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계
농
업

제
2
2
4
호

2
0
1
9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

4
월
호

03-2019-04

제224호
4월호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Ⅱ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반려동물산업Ⅰ

2019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el. 1833-5500      

Fax. 061-820-2211

E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손 학 기 연 구 위 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이 명 기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 대 석 부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 명 근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전 남 대 학 교 김 윤 형 교  수

충 남 대 학 교 한 석 호 교  수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김 경 필 선임연구위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허    덕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 형 진 선임연구위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마 상 진 연 구 위 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김 종 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학 균 연 구 위 원



 03-2019-04
2019
제224호

4월호



｢세계농업｣은 홈페이지(https://www.krei.re.kr/wldagr/index.d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담 당 >

 김수석 명예선임연구위원  soosuk@krei.re.kr (Tel. 061-820-2284)

 김상현 부 연 구 위 원  sanghyun@krei.re.kr (Tel. 061-820-2280)

 홍예선 연    구    원  hongye0330@krei.re.kr (Tel. 061-820-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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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호의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에는 지난 호에 이어 연속되는 기획주제로 OECD의 2018

년도 농업정책평가가 게재되었다. 이번에는 특히 전형적인 농업강국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회원국들(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

국, 터키, EU)의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가 소개된다. 이러한 평가자료를 통해 이들 국가들의 

농업 현실과 추진되는 농정 동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런 개괄적 

분석이 갖는 한계를 보게 되면서 한걸음 더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농지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보면서 보다 구체적인 추진실

태와 진행경과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다.

  농식품산업 동향으로 소개된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은 반려동물 부문이 급속도로 성장하

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반려동물에 대한 접근에는 산업적 측면과 함께 

동물복지와 같은 동물에 대한 고려와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을 이 연구가 보여준다.

  국가별 자료로 일본의 산림‧임업정책이 소개되었는데, 일본의 임정은 확실히 우리나라보

다 앞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정책 추진도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체계적인 산림육성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실천, 그리고 산림경영방식의 

변화가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주요 시사점이다.

  농업용수 고갈에 대한 국제포럼의 토의내용을 소개한 연구자료는 연구내용도 흥미롭지

만 분석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제시한 점이 가장 크게 눈에 띤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들이 ‘세계농업’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국제농업정보에 소개된 ‘미국 농업전망 2019’는 2019-2028년 기간 동안의 미국 농업을 

전망한 것인데,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번 호에서 다루어지는 개략적인 소개와 별도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 소개가 5월호와 6월호에 걸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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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EU

민 경 찬 * 1)

1. 아이슬란드 농업정책평가

1.1. 농업부문 지원 

  아이슬란드의 농업부문 지원은 세계 시장가격의 상승과 아이슬란드 화폐(Króna) 가치의 

극심한 평가 절하로 인해 줄어들었으나 다른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농업 정책 개혁은 1990년대 중반 양고기 부문에 대한 생산비연계직불금(decoupled 

payments) 확대, 낙농업부문 쿼터시장 확립과 함께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15-17년 아이슬란드의 총 농가 수입의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는 약 58%로, 전체 OECD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 아이슬란드의 PSE는 총농업지지추정

치(Total Support Estimate, TSE)의 96%에 해당하며, TSE는 최근 몇 년간 국가 GDP의 1.2%

를 차지했다.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eneral Services Support Estimate, GSSE)는 TSE의  

4%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절반은 검역 및 공공비축과 관련한 지출이었다.

  아이슬란드의 농업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가격을 유지하는 시장가격지지조치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장가격지지는 주로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의 소득 이전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생산요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재정 지원 시스템으로 보충된다. 2015-17년 

아이슬란드의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 MPS)는 PSE의 55%를 차지한다. 나머지 

PSE의 대부분은 낙농업자에 대한 생산연계 지불금과 양고기 생산자에 대한 생산비연계 

지불금이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아이슬란드 TSE의 80%는 생산과 무역을 잠재적으로 가장 

왜곡된 형태로 제공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minkc@krei.re.kr). 본고는 OECD에서 발간한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8” 중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번역·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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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이슬란드 농업부문 지지 추정치

단위: 백만 USD, %

구 분 1986-88 1995-97 2015-17 2015 2016 2017p

농업생산액 236 153 289 260 292 316

농업소비액 205 144 233 224 254 220

생산자지지추정치(PSE) 193 131 225 201 234 239

   시장가격지지(MPS) 179 67 123 111 133 125

%PSE 77.2 60.4 57.6 57.4 59.6 55.7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18 14 10 8 11 11

%GSSE 6.9 9.2 4.3 3.9 4.6 4.5

소비자지지추정치(CSE) -112 -59 -115 -102 -124 -120

농업부문 총지지추정치(TSE) 257 150 235 210 246 251

%TSE(GDP 대비 비중) 4.9 2.0 1.2 1.2 1.2 1.1

자료: OECD (2018)

  아이슬란드의 생산자지지추정치 비중(%PSE)은 1986-88년과 2015년-17년 사이에 20%p 

감소했다. 그러나 여타 대부분의 OECD 국가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총 PSE의 80%는 

잠재적으로 왜곡 가능성이 높은 지원에 해당한다. 2017년 %PSE는 시장가격지지(MPS)의 

감소에 따라 줄어들었다. 아이슬란드 농민들이 받는 실효가격(effective price)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적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세계 시장 가격의 두 배에 이른다. 

<그림 1>  아이슬란드 농업부문 지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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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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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가격지지는 단일품목이전(Single Commodity Transfers, SCT)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닭고기, 달걀 및 양모 부문은 총 농가 수령액의 70% 이상이 SCT에서 파생된다. 전반적으로 

전체 PSE의 98%를 SCT가 차지한다. 농업 총부가가치 대비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는 

1986-88년 2.8%에서 2015-17년 0.9% 수준으로 감소했다. GDP에서 농업부문 지원이 차지

하는 비율도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감소했으며, TSE의 95% 이상이 개별 농민에게 제공됐다.

<그림 2>  아이슬란드 PSE 변화 세분(2016-17)         <그림 3>  아이슬란드 품목별 SCT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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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2018)

1.2. 주요 정책 변화

  아이슬란드는 정부와 농민협의체 간의 이전 합의가 만료된 이후, 10년(2017-26년) 동안의 

새로운 협약이 체결됐다. 이 협약에 대한 검토가 2019년과 2023년에 있을 예정이다. 새로운 

협약의 주요 변경 내용은 낙농업과 양고기 부문이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우유 쿼터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2019년까지 유제품 생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둘째는 양고기 생산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와 품질 관리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특정 농업부

문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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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가 및 제언

  아이슬란드는 정부와 농민협의체 간의 다년간 협약이 유지‧적용되면서 농업 정책의 변화

가 제한적이었다.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양고기 직불금 확대와 낙농업 쿼터시장 확립 정책이 

효율성을 높이고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농가에 대한 지원은 다른 OECD 국가들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더욱이 농가에 대한 지원 대부분이 잠재적으로 왜곡된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생산자들이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원 수준을 낮추고, 왜곡된 형태의 지원방식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경 

보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생산 비연계 방식의 지원을 늘리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근 

일부 농산물의 국경 보호를 감소시키는 데 진전이 있었으나 많은 농산물, 특히 육류, 유제품, 

화훼부문 등의 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복잡한 비종가세를 매기고 있다. 환경규정 

이행에 따른 양 목축업의 품질 규제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공공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농업 지식 및 정보시스템 등의 혁신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2017-26년 농업 정책 틀에 대한 아이슬란드 정부와 농민협의체 간의 새로운 합의는 농업

부문이 시장 경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개혁 과정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유제품 및 양고기부문에 대한 지원 축소, 2019년에 있을 쿼터시스템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기적인 기후 변화의 영향은 아이슬란드 농업에 유리할 수 있겠으

나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해충 증가로 아이슬란드 농업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노르웨이 농업정책평가

2.1. 농업부문 지원

  노르웨이의 농업부문 지원은 완만하게 줄어들었으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한 주요 정책으로는 국경 조치, 예산 지원, 국내 시장 규제 등이다. 

최근 노르웨이의 총지지추정치(TSE)는 GDP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생산자지지추

정치(PSE)는 총 농가 수입의 57%를 차지하며 OECD 평균의 세 배에 해당한다. 일반서비스지

지추정치(GSSE)는 TSE의 5%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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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가격지지(MPS)는 주로 국경보호에 의해 이루어지며 노르웨이 PSE의 주요 구성요소

이다. 2015-17년 동안 PSE에서 MPS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6-88년과 비교해서 단 2%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생산 및 무역에 대한 잠재적으로 왜곡된 지원 비율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개별 상품에 기반한 지원(주로 시장가격지지)이 

PSE의 60%를 차지하며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된다. 

<표 2>  노르웨이 농업부문 지원 추정치
단위: 백만 USD, %

구 분 1986-88 1995-97 2015-17 2015 2016 2017p

농업생산액 2533 2760 3775 3752 3780 3794

농업소비액 2610 2746 3861 3868 3847 3869

생산자지지추정치(PSE) 2801 2910 3132 3262 3235 2899

   시장가격지지(MPS) 1354 1276 1445 1532 1581 1221

%PSE 70.4 66.3 57.3 59.5 59.5 53.0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129 148 163 164 157 166

%GSSE 4.1 4.7 4.8 4.7 4.5 5.3

소비자지지추정치(CSE) -1333 -1261 -1512 -1588 -1631 -1317

농업부문 총지지추정치(TSE) 3150 3140 3388 3517 3492 3155

%TSE(GDP 대비 비중) 3.4 2.0 0.9 0.9 0.9 0.8

자료: OECD (2018)

  노르웨이의 %PSE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7년 농가 지원 수준은 달러화의 국경 

간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줄어들었으며, 2015-17년 농민들이 받는 실효가격은 평균적으로 

세계 시장가격의 1.8배에 달한다. 단일품목이전(SCT)은 총 PSE의 39%를 차지하며, 상품의 

총 수익에서 SCT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30%를 넘는다. 노르웨이의 GSSE는 

OECD 평균 수준에 해당하며, GDP에서 농업부문 총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에 따라 

크게 감소했다. 농업총지지추정치(TSE)의 약 92%가 PSE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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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노르웨이 농업부문 지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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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2018), “Producer and Consumer Support Estimates”, OECD Agriculture statistics (database)

<그림 5>  노르웨이 PSE 변화 세분(2016-17)       <그림 6>  노르웨이 품목별 SCT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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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 정책 변화

  노르웨이 정부는 2016년 12월 백서를 통해 농정 개혁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듬해 4월 

의회에서 해당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다수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전반적인 시장 규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지원 프로그램의 수를 줄이고, 단순화하여 

농업부문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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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평가 및 제언

  노르웨이의 농업 정책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농정 개혁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가격 왜곡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노르웨이의 농업은 OECD 

내에서 가장 보호받고 있다. 납세자 및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혁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 농업은 세계 시장에 대한 노출을 높이고, 

보다 생산적인 농업으로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4월 의회에서 논의한 

개혁안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첫 단계로써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한 환경과세(Environmental taxation)제도

를 농업부문에서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 자원을 관리·유지하면서 

농업 생산성 증가를 추구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업 

지식과 혁신시스템을 위한 공공서비스부문의 지원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러시아 농업정책평가

3.1. 농업부문 지원

  2015-17년 러시아의 생산자지지추정치(PSE)는 총지지추정치(TSE)의 약 86%를 차지한다. 

TSE의 12%는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가, 나머지 2%는 소비자지지추정치(CSE)가 차지

한다. PSE는 오랜 기간 가변적이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총 농업생산액의 12~15%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시장가격지지(MPS)와 생산물과 가변 투입재 사용에 대한 보조금이 

PSE의 큰 비중(74%)을 차지하며 가장 왜곡된 형태의 지원이다.

  2015-17년 동안 러시아의 TSE는 GDP의 0.8%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 비율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낮은 수치이며 전체 GDP 성장과 농업부문의 쇠퇴가 반영된 

결과이다. 총 지원액의 41%는 납세자, 59%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되었는데, 농업부문에 대한 

소비자 지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이 국제 수준보다 평균 10%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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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러시아 농업부문 지원 추정치

단위: 백만 USD, %

구 분 1995-97 2015-17 2015 2016 2017p

농업생산액 39322 71479 69559 67732 77147

농업소비액 48261 71617 70371 67298 77183

생산자지지추정치(PSE) 7857 9944 9477 10492 9864

   시장가격지지(MPS) 2592 6407 5498 7068 6657

%PSE 17.9 13.3 12.9 14.7 12.3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1846 1388 1613 1192 1369

%GSSE 19.8 11.9 14.1 10.0 11.9

소비자지지추정치(CSE) -3600 -7487 -7125 -7868 -7468

농업부문 총지지추정치(TSE) 9705 11571 11430 11872 11411

%TSE(GDP 대비 비중) 2.5 0.8 0.8 0.9 0.7

자료: OECD(2018)

  러시아의 %PSE는 약 13%로 OECD 평균보다 낮고, 1995-97년에 비해 하락했다. 왜곡가능

성이 높은 지지 비율은 1995-97년 전체 PSE의 77%에서 2015-17년 74%로 약간 감소했다. 

생산자지지추정치(PSE)는 최근 연도에 18%정도 감소했는데,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완

만하게 상승하면서 시장가격지지(MPS)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림 7>  러시아 농업부문 지원 변화 

농가 총수입

대비 PSE

(%PSE)

PSE 대비 가장

왜곡 가능성이

높은 지지 비중

국경 가격 대비 

생산자 가격 비율

(생산자 명목보호계수)

농업 총부가가치

대비 GSSE 비중

GDP 대비 

TSE 비중

 1995-97        2015-17

자료: OECD(2018)

  농민들이 받는 실효가격은 세계시장가격보다 평균 10% 높으며, 1995-97년에 비해 1%포인

트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축산물, 설탕, 오일시드 등의 국경 보호와 과세로 왜곡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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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년 단일품목이전(SCT)의 PSE 점유율은 72% 수준이었다. GSSE는 부가가치 감소에 

비례하여 2.3% 수준까지 하락했다. 1995-97년 지원의 3분의1 수준에 해당하며 이는 1990년 

중반의 생산량이 회복됨에 따라 농업생산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5-17년 GDP 

대비 총지지추정치(TSE) 비중은 1995-97년의 2.5%에서 0.8%로 감소했으며 주로 총 GDP가 

성장한 결과이다.

<그림 8>  러시아 PSE 변화 세분(2016-17)           <그림 9>  러시아 품목별 SCT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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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3.2. 주요 정책 변화

  2017년 러시아는 2013-20년 농업 발전을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 개정을 통해 농업 수출 

잠재력 개발을 위한 새로운 하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전 프로그램을 광범위한 목적의 

다양한 보조금으로 재편성했으며 실행을 단순화하고 지역별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2018년에도 전년도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여 지난 2년간 높은 곡물 수확량을 기록했으며 

국가 간 곡물 운송에 대한 관세가 감소했다. 곡물에 대한 정부 개입이 우선 이루어졌는데, 

최초로 농업 생산에 불리한 지역이 공포되고 2014년에 도입된 다수 국가에 대한 수입 금지가 

2018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의 당사국

인 러시아는 새로운 EAEU 세관 기준을 비준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및 기술무역규정(TBT) 분야에서 다수의 EAEU 규정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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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평가 및 제언

  러시아가 현재 진행 중인 2013-20년 농업 발전을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은 농업 생산량 

증가와 농식품 수입대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중반 이후 정치적으로 

농식품의 자급자족 및 수입대체 정책이 강화되었으나, 가장 최근에는 동식물 위생검역 개선 

및 시장 조사, 홍보에 중점을 두고 농업수출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지역 제품의 품질 기준을 높이고 필수 농식품에 대한 외부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내 정책은 전통적으로 농업부문 재정지원을 높이는 데 집중되었다. 자급자족

에 대한 강력한 정부 정책은 수입 경쟁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했으며, 원예, 농업 

마케팅, 식품 유통 인프라 구축 등이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가 되었다. 국내 종자 생산 및 

가축 육종의 개발 또한 자급자족 정책의 일부로서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공은 관련 R&D 사업의 자금 조달 및 국제 협력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달려있다.

  지원예산 책정과 중앙 정부에서 지역으로의 권한 이전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

다. 지방정부는 지출을 할당하는 데 보다 큰 자율성을 얻게 됐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예산 합리화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지원항목 변경은 아직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수입 대체 및 수출 품목 개발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농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R&D, 지식 이전, 인프라 구축, 농장 

및 가축 건강 시스템과 같은 장기 생산성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농촌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나, 농촌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인적 자본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스위스 농업정책평가

4.1. 농업부문 지원

  스위스는 농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으나 지원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15-17년 생산자지지추정치(PSE)가 농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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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보다 세 배 가량 높다. 스위스 농업부문 지원의 주요 요소는 시장가격지지(MPS)

로 평가 기간 스위스의 MPS는 PSE의 80%에서 50%로 감소했다. MPS 감소는 국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가격 격차가 줄어들고 국제가격이 달러 약화로 하락한 결과이다.

  스위스는 감소한 MPS를 부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준수한 농장에게 상당한 

직접지불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직불금은 1980년 농가 지원의 20%에서 현재는 약 50%까지 

증가했다. 식량안보를 위한 지대별 직불,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 환경 및 동물 복지와 

관련된 직불 등으로 구성된다.

<표 4>  스위스 농업부문 지원 추정치

단위: 백만 USD, %

구 분 1986-88 1995-97 2015-17 2015 2016 2017p

농업생산액 7966 9086 8811 8884 9035 8514

농업소비액 9379 10312 10067 10153 10458 9590

생산자지지추정치(PSE) 6739 7175 6909 7339 7269 6119

   시장가격지지(MPS) 5807 5215 3393 3789 3788 2603

%PSE 75.6 65.1 56.0 59.0 58.1 50.9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431 461 742 761 733 731

%GSSE 5.5 5.4 9.7 9.4 9.2 10.7

소비자지지추정치(CSE) -6459 -5763 -3870 -4259 -4333 -3019

농업부문 총지지추정치(TSE) 7870 8465 7655 8105 8006 6855

%TSE(GDP 대비 비중) 4.2 2.6 1.1 1.2 1.2 1.0

자료: OECD(2018)

<그림 10>  스위스 농업부문 지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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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S는 품목별로 격차가 큰데, 달걀과 닭고기의 단일품목이전(SCT)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MPS의 주요 구성 요소인 SCT는 총 PSE의 55%를 차지한다.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는 

농업 부가가치에 비례하여 상승 추세를 기록했으며, 이 보고서 상에 다루는 다른 국가들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위스 농업부문 총지지추정치(TSE)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감소하여 2015-17년 기준 총 GDP의 약 1%를 차지했다. 농업부문 지원의 약 90%가 개별 

농가에게 제공되었다.

<그림 11>  스위스 PSE 변화 세분(2016-17)           <그림 12>  스위스 품목별 SCT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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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2018)

4.2. 주요 정책 변화

  스위스는 2014-17년 동안 추진되었던 농업 정책이 2018-21년 동안 특별한 변화 없이 

확대되었다. 2018-21년 농업부문 예산은 2014-17년 대비 1.7% 감소했는데, 농가에 대한 

금융 지원을 30% 줄이면서 생산 기반과 사회적 지원을 확충하였다. 국경 보호에 대한 별도의 

개혁은 없었으며 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했다.

4.3. 평가 및 제언

  식량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직불금 지급보다는 농업 경쟁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우유의 가격 통제 및 쿼터제를 폐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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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우유 계약 가격 및 공급량이 모든 생산자에게 의무화되

어 있고 이 규정은 2021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폐지된 생산 쿼터제 또한 사실상 

다른 생산관리 메커니즘으로 대체되었다.

  스위스 농업 대부분은 어려운 자연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 지원정책은 

부족한 생산량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시장실패를 다루는 정책과 소득 

문제를 다루는 정책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특정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는 달리 경제 전반에 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스위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를 줄이는 데 몇 가지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일부 

환경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으며 특히 질소 등의 영양분 공급 과잉 문제가 있다.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동물 복지 관련 기존 규정 등의 일부 목표들은 현재 준수 요구사항을 

필수 규제에 통합하여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스위스는 2021년까지 2013-17년에 적용되던 직불시스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21

년 이후 직불시스템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를 충족시키고 국경 보호를 줄이기 

위한 나은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및 납세자가 가장 적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여야 한다.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서 스위스는 농업부문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17년 12월 스위스 의회는 2021-30년의 기후 정책을 개정하여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50% 이하로 감축하려는 목표를 채택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업 생산과 

소비를 포함하여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전체적인 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5. 우크라이나 농업정책평가

5.1. 농업부문 지원

  우크라이나의 농업부문 총지지추정치(TSE)은 시장가격지지(MPS)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

난 30년 동안 상당히 가변적이었다. 지난 2013년 이래로 세제 혜택이나 투입재 지원, 가격 

보호 등의 생산자 지지는 감소했으며 수출품목에 대한 암묵적인 과세 지원 일부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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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생산자 가격은 세계 수준보다 낮은 편이지만, 육가공품이나 설탕 

등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상품의 가격 보호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

(GSSE)는 2012년 이래 그 절대량과 비율 모두 크게 감소했다. 현재 GSSE는 전체 농업 부가가

치의 1.1%에 해당하며 1990년대 중반의 1/4수준이다. 주로 농업학교 지원과 검역 및 통제 

서비스에 사용된다.

<표 5>  우크라이나 농업부문 지원 추정치
단위: 백만 USD, %

구 분 1995-97 2015-17 2015 2016 2017p

농업생산액 13085 26848 25701 26354 28488

농업소비액 9090 15876 16042 16171 15415

생산자지지추정치(PSE) -1169 -2112 -2016 -2278 -2043

   시장가격지지(MPS) -1823 -2720 -3129 -2799 -2234

%PSE -7.5 -7.7 -7.5 -8.5 -7.1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303 121 115 110 139

%GSSE - - - - -

소비자지지추정치(CSE) 1950 1701 1813 1903 1387

농업부문 총지지추정치(TSE) -866 -1991 -1901 -2168 -1904

%TSE(GDP 대비 비중) -1.6 -2.0 -2.1 -2.3 -1.8

자료: OECD (2018)

  지난 5년간 우크라이나의 생산자지지추정치 비율(%PSE)은 1995-97년의 평균 수준과 비

슷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유지했다. 암묵적 과세는 대부분의 수출 제품에 대한 

시장 가격 절하로 작용했으며, 결과적으로 생산자 가격 수준은 기준 가격의 평균 수준보다 

거의 10% 포인드 낮았다. 낮은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7년 농업부문 지원 수준은 높아

졌다. 평균적으로 농가들이 받는 가격 수준이 기준 가격에 더 가까워졌는데 높은 세계 시장 

가격과 우크라이나 화폐(Hryvnya)의 평가절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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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우크라이나 농업부문 지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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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곡물, 해바라기씨, 설탕 및 우유 등의 품목에서 암묵적인 세금이 부과된 반면, 육류와 

달걀은 총 농가 수입의 약 4~13%가 SCT가 차지했다. GSSE는 크게 감소하여 이 보고서에 

제시된 대부분의 국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농업부문의 지원은 마이너스 

PSE에 의해 좌우되었으며 2015-17년 동안 GDP의 –2%에 해당했다.

<그림 14>  우크라이나  PSE 변화 세분(2016-17)         <그림 15>  우크라이나 품목별 SCT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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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

5.2. 주요 정책 변화

  우크라이나의 내수 정책 대부분은 2017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부가가치세 

누적 시스템이 폐지되면서 크게 변화하였다. 이 시스템은 농업생산자가 투입재 구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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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상품 판매액의 부가가치세를 누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였다. 2017년 이를 

폐지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투입재 구매에 사용할 수 있었

던 금액에 비례하여 ‘개발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개발보조금은 기존 시스템으로 제공되

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었다. 가축, 과일, 와인 및 베리류에 대한 특별 보조금도 

지원되었다. 이 보조금은 가축사육 및 육묘, 설비 및 저장고 등 투입재와 이전 연도의 부채 

상환용으로 사용됐다.

  2016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규 서비스 예산은 절반 

넘게 증가했지만, 수의학 및 식품 위생 서비스를 위한 지원은 2015년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EU-우크라이나 간의 심층적, 포괄적 자유무역지대(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의 차원에서, 2017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EU의 자율무역 우선권이 

발효되었다. 따라서 최대 3년 동안 우크라이나로부터 EU로의 농산물에 대한 면세 수입 

쿼터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캐나다-우크라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이 2017년 발효되면서 

농산물을 포함한 대다수 품목의 수입관세 철폐가 진행될 예정이다.

5.3. 평가 및 제언

  우크라이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곡물과 우유의 생산자 가격은 세계 가격 수준보다 

상당히 낮게 유지된다. 공식적인 수출 제한 및 부담금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지만, 정부와 

곡물 수출업자협회 간의 최대 수출량에 대한 양해각서는 국내 생산자가 국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무역 왜곡이며 가장 효율적인 농업

부문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EU-우크라이나 간 DCFTA가 마이너스 

MPS를 어느 정도 줄이고 있지만, 물류 및 운송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수출 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간접적으로 투입재 매입을 지원하던 부가가치세 축적 시스템을 폐지하면서 해당부문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개발보조금에 의한 일시적 대체는 과거에 비해 효율적이나 부문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규모 면에서 더 작다. 따라서 농업부문 융자를 포함하여 투입재 

시장이 잘 기능하도록 농민들의 투입재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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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 동안 우크라이나 농업은 총 생산성의 성장으로 이익을 얻었으나 경제 여건 

및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본스톡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거시경제로의 회귀와 

정치적 안정은 우크라이나 농업부문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

한 요소가 될 것이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우크라이나의 국가결정기여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의 60%를 초과하지 않도

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우크라

이나 농업부문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4-15년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 악화는 우크라이나의 일반서비스지지를 계속해서 제한

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했다. 위생 및 식물 검역은 수출지

향적 농업의 핵심 서비스이며 EU SPS의 요건 준수를 위한 진전이 필요한 부문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향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분야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과 지식 혁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6. EU 농업정책평가

6.1. 농업부문 지원

  EU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왔다. 새로운 농업부문 

지원 수단으로 생산비연계 직불금이 늘어났으며, 가격 왜곡은 크게 줄어들었다. 동시에 

많은 직불금이 환경 기준 준수에 사용되었다. 생산자에 대한 지원 중 약 50%의 지원은 

의무적인 환경 제약 조건에 따르며 8%의 추가 지원은 의무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자발적인 

환경 계획 준수에 적용된다. 

  생산자지지추정치 비중(%PSE)은 2010년 이후 약 20%선으로 안정되었다. 이 중 생산비연

계 직불금 지원이 약 45%를 차지한다. 생산과 연계한 지원은 2017년 감소했는데, 이는 

정책 변화가 아니라 주로 농산물의 세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장가격지지(MPS) 감소에서 

비롯됐다. 총농업지지추정치(TSE)의 약 88%가 생산자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12%는 일반서

비스지지추정치(GSSE)로 지식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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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EU 농업부문 지원 추정치

단위: 백만 USD, %

구 분 1986-88 1995-97 2015-17 2015 2016 2017p

농업생산액 233558 295609 418546 417082 404209 434349

농업소비액 208051 284566 441318 433001 428795 462158

생산자지지추정치(PSE) 97379 116953 95636 93771 99987 93150

   시장가격지지(MPS) 82606 67147 19503 17245 22284 18978

%PSE 39.2 33.8 19.3 19.0 20.7 18.3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914 10636 11144 12171 10682 10580

%GSSE 8.2 8.1 10.3 11.3 9.6 10.1

소비자지지추정치(CSE) -72475 -58343 -18201 -15783 -19991 -18830

농업부문 총지지추정치(TSE) 111515 132551 107786 107267 111591 104501

%TSE(GDP 대비 비중) 2.6 1.4 0.6 0.7 0.7 0.6

자료: OECD (2018)

<그림 16>  EU 농업부문 지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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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적으로 농민들이 받는 실효가격은 세계 시장 가격보다 약간 높았다. 큰 차이를 보인 

품목으로는 소고기 및 송아지 고기, 가금류의 국내 가격이 세계 가격보다 20% 높았고, 쌀 

가격은 47% 높았다. 쌀, 쇠고기, 송아지 고기, 닭고기는 총 농가 수령액에서 SCT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이다. 전반적으로 SCT는 총 PSE의 20%를 차지한다. EU의 GSSE는 

OECD 평균 수준이었다. GDP에서 TSE가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에 따라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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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EU PSE 변화 세분(2016-17)              <그림 18>  EU 품목별 SCT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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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요 정책 변화

  2017년 EU의 주요 정책 개발은 옴니버스 규정을 포함한 CAP 2014-20의 완전한 이행과 

관련이 있다. 직접지불, 농촌개발, 공동시장 조직 및 수평적 규제에 관한 네 가지 CAP의 

단순화를 도입한 옴니버스 규정이 2017년 10월 16일에 승인되었다. EU 예산 집행 및 농업부

문의 재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의 설탕 생산 쿼터제 종료는 생산 및 무역 왜곡과 관련하여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유제품, 과일 및 채소, 축산부문은 시장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예외조치가 이루어졌

다. 낙농부문에는 정부 개입과 함께 개인 비축 및 자발적 공급관리 등의 지원이 있었다. 

추가적인 정책 패키지가 낙농 및 축산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여기에는 대량 생산, 

환경 및 기후친화적 생산, 농가 간 협력, 품질 및 부가가치 향상, 금융제도 교육,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과일과 채소부문에는 시장 철수, 보조금을 받지 않는 비수확

(non-harvesting), 녹색수확(green harvesting) 등의 예외적인 조치가 포함되었다. EU의 기

금 지원에 더하여 회원국들은 국가별 재정을 매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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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평가 및 제언

  EU의 정책 개혁은 지난 30년 동안 농업부문 지원 수준을 상당 부분 낮추고 구조를 개선하

는 데 효과가 있었다. 생산 비연계 직불금의 증가는 생산자들이 시장에 반응하고 독자적인 

생산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했다. 그러나 일부부문에서는 생산자 가격과 세계 

시장가격과의 괴리를 야기했다. 또한 잠재적으로 왜곡된 형태의 지원이 여전히 PSE의 25%

를 차지하고 있어 더 많은 시장 지향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은 양자 간 협정과 적용 관세율 축소로 인해 개선되었다. 그러나 

수입 및 수출 허가제, 관세율 쿼터 및 특별보호 장치가 여전히 여러 품목에 적용된다. 이런 

조치는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농업부문 지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CAP 2014-20의 

소농 제도와 초기 1헥타르에 대한 추가 지급액을 도입하도록 한 제도의 도입은 재분배 

효과는 있었으나 농업부문 구조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조치는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지원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생산자에 대한 약 50%의 지원은 의무적인 환경 제약 조건에 따르고 있으며 

자발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PSE 내에서 이러한 직불금의 비중

이 커지면서 좀 더 구체적 목표를 지원하는 방향성이 강조되고 있다.

  CAP 2014-20는 부분적으로 생산 및 무역 왜곡 지원의 하향 추세를 반전시켰다. 회원국들

은 보다 유연하게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작은 시장과 왜곡된 방식의 자원 할당을 이용할 수 있다. 

단기적인 소득 변동은 위험 관리 도구로 해결할 수 있다. 이에 EU의 정책은 유럽 농가들에게 

시장 지향적인 평준화된 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부문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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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임 채 환 *1)

1. 서론

  매년 OECD는 국가별 농업정책을 수집하고 이를 계량하여 평가하는 보고서(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2018년)에 발표된 보고서는 31번

째 연차보고서로  OECD 35개 국가, EU 내 비OECD 6개 국가,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

카, 카자흐스탄, 필리핀,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의 국가가 포함되

어 있다. 본고는 이들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 3개 국가의 농업지

원 동향, OECD의 평가 및 제안 사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스라엘

2.1. 농업부문 지원

  이스라엘 정부는 농업 개혁의 일환으로 시장지향적 정책을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 통제, 특정 품목 대상 무역·통관 보호조치 등의 보호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총농가수취액에서 차지하는 생산자지지추정치 비중(%PSE)은 2015~17년 기

준 OECD 평균치 수준인 17%로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전반적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생산자지원은 주로 잠재적으로 시장을 가장 왜곡하는 

지원(potentially most distorting support) 방식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herolch@krei.re.kr). 

    본고는 OECD에서 발간한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8” 중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터

키의 농업지원 동향 및 주요 농업정책 변화, 평가와 제안을 중심으로 번역·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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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가금육과 우유생산자는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 MPS) 방식으로 

최고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해당부문의 생산자지지추정치(PSE)는 2015~17년 기준 

14억 3,670만 달러로 1995~97년의 8억 98만 달러에서 77.4% 상승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투입재 이용 보조금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물 정책 변화에 기인한다. 

   총(농업)지지추정치(TSE)1)는 2015~17년 기준 국내총생산액(GDP)의 약 0.5%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며, 이는 OECD 평균치에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다. 2017년의 일반서비스지지추

정치(GSSE)는 총지지추정치의 약 12.5%를 차지하며, 이는 OECD 평균치 수준이다. 

<그림 1>  이스라엘의 농업지원 변화 과정

총농가수취액

대비 PSE(%PSE)

PSE 대비 가장

왜곡 가능성이

높은 지지 비중

국경 가격 대비 

생산자 가격 비율

(생산자 명목보호계수)

농업 총부가가치 

대비 GSSE 비중

GDP 대비 

TSE 비중

  1995-97        2015-17

자료: OECD(2018)

  이스라엘의 총농가수취액에서 차지하는 생산자지지추정치 비중(%PSE)는 장기간에 걸쳐 

감소하였다. 최근의 생산자지지추정치는 총농가수취액의 약 17%을 차지하며, 이는 OECD 

평균치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농산물 생산 지원을 통한 생산자 지지는 1995~95년 5억 4,360만 달러에서 2015~17년 

11억 6,32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주로 시장가격지지(MPS)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투입재 이용 보조액은 1995~97년 2억 1,550만 달러에서 2015~17년 1억 3,700만 달러로 

36.4% 감소하였다. 

 1) TSE(Total Support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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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함함(이세진 2019). 이하 본문에서는 TSE 또는 총지지추정치라고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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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5-97 15-17 2015 2016 2017p

 농업총샌산액 3,620.6 7,799.4 7,582.8 7,764.7 8,050.8 

 ･ 이중 시장가격지원 품목 비율 72.4 82.6 80.0 82.4 85.5 

농업총소비액 3,697.0 7,510.3 7,454.9 7,597.2 7,478.8 

생산자지지추정치(PSE) 809.8 1,388.1 1,367.3 1,360.1 1,436.7 

 ･ 농산물 생산 지지 543.6 1,163.2 1,148.5 1,142.2 1,198.9 

   - 시장가격 지지 523.5 1,147.3 1,132.7 1,126.6 1,182.6 

   - 농업생산 관련 보조 20.1 15.9 15.8 15.6 16.2 

 ･ 투입재 이용 보조 215.5 137.0 128.2 128.5 154.2 

 ･ 기타 50.7 87.9 90.6 89.4 83.6

%PSE 20.7 17.3 17.5 17.0 17.3 

생산자명목보호계수 1.2 1.2 1.2 1.2 1.2 

생산자명목지원계수 1.3 1.2 1.2 1.2 1.2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121.3 189.7 184.6 178.6 206.0 

 ･ 농업지식․혁신시스템 48.3 82.6 78.7 80.9 88.3 

 ･ 감독 및 통제 17.4 25.2 24.6 19.5 31.5 

 ･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 3.4 62.9 61.8 56.5 70.3 

 ･ 판촉 18.7 1.0 0.8 1.0 1.3 

 ･ 기타 33.5 18.0 18.7 20.7 14.6

일반서비스지원비중(TSE 대비) 13.0 12.0 11.9 11.6 12.5 

소비자지지추정치(CSE) -722.0 -923.3 -1,012.2 -940.5 -817.2 

%CSE -19.6 -12.3 -13.6 -12.4 -10.9 

소비자명목보호계수 1.25 1.14 1.16 1.14 1.12 

소비자명목지원계수 1.24 1.14 1.16 1.14 1.12 

총농업지원액(TSE) 931.1 1,577.8 1,551.9 1,538.8 1,642.7 

 ･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금액 728.0 924.3 1,009.2 944.2 819.5 

 ･ 세금으로부터 이전된 금액 362.3 696.2 594.4 640.2 854.1 

  이스라엘의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는 1995~97년 기준 1억 2,130만 달러로 주로 

농업지식·혁신시스템 4,830만 달러(39.8%), 판촉 1,870만 달러(15.4%), 감독 및 통제 1,740

만 달러(14.3%)에 지원되었다. 최근(2015~17년)의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는 1억 8,970만 달

러로 이전에 비해 56.4% 증가하였다. 지원 분야는 농업지식·혁신시스템 및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에 집중되었으며, 지원액은 각각 8,260만 달러, 6,29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1>  이스라엘의 농업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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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5-97 15-17 2015 2016 2017p

 ･ 재정 수입 -159.1 -42.8 -51.7 -45.7 -30.9 

TSE 비중(GDP 대비) 0.9 0.5 0.5 0.5 0.5 

GDP 디플레이터(1995-97=100) 100.0 168.6 167.4 169.0 169.4 

환율(USD=1) 3.216 3.775 3.887 3.840 3.599

주: p는 잠정치(Provisional)를 의미함.

자료: OECD(2018)

2.2. 주요 정책 변화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의 농식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13건의 정책(또는 정책사

업)을 수립·시행하였다. 이들 정책 및 정책사업들은 주로 농식품 가치사슬 내에서의 시장 

주체의 경쟁 촉진, 시장 연계 개선과 관련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부문에서는 ▲ 로컬 또는 근교지역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의 마케팅 경쟁 촉진 ▲ 

소비자의 로컬 농산물 접근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수익 

규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정부의 대형 도소매업체 자료 수집 ▲ 농림축산물(계란, 우유, 

밀)의 목표가격 상승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축산업부문에서는 ▲ 지역 단위 목초

지 지원 프로그램 실시, ▲ 쇠고기 시장 개방 프로그램의 지속, ▲ 치즈 무관세 할당량(쿼터) 

10% 증가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밖에도 최근 이스라엘 수도청은 농업용수 가격책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행규칙을 공표하였다. 개정된 농업용수 가격체계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 

이스라엘 북부지역은 5년째 가뭄을 겪고 있으며, 물 할당량 제한 및 주변 지역으로의 물 

공급을 중단하였다.

2.3. 평가 및 제언

• 2015~17년 기준 이스라엘의 농업지지는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반면에 OECD 

평균 농업지지 수준은 감소하였다. 이는 이스라엘의 농업지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

 2) 담수 요금은 지역적으로 구분됨. 첫째, 대안 용수(지하수 등)가 없는 지역의 농업 생산인에게는 담수 요금으로 1.54신 셰켈

(0.43 (USD 0.43)/m3을 지불해야 함. 둘째, 그 외 지역의 농업 생산인에게는 1.81신 셰켈(USD 0.5)/m3+시설비(펌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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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무역·통관 

보호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며, 농업 투입재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관세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규제완화 정책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이러한 시장지향적 개혁은 다른 분야 및 품목에도 확대·적용되어야 할 것이

다. 이스라엘에서는 유제품, 계란, 일부 과일 및 채소 등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

고 있다. 이러한 고율 과세는 점진적으로 제거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비종가관세(Non-ad-valorem tariffs)를 없애

는 등 농업 관세체계도 단순화해야 한다. 

• 최근 이스라엘은 규제를 완화하고, 농식품가치사슬에서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

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 완화 및 투명성 

확보, 경쟁 촉진 정책은 향후 거래비용 감소, 거래 흐름 촉진, 농식품 가공업 비용 및 

소비자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스라엘 농업 총요소생산성의 연간 성장률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이스

라엘에서 연구개발(R&D)에 따른 농업분야 기술 발전, 농업인의 우수한 경영 능력, 효과

적인 공공 보급 서비스 체계라는 장점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농업의 지식 

및 혁신과 관련된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

• 이스라엘은 매우 심각한 물 부족 국가이지만,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농업용수 가격 체계 개편으

로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이스라엘 정부가 

자국 농업인의 용수 활용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격을 고정(이원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정된 물 가격은 지역별 물 수요-공급-가격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며, 이에 따라 책정된 가격과 지역별 물 가격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별 농업용수 할당량을 조정하고, 할당량 거래를 촉진시켜 

용수 가격체계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이스라엘 정부는 자연재해와 기후 위험에 대응하여 농업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였다. 향후에는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 

단위 농업환경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환경성과 개선을 목표로 한 정책을 보완·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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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아프리카공화국

3.1. 농업부문 지원

  2010년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가에 대한 지원은 총농가수취액의 5% 미만을 유지하

였고, 2015~17년에는 3% 이하를 기록하였다. 2015~17년 총지지추정치(TSE)는 GDP의 약 

0.3% 수준이었다. 총지지추정치 가운데 약 60%는 농가에 대한 지원(PSE)이었으며, 나머지 

40%는 농업부문에 대한 일반서비스 지원이었다. 시장가격지지와 투입재 사용에 대한 보조

금 지급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산자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반면, 가격 왜곡 

수준이 낮고, 대부분의 품목3)들이 국내 가격과 국제가격이 연동되어 조정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직불금은 대부분 영세 농민(소농)을 대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주로 투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다. 일반 서비스는 농지개혁 이후 등장한 소농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하여 농업지식․혁신시스템과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그림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지원 변화 과정

총농가수취액

대비 PSE(%PSE)

PSE 대비 가장

왜곡 가능성이

높은 지지 비중

국경 가격 대비 

생산자 가격 비율

(생산자 명목보호계수)

농업 총부가가치 

대비 GSSE 비중

GDP 대비 

TSE 비중

  1995-97        2015-17

자료: OECD(2018)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총농가수취액에서 차지하는 생산자지지추정치 비중(%PSE)는 

1990년대 중후반에 상당히 감소한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의 총농가수취액

에서 차지하는 생산자지지추정치의 비중은 3% 이하로 OECD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 PSE 

대비 잠재적으로 시장을 가장 왜곡하는 지원은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3) 단, 설탕, 우유, 밀은 예외적으로 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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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5-97 15-17 2015 2016 2017p

 농업총샌산액 8,900.1 18,448.7 17,452.0 17,050.2 20,843.9 

 ･ 이중 시장가격지원 품목 비율 74.0 74.0 75.6 71.3 75.0 

농업총소비액 8,351.1 18,291.9 17,654.4 18,253.8 18,967.4 

생산자지지추정치(PSE) 970.3 515.3 821.5 322.3 402.2 

 ･ 농산물 생산 지지 929.8 308.2 594.3 133.2 197.1 

   - 시장가격 지지 929.8 308.2 594.3 133.2 197.1 

   - 농업생산 관련 보조 0.0 0.0 0.0 0.0 0.0 

 ･ 투입재 이용 보조 15.2 183.5 186.5 169.4 194.6 

 ･ 기타 25.3 23.6 40.7 19.7 10.5

%PSE 10.6 2.7 4.6 1.9 1.9 

생산자명목보호계수 1.12 1.02 1.04 1.01 1.01 

생산자명목지원계수 1.12 1.03 1.05 1.02 1.02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518.1 314.8 346.3 287.8 310.3 

 ･ 농업지식․혁신시스템 443.2 126.6 136.9 117.5 125.5 

 ･ 감독 및 통제 33.6 54.4 67.5 43.4 52.4 

 ･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 40.8 107.9 111.8 103.1 108.9 

 ･ 판촉 0.5 25.8 30.2 23.8 23.4 

 ･ 기타 0.0 0.0 0.0 0.0 0.0

이는 대부분의 지원이 시장가격지지와 투입재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산자지지추정치는 1995~97년 9억 7,030만 달러에서 2015~17년 

5억 1,530만 달러로 46.9% 감소하였다. 이는 농산물의 시장가격 지지 추정치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해당 추정치는 1995~95년 9억 2,980만 달러에서 2015~17년 3억 820만 달러로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투입재 이용 보조액은 1995~97년 1,520만 달러에서 

2015~17년 1억 8,350만 달러로 약 13배 증가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는 1995~97년 기준 5억 1,810만 달러

였으며, 대부분이 농업지식·혁신시스템분야로 지출(4억 4,320만 달러, 85.4%)되었다. 최근

(2015~17년)의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는 3억 1,480만 달러로 이전에 비해 39.2% 감소하였

다. 지원분야는 농업지식·혁신시스템 및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에 집중되었으며, 지

원액은 각각 1억 2,660만 달러, 1억 79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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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5-97 15-17 2015 2016 2017p

일반서비스지원비중(TSE 대비) 34.7 38.3 29.7 47.2 43.6 

소비자지지추정치(CSE) -964.6 -303.1 -649.6 -138.4 -121.2 

%CSE -11.3 -1.6 -3.7 -0.8 -0.6 

소비자명목보호계수 1.13 1.02 1.04 1.01 1.01 

소비자명목지원계수 1.13 1.02 1.04 1.01 1.01 

총농업지원액(TSE) 1,488.4 830.1 1,167.8 610.1 712.5 

 ･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금액 1,003.0 303.1 649.7 138.4 121.2 

 ･ 세금으로부터 이전된 금액 582.4 550.3 582.4 477.2 591.3 

 ･ 재정 수입 -97.0 -23.3 -64.3 -5.5 0.0 

TSE 비중(GDP 대비) 1.0 0.3 0.4 0.2 0.2 

GDP 디플레이터(1995-97=100) 100.0 391.5 368.0 393.1 413.5 

환율(USD=1) 4.177 13.591 12.765 14.703 13.306 

주: p는 잠정치(Provisional)를 의미함.

자료: OECD(2018)

3.2. 주요 정책 변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정책(직불금 포함) 대상은 주로 소농들이다. 현재 정부는 농지개

혁으로 탄생한 신규농 및 규모확대농의 정착을 위하여 생산대출을 포함한 정착지원을 시행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사업과 직불금은 영세 농민을 대상으로 시행·집행된다.

  농지개혁의 내용 가운데 토지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2016년 5월, 남아공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기존의 자발적 매수-자발적 매도 방식을 종료하

고, ‘공익’을 위하여 행정관에 의해 정해진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고 행정적으로 규정된 보상

을 통해 토지를 몰수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였다.

  농지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작자의 상대적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정책의 골자는 경작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농업경영체의 소유권을 

기존의 농장주뿐만이 아니라 농업노동자도 일부 가질 수 있게 한 것이다. 최근의 정치적 

결정으로는 2018년 3월 의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백인 농장주 소유의 

상업농장에 대해서는 무상몰수가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의 입법화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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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평가 및 제언

• 1990년대 중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농업부문의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업의 시장가격지지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농업개혁을 통하여 총(농업)지지추정치가 상당히 감소하였고, 농업지지가 생산 및 거래

에 끼치는 왜곡 효과도 약간 감소하였다. 또한 상업농의 효율성이 증가하였고, 세계시장

과의 통합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 1990년대 농업 개혁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부문 예산에서는 농지개혁 과정과 

그 수혜자(자급자족농, 소농, 규모확대를 도모하는 상업농)를 지원하기 위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주된 요구사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규모확대농의 요구를 맞출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다. 농지개혁 및 재분배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

면, 어떤 형태의 농업이 농지개혁의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대한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상업농과 시장 근교의 소농, 자급자족

농 중 어떤 영농조직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의 형태는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육성기반 조성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 상업영농 부문에서 젊은 신규농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성과 및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는 경험 있는 상업농들이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관협력체계는 공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하고,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 의회

에서 가결된 백인 상업농장의 몰수 법안은 백인 상업농장이 남아프리카의 상업적 영농

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현실 하에서 시장지향적인 경쟁력 있는 농업부문 건립이라는 

정책목표에 걸림돌이 되고, 국가의 식량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 농지개혁의 추진 속도는 여건의 조성 수준을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농지개혁 수혜

자의 교육․훈련, 충분한 기반시설,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등의 농업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토지의 재분배’만으로는 당초 기대한 효과(흑인 농촌인구의 복지 개선, 농촌 

식량안보 증진, 상업부문 개발 등)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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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터키

4.1. 농업부문 지원

  1990년대 후반 이후 터키는 일련의 농업 개혁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터키의 농가지지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의 평균치보다 높은 편이며 2015~17년의 %PSE는 25%를 기록

하였다. 터키의 생산자지지의 주요 항목(2015~17년 기준)은 , 시장가격지지, 직불제, 농업보

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우선 시장가격지지는 생산자지지추정치의 8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격왜곡 수준은 

OECD 평균치보다 여전히 높았다.4) 그 다음은 직불제로 생산자지지추정치의 약 9% 비중을 

차지한다. 터키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직불제는 차액 보전 방식5)으로 운용되고 있다. 

차액 보전 방식은 채유종실류 및 곡물과 같이 국내 공급량이 부족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 마지막으로 농업보험 프로그램 운용은 생산자지지의 약 8%를 차지하며,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

  2015~17년 기준 터키의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의 주요 지원항목은 기반시설 개발 

및 유지보수로, GSSE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2%이다. 농업지식․혁신시스템에 대한 지출은 

지난 10년간 증가했으나, GSSE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이다.

<그림 3>  터키의 농업지원 변화 과정

총농가수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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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가격 비율

(생산자 명목보호계수)

농업 총부가가치 

대비 GSSE 비중

GDP 대비 

TSE 비중

 1986-88        1995-97        2015-17

자료: OECD(2018)

 4) 현재 터키의 국내 농산물 가격은 세계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28% 높았음. 

 5) 차액은 목표가격에서 시장가격을 뺀 금액으로 목표가격은 생산비와 마케팅비를 기준으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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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6-88 95-97 15-17 2015 2016 2017p

 농업총샌산액 18,343.1 26,585.4 59,875.3 63,278.7 60,406.7 55,940.4 

 ･ 이중 시장가격지원 품목 비율 55.0 73.6 70.3 72.9 71.3 66.8 

농업총소비액 14,003.2 22,587.2 42,036.0 44,733.7 41,744.4 39,629.9 

생산자지지추정치(PSE) 4,325.6 8,079.1 16,013.4 17,015.0 17,607.2 13,417.8 

 ･ 농산물 생산 지지 3,441.0 5,992.0 14,013.2 15,111.0 15,349.8 11,578.8 

   - 시장가격 지지 3,430.4 5,900.4 13,027.2 14,085.4 14,359.7 10,636.6 

   - 농업생산 관련 보조 10.7 91.6 986.0 1,025.7 990.1 942.1 

 ･ 투입재 이용 보조 884.6 2,035.0 770.9 587.2 916.8 808.7 

 ･ 기타 0.0 52.1 1,229.3 1,316.8 1,340.6 1,030.3 

%PSE 22.8 29.0 25.3 25.7 27.7 22.8 

생산자명목보호계수 1.23 1.28 1.28 1.29 1.32 1.24 

생산자명목지원계수 1.30 1.41 1.34 1.35 1.38 1.30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312.6 2,856.3 2,642.7 2,852.3 2,686.7 2,389.0 

 ･ 농업지식․혁신시스템 45.7 46.3 139.1 138.0 122.9 156.4 

  터키의 총농가수취액에서 차지하는 생산자지지추정치 비중(%PSE)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장기적으로 큰 변화 없이 25% 내외 수준이었으며, 2015~17년에도 약 25% 수준이었다. 

최근 22%까지 감소하였으며, 여전히 OECD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PSE 대비 잠재적으

로 시장을 가장 왜곡하는 지원(potentially most distorting support)의 비중은 최근 시장가격

지지와 무역통관의 보호조치 등의 정책 변화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생산자지지추정

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터키의 생산자지지추정치는 1995~97년 80억 7,910만 달러에서 2015~17년 160억 1,340

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농산물의 시장가격지지 추정치가 큰 폭으로 증가

했기 때문이며, 해당 추정치는 1995~95년 59억 달러에서 2015~17년 130억 달러로 120% 

증가하였다. 반면, 투입재 이용 보조액은 1995~97년 약 20억 달러에서 2015~17년 7억 

7,000만 달러로 약 62.1% 감소하였다. 

  1995~97년과 2015~2017년의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는 각각 28억 5,630만 달러, 

26억 4,270만 달러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중점 지원 분야가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판촉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에 집중되고 있었다. 

<표 3>  터키의 농업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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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6-88 95-97 15-17 2015 2016 2017p

 ･ 감독 및 통제 50.9 73.2 27.2 40.6 37.5 3.4 

 ･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 21.5 572.1 1,915.4 1,936.9 2,164.5 1,644.8 

 ･ 판촉 95.4 2,068.8 560.8 736.7 361.5 584.1 

 ･ 기타 99.1 95.9 0.2 0.1 0.3 0.3

일반서비스지원비중(TSE 대비) 7.0 26.6 14.2 14.4 13.2 15.1 

소비자지지추정치(CSE) -3,124.7 -5,552.4 -9,622.0 -10,919.5 -9,951.0 -7,995.4 

%CSE -22.8 -25.4 -22.7 -24.4 -23.8 -20.2 

소비자명목보호계수 1.30 1.35 1.30 1.33 1.32 1.25 

소비자명목지원계수 1.30 1.34 1.29 1.32 1.31 1.25 

총농업지원액(TSE) 4,638.2 10,935.4 18,656.0 19,867.3 20,293.9 15,806.8 

 ･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금액 3,168.0 5,638.4 9,697.9 11,062.8 10,035.4 7,995.4 

 ･ 세금으로부터 이전된 금액 1,524.1 5,534.8 8,999.6 8,851.1 10,328.9 7,818.7 

 ･ 재정 수입 -53.9 -237.8 -41.4 -46.6 -70.3 -7.3 

TSE 비중(GDP 대비) 4.0 4.4 2.2 2.3 2.4 1.9 

GDP 디플레이터(1986-88=100) 100.0 13,839.6 642,481.1 594,024.8 641,338.9 692,079.7 

환율(USD=1) 0.00 0.09 3.13 2.72 3.02 3.65 

주: p는 잠정치(Provisional)를 의미함.

자료: OECD(2018)

4.2. 주요 정책 변화

  터키의 국유 농산물 관리위원회는 4개였으나, 2017년에 설탕위원회와 담배․주류시장규

제위원회가 폐지되었고, 농축산식품부(MoFAL)가 농산물 마케팅 규제 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구역 단위 지원 프로그램’6)에서는 구역 단위가 기존 30개에서 941개로 세분화되었으며, 

구역별 지급액이 차별적으로 집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 목표는 작물의 생산 패턴을 

생태환경적 여건에 따르도록 하며, 공급이 부족한 작물의 생산을 늘리고, 일부 작물의 공급 

과잉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지원액 지급 대상은 생태 및 생산 조건에 따라 구역별로 결정되

며, 곡물류, 두류, 채유종실류와 사료작물류 등에서 총 21개 품목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당초 프로그램은 면적 기준으로 지원하려 했으나, 시행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기준(산출량)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6) 원문에서는 Basin-based support programme로 표기되어 있으나, ‘분지 기반’로 표기하는 대신 ‘구역 단위’로 표기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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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터키 농업보험의 지원 품목 및 혜택이 확대되었다. 지원 품목에는 현재 지원 

대상인 밀 외에도, 보리, 호밀, 귀리 등 자연재해(가뭄, 서리, 열풍, 폭염, 과잉 강수)에 취약한 

품목이 추가되었고, 포도밭 등 과수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여성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업보험료가 5% 할인된다. 2017년까지 농업보험은 총 164만 건이 발급되어 

8억 6,400만 리라(2억 3,700만 달러)의 보험료가 지급되었다.

4.3. 평가 및 제언

• 지난 10년 간 터키는 농업부문의 시장지향적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제

도적 틀을 강화하였다. 특히 2017년에 터키의 국유 농산물 관리위원회 가운데 설탕위원

회와 담배․주류시장규제위원회가 폐지되었다. 향후에도 국유 농산물 관리위원회의 역할

을 축소시키는 개혁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터키의 시장지향적 조치는 고(高)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이라는 거시경제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2015~17년 기준 총농가수취액에서 차지하는 생산자지지추정치 

비중(%PSE)는 약 25%로 OECD 평균치보다 높았다.

• 터키 농정의 초점은 생산량 증대를 위한 지원에서 농업생산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역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농업생산자가 시장 환경 및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터키 농정방향이 전환되

어야 한다. 현재 터키의 생산자지지는 주로 가격지지 등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하여 진행되며, 이러한 방식은 산출․투입재 시장의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향후 

터키는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원방식의 비중을 줄여야 할 것이다.

• 터키는 농업 관련 교육․기술, 중요 기반시설, 혁신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농업지식․혁신시스템에 대한 지원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총지지추정치에서 1%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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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려동물 산업 현황

지 인 배 * 7)

1. 들어가며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반려동물의 인간화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요인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자 지출 및 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7년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보유 비중이 29.4%에 

달하며,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도 2017년 2조 3,322억 원에서 2027년에는 6조 원 이상 

3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반려동물 수요와 연관산업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료, 

용품 등 관련 산업의 높은 수입의존도, 높은 진료비 부담 및 미흡한 보험체계와 반려동물 

관련 제도 등은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반려동물산업협회의 설문조사 자료와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 

시장규모, 사육현황, 연관산업 현황과 관련 법률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 시장규모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반려동물산업협회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APPA)의 조사1)에 따르면 2017년 미국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8%(8,460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첫 조사가 시작된 1988년 56%보다 12%p 증가한 수치이다.

 *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jiinbae@dongguk.edu). 

 1) The 2017-2018 APPA National Pet Owner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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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의 반려동물 소유 가구 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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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소비지출 규모는 1인 가구의 증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반려동물

의 인간화(humanization)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지출금액은 695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3.7%p 증가한 721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어 전 세계 최초로 단일 국가의 반려동물 시장이 80조 원을 넘어선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소비지출 금액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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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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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지출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식품이며, 다음으로 동물병원 진료, 

용품/일반의약품, 미용/훈련 등의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품목별 소비지출 금액 규모(2017)

단위: 십억 달러, %

구 분 식 품 용품/일반의약품 동물병원 진료 동물분양/구매 미용/훈련 등 서비스

금 액 29.1 15.1 17.1 2.1 6.2

비 중 41.8 21.7 24.6 3.0 8.9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3. 미국의 반려동물 사육 현황 

3.1. 미국 내 반려동물 사육 규모

  2017년 미국의 반려동물 품종별 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민물고기(freshwater fish)가 

1억 3,900만 마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양이 9,420만 마리, 개 8,970만 마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새, 바닷물고기(saltwater fish), 소동물, 파충류, 말 등의 반려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미국의 반려동물 품종별 사육마릿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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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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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사육마릿수 추이를 살펴보면 개의 경우 2000년 6,800만 

마리에서 2017년 8,970만 마리로 증가하였으며, 고양이는 2000년 7,300만 마리에서 

2017/2018년 9,560만 마리로 증가하여 개와 고양이 모두 연평균 1.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미국의 개 사육마릿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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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

<그림 5>  미국의 고양이 사육마릿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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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반려동물 전문매체인 도그타임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는 가구 수의 

비중은 미국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의 사육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

은 북부 일부지역과 남부의 다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양이의 사육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미국의 지역별 개 소유 가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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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dogtime.com/)(검색일: 2009.03.25.)

<그림 7>  미국의 지역별 고양이 소유 가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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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dogtime.com/)(검색일: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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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국 반려동물 소유자의 인구 특성

  미국 반려동물 소유자의 세대 간 구성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반려동물 

소유주 중 가장 큰 비중(37%)을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32%로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Y세대가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미국인의 세대 및 반려동물 종류별 소유 비중(2016)

단위: %

구 분 Gen Y Gen X Baby Boomers Builders

반려동물 소유주 35 27 32 6

개 38 26 31 5

고양이 35 27 32 6

새 46 24 28 2

소동물 50 32 16 2

파충류 53 26 19 2

민물고기 43 32 22 3

바닷물고기 62 28 10 -

말 49 21 26 4

주 1) Gen Y는 1980~1994년에 출생한 응답자를 의미함.

    2) Gen X는 1965~1979년에 출생한 응답자를 의미함.

    3) Baby Boomers는 1946~1964년에 출생한 응답자를 의미함.

    4) Builders는 1920~1945년에 출생한 응답자를 의미함.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반려동물 소유자들에 대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새 소유자들은 대서양 중부 및 남부와 

태평양 지역에 대한 분포 비중이 높고, 소동물 소유자들은 대서양 중부, 파충류 소유자들은 

태평양 지역에 대한 분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말 소유자들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비중이 높은 반면, 새 소유자들은 대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비중이 높고, 파충류 

소유자들은 250만~49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평균 가구소득은 말 소유자들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새, 물고기, 개, 소동물 소유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충류 소유자들의 평균 가구소득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동물, 물고기, 새, 파충류 소유자들은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고기, 소동물, 파충류 소유자들은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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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말 소유자들은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반려동

물 소유자들은 미국 전체 인구 평균보다 자택소유 비중이 높고, 특히 말 소유자들은 단독주

택 소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 물고기, 새 소유자들은 기혼 비율이 높은 

반면, 고양이와 파충류 소유자들의 기혼율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3.3. 미국 내 반려동물 소유 관련 행태 

3.3.1. 반려동물 소유 형태 및 획득 방식

  미국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반려동물 조합 비중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46%가 1종류 이상의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와 고양이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32%로 가장 많았으며, 개와 물고기는 11%, 고양이와 물고기는 

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반려동물 소유 조합 비중(2016)

단위: %

구 분 개 고양이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말

개 - 32 11 7 6 4 3

고양이 32 - 9 6 5 3 2

물고기 11 9 - 3 3 2 1

새 7 6 3 - 2 2 1

소동물 6 5 3 2 - 2 1

파충류 4 3 2 2 2 - 1

말 3 2 1 1 1 1 -

주: 소유하고 있는 두 종류의 반려동물 조합 비중이며,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 두 마리 이상 소유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반려동

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되었음.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반려동물 소유자의 평균 소유 연수는 대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개와 고양이는 2014

년 대비 2016년 각각 1년과 2년이 증가한 반면 새와 말은 각각 3년과 2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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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반려동물 종류별 평균 소유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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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반려동물 소유 경로는 개의 경우 동물농장과 친구/지인인 경우가 가장 많고, 고양이는 

유기동물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고기는 구매를 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와 소동물은 입양을 통해 소유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반려동물 종류별 소유 경로(2016)
단위: %

구 분 개 고양이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체인점/대형슈퍼에서 입양 6 7 - 23 30 21

상점에서 독자적으로 입양 4 3 - 13 15 11

동물보호소/동물보호협회 22 28 - 8 11 3

사육사/부화장/동물농장 25 4 3 10 5 6

박람회/축제/바자회 - - 9 - 1 1

사료가게/정원가게 - - - 4 3 -

친구/지인 25 26 11 20 17 22

선물 2 2 9 8 6 9

사적인 모임 10 6 3 3 12 5

체인점/대형슈퍼에서 구매 1 1 36 10 16 15

상점에서 독자적으로 구매 3 - 13 5 10 10

기존에 가정에서 소유 1 6 11 3 2 3

보호단체 12 9 - - - -

전문점(물고기 또는 새) - - 38 21 - -

유기동물 4 32 6 4 1 15

교환모임 - - 1 1 1 1

교사/학교 - - - - 1 3

수의사 1 3 - 2 - -

기타 4 3 2 4 5 6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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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소유를 위한 정보는 모든 종류에서 입소문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은 개, 물고기, 새, 소동물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반려동물 소유를 위한 정보 출처(2016)

단위: %

구 분 개 고양이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인터넷/온라인 33 19 32 31 35 21

신문/잡지/출판물 10 5 17 11 5 2

간판/게시판 3 2 10 8 6 1

입소문 46 45 39 46 42 47

기타 25 49 47 33 32 44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3.3.2. 반려동물의 사육 관련 지출 행태

  반려동물 소유에 소요되는 관련 지출비용을 살펴보면, 총 비용은 사료와 기타 비용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고양이 소유자들은 개 소유자들보다 지출비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별 지출비용 항목을 살펴보면, 개와 고양이는 울타리/사육장, 사료, 모든 형태

의 수의사 방문(아프거나 일상적이거나 수술 및 응급)에 대한 지출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민물고기는 연못 및 수족관에 대한 지출이 많고 바닷물고기는 여과, 정수기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는 모이, 수의사 방문, 새장 

등에 지출이 많고 말은 울타리와 사육장, 먹이 등에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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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반려동물 관련 지출 비용(2016)

단위: 달러

구 분 개 고양이 민물고기
바닷

물고기
새 말

침대(그릇(물고기), 담요/천/시트(말)) 43 29 80 86 - 204

울타리/사육장(저수지(물고기)) 322 164 376 - 56 2,645

서적, 팜플렛, 비디오, 훈련 27 17 - - 30 -

우리, 상자, 탁상수족관(물고기), 안전장비(말)) 62 - 100 99 129 2,418

캐리어(탱크(물고기), 훈련사(말)) 86 38 234 192 - 1,131

수의사 응급 방문 349 154 - - 107 471

사료 235 235 41 101 169 1,776

보조 사료(살아있는 식물(물고기)) 72 56 78 75 378 261

미용/미용 보조기구(여과(물고기)) 84 30 60 118 45 225

사상충 치료제(발굽 관리(말)) 102 65 - - - 540

가죽 끈(조명(물고기), 훈련 보조기구(말)) 23 28 73 83 - 337

벼룩 및 진드기 관리 제품

(약용 샴푸(새), 곤충 통제(말))
85 77 - - 49 102

비의료용 목걸이/장식용 목걸이

(스탠드(물고기), 고삐/고삐 액세서리(말))
21 18 190 74 - 288

기타 비용(안장(말)) 104 91 - - 63 1,168

기타 약품 132 82 92 66 89 366

기타 물품(편자공(말)) 71 71 75 117 51 612

수의사 일상 방문(진단 키트(물고기)) 257 182 67 47 102 549

샴푸/컨디셔너(비의료용) 25 24 - - 34 110

수의사 치료 방문 204 244 - - 138 -

수의사 수술 방문 474 245 - - 45 -

장난감

(장식품(물고기), 기수 장비/부츠/헬멧(말))
47 30 50 80 35 388

비타민/보충제(화학/수도 조절기(물고기)) 58 46 43 132 40 -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개와 고양이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비율을 살펴보면, 개 소유자의 10%와 고양이 소유자의 

5%는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보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보험료는 대부분 

250~499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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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개와 고양이의 건강보험 보유 비중(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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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반려동물을 위한 비타민 및 기타 보충제의 사용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 

소유자들의 26%는 비타민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새, 소동물, 파충류 소유자들의 15~20%는 

비타민과 기타 보충제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한편 개 소유자들은 비타민과 보충제를 비슷하

게 사용하는 경향을 갖는 반면, 고양이 소유자들은 비타민 사용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반려동물에 대한 비타민 및 보충제 사용 비중(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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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개와 고양이를 위한 사료는 프리미엄 사료에 대한 구매 비중이 가장 높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천연사료와 비타민 또는 미네랄 첨가 사료에 대한 구매 비중도 상대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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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개와 고양이의 사료 종류별 구매 비중

단위: %

구 분
개 고양이

2012 2014 2016 2012 2014 2016

비타민 또는 미네랄 첨가 사료

(칼슘 또는 비타민 E 등)
19 16 12 17 18 18

글루코사민 또는 콘드로이틴 첨가 사료 8 5 6 2 4 3

약초 또는 식물성 첨가 사료 3 3 3 5 6 5

프리바이오틱스 또는 프로바이오틱스 첨가 사료 5 5 6 5 7 4

유기농 사료

(화학물질 사용량이 제한된 인증된 생산과정에서 생산)
7 7 8 4 6 7

천연 사료

(합성물질이 없지만 인증과정이 없음)
18 19 22 14 19 18

고급 사료

(고급 또는 값이 비싼 것으로 간주되는 사료)
8 6 5 15 19 17

프리미엄 사료

(영양가가 더 높고 방부제가 적으며 대사작용이 효율적

인 사료)

45 47 41 40 42 39

무곡물/무글루텐 사료 7 11 19 4 9 15

생식 - - 3 - - 4

특제 사료

코셔(Kosher)2), 채식, 냉동, 신선 등)
3 5 5 4 7 2

성분이 제한된 사료

(사료에 대한 민감도가 있는 반려동물용)
- - 12 - - 10

기타 사료 20 16 16 31 23 23

사람 음식

(조리 또는 날 것)
19 17 17 10 9 9

반려동물용 생수

(일반, 맛 첨가, 영영 강화)
3 4 4 2 3 4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반려동물 관련 행사 개최 및 반려동물 테마 상품 구매 비중을 살펴보면, 개 소유자들의 

11%와 고양이 소유자들의 5%는 반려동물을 위한 휴가 또는 생일파티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려동물 테마 상품은 말 소유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61%)하였으며, 

개 소유자들이 가장 적게 구입(25%)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대교의 전통 율법에 따라 식재료 선정부터 조리까지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친 음식을 의미하며, 이를 인증하는 코셔마크

를 획득한 사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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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반려동물 관련 행사 개최 및 테마 상품 구매 비중(2016)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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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또는 생일파티 테마 상품 구매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대부분의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반려동물 관련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독립점포와 슈퍼

마켓을 비슷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2개월 이내에 70%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별 방문횟수를 살펴보면 바닷물고기, 소동물, 파충류 소유자

들은 독립점포와 슈퍼마켓을 연간 6~8.5회 방문하였으며, 다른 종류의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연간 5~6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반려동물 종류 및 점포 형태별 방문 비중(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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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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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관련 품목의 온라인 구매 비중을 살펴보면, 식품에 대한 구매 비중이 가장 높고, 

약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려동물 관련 품목의 연평균 구매횟수는 

사료 7.6회, 용품 6.0회, 약품 3.4회로 나타났다.

<표 8>  반려동물 관련 품목의 온라인 구매 비중(2016)

단위: %

구 분 전 체 개 고양이
민물

고기

바닷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말

식품 48 50 48 51 72 75 56 53 56

용품 45 50 44 45 72 61 55 48 58

약품 37 44 37 39 69 51 42 41 60

기타 47 49 48 50 72 59 61 57 66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표 9>  반려동물 관련 품목의 연평균 구매횟수(2016)

단위: 회

구 분 전 체 개 고양이
민물

고기

바닷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말

사료 7.6 7.5 7.9 7.0 7.5 7.1 7.1 7.4 8.3

선물 6.0 6.1 6.0 5.7 5.9 5.4 5.6 5.8 6.7

약품 3.4 3.5 3.5 3.4 4.0 3.9 3.7 3.6 4.1

기타 4.5 4.4 4.9 4.7 5.2 5.1 3.2 5.1 5.9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반려동물 관련 품목의 브랜드에 대한 소유자들의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바닷물고기 및 새 소유자들이 브랜드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반려동물 관련 품목의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2016)

단위: %

구 분 개 고양이
민물

고기

바닷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말 말

매우 중요하다 15 16 14 50 33 22 12 25 8.3

다소 중요하다 54 54 45 40 44 39 44 50 6.7

전혀 중요하지 않다 31 30 41 10 23 39 44 25 4.1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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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 고양이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말

광고 5 4 8 6 8 2 10

동물보호소 직원(임상의-말) 5 5 - - - - 22

새 상점/물고기 상점/압정 상점(말) - - 37 18 - - 22

서적/도서관/비디오 9 12 12 20 19 20 31

사육사 7 1 5 9 - 7 15

친구/지인 28 35 25 20 36 27 46

조련사(조련/외양간 관리자-말) 14 3 - - - - 16

인터넷/온라인 42 48 42 52 61 71 43

3.3.3.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정보 이용 행태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미디어 습관을 살펴보면, 각 미디어 수단에 대한 소비시간이 세대별

로 차이가 있다. 인터넷에 대한 소비 시간을 살펴보면 Y세대는 하루에 3.5시간을 소비하고, 

Builders3)는 하루에 2.8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인터넷에 소비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텔레비전에 대한 시청 패턴은 

인터넷과 반대인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TV 시청 소요시간이 더 많았다.

<표 11>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세대별 미디어 습관(2016)

단위: 시간/1일

구 분 전 체 Gen Y Gen X Baby Boomers Builders

인터넷 3.2 3.5 3.2 3.1 2.8

TV 2.8 2.5 2.7 3.1 3.5

라디오 1.2 1.4 1.3 1.1 0.9

신문 0.5 0.6 0.4 0.5 0.7

잡지 0.5 0.6 0.5 0.5 0.5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전반적으로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 고양이, 말 소유자들은 수의사를 통한 정보 획득이 

가장 많고, 친구/지인, 과거 경험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반려동물 관련 정보 출처(2016)

단위: %

 3) 1920~1945년에 출생한 세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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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 고양이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말

사육장/품종 모임/사회 3 4 11 11 - 9 23

잡지(스포츠 단체-말) 9 12 9 14 11 6 6

다른 상점 직원(사료 상점-말) 2 3 6 6 9 8 31

과거 경험 32 38 25 21 40 29 58

반려동물 상점 직원 13 17 39 31 39 45 8

라디오 3 3 3 2 4 1 6

TV 11 11 10 13 10 4 11

트레이너/편자공(말) 3 - - - - - 47

수의사 60 49 10 26 28 21 70

기타 8 10 6 - 7 2 8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그림 13>  인터넷을 통한 반려동물 관련 정보 획득 비중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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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대부분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새로운 반려동물 제품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TV 광고, 인터넷, 친구/지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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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반려동물 관련 제품 정보 출처(2016)
단위: %

구 분 전 체 개 고양이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말

인터넷 38 40 40 44 51 50 50 52

 - 인터넷/웹서핑 32 34 34 37 43 42 44 44

 - 온라인 배너 광고 8 9 9 10 15 13 12 19

 - 다른 사이트의 링크 9 11 11 13 19 17 16 54

상점 직접 방문 58 58 60 60 59 66 66 68

광고용 우편물 11 12 13 13 19 17 16 25

친구/지인 31 34 32 34 34 37 41 41

반려동물 상점 직원 21 23 21 31 32 33 32 30

인쇄 광고 23 23 25 22 24 25 24 24

라디오 5 6 6 7 11 8 9 14

TV 광고 39 41 42 37 37 36 38 36

수의사 25 30 25 25 32 28 26 42

기타 3 3 4 4 5 4 4 5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반려동물 제품에 대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생산기업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학습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과거 조사에 비해 페이스

북을 활용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셜미디어(Instagram, Twitter, YouTube, 

Pinterest 등)에 대한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인터넷에서 반려동물 제품에 대한 습득 방법(2016)
단위: %

구 분 전 체 개 고양이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말

블로그 19 21 21 23 32 33 30 37

페이스북 47 50 51 51 54 57 50 58

인스타그램 14 17 17 19 29 25 21 27

생산기업 웹사이트 63 63 64 67 67 69 68 69

핀터레스트 22 24 23 27 24 30 34 37

제품 리뷰 사이트 43 44 42 46 45 48 50 56

트위터 12 15 16 17 27 20 15 21

유튜브 25 28 28 35 45 37 33 36

기타 13 11 13 10 10 9 14 13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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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반려동물 소유의 장단점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얻는 장점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반려동물에 대하여 느끼는 친

근감, 사랑, 친구, 애정 등의 느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은 가정 내에서 즐거움

을 주고 하나의 가족구성원과 같으며,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났다. 

물고기 소유자들은 물고기의 모습과 취미를 위해 소유하고 있으며, 새와 파충류 소유자들은 

그들의 반려동물이 화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리고 파충류, 고양이, 소동물 

소유자들은 편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소동물과 말 소유자들의 상당수는 아이들의 

책임감을 가르치는 데에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표 15>  반려동물 소유의 장점(2016)

단위: %

구 분 개 고양이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말

모습 - - 44 - - - -

수익 창출(번식-말) - - 5 5 5 2 15

가족 간 친화력 강화 38 35 18 29 35 21 38

친근감, 사랑, 친구, 애정 81 83 - 46 62 29 62

편의성, 관리 용이 14 37 29 31 36 46 -

이야깃거리(여가-말) - - 32 40 32 49 46

교육용(강아지 쇼 등) 1 - 18 21 24 31 13

가정 내 즐거움 제공 73 76 64 67 76 73 62

자녀들의 책임감 강화 25 22 33 34 52 36 46

가족의 건강 증진 53 46 20 28 37 20 59

장애인/노약자에게 치료/도움 제공 12 8 - - - - -

취미생활 - - 34 22 26 32 30

위험한 동물과 설치류 제거 14 33 - - - 3 -

자녀/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 59 56 - 45 44 28 46

적은 소음(산악/여가용 승마-말) - - 36 - - 53 62

휴식/스트레스 해소 67 68 51 48 55 40 71

보안 49 - - - - - 10

도보/조깅/운동 48 - - - - - 58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한편 반려동물 소유의 단점은 반려동물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는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고, 새는 소음이 발생하며, 개와 고양이는 털갈이를 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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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보편적인 단점은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의 슬픔, 청소, 사료/사육/약품에 

대한 비용, 그리고 집을 비웠을 때 보살펴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반려동물 소유로 발생하는 단점이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반려동물 소유의 단점(2016)

단위: %

구 분 개 고양이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말

녹조 - - 28 - - - -

다른 반려동물에 악영향 5 4 - 7 6 4 14

자녀들에 악영향(안전문제-말) 3 2 - 8 5 2 19

청소(많은 시간 소요-말) 26 28 38 43 45 36 29

사료, 사육, 약품 비용(유지비용-말) 31 31 16 19 25 16 46

가구, 카펫, 바닥 손상 18 37 - 12 17 2 -

외부 자산 손실 5 2 - - 12 1 -

우리로부터의 탈출 - - - 11 11 9 -

가족의 알레르기 4 7 - 6 10 1 9

부재 시 보살핌의 어려움 28 23 20 24 25 23 40

벼룩과 진드기 발생 14 18 - - - - -

자녀들의 책임감 저하 3 2 - 9 16 10 8

건강문제(개, 고양이, 말)/위생조건

(새, 소동물, 파충류)/깨끗한 물 유지

(물고기)

14 14 40 12 8 7 18

소음 26 14 - 25 7 - 4

악취 12 29 - 15 36 23 8

죽었을 때의 슬픔 48 54 23 38 53 35 59

털갈이 32 40 - - - - -

막중한 책임감(일상적 책임감-말) 3 3 8 9 7 3 30

수의사의 지식 부재 - - 7 10 7 9 46

단점 없음 24 19 16 18 15 23 10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전체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80%는 그들의 반려동물로부터 행복감과 감정적인 도움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해소와 불안감 또는 우울증 감소는 각각 66%와 5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1/3은 낮은 혈압과 운동량 증대와 같은 신체적 이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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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반려동물 소유로 인한 건강상의 이점(2016)
단위: %

구 분 전 체 개 고양이
민물

고기

바닷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말

정신력 강화 32 35 32 34 33 45 40 40 40

행복감/감정적 도움 80 81 81 76 76 66 76 80 80

운동량 증가 33 44 27 34 34 45 41 37 37

심혈관 건강 개선 18 22 17 18 18 30 25 22 22

면역력 개선 14 16 15 16 16 32 22 19 21

불안감/우울증 감소 55 57 57 55 56 52 55 62 63

혈압수치 감소 34 35 37 33 34 37 38 38 40

스트레스 완화 66 67 68 67 67 65 64 72 70

기타 4 4 4 4 4 5 5 5 5

건강상의 이점 없음 8 6 7 10 10 2 6 7 9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반려동물의 중요

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통한 감정 및 건강상의 이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반려동물 소유 관련 견해 (2016)
단위: %

구 분 비 중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면 반려동물을 소유해야만 한다. 85

반려동물은 애정의 좋은 원천이다. 85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반려동물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 더 즐겁다. 59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에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81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45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은 편안함을 줄 수 있다. 82

반려동물은 가족구성원들의 친밀감을 높여줄 수 있다. 71

자녀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경험을 갖기를 원한다. 64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은 과거보다 더 쉬워졌다. 41

반려동물은 가정에서 다른 반려동물과 잘 지낸다. 52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건강상의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66

상점에서 좋은 거래와 쿠폰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68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시작이다. 66

화학물질이 없는 반려동물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42

미국산 반려동물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61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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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소유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반려동물 소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9>  반려동물 소유에 따른 경제적 영향(2016)

단위: %

구 분 전 체 개 고양이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말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 감소 15 17 16 17 20 20 21 24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증가 10 11 11 13 21 17 14 21

반려동물 소유 포기 2 2 2 3 5 5 5 9

영향 없음 73 70 72 69 61 64 65 58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3.3.5. 반려동물의 생활 여건 및 추모 의향

  미국의 직장 내 반려동물 소유 허용 비중은 11%로 나타나 대부분 가정 내에서만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직장 내 반려동물 허용 비중(2016)

단위: %

구 분 전 체 개 고양이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말

허용 11 13 12 15 23 17 16 31

미허용 47 48 46 47 39 47 45 34

모름/확실하지 않음 4 4 4 5 5 5 6 5

해당사항 없음 38 35 38 34 33 31 33 31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향후 반려동물 사망 시 준비할 사항은 개와 고양이의 경우 유골단지를 준비할 것이라는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반려동물들에 대해서는 가정/마당 내 추모비를 

준비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동물 묘지 내 작은 토지를 구매하

겠다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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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반려동물 사망 시 사용 품목(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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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이 사망한 후 같은 종류의 다른 반려동물을 소유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종류의 반려동물을 얻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로 나타나 현재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심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려동물을 다시 소유하고자 하는 응답자들이 새로운 반려동물을 얻기 위한 기간은 

일주일 이내 20%, 한 달 이내 27%, 6개월 이내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반려동물 사망 시 재소유 여부(2016)

단위: %

구 분 비 중

같은 종류의 다른 반려동물을 소유할 것임 41

다른 종류의 반려동물을 소유할 것임 5

재소유하지 않을 것임 16

잘 모르겠음 38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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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반려동물 재소유 기간(2016)

단위: %

구 분 일주일 이내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1년 이상 잘 모르겠음

비 중 20 27 26 11 3 13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대부분의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현재의 반려동물을 소유하기 이전에도 반려동물을 소유했

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과거 및 현재 반려동물 사이의 소유기간 차이는 대체적으로 

1년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반려동물 소유자의 과거 소유 경험(2016)

단위: %

구 분 개 고양이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말

과거 소유 경험 85 93 89 85 91 93 98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표 24>  과거와 현재 반려동물 간 소유기간 차이(2016)

단위: %

구 분 개 고양이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말

1주일 이하 5 4 12 8 7 3 9

1개월 이하 10 9 13 16 12 8 5

6개월 이하 18 18 18 22 21 17 19

1년 이하 8 7 12 8 10 9 8

1년 이상 35 28 19 17 24 19 11

이전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동안 

현재의 반려동물 소유
17 27 19 20 20 35 38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다수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반려동물이 서로 간의 친구이기 

때문이며, 다수를 키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존재하고 반려동물을 자신/가족을 위한 동반

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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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다수의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이유(2016)

단위: %

구 분 개 고양이 물고기 새 소동물 파충류 말

반려동물들은 서로 친구이기 때문 65 64 39 45 48 33 53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 50 53 55 52 67 70 63

자신/가족을 위한 동반자이기 때문 43 52 43 48 54 46 56

보호소로부터 구조되었기 때문 26 24 19 26 23 18 35

자신/가족을 위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
16 18 25 25 29 16 34

반려동물이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
12 18 13 15 13 8 16

가정이 합쳐져 함께 이동했기 때문 6 7 11 14 10 5 8

기타 9 12 12 7 9 9 11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4. 미국의 반려동물 연관 산업

4.1. 미국의 반려동물 식품산업 용품, 의약품, 병원/사후서비스

  미국 내 반려동물 식품산업의 시장규모는 반려동물의 인간화, 반려동물 수 증가, 도시화 

확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미국의 반려동물 

식품산업 시장규모는 291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려동물 식품산업은 네슬레 퓨리나(Nestle Purina)와 마스(Mars) 등과 같은 소수

의 주요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8.4%와 

16.3%인 것으로 나타났다.4)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건강식 사료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브랜드 제품이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이성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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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미국의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2017)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4.2. 미국의 반려동물 용품산업

  미국의 반려동물 용품산업의 매출규모는 미국 내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지속적

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시장조사기관 IBIS World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반려동물 용품산업 시장규모는 150억 달러 이상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16>  미국 반려동물 용품산업의 매출액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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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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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미국 내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인구와 반려동물 용품산업이 성장하면서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첨단 정보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전자기기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5) 특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목줄과 반려동물 관찰을 위한 스마트 카메라의 

시장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7>  미국의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2016 2024

 스마트 목줄    스마트 조끼    스마트 벨트     스마트 카메라

자료: Global Market Insights

<그림 18>  주요 반려동물 스마트 웨어러블(예시)

스마트 목줄 스마트 카메라

 5) 한국무역협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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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미국의 반려동물 의료산업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의료기술도 발전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기대수명이 증가하

면서 반려동물 관련 의료산업도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 보험산업에 대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의 반려동물 보험은 반려견을 대상으로 1982년부터 판매되었으며, 2007년 북미반려

동물 보험사업협회(NAPHIA)가 설립되어 보험 회사 간 질서유지 및 반려동물 보험산업 발전

을 도모하고 있다.6) IBIS World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반려동물 보험업 시장규모는 10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2023년까지 약 2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임상

수의과학부(Department of Clinical Veterinary Science)와 반려동물식품연구소(Pet Food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현재 1.0% 미만으로 스웨덴(30.0%), 

영국(23.0%) 등 타 국가들에 비해 낮지만 2023년 약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45~74세 연령대의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지출하는 보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

<그림 19>  연령대별 반려동물 보험 지출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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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6) 지인배 외(2017).

 7) 손민숙(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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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법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동물에 관해서도 관습 및 환경에 따라 동물의 보호․학대방지․복지 

관계법 등이 주별로 다양하지만, 크게는 연방국가가 제정한 동물보호법인 「동물복지법

(Animal Welfare Act, AWA」과 「건강연구법(Health Research Act」으로 구분된다.

 「동물복지법(AWA)」은 1983년에 미국 농무성이 제정하였으며,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아있거나 죽은 모든 온혈동

물, 교육 및 실험용의 모든 동물에 대하여 미국 농무성이 동물 사용기관을 1년에 한번 불시 

순찰함으로써 동물학대, 비양심적인 동물생산, 불법 유통 판매자 검거 등을 감독하고 있다.8) 

 「건강연구법」은 동물의 실험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모든 척추동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러 동물단체들의 활동으로 미국 내 80% 이상 기관들이 이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미국국립보건원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다.9)

  또한 미국은 각 주마다 다양한 동물보호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보호 

측면을 강화하고 있어 반려동물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반려동물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기도 한

다. 그리고 동물학대의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이외에 치료목적의 심리 상담이나 교육을 추가

적으로 명령하고 있다.10)

6. 시사점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인배 외(2017)에 따르면, 2017년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29.4%이며,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2017년 2조 3,322

억 원에서 2027년에는 6조 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8) UPI뉴스, 강이석(2018)

 9) UPI뉴스, 강이석(2018)

10) 김지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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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연관산업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료, 용품 등 관련 산업의 높은 수입의존

도, 높은 진료비 부담 및 보험체계 미흡, 반려동물 관련 제도 미흡 등이 반려동물 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사료 및 용품 등에 대한 수입의존

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의 점유율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

성 강화나 고품질의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가격 대비 고품질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의 다양한 반려동물 전시회에 참가하여 국제적인 트렌드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품목

으로의 반려동물 시장 공략이 준비되고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장례가 불가피하게 되어 가면서 동물장례업과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11)

  반려동물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표준수가체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같이 보다 

전문화된 반려동물 의료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 관리를 체계

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보험 상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12)

  반려동물 제도와 관련해서는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보호 및 육성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동물보호법과 

같이 동물보호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함으로써 단순한 권고사항 수준이 아닌 국가 차원의 

의무조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반려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의미의 ‘동물’이 아니며, ‘펫팸족(Pet+Family)’, 펫코노미

(Pet+Economy)’와 같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개인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어

야 하며,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11) 정환도(2016)

12) 박지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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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림·임업과 정책동향

민 경 택 * 13)

1. 머리말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으로 가까운 면이 많

다. 비슷한 기후대에 있으면서 산림면적이 많고 경사가 급한 험준한 지형이 많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또한 주택에서 목조주택의 비율이 높고 목재 가공·이용 및 임업의 역사가 

오래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도 있다. 

  일본은 농산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하나로서 임업·목재산업의 성장산업화를 내세운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임업과 목재산업을 진흥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추진하며 이로써 지역의 일자리

를 유지하면서 자연생태계의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도 도모한다는 것이다. 임업·목재산업의 

성장산업화는 2009년 민주당 정권의 「삼림·임업재생플랜」에서 제시되었지만 그 내용은 자

민당으로 정권교체된 이후에도 이어져 지방창생 정책의 일부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러한 정책의 추진은 국산재 자급률의 상승 등으로 성과를 보인다. 이는 비슷한 농산촌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또한 임업의 수익성 저하로 임목

수확 후 재조림 포기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산림관리 추진을 위해 새로이 도입하는 ‘새로운 

산림관리 시스템’과 ‘산림환경세(가칭)’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산림자원 현황과 산림관리제도의 틀로서 산림계획제도, 산림관리 동향

을 서술하고 산림경영의 주요 동향, 그리고 2019년 새롭게 추진하는 산림정책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minkt@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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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자원과 산림관리제도

2.1. 산림자원 현황

  일본은 산림(2,508만 ha)이 국토면적(3,780만 ha)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산림에서 약 60%(1,479만 ha)가 천연림이고, 약 40%(1,029만 ha)는 인공

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와 고도경제성장기 목재수요가 급증하고 목재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임목수확한 곳에 조림하거나 목재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천연림을 베고 인공조

림한 것(확대조림)이 대부분이다. 주요 조림수종을 보면 삼나무 44%, 편백 25%, 낙엽송 

10%이다. 목재이용에 적합한 수종으로 단순화한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소유형태를 

보면 사유림 58%, 지자체 소유의 공유림 12%, 국유림 31%이다. 인공림의 사유림 비율을 

보면 면적의 65%, 임목축적의 73%이다.

  임목축적은 2012년 약 49억 ㎥인데, 인공림이 약 30억 ㎥(약 60%)을 차지한다. ha당 

임목축적은 202㎥/ha이고 연간 성장량은 2.8㎥/ha이다.1) 산림의 축적량은 지난 50년 사이

에 약 2.6배가 되었고 특히 인공림에서 약 5.4배 늘었다. 그리고 인공림의 절반 이상이 

통상적 주벌기 이상의 본격 이용기에 접어들었는데, 2020년에는 45년생 이상의 인공림은 

약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숲가꾸기가 충분히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약 80%의 기초지자체에서 관내 인공림의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주벌기 인공림의 5년간 평균성장량을 추계하면 연간 약 4,800만 ㎥에 이르지만, 주벌 

원목공급량은 성장량과 비교하여 40% 이하에 머문다. 산림 전체의 성장량(약 7,000만 ㎥)과 

목재공급량(2,714만 ㎥)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육성단계 인공림의 적절한 보육이 주요 과제이었지만 앞으로는 주

벌과 주벌 후 재조림으로 이어지는 자원의 순환이용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에 있다. 

「전국삼림계획(2019~2034년)」은 15년간 103만 ha의 인공조림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주벌

과 재조림의 순환을 확립하여 충실한 산림자원을 유지하고 임업의 성장산업화 실현과 공익 

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 2017년 우리나라 ha당 임목축적은 154.10㎥/ha이지만, 50년 이상 숲은 6.7%에 불과함. 또한 우리나라는 인공림 관련 

자료가 없어서 비교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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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림관리제도

2.2.1. 삼림·임업기본계획

  일본의 산림관리정책은 국가-도도부현-시정촌-산림경영자로 이어지는 산림계획제도를 

통하여 추진된다. 일본 산림계획제도의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산림계획의 체계

자료: 임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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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삼림·임업기본법」에 기초하여 산림·임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삼림·임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략 5년마다 갱신한다. 이는 산림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현행 기본계획은 산림자원이 본격적인 이용기를 맞는 

상황에 근거하여 직교적층목재(CLT)와 내화(耐火)부재 등의 개발보급으로 새로운 목재수요

를 창출하고, 주벌과 재조림 대책의 강화와 산림경영의 규모화 촉진 등으로 국산재 안정공급

체제를 구축하여 임업·목재산업의 성장산업화 그리고 이를 통한 지방창생에 기여, 지구온난

화 방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은 다양한 사업활동의 지침이기 때문에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와 ‘임산물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수치목표를 제시한다. 「삼림·임업기본계획(2016년)」은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의 목표로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목표로 하는 임형(林形)을 제시하면서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좋은 산림은 육성단층림으로 정비하고 급경사이거나 임지생산력이 

낮은 육성단층림은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육성복층림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표 1>. 

‘임산물의 공급 및 이용’의 목표는 10년 후(2025년) 목재 수요량을 7,900만 ㎥로 전망하고 

국산재 공급량을 2014년 실적의 약 1.7배에 달하는 4,000만 ㎥로 하겠다는 것이다. 

<표 1>  산림의 공익기능 발휘 목표

2015년
목표 산림의 상태 (참고) 지향하는 

산림의 상태2020년 2025년 2035년

  산림면적(만 ha)

     육성단층림 1,030 1,020 1,020 990 660

     육성복층림 100 120 140 200 680

     천연림 1,380 1,360 1,350 1,320 1,170

  합계 2,510 2,510 2,510 2,510 2,510

  축적(백만㎥) 5,070 5,270 5,400 5,550 5,590

  ha당 축적(㎥/ha) 202 210 215 221 223

  성장량(백만㎥/년) 70 64 58 55 54

  ha당 성장량(㎥/ha년) 2.8 2.5 2.3 2.2 2.1

주 1) 산림면적은 10만 ha단위로 반올림함.

    2) 목표로 하는 산림의 상태 및 지향하는 산림의 상태는 2015년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삼림·임업기본계획(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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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전국삼림계획, 삼림정비보전사업계획

  농림수산대신은 「삼림·임업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15년 단위의 「전국삼림계획」을 수

립한다. 이 계획은 전국 산림을 44개의 광역 유역으로 나누어 유역마다 삼림 정비·보전의 

목표, 벌채입목의 재적, 조림면적 등의 계획량, 시업 기준 등을 제시한다. 이 계획은 도도부

현 「지역삼림계획」 등에 지침이 된다. 

  「전국삼림계획(2019~2034년)」은 새로운 「삼림·임업기본계획(2016년)」에 따라 변경되었

다. 변경에는 산림경영관리제도의 도입, 규슈지방 호우에 의한 피해 대책, 꽃가루 발생원 

대책, ‘지역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추진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삼림·임업기본계획」의 목표에 따라 광역 유역마다 계획량을 제시한다<표 2>. 

<표 2>  전국삼림계획(2019-2034년)의 사업계획량

구분 계획량

벌채입목재적(천m
3
) 합계 82,155

주벌 37,707

간벌 44,448

조림면적(천ha) 인공조림 1,028

천연갱신 958

임도개설(천km) 62.4

간벌면적(천ha) 6,754

                               자료: 전국삼림계획(2018년)

 

  농림수산대신은 「전국삼림계획」에 제시된 삼림의 정비·보전 목표의 계획적이고 착실한 

실천을 위해 5년마다 「삼림정비·보전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2.3. 지역삼림계획, 시정촌 삼림정비계획

  도도부현 지사와 국유림 산림관리국장은 전국 158개 삼림계획구에 「지역삼림계획」과 

「국유림 지역별 삼림계획」을 작성한다. 이들 계획은 「전국삼림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산림의 정비·보전의 목표, 산림의 구획(zoning) 및 벌채 등 시업방법을 제시한다. 

  기초지자체장은 「시정촌 삼림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지역 산림정비에 대한 장기 

구상과 그것을 실현하는 시업과 보호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전국삼림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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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삼림계획」이 제시한 산림기능구분을 바탕으로 시정촌이 스스로 설정한 산림관리방안

에 따라 구획과 노망을 표시한다. 상위계획이 수치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이 계획은 

공간계획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2.3. 숲가꾸기 동향

  일본의 숲가꾸기는 산주와 임업관계자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NPO(민간비영리

조직), 기업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고 협력한다. 

2.3.1. 숲가꾸기 추진상황

  산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증진하려면 산림자원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수확후 재조

림과 간벌 등을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 자연조건에 따라 복층림화,2) 장벌기화,3) 침활혼

효림화와 활엽수림화4)를 추진하여 다양하고 건전한 숲으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산림의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임업을 보조한다. 예를 들어 조림보조의 비율은 

표준단가의 68%가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 추가된다.  

  지구온난화 대책으로서 일본은 2020년도 온실효과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도 배출량 대

비 3.8% 감소로 하고, 산림흡수원 대책에서 약 3,800만 CO2톤(2.7%)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의 간벌 등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간벌조치법)」에 기초

하여 ‘특정간벌 및 특정모수의 증식 실시 촉진에 관한 기본지침’에서 2013~2020년도 연평균 

52만 ha의 간벌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임야청은 산주의 산림시업과 임도정비 등을 지원한다. 그 중 ‘산림환경보전직접지원사업’

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자가 시업 집약화와 임도정비를 하여 저비용화를 도모하며 계획적으

로 실시하는 산림시업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림정비사업’은 조건불리 임지에서 지자체가 

산주와 협정을 맺어 실시하는 산림시업을 지원한다. ‘아름다운 숲가꾸기 기반정비교부금’은

「간벌조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간벌을 지원한다. 국유림에서는 간벌의 적절한 실시와 침활

혼효림화, 모자이크 모양의 산림 유도 등 다양한 숲가꾸기를 추진한다. 

 2) 침엽수 인공림을 띠 모양 또는 패치모양으로 택벌하고 묘목을 심어 여러 수관층의 산림으로 조성하는 것

 3) 기존에는 40~50년의 수확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장벌기화는 그 2배에 해당하는 임령까지 산림을 키워 수확하는 것

 4) 침엽수 인공림을 띠 모양 또는 패치모양으로 택벌하고 그곳에 천연갱신으로 활엽수를 생육시켜 혼효림을 조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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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주요 숲가꾸기 실시상황을 보면 인공조림 2.7만 ha이고, 그 중 복층림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한 수하식재는 0.5만 ha이었다. 또한 숲가꾸기를 실시한 면적은 59만 ha이고 

그중 간벌은 44만 ha이었다. 주벌면적은 추계치로 연간 약 7만 ha이지만, 인공조림 실적은 

연 2~3만 ha 정도이다. 주벌 이후 재조림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산림정책의 과제가 된다. 

임야청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인공림이 약 400만 ha라고 추정한다.  

  한편, 공공기관이 직접 민유림 숲가꾸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삼림연구·정비기구(삼

림정비센터)는 수원함양 보안림의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수원림조성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산주, 조림사업자 및 삼림연구·정비기구 3자가 분수(分收)조림 계약을 맺고, 산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조림사업자가 식재 및 조림지 관리를, 기구가 비용 부담과 기술 지도를 맡는다. 

이 사업으로 약 48만 ha의 산림을 조성·관리한다. 

  또한 임업공사는 산주가 숲가꾸기를 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분수(分收)방식으로 조림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에서 설립한 법인이다. 2017년 3월 24지방에 26개 임업공사가 있고 

이들이 관리하는 분수림은 약 31만 ha(민유림의 약 2%)이다. 그러나 목재가격 하락과 차입금 

누증 등으로 임업공사의 경영은 대개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임목성장이 나쁘거나 

목재 반출이 곤란한 산림에서 계약 해제를 추진하고 간벌과 산림작업도의 정비를 정부가 

보조 사업으로 지원한다. 그 외 임야청은 산주가 책임지기 어려운 원인으로 황폐화하거나 

기능이 약화된 보안림을 ‘치산사업’으로 정비한다.  

  일본에서는 「시정촌 삼림정비계획」에서 벌채, 조림, 보육의 표준방법을 제시하고 산주가 

벌채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확 및 조림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2016년 5월 

「삼림법」을 개정하여 수확후 조림상황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부 지방에

서는 수자원 보전의 관점에서 수원주변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사전신고서 제출을 요구하

는 조례를 정하기도 하였다. 

2.3.2. 사회적 숲가꾸기 활동

  식목과 숲가꾸기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로서 ‘전국식수제(植樹祭)’와 ‘전국

육수제(育樹祭)’가 있다. 전국식수제는 왕실을 비롯한 참가자의 기념식수를 통해 국민의 

숲에 대한 애정을 고양시킨다. 2017년 5월 ‘제68회 전국식수제’가 토야마현에서 ‘빛나라 

물·하늘·숲의 하모니’를 테마로 개최되었고, 약 7,400명이 참가하였다. 전국육수제는 가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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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며 국민들에게 육림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2017년 11월 제41회 전국육수제가 

카가와현에서 ‘숲을 키워 윤택한 생활, 숲이 키우는 확실한 미래’를 테마로 개최되었다.

  자연환경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NPO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숲가꾸기 

활동에 참여한다.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단체의 수는 2015년도 3,005개로서, 2012년 보다 

감소하였지만 2000년의 약 5배가 되었다. 단체의 활동목적에는 ‘마을숲의 정비·보전’과 

‘산림환경교육’이 많다. 특히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산주의 산림관리에 자원

봉사자를 비롯한 NPO의 참여가 많다. 이를 지원하는 시책으로 ‘산림정비 지역활동지원 

교부금제도’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의 숲가꾸기 활동도 활발한데 2016년 

1,554곳에서 실시되었다. 이는 국유림 494곳, 민유림 1,060곳으로 나뉜다. 고객, 지역주민, 

NPO와 공동 숲가꾸기, 기금과 재단을 통한 산림복원활동 지원, 기업 소유림을 활용한 지역

공헌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산주와 협정을 맺어 숲가꾸기 활동을 펼치는 사례도 있다.  

  폭넓은 분야의 관계자가 참가하는 숲가꾸기 활동으로서 2007년부터 ‘아름다운 숲가꾸기 

추진 국민운동’이 있다. 이는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에서 정한 산림흡수량의 목표 달성

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목표로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면서 숲가꾸기와 보전, 국산재 이용, 

주체 확보와 지역만들기 등에 노력한다. 경제단체, 교육단체, 환경단체, NPO 등 97단체로 

구성되는 ‘아름다운 숲가꾸기 전국추진회의’는 마을숲 가꾸기, 산림환경교육,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노력한다. 또한 2008년 12월 시작한 ‘포레스트 서포터즈’는 개인과 기업 등이 

서포터즈로 운영사무국에 등록하여 일상 업무와 생활에서 스스로 숲가꾸기와 목재이용에 

노력하는 형태인데, 2017년 10월에 약 5만 7,000건이 등록되었다. 

  경제계에서 임업의 성장산업화를 통한 지역창생의 기대가 높다. 철강, 금융, 종합건설업 

등 일본의 주요 기업 약 200사가 참가하는 일본프로젝트산업협의회(JAPIC)는 2017년 ‘제4회 

임업부활·지역창생을 추진하는 국민회의’를 개최하고 국산재 활용 확대를 주장하였다. 또한 

2018년 제5회 국민회의에서 국산재를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려면 산림자원의 가치를 향상시

켜야 하므로 소유자 또는 경계가 불명한 산림문제의 해결, 젊은 세대의 임업취업 촉진과 

인재육성 등에 국가적으로 노력할 것, 임업의 성장산업화 추진을 위해 선행사례 확산, ICT 

활용으로 생산효율 향상, 거점 건물의 목조·목질화 등 작은 실천을 축적·확산할 것 등 산관학 

협력을 제언하였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 경영자단체인 경제동우회는 임업 혁신과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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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중고층 건축물에서 국산재를 적극 이용하기 위해 수요측에서 ① 기업

(시공자)은 나무의 장점을 이해하여 목조건축을 적극 채용하며, ② 설계자와 시공자는 첨단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목조건축모델을 창조하며, ③ 지자체와 공급자(가공업자, 임업사업체, 

산주)는 생산성 향상 및 투자를 확대하고, ④ 정부는 수요측 구조개혁에 노력할 것 등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2.3.3. 산림환경교육

  현대 사람들은 일상에서 숲과 임업을 접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다양한 산림체험 활동을 

통한 ‘산림환경교육’ 활동이 진행된다. 숲과 임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산림을 보전하면서 

이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학교림 활동이다. 학교림을 보유한 초중등학교는 전국 6.8%에 해당하는 약 2,500교

이고, 학교림의 합계면적은 약 1만 7,000ha이다. 학교림은 ‘종합학습의 시간’에 이용되고 

나무심기, 풀베기, 가지치기 등의 체험과 식물관찰, 산림기능 학습 등을 실시한다. 학교림 

등을 활용한 산림환경교육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학교의 숲, 어린이 서미트’가 개최된다. 

2017년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개최되었고, 어린이 활동사례 발표와 오감으로 숲을 체감하

며 인공림의 건강상태를 조사하는 ‘숲의 건강진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산림환경교육 활동으로 ‘녹색소년단’ 활동이 있다. 녹색소년단은 숲과 친해지고 숲을 사랑

하고 숲을 지키고 키우는 활동을 통해 고향과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

로 한 단체이다. 2018년 1월 전국 3,333단체, 약 33만 명이 가입하였다. 

  ‘듣고쓰기 코시엔’은 고등학생이 조림 기술자, 숯 기술자, 옻칠 기술자, 어부 등 ‘명인(名

人)’을 방문하여 일대일 대화를 나누고 기록하는 활동인데, 기술자의 지혜, 기술, 사고, 살아

가는 방법 등을 배운다. 산림·임업분야에 지금까지 약 1,400명의 고교생이 참가하였고 그 

기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산림분야의 전통기술과 산촌생활을 전달한다.5)

2.3.4. 사회적 비용부담

  ‘녹색모금’은 「녹색모금에 의한 산림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숲가꾸기 추진에 

 5) (http://www.rinya.maff.go.jp/j/sin_riyou/kikigaki/) (검색일: 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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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 모집이다. 1950년 국토녹화를 목적으로 ‘녹색깃털모금’으

로 시작하였고 현재는 (사)국토녹화추진기구와 각 지방의 녹화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봄가을 연 2회, ‘가정모금’, ‘직장모금’, ‘기업모금’, ‘가두모금’ 등을 한다. 2016년 약 21억 

엔의 기부금을 모았다. 기부금은 ① 수원림 정비와 마을숲 관리 등 시민활동에서 중요한 

숲가꾸기와 보전, ② 묘목 배포와 식수제 개최, 산림 자원봉사자의 지도자 육성, ③ 열대림 

재생과 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에 활용된다. 또한 산림 자원봉사자의 재난지역 녹화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현재 37개 지방에서 숲가꾸기를 목적으로 주민세에 추가과세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과세 수입은 숲가꾸기와 보전, 목재이용의 촉진, 홍보, 인재육성 등에 활용한다. 이처럼 

지역의 독자 활동과 국가의 산림환경세(가칭)를 활용한 활동을 추가하면 숲가꾸기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은 2013년 4월부터 ‘J-크레딧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감소와 흡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자가 심사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

아 실시한 프로젝트에 의한 배출감축량과 흡수량을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크레딧을 

구입하여 탄소상쇄에 이용할 수 있다. 산림분야 대상사업에는 산림경영과 조림이 있는데 

2017년 11월 22건이 등록되었다. 또한 목질바이오매스 연료에 의한 화석연료 또는 계통전력

을 대체하는 활동도 42건 등록되었다. J-크레딧 제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인정하는 활동을 한다. 

<사례: 산림흡수크레딧의 지산지소에 의해 탄소상쇄>

  아키타현 요코테시와 요코테시 산림조합은 산림경영으로 2012년 3월에 약 6,000 톤의 상쇄 크레딧

(J-VER)을 취득하였는데, 2015년 활용량은 4톤에 불과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요코테시·산림

조합 산림흡수공동프로젝트 추진협의회’를 설립하고 크레딧 활용방법을 검토하였는데, 대기업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지역의 기업과 단체에 소량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산림크레딧은 시청

이 발행하는 주민등본 등에 사용하는 인쇄용지, 물산전의 상품제조, 각종 이벤트 운영 등 다양한 지역활동

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상쇄하는 데 활용된다. 주민등본과 이벤트 등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탄소상쇄

를 진행하므로 홍보에도 도움된다. 크레딧의 ‘지산지소’ 형태는 지역의 산림보전, 임업진흥에 공헌하고 다

른 지역에서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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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업의 동향

3.1. 임업생산의 동향

  일본 임업은 장기간 산출액 감소, 목재가격 하락 등 불리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근래 국산

재 생산량 증가, 목재자급률 상승 등 활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업생산액은 목재, 버섯류, 땔감 등의 생산액 합계이다. 일본의 임업생산액은 2004년 

이후 4,000억 엔으로 내려갔고 2016년은 전년보다 3%p 증가한 4,662억 엔이다.6) 목재생산

액은 최근 증가 경향을 보이는데, 2016년은 제재용재 산출액이 감소하였지만 연료용 칩용재

의 이용량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1%p 증가한 2,370억 엔이었다. 또한 임업생산액에서 목재생

산의 비율은 2002년 이후 50% 전후에서 움직인다. 버섯류 생산액은 1983년 이후 2,000억 

엔 정도인데 2016년은 2,220억 엔이다. 

  국산 원목 생산량은 2002년 이후 증가하는데 2016년에는 전년보다 3%p 증가한 2,066만

㎥이었다. 삼나무에서 합판용과 목재칩용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6%p 증가한 1,185만 

㎥이고, 편백에서 합판용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4%p 증가한 246만 ㎥이다. 

<그림 2>  임업생산액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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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삼림·임업 백서(2018년판)

 6) 우리나라의 2017년 임산물 생산액은 8조 9,652억 원인데, 여기에는 토석류 3조 4,601억 원, 순임목생장액 1조 9,503억 

원, 조경재 6,714억 원, 용재·조림·양묘 6,412억 원, 수실류 6,854억 원, 약용식물 5,900억 원, 산나물 4,119억 원, 버섯

류 2,481억 원, 기타 3,070억 원이 포함됨. 용재생산액은 5,111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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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송에서 제재용과 목재칩용 수요가 감소하고 합판용 수요가 증가하여 1%p 증가한 

231만 ㎥, 활엽수에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목재칩용 수요가 감소하여 전년보다 2%p 감소

한 219만 ㎥이었다. 국산재의 수종별 비율(2016년)은 삼나무 57%, 편백 12%, 낙엽송 11%, 

활엽수가 11%이다. 주요 수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2016년), 삼나무는 미야자키, 아키타, 

오이타, 편백은 오카야마, 에히메, 구마모토, 낙엽송은 홋카이도, 이와테, 나가노, 활엽수는 

홋카이도, 이와테, 히로시마이다.

  목재가격의 추이를 보면 임업생산의 수익성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삼나무 원목가격은 

1980년 3만 9,600엔/㎥을 정점으로 하락하였다. 1987년부터 주택을 중심으로 목재수요가 

증가하여 가격도 약간 상승하였지만 1991년에 다시 하락하여 1만 3,000엔/㎥ 전후로 변동하

고 있다. 편백 원목 가격은 18,000엔/㎥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낙엽송 원목 가격은 1만 

2,000엔/㎥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입목(立木)가격은 산에 서 있는 나무의 가격인

데, 가까운 목재시장 인도가격에서 벌채와 운반 등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며 

산주의 수입에 해당한다<그림 3>. 

<그림 3>  산지 입목가격의 추이
단위: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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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삼림·임업 백서(2018년판)

  2017년 3월말 입목가격은 삼나무가 2,881엔/㎥, 편백 6,200엔/㎥, 낙엽송류가 3,856엔/㎥이

었다. 1980년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산림경영의 수익성이 낮아져 벌채 후 재조림을 포기

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비용화 또는 활엽수림화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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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업경영의 동향

3.2.1. 산림보유 현황

  「2015년 농림업센서스」는 임업구조의 기초 자료로서 ‘임가’와 ‘임업경영체’ 두 가지를 

제시한다. ‘임가’는 보유산림면적 1ha이상의 가구이고 ‘임업경영체’는 ① 보유산림면적 3ha

이상 그리고 과거 5년간 임업작업을 실행하거나 산림경영계획 또는 산림시업계획을 작성하

였거나, ② 위탁을 받아 육림하거나, ③ 위탁과 입목 구입으로 지난 1년간 200㎥ 이상의 

원목을 생산하는 등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이다. 임가 수는 5년 전보다 9%p 감소한 

83만 호, 보유산림면적의 합계는 이전 조사보다 1%p 감소한 517만 ha이다. 10ha 미만 

소유가 88%를 차지하는 소규모·영세 소유구조이다. 10ha 이상 소유의 임가 수는 12%에 

지나지 않지만 임가의 산림면적 61%에 해당하는 316만 ha를 보유한다. 임업경영체 수는 

약 8만 7,000경영체, 산림면적 합계는 약 437만 ha이다. 그중에서 ‘가족경영체’가 약 7만 

8,000경영체이다. 산림면적 10ha 미만의 임업경영체가 56%이며, 산림면적 100ha이상의 

임업경영체는 전체 임업경영체 수의 4%에 지나지 않지만 임업경영체 전체 산림면적의 76%

에 해당하는 331만 ha를 보유한다. 

3.2.2. 임업경영체 동향

  사유림의 숲가꾸기는 임가, 산림조합, 민간사업체가 담당한다. 산림조합과 민간사업체는 

산주에게서 수탁 받거나 입목을 구매하여 벌채하고 조림을 수행한다. 「2015년 농림업센서

스」에 의하면 임업경영체가 일정 기간에 일련의 작업·관리를 일괄해서 맡는 산림면적은 

98만 ha이고, 그중 약 90%를 산림조합 또는 민간사업체가 맡는다. 산림조합은 조림, 풀베기, 

간벌에서 전국 수탁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조림·보육의 중심 주체이다. 임목수확은 민간사

업체가 55%를 차지한다. 

  「2015년 농림업센서스」에 의하면 조사기간 1년에 원목을 생산한 임업사업체는 전체의 

약 12%인 1만 490경영체이다. 임업경영체 수가 감소하지만 원목생산량은 증가하여 1,989만 

㎥이다. 민간사업체와 산림조합의 원목 생산량 합계는 증가하여 1,376만 ㎥이고, 원목생산

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9%이다. 수탁 혹은 입목구매로 원목을 생산한 임업경영체는 3,712

경영체로 원목생산량 합계는 1,555만 ㎥이며, 그 비율은 78%이다. 1개 임업경영체의 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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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은 4,188㎥이지만, 연간 원목생산량 1,000㎥ 미만의 임업경영체가 전체의 46%를 차

지한다. 임업경영체의 원목생산 노동생산성은 2.7㎥/인·일이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시업의 

집약화와 효율적인 작업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임업은 임목판매수입에 비해 육림경비가 높다. 50년생 삼나

무 인공림의 주벌 목재수입은 2017년 산지(山地) 입목가격으로 역산하면 90만 엔/ha이다. 

수확까지 소요하는 조림·보육비는 114~245만 엔/ha에 이른다. 조림·보육비의 약 90%는 

초기 10년에 투입된다. 임업경영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생산성 향상과 함께 육림 경비의 

저비용화, 목재판매 수입의 증대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3.2.3. 임가동향

  임가의 산림시업은 조림·육림이 중심이고 임목수확은 적다. 「2015년 농림업센서스」에 

따르면, 가족경영체에서 지난 5년간 조림, 풀베기, 간벌, 임목수확 등 어떤 작업을 수행한 

자는 전체의 84%이었다. 풀베기와 간벌은 각각 50% 전후이며, 임목수확은 8%, 조림은 14%

였다. 임목판매수입에 비해 조림·육림비용이 높기 때문에 수확 이후 재조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2015년 농림업센서스」에 따르면, 가족경영체 약 7.8만 경영체에서 임산물을 

판매한 경영체 수는 약 1.1만 경영체(14%)이다. 2013년 1개 경영체의 연간 임업조수입은 

248만 엔인데, 임업경영비(237만 엔)를 뺀 임업소득은 11만 엔이었다<표 3>. 일본에서도 

임업을 주수입으로 하는 가족 경영체는 매우 적다.

  대규모 산주에서 상속을 계기로 소유 산림의 세분화, 경영규모 축소, 후계자의 임업경영 

포기 등이 나타난다. 임업경영을 차세대로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질문하면 500ha 

이상의 소유 임가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 부담 경감’이라 응답한 임가(53%)가 많다. 

이에 상속세 평가방법의 적정화, 평가액 경감, ‘산림 상속세의 납세유예제도’ 등을 실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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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임업소득의 내역(2013년 기준)

수익/비용(천 엔)

임업조수익 2484

임목생산 1744

입목판매 233

기타 507

임업경영비 2371

하청수수료 982

고용노임 300

기타 1089

임업소득 113

조림보조금 755

                               자료: 농림수산성. 2013년도 임업경영통계조사보고(2015년 7월)

3.2.4. 임업사업체 동향

  임업사업체는 크게 산림조합과 민간사업체로 나뉜다. 산림조합 수는 1954년 5,289개에 

이르렀지만 이후 합병이 진행되어 2015년 629개이다. 조합원 수는 2015년 약 153만 명(법인 

포함)이고 조합원 소유의 산림면적은 약 932만 ha으로 사유림의 약 3분의2를 차지한다. 

산림조합의 사업금액은 산림정비부문 53%(산림정비 35%, 이용 15%, 구매 3%), 판매부문 

34%, 가공부문 13%, 지도부문 1%로 구분된다. 산림조합 사업에서 조림과 육림은 감소하였

지만 원목생산은 2002년도 이후 증가하여 2015년도 원목 생산량은 543만 ㎥이다. 간벌 

314만 ㎥(60%), 주벌 229만 ㎥(40%)이다. 조림·보육 사업은 개인 의뢰가 60%, 지자체 의뢰가 

40%정도이다. 산림조합은 시업 집약화에 노력하여 사업 효율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에 노력

한다. 

  2016년「산림조합법」개정으로 산림조합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산림을 경영하는 ‘산림경영

사업’의 요건을 수정하였다. 2017년부터 산림조합은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경

영사업을 할 수 있고 산림조합연합회의 산림경영사업도 가능하다. 

  원목 생산과 숲가꾸기 사업을 하청받는 민간사업체는 2015년에 1,305개이었다. 사업을 

수행한 임업경영체를 구분하면 조림 31%, 풀베기 47%, 간벌 71%이다. 수탁 혹은 입목구매로 

원목을 생산한 민간사업체는 1,098개인데, 이들 임업경영체의 사업규모를 보면 59%가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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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생산량 5,000㎥ 미만이다. 효율적으로 원목을 생산하려면 안정된 사업량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사업도 산주에 먼저 제안하여 시업을 집약화하고 경영을 수탁하는 활동을 추진

한다. 임업자와 건설업자가 협력하여 임도정비와 간벌 등을 실시하는 ‘임건협동’ 노력도 

보인다.

  임업사업체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각 지방은 임업사업체가 산림부, 

산림기본도, 산림계획도 등을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취급요령을 수정하고자 한다. 

임야청은 산주와 사업발주자가 산림경영 위탁처와 사업실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업경

영체 정보를 등록·공표하는 조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2017년까지 8개 지방에서 이를 활용

하였다. 임업사업체의 계획적인 사업실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에서 숲가꾸기와 원목

생산의 사업량을 공표하는 조치도 시작된다. 

3.3. 임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

3.3.1. 산림사업의 집약화

  임업경영에 관심을 가진 산주라도 소유규모가 영세하면 단독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웃 산주와 산림을 통합하여 산림시업을 실시하는 ‘시업의 집약화’가 

필요하다. 시업 집약화로 작업개소가 모아지면 임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고성능 임업기

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한곳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양이 

증가하면 규격과 품질을 갖춰 공급하기 쉽고 수요에 대응하면서 유리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산주의 의뢰를 기다리지 않고 임업사업체가 먼저 ‘시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업 방침과 

수익성을 제시하는 ‘제안형 집약화시업’을 실행한다. 임야청은 제안형 집약화시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시업플래너 연수’를 실시하였고 2017년까지 1,038명이 수

료하였다. 2009년부터 외부심사기관이 사업체의 실행능력을 평가하여 2017년까지 12개 

사업체가 인정받았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독자로 산림시업플래너 연수를 실시한다. 2012년

부터 ‘산림시업플래너협회’가 산림시업플래너 인정제도를 시작하여 플래너의 능력과 실적

을 평가한다. 산림시업플래너 인정시험에 합격하거나 실행능력평가를 인증받은 사업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인정 산림시업플래너’로 분류하는데, 2018년 3월 1,933명이 인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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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산림경영계획제도에서 의욕을 가지고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

영을 위탁받은 자가 임반 또는 인접한 복수 임반의 면적 2분의 1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임반계획)와 소유 산림면적이 100ha 이상의 경우(속인계획) 스스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면 세제 특례조치

와 융자 우대, ‘산림환경보전직접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지자체

가 산림시업을 하나로 모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를 「시정촌 삼림정비계

획」에서 정하고 그 구역 30ha 이상의 산림을 모은 구역계획도 할 수 있게 하였다. 구역 

계획은 소규모 산주가 많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인공림 비율이 낮아 집약화가 

어려운 지역도 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한다. 계획을 작성하기 쉬운 곳부터 시작하여 대상 

산림을 서서히 확대하면서 대규모 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2017년 3월 전국 산림경영계

획 작성은 542만 ha, 민유림 면적의 약 31%이다. 

<사례: 항공레이저 계측 데이터를 활용한 시업집약화와 경영효율화>

   야마가타현 가네야마정에서는 목재가격의 장기침체 때문에 산주의 소유의식 저하와 소유자 불명의 산림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한편으로 대형 집성재공장의 설립과 목질바이오매스 발전소 설치로 새로운 목

재수요가 생겨나는 상황이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 산림조합은 항공레이저 계측을 실시하여 단기간에 

경사도와 임도 등 상세한 지리·지형정보와 단목수준의 산림자원정보를 정비하였다. 이들 정보를 활용하여 

산림 자원량과 경사·해발고, 임도 등의 세부 조건을 고려한 구획설정과 임도계획을 검토하고 집재범위에서 

목재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항공레이저로 계측한 데이터와 드론으로 취득한 현장 화상을 조

합하여 태블릿 단말기로 공유·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게 되고 조직의 생산성도 높이게 되었

다. 작업원이 휴대 GPS기로 취득한 위치정보에서 작업의 실시범위를 시각화하여 안전성과 시업의 신뢰성

을 높이게 되었다. 산림조합은 ICT의 최신 기술로 정비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정확한 입목평가와 벌

채계획으로 산주에 산림시업을 제안하고 산림경영자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체제를 갖춘다. 

  산림경영계획 작성과 시업 집약화를 추진하려면 산주의 정보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임야

청은 ‘산림정비지역활동지원교부금’으로 산림정보의 수집, 산림조사, 경계의 확인, 합의형

성 활동과 기존 임도의 간이 개량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GIS 지도데이터가 반영된 공중사

진을 입체시하여 현지에 가지 않고도 경계를 밝힐 수 있도록 한다. 2016년 「삼림법」 개정에

서 임업사업체가 소유자 소재를 파악하기 쉽도록 지자체가 임지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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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청은 산림자원 정보의 정밀도를 높이고 산림 GIS와 최신 ICT 활용을 촉진한다. 그 

밖에 민유림과 국유림 협력에 의한 산림시업단지 활동을 추진하여 2016년 164개소를 설정

하였다. 

3.3.2. 저비용 고효율 작업시스템 보급

  임목 생산은 베어 쓰러뜨리기, 모으기, 가지치기와 절동, 집재, 운재, 집적이라는 여러 

공정을 거친다. 임목 수확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각 공정에서 임업기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고 임도와 고성능 임업기계를 적절히 조합한 작업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또, 목재 판매수

입에서 육림비용이 높으므로 주벌 후 재조림을 확보하려면 조림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임도는 조림, 보육, 원목생산 등 산림시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이며, 

임업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임도를 정비하면 접근성을 높이고, 기계작업의 안전도 

개선할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일반도로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임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일본의 

2016년 임도밀도는 21m/ha이다.7) 

 「삼림·임업 기본계획」은 산림시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임도망의 연장 목표를 현재 

19만 km에서 33만 km로 정하였다. 육성단층림을 중심으로 정비하여 2025년 24만 km 정도

를 목표로 한다. 「전국삼림계획」에서 완경사지(0~15도)의 차량계 작업시스템에서 100m/ha

이상, 급경사지(30~35도)의 가선계 작업시스템에서 15m/ha이상을 목표로 한다. 임야청은 

임도 설치에 필요한 선형계획과 설계, 작설 및 유지관리를 맡는 기술자 육성을 위해 2011년

부터 ‘임업전용도 기술자연수’를 주관해 왔고 지금까지 2,152명이 수료하였다.  

  고성능 임업기계의 도입은 1985년대에 시작되어 2016년 합계 8,202대를 보유하고 있다. 

내역을 보면 포워더 2,328대, 프로세서 1,851대, 하베스터 1,572대, 스윙야더 1,012대 등이

다. 2016년 고성능 임업기계 작업시스템의 원목 생산량 비율은 70% 정도이다. 이외 로봇기

술을 활용한 기계 개발, 원목 품질을 자동판정하는 하베스터, 무인주행하는 포워더, 임업용 

보조수트 등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또 조림비용 절감을 위해 벌채와 조림의 일관작업 

시스템 도입, 콘테이너묘와 우량묘목 활용, 저밀도 식재 등을 추진한다. 

  벌채와 조림의 일관작업시스템은 그래플 등 벌채·반출에 사용한 임업기계를 이용하여 

벌채 후 바로 말목지조를 제거하고 땅고르기하며 이들 기계로 묘목을 운반·식재하는 것이다. 

 7) 우리나라의 2017년 임도밀도는 3.32m/ha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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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고르기에서 식재까지 공정을 줄여서 육림의 작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삼림총합연

구소(2013)에 의하면 기존 방법의 노동 투입이 27인·일/ha인 것에 비하여 일관작업시스템의 

노동투입은 4~6인·일/h(평탄~완경사지), 6~9인·일/ha(중~급경사지)이다.

  근래 ICT를 활용한 생산관리가 도입되고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 임내에서 제재용재와 

합판용재를 자동으로 해석·판정하고, 목재의 출하량을 순식간에 파악하는 노력이 진전된다. 

산림자원 해석과 원목 계측, 임도정비와 간벌 등 숲가꾸기 계획 수립 등에 레이저 계측과 

드론의 활용도 확산된다. 

<사례: 제조업과 협력하여 임업의 수익성 향상>

  이시카와현은 중장비생산업체 코마츠(KOMATSU)와 협력하여 산림자원 조사와 원목계측에 ICT를 활용

하는 저비용 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업의 수익성 모델 만들기를 추진한다. 산림자원 조사에서는 코마츠

가 건설현장에서 실용화한 드론의 3D 계측기술을 활용하는데, 드론으로 촬영한 산림의 공간화상으로 산림

자원을 해석하고 현장 실용화를 위해 산림조합 직원과 지자체 임업지도원을 조종기술자로 육성한다. 또한 

고성능 임업기계에 원목계측장치를 장착하여 임목을 조재할 때 자동으로 직경과 재적을 계측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운용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 현지실증을 진행한다. 

3.4. 산림일자리 동향

3.4.1. 임업노동력

  산림시업은 주로 산촌에서 임업에 취업한 임업노동자가 맡는다. 임업노동자 확보는 산촌 

활성화와 고용 확대에도 중요하다.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임업종사자’는 2015년 4만 5,440

명으로 2010년보다 11%p 감소하였다. 그중에서 벌목·조재·집재 종사자는 2만 910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육림종사자는 감소하여 1만 9,400명인데 45~64세 연령층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임업종사자의 고령화율(65세 이상 비율)은 2010년 21%이지만 2015년은 25%가 

되었다. 청년 비율(35세 미만 비율)은 2010년 18%였는데 2015년은 17%로 큰 변화는 없다. 

평균연령은 2015년 52.4세로 다소 낮아졌다. 한편, 일본표준산업분류에서 ‘임업’으로 분류

되는 사업체에 취업한 ‘임업취업자’에는 현장업무 외에도 사무업무와 관리업무 종사자도 

포함하는데 2015년에 6만 3,63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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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 중심의 신규취업자 확보와 육성은 긴급한 과제이다. 임야청은 2003년부터 젊은이

를 대상으로 임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녹색고용’사업을 실시한다. 임업사업체가 

신규채용한 자를 대상으로 현지연수와 집합연수 실시를 지원한다. 2016년까지 이 사업으로 

임업에 취업한 자는 약 1만 7,000명이다. 임업사업체의 신규취업자는 ‘녹색고용’사업 이전에 

연간 약 2,000명 정도였는데 사업 이후 연평균 약 3,300명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들 신규취

업자의 대부분은 다른 부문에서 전직한 사람들이다. 2016년 신규취업자 수는 3,055명이었

다. 또한 ‘녹색고용’사업의 신규취업자 연수 수료자 가운데 3년 후에도 취업한 사람은 70%이

상이다.

<그림 4>  임업노동력 육성 및 확보 체계 

자료: 임야청. 현장기술자의 육성과 등록제도

3.4.2. 인재육성

  전국에 임업기술 교육기관이 다수 생겼는데, 임업대학도 그 중의 하나이다. 임업대학은 

임업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도도부현 조례에 기초하여 설치된 1~2년제의 임업자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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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다. 2017년에도 ‘이와테 임업 아카데미’, ‘효고현립 삼림대학교’, ‘와카야마현 농림대

학교’ 등 3개교가 설치되었다. 임야청은 ‘녹색 청년취업준비급부금사업’을 통해 임업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최대 연간 150만 엔(최장 2년간)을 지원한다. 급부금을 활용하여 취업 

전 인재육성에 노력하는 곳이 2017년 18개에 이른다. 

  임야청은 사업체의 OJT와 OFF JT, 연수 커리큘럼 작성, 노동자 승격 모델을 제시하여 

임업노동자의 경력형성을 지원한다<그림 4>. 2011년부터는 신규취업자 연수로서 ‘임업작업

사 연수’를, 경력향상 연수로서 ‘현장관리책임자 연수’ 및 ‘통괄현장관리책임자 연수’를 실시

한다. 2011년부터 연수수료자의 레벨에 따라 농림수산성 연수수료자 명부에 등록하는데, 

2017년 통괄현장관리책임자 401명, 현장관리책임자 1,323명, 임업작업사 7,933명이 등록하

였다. 

3.4.3. 임업의 고용

  임업에서 고용은 작업의 계절성과 사업체 경영기반의 취약성 등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산림조합의 고용노동자 취업일 수를 보면 연간 210일 이상의 비율은 1985년 10% 

미만이었는데 2015년에 약 60%가 되었다. 특정 계절에 한정하여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산림보

육사업이 감소하고 연간 작업가능한 원목생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산림작업은 악천후에 

중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일급제가 많지만 근래 월급제도 많아졌다. 또, 산림조합

이 지급하는 표준임금(일당)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000엔 미만을 

지급하는 산림조합은 1990년 46%였는데 2015년에 7%로 줄었고, 1만 5000엔 이상을 지급하

는 산림조합은 1990년 2%에서 2015년 14%로 늘었다. 

3.4.4. 임업 재해발생과 안전대책

  임업노동에서 사상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사상자 수는 1,516명이고 2006년 

2,190명과 비교하면 30%p 가까이 감소하였다.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과 임도망 정비가 진전

하여 노동 강도가 낮아지고 방호복이 보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업에서 2016년 천명당 

사상자 수를 보면 31.2으로, 전체 산업의 2.2와 비교하면 매우 높다. 

  임야청은 안전순회지도, 노동안전위생개선 대책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신규취업자 대상

의 벌목작업 기술연수, 최신예 방호복 도입 등을 지원한다. 후생노동성은 2018년 ‘제13차 



102 ∙ 세계농업 2019. 4월호

노동재해방지계획’에서 사망재해를 없애는 데 노력하는 중점업종에 ‘임업’을 추가하였다. 

2018년 후생노동성은 ‘벌목작업에서 안전대책 검토회’ 보고서를 정리하였다. 

3.4.5. 여성의 참여

  벌채와 조림이 활발하던 시기에 임가 여성들의 다수가 조림과 보육 작업을 맡았지만 

이들 작업이 감소하면서 여성 종사자는 감소하였다. 2015년 임업종사자에서 여성은 2,750

명으로 6%이다. 1970년부터 ‘여성임업연구그룹’이 각지에 만들어졌고 1997년 ‘전국 임업연

구그룹 연락협의회 여성회의’가 조직되었다. 또한 1993년 지자체의 여성 기술직원들이 참여

하는 ‘풍부한 숲가꾸기를 위한 레이디 네트워크 21’이 설립되어 포럼 개최, 여성용 작업복 

개발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근래에는 학생과 다양한 직업의 여성들이 모이는 ‘임업여자회’ 

활동도 보이며, 여성으로 구성된 수렵자 조직도 있다. 

4. 새로운 산림정책 동향

4.1. 새로운 산림관리시스템

  지금까지 일본의 산림·임업 시책은 산주의 자발적인 시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임업의 수익성 저하로 산주 다수가 산림경영 의욕과 소유의사를 상실하여 

적절한 산림관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소유 경계도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는 

정도이다. 이를 배경으로 임업의 성장산업화 실현과 산림자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2018

년 5월 「삼림경영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4월 시행된다. 이 법의 취지는 산주에게 

산림관리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지자체가 산주의 의향을 확인하여 소유자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림경영에 필요한 권리를 지자체에 위탁하도록 하며, 지자체는 

임업경영에 적합한 산림을 능력 있는 임업경영자에 재위탁하여 산림경영을 규모화·집약화

한다는 것이다. 한편, 조건이 불리하여 임업경영에 적합하지 않은 산림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여 활엽수를 포함하는 ‘복층림’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유능한 임업경영자에 임업경

영을 맡겨 높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실현하고 산주와 임업종사자의 소득을 향상시켜 지역의 

고용증진과 산촌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계획적으로 벌채함으로써 임산업에 안정

적으로 원목을 공급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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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새로운 산림관리 시스템 

자료: 임야청

  산림경영을 수탁하는 주체는 ① 산주와 임업종사자 소득을 향상할 만큼 높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가질 것, ② 주벌 후의 재조림 실시체제를 갖출 것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산림경

영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임업경영체는 산림조합과 원목생산업자, 

자벌임가 등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신용기금에 의한 경영개선의 조언, 임업·목재산업 개선

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국유임야 사업의 수탁기회 증대 등을 배려한다.

<사례: 니시아와쿠라촌 백년의 숲 구상>

  오카야마현 동북부 중산간지 니시아와쿠라(西粟倉)촌은 약 5,800ha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숲이 약 

93%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산촌이다. 인구 1,478명, 가구수 592호, 고령화율 35%이고 2005년의 인구 

1,684명에서 서서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공림이 산림의 약 82%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50년생으로 자

랐다. 어려운 상황에도 인공림 관리를 포기하지 않고 50년 이상 가꾼 숲에 둘러싸인 멋진 시골을 실현하고

자 「백년의 숲 구상」을 수립하였다. 촌 사무소와 ㈜니시아와쿠라 숲의학교 등이 협력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데, ‘생물이 풍부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숲가꾸기’와, 간벌재 상품의 개발·판매를 통해 ‘숲을 매개로 니시아

와쿠라를 다면적으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 활동으로 개인소유림을 촌이 맡아서 관리·정비하는 

‘장기 시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추진하는데 2017년 약 1,475ha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니시아와쿠라촌이 

계약기간 10년으로 산림관리 위탁을 받아 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산주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목재판매 

수익은 소유자와 촌이 절반). 이렇게 지자체가 적극 산림관리에 나기 때문에 안심하고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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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법안에 대해 아사히신문(2018.3.26.)은 사설을 통해 장기간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임업경영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러한 주체를 행정이 선정할 수 있는가 등을 과제

로 제기하였다. 또, 소유 불명의 산림을 행정에 맡기는 제도를 적정히 운용할 수 있는지, 

산림관리의 성패를 확인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므로 책임이 애매해지는 등의 우려를 제기

하였다.

4.2. 산림환경세(가칭) 신설

  ‘2018년도 세제 개정의 대강’(2017년12월 각의 결정)에서 지자체의 숲가꾸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19년 산림환경세(가칭)와 산림환경양여세(가칭)의 창설을 결정하였

다. 산림은 수원함양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여 국민에게 널리 혜택을 주지만 임업

의 수익성 저하, 소유와 경계를 모르는 산림의 증가, 주체 부족 등으로 방치되는 산림이 

크게 늘었다. 산림환경세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국민 모두 부담을 나누는 제도로서 

창설하게 되었다. 

<그림 6>  삼림환경세(가칭) 및 삼림환경양여세(가칭) 제도

자료: 임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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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환경세는 국민 1인 1,000엔을 국가가 개인 주민세에 더하여 징수하게 되고 사유림 

면적과 임업종사자 수 등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과세는 2024년부터이고, 산림

환경양여세 양여는 「삼림경영관리법」의 시행에 맞추어 2019년부터 실행한다. 세입의 용도

는, 기초지자체는 간벌과 인재육성·주체 확보, 목재이용의 촉진과 보급계발 등 산림정비 

및 그 촉진에 관한 비용에 쓰고, 도도부현은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지자체 지원 등에 충당하

는 것으로 한다.

4.3. ‘지역 내 에코시스템’ 구축

  산림은 목재·목제품의 공급원이면서 장작과 목탄 등 연료공급원이기도 하다. 1955년 ‘에

너지 혁명’ 이후 연료 이용은 적어지고 산에 간벌재·임지잔재가 남는 상황이 되었지만, 

최근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목질 바이오매스를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2012년 ‘재생가능에너

지 고정가격매취제도(FIT)’가 도입되면서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량이 증가하고 발전시설도 

증가하여 지역 고용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이 증가하면서 연료재 

해외수입이 증가하고 임지잔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연료의 생산비와 송전선 설치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표 4>  지역 내 에코시스템의 유형

유형 내  용

타입 A

(자가발전·열공급형)

지역 공공시설(목욕시설, 의료·복지시설 등)에 장작 보일러를 도입하고 중유 보일러의 

전환 또는 장작 보일러에 소형발전기를 조합하여 계통접속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전

력을 공급

타입 B

(열공급중핵형)

지역주민 공공시설과 지역의 산업시설 등에 제재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주된 

연료로 하는 보일러를 도입하고 열공급 또는 열전병합의 조치를 확대
 

자료: 임야청

  그리하여 산림자원을 지역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면서 소규모 마을의 유지·활성화에 기

여하는 저비용 에너지 이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은 공동연구

회를 설치하고 산림자원을 산업용 원료와 에너지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내 에코시

스템’ 구축을 검토하였다. 연구회는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 상황, 오스트리아 등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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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의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017년 보고서 「지역 내 에코시스

템의 구축~마을에서 새로운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의 추진~」으로 정리하였다. 이 시스템은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 중심의 지역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주도하여 고효율의 

열 이용과 열전병합을 실행하는 것이다.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유바리시(홋카이

도), 세키시(기후현), 지즈시(돗토리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검증하여 이후의 조치에 반영할 계획이다. 

5. 맺는 말

  이상 일본의 산림자원 현황과 숲가꾸기 동향, 산림관리제도로서 산림계획제도, 임업생산

과 임업경영의 동향, 그리고 2019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몇 가지 정책동향을 정리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임업·목재산업에 대한 성장산업화 정책의 필요성이다. 일본은 농산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임업·목재산업을 중요하게 여겨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임업

과 목재산업의 연계성 강화, 산림시업의 집약화, 인력확보 등이다. 비슷한 농산촌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국토에서 산림이 65%를 차지하

며 농산촌 인구의 감소는 산촌부터 시작한다. 산림자원이 점차 성숙하므로 적극적인 이용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촌의 배후에 있는 산림을 농산촌 소득의 증진,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임업과 목재산업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력 증진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의 건전한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한다.  

  둘째, 산림계획제도의 정비이다. 산림계획제도는 국가의 산림정책을 산림현장으로 전달

하는 체계인데, 수준별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산림계획제

도를 정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이고 산림현장과 연계성이 낮다. 계획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산림계획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산림자원의 기초 통계 확보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임업의 비용절감 방안이 필요하다. 목재가격이 낮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임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산림경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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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을 위해 임도망 확충, 벌채 후 재조림의 일관작업 시스템, 저밀도 조림, 콘테이너 

묘 공급, 제안형 시업집약화, ICT를 활용한 비용절감, 활엽수림화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한

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임업의 비용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림경

영의 기초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임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임도가 확보되어야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산림경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임도망은 일본에 비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넷째, 산림경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목재가격이 하락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여건에

서 인공조림 후 벌기령에 개벌 수확하는 기존의 산림경영방식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일본에서는 공익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위해 활엽수림화하거나 저밀도 조림 등을 추진한

다. 또한 임목수확을 사업체에 맡기지 않고 산주가 직접 수확하는 ‘자벌임업’도 확산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림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면서 경제 기능을 발휘

하는 산림경영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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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고갈에 관한 국제 포럼

임 송 수 * 8)

1. 서론

  “물은 생명이다(water is life)” 물은 삶의 필요한 자원이나 그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1980

년부터 세계의 물 사용량은 연간 1% 증가해왔다. 인구증가와 사회경제적인 개발 및 소비패

턴의 변화가 그 주된 원인이다. 이와 같은 세계의 물 수요 추이는 지금과 비슷한 양상으로 

205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곧, 산업부문과 가정에서 물 수요는 현재 수준보다 

20~30%가 증가할 것이다.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물 스트레스(water stress)가 높은 국가에 

살고 있으며, 약 40억 명의 인구가 연중 최소한 한 달 이상 심각한 물 고갈을 경험하고 

있다.1) 앞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이 집약되면서 물 스트레스 수준을 꾸준

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물 부족과 고갈(scarcity)은 농업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농촌 빈곤이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규모 가족농은 국가 식량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취약한 물 관련 하부구조에 직면해 있어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삶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불충분한 예산이나 관리 능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기존의 

하부구조에 필요한 유지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규모 가족농에 물 관리는 하늘바라기(rain fed) 농업과 관개(irrigation) 농업 모두에 

해당한다. 세계 작물 재배면적의 80%가량이 하늘바라기 농업이고 세계 식량의 60% 정도가 

천수답에서 생산된다. 천수답에서 보완적인 관개를 시행하는 것은 작물의 생존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곡물의 단수를 2~3배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다.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songsoo@korea.ac.kr).  

 1) 물 스트레스는 전체 재생 가능한 담수(freshwater) 자원에서 연간 담수 추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이 값이 20% 

이상이면 물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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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특히 기후변화의 틀 속에서 물 고갈에 직면하고 있는 농업부문의 현황과 대응과제

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먼저 UNESCO가 발간하는 “2019년 세계 물 개발 보고서(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19)”에서 세계 수자원의 상태와 추이를 살펴본 후 서아프리카 

카보베르데(Cabo Verde)에서 3월 19~22일에 개최된 제1차 WASAG ‘농업용수 고갈에 관한 

국제 포럼(International Forum on Water Scarcity in Agriculture)’의 내용과 결과를 정리해 

제시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세계 수자원의 상태와 추이 

2.1. 물 수요와 사용

  1980년 이후 세계 물 사용량은 연간 1% 증가하고 있다. 이 오름세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경

제국의 수요가 주도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1인당 물 사용량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보다 

절대적으로 적으나, 그 인구증가와 사회경제적 개발 및 소비패턴의 변화가 물 사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물의 수요측면에서 관개와 축산 및 양식을 포함한 농업부문은 세계의 연간 물 추출량의 

69%를 차지하는, 최대 수요자이다<그림 1>. 전기 발전을 포함한 산업부문은 전체 19%를 

차지하고, 도시(생활용) 수요는 전체의 12%를 나타낸다.2) 

  앞서 지적한 대로 세계의 물 수요는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2050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는 현재 물 사용량보다 20~30% 증가한 수준이다. 수요 상승을 주도하는 

부문은 산업용 및 도시용(생활용)이므로 전체 물 사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농업은 물 추출과 소비 측면에서 최대 물 사용처로 자리매

김할 것이다. 

 2) FAO의 AGUASTAT(https://bit.ly/2D3tqYg)에 따르면, 2002년에 한국의 부문별 물 추출량은 농업용(관개와 축산)이 

62%, 도시용이 26%, 산업용이 12%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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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물 수요의 부문별 추이와 전망 

주 1) ‘에너지 생산용’은 화석연료와 바이오 연료를 포함함. 바이오 연료를 위한 작물 재배에서 추출 및 사용하는 물은 ‘농업

용’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용’에 포함됨.

   2) 물 추출(withdrawal)은 수원지에서 뽑아낸 물의 양을 말하며, 언제나 소비량보다 크거나 같음.

   3) 물 소비(consumption)는 증발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수원지로 돌아가지 않은 추출량을 뜻하며, 이에 따라 

지역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물량임.  

자료: UNESCO(2019)

2.2. 물 공급

  <그림 2>는 세계의 물리적(physical) 물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 세계 평균 물 스트레스

는 11%로 낮은 가운데 25%~70%에 속한 국가는 31개국이고 70% 이상인 국가도 22개국에 

달한다. 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원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사용자 간의 잠재적 갈등 요인이 상승하고 있음을 뜻한다.

  물 스트레스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절별 

물 공급이 큰 폭으로 변함에 따라 연간 평균 데이터는 물 고갈 기간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40억 명의 사람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달 동안 심각한 물 고갈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둘째, 국가 수준의 평균 자료는 특정 국가나 지역 안의 다양한 유역의 물 공급 차이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예를 들면, 국가 수준에서 물 스트레스 비율이 낮은 호주, 남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도 유역이나 지역 수준에서 물 스트레스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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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물리적 물 스트레스는 경제적 물 스트레스와 다른데, 앞엣것은 기존 수자원 수량의 

결과로써 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나, 뒤엣것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물을 수집하고 

운송하며 처리하는 하부구조의 부족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물 스트레스 값이 낮은 아프리

카 국가에는 수자원 개발 수준이 낮음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경작 면적

의 6% 미만만이 관개시설을 갖춰 국가 수준의 담수 공급에 견주어 낮은 추출률을 나타낸다. 

곧 지역 수준에서 극심한 물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림 2>  세계의 물리적 물 스트레스 수준 

자료: UNESCO(2019)

  물리적 물 스트레스는 인구의 증가, 수요의 확대, 기후변화 영향의 강화 등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기후변화와 기상 변동의 증가는 지역과 유역 및 계절에 따라 또한 다를 

것이다. 그러나 건조지역은 더욱 건조하게, 습한 지역은 더욱 습하게 되어 기후변화가 이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물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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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순 강수량의 변화: 2010~2050년 

자료: UNESCO(2019)

2.3. 수질

  수질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가 직면한 만성적인 문제로 ① 본디 자연 수준의 수역 

수질의 손상, ② 물 형태학(hydromorphology)의 변화와 연계된 영향, ③ 오염물질의 증대, 

④ 외래종의 확산 등을 포함한다. 빈약한 수질은 물에 대한 접근을 제약함으로써 이에 의존

하는 사람들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물과 관련된 건강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물과 관련이 깊은 질병, 곧 콜레라와 주혈흡충병(schistosomiasis)은 다수의 개발도상국에 

퍼져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가정 및 도시 폐수의 극히 일부만 환경에 방출하기 전에 

처리되고 있다.

  영양분 축적은 가장 흔한 형태의 수질 오염이고 영양분 유출의 대부분은 농업에서 비롯한

다. 특히 남아시아, 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지표수에 대한 영양분 유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빠르게 규모가 커지는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이 영양분 유출의 주요 

근원지가 될 것인데, 이는 집약화되는 가구들이 적절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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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자원 관련 이변

  전체 자연재해의 약 90%가 물과 관련된다. 1995~2015년에 홍수는 전체 자연재해의 43%

를 차지하였고, 이로써 23억 명이 손해를 입었는데, 이 중 15만 7,000명이 사망하였고 경제

적 손실은 6,620억 달러에 달했다. 가뭄의 경우 전체 자연재해의 5%를 차지하였고, 11억 

명의 피해자와 2만 2,000명의 사망자, 1,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홍수 

발생 건수는 1995년에 연평균 127회에서 2004년에 171회로 증가하였다. 

  <그림 4>는 국가 수준에서 홍수와 가뭄의 발생 빈도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규모의 추이를 나타낸다. 물 관련 재해로 인한 피해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재해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와 문서화가 개선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다행히 피해자 중 상당수가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여성과 어린이들이 부상 가능성에 더욱 취약하다. 사실, 

기후와 연계하여 사망한 사람 수는 지난 수십 년간 감소하였다. 이는 조기 경보체제의 개선, 

재해 관리 능력의 향상 등 재해위험 관리 부문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뜻한다.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의 빈도와 규모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면, 홍수 위험에 

처한 사람 수는 2010년에 12억 명에서 2050년에 16억 명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른 위험 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2050년까지 45조 달러로, 

2010년 수준 대비 340%p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한 도시화가 진척되면서 홍수 

보호와 완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농업을 포함하여 부문 간 및 지역 간 홍수 위험의 

배분 문제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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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홍수와 가뭄의 지형학: 1996~2015년 

① 가뭄 발생 건수

② 가뭄 피해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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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홍수 발생 건수

④ 홍수 피해자 수

자료: UNESCO(201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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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용수 고갈에 관한 국제 포럼 

3.1. WASAG 포럼

  WASAG(Global Framework for Action to Cope with Water Scarcity in Agriculture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는 FAO와 이탈리아 및 스위스 농업부와 연합해 제1차 

농업용수 고갈에 관한 국제 포럼을 3월 19~22일에 아프리카 카보베르데(Cabo Verde) 프라

이아(Praia)에서 개최하였다.3)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이 3월 22일이므

로 때마침 이에 맞춘 국제 행사였다. 

  세계 물의 날은 1993년부터 UN 기념일로 물이 사람들의 매일의 삶에 매우 이 중요한 

자원임을 나타낸다. 2019년의 주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leaving no one 

behind)”이다.4) 물은 생명이고 인권이기에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UN, 2010; 2014).

  WASAG 포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인식과 농업과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한다. 

  ②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SIDS)과 서아프리카에 초점을 맞춰 농업용수 고갈에 대한 

대응책 발굴한다.

  ③ 기후변화의 틀 속에서 농업용수 고갈에 대응하는 경험을 공유한다.

  ④ 농업용수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을 가용하도록 한다.

  WASAG 포럼의 중요 주제는 다음 6개이다. 

  ① 물과 이주 

  ② 가뭄 대비

 3) 2017년에 창립된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서 WASAG는 FAO가 유치하고 많은 정부 기관과 국제기구, 연구소, 민간과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구성됨(FAO 2018). WASAG는 특히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과 서아프리카에 초점을 맞춰,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 농업용수 고갈 문제에 현실적이고 혁신적이며 협력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목적을 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 및 영양 안보의 달성을 추구함. 

 4) (https://www.worldwaterda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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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재정체계

  ④ 물과 영양

  ⑤ 지속가능한 농업의 물 사용

  ⑥ 염수(saline) 농업

  참고로, 이러한 물의 중요성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의 17개 목표 가운데 하나(Goal 6)로서 SDGs에 반영되어 있다. 곧, 목표 6은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을 명시하였다.5) SDGs 의제의 기본 방향인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는 세계 물의 날과 WASAG 포럼의 주제와 일치한다(UN 2018). 

3.2. 물 고갈의 개념과 요인

3.2.1. 물 고갈의 개념

  ‘물 고갈’은 물 수요가 가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초월한 것, 즉 그 격차를 말한다. 여기서 

고갈은 ① 충족되지 않은 수요, ② 사용자 간 갈등, ③ 물에 대한 경쟁, ④ 지하수의 과잉 

추출, ⑤ 자연환경으로 충분하지 않은 유량 흐름 등을 통해 드러난다. 또한 물 고갈은 능동적

인 개념으로, 자연적인 수문학적 변동의 결과로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경제정책과 

계획 및 관리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물 고갈은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든 수급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물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는 

하부구조가 미흡하다면, 풍부한 물이 있어도 고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물 고갈과 비슷한 개념으로 ‘물 부족(water shortage)’이란 표현이 있다. 이는 ① 수용할 

만한 품질의 물 공급이 부족한 상태, ② 충분치 않은 수자원의 결과로 주어진 장소와 주어진 

시간의 상태에서 낮은 수준의 물 공급, ③ 기후의 연간 또는 계절 간 차이로 인한 수자원의 

낮은 수준 등을 포함한다. 상대적인 개념인 물 고갈과 달리 물 부족은 절대적인 개념이다.

  물 고갈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물리적인 물 고갈은 환경측면의 

유수를 포함한 모든 수요를 맞추기에 물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로 인해 심각한 환경 

 5) (https://bit.ly/2VxlT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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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지하수 감소, 특정 그룹에 유리한 방식의 물 배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

로 경제적 물 고갈은 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거나 물 수요를 맞추기에 인간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 경제적인 물 고갈의 증상은 미흡한 하부구조 개발로 말미암아 충분한 

만큼의 농업용수와 식용수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을 포함한다. 또한 하부구조가 갖춰져 있어

도 물의 배분이 공평하지 않은 일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사례 대부분은 경제적 

물 고갈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물 개발은 빈곤 감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3.2.2. 물 고갈 지표

  국가의 물 고갈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1인당 재생 가능한 물이다. 

보통 500과 1,000 및 1,700m
3
/명/년을 기준으로 물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낸다<표 1>. 이를 

기준으로 각각 ‘절대적(absolute)’, ‘만성적(chronic)’, ‘정상적(regular)’ 물 고갈로 구분한다. 

이 대강의 지표는 주로 특정 단위의 수자원으로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수를 추정하

여 반영한다. 이 지표가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FAO의 수자원 자료와 UN의 인구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매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쉽게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100년까지 

추정된 세계 인구 전망치에 따라 앞으로 물 고갈에 관해 전망할 수도 있다. 

<표 1>  물 스트레스 수준의 구분

연간 재생 가능한 담수(m
3
/명/년) 물 스트레스 수준

< 500 절대적 물 고갈

500~1,000 만성적 물 부족

1,000~1,700 정상적 물 스트레스

> 1,700 간헐적 또는 지역적 물 스트레스

자료: FAO(2008)

  반대로, 이와 같은 물 스트레스 지표는 물에 대한 접근성, 지역별 다른 해결책 등 특정 

국가의 물 상황을 크게 단순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배적인 기후조건, 연간 및 연내 수자원 

변동성, 관리방식, 물 접근성, 물에 관한 권한, 사회적 배제, 부문 간 경쟁, 재활용 가능성, 

비재래식 수자원 개발, 환경적인 물 요건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국가 수준에서 평균값을 

제시하는 것도 영토가 넓은 국가의 경우 지역 내 존재하는 큰 폭의 물 고갈 편차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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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물 고갈의 요인

  물 고갈의 요인은 크게 물 공급과 수요에 미치는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은 

연간 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나타낸다. 이들은 자연적 혹은 인위적 요소일 수 

있다. 연간 수량과 그 시간과 공간 및 연중 변동성 분포는 기후와 지형학적 조건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 물 공급량은 시스템 안에서 총 유량보다 크게 작게 나타난다.

  인위적인 요소로서 물 정책 조치들은 물 공급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저수지 건설, 계절별 

유량 변동의 감축, 물 저장방식의 개발 등 물 통제 조치를 통해 수량을 늘릴 수 있다. 과거에

는 주로 댐을 통해 지표수를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지하수를 저장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그림 5> 물 공급량에 미치는 요인들

자료: FAO(2008)

  기후변화는 수문학적 체제와 담수 공급량을 변화시켜 하늘바라기와 관개농업 모두에 영

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후변화는 반건조 지역에서 강수량의 감소, 온대지역에서 강수량 

증대, 강수 분포의 변동성 확대, 기상이변 빈도의 증대, 온도 상승 등을 동반할 전망이다. 

이는 특히 열대 및 아열대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인다. 강 유량과 체수층(aquifer) 



농업용수 고갈에 관한 국제 포럼

국제기구·연구 동향 ∙ 127

함량의 급격한 감소는 전체 지중해 유역, 남아프리카의 건조지대, 호주, 아메리카에서 나타

나 모든 형태의 물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인다.

  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두 인위적인 요소들이다. 인구, 인구의 증가율과 소비

패턴의 변화는 상품과 서비스 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물은 이들의 생산, 가공, 배달과 

연계된다. 물 사용 부문은 농업용, 산업용(냉각수 포함), 도시용(가정용 포함)으로 분류한다. 

오락용 사용, 발전용, 환경 유량 등은 보통 소비 측면의 사용 주체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인구는 토지사용과 물 사용 패턴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자원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의 상승은 1인당 식량 수요를 증대시키고 육류나 유제품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곡물에 

기초한 식사 패턴과 견주어 더 많은 물을 요구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1인당 평균 식량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어 2050년에는 평균 3,000kcal/명/일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연간 

10억 톤 이상의 곡물과 2억 톤 이상의 육류가 추가로 생산되어야 함을 뜻한다.

  또한 도시화도 식량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와 대형시장, 식당, 간편식이 더욱 중요해

지면서 식품 체인이 늘어(더 많은 단계가 필요) 음식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식량 생산이 지금보다 더욱 증대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관개 농지와 

생산의 비중이 늘면서 농업용수에 관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바이오 연료의 생산 증가가 농업용수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이오 연료 

생산이 수자원에 미치는 잠재 영향은 지역의 농업과 기후조건 및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관개 지역의 경우 바이오 연료가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고 직접적일 것이다. 

물 공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바이오 연료 생산의 증가가 다른 작물이나 사용처로 물 배분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농업용수 수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계 농업분포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빈번하고 심각한 가뭄과 홍수는 지역 생산, 특히 천수답 농업에 의존하는 

저위도 및 식량 불안정 지역의 식량 생산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는 

세계 시장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관개 생산에 더욱 압력을 더할 것이다. 온도의 상승은 

주요 강의 수문학적 체제의 이동과 더불어 농업용수 수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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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물 고갈에 대응한 정책 조치

  정책 측면에서 물 고갈에 대응하는 틀을 제시하면 <그림 6>과 같다. 수요와 공급측 대책은 

주로 기술적인 계획과 투자 경제학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냈으나, 큰 틀에서는 관리, 제도 

및 정책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림 6> 물 고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틀

자료: FAO(2008)

  <그림 7>은 물 고갈의 증대에 대응한 일반적인 정책 패턴을 설명한 것이다. 물 고갈의 

첫 번째 단계에서 물 수요는 강줄기 전환, 댐이나 물탱크 건설을 통한 저수 용량 제고, 

지하수 펌프 연결을 통한 우물 설치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충족할 수 있다. 그 이후 

단계에서는 물 사용의 경제적 효율이 관건이다. 농업부문에서는 더 나은 작물과 물 관리가 

필요하고 관개시설의 현대화가 요구된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더 체계적인 폐수 재사용을 

통해 물 공급을 확충하는 조치가 중요하다. 수요가 공급량에 의해 더욱 제약을 받으면서 

배분 정책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결국 물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담수화

와 같은 대규모 비용이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압박 아래 

농업은 관개수 사용으로 인한 경제 이익을 최적화하는 방편으로 가치가 높은 작물로 전환함

으로써 더욱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물 사용을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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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물 고갈 대응책으로 상대적 수요의 부문별 양식화된 순서

자료: FAO(2008)

3.4. 물 고갈에 대한 농업부문의 대응

  지난 30년 동안 세계 전체 농업생산은 2배로 늘었으나 재배면적은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늘어난 재배면적은 거의 다 관개 농지이다. 남아시아처럼 농지자원이 제약된 

곳에서 작물 생산의 증대는 대부분 단수와 작물 집약도의 증가로 이뤄진 것이다. 반대로, 

농지 압박이 덜한 남미에서는 농지 확대를 통한 생산 증대가 주류였다. 물 고갈에 직면한 

극동과 북아프리카는 뚜렷한 적응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이 지역의 관개 효율은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인 남동아시아, 남미 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견주어 20% 이상 높았다.

  <그림 8>은 시간이 지나면서 펼쳐진 수급 대응책에 초점을 맞춰 그 상대적 분포를 도식화

해 나타낸 것이다. 곡선의 형태, 대응책의 순서, 상대적 중요도와 다른 대책의 관련성은 

기존의 농업과 연계한 기후, 사회경제적 및 시장조건, 선택한 정책과 전략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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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농업부문의 물 고갈 대응책

자료: FAO(2008)

  

  예를 들어, 튀니지는 공급 확충 조치를 통해 물 고갈 대응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조치에는 큰 댐, 소규모 흙으로 만든 댐, 폐수와 담수의 혼합, 육지에서 해안 지역으로 

물 전이, 염수를 담수화하여 생활용으로 사용 등이 포함된다. 수요 측면의 조치로는 보조에 

의한 관개체계의 현대화, 토지와 농지를 전략 작물로 재분배, 사탕무 생산의 중단, 소규모 

농가에서 작물 간 나무 식재 촉진 등이 포함된다(REKK 2016). 

  스페인에서는 폐수의 재사용, 담수화, 농가 내 및 지역에 의한 저장 등의 공급 관련 프로그

램과 관개시설의 현대화, 가치가 높은 작물로 물의 재배분 등과 같은 수요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Alarcon et al. 2016). 남아프리카의 전략은 물 사용자 조합(Water User Associations, 

WUA)의 촉진, 허가제 개혁, 효율적인 물 사용 권장, 외래종 식물의 통제, 물 가격제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6) 7)

 6) 관개수 가격은 보조 때문에 공급 비용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임. 그 이유는 ① 물 사용자 조합(WUAs)과 공조 미흡, ② 사용

자 등록체제의 미흡, ③ 가격부과 체제의 한계 등에서 찾을 수 있음(Schreiner 2015). 

 7) 물 사용자 조합(WUAs)은 사용자들이 지역 물체제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재정, 기술, 장비, 인력 등 모아 관리하는 조직을 

말함(https://bit.ly/2Uc38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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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프라이아 약속(Praia Commitment) 

  제1차 농업용수 고갈에 관한 국제 포럼에는 물과 관련한 정책 결정자, 과학자, 개발 전문

가 등 총 200명가량이 참석하였다. 포럼의 세션은 크게 6개로 나눴는데, ① 물과 이주, 

② 가뭄 준비성(preparedness), ③ 재정체계, ④ 물과 영양, ⑤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사용, 

⑥ 염분 농업 등이다.

  포럼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이해와 출발점에서 시작하였다.

  ① 기후변화로 악화하는 물 고갈은 환경, 인간 건강, 식량 안보와 영양,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② 농업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공평하며 효과적인 물 관리와 지속가능한 농업체제에 

맞는 건강한 생태계와 그 서비스의 중요성은 의제 2030과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의 성취에 중요한 원동력이다.8)

  ③ 농업은 가뭄의 영향에 가장 노출된 경제부문이다. 이에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비, 정치적 

의지, 전략적이고 총체론적 계획, 바람직한 관리방식에 대한 법 규정 등이 필요하다.

  ④ 농업은 가장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경제활동 분야지만, 그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부문이기도 하다. 적응된 기술적 해결책은 물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고 직접 농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물 고갈 국가들은 작물 

생존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적인 관개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ASAG의 로마 발표문(Rome Statement)에 명시

된 것과 같이 총체론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9) 병목 현상을 식별하고 해결하

려면 연구자, 혁신가, 사용자 간의 격차를 좁히는 혁신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래의 

농지와 물 관리 책임자인 청소년은 혁신적인 해결책 구현의 최전선에 서 있다.

  ⑥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라는 2019년 세계 물의 날을 주제로 물 고갈에 직면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8) 파리협정은 2015년 UN 기후변화 회의가 채택한 국제 조약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 

약속을 담고 있음(UN 2015).

 9) 로마 발표문은 2017년 4월 19~20일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WASAG 회의가 농업용수 고갈에 관한 합의문임

(https://bit.ly/2IsaZ39). 로마 발표문의 목적은 ① 정치적 우선순위로 설정, ② 작업계획에 협력, ③ 지식과 경험의 공유와 

확산, ④ 새롭거나 개선된 해결책 개발, ⑤ 지속 가능하고 통한된 수자원 관리 촉진, ⑥ 파트너와 국가 및 다른 이해당사자의 

능력 형성, ⑦ 일관된 모니터링 체제에 기여 등임(https://bit.ly/2Z3on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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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공통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된 포럼은 농업용수의 고갈에 효과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프라이어 약속’ 18개 항을 실천하기로 다짐하였다. 최대한 영어 

원문에 가깝게 이를 해석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협력(cooperate)

  WASAG의 틀 안에서 지식과 공동 학습의 저장소로서 농업 분야의 수많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분야와 분야 간 협력 및 연구의 촉매제로서 협력을 지속한다. 

(2) 개발(develop)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사용으로 전환(trade-offs)을 달성하고, 물 사용 효율을 향상하며, 

특정 및 다양한 지역 상황에 맞게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제도 및 정책 간 연계에 

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개발한다.

(3) 지지(advocate)

  관련된, 다른 이해 관계자와 기관의 필요, 기대 및 관점을 하나로 모아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리는 통합된 계획 프로세스를 지지한다.

(4) 촉진(promote)

  2030년 의제 전반에 걸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문 간 전환에 대응하며, 정부가 

그 SDG 목표 달성하도록 지원하면서 모두를 위한 개발의 구동자로서 물을 촉진한다.

(5) 지원(support)

  농민과 농민 단체의 재원 조달, 건전한 수자원 관리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

고 그 복원력 향상에 대한 지역 및 세대 간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지원한다. 

(6) 장려(promote)

  식품 체인에서 물의 영양 생산성을 포함하여 농업용수 고갈의 모든 측면을 위한, 건전한 

정책과 전략, 적절한 입법, 제도적 틀, 재정체계 등을 통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장려한다.



농업용수 고갈에 관한 국제 포럼

국제기구·연구 동향 ∙ 133

(7) 지원(support)

 가뭄 대비를 위해 적극적이고 위험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의 제도화를 지원한다.

(8) 제공(provide)

  모든 요구를 한 곳에서 충족시키는 곳(one-stop shop)을 통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지식 

상품과 기술 지원 및 정보 캠페인을 통해 기술 선택 및 투자 결정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지침과 도구를 제공한다.

(9) 권장(encourage)

  면세(defiscalization)와 회전 기금, PPP 및 구체적인 대응을 촉진하고 역량 개발에 대한 

민간 부문 참여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순환 경제 접근법을 포함, 자원의 상호화

(mutualization)와 혁신적인 재정 메커니즘을 장려한다.

(10) 권장(encourage)

  손실을 제한하고 처리된 폐수를 농업생산에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맞춘 혁신적인 기술을 권장한다.

(11) 중점(focus)

  농촌의 생계에 이바지하고 물과 연관한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농업에서 수자원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중점을 둔다.

(12) 구축(build)

  ‘물방울 당 더 많은 영양’: 영양과 물 관리 간 연계에 대한 다단계 지식 기반을 강화하고, 

시범 사업 및 영양 접근법과 더불어 물과 식량 안보를 연계시키는 틀을 개발하는 실천 

공동체를 구축한다.

(13) 제안(propose)

  특히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SIDS)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염분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염화된 지역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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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식량 및 영양 보장과 환금성 작물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 다양성을 포함하여 지속가

능한 식염 영농체제의 이행과 염분 피해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적응 영농 해결책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 지원이 포함된다.

(14) 통합(integrate)

  기후 스마트한 농업과, 식량 및 영양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한계 지역을 포함해 지속가능

한 관리방식과 적절한 가뭄 또는 염분에 견딜 수 있는 작물을 채택하는 혁신적인 영농체제를 

통합한다.

(15) 촉진(promote)

  수자원 이용 가능성과 물 사용, 인식 창출 및 역량 개발에 관한 더 좋은 자료를 통해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물 사용 문화를 장려한다.

(16) 확인(identify)

  농업에서 물 고갈 위험을 다루는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사용에 관한 측정과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확인한다.

(17) 권장(encourage)과 개발(develop)

  소규모 영농과 가정의 물 사용에서 여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해결책을 구현하는 데 의미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을 연결하는 지역 중심의 

접근법과 사람 중심의 정책 개발을 권장한다. 여성, 청소년, 빈농에 도달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개발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를 보장한다.

4. 시사점과 결론

  물 고갈의 위험은 WASAG 포럼이 초점을 맞춘 SIDS나 서아프리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느 특정 시점이나 특정 지역에서도 물 고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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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람이 물 고갈의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및 소득향상으로 

발생하는 식량 수급 패턴의 변화는 물 고갈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량 및 영양 

안보의 확충이 중요한 당면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물 고갈이 농업용수 공급과 사용 및 궁극적으로 식량에까지 연계되어 있음을 나타낸

다. 근래에 천연자원이 고갈되고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물-에너지-

토지-식량(Water-Energy-Land-Food, WELF) 연계의 틀 속에서 정책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ESCAP 2013; OECD 2014).10) 이런 관점에서 UN이 설정한 

SDG는, 특히 목표 2(식량), 목표 6(물), 목표 7(에너지) 간 전환(trade-offs)과 시너지

(synergies)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Feder et al.(2018)은 식량, 물, 에너지 가운데 

물이 가장 많은 잠재적 시너지를 내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할 방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한국의 사례를 조사한 OECD(2018)는 다음과 같은 WELF의 병목 요인을 찾아 지적하였다. 

 
  ① 인구밀도와 물 고갈 정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② 기후변화, 경사도가 높은 지역, 도시화의 진척 등이 물 고갈과 홍수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11)

  ③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로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는 공공 자금의 확보가 제약된다.

  ④ 물 추출과 오염 및 토지개발에 관한 환경세와 부과금이 물과 토지의 잘못된 관리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및 사회비용을 충당하거나, 오염 감축 및 물과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권장하기에 너무 낮다.

  ⑤ 강 유역의 수자원이 거의 다 배분되어서 물 사용 효율을 개선하거나 공급량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물 배분이 가능하지 않다.

  ⑥ 폐수처리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축산이나 도시 폐수로 인한 오염 확산이 희소한 

수자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12)

10) Galaitsi et. al(2018)은 WELF 연구가 최근에 급격히 늘고 있음을 밝힘. WELF 모형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Kulat et. 

al(2019)를 참조하기 바람. 또한 TEDx Talks 비디오는 WELF의 연계에 관해 환경 전문가의 관점에서 쉽게 설명함

(https://bit.ly/2Uv1JCB).

11) 2002~14년에 도시화된 밀집 지역이 51%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의 인구증가율인 6%를 크게 앞선 결과임. 또한 

오늘날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치인 49%보다 크게 높음.

12) 전체 오염원 중 비점의 비율은 2020년까지 70%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화학비료 사용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의 질소 수지(nitrogen balance)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인(phosphorus) 수지도 OECD 회원국 중 2위 수준임.



136 ∙ 세계농업 2019. 4월호

  이러한 요인에 대해 OECD의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물 수요의 중재, 물 재분배 관련 선택지, 오염 감축, 특정 상황에 적합한 정책의 개발, 

제도적 조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② 미래 위험에 관한 예측과 계획, 특정 유역에 관한 문제와 제도적 측면의 상황 반영, 

물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가치 평가 등 선택한 중재와 이행 평가의 방법 등을 조정해

야 한다. 

  ③ 위험의 분배와 기회 측면의 형평성, 사회 가치를 더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창출과 분배,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 등에 착안하여 장기적인 비전

을 설정함으로써 지속할 수 있고 신축적인 물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④ 물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를 더욱 잘 관리함으로써 사회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분야로 물을 재분배하고 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하부구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⑤ 물 사용에 관한 기회비용을 반영해야 하고, 적절히 설계된 물 오염과 취수 부담금은 

물 수요를 관리하고 수질을 보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⑥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13)

  ⑦ 취수 허가, 폐수 및 방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규제의 수준(벌금부과 포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⑧ 2018년 6월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물 거버넌스의 책임가관과 역량을 통합하였

으므로 WELF 간의 일관성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수질과 수량 조정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위와 같은 권고안은 결국 장기적인 비전 아래 모니터링과 규제의 엄격한 준수와 적용을 

추진하면서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기회비용을 경제적 수단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권고안을 참조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하고 신축적인 물 관리 체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과 모든 이해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13)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는 관리 대상 강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오염 물질의 배출 총량을 허용 총량 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

는 제도임(환경부 2004). 이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과 총인(TP)의 점오염원에서 목표 수치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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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9 미국 농업 전망* 14)

�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향후 10년 동안

의 농축산물 가격 및 생산량, 교역, 농가 소득 등을 전망하는 ‘농업전망 2028’을 발간함.

�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대두 교역 부분 전망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존재하나,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무역 마찰로 대두 생산량 감소 및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나, 옥수수 및 밀 재배면

적 증가로 전체 경작면적은 소폭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 원유가격이 향후 10년 동안 배럴당 93달러 이하에서 형성될 경우 에너지 투입비용은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나, 이자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낮은 사료가격과 축산물 수요 증가로 축산부문 성장이 예상됨.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농산물 및 바이오 에너지용 원료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가격 

및 교역량 또한 동반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소득 

증가로 농산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달러화 강세가 미국 농산물 수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2019 USDA 농업 전망(곡물)

� 최근 대두를 제외한 식량 및 사료용 곡물 가격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 왔음. 대두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현재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상승세로의 전환이 예상됨.

*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8”(2019.3.18.) 내용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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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주요 대두 수입국으로 브라질을 선택하면서 국제 대두 가격은 중국-브라질 

거래가격과 세계 가격으로 이분화되어 형성됨. 중국-브라질 대두 거래가격은 세계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 대두 가격 약세로 농가에서는 옥수수와 밀 재배면적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이외의 대두 수출 대체국을 찾을 경우 대두 재배면적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곡물(옥수수, 대두, 밀, 목화, 수수, 쌀, 보리, 귀리) 재배면적은 2012~2014년에 

2억 5,700만 에이커로 증가하였으나 최근(2015년~2018년) 평균 2억 5,300만 에이커 

수준임. 2028년까지 향후 재배면적은 2억 5,100~5,300만 에이커로 예상되며, 생산성 

향상으로 전체 생산량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 무역마찰에 따른 대두재배 기피와 그에 따른 옥수수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옥수수 향후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재배면적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재

고량 증가 및 옥수수 가격 약세가 예상됨.

- 이에 따라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제조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망 후반기(2024~2028)에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식량 및 산업용(에탄올 제외) 옥수수 수요는 전망 전반기(2019~2023)에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며, 이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의 감미료 취향 변화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HFCS)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소득증가 및 그에 따른 육류 수요 증가로 2018/19 미국 옥수수 수출량은 브라질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미국 달러화 약세로 수출량은 당초 예상보다 

추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함.

- 전망 후반기(2024~2028)에는 주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간 경쟁 심화와 

에탄올용 수요 증가로 미국산 옥수수 국제시장 교역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10년 동안 밀 재배 면적은 평균 4,900만 에이커로 추정되며, 대두 재배 감소로 

밀 재배 면적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내 식품용 밀 수요는 인구증가

율보다 낮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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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작물 재배 면적 변화 추이 <그림 2>  옥수수 수요 전망

주 1) 주요 작물에는 옥수수, 대두, 밀, 목화, 수수, 쌀, 보리, 귀리가 포함됨.

2) 옥수수 1부셸은 25.4kg임.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8.

� 밀 생산량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밀 소비로 밀 수입은 향후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봄밀 및 드럼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2017/18년 크게 증가하였던 캐나다산 

밀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과 통상마찰로 대두 재고는 2018/19년까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대두 가격은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이외 대체 수요를 찾을 경우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임. 무역 분쟁이 전망 기간 내내 지속될 경우 중국은 브라질산 대두를 수입할 것으로 

판단됨.

� 개발도상국 소득 증가에 따라 육류 수요가 증가하여 사료용 대두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이 소비하던 대두 수요 일부분이 대체될 것으로 판단됨.

� 재고 증가 및 생산량 증가로 옥수수 명목 가격은 향후 5년 동안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질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 내 밀 수요는 일정한 반면, 밀 생산량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밀 가격은 

전망 기간 전반기(2019~2023)에는 소폭 상승하나, 전망 후반기(2024~2028)에는 점

차 하락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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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밀 수요 전망 <그림 4>  옥수수, 대두, 밀 가격 전망

주: 1부셸은 옥수수의 경우 25.4kg, 대두 및 밀은 36.7kg임.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8.

 2019 USDA 농업 전망(축산)

� 육류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미국 축산물 생산량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쇠고기의 경우 사료가격 상승 및 생체가격 하락으로 사료가격 

비율(판매비용/사료가격)이 감소하면서 생산량 증가속도는 낮을 것으로 보임. 돼지고

기·육계의 경우 사료가격 비율은 전망 초기에는 감소하나 이후 회복될 전망임.

� 최근 옥수수 가격 상승과 육우 생체가격 하락에 따른 사료가격 비율 감소로 육우 사육의

향은 저하된 상태임. 따라서 전망기간 중기(2024년)까지는 육우 사육두수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체중 증가로 쇠고기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쇠고기 생산량 증가율은 매년 1% 이하로 예상되며, 생산량은 2019년 280억 파운

드에서 2028년에는 300억 파운드로 전망됨.

� 사료가격 상승 및 돼지 생체가격 하락으로 돼지 사육두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도체중 증가와 계열화로 돼지고기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임.

- 돼지고기 생산량은 쇠고기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2028년에는 

300억 파운드로 전망됨.

� 육계가격은 2000년대 후반 가격 하락 이후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육계 도계 

마리수는 전망 기간(2010년~2028년) 동안 점차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나 도체중 증가

로 생산량은 증가할 것이며, 칠면조는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생산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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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17년 214파운드 (97.1kg)에서 2019년 223파운드(100.7kg)

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223파운드(101.2kg)으로 전망됨.

- (1인당 쇠고기 소비량) 전망기간 동안 58~59파운드 (26.3~26.7kg)로 전망

-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53~54 파운드 (24.1~24.5kg)으로 예상

- (1인당 닭고기 소비량) 94.5파운드(42.9kg), (칠면조 1인당 소비량) 15.5파운드

(7.0kg)로 전망

<그림 5>  주요 축산물 생산 추이                          <그림 6>  1인당 육류 소비량 전망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8.

� 쇠고기 및 닭고기 생산량이 수요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육우 및 육계 생체가격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돼지 생체가격은 전망기간 동안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세계 경제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미국산 축산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쇠고기)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국제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돼지고기) 돼지고기 수출의 경우 쇠고기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량은 EU에 이은 2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닭고기) 닭고기의 경우 수출량 증가가 예상되며, 수출량은 브라질에 이은 2위로 예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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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USDA 농업 전망(농업소득)

� 2014년 이후 농업 순소득1)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대비 12.1%p 증가

한 776억 달러로 전망됨. 농업 현금 순소득2)은 전년대비 2.8%p 증가한 977억 달러로 

예상되며, 향후 농업 순소득은 연평균 0.2% 증가하여 2028년에는 795억 달러로 전망됨.

� 2019년 농업 수입은 전년대비 0.7%p 증가한 4,380억 달러이며, 향후 연평균 0.9% 

증가하여 2028년에는 4,788억 달러로 예상됨.

- 2019년 농업 지출은 사료 및 가축 구입비, 유지종자 가격 감소로 전년대비 1.5%p 

감소한 3,600억 달러로 예상됨. 2019년 이후 농업 지출(명목금액 기준)은 원유가

격 및 이자율 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약 

4,000억 달러로 전망됨.

<그림 7>  미국 농업 소득 전망                          <그림 8>  농업 수입·지출·순소득 전망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8.

� 2019년 경종부문 총수입은 전년대비 0.3%p 감소한 1,978억 달러이며, 축산부문은 

전년대비 0.1%p 증가한 1,762억 달러로 전망됨. 

- 향후 2028년까지 경종부문 수입은 연평균 1.3% 증가한 2,266억 달러로 예상되며, 

축산부문은 0.2% 증가에 그친 1,786억 달러로 예상됨.

 1) 농업 순소득 = 농업 수입(품목별 수익 + 정부 직불금 + 기타 수익) - 농업 지출(인건비, 사료, 종자, 전기, 연료, 농약비 등)

 2) 농업 현금 순소득= 농업 총수입(농업수입+ 자가 소모 농산물 가치+ 주거비 가치) - 농업 총지출(농업 지출+ 감가상각, 세금, 이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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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미국 경종·축산 농업현금 소득 전망                      <그림 10>  직접지불금 전망

주: 직접지불금 전망 그래프는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8의 표 24를 이용하여 작성함.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8.

� 직접지불금은 2019년 102억 달러로 전년대비 21.5%p 감소하였으나 농가 참여 

프로그램이 ARC3)에서 PLC4)로 이동하면서 2028년까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

로 판단되며, 직접직불금은 연평균 3.5% 증가한 144억 달러로 전망됨.

<그림 11>  생체 거래가격                                  <그림 12>  축산물 수출 전망

주: 생체 거래가격은 명목가격 기준임.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8.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3.18.~4.1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업수입보상(Agricultural Risk Coverage, ARC): 단위면적당 수입이 기준수입의 86%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불받

게 되는 프로그램

 4) 가격손실보상(Price Loss Coverage, PLC):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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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연합, 영국의 브렉시트 추가 연장 합의 

� 지난 4월 10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회의에서 리스본조약 

제50조(Article 50) 브렉시트(BREXIT) 기한을 약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영국은 10월 31일까지 EU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게 됨.

� 영국이 동의한 이번 결정은 ‘노딜(No deal) 브렉시트’의 즉각적이고 갑작스러운 혼란을 

막는 것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4월 12일에 기한의 연장 없이 자동적으로 영국의 EU탈

퇴가 이뤄졌을 것임. 

- 따라서 영국은 당분간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과 유럽

연합의 대내외 무역정책 적용을 계속 이어나가며, 예상하던 농산물의 교차 채널 무

역의 혼란은 피하게 되었으며, 최소한 연기되었음.

- 그러나 수입관세 자율화체제(autonomous import tariff regime) 가능성을 포함

한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계획은 10월 말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여전히 없을 경우

를 대비하여 유보되어야 할 것임.

� 영국은 영국-EU의 탈퇴 협정(Withdrawal Agreement)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10월 31일 이전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하원이 전날까지 브렉시트 협정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5월 23일에 유럽의

회에서 선거를 치러야 함. 

� Article 50은 당초 브렉시트일인 3월 29일에서 2주가 지연되면서 이미 한 번 연장되었음.

- 10월 31일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원장(Jean-Claude Juncker)이 이끄는 현 위

원회 임원의 임기 마지막 날로, 영국이 그 이전에 EU를 떠나지 않는 한 유럽연합집

행위원장은 그의 임기 만료 전체 기간을 유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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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회원국으로서의 영국의 활동 규제

� EU회원국으로서의 ‘수명이 만료된(life-expired)’ 영국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

적인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 2021-27년(브렉시트 이후) 기간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및 다년도 지출계획안(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개혁과 같은 문제에 

대한 EU 논의에서 영국이 제외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음. 

- 대신, EU는 “영국이 재연장된 탈퇴일까지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EU 회원

국으로 남아있을 것”임을 분명히 함.

- 그러나 EU의 결정은 ‘반-파멸조항(anti-wrecking clause)’으로 간주되어 온 것에

서 “영국은 연합의 업무 달성을 촉진해야 하며, 특히 연합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할 때 연합의 목표 달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든 삼가야 한다”라는 

규정과 함께 Article 50 과정의 초기 촉발 이후 영국을 구속하고 있던 ‘진정한 협

력’의 원칙을 또한 증폭시킴.

� 10월 31일이 임기 만기인 유럽이사회 의장(Donald Tusk)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

서 브렉시트의 연장은 다음 단계들이 “전적으로 영국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강조함. 

- 그는 영국이 장기적 관계의 일환으로 EU와의 관세 동맹을 선택할 가능성과  브렉

시트를 완전히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정치적 선언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음. 

- 그러나 그는 EU-UK의 ‘이혼 합의(divorce settlement)’ 조건을 규정하는 탈퇴 협

정의 재검토를 배제했음. 

� 영국 총리(Theresa May)는 “영국이 순탄하고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탈퇴할 수 있는 

협정을 승인하도록 아직 의회를 설득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선택은 분명하며, 시간표 또한 명확하다”

고 말함. 

- 또한 ‘국익을 위한 협정에 대한 합의’라고 표현한 것을 찾기 위해 야당의 영국 정치

인들과 진행 중인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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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의 브렉시트 전투 재개

� 브렉시트 드라마의 초점은 이제 영국 런던으로 넘어왔음. 

-메이 보수당은 다음 달 유럽의회 선거 시행을 피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는 브렉시트 처리와 관련한 일종의 대리 투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정부는 하원에서 세 차례에 걸친 표결에서 부결된 탈퇴 협정(Withdrawal 

Agreement)이 EU와 다른 형태의 미래 관계에 대한 당간(cross-party agreement)

의 합의와 함께 승인되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음. 

� 그러나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 문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양극화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어느 솔루션이 더 선호될지 명확하지 않음. 

- 10월 31일까지의 연장은 영국 정치인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할 경우 브렉시트에 대

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며, 유럽이사회 의장

(Donald Tusk)은 Article50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브렉시트 취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메이 총리에게 상기시켰음. 

� EU27이 Article50 절차의 추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에서 유럽 이사회 

의장(Donald Tusk)은 영국에게 “이번 연장은 예상했던 것만큼 유연하지만 예상보다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엔 충분한 시간으로 이번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 달라”고 함.

※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9885/UK

-set-for-Halloween-Brexit-as-EU-leaders-grant-further-extension)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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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음료협회,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에 따른 

식음료산업 피해 경고

�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주요 정상회담 전날인 4월 9일, 유럽식음료협회(FoodDrinkEurope)

는 EU지도자들에게 질서 있는 브렉시트 허용을 위해 영국에 리스본조약 제50조

(Article 50) 절차의 연장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며,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유럽의 식음료 산업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함. 

� 브렉시트에 관한 특별 유럽위원회 정상회의에 앞서 발간된 성명서에서 FoodDrink- 

Europe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농산물부문이 특히 취약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 유럽의 식음료 산업의 회복력을 거듭 입증한 반면, 성명서는 이러한 회복력이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갑작스러운 경제적 혼란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함. 

� EU 지도자들에게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브렉시트 이후의 새로운 사업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탈퇴 협정에 전환 기간을 포함하여 브렉시트 연장을 허가할 것을 촉구하였음. 

- FoodDrinkEurope은 EU와 영국 간의 마찰 없는 무역 및 규제 조정의 중단은 식

음료 산업을 파괴할 것이며, 노딜 브렉시트가 우리 산업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음.

� 성명서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는 수익 및 수출의 상당한 감소로 필연적으

로 일자리 감소와 중소기업들(EU 전역의 29만 5,000개 기업 중 99%를 차지)에의 

불균형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식음료산업은 EU의 최대 제조부문으로 EU 회원국에 걸쳐 457만 명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고용하고 있음.

- 2018년 영국은 다른 EU 국가들로부터 330억 유로에 달하는 식음료 제품을 수입

했으며, 133억 유로만큼 수출함. 

- FoodDrinkEurope은 영국이 협상 없이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떠나면서 세관 검

사를 늘리고, 마찰 없는 무관세 무역을 중단한다면 현 무역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함.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 157

� FoodDrinkEurope은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상황을 냉혹하게 직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질서정연하지 않은 브렉시트는 고도로 통합된 공급망과 적시 처리 및 부패하기 쉬

운 제품에 대한 식음료 산업의 의존성에 영향을 미침.

- 물품에 대한 공식 통제, 위생 및 식물 위생 검사, 수의학 증명서, 수입 관세와 같은 

번거롭고 불가피한 절차들이 국경에서의 검사를 지체시키고 EU27과 영국 모두에 

비용을 증가시킴. 

� 영국은 과거에 협상 없이 EU를 떠난다면 영국은 육류 및 유제품과 같은 특정 무역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함. 

- 이는 최장 1년까지 자국 산업을 보호가 위해 적용되는 임시 조치임.

� 영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의 가격이 1% 인상되면 수출량은 4.8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FoodDrinkEurope은 다양한 부문의 생산성 확인을 위해 최근의 고용 수치를 사용

하였으며, 제품 가격은 관세 적용을 반영하도록 조정된 후, 수출/수익에서의 손실

을 계산함. 

- 실업자 수는 이후의 수요와 생산성 감소량을 반영하도록 추정됨.

� 보고서는 식품 공급망에 대한 이러한 혼란이 잠재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함:

- EU27에서 영국으로의 수출 감소: 특정 산업부문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벨기에 초콜릿 산업의 영국으로의 수출은 31%, 이탈리아의 파스타 수출은 

59%, 아일랜드 치즈 및 쇠고기와 프랑스 치즈의 수출이 89%만큼 감소할 수 있음. 

- 상당한 수익 감소:  아일랜드 쇠고기부문의 수익 감소액은 7억 3,200만 유로, 네덜

란드 식물성 식품부문에서는 1억 7,800만 유로로 추정되며, 프랑스 와인부문의 수

익은 1억 8,100만 유로만큼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수출 및 수익 감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  최악의 경우 독일 제과부문은 3,200개의 

일자리, 아일랜드 치즈 및 육류부문에서는 3,600개의 일자리, 프랑스 치즈부문에서

는 약 4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수치들은 직접적인 일자리 손실

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가로 간접 고용 손실로 인해 일자리 손실이 크게 일어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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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규모 사업체들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 식음료 기업들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은 적절한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 및 재정적 자원이 

부족함.

- 소비자 손실: 유럽 소비자들은 상당한 가격 상승과 선호 제품에 대한 접근 제한이 

예상됨에 따라 손해를 볼 것임.

� 보고서에서 제시된 수치들은 현 통화 가치 평가를 사용하여 계산되었으며, 노딜 브렉시

트 시나리오에서 영국은행은 스털링(Sterling)이 10%에서 25%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음. 

- 이러한 수준에서 많은 유럽 기업들은 영국 소비자에게 완전한 가격 전가 없이는 영

국 시장에의 공급으로 충분한 이윤을 창출할 수 없음. 

-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FoodDrinkEurope은 또한 영국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흡

수할 경제적 유연성을 갖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으로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에게 더욱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임.

 추가 긴급 대책 필요

� FoodDrinkEurope은 유럽집행위원회 부회장(Jyrki Katainen)이 4월 4일에 제출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계획안을 환영하지만 더 많은 조치의 필요성과 함께 대안이 될 

희망 목록을 제시했음.

- 4월 4일, 기자회견에서 유럽집행위원회 부회장(Jyrki Katainen)은 당국은 육지 국

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 아일랜드 섬에서 최소한의 파괴적인 방법으로 세관 검사 

실시를 위한 제안을 이미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음. 

- FoodDrinkEurope은 이러한 관세 촉진 절차를 환영하며, ”관세 촉진이 원료 등의 

운송을 큰 지연 없이 계속되는 것을 보장하며, 확립된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다”라

며 다른 회원국으로 확대되기를 원한다고 말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함:

- 정해진 기간 동안(예: 18-24개월) 국가 당국과 협력하여 EU세관 당국들의 실용적

이고 일반적인 접근법을 촉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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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들의 세관 당국의 역량 강화와 국제 수준에서 운영될 중소기업 대상 사업 훈

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새로운 사업 환경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회원국들의 

발전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문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함.

- 농식품(원재료 및 가공된 제품)은 신속하고 매끄러운 방식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제

품의 무결성과 유통 기한에 대한 제약 조건을 보호하는 데에 요구되는 ‘특별한 수

입 경로’ 하에서 고려되어야 함.

 라벨링에 대한 유예 기간 요청

� FoodDrinkEurope은 유럽집행위원회가 최소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허용하는 일시적

인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라벨 변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함.

- 이를 통해 운영자들은 현 라벨 업데이트 주기에 변경 조치를 적용하고, 모든 변경 

사항을 한 번에 통합할 수 있을 것임. 

- FoodDrinkEurope은 “식품 사업 운영자에 대한 즉각적인 의무 실행은 힘들며, 라

벨링 추가 및 변경(과다한 라벨링)은 수백 시간의 작업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멀

티 팩 및 특정 온도에서 저장된 식품(냉장 또는 냉동) 포장의 무결성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함. 

� 성명서에 따르면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하고 제작해야 하며, 바코드는 상품 추적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변경될 수도 있음.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장 수요의 증가는 수천 개의 라벨 설계 및 승인, 변경

이 요구되는 만큼 인쇄 및 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임.

 영국의 EU 통보 체제 유지 필요

� FoodDrinkEurope은 식품 안전 및 식물 위생 요구 사항에 관해서, EU는 영국이 다양

한 협력 및 통보 체제에 완전한 접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함.

- 통보 체제에는 식품 및 사료 긴급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 식물 건강 차단 및 유해 생물의 긴급 경보시스템(EUROPHYT), 식

품 사기 행정지원협력시스템(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Cooperation, AAC)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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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DrinkEurope은 이는 잠재적인 식품 안전성 및 식물 위생 위험과 사기에 대

한 정보 공유를 계속하도록 하여 영국과 EU 시장 모두를 보호하는 등 서로에게 상

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 유럽집행위원회는 영국과 EU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인증에 대한 상호 인식을 보장해야하며, 영국 인증기관을 제3국 인증기관으로 

인식하여 EU에 수출하는 유기농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지속적인 시장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브렉시트보다 앞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가속해야 함.

-더욱이, 유럽집행위원회는 “소비세 이동 및 통제 시스템(Excise Movement and 

Control System, EMCS)에 대한 영국의 개방된 접근을 유지함으로써 국경을 넘나

드는 소비재에 대해 중단없이 조율된 통제”를 보장해야 할 것임.

� 이외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운송부문에서 최소 18개월 동안 운전자(시간, 교육, 요구 사항 등) 및 트럭(차량 정

기검사(MOT), 차량 중량 제한 등)에 대한 모든 규정과 면허의 조화를 유지해야 함.

- 농산물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EU와 영국 간 협상 관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구조 및 조정 자금을 운영자들

에게 제공해야 함. 

- 예측 불가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함께 비상 브렉시트 

기금을 마련해야 함. 이러한 국가 보조 체제는 영국의 현 연간 수출 판매액의 5%로 

설정되어야 하며, 3년 동안 제공되어야 함. 이러한 자금은 EU27의 기업이 다른 시장

으로 혁신하고 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직원훈련과 물류비용 충당에 도움이 될 것임. 

- 시장 관리 도구, 특히 일부 제품에 대한 개인 저장 보조 도구(private storage 

aids) 사용에 대한 계획을 예측해야 함.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국이 자체적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 제도를 수립할 때까지 EU의 GI는 영국 시장에서 보호되지 않을 것임. 이러한 

체제에서 GI 권리 소유자가 일반적인 무역 표시법에 따라 자신의 GI를 보호하고, 

향후 영국 GI 제도에 따라 GI 상태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럽집행위

원회의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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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9865/FoodDrink

Europe-urges-EU-leaders-to-grant-Article-50-extension-to-UK) (2019.04.09.)

유럽연합 유기농식품 시장, 성장세 지속* 5)

� 2010-2017년 유럽연합 내에서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농지 비중이 급속히 증가함. 

2017년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 비중은 전체 농지 면적의 7%로, 2009년 대비 

70%p증가함.

- 2017년 유기농 농산물 시장규모(판매액)는 343억 유로였음. 역내 생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유기농 농산물 수요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 유기농식품 시장 성장의 주원인은 유기농 농산물의 높은 가격 프리미엄에 있음. 

- 유기농 농산물 가격은 일반적인 농산물과 비교할 때 최대 150% 높게 형성되어 있음. 

� 유기농가의 생산성은 일반농가와 비교하면 40~8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품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며 유기농 우유는 일반 낙농가와 생산성이 비슷한 

수준임.

- 효율적 유기농법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와 혁신 활

동이 유기농업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2016년, 유럽연합에는 약 25만 유기농가가 있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10- 

2017년 1만 4,000 농가가 유기농업에 신규 진입하였으며, 유기농업에서 전통농업으로 

회귀한 농가5)는 1만 농가였음.

� 2018년 유기농식품 수입량은 약 340만 톤이었음. 가장 큰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량의 12.7%인 약 41만 5,000톤을 수입했음.

* EU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Organics sector on the rise as both domestic production and 

imports see large increases”(2019.3.7.) 내용임. 

 5) 전통농업으로 회귀한 주된 이유는 유기농업 관련 생산제약과 비용 문제였으며, 흉작 역시 결정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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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국 중 에콰도르(8.5%), 도미니칸 공화국(8.4%), 터키(8.1%)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주요 수입품목은 열대과일(24.4%), 유박(10.8%), 곡류(밀과 쌀 제외, 7.8%), 밀

(7.5%), 쌀(6.6%)임.

� 수입 유기농식품은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소비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유럽연합에서 지리 조건이 맞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수입을 

통해 공급할 수 있음.

- 일반농가가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전환기가 필요하기 때

문에 수요 증가에 역내 생산만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음.

-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입량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03.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불공정거래관행금지법, 유럽연합 의회 통과* 6)

� 2019년 3월 12일 유럽연합 의회는 식품 생산·유통과정 중에 나타나는 불공정거래관행

(Unfair Trading Practices, UPT)에서 농업인과 중소기업을 100% 보호하는 법안

(The anti-UPTs directive)을 통과시켰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농업담당 집행위원인 필 호건(Phil Hogan)은 “본 법안을 통해 

농업인은 생산·유통과정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모든 공급업체들은 최소한의 보호

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적용대상] 법안은 매출액이 3억 5,000만 유로 이하인 도소매업체·가공업체·협동조합·

생산자단체(단일 생산자 포함)를 보호하고 있음. 다만, 보호 수준은 매출액 크기에 따른 

5개 그룹별로 차등을 두었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보도자료 “Fairness in the food supply chain: Commission welcomes Parliament’s support 

to ban unfair trading practices(2019.3.12.)”와 유럽연합 의회 보도자료 “From farms to supermarkets: MEPs 

approve new EU rules against unfair trading(2019.3.12.)”를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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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구조] 법을 집행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은 각 회원국에 있음.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 관련 기관 간에 서로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할 예정임.

� [불공정거래 관행] 새로운 법안에서 불공정거래로 간주해 금지되는 관행은 다음과 같음.

- 1) 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대한 대금 지불 지연

- 2) 통지 후 바로 주문을 취소

- 3) 일방적 또는 소급적으로 계약 조건(시간, 장소, 물량, 품질 기준 등) 변경

- 4) 폐기물에 대한 구매 강요와 서면 계약 거부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불공정관행] 사전에 당사자들(공급업체-구매자) 간 명확하게 합

의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관행은 다음과 같음.

- 1) 구매자가 팔리지 않은 식품을 공급업체에 반환

- 2) 식품의 재고 또는 목록 작성을 공급업체에 청구하거나 할인 비용을 공급업체에 

부과

- 3) 공급업체가 구매자의 판촉·광고 비용을 지불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03.2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7)

� 유럽연합은 전체 물 사용량의 44%를 농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로 야기되는 가뭄 등으로 수자원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를 위한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물은 농식품 생산에 필수적 요소이며, 특히 과일과 채소 작물은 재배 과정에서 많

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Sustainability at the water source (2019.3.12.)”를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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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단

� 현재 유럽연합에서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에 대한 정책 수단에는 상호준수의무, 

녹색화 조치, 농촌개발프로그램이 있음.

- (상호준수의무) 농업인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수자원 관련 우수농업환경 기준(물

길에 따른 완충대(buffer strip)6) 설치, 관개 허가, 지하수 오염 방지)을 충족시켜

야 함. 

- (녹색화 조치) 녹색화 조치(greening)는 농업인을 위한 소득지원의 하나로 환경과 

기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농업인들에 추가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임. 영구초

지(permanent grassland)와 생태초점구역(ecological focus area)7)에서 농약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농촌개발프로그램) 폴란드 우치(Łódź)시는 농촌개발프로그램8)의 하나로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물 보존을 위한 실제적 지식과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음.

 연구․혁신

� 유럽연합은 Horizon 2020과 같은 과학기술 연구 투자 전략을 통해 물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정밀농업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스페인 라만차(La Mancha) 지역에서 관개에 따른 수자원의 과도한 사용으로 지하

수가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남. 

- 이에 지역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가 수립되었고, 재배 중인 작물

이 물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측정9)하는 도구를 개발함.

� [농가 지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함. 

이를 통해 투자 증진, 모범 사례 확산, 수자원 농업 정보 허브 구축 및 정보 공개를 

하고 있음.

 6) 오염 지역과 수자원 사이에 위치하여 오염을 막고 양쪽의 특성을 완충해주는 곳을 의미함. 주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음.

 7) 15ha를 초과하는 경작지를 보유한 농민들은 최소한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5%를 ‘생태초점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8) 공동농업정책의 제2축에 해당함. 농촌개발기금(EAFRD)을 사용하며, 회원국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함께 관리하고 있음.

 9) 농업인이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관개용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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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2021-2027 공동농업정책(CAP for 2021-2027)에서는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비료 사용과 농업 분야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양분관리를 위한 농

가 지속가능성 도구(Farm Sustainability Tool for Nutrients, FaST)’를 개발 및 

실행할 예정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연합 의회, 공동농업정책 개혁에 관한 보고서 채택* 10)

� 유럽연합 의회 농업위원회 의원들은 2019년 4월 2일 공동농업정책 개혁에 관한 두 

가지 보고서를 채택하였음. 하나는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공동시장조직(Common Market Organizaition)에 관한 것임.

- 농업위원회는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 유연성과 공동규칙 간의 균형을 유지하

면서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음.

� 전략적 계획에 관한 주요 결정은 다음과 같음.

- 제1축 예산 한도를 기본직불과 재분배 직불에 60%, 환경계획에 20%, 생산연계 지

원에 12%, 부문별 계획에 3%로 결정함.

-명확한 규정을 통해 적절한 상호의무준수를 설정하되, 개별 회원국이 규정에 상응

하는 다른 조치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제2축 예산 중 30%는 환경적 목적 달성에, 30%는 투자와 위험관리도구에 분배함.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정밀농업에 대해 지원함.

- 회원국이 10% 재분배 직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00유로의 상한선을 부과하도록 함.

- 제1축 예산의 15%를 제2축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제2축 예산의 5%를 제1축으로 

이전할 수 있음.

* 유럽연합 농정싱크탱크인 Farm Europe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CAP reform: a positive step forward by EP 

agricultural committee(2019.4.2.)”를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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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공동시장조직에 관한 주요 결정은 다음과 같음.

- 2015-16년 우유 위기10)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감축 계획 수립이 가능함.

- 농민 단체를 장려하기 위한 경쟁 규칙(competition rule)을 개선함.

- 와인 부문에 대한 규제를 2050년까지 확장하고 라벨링에 대한 적절한 절충안을 

제시함.

� 다음 투표(4월 8일 예정)는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 관리, 감사 

및 관리 규정에 관한 것임. 공동농업정책이 27개의 개별 국가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사료작물 정세 등* 11)

 조사료와 농후사료 공급비율

� [2017년도 축산 사료공급 비율] 조사료11)(국산 위주)는 21%, 농후사료12)(수입산 위주)

는 79%(TDN13) 기준)로 추산되었음.

10) 2013년 EU 우유가격은 해외 수요 증가로 리터당 40센트에 달하는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고, 2013-15년 EU의 우유 생산

량은 1,000만 톤 가까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2014년 8월 러시아의 EU 농산물 수입 금지와 중국을 포함한 해외 수요 감소

로 2016년 7월 우유가격은 리터당 25.7센트까지 하락했음.

* 일본 농림수산성 「飼料をめぐる情勢」(2019.2.), 「平成30 年産飼料作物の作付(栽培)面積及び収穫量, えん麦(緑肥用)

の作付面積」(2019.3.7.)를 요약·정리함.

11) 건초, 사일리지, 볏짚 등 

12) 농후사료: 옥수수, 콩깻묵, 수수, 보리 등

13) TDN(Total Digestible Nutrients): 가축이 소화 가능한 양분의 총량. 칼로리와 비슷한 개념임. 1TDNkg≒4.41M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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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분야 경영비용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조사료를 주로 섭취하는 소의 

경우 30~50%, 농후사료를 주로 섭취하는 돼지와 닭의 경우에는 60%를 차지함.

 사료 생산동향

� 2017년까지 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18년 가을부터 배합사료 가격 급등으로 사료 생산량이 확대됨. 이로 인해 사료용 

쌀과 벼 사일리지(벼WCS) 재배가 증가하였고, 전체 사료작물 재배면적도 증가하였음.

 사료자급률 현황과 목표

� 2017년산 사료 자급률(전체)은 26%임. 이 중에서 조사료 자급률은 78%, 농후사료 

자급률은 13%임.

� 일본 농림수산성은 논에서 생산하는 벼 사일리지와 밭에서 생산하는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 에코피드14) 이용 및 사료용 벼 재배 등을 통해 사료자급률을 40%(2025년도)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국산 사료 중심으로 전환

� 낙농·육우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 비용의 30~50%를 차지하는 사료비를 줄여

야 함. 이를 위해 논과 경작포기지를 활용하고 식품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 생산을 확대

해야 함.

- 이러한 대응을 통해 현재 수입산 사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가축사료에서 국

내산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2018년산 사료작물 재배면적 및 수확량과 귀리 재배면적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8년산 사료작물 재배면적, 수확량과 거름용 귀리 재배면적을 

발표함. 

14) 에코(eco)와 피드(feed)를 합친 조어로 농식품 부산물을 이용하며 제조한 가축용 사료임.



168 ∙ 세계농업 2019. 4월호

- 이에 따르면 전국 목초 수확량은 전년대비 3%p 감소하였음.

� [사료작물 재배면적] 전국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97만 300ha로 전년대비 1만 

4,800ha(2%p) 감소하였음.

- (건초) 전국 건초 재배면적은 72만 6천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수확량은 

단위수확량 감소로 전년대비 87만 6,000t(3%p) 감소한 2,462만 1,000t이었음.

- (사료용 옥수수) 전국 사료용 옥수수 재배면적은 9만 4,600ha로 전년과 비슷한 수

준이고, 수확량은 단위 수확량 감소로 전년대비 29만 4,000t(6%p) 감소한 448만 

8,000t이었음.

- (사탕수수) 전국 사탕수수 재배면적은 1만 4,000ha로 전년대비 400ha(3%p) 감소

하였고, 수확량은 61만 8,000t으로 전년대비 4만 7,000t(7%p) 감소하였음. 이는 

전년대비 재배면적과 단위 수확량 감소에서 기인하였음.

� [귀리(녹비용) 재배면적] 전국 귀리 재배면적은 4만 4,700ha로 전년대비 1,000 

ha(2%p) 증가하였음.

<표 1>  2018년 사료작물 재배면적, 10a당 수량 및 수확량, 귀리 재배면적

구분

재배

면적

(ha)

10a당 

수량

(kg)

수확량

(t)

전년산과 비교 참고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10a당 

평균수량

대비

(%)

10a당 

평균 

수량

(kg)
차이(ha)

대비

(%)

대비

(%)
차이(t)

대비

(%)

사료작물 합계 970,300 - - △14,800 98 nc nc nc nc -

건초 726,000 3,390 24,621,000 △2,300 100 97 △876,000 97 97 3,480

사료용 옥수수 94,600 4,740 4,488,000 △200 100 94 △294,000 94 92 5,160

사탕수수 14,000 4,410 618,000 △400 97 95 △ 47,000 93 88 4,990

귀리(녹비용) 44,700 - - 1,000 102 nc nc nc nc -

주: ‘10a당 평균 수량 대비’는 10a당 평균 수량(7개년 중 최고 및 최저를 제외한 5개년의 평균치)에 대한 당해 생산된 10a당 

수량의 비율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03.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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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손실(식품 loss)에 대한 소비자 동향* 15)

� 식품손실(식품 loss)란 먹을 수 있으나 버려지는 식품. 일본에서는 연간 약 646만 톤의 

식품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식량문제 및 환경문제적 관점에서 식품손실 감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일본정책금융공고가 2019년 1월 식품손실에 관한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의 약 50%가 ‘식품손실 감소’에 노력하고 있음.

- 2019년 1월, 전국 20~70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함.

<그림  13>  식품손실 감소 노력 현황

단위: %

� [식품손실 감소에 대한 노력 여부] ‘하고 있음’ 49.8%, ‘알고는 있지만 하고 있지 않음’ 

37.4%로 조사됨.

- ‘식품손실 감소에 노력하고 있음’을 선택한 30대 이상 응답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하고 있음’ 비율이 높아졌음.

 * 일본정책금융공고 「食品ロスに関する消費者動向調査結果(平成31年1月調査)」(2019.3.14.) 내용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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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령대별 식품손실 감소 노력 현황

단위: %

-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 ‘아까워서’ 81.3%, ‘환경에 유익해서’ 

44.5%, ‘식비가 절약되어서’ 4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까워서’로 응답한 비율

이 다른 이유의 약 2배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그림  15>  식품손실 감소 노력 이유
단위: %

�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소비자에게 식품을 구매하기 전 냉장고 안 식재료 및 유통기한 

확인과 식품 구매 시 앞쪽에 진열된 상품을 구매하여 소매점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것을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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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구매 전 냉장고 및 냉동실 확인 여부) ‘반드시 확인함’ 19.6%, ‘대체로 확인

함’ 52.4%로 응답자의 70% 이상이 식품 구매 전에 냉장고 및 냉동실을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식품 구매 시 앞쪽 진열 상품 구매 여부) ‘앞쪽에 진열된 상품을 구매함’으로 응답

한 비율은 20%를 밑돌았음.

�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식료품점 및 음식점에 대한 평가] ‘매우 좋음’ 22.5%, 

‘좋음’ 44.9%, ‘약간 좋음’ 21.5%로 소비자 약 90%가 식품손실 감소에 노력하는 식료

품점 및 음식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식료품점 및 음식점 이용 여부) ‘상당히 멀어도 적

극적으로 이용함’ 2.9%, ‘다소 멀어도 적극적으로 이용함’ 13.4%, ‘가까우면 적극

적으로 이용함’ 55.4%로 나타났음.

- 70%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손실 감소에 노력하는 식료품점 및 음식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음. 식품손실 감소에 노력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데 

필요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식료품점 및 음식점에 원하는 사항) ‘적은 인원수 및 용량이 

적은 상품 메뉴’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16>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식료품점 및 음식점에 대한 평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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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식품손실 감소에 노력하는 식료품점 및 음식점 이용 여부
단위: %

<그림 18>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식료품점에 원하는 사항
단위: %

<그림 19> 식품손실 감소를 위해 음식점에 원하는 사항
단위: %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03.2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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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수탁비용 및 농업임금 조사* 16)

� 일본 전국농업회의소는 1960년부터 매년 전국 시정촌(일본 기초자치단체) 농업위원회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 임시고용 임금, 농작업 임금 등을 조사하고 있음.

 벼농사 부분 수탁비용

� [개인농가] ‘정지작업’은 전년보다 0.5%p 하락한 1만 5,930엔, ‘기계 이앙’은 0.4%p 

하락한 8,077엔, ‘기계 수확’은 0.3%p 하락한 1만 8,376엔으로 전년대비 하락함.

� [생산조직(생산조직, 생산법인, 농협 등)] ‘정지작업’은 0.6%p 하락한 1만 7,438엔이었

으나 ‘기계 이앙’ 및 ‘기계 수확’은 각각 0.2%p, 0.3%p 상승한 8,708엔과 1만 9,576엔

이었음.

 벼농사 전면 수탁비용

� [개인농가] ‘농자재(볍씨, 제초제, 비료, 농약) 비용 포함’ 수탁비용은 9만 121엔으로 

전년대비 0.7%p 상승하였으며, ‘농자재 비용 별도’ 수탁비용은 6만 7,234엔으로 전년

대비 0.7%p 하락하였음.

� [생산조직] ‘농자재 비용 포함’은 9만 2,936엔으로 전년대비 0.3%p 하락하였으며, ‘농

자재비용 별도’는 7만 536엔으로 1.2%p 증가하였음.

<표 2>  수탁 주체별 농작업 수탁비용
단위: 단위면적당 엔, %

구분
개인농가 생산조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농작업 부분 수탁비용

정지작업 15,930 △0.5 17,438 △0.6

기계 이앙(모종 비용 별도) 8,077 △0.4 8,708 0.2

기계 수확 18,376 △0.3 19,576 0.3

농작업 전체 수탁비용
농자재 비용 포함 90,121 0.7 92,936 △0.3

농자재 비용 별도 67,234 △0.7 70,536 1.2

주: 농자재 비용은 볍씨, 제초제, 비료, 농약 비용임.

* 일본 전국농업회의소 「農作業料金・農業労賃に関する調査結果(平成29 年)」(2019.3.) 내용를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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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임시 고용 임금

� 벼농사, 밭농사, 축산 등 전반적인 농작업 임시고용 임금을 나타내는 ‘일반 농작업’ 

중에서 숙련도 및 강도가 높은 ‘전문작업’의 1일 총 지급액은 남성의 경우 9,148엔으로 

전년대비 0.3%p 상승, 여성은 8,141엔으로 1.7%p 상승함.

-또한 숙련도나 강도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경작업’의 경우 남성은 7,247엔으

로 전년대비 0.8%p 상승, 여성은 6,907엔으로 2.2%p 상승함.

<표 3> 일반 농작업 임시고용 임금
단위: 엔, %

구분
남성 여성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문작업 9,148 0.3 8,141 1.7

일반·경작업 7,247 0.8 6,907 2.2

주: 1일 총 지급액임.

 표준임금 설정

� 농작업 수탁비용 및 농업 임시고용 임금 등 기준(협정)이 정해져 있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시정촌 중 63.5%가 정해져 있다고 응답하였음.

� 표준 농작업 수탁비용 및 농업 임시공업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시정촌 및 농업위

원회’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농협’ 36%, ‘생산조직 등’이 14%로 조사됨.

<표 4>  농작업 수탁비용 및 농업 임시 고용임금 표준(협정)

구분

표준이 정해져 있는 시정촌 표준이 정해져 있는 기관(복수응답)

응답한

시정촌 수

정해져 있는

시정촌 수

비율

(%)

시정촌 및

농업위원회
농협

생산조직 

등

개량보급

센터
기타

2012년 2,166 1,386 64.0 856 517 205 23 149

2013년 1,633 1,024 62.7 638 368 147 19 116

2014년 1,605 1,010 62.9 624 361 138 23 122

2015년 1,606 1,018 63.4 626 367 145 23 128

2016년 1,560 993 63.7 609 356 135 21 121

2017년 1,555 988 63.5 610 356 140 21 118

주: 조사대상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는 2003년 12월 31일 시점의 전체 시정촌 구역(3,176 지구)이며, 2013년부터는 

해당 조사연도의 12월 31일 시점의 전국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구역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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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연구 이노베이션 전략

�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업 이외 다양한 분야와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이노베이션이 

기대 가능한 분야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한 ‘농림수산연구 이노베이션 전략’을 발표하

였음.

� 농림수산 분야 연구에서는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 생산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 해결, 지구온난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연구개발 등을 종합적

으로 추진해 왔음. 

� 현재 일본 농림수산업은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한 과제가 있음. 이러한 일본 

농림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 농업의 과제와 해외 및 타 분야 

동향을 기반으로 일본의 강점을 살린 연구·개발이 필요함.

- 일본 농업 과제와 해외 및 타 분야 동향을 기반으로 ‘사이버 기술’과 ‘피지컬 기술’

을 융합시킨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일본 연구·개발 기술의 

비약적 성장과 민간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기대됨.

� 세계시장 화보와 과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식품’, ‘스마트 푸드 체인’, ‘육종(育種)’, 

‘바이오소재/바이오매스’ 4가지 분야에서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이노베

이션을 목표로 함.

- (식품) 의료와 식품 데이터를 결합하여 과학에 기초한 ‘맛있고 건강한 식품’ 생산. 

생산·유통·공급 시스템 구축.

- (스마트 푸드 체인) 데이터와 스마트 농기계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농업 실시. 누구

나 농업현장에서 쾌적하게 일할 수 있으며 니즈에 맞는 생산과 유통 실현.

- (육종)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원과 게놈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육종 플랫폼’ 구

축하여 소비자나 농업현장에서 원하는 품종을 빠르고 확실하게 생산. 민간 육종 

활성화.

- (바이오소재/바이오매스) 바이오소재 개발 및 생산 플랫폼 구축.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농림수산자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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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환경에서는 농업인과 연구자 연계 강화, 타 산업과 함께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

고 해외 및 타 분야 기술 활용하여 도적적인 연구하고자 함.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農林水産研究イノベーション戦略」

(http://www.affrc.maff.go.jp/docs/press/attach/pdf/190329-1.pdf)(2019.3.30.)

농림수산물 및 식품수출 분석 

� 일본농업신문은 농림수산성이 올해 3월 처음으로 공개한 약 1,000개의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 항목 HS코드15)를 바탕으로 수출 내용을 검증하였음.

- 농림수산물 수출 항목으로 집계되는 HS코드 범위를 공개함.

� 지금까지 농림수산성은 무역통계를 담당하는 재무성 데이터에서 독자적으로 수치를 

추려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으로 공표해 왔음.

� 2018년도 일본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 총액은 9,068억 엔이며 그중에서 농산물 

수출액은 5,661억 엔이었음. 현재 수출되고 있는 약 6,500개 항목의 HS코드 가운데 

약 1,000개가 정부의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액 산정 대상임. 

- 기존에는 수출품목의 대략적인 개요만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공개로 인해 어떤 

HS코드 상품을 농산물이나 임산물, 수산물로 배정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 종류별 

수출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되었음. 

� 일본 정부가 농산물 수출액으로 집계하는 품목 중 유기 화학품 29종(76억 엔)이나 

단백질계 물질 및 변성전분 35종(104억 엔), 고무제품 40종(1억 엔) 등 국산농산물과 

거리가 있는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농림수산성 수출촉진과 요코시마 나오히코 과장은 ‘정부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 

플랜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강점을 살린 시장을 국내외에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농림수산성 소관 품목인 각종 가공식품의 수출 진흥도 중요하다’라며 수출 

15)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로 일본에서는 9자리 코드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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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책이 반드시 국산농산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음. 

- 농산물수출액 5,661억 엔 중 농림수산성이 좋은 사례로 꼽는 쇠고기, 사과, 쌀, 녹

차 등의 농산물 수출액을 더하면 약 1,000억 엔임. 

- 사례 대부분은 국내산 농산물로 판단되지만 나머지 농산물 수출액 4,000억 엔 이

상에는 외국산 가공식품의 수출액이 포함되어 있음.

-쌀가루, 돈피(豚皮), 청주 등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품목도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수출품목 대부분이 수입 화학원료를 사용하거나 이를 합성한 제품이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남. 이에 따라 1조 엔 수출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국내 농업생산에 큰 파

급력을 없을 것으로 보임.

※ 자료: 일본농업신문 「農産物輸出·金額１位は「その他のその他」?·品目の詳細不透明·本紙が分析」

https://www.agrinews.co.jp/p47306.html(2019.4.8.) 





Part 6

세계 농업 브리핑

주요외신동향





세계 농업 브리핑

세계 농업 브리핑 ∙ 181

16)

 

  아시아/중동

* 대만 식품업계, 관광공장(觀光工廠) 주목

* 중국, 유제품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신선 우유

* 베트남, 국내 식품안전 및 위생 문제 대두

* UAE, 물 부족 및 식량안보 문제 해결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유럽

* 프랑스, 2019년 농업 박람회 개최

●

  아메리카

* 미국 캘리포니아주, ‘설탕 음료’ 규제 움직임

* 미국 농무부, ‘유기농’ 규정

●

세계 농업 브리핑 (2019. 4)

1. 아시아

□ 대만 식품업계, 관광공장(觀光工廠) 주목

▪대만 식품업계가 관광공장(觀光工廠)에 주목하고 있음. 

- 관광공장(觀光工廠)이란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역사, 제조 환경 및 과정 견

학, DIY 체험, 시식·시음, 놀이 공간, 기념품 판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말함. 

▪공장 견학을 통해 소비자들은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기업은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음. 또한 

잠재 소비자까지 확보할 수 있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음.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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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공장견학 프로그램은 2003년부터 시작됨. 그 당시 많은 제조 공장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중국으로 이전했고, 현지에 남은 미가동 공장을 활용, 보전하기 위해 

운영되다가 공장 견학을 통해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고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모든 제조공장으로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대만경제부에 등록된 기업 중 공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2019년 

1월 기준 138개소로 이중 58%(79개소)가 식품기업임. 그러나 식품업계는 공장견학

을 운영 중인 식품기업 중 경제부에 미등록한 기업도 상당수 있어 대만에서 식품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인 식품기업을 160여개로 파악하고 있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공장 견학을 경험한 누적 방문자 수는 1억 3,2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식품공장 방문자수는 6,800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장 

견학 매출액은 2013년 NTD 23억에서 2018년 NTD 51억으로 연평균 21.8% 성장

하였으며, 그 중 식품공장 견학의 연간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NTD 25.6억 달러

(한화 약 947.2억 원)이었음. 대만 경제부는 공장 견학을 운영하는 식품 기업의 수가 

확대되고 있어 2019년에도 NTD 55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대만 식품전문잡지 ‘食力’에서 2018년 1,328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음식류 

관광공장 체험 대조사(飮食類觀光工廠體驗大調)’에 따르면, 50% 이상의 소비자가 

1~2회 식품공장을 방문했으며, 3~5회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도 30%를 넘었음.

- 가족과의 방문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74.5%), 친구(45.1%), 자녀(34.5%), 연인

(20%) 등이 뒤를 이었음. 

- 가장 인기 있는 견학은 베이커리‧제과류(75.3%) 공장으로 농산품류, 주류, 소스‧

조미료류, 육류, 보건식품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소비자들이 식품공

장 견학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해당제품에 대한 관심 및 흥미

가 74.4%를 차지함. 뒤를 이어 정보 습득이 47.1%, 공장의 입지(위치, 교통 등) 

45.6%, 브랜드 이미지 41.3%, 입장권 및 가격 39.1%, 환경27.5%, 주변명소 

23.9% 및 기타가 4.9% 등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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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기업들은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를 홍보하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입‧소비하

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생산 과정, 성분 등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가치 지향 

소비를 즐기고 있음. 

-특히 대만 소비자들은 식품 구입시 안전성, 신뢰도를 최우선시 하고 있어 향후에

도 관광공장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3.2.)

 □ 중국, 유제품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신선 우유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소비 고급화로 신선 우유는 유제품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함.

-신선 우유란 갓 짜낸 우유를 24시간 이내에 저온 또는 고온 살균기술로 가공한 

것을 말함.

-신선 우유는 유통기한이 7일이며 2~6℃의 온도로 냉장 보관하여 활성성분이 많

고 지방, 단백질과 유당 등의 함량이 높고 영양가가 높아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어

른과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

▪현재 중국 유제품의 경쟁 구도를 보면 상온 우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었고 

소비고급화로 사람들은 보다 신선하고 건강한 제품을 요구함.  

▪징둥 오프라인 신선매장에서 1980~90년 출생 세대가 신선 우유의 주요 소비층으로,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중국의 소비 고급화 추세와 유제품의 끊임없는 발전 및 콜드체인 물류의 발

전과 연결되어 있음. 

▪한 유제품업체의 신선 우유는 중급 신선 우유시장에서 주력 제품으로 전용 목장의 

우유만 사용하며 살균 온도를 85℃에서 75℃로 낮춰 신선 우유의 면역 글로불린 

또는 락토페린과 같은 활성 영양물질을 최대한 보존함. 

- 또 다른 유제품업체에서는 EU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A+급의 전용 목장의 양질 

우유와 15초 동안 72℃ 온도로 살균하고 24시간 보관하는 기술을 사용해 우유의 

활성 영양물질을 최대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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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제품 선도업체인 멍뉴에서는 지난해 ‘매일센위(每日鲜语)’, ‘신선공장(新鲜工

厂)’, ‘신선옌쉬안(新鲜严选)’ 3가지 다른 포지셔닝의 신선 우유를 출시해 많은 사람

들의 눈길을 끌었음. 

- 매일센위는 프리미엄 시장을 타깃으로 전용 목장을 부각시킴.

▪우유를 짜는 것으로부터 가공까지 2시간이면 충분하며 100㎖당 3.6g의 단백질과 

120mg의 고칼슘이 함유되어 있음. 

- 중고급 시장을 타깃으로 한 신선 공장의 신선우유는 100㎖당 3.5g의 단백질과 

115mg의 고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며 신선옌쉬안 신선우유는 주로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고 있음.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유제품 가공업체들의 매출은 3,085

억 위안에 달했으며 동기 대비 10% 증가했지만, 중국에서 저온 살균우유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미 400개를 넘어섰으며 선두업체들의 증가속도는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닐슨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영국, 미국, 일본의 저온 살균우유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99%, 99.5%, 99.7%와 99.3%인 반면 중국은 14%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상온 우유가 중국 유제품시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고, 저온우유는 1선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 2, 3선 도시에 침투되지 않아 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낮음. 

- 또한 콜드체인 시스템 기술의 업그레이드, 제품의 고급화, 차별성 등 시장점유율 

확대에는 여러 장애물이 상존하고 있음. 

▪정부의 ‘유업 진흥에 관한 의견’에서 2025년까지 중국 유제품 생산량이 4,500만 

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업계 경쟁력을 제고 시켜야 한다고 밝혔음. 

- 업계에서는 유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집중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유업진흥행

동’의 정책으로 유제품 선두기업들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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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4월부터 식품가격 인상

▪일본에서는 4월부터 식품가격 인상이 이어짐. 

- 이는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 상승이 더 이상 기업에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임. 

▪가격이 인상되는 주요품목은 유제품과 음료, 면류임. 유제품의 경우 메이지 및 모리나

가유업에서는 우유와 요구르트 출하가격을 약 1~8% 인상할 예정임. 

- 사료가격 폭등 등 낙농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생산자단체의 생유 매입가격 인상을 합의

한 것이 주원인으로 주력 상품의 경우 유통매장에서 10엔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됨.

- 대형 페트병 음료도 4월 이후 가격이 오를 예정임. 물류비와 원재료비 인상으로 

코카콜라재팬은 1.5리터 콜라 등 30~40종류의 상품에 대해 희망소비자가격을 

20엔 인상하며 산토리와 아사히도 5월 후반부터 비슷한 규모로 올릴 예정임. 

- 또한 밀가루 가격상승으로 인해 닛신식품이 냉장제품 가격을  약 3~9% 인상할 

계획이며,  일본수산은 최근 인기가 높은 캔고등어 제품의 가격을 수요 증가와 고

등어 어획량감소를 이유로 약 7~10% 인상할 계획임. 

- 이밖에도 소금 등 조미료가격도 5~25%가 인상되는 등 식품전반에 대한 가격인

상이 예상됨. 

▪최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발효 후 관세인하로 인해 가격이 내려가는 품목도 

있지만 10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발표한 가격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에서 받는 

부담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임. 

- 가계에서는 필수품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

은 비용절감 압박이 더 심해질 것임. 

▪일본은 생활비가 높은 나라이지만 소비자 물가는 과거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았음. 

- 실제로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최근 10년간(2007~2017)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1.5%로 같은 기간 한국(25.2%), 미국(17.4%), 독일(13.7%), 대

만(10.3%) 등 타 국가와 비교해도 거의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

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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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대에 머물고 있는 임금 인상률과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8%→10%)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식품가격 인상은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4.02.)

□ 베트남, 국내 식품안전 및 위생 문제 대두

▪베트남 하노이 암치료 센터(Hưng Việt Cancer Hospital)에 따르면, 암을 발생시키

는 원인 중 35%가 위생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음식이라고 함. 

- 지난 2016년 1분기 기준 전국에서 969명이 식중독에 걸렸으며, 그 중 669명이 

입원했으며, 2명이 사망함. 

▪매년 베트남은 GDP의 0.22%를 암치료를 위한 병원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 암치료 

병원에 입원하는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은 식중독임.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2,000명 이상이 식중독에 걸렸으며,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99 업체에 대하여 총 60억 동(한화 약 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함. 

▪베트남 보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의식 수준은 

2006년 38.3%에서 2014년 83.8%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2020년에는 90%를 목표

로 하고 있음.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쉽게 발생하는 병은 식중독으로 주요 원인은 불분명한 생산지 

표기, 신선하지 않은 재료 사용 등을 예로 들었음.

▪식품위생 및 안전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화된 사건은 마산그룹 칠리소스 수출 대량 

리콜 사건임.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칠리소스인 친수(Chin su)가 금지된 식품첨가물 함유를 이

유로 일본에서 전량 리콜 명령 받음. 

- 일본은 해당 제품에 안식향산(벤조산)을 포함하여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였기에 베

트남에서 수입된 전량(1만 8,168개) 리콜을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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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산은 미생물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식품을 보호해 저장기간을 연장시키는 보

존료 중 하나임.

▪마산그룹은 일본은 직접 수출대상국이 아니며 내부 확인 결과 수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으며, 일본에 직접 수출하였다면 상표 표기 규정 및 국제 식품위생법에 맞게 

수출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함. 

- 현재 마산그룹이 직접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캐나다·호주·중국·러시아 등임.

▪베트남 식품전문가들은 안식향산(벤조산)이 다른 식품에도 많이 쓰이고 있으며, 마산그

룹의 사용량이 국내 최대함량 1,000mg/kg 규정과 국제규정에도 저촉된다고 반박함. 

▪베트남 쌀국수, 볶음밥 등 여러 요리에 곁들이는 소스인 칠리소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불신을 샀으며, 베트남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아직까지 칠리소

스를 기피하는 성향을 보임.

▪베트남 식품첨가물 적용 품목은 Codex(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 및 일부 유럽국가 

규정에 따르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음. 

-특히 Codex에서 과거 식품첨가물 관련 안식향산(벤조산)을 유아 제품에 사용하

지 말 것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안식향산을 계속 사용해와 여

론의 질타를 받음. 

▪베트남 식품 당국은 2019년 4월 15일을 ‘국가 행동의 날’로 정하고 식품안전 확보를 

강조함. 당국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식품안전 점검과 처벌수위 강화를 

약속함. 

-특히 최근에 조성된 식품에 대한 불신을 의식하여 “사기 식품과 기준 이하의 저

품질 식품을 퇴출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자” 라는 취지로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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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물 부족 및 식량안보 문제 해결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정부는 물 부족과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1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아부다비 행정부는 ‘Xprize 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매년 2-3개의 공개 연구경쟁

을 개최하고, 우수 업체들에게 식량안보 R&D를 과업을 의뢰할 예정임. 

- Xprize 재단과의 이번 연구 협약기간은 5년이며, 현재 90%에 이르는 식량 수입

을 최종적으로 40%까지 낮출 수 있길 기대하고 있음.

▪UAE 식량안보부 장관(Mariam Al Mehairi)는 식량안보 문제가 UAE가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이고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식량안보가 가장 중요한 국가 의제가 됨에 따라 UAE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정적인 식량 확보 활로 개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적극적인 자금 투자로 수경재배, 해수농업 등의 연구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

이고 있음.

▪UAE 정부는 식량 수입에 대한 의존성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자 하는 바, 국내 수출업

체들 또한 흐름에 맞는 새로운 품종 및 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3.29.)

 2. 아메리카

 □ 미국 캘리포니아주, ‘설탕 음료’ 규제 움직임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설탕 음료’ 섭취를 절감시키기 위한 5개의 법안

이 발의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공중건강에 대한 위기(A public health crisis)’를 

이유로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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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서는 정확히 ‘설탕으로 단맛을 낸 음료(Sugar-sweetened beverages; Sugary 

drinks; 이하 설탕 음료)’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청량음료(Soft drink)

인 소다(Soda)를 꼽을 수 있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소다뿐만 아니라 설탕으로 단맛을 낸 커피 음료, 

차(Tea) 음료,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 등도 모두 설탕 음료로, 법안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함.

▪5개 법안의 골자는 대용량 설탕 음료 판매 금지 및 소매점에서의 설탕 음료 진열 

장소 제한, 건강 경고 라벨 부착 등임.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설탕 음료들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비만, 당뇨, 

심장질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피력함.

▪미국 언론매체 Fox 11에 따르면 AB 766을 발의한 샌프란시스코의 David Chiu의원

은 “소다(Soda)산업은 새로운 담배(Tobacco)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소다

산업은 각종 마케팅과 판매 전술로 저소득층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언급함.

-그는 또한 캘리포니아의 성인 4명 중 1명이 비만이며 이는 최근 20년 사이 40%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임.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50갤런(약 190L)의 설탕 음료를 마시며 약 39파운

드(17.5kg)의 설탕을 추가로 소비하고 있다고 밝힘.

▪AB 764를 발의한 오클랜드의 Rob Bonta의원에 의하면 소다 음료에 대한 각종 

할인 혜택으로 인해 사실상 소다가 생수보다 저렴할 수도 있다고 전함.

▪비만과 같이 식음료 섭취와 밀접하게 관련된 질환이 어린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학교 내 정크푸드

(Unhealthy foods) 광고와 마케팅을 제한하는 법 ‘AB 841’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임.

▪얼마 전인 3월 18일, 하버드 대학원이자 미국의 공중보건연구기관인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는 미국 남녀를 대상으로 한 오랜 연구 결과로 

“사람들이 설탕 음료를 많이 마실수록 조기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고 발표함.



190 ∙ 세계농업 2019. 4월호

▪설탕음료는 비만과 당뇨병의 주요 결정요인(Determinants) 중 하나이고 이러한 설

탕 음료의 대량 섭취는 심장 질환이 걸릴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언급함. 

▪관련 커뮤니티인 캘리포니아 의사협회(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 및 캘리포

니아 치과협회(California Dental Association)에서는 위의 5개 법안 발의를 적극

적으로 뒷받침하며 관련 법안 및 규제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음.

▪그러나 음료업계는 소다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세금을 부과하여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득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임.

▪코카콜라와 펩시 등 대규모 음료 생산 기업들을 대표하는 미국 음료협회(American 

Beverage Association)에서는 작은 사이즈 음료 및 설탕이 덜 들어가거나 아예 

들어가지 않은 음료 등 다양한 선택의 기회 제공을 통해 이미 비만과 싸우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힘.

 ▪지금까지 소다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뉴욕, 캘리포니아 등에서 이미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으며 San Francisco Chronicle에 따르면 미국 음료협회는 이러한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해 약 8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짐.

▪설탕 음료와 현대인의 질병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발표되

는 가운데, 현재는 이를 둘러싼 각계의 시도와 대립의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적인 비만 문제 및 성인병의 증가와 같은 이슈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앞으로 설탕이 적게 들어간 음료나 무설탕 음료와 같이 더 건강한 성분으로 만든 

음료시장의 꾸준한 성장 가능성이 엿보임.

▪관련업계는 보다 건강하게 단맛을 낼 수 있는 성분으로 설탕을 대체한 음료를 개발하

고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춘다면 미국 소비자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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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성분의 음료뿐만 아니라 건강식 식품시장의 수요도 전망이 매우 밝으며, 이미 스낵

김이나 쌀과자(Rice snack) 등 한국의 건강식 스낵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따라서 관련 업계의 한국 기업들은 미국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

고 더불어 건강을 강조하며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패키징 등에도 신경 쓴다면 

미국 식음료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03.25.)

 □ 미국 농무부, ‘유기농’ 규정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에 따르면 

유기농(Organic)이란 ‘토지 위 자원의 순환을 돕고 생태계의 균형을 촉진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문화적·생물학적·기계적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정의함.

-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된 식품 혹은 농산 제품을 ‘유기농 농산물’이라 하

며 유기농 농산물에는 합성 비료, 하수 찌꺼기(Sewage sludge), 방사선 처리, 유

전공학 기술 등이 사용되지 않음.

▪북미지역 유기농 농산물 및 상품업계협회(Organic Trade Association)에서 2018

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소비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 유기농 

시장의 성장은 같은 해 전체 식품 시장의 성장률보다 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남.

▪2017년 미국 유기농시장(식품 및 비식품 모두 포함)의 매출 규모는 약 494억 

달러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전년대비 6.4%p 성장했다고 해당 협회는 밝힘.

-특히 유기농 식품 매출은 전년에 비해 27억 달러 증가한 약 452억 달러를 기록함.

▪현재 세계가 ‘친환경’, ‘유기농’ 제품의 시대를 겪는 가운데 미국은 세계 유기농식품 

소비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임.

▪시장조사기관 Statista가 2017년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들 중 34%가 전년보다 더 많은 유기농 식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9세 이하의 소비자 중 46%는 선택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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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로 대표되는 미국 

주류 소비자들을 필두로 유기농 및 천연 제품 시장이 지금까지 크게 성장해왔고 앞으

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겪을 것으로 분석됨.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거나 라벨링이 부착되어 판매되는 모든 식품, 농산물, 

상품들은 반드시 USDA의 유기농 규정을 준수해야 함.

▪USDA의 유기농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위 경우의 모든 상품들은 USDA에 의해 공인

된 인증기관으로부터 USDA 상세 규정에 따라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현재 미국 내에는 총 79개의 USDA 공인 유기농 인증기관이 있음.1)

▪특정 상품이 USDA의 규정에 충족되지 않음을 알고도 해당 상품을 ‘유기농’으로 표기

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 위반 건당 최대 1만 7,952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유기농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 적어도 3년 동안 해당 토양에는 금지된 물질이 적용되

지 않았어야 함. 또한 유전공학 기술이나 하수 찌꺼기,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토양 비옥도(Soil fertility)와 농작물의 영양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작 활동, 윤작(돌

려짓기; Crop rotation), 간작(사이짓기; Cover crops), 허용된 합성 재료 등으로 

관리돼야 함.

▪농작물에 병충이나 잡초가 발생한 경우 우선 물리적(Physical), 기계적(Mechanical), 

생물학적(Biological)인 방식으로 통제돼야 하며 언급한 주요 통제 방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용 및 금지 물질에 대한 국가 규정’에서 허용된 생물학적, 식물학적

(Botanical) 혹은 합성(Synthetic) 물질이 사용될 수 있음.

▪유기농 농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유기농 씨앗과 묘목을 사용해야 

하며 유기농 씨앗과 동등한 품종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기농이 아닌 

일반 씨앗(Conventionally grown seeds)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유전자 변형을 

거치지 않았으며 살진균제와 같은 금지 물질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씨앗만 사용 가능함.

 1) (https://organic.ams.usda.gov/integrity/Certifiers/CertifiersLocationsSearchPag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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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가금류 규정은 ‘유기농’으로 명시되거나 라벨링되어 판매되는 육류, 우유, 

달걀 및 다른 동물성 상품의 원료가 되는 모든 동물에 적용되며 각 동물의 건강과 

습성을 고려한 동물 복지 증진을 추구함.

▪도축 대상이 되는 동물은 유기농에 적합한 관리방법 하에서 사육돼야 하며 유기농 

유제품(Dairy) 생산을 위한 동물의 경우 최소 12개월 동안 유기농에 적합하게 관리되

어야 함. 또한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Ruminants)의 경우 방목기간 내내 반드시 

목초지에 둬야 하며 이 기간은 120일보다 적을 수 없음.

▪유기농 기준 하의 가축에게는 반드시 100% 유기농 농작물로 된 사료를 먹여야 함. 

다만, 허용된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제도 먹일 수 있음.

▪동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방적 관리 활동이 시행돼야 하며 아프거나 다친 동물

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함. 다만, 금지된 물질로 치료한 동물은 ‘유기농’으로 

간주될 수 없음.

▪모든 유기농 가축과 가금류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야외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성장 촉진을 위한 호르몬제나 항생제의 사용이 불가능함.

▪제품 라벨에 표기하는 유기농 관련 문구는 아래 표와 같이 4가지(100% Organic/ 

Organic/Made with Organic/Organic Ingredients)로 나뉘며 제품 구성성분 중 최

소 95% 이상이 유기농으로 인증된 경우에 한해서만 ‘Organic Seal’을 표시할 수 있음.

▪‘유기농’ 제품에 대한 미국 내의 법과 규정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규제 준수와 제품 마케팅의 모든 측면에서 USDA 유기농 인증은 필수 사항이 

되고 있음.

▪최근 Plant-based 및 비건 트렌드가 확산되며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건강한 이미지를 갖춰 온 한국 식품이 점차 다양한 미국 소비자

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USDA 유기농 인증까

지 갖춘다면 미국 식품시장에서 한국식품의 시장성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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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시장을 이끄는 주류 소비자층인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는 친환경, 건강, 

공정거래 등의 이슈에 민감한 경향이 있으며, 적극적인 유기농 인증 취득을 통한 

마케팅을 활용한다면 신뢰도 있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더불어 이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4.9.)

 3. 유럽

 □ 프랑스, 2019년 농업 박람회 개최

▪2019년 농업 박람회(Salon International de l’Agriculture, SIA)는 1844년 가축 

경연대회에서 승리한 농부에게 상을 주던 행사에서 시작되어, 1964년부터 상업적 

전시를 위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됨. 

- 전통적으로 이 행사는 농부, 토지 주인, 일반 대중들을 결집시켰고, 현대에는 농

업 노하우와 트렌드를 공유하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역할을 해옴. 

▪농업박람회는 현직 대통령(Emmanuel Macron)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Charles 

De Gaulle, Francois Hollande 등)도 빠짐없이 참석할 만큼 프랑스의 중요한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음. 

- 이는 프랑스에서 산업으로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농업인들의 지지가 정치적

으로 중요함을 보여줌.

▪농업박람회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의 만남의 장인 동시에, 아이들에게 농업, 가축, 

환경 등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단위의 방문자들이 많음. 올해 방문객 

수는 63만 3,213명에 달함.

-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949개 회사 중 846개는 프랑스 회사이고, 나머지 18개 회

사는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과 알제리, 튀니지 등 아프리카 국가

들 출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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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박람회장 발레리 르 루아(Valérie Le Roy)에 따르면 올해 박람회의 주제는 ‘여

자, 남자, 재능(des femmes, des hommes, des talents)’으로, 인간과 땅의 근접성

과 우리의 근원적 뿌리를 강조하고자 함. 이는 농업부문에서 기술, 인터넷, 로봇 등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뿌리는 땅임을 잊지 말자는 의미임.

▪2016년부터 매해 열리는 Agri 4.0 전시관은 농업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소개함. 

-올해 총 26개의 디지털 스타트업들이 참여하여 구매자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경

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디지털 농장을 선보임.

▪농업분야에 최적화된 앱들이 다수 소개됨. 특히,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고, 드론을 통해 유해한 기생충이나 질병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앱 등이 개발됨. 

▪2016년에 창설된 플랫폼 스타트업 에키리브르(Ekylibre)는 초소형기업들에 최적화

된 농업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함. 

- 농부들은 재고관리뿐만 아니라, 날씨, 면적, 사용된 연료량 등을 입력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음.

▪프랑스 농업부(le 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에 따르면, 프랑

스는 유럽 농업 생산의 17%를 담당하며, 2017년 기준 710억 유로를 달성함(프랑스 

GDP의 3.5%).  그 뒤를 이어 2위는 이탈리아(13%), 3위는 독일(13%), 4위는 스페인

(12%)임.

▪프랑스의 주요 생산품목은 소고기, 사탕무로 만든 설탕, 시리얼이며, 유럽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치즈, 버터, 우유는 유럽 생샨량의 2위를 차지함.

▪프랑스 농업 종사자 인구는 44만 8,500명으로 40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프랑스 농업부의 체계적인 농업인 양성교육으로 경쟁력을 잃지 않고 있음.

▪유기농 농업 증진과 발전을 위한 프랑스기관 바이오청(Agence Bio)에 따르면, 1달에 

최소 1번은 유기농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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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에 참가한 프랑스 바이오청(Agence bio)의 대표 플로르 귀(Florent Guhl)는 

"프랑스 유기농 시장의 성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환경과 동물 보호로 이어져 

프랑스인들의 소비 트렌드를 바꾸고 있으며, 또한 최근 유기농 와인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는 등 유기농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힘.  

▪프랑스 유기농 농장은 아직 전체 규모의 5%만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과 틈새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2018년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식품 중에서는 인삼, 면류, 김 등이 큰 성장세를 보임.

- 인삼 수출액은 16.9%, 면류는 37.5%, 김은 24.6% 증가함.

▪프랑스인들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삼과 김 등과 같은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짐. 또한 국수, 라면, 냉면과 같은 이색적인 면류가 인기를 끔.

▪2017년, 2018년과 달리, 올해에는 박람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식품기업이 없음. 식품 

트렌드를 고려해 보다 활발한 박람회 참여를 통해 한국 회사들의 입지를 넓힐 필요가 

있음. 특히, 이미 프랑스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보다 한국 고유한 특색을 살린 건강식

품이 인기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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