스 정부, 농업인 수익 위해 식품유통법 제정

▪최근 프랑스 내 대형 유통업체 간의 가격경쟁이 극심함.  대형 유통업체들이 불법적으

로 손해를 보면서도 판촉을 진행하는 일이 반복되며 업체 간 불화가 조장됨. 

▪공급자와 유통업체 간의 비정상적인 가격 협상은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프랑스가 유독 

심각한 상황임.

▪최근 10여 년 동안의 유통과정별 식품 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 유통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긴장감을 확인할 수 있음.

▪유통업체의 가격변화는 거의 없으나, 농산물 생산자 가격은 변화가 심한 편임.

▪2016년 이후 2년 동안 농산물 생산자 가격은 약 7% 상승했으나, 대형 유통업체 

가격은 약 0.6% 상승에 불과함.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명 브랜드의 인기상품을 대폭 할인해서 판매하고, 농산물 등 

다른 품목의 도매가를 낮추어 수익을 크게 남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프랑스 정부는 유통업체 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주목함.

▪공급자의 최소한의 이익과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 및 식품법」이 제정됐

고, 2019년 2월 1일부터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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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의 상품 재판매 마진율(수익률)을 최소 10% 이상으로 강제함. 프랑스는 이미 

1996년, 유통업체가 도매가격 이하로 상품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가격하한선을 

법제화했으나, 유통업체와 공급자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됨. 

-이에 상품 마진율을 최소 10% 남긴 가격으로만 재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예를 들어, 도매가가 1유로인 상품이 이전에 최소한 1유로에 판매됐다면, 2월 1

일 이후로는 최소 1유로 10센트에 판매돼야 함.

▪가격경쟁이 가장 심한 뉴텔라(Nutella), 코카콜라 등의 인기상품에서 유통업체의 마

진율을 의무적으로 높여, 농산물에서의 마진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기존에는 유통업체에서 제조업체, 생산자의 순으로 내려오며 가격이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생산자연합이 발표한 생산비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함. 

▪식품 프로모션 가격을 제한함. 

-식품 판매에서 ‘1+1 프로모션’을 금지하고, ‘2+1 프로모션’만 가능하도록 함.  

▪가장 큰 영향은 가격변동으로 식료품 가격이 약 4% 오르는 결과로 이어짐.  

-그 동안 유통업체 마진율 0%였던 상품들은 자동적으로 10% 인상됨. 

-프랑스 농림부에 의하면, 1만 3,000개 슈퍼마켓의 500개 상품과 하이퍼마켓 2

만여 곳 상품 800개 가격이 약 4% 상승함.  

▪코카콜라(Coca-Cola), 뉴텔라(Nutella), 리카르(Ricard), 프레지던(Président) 브

랜드의 버터와 치즈 등이 대표적으로, 유통업체들은 반대급부로 같은 군의 자체브랜

드 상품 가격을 인하하고 있음. 

▪프랑스 상원 발표에 따르면, 이 법안의 장단점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비슷한 편임.

▪생산자로부터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긍정적 영향으로, 2019년 2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유통업체, 제조업체, 생산자 간의 가격 협상의 수가 예년에 비해 

많아졌다는 평가가 있음. 

-그러나 가격 상승의 수혜자가 생산자가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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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그룹 Nielsen에 따르면, 식품산업에서 중소기업들은 최근 5년 간 약 80%의 

성장률을 보임. 

-식품산업 중소기업조합(FEEF)은 “이 법안으로 유통업체들은 마진율이 큰 다국

적 기업 상품만을 취급하려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프랑스 정부의 상품 할인율에 대한 제재가 커져 가격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든 상황임. 이에 가격 프로모션 이외의 다른 마케팅 방법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됨.

▪프랑스 식품산업의 트렌드는 점점 가격보다는 유기농, 로컬푸드와 같이 품질과 친환

경성으로 흐르고 있음. 프랑스 소비자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유기농 상품을 구매하

는 추세이며,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기농 전문 매장을 개설하거나 일반매장에서도 

자리를 넓히고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02.28.)

 

 □ 터키, 치솟는 물가에 식료품 값 20년 만에 최고 기록

▪터키 재무장관(Berat Albayrak)에 따르면 2019년 1월 터키 식료품 값 상승률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터키 리라화 가치 폭락, 주요 농업지대인 앙카라의 연이은 홍수, 반정부 세력의 시장 

개입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식료품 값이 상승함.

▪앙카라와 이스탄불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가지, 오이, 토마토의 월 가격 상승률은 각 

81%, 53%, 39%에 이를 정도로 식료품 전반에 있어 상당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농산물을 원산지에서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50% 할인된 

가격에 직접 판매하는 유통채널을 개설하는 등 식품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선언함.

▪이와 더불어 등록되지 않은 식료품을 높은 값에 판매하거나 유통 과정에서 부조리를 

저지르는 88개 업체에 대해 약 4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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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며 식품유통을 관리할 정도로 터키의 식품시장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터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은 싼 값에 식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한편 무고한 중간 상인들은 정부의 유통망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잃는 

피해를 볼 수 있음.

▪현재 리라화의 가치 하락으로 터키는 농식품 수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내수 

농식품 시장도 여러 요인으로 어렵기는 마찬가지임.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농식품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터

키 식품시장을 장기적으로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음. 

※ 자료: 한국농수식품유통공사(2019.03.03.)

 4. 아프리카

 □ 탄자니아 정부, 가공 전 농산물 수출 금지 조치

▪탄자니아 정부, 가공 전 캐슈넛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함. 탄자니아는 나이지리아,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에 이어 아프리카 4위 캐슈넛 생산국이자 세계 8위 생산국임.

▪수출 금지 조치 전의 가공 전 캐슈넛(raw cashew nuts)을 통한 외환 수익은 담배, 

커피, 목화, 차(茶) 등 다른 주요 현금 작물을 합한 금액을 초과함.

▪탄자니아 캐슈넛 수출량은 전체 동아프리카 수출량의 75% 이상을 차지함. 가공 전 

캐슈넛은 베트남, 인도 등으로 수출되어 가공과정을 거침.

▪2018년 11월 수출 금지 조치로 캐슈넛은 국내가공을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해짐. 

이는 상품가격에 부가가치를 더해 더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기 위한 것임.

▪기존에는 생산량 중 90% 이상이 수출되었으며 국내 가공량은 10% 미만이었음. 

-탄자니아 내에는 23개의 캐슈넛 가공공장이 있지만 현재(2018년 12월 기준) 8개 

공장만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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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11월 생산자들로부터 22만 톤의 캐슈넛을 구매했다고 발표함. 

-이는 캐슈넛산업이 민간산업에서 정부운영산업(Operation Korosho)으로 전환

되었음을 시사함. 

-이 캐슈넛 또한 가공과정을 거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탄자니아 정부는 캐슈넛생산자들의 소득지원 차원에서 기존의 가격에서 94%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함. 

- 캐슈넛 생산자들은 낮은 판매가격으로 인한 적자 증가를 이유로 판매 중단을 선

언한 바 있음.

▪캐슈넛 상인들은 생산자로부터 캐슈넛을 직접 구입할 수 없고, 정부 기관(Cereals 

and Other Produce Board of Tanzania, CPB)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음. 

-이에 캐슈넛 가격 상승으로 유통 및 수출에 종사하는 소상인들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향후 캐슈넛 수출을 위해서는 캐슈넛위원회(Cashew Board of Tanzania, 

CBT)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할 것임.

▪정부는 캐슈넛 가공기술을 보유한 현지 및 외국기업과의 협업 의사를 표명함.

▪탄자니아농업개발은행(TADB) 관계자는 “정부의 캐슈넛산업 보호조치에 따라 농업

개발은행도 캐슈넛 가공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할 계획이 있다”라고 언급함.

▪캐슈넛에 이어 가공 전 커피 수출을 금지할 것임.

▪탄자니아 커피산업 종사자 수는 전체 인구의 7%인 56만 명으로 추정됨. 직접 생산자

인 45만 가구의 소작농들을 비롯해 가공 및 유통업 종사자 포함한 것임.

▪2018/19 시즌 생산량은 전 시즌인 2017/18 시즌 생산량 대비 약 20% 증가한 22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잉여 생산량은 최대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탄자니아 정부는 지난 1월, 탄자니아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국내 가공 후에만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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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전 캐슈넛 수출 금지 조치와 더불어 상품 작물의 부가가치를 더하여 높은 가격으

로 수출하기 위함임.

▪탄자니아는 아라비카(Arabica)종과 로부스타(Robusta)종을 모두 생산하고 있음.

▪마일드 아라비카는 전체 생산량의 70%, 하드 아라비카 및 로부스타가 30%이며 각각 

습식 방식(Wet process)과 건조 방식(Dry process)에 따라 가공됨.

▪습식 방식은 커피열매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 뒤 원두를 수조에 넣어 발효시키는 

가공 방식임. 건조 방식은 커피열매를 햇빛에 건조시키는 전통적인 가공방식임.

▪탄자니아의 2018/19 시즌 수출은 전년 시즌인 2017/18 시즌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가공 전 커피 수출 금지 조치로 수출 증가 불투명함. 

-가공 전 커피 수출액은 전체 커피 수출액의 97.5%를 차지함.

▪캐슈넛과는 달리 가공 후 커피 수출액이 증가 추세를 보인바 있어 수출 타격은 캐슈넛

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수출 금지 조치와 더불어 생산량 증가 방안도 함께 제시함. 

- 2월 말까지 한 블록 당 20만 개 이상의 묘목을 심어야 하며 농업부에서 감찰을 

실시할 예정임. 

-또한 커피 생산자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은 농업협동조합(AMCOS)을 강력 처

벌하는 등 생산된 커피에 대한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정부는 현지기업들에게 국내 커피 가공시설 설립 장려 중임.

▪농업은 탄자니아의 최대 산업으로 수출의 60%, GDP의 40%를 차지하며 전체 노동인

구의 80%가 종사하고 있음. 

-이 중 7대 현금 작물인 캐슈넛과 커피는 각각 탄자니아 수출 2, 5위 품목으로 

전체 수출의 12.9%와 3% 차지함.

▪정부는 국가 주요산업인 농업분야 발전 및 보호 시행 노력 중이며, 그 중 현금작물인 

캐슈넛 산업과 커피산업에 대한 조치를 가시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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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슈넛 및 커피 가공시설 투자가 확대될 전망임.

▪탄자니아 수출 2위 품목이던 캐슈넛 수출 타격으로 달러 소득이 급감해 정부차원에서 

가공시설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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