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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이번 호의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는 기획과제 빅데이터의 두 번째 발굴로 일본의 농업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소개한다. 일본의 ‘농업 빅데이터 연계 기반’은 화그리(WAGRI)로 

대표되는데, 이 화그리를 통해 일본은 농업 관련 데이터의 이용을 확대하고, 농업 관련 

서비스의 통합 및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화그리 추진을 위한 기반으

로 ‘데이터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데이터의 유출 및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 농업 관련 데이터의 통합형 플랫폼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에서는 감자산업의 동향이 다루어진다. 여기서는 세계시장 차원에

서의 감자의 생산과 소비 및 무역 추이뿐만 아니라 감자 관련 주요국에 해당하는 중국과 

EU의 동향이 분석된다. 감자산업에 대한 분석에서 관찰되는 일반적 현상은 신선 감자보다 

가공 감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이번 호의 국가별 농업자료에서는 프랑스 농업, 특히 프랑스의 유기농업 동향이 소개된

다. 최근 들어 프랑스의 유기농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유기농식품의 생산속도보다 더 빨리 늘어나 국내산의 공급이 이를 충족시

키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 구축이 유기농업 지향 농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국제기구‧연구 동향에서는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경고하는 FAO 보고서, 농산물 무역협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IFPRI 보고서, 농업지원정

책과 농업환경 영향 간의 관계를 검토한 OECD 보고서, 미국의 국내 보조가 WTO 농업협정

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CRS 보고서 등의 내용이 다루어진다.

  국제 농업 정보에서는 미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 현황, EU의 2019/2020년 

EU 역내 농산물 시장 전망, 일본의 2019년 농업구조 동태조사 등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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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업 빅데이터 활용 현황

신 동 철 * 1)

1. 들어가며

  2018년 6월 5일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6월 4일 정부의 미래투자회의에서 새로

운 성장 전략 “미래투자전략 2018”의 초안을 확정했다. 이 초안은 “Society 5.0” 및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의 변혁을 기본 전략으로 하며, 농업분야에서는 로봇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가속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래투자전략 2017”에서 책정된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연장선상으

로 풀이되며, 다양한 데이터에 바탕을 둔 농업으로의 전환, 즉 농업에서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이 향후 농림수산업의 전개 방향에 있어서 새롭게 강구해야 할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각기 다른 농업 ICT 시스템의 연계, 그리고 품목 및 

부문 간 공유해야 할 데이터의 표준화, 공적 기관 등이 보유하는 농업·지도·기상 등의 정보의 

공개 및 제공에 의해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

(WAGRI)1)”을 2017년도 내에 구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WAGRI의 데이터를 농업 

현장에서 보다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활용 사례를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촉진하고 폭 넓고 다양한 주체의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WAGRI를 통한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을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농업의 가치 사슬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농업에서의 빅데이터 

 * 일본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농학연구원 특임준교수 (sdc1012@agecon.agr.hokudai.ac.jp).

 1) WAGRI는 농업데이터 플랫폼이 다양한 데이터나 서비스를 순환시키며 다양한 조직간의 조화를 촉진한다는 의미의 “和(화, 

일본어로는 와(WA)임)”와 Agriculture의 ARI를 합성한 조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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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은 가치사슬 전체에서의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제시·추진할 것을 명시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래투자전략 2018”에서는 농업의 빅데이터와 첨단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세계 톱 클래스의 스마트 농업의 실현을 목표로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책으로서 

빅데이터 공유 기반의 정비가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농업 빅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WAGRI를 본격적인 가동을 “미래투자전략 2017”에 이어 명시·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움직임에 맞추어 농림수산성은 예정대로 2019년 4월부터 WAGRI를 

구축·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2019년 2월에는 “농업분야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다. 이는 농업관계자에 의한 농업 데이터의 제공에 있어서 관련 

노하우나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 정부가 농업분야에서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대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WAGRI을 통해 농업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데이터의 생성·제공·활용 등 데이터와 관련된 규정을 총망라한 “농업분야의 데이

터 계약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농업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실태와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에 대해 확인한다.  

2.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WAGRI)

2.1. 개요

2.1.1. 목적

  일본은 “미래투자전략 2017”과 “미래투자전략 2018”에서 제시한 “Society 5.0”과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의 변혁을 추진함에 있어, 데이터에 바탕을 둔 농업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 ICT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는 데이터나 

서비스간의 상호 연계가 매우 부족하며 다양한 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그 형식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에 

농림수산성은 농업 ICT를 둘러싼 과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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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거나 경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 WAGRI의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2.1.2. 기능 및 구조

  WAGRI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능을 갖는다. 첫째, 데이터의 연계 기능이다. 벤더나 

회사의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농업 ICT, 농기계 및 센서 등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다. 

둘째, 데이터의 공유 기능이다. 일정의 규정 하에서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

여 데이터의 비교나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서비스의 제공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셋째

로, 데이터의 제공 기능이다. 토양·기상·유통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정비하고 농가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  WAGRI의 구조

주: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어로, 복수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정한 

규약을 의미함.

자료: 농림수산성 기술정책실(2018).

  <그림 1>은 WAGRI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WAGRI는 농업 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 협조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WAGRI를 통해 기상이나 농지, 지도 정보 등의 

데이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 기업이 실시하는 서비스의 제공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등이 직접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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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다. WAGRI를 통해 제공하는 데이터는 Public 데이터와 Private(Closed) 데이터, 

Master 데이터가 있으며, 인증 방식은 OpenID Connect2)방식을 취하고 있다. Public 데이터

란 일반적인 기상이나 토지, 지도 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를 말하며, 유상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Private(Closed) 데이터는 농업인 개개인이 생성한 데이터로 안전하게 자신의 데이터

를 보존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Master 데이터는 Public 데이터나 Private 

(Closed) 데이터의 공통이 되는 기본적인 정보를 정의한 데이터이다. 

2.1.3.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 협의회

  WAGRI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일본 정부는 WAGRI 협의회를 설립하였다. 2017년 8월에 

설립된 본 협의회는 데이터의 연계·공유·제공 등의 기능을 갖는 WAGRI의 설계·개발·운영 

등에 대해 제안·검토나 보급·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는 각 기관 및 개인 등이 WAGRI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관련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의 

확대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농업관련 서비스의 통합, 회원 간의 정보 연계·공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11월 16일 현재 271개 업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 밖에 내각부, 농림수산

성, 내각관방, 총무성, 경제산업성, 기상청 등의 행정기관이 협력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2.1.4. 데이터

2.1.4.1. 종류 및 활용

 2019년 4월 현재 WAGRI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는 <표 1>과 같이 크게 비료, 농약, 

지도, 농지, 기상, 생육 예측, 토양이 있으며, 데이터화에 있어 문자 필기 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료와 농약 데이터는 농림수산소

비안전기술센터가 각각 등록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도 데이터로서는 민간기업인 

NTT항공 정보가 지도데이터 및 항공사진 영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지 

데이터로는 농지 구획 정보(선)와 농지 구획 형태(면), 그리고 농업 용수의 용수로와 배수로의 

 2)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웹 사이트를 로그인 한 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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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상황과 농지의 위도 경도 정보가 있고, 공공재인 만큼 농지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농림

수산성 및 전국농업회의소 등 정부 기관이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WAGRI에서 취득 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 내용 제공처

비료 비료 등록 정보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농약 농약 등록 정보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지도 지도데이터, 항공사진 영상 데이터 NTT항공 정보

농지

농지 구획 정보 농림수산성

농지 구획 형태, 용배수 정비 상황 등 농림수산성

농지의 위도 경도 정보 전국 농업회의소

기상

최장 3일후까지의 기상정보(1km 단위) 하렉스

최장 26일후까지의 기상정보(1km 단위) 라이프비즈니스 웨더

도도부현의 광역 기상정보 기상청

생육 예측 수도작 생육 예측 시스템 비젼 테크

토양 디지털 토양도(토양 종류, 분포 확인 가능) 농연기구

기타 문자 필기 인식 시스템 Edulab

주: 데이터의 종류는 참고자료의 작성 시점인 2018년 12월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성 기술정책실(2018).

  

  기상데이터는 민간기업이 1㎢를 단위로 하여 최장 3일 후와 26일 후의 기상정보를 제공하

고 있고, 정부기관은 도도부현을 기준으로 하는 광역 기상정보를 데이터화 하고 있다. 그 

밖에, 민간기업에 의한 수도작 생육 예측 시스템 데이터와 토양의 종류와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에 의한 디지털 토양도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WAGRI를 통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영농관리 시스템에 

배경지도(항공사진, 지형도)와 농지 구획정보, 토양 데이터, 생육 예측 시스템, 기상 데이터

를 접목하여 표시함으로써 품목에 따른 농작업 시기의 효율화 등 작업 적기 등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토지 데이터와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영농

관리 시스템을 매칭함으로써, 농업인이 희망하는 조건에 맞춘 농지 찾기가 보다 용이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1.4.2. 취급 관리

  WAGRI를 이용함에 있어 많은 관계자들이 갖는 의구심은 자신이 소유한 데이터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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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혹은 WAGRI의 운영자에게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시키고 

WAGR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시스템으로

서의 대책과 규정(규약 및 계약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표 2>  데이터의 취급 관리

구분 시스템으로서의 대책 규정의 정비

농업인

개인 데이터를 WAGRI운영사업자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 보존할 수 있는 영역

을 구축

농업인과 WAGRI 이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서를 

정비

기업

개인 데이터를 WAGRI운영사업자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 보존할 수 있는 영역

을 구축

WAGRI의 운영 사업자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규약을 정비

자료: 농림수산성 기술정책실(2018).

  먼저, 시스템으로서의 대책이다. 농업인등이 ICT 벤더의 영농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WAGRI상에 개인 데이터를 관리·보존하는 경우, 이는 Private데이터로서 WAGRI 운영 사업

자도 확인할 수 없는 영역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다. 또한 

WAGRI에 접속하는 민간기업이 타인과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공유할 경우, “어떤 데이터”를 

“누구”에게 공개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WAGRI상의 시스템 대책

자료: 농림수산성 기술정책실(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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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규정의 정비이다. 농업분야에 있어서 각종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농림수산성은 “농업분야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는 제3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WAGRI상에서의 규약의 구조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3>은 WAGRI의 활용에 따른 규약을 나타낸 것이다. WAGRI에

서 이용자와 운영 사업자가 체결하는 규약에는 데이터 시스템 제공자와 WAGRI의 각종 

API가 체결하는 데이터 제공 규약, WAGRI와 데이터 이용자가 체결하는 데이터 이용 규약,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모두 행하는 자와 WAGRI가 체결하는 데이터 제공 이용 규약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 이용자와 농업인간에는 계약서의 형태로 규약을 맺는다.

<그림 3>  WAGRI 활용에 따른 규약

자료: 농림수산성 기술정책실(2018).

2.1.5. WAGRI의 활용에 따른 메리트

  WAGRI의 활용에 따른 메리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먼저, 농업인의 경우이다. 

농업인은 각기 다른 회사의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연계 가능해짐에 따라 특정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농업인 개개인의 경영 형태에 맞춘 다양한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데이터의 공유를 허락한 농업인 사이에서는 각종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전체에서 농업 기술력의 향상과 그로 인한 생산성 및 경영 소득의 

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이러한 높은 기술력은 후계자에게로 이전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영농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메리트이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은 WAGR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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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함으로써 다양한 농업 관련 데이터를 자사의 시스템 개발 등에 이용하기 편한 형태로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기상이나 토지, 지도 정보뿐만 아니라 센서 API를 통해 농기계나 

센서로 취득한 데이터를 자사의 농업 관련 ICT 서비스와 연계시켜 농업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메리트이다. WAGRI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함

으로써 다양한 기업이나 관계기관 등이 해당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새로

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에 대한 경비와 노력이 줄어든다.

2.2. WAGRI의 활용 사례

  WAGRI는 2019년 4월에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효과에 대한 실증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하에서는 히다치 솔루션이 WAGRI를 활용하여 작업효율화를 도모

한 사례를 통해 WAGRI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히타치 솔루션은 이바라키현 반도시(茨城県坂東市)에서 밀재배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WAGRI 활용을 통한 작업효율화의 성과를 실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의 

전체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히다치 솔루션의 프로젝트 전체 구조도

자료: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 협의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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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는 농업인과 보급지도원3)이 히다치 솔루션이 제공하는 영농 관리 시스템을 

공유함으로서 농업 현장에서의 IT 보급의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형 농업의 

실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히다치 솔루션은 자사의 영농 관리 시스템인 GeoMation 

지리 정보 시스템에 WAGRI가 제공하는 농지, 토양, 기상, 생육 예측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각각의 포장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해당 포장에서 이루어진 작부 및 작업 실적, 시비, 추비량 

등의 정보를 클라우드상에 입력·공유하였으며, 이를 보급지도원이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보다 자세한 개요는 다음의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농업인들은 밀의 시비 및 파종 기간인 11월~12월에 각각의 포장도에 품종 및 파종일

을 GeoMation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이후 보리밟기 시기인 이듬해 1월~2월에는 

GeoMation 지리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경립기인 

3월~4월에 들어서는 GeoMation 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생육 예측을 확인하고 추비 작업

을 실시한다. 이후 4월~5월 사이인 출수기 추비 기간에는 WAGRI를 이용해 포장마다의 

추비량을 확인하고 실제 추비량을 포장에 입력하며, 6월~7월에 밀 수확을 실시한다. 

<그림 5>  히다치 솔루션의 프로젝트 개요

자료: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 협의회(2019).

 3)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기술의 지도가 주요 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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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이러한 체제에 맞춰 이바리키현 개량보급센터의 보급지도원들은 3월~4월에 

생육 작황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엽록소 수치를 획득, WAGRI에 입력·공유한다. 이후 

8월부터는 포장별 품질조사를 실시하여 밀의 단백질 함유량 등의 조사 결과를 WAGRI에 

입력한다. 그리고 농업인 및 보급지도원이 입력·공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장별로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해당 결과는 11월에 농업인이 참석한 연구회에서 보고되고 다같

이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포장별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듬해 밀 재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처럼 WAGRI를 활용한 히다치 솔루션의 프로젝트는 농업인 및 보급조직,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표 3>과 <표 4>와 같은 다양한 메리트를 제공한다. 먼저, 농업인의 메리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WAGRI활용에 의한 생산 현장의 메리트

구분 WAGRI 활용 WAGRI 미활용시의 대응

데이터 공유 

기반의 구축

생산자
∙ 농지 데이터 구축 노력의 감소

∙ GIS 도입 장벽의 저하

∙ 수작업으로 인한 농지 데이터 구축 노

력 증가

∙ GIS 도입 장벽의 상승보급조직

작업 계획

(장기)

생산자

∙ 과거 실적 및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장기 작업 계획의 수립이 가능

∙ 귀농 장벽의 저하

∙ 과거 실적 및 경험에 의존한 장기 작

업 계획의 수립

∙ 귀농 장벽의 상승

보급조직

∙ 당해 연도 기상 예보에 근거해 작물 

생육 단계마다의 조사 작업 계획을 보

다 정확하게 입안하는 것이 가능

∙ 과저 실적에 근거한 작업 계획 입안이 

필요

∙ 기후변동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

작업 계획

(단기)
생산자

∙ 경운, 농약살포, 수확 등 기상 상황에 

좌우되는 작업의 실시 판단의 정확성 

상승

∙ 기상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상 

상황에 좌우되는 작업 실시에 대한 정

확한 판단이 어려움 

분석 및 의사

결정

생산자

∙ 인접 농지의 정보를 참고로 다양한 의

사결정이 가능

∙ 귀농 장벽의 저하

∙ 과거 실적 및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

∙ 귀농 장벽의 상승

보급조직
∙ 생산자가 입력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에 의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

∙ 보급조직이 수집한 정보만 활용함에 

따라 정확한 분석이 어려움

자료: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 협의회(2019).

  농업인은 농지데이터를 구축하기에 필요한 노력이 경감되며, 장기 작업 계획 설정에 있어

서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인접 농지의 정보를 참고로 한 다양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귀농 장벽의 저하로 인한 농촌사회의 유지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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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영농지도를 담당하는 보급조직에게는 작물 생육 단계에서의 정확한 장기 작업 

계획, 치밀한 정보에 따른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지며, 이를 농가의 영농지도에 활용함

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표 4>  WAGRI활용에 의한 서비스 제공자의 메리트

구분 WAGRI활용 WAGRI미활용시의 대응

데이터의 효율적인 취득

∙ 모든 데이터가 통일된 인증시스템 

및 API 사양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시스템내에서의 활용이 용이

∙ 벡터 데이터의 형식은 주로 json4)

형식이며, 클라이언트도 쉽게 처

리 가능

∙ 데이터가 있는 사이트마다 인증 

정보를 취득

∙ 각각의 API 사양에 준거한 데이

터를 취득

∙ 데이터 제공처에 의해 각기 다른 

벡터 데이터 등으로 제공될 경우, 

GIS소프트웨어등에서의 처리가 

복잡

데이터 구축의 간편성

∙ 농지단위의 작업 기록을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없이 데이터로서 

등록, 관리가 가능

∙ 작업 기록의 등록에 있어 현장의 

요건에 따른 개개의 데이터 베이

스 구축이 필요

∙ 관련 API의 개발이 필요

풍부한 데이터에 근거한 생육 예측

∙ 많은 생육기록에 근거한 높은 예

측 수준을 실현

∙ 다품종에 대응한 생육 예측 API를 

제공

∙ 예측을 위한 설명변수 데이터는 

예측 대상 년월에 따라 자동 계산

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음

∙ 대량 생육 기록 데이터를 독자적

으로 수집하고 예측 모델의 튜닝

이 필요

∙ WAGRI와 동등한 규모의 데이터

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

∙ 예측을 위한 설명변수 데이터를 

별도 수집하여 모델에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

유연한 데이터 구조

∙ GIS소프트웨어에 의한 다양한 처

리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데이터 

구조를 제공

∙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측에서 

래스터(Raster)와 벡터(Vector)

간의 상호 변환 처리가 필요

∙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림

자료: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 협의회(2019).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메리트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인증 

시스템 및 API의 사양하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시스템내에서 데이터의 활용이 보다 용이해진

다. 또한, 농지 단위의 작업 기록을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없이 데이터로서 등록·관리할 

 4)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은 “속성-값” 또는 “키-값”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오브젝트를 전달하기 위해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 포맷으로, 주로 인터넷에서 자료를 주고받을 때 그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자료의 종류에 큰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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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며, 많은 생육 기록에 근거한 높은 예측 수준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다품종에 대응한 생육 예측 API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예측을 위한 설명변수 데이터는 예측대

상 년월에 따라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따로 입력할 수고도 덜 수 있다.

2.3. 향후 기대 효과

  WAGRI의 활용에 따른 향후의 기대효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스템의 상호 연계에 의해 데이터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재배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에는 각기 다른 주체가 구축한 시스템 사이에서는 각자의 데이터만 연계할 수 있으며, 타 

주체가 만든 데이터와의 연계는 불가능하였다. 즉 생산을 통해 얻는 데이터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WAGRI에서는 각 주체간의 데이터를 통합·분석

하고 이를 공개하여 농가 및 다른 주체가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가의 최적 재배 관리를 

선택하고 실시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WAGRI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농 관리 소프트웨어 등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이 작업하거나 작업 후의 데이터 확인 및 입력에 드는 수고가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작업 중에 스마트폰 등을 조작하여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작업 후 

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데이터 생성 및 확인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있어서 농업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WAGRI로 인해 영농 관리 

시스템에 음성 인식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음성으로 현장 데이터를 참조하거나 작업 일지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지고 농업인의 작업 중 혹은 작업 후의 데이터 확인 및 입력에 

드는 수고가 경감되었다.

  셋째, 지역 내 농업인 간의 데이터 공유로 인한 산지 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수출 향상이 

기대된다. 현재 지역 내의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농업인 개개인이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공유를 통한 지역 전체에서의 농업 기술·경영 능력의 향상이나 농업 

기술 계승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농산물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 내 연간 수출량 확보 및 유통비용의 절감이 어렵고 해외 시장 개척의 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WAGRI에서는 농업인간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지역 전체에서의 

농업 기술·경영 능력의 향상이나 농업 기술 계승의 효율적으로 실시 될 것으로 기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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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는 지역 내 및 지역 간의 데이터 공유에 의해 연중 수출량 

확보, 유통 비용의 절감 등을 실현할 수 있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3. 농업분야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WAGRI의 추진에 앞서 2019년 2월에 농업분야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였다. 이는 WAGRI를 추진함에 있어 유의사항으로 

지목되는 데이터의 유출 피해 방지 및 데이터의 불법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본장에서는 가이드 라인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1. 목적 및 책정 경위

  일본 정부는 최근 ICT나 인공지능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한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폭넓은 활용을 바탕으로 고품질 및 높은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은 농업분야의 후계자나 인재 확보의 효율화

로 이어짐과 동시에 귀농·귀촌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등 농업을 보다 큰 매력을 지닌 

비즈니스로 변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책에 의해 서로 다른 농업 IT시스

템 사이에서 농업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농업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이나 가변성의 확보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이나 농업 단체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때 영농 노하우나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의 정비 

및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 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다른 농업인이나 농업 

관계자에 의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6년 3월 31일 내각관방은 “농업 IT서비스 표준 이용 계약 가이드”를 

책정하였고, 같은 날 농림수산성은 “농업 ICT 지적재산활용 가이드라인”을 책정했다. 이 

두 시책 모두 안심하고 농업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해당 데이터의 활용의 적절한 추진이라

는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데이터의 귀속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방향이 보이고 있고, 또한 데이터의 종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가치와 형태가 서로 다르다

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즉,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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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것이다. 게다가 계약의 종류도 단순하여, 일방당사자가 농업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 농업 데이터나 노하우 등의 제공자와 그것을 이용한 농업 데이터 IT 서비스의 

개발자 간, 또는 농업 데이터 IT서비스의 제공자 및 해당 데이터의 이용자 간의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심플한 계약의 형태에서 복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필요해졌다. 이는 새로운 가치를 갖는 데이터의 탄생을 촉진함과 동시에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양한 요구에 의해 태어난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러한 과제에 있어서 농업인 및 농업 관계 기관이 알기 쉬운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것은 농업인 및 농업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농업 데이터의 제공과 그것들의 적절한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경위에서 

“농업분야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이 책정된 것이다. 

3.2. 대상 범위

  농림수산성은 2018년 6월 경제산업성이 책정한 가이드라인 “AI·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 편”에서 적용하고 있는 데이터 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 공용형이라는 데이터 

분류 형태가 농업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참조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

하고 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제공형이다. 데이터 제공형은 <그림 6>과 같은 구조이다. 거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제공자만이 보유·소지5)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상태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 

간 경쟁이 없는 경우에,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제공 받는 다른 당사자(예, 

농업 데이터 IT 서비스 개발자 및 제공자)에 대해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때의 데이터의 

이용 권한이나 이용 조건 등을 정하기 위한 계약이다. 예를 들면, 숙련된 지식을 갖는 숙련 

농업인이 해당 지식을 농업 데이터 IT 서비스 개발자에 제공하는 경우나 농업 경영에 참여한 

벤더가 자사 농장에 설치한 자사 센서에 의해 취득한 토양 데이터를 축적하여 다른 사업자에

게 유상 양도하는 등의 사례가 이 계약 유형에 해당한다. 

 5) 경제산업성의 가이드라인에서 “보유·소지”를 데이터에 대해서 적법하게 액세스 가능한 사실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편의

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농림수산성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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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데이터 제공형 구조도

자료 : 농림수산성(2019).

  둘째, 데이터 창출형이다. 복수 당사자에 관여함에 따라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데이터가 

새롭게 창출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데이터의 창출에 관여한 당사자 간에서 데이터의 이용 

권한을 정하기 위한 계약이다<그림 7>. 예를 들면, 농업 데이터 IT 서비스 벤더가 숙련 

농업인에게 웨어러블 단말기를 장착시켜 해당 단말기의 센서로부터 해당 작업과 판단에 

관한 “암묵지(tacit knowledge)"의 정보를 농업 데이터 IT 서비스 벤더에 입력하고 이를 

집적·분석하여 “암묵지”를 일정의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과 농업 데이터 IT 서비스 벤더는 모두 새롭게 

“형식지”를 창출시킨 당사자가 된다.  그리고 그 당사자 간에서 농업인의 “암묵지”의 정보를 

어느 범위로 이용할 수 있는가, “형식지”의 지식을 어떠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를 

정하는 경우가 이 계약의 유형이 된다. 

<그림 7>  데이터 창출형 구조도

자료 : 농림수산성(2019).

  세 번째로 데이터 공용형이 있다. 데이터 공용형은 복수의 사업자가 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데이터를 집약·보관, 가공 또는 분석하여 복수의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공용하기 위한 계약이다. WAGRI와 같은 플랫폼 상에서의 

데이터의 활용 조건을 정하는 계약이 바로 데이터 공용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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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데이터 공용형에는 WAGRI와 같은 대규모 플랫폼만이 대상이 아니라, 복수의 사업

자 등의 데이터를 소규모로 공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때의 플랫폼은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장소”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의 수령 주체나 제공 주체가 되진 않는다. 즉 플랫폼 사업자는 데이

터의 제공·이용 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되지는 않으나,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 보관 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림 8>  데이터 공용형 구조도

자료 : 농림수산성(2019).

3.3. 데이터 유출 및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3.3.1. 계약에 의한 보호

  먼저 데이터에 포함된 영업 비밀, 노하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수신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에 포함된 영업 비밀 및 노하우를 보호하

기 위해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는 데이터 

수신자의 역할을 임원 및 직원으로 제한한 후 해당 임원 및 직원에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를 제출하게 하는 것을 데이터 수령자에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보안 서버에 보관하거나 다른 데이터와의 분별 관리를 의무화 하는 

등 데이터의 보관 방법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약서상에 정하는 방법도 효과적이

다. 그리고 데이터의 관리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 공급자가 데이터 수신자에게 보고 또는 

현장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해당 보고의 결과 또는 현장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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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신자의 제공 데이터의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관리 

방법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다.

  그 외, 영업 비밀, 노하우가 유출됨에 따라 데이터 공급자에 발생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감안하여 영업 비밀 및 노하우가 데이터 수령자로부터 유출됐을 때의 손해 

배상액의 예상액을 정해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 손해 배상액의 예상액은 그 금액이 

적으면 계약의 구속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6) 이 점을 감안한 적절한 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3.3.2. 「부정 경쟁 방지법」에 의한 보호

  「부정 경쟁 방지법」 제2조 제6항에서 “영업 비밀”로서 법적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① 

비밀 관리성,7) ② 유용성, ③ 비공지성의 3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데이터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데이터의 부정 취득, 공개 등의 행위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법에 근거하는 금지 청구 등의 민사 조치 및 형사 조치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IoT, AI 등 정보 기술의 진전, 4차 산업 혁명을 배경으로 빅데이터 등의 활용 촉진을 목적으

로 ID·패스워드에 의한 관리를 실시하고 상품으로서 널리 제공되는 데이터나 컨소시엄 내에

서 데이터 공유 등의 특정 조건하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여 제공되는 데이터 (“한정 제공 

데이터”)의 부정 취득, 공개 등의 행위가 “부정 경쟁” 행위로 여겨져, 이것에 대한 금지 

청구 등의 민사상의 구제 조치가 2018년의 동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8) 해당 개정법의 

시행(2019년 7월 1일) 이후는 “한정 제공 데이터”의 법적 보호도 가능해진다. “한정 제공 

데이터”로서 법적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① 한정 제공성, ② 상당한 축적성, ③ 전자적 

관리성의 요구(비밀로 관리되는 것을 제외)를 충족해야할 필요가 있다.9) 또한 “영업 비밀”, 

“한정 제공 데이터” 어느 것에 있어서도 계약 당사자 이외의 부정 취득자나 전달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가 가능하며, 제공하는 데이터를 “영업 비밀”, “한정 제공 데이터” 중 어떠한 

 6)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의 예상액을 지불하더라도 영업 비밀, 노하우를 유출시킴으로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더 크다면 

손해 배상액의 예상액 조항은 영업 비밀 및 노하우의 유출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약해짐.

 7) 해당 정보에 합법적 또는 현실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종업원이나 거래처 등에서 봤을 때, 해당 정보가 영업 비밀 보유자에 

있어서 비밀로 하고 싶은 정보임을 알 정도로 비밀 관리 조치가 되어 있음을 의미함. 구체적으로는 비밀 표시, 액세스 제한, 

비밀 보유·소지 계약 등의 조치가 있음.

 8) 형사조치는 규정되지 않았음.

 9) 부정 경쟁 방지법 제2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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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보호 할 것인가 즉, 데이터의 보호 관점을 명확히 한 후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3.3.3. 기타

  그 밖에 일정의 투자와 노동력을 투입하여 얻는 가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불법 복사·유포 

등의 행위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타인의 법적 보호에 준하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행위로 간주되어 “「민법」 709조”의 불법행위로 성립될 수 있는 「민법」상의 부정행위에 의한 

보호와 제3자의 부정 로그인이나 보안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통해 데이터를 취득한 경우에

는 “「부정 액세스 금지법」 제2조 제4항 각호 및 제3조, 제11조”에 의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보호가 있다. 한편 데이터의 부정 이용이나 부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데이터의 암호화, 액세스 제한, 전자 침투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의 출처 등을 밝히는 방법, 

블록체인 기술 등이 있다. 또한 데이터 수신자 측으로부터 제공된 데이터의 유출을 막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데이터 제공자의 공장 내에 데이터 수신자의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 

서버를 설치하고 그 서버 내에서 가동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제공자에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4. 시사점

  본고에서는 일본 농업에서의 빅데이터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은 정부의 

미래투자회의에서 제시된 미래투자전략에서 농업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명시하고 있

으며, 이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서 농업인, 농업 관계기관, 기업 등이 자유롭게 농업데이터를 

창출·공유·연계 할 수 있는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을 올해 4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2019년 2월에는 농업분야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데이터의 부정 유출 행위 근절을 도모하고 있다.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기대 효과 

등을 통해 보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 농업의 

빅데이터 활용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향후 이 효과가 농산물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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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로까지 이어져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한국도 농업분야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은 생산 기술의 향상이라는 농업 본래의 

목적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데이터의 통합형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

며, 이를 통해 모여진 표준화된 데이터들이 농업 생산 기술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농업인이

나 농업법인에게 제공되고 이를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은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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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감자산업 동향

윤 선 희 * 10)

1. 들어가며

  감자는 세계적으로 식사와 간식용 식재료로 널리 이용되며 쌀,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4대 식량작물에 속한다. 영양이 풍부하여 ‘땅 속의 사과’로 불리며 재배가 용이하고 생산량이 

많아 식량이 부족한 경우 구황작물1)로도 애용되어 왔다. 약 7천 년 전 남미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감자는 16세기 스페인에 의해 유럽에 전파되었다. 뛰어난 생산성과 탄수화물 등 

영양학적 이점으로 18~19세기 유럽의 인구증가에 따른 기근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럽에서 중국으로 전파된 감자는 1824년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흉년에는 영양공급원으로, 평소에는 간식과 반찬 등으로 이용되며 현재까지도 우리 식탁에 

1년 내내 오르는 식재료가 되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재배가 용이하며 단위당 생산량이 많아 개발도상국의 주요 식량작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세계 최대 감자 생산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농업전문가들은 감자 

생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이들 국가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인구 증가와 농지 및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렴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식재료로 감자가 손꼽히고 있다. 생산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식량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석사 (sunny35345@naver.com) 

 1) 구황작물(救荒作物): 불순한 기상조건에서도 상당한 수확을 얻을 수 있어 흉년이 들 때 큰 도움이 되는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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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감자산업 현황

2.1. 생산

  감자는 세계적으로 2017년 기준 1,930만 ha에서 약 3억 9,000만 톤이 생산되고 있다. 

재배면적은 2000년 대비 3%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단수 증가로 같은 기간 20.3% 증가하였

다. 품종개발과 생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꾸준히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세계 감자 생산현황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7.5.).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는 가장 큰 감자 생산지역으로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유럽 31.4%, 아메리카 11.4%, 아프리카 6.4%의 생산 비중을 나타내고 

오세아니아의 생산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륙별 감자 생산량은 지난 

2000년과 비교하여 유럽이 대륙 가운데 유일하게 15.6% 감소하였고 아시아와 아메리카는 

각각 61.1%, 4.7% 증가하였다. 생산량이 적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각각 89.7%,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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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륙별 감자 생산량 비교

                (2017년 대륙별 생산량 비중)                                               (대륙별 생산량 변화)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7.5.).

<그림 3>  세계 감자 재배지역 지도

자료: Wikipedia(https://www.wikipedia.org, 검색일: 2019.7.3.).

 

  국가별로는 중국이 세계 최대 감자 생산국이다. 중국은 2017년 약 580만 ha에서 세계 

총생산량의 25.5%인 약 1억 톤의 감자를 생산하였다. 이는 지난 2000년에 비해 재배면적은 

22.1%, 생산량은 49.6% 증가하여 연평균으로는 각각 1.3%, 2.9%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세계 총생산량에 대한 중국의 비중은 20.5%에서 25.5%로 5%p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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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2위 감자 생산국은 인도이며 2017년에 약 220만 ha의 면적에서 약 4,900만 톤을 

생산하였다. 이는 지난 2000년에 비해 재배면적은 62.5%, 생산량은 94.4% 증가하여 연평균

으로는 각각 3.7%, 5.6%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세계 총생산량에 대한 인도의 비중은 

7.7%에서 12.5%로 4.8%p 증가하였다. 중국과 인도의 감자 생산량은 인구 증가와 함께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며 전 세계 생산량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세 번째로 감자 생산량이 많은 러시아의 2017년 감자 재배면적은 2000년에 비해 

32.9% 감소하였으나 단수 증가에 따라 생산량은 2000년과 비슷한 3,000만 톤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같은 기간 재배면적이 18.9%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11.9% 증가한 

2,200만 톤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과 독일의 재배면적은 각각 23.9%, 17.7%, 생산량

은 각각 14.1%,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10대 감자 생산국 가운데 

가장 큰 생산량 증가폭을 보였는데 2000년 대비 2017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105.5%, 

2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세계 10대 감자 생산국에는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가 있으며 한국은 2017년 생산량이 61만 톤으로 세계 53위 생산국이다. 

<표 1>  세계 주요 국가별 감자 생산현황

단위: 천 톤, 천 ha

구분
2000년 2010년 2017년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세계 322,775 19,896 332,594 18,691 388,191(100.0%) 19,303(100.0%)

중국 66,275 4,723 81,534 5,205 99,147(25.5%) 5,765(29.9%)

인도 25,000 1,341 36,577 1,835 48,605(12.5%) 2,179(11.3%)

러시아 29,465 2,814 21,141 2,109 29,590(7.6%) 1,889(9.8%)

우크라이나 19,838 1,631 18,705 1,412 22,208(5.7%) 1,323(6.9%)

미국 23,294 545 18,350 408 20,017(5.2%) 415(2.2%)

독일 13,193 304 10,143 254 11,720(3.0%) 251(1.3%)

방글라데시 2,933 243 7,930 435 10,216(2.6%) 500(2.6%)

폴란드 24,232 1,251 8,448 401 9,172(2.4%) 329(1.7%)

네덜란드 8,227 180 6,844 157 7,392(1.9%) 161(0.8%)

프랑스 6,440 163 6,622 157 7,342(1.9%) 173(0.9%)

한국 705 29 617 25 614(0.2%) 25(0.1%)

주: 2017년 기준 생산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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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위면적 당 생산성, 즉 단수로 산출되는데 다음 <그림 4>와 같이 

국가별 단수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수가 높은 상위 그룹에는 주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수가 낮은, 즉 생산성이 낮은 그룹에는 세계 최대 생산

국인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자 재배면적이 

9,500ha로 협소한 뉴질랜드의 단수는 세계 평균(20톤/ha)의 약 2.5배인 49톤/ha으로 세계 

최고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들은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인 40톤/ha 

내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생산성은 세계 평균보다 낮은 17톤/ha이며 

한국은 25톤/ha으로 세계 평균 대비 22.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국가별 감자 생산성(2013~2017년 평균)

단위: 톤/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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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abobank(https://far.rabobank.com, 검색일: 2019.7.5.).

2.2. 소비

  세계 1인당 감자 소비량은 2017년 51.4kg으로 2000년 대비 2.1%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세계 생산량이 20.3% 증가했지만 인구 증가폭이 22.9%로 생산량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해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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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세계 감자 1인당 소비량 추이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7.5.).

  감자의 가공 형태는 주로 냉동 상품인데 냉동감자의 소비 형태는 가정용보다 외식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별로는 유럽은 가정용으로 냉동감자를 이용하는 비율이 40% 이상으

로 가장 높고 중남미와 중동 및 아프리카는 25% 내외이며 오세아니아와 북미지역은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는 냉동감자의 가정용 비율이 5% 미만으로 주로 외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대륙별 냉동감자 소비형태(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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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abobank(https://far.rabobank.com, 검색일: 2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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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역

  감자(신선 및 냉동)의 세계 무역량은 전체 생산량의 5%(2016년 기준) 수준으로 매우 적은 

양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부피가 크고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운송과 보관비용이 높아지므로 

신선감자의 무역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신선감자 수입량은 2000년 약 800만 

톤에서 2016년 1,260만 톤으로 50% 이상 증가하였다. 신선감자 수입액은 같은 기간 약 

15억 달러에서 41억 달러로 큰 폭(275% 이상) 늘어났다. 냉동감자의 수입량도 2000년 300만 

톤에서 2016년 700만 톤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아시아와 중동 및 중남미의 

소득 및 패스트푸드 소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감자 수입액은 같은 기간 21억 

달러에서 66억 달러로 3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그림 7>  세계 감자 수출입량 및 수출입액 추이

(신선감자)                                                                     (냉동감자)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7.5.).

  국가별로는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신선감자 수입량이 많고 마찬

가지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신선감자 수출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유럽 내에서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이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냉동감자의 수출입 역시 유럽 내에서 상당 부분 이뤄지며 이외 미국, 일본, 캐나다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냉동감자 수출은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의 수출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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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80%를 차지하여 이 네 국가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벨기에는 

지난 2000년 냉동감자 수출 점유율이 17.3%에서 2016년 28.4%로 1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국가별 감자 수출입현황(2016년)

단위: 천 톤

신선감자 냉동감자

수입 수출 수입 수출

국가 수입량 국가 수출량 국가 수입량 국가 수출량

세계 12,598 세계 11,941 세계 7,045 세계 7,352

벨기에 2,001 프랑스 1,847 미국 873 벨기에 2,091

네덜란드 1,476 독일 1,841 프랑스 612 네덜란드 1,794

스페인 729 네덜란드 1,626 영국 567 미국 1,028

이탈리아 638 벨기에 974 일본 350 캐나다 989

독일 603 캐나다 542 네덜란드 350 독일 336

미국 496 미국 489 브라질 346 프랑스 326

포르투갈 442 중국 410 이탈리아 289 아르헨티나 189

프랑스 438 이집트 408 스페인 278 폴란드 169

러시아 285 파키스탄 397 독일 266 뉴질랜드 65

아랍에미리트 261 벨라루스 297 사우디아라비아 244 오스트리아 50

기타 5,230 기타 3,109 기타 2,870 기타 315

주: 2016년 기준 수출입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7.5.).

  감자재배에는 종자가 매우 중요한데 네덜란드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생산 및 저장 기반이 부족한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으로 종자용 감자를 수출하

고 있다. 네덜란드는 독보적인 종자용 감자 수출국인데 2017년 수출량이 약 100만 톤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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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국가별 종자용 감자 수출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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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abobank(https://far.rabobank.com, 검색일: 2019.7.5.).

3. 주요국 감자산업 현황

3.1. 중국

3.1.1. 생산

  세계 최대 감자 생산국인 중국의 재배면적은 지난 2000년 470만 ha에서 2017년 약 580만 

ha로 22.1% 증가하였다. 동기간 생산량은 6,630만 톤에서 49.6% 증가한 약 1억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생산량의 1/4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Potato-as-Staple 

Food Strategy’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감자 생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 

농업에서 감자는 쌀과 밀, 옥수수 다음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며  중요한 작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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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중국 감자 생산현황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7.5.).

  중국 내 감자 주산지는 쓰촨, 간쑤, 구이저우, 윈난, 내몽골 등이며 이 지역에서 중국 

총생산량의 60%가 생산되고 있다. 중국의 감자 재배지역을 작형에 따라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북부 일모작 지역이다. 이 지역은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에 파종하고 9~10월에 수확하며 주산지인 내몽골과 간쑤가 이곳에 속한다. 북부 일모작 

지역은 면적이 가장 넓고 중국 총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남서부 혼합 

지역은 중국 총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9~11월에 파종하여 이듬해 2~4월 수확하며 

쓰촨, 구이저우, 윈난 등 주산지가 이 지역에 속한다. 세 번째로 중앙 이모작 지역은 2~3월까

지 파종하여 5~6월에 수확하고 다시 7~8월 심어 10~11월에 수확하여 1년에 이모작을 하는 

지역이다. 이모작을 하지만 절대적 면적이 크지 않아 중국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네 번째는 기후가 온화한 월동 지역으로 10~11월 파종하여 이듬해 2~3월 수확한다. 

  중국의 감자 주산지는 농지가 넓고 기계화율 1% 이하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기계화와 발전된 생산기술이 도입될 경우 생산성은 현재 수준보다 크게 향상될 잠재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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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중국 감자 재배지역

자료: USDA/ERS.

<그림 11>  중국 감자 재배 작형

자료: USDA/ERS.

3.1.2. 가공

  중국의 감자 가공은 총생산량의 15~20%를 차지하며 전분, 건조, 칩, 냉동 형태로 분류된

다. 감자 가공업체는 중국의 감자 수확이 주로 이루어지는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영된

다. 그 외 기간은 원료인 신선감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연중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감자칩과 튀김용 냉동감자는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감자 

전분 소비량 증가에 따라 전분 함량이 높은 품종을 개발하는 등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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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소비

  중국은 국민소득과 인구 증가에 따라 감자 소비가 늘고 있다. 2017년 기준, 중국 전체 

감자 소비량의 62%는 가정에서 신선감자 상태로 소비되었고 사료용으로 19%, 가공용 9%, 

종자용 4%, 수출용 1%이며 나머지 5%는 손실분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변화에 따라 가공용 

감자 소비 비율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2>  중국 감자 소비형태(2017년)

자료: USDA/ERS.

3.1.4. 무역

  중국은 식품안전상의 이유로 신선감자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튀김용 냉동감자 수입량

은 증가추세인데 지난 2016/17년(9월~이듬해 8월)에는 중국 국내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5% 감소하였다. 냉동감자의 65%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며 나머지는 캐나다와 벨기에 등으

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냉동감자 수입은 연중 지속되지만 중국의 감자 생산 비수기에 해당하

는 4~7월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신선감자 수출은 연간 30~50만 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연 생산량이 1억 톤임을 

고려할 때 1% 미만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냉동감자 수출량은 2016/17년에 약 1만 톤이며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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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중국 냉동감자 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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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수입량     미국 수입량

자료: USDA/ERS.

3.2. 유럽

3.2.1. 생산

  유럽의 감자 생산량은 중국 등 아시아와 다르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유럽 

전체 재배면적은 537만 ha로 2000년 대비 38.3% 감소하였다. 2017년 생산량은 2000년보다 

15.6% 감소한 1억 2천만 톤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량 감소폭은 재배면적 

감소폭보다 적었다. 이 기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자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프랑스와 

벨기에는 예외적으로 증가하였다. 

  유럽에서 감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주로 재배되며 

유럽 전체 생산량의 70%를 이들 나라가 생산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약 

3,000만 톤, 2,200만 톤을 생산하여 이 두 국가 생산량이 유럽 전체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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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유럽 감자 생산현황

<표 3>  유럽 주요 국가별 감자 생산현황

단위: 천 톤, 천 ha

구분
2000년 2010년 2017년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세계 322,775 19,896 332,594 18,691 388,191 19,303

유럽전체 144,204 8,697 107,308 6,013 121,762(100.0%) 5,365(100.0%)

러시아 29,465 2,814 21,141 2,109 29,590(24.3%) 1,889(35.2%)

우크라이나 19,838 1,631 18,705 1,412 22,208(18.2%) 1,323(24.7%)

독일 13,193 1,251 10,143 401 11,720(9.6%) 329(6.1%)

폴란드 24,232 661 8,448 367 9,172(7.5%) 276(5.1%)

네덜란드 8,227 304 6,844 254 7,392(6.1%) 251(4.7%)

프랑스 6,440 163 6,622 157 7,342(6.0%) 173(3.2%)

벨라루스 8,718 281 7,831 247 6,415(5.3%) 171(3.2%)

영국 6,636 180 6,056 157 6,218(5.1%) 161(3.0%)

벨기에 2,922 166 3,456 138 4,417(3.6%) 146(2.7%)

루마니아 3,470 66 3,284 82 3,117(2.6%) 93(1.7%)

기타 21,063 1,180 14,779 690 14,171(11.6%) 552(10.3%)

주: 2017년 기준 유럽 내 생산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7.5.).

  EU의 경지규모별 감자 재배면적과 농업경영체 수를 비교해보면 1ha 미만의 면적을 경작

하는 농가의 비중이 89%로 매우 높은데 20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1.5%의 비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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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면적을 이용하고 있다. 소규모로 감자를 생산하는 농가의 수는 많지만 상당부분은 

규모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5>  EU 경지규모별 감자 재배면적 및 농업경영체 비중

 면적(ha)     농업경영체

자료: Eurostat. 

3.2.2. 가공

  유럽에서 감자 가공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 벨기에의 가공 감자 생산량은 

1994년 80만 톤에서 2015년 400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네덜란드는 연간 185만 톤의 

전분과 약 500만 톤의 종자용 감자를 생산하는데 세계 최대 감자 종자 수출국이기도 하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가공용 원료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인근 국가로부터 신선감자를 수입

해 가공하기도 한다. 프랑스는 감자 생산량의 1/4로 약 100만 톤의 가공감자를 생산하고 

있다. 인근 벨기에, 네덜란드 등 국가보다 감자 가공 산업을 늦게 시작했으며 현재 성장하는 

중이다. EU 최대 감자 생산국인 독일은 전분과 종자용 감자 수출국이기도 하다. 

3.2.3. 무역

  유럽 내에서 EU는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공동체로서 감자의 지역 내 무역이 전체 무역량의 

85% 이상이며 EU 외의 수출입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이 있다. EU 지역 내 감자 수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약 700만 톤이며 수출액은 17억 유로였다. 프랑스와 독일 수출량의 합은 



46 ∙ 세계농업 2019. 7월호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EU 지역 외 수출량은 2018년 기준 약 110만 톤이며 수출액은 

4억 900만 유로였다. EU 지역 외로 감자를 수출하는 국가는 네덜란드가 대표적이며 전체 

수출량의 54.7%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EU 국가별 감자 수출현황(2018년)

단위: 천 톤, 천 유로

EU 지역 내 EU 지역 외

구분 수출량 수출액 구분 수출량 수출액

EU-28 7,045 1,702,439 EU-28 1,114 494,546 

프랑스 2,168 476,992 네덜란드 610 289,452 

독일 1,763 285,932 독일 129 37,383 

벨기에 941 159,272 프랑스 154 67,705 

네덜란드 1,206 396,975 덴마크 67 29,259 

스페인 272 123,838 벨기에 25 9,471 

영국 183 74,672 폴란드 10 1,765 

덴마크 111 30,627 루마니아 7 753 

포르투갈 33 12,546 스페인 11 6,265 

이탈리아 74 35,156 영국 69 41,983 

폴란드 26 7,001 슬로베니아 5 898 

기타 269  99,428  기타 27  9,613  

주: 2018년 기준 EU 내 수출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Eurostat. 

4. 요약 및 결론

  감자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연간 약 4억 톤이 생산되고 있다. 채소인 서류에 

속하지만 쌀, 밀, 옥수수 등과 함께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자리 잡은 식재료이기도 하다. 

유럽의 재배면적 감소로 세계 감자 면적은 다소 감소하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량은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감자 생산량은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 약 2억 

톤으로 2000년에 비해 6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인도 등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이 낮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작물로 생산을 장려하며 생산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재배기술과 기계화가 미흡해 생산성이 낮지만 향후 기술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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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세계 감자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감자산업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가공 상품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아시아의 가공감자 소비량은 유럽 등에 비해 매우 적은데 소득 증가와 식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가공 감자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감자 생산량은 감소 추세이며 20ha 이상을 경작하는 1.5%의 농가에서 전체 감자 

면적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어 상당부분 규모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유럽은 다른 대륙에 

비해 감자 가공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소비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지역 내 가공 

감자 무역이 활발하며 EU 지역 밖으로의 가공 감자 수출은 많지 않다. 

  세계 인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식량부족을 겪는 나라와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자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고 영양분이 풍부한 식품이다. 그리고 

농업에서 수자원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감자는 다른 작물에 비해 척박한 땅에서

도 잘 자라며 물소비량이 적은 편이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늘어날 세계 인구의 

식량 자원으로 감자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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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농축산업과 유기농 시장

안 규 미 * 2)

1. 들어가며

  다채로운 정보가 공개되고 여러 매체를 통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다. 농업생산과 식품소

비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정보를 열람할 경로도 최근 늘고 있다. 

식재료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 수반되는 환경 영향과 식품 안전을 점차 많은 소비자

들이 고민하게 된 것이다. 기술 환경 변화와 함께 식품소비자의 선호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되었다는 마크가 붙은 상품은 이제 작은 슈퍼마켓의 신선채소와 유제

품 코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별도 유기농 가공식품 전문점도 늘어났는데, 

진열대에는 여전히 유럽산 제품이 많다. 그 가운데 유기농 곡류가 함유된 과자, 과채주스, 

치즈, 와인 등에 이르는 다양한 품목이 프랑스에서 들어온다.

  프랑스는 오랜 세계적 농업강국이다. 우리나라 소비자 사이에서도 프랑스산 식품은 품질 

우수성과 품목 다양성으로 신뢰를 얻고 있다. 프랑스는 농업에 적합한 기후와 넓은 영토를 

기반 삼아 오래전부터 지역별 농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럽 역내에도 다량의 농산물을 공급

해왔다. 이를 아는 사람들에게 프랑스 유기농 시장의 성장세와 규모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유럽 국가들에 비해 프랑스의 유기농업 시행농

가는 흔치 않았고 유기농 소비의 이점을 인식하는 소비자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십여 

년간 프랑스에서 유기농업 면적과 식품 시장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은 프랑스의 농업과 식품 부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 배경에 

어떤 요인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최근 프랑스 농업 구조와 시장 동향을 개괄한다.

 *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Sussex 박사과정 (k.ahn@ids.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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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프랑스 농업 인구, 구조, 생산, 수출입을 아우르는 농업 전반의 동향을 살펴본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프랑스 농식품부문의 주요한 변화의 하나로서, 급격히 성장하는 프랑스 

유기농 생산과 소비 동향을 짚어본다. 끝으로, 프랑스 농업 현황과 변화 과정의 함의를 

이끌어내며 글을 맺는다. 

2. 농업 현황

2.1. 농업구조

  일찍이 농업을 발전시킨 프랑스는 특히 산업혁명 이전부터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품 생산자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농업은 프랑스가 선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소규모 농가가 주를 이루었고 경제활동인구의 

35%가 농업에 종사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농업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농가가 과학적 농법을 적용하고 현대 설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1997년 조사에 따르면, 그 결과, 약 86%의 농가가 적어도 1개의 트랙터를 소유하

는 등 전국 농가의 생산 시설과 장비가 확대되었다. 관개농지 면적도 1979년에 비해 1997년 

두 배가량 늘어났다(Agricultural Dept. of the French Embassy in Washington (ADFEW) 

2015). 프랑스 정부가 추진한 농업 현대화 정책 외에도,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이하 CAP) 실시와 새로운 시장의 형성 또한 프랑스 농업 구조 변화를 

견인했다(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2015).

  프랑스는 여느 산업화한 국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기술, 관광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부

문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동시에 유럽연합 역내뿐만 아니라 세계농산물시장에서 농업강

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대륙의 자국영토 53%(비유럽 해외영토 제외)에 

달하는 넓은 농지면적을 보유하고 농업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지리적 요건을 지닌다. 천혜의 

생산 환경에 더불어,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의 여러 보조지원책이 프랑스가 농업강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프랑스 농업 구조는 대체로 EU의 공동농업정책의 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여 발전하

고 개혁되어 왔다. 농업노동인구 비중 감소도 EU 농업구조 현대화 정책의 결과 중 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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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프랑스 농업 고용비중은 약 2.9%에 머물렀고, 최근 십년 국내 

GDP 대비 농림어업생산액 비중은 2%를 하회한다<표 1>. 1980년대 초반 이 비중이 8%대였

던 것과 비교하면 농림어업 비중은 상당히 줄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 28개국 전체 농업생산

액의 2018년 18%가 프랑스의 몫으로, 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가 두 번째로 

높은 농업 부가가치를 창출한다(EUROSTAT;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2015).

<표 1>  프랑스 주요 경제 및 농업 생산 지표

지표 1995 2005 2016

인구(백만 명) 58.2 61.2 65.0

농촌인구(백만 명) 14.6 14.1 13.1

농업부문 재정지출(%) - 0.7 0.3

경종작물 수확면적(백만 ha) 12.9 13.5 14.1

농업 고용비중(%) 4.9 3.6 2.9

여성고용인구 대비 농업 고용비중(%) 3.7 2.3 1.6

생산자당 농업생산액(달러) 30,695 41,301 52,472

농림어업 GDP 비중(%) 2.4 1.7 1.4

농지면적비중(%) 55 54 52

유기농업 면적(ha) - 551 1,537

자료: FAOSTAT; DataBank The World Bank.

  토지합병과 농업 구조 개혁을 거치며 프랑스의 농업경영체(agricultural holdings) 수는 

줄어들고 평균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보유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농업경영체 평균 규모는 

1960년대 중반 15ha, 1980년대 후반 28ha, 1995년 38ha에서 2015년 55ha까지 증가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100만 호 이상,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약 70만 호가 

있었다가, 2013년에는 총 47만 2,210호의 농업경영체가 남았다. 지난 십여 년간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농가 수는 감소하고 농업경영체의 평균 영농규모는 커졌음을 가늠할 수 

있다<표 2>(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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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농업경영체의 규모별 분포 

단위: 호

보유농지면적 2005 2007 2010 2013* 추세

0ha 5,570 5,390 9,490 8,500 -

5ha 미만 142,110 125,050 129,270 107,870 감

5-19.9ha 110,140 100,640 96,790 85,860 감

20-49.9ha 109,480 99,220 88,520 79,050 감

50-99.9ha 112,950 106,650 97,780 93,330 감

100ha 86,880 90,410 94,250 97,600 증

합계 567,140 527,350 516,100 472,210 감

주: 2013년까지 농가규모별 분포 자료 제공 

자료: EUROSTAT.

  농업부문 고용인구는 1998년 100ha당 4.7명이었고 2007년에는 동 면적당 3명으로 감소

했다. 경지면적당 투입되는 노동력이 점차 감소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농업인구 비중도 점차 줄어들어 2016년 2.9%까지 낮아졌다<표 1>. 그러나 채소류 

생산 등 전통적으로 농업이 활발한 아키텐(Aquitaine) 주는 전체 지역인구의 10%가량이 

농업에 종사하며 후방산업의 하나인 식품가공업 고용비중도 10%를 훌쩍 웃돈다. 지역별 

농업고용비중과 평균 농장 규모 등의 차이가 다소 크다. 

2.2. 농업수자원

  프랑스는 넓은 국토의 절반이 경작지이거나 목초지이고, 전국적으로 강우량도 풍부해서 

농업용수 이용에 큰 차질이 없었다.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대와 토양 구성도 프랑스의 농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환경으로 작용했다(Encyclopaedia Britannica). 관개용수는 남동부와 

남서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다른 지역은 강우량이 풍부해 관개 이용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 농업부문에서는 재생 가능한 담수자원의 약 2%를 사용하는 가운데, 현재의 

수자원 이용 모델이 향후 기후변화 양상에 따라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업부

문이 많은 양의 수자원을 소비하지만 농업용수 이용량은 주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높다. 

이처럼 관개수자원 이용률은 계절과 가용 수자원 양에 따라 변동이 있다. 전체 이용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전체 관개면적 또한 지난 이십여 년 계속 증가해, 2016년에 약 283만ha에 

이르렀다<표 3>(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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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관개면적 추이

1995 2005 2016

관개면적(천 ha) 2,510 2,678 2,830

자료: FAOSTAT.

2.3. 생산

  프랑스의 주요 농산물은 곡류, 당류, 과채류, 포도주,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및 기타 축산물

로, 사실상 세계 식품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농산물 품목들을 거의 모두 아울러 생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농산물은 사탕무, 밀, 옥수수, 감자, 포도, 유채, 우유, 돼지고기 

등이다<표 4>. 곡류 가운데 밀 생산량은 2017년 세계 5위, 옥수수 생산량은 세계 11위이다. 

사탕무 생산량은 3,438만 톤에 달해 유럽에서 가장 많고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유럽연합 역내 주요 쇠고기 생산국인 프랑스는 광우병 등의 여러 위기 이후에도 세계 7위 

수준의 생산량(2017년 1,423만 톤)을 유지하고 있다(FAOSTAT).  

<표 4>  프랑스 주요 생산품목

순위 품목 생산량(2017년, 톤) 품목 생산액(2016년, 천 달러)

1 밀 36,924,938 우유 7,282,364

2 사탕무 34,381,064 쇠고기 5,132,614

3 우유 24,400,000 포도 3,570,910

4 옥수수 14,121,680 돼지고기 3,312,293

5 보리 10,545,427 밀 3,303,079

6 감자 7,342,203 닭고기 1,717,265

7 포도 5,915,882 사탕무 1,453,654

8 유채 5,200,000 유채 1,078,249

9 돼지고기 2,136,276 감자 1,059,046

10 사과 1,710,755 옥수수 966,332

자료: FAOSTAT.

2.3.1. 지역별 재배면적 

  2017년 이용 농지면적은 2,867만 ha로 프랑스 영토 절반(52.2%)에 가까운 면적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1950년 국토면적 대비 농지면적 비중이 62.6%, 1980년 57.8%, 2000년 

54.3%, 2010년 52.7%였던 것을 감안하면 농지면적 비중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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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도 농지면적 비중은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북서부의 농지비중은 60~80%까지 도달하

는 반면 남동부 지역은 40%대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많다<그림 1>(Agreste 2018). 전체 

농지면적의 약 60%는 주로 곡류와 사료작물 위주의 경종작물 재배지(67.37%)로 쓰이고 

다른 34%는 영구 목초지(32.63%, 2016년)로 축산활동이 이루어지며 포도밭, 과수원, 기타 

여러해살이 채소작물 재배지가 나머지 3~5%의 경지면적을 차지한다(FAOSTAT; ADFEW 

2015).

<그림 1>  프랑스 지역별 농지 비중 분포(2017년)

단위: %

자료: Agreste (2018).

  유럽 본토의 경작지는 기후가 온화한 위도 45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기후와 토양환경 

덕분에 온대기후대의 다양한 농축산물이 생산된다. 본토와는 기후토양조건이 상이한 과들

루프(Guadeloupe)나 마르티니크(Martinique) 같은 해외영토에서는 열대과일 생산량도 많

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거의 모든 주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이

다. 지역별로는 농업시스템에 적합한 한두 가지의 품목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생산시스템과 품목별 생산 현황과 지역 분포는 경종농업과 축산업으로 나누어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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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경종농업

  경종농업이 활발한 지역은 주로 북부와 서부이며, 특히 파리 분지(Paris Basin)나 아키텐 

분지(Aquitaine Basin)등의 강 유역에서는 쌀을 포함한 단일작물의 재배가 대규모로 이루어

진다. 곡창지대는 생육에 적합한 자연 환경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도시의 

소비시장 접근성도 우수해 대형 농산업 기업과 연계하여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경우가 많다. 

특용작물(specialty crop)은 프랑스 전역에서 재배되지만 론(Rhone), 루아르(Loire), 가론

(Garonne) 계곡처럼 협소한 지형에 주재배지가 많이 분포한다(ADFEW 2015).

  경종작물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에 재배되는 것은 단연 곡물(1,327만 9,702ha, 2017년)이

고 그 중에서도 밀(546만 4,689ha), 보리(167만 831ha), 옥수수(161만 4,118ha) 순으로 재배

면적이 넓다. 2017년 곡물의 총 수확량은 약 9,198만 톤이었고 2016년 곡물 생산액(70억 

8,162만 달러)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12.9%를 차지, 곡물 수확면적은 총 경지면적의 절반 

이상인(52%) 961만 ha에 달했다(FAOSTAT).

  서부 지역이나 파리 분지 일대가 주요 재배지인 밀의 생산량은 2017년 3,692만 4,938톤이

며 전국 수확면적은 546만 4,689ha로 추산된다. 생산량과 수확면적에서 밀의 뒤를 잇는 

것은 보리와 사료용 옥수수이다. 보리의 2017년 생산량은 1,054만 5,427톤, 수확면적은 

167만 831ha에 달했으며 주산지는 북동부 그랑테스트(Grand Est)지역이다. 옥수수는 같은 

해 161만 4,118ha의 수확면적에서 1,412만 1,680톤이 생산되었으며(FAOSTAT), 남동부 프

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Provence-Alpes-Cote d’Azur)나 동부의 알자스(Alsace) 지역에서 

많이 재배된다(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2015). 

  쌀은 일반적으로 론 델타(Rhone Delta)의 관개농지에서 재배되며 옥수수, 과일, 채소, 

와인은 중부와 남부 지중해안을 아우르는 넓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와인 산지로는 

부르고뉴(Bourgogne), 샹파뉴(Champagne), 보르도(Bordeaux), 알자스(Alsace)가 해외시장

에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서부, 북부를 제외하고 동부의 가파른 경사지, 계곡지대, 남부

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와인용 포도가 재배되고 있다(ADFEW 2015). 전체 농지면적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서부 지역의 방대한 토지에는 사료작물 재배가 이루어진다. 유럽연합

이 소 사육두수 감축을 권고하면서 1980년대 초부터 프랑스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사료작물 생산량과 재배면적은 여전히 높다.

  사료작물과 곡물 재배면적과는 대조적으로 유지작물 수확면적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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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유지작물 수확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24%에 이르렀으며, 유지작물 가운데 수확면

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유채(유지작물 수확면적의 32%, 생산량의 70%)와 해바라기 

씨(유지작물 수확면적 14%, 생산량 20%)이다(FAOSTAT).

  포도(84억 8,598만 달러)를 포함한 전체 과일과 채소류 수확면적은 경지면적의 7%에 불과

하지만, 그 생산액은 프랑스 전체 농업생산액의 25~30%를 차지하는 주요 소득 작물이다. 

먼저, 과수면적은 2017년 약 87만 ha이었으며 과일 생산량은 886만 톤에 달했다. 견과류와 

포도를 과일류에서 제외하면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과일품목은 사과, 복숭아, 멜론, 자두, 

살구, 배 순이다. 주요 과일품목 산지는 론(Rhone) 델타, 가론(Garonne) 계곡 지대와 알프스

가 위치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전체 과일 생산량 60%이 생산된다. 한편, 감자(2017년 

734만 톤), 뿌리�덩이줄기채소(2017년 737만 톤)와 두류(같은 해 1만 톤)를 제외한 2017년 

주요 채소 생산량은 458만 톤으로 유럽에서 세 번째로 많다. 주요 채소 작목은 토마토, 

당근, 양파 등이다(Ministé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2015). 채소류는 지중해안 

지역에서도 재배되지만 사탕무와 감자의 주산지인 서부 브르타뉴, 북부의 오드프랑스 지역

이나 남서부 일대에서 특히 많이 재배된다(FAOSTAT). 

  프랑스산 와인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프랑스에서 포도재배는 단연 부가가치가 높

다. 와인산지로 유명한 랑그독-루시옹(Languedoc-Roussillon)과 보르도(Bordeaux) 지역에 

포도 재배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프로방스(Provence)나 알자스(Alsace) 주, 론(Rhone)과  

루아르(Loire) 계곡 지대, 푸아투-샤랑트(Poitou-Charentes), 샹파뉴(Champagne) 주도 주

산지이다. 2017년 포도 수확면적은 약 74만 ha이며 생산액은 84억 8,598만 달러를 기록했다

(FAOSTAT). 생산량의 45%가 적포도주, 43%가 백포도주, 12%가 로제와인이며, 90% 이상의 

와인이 지리적 표시제나 와인산지 명칭 통제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Ministé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2015). 유럽연합 원산지명칭보호와 지리적 표시제가 

시행되고 이를 프랑스에서도 기존 품질표시제와 통합해 실시하면서부터 고품질 와인 생산

은 증가하고 지리적 표시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 와인 생산량은 현저히 감소했다

(Encyclopaedia Britannica). 

2.3.3. 축산업

  축산업 생산액은 프랑스 농업생산액의 약 47%를 차지하며 유럽 역내와 세계시장으로의 



프랑스 농축산업과 유기농 시장

국가별 농업자료 ∙ 65

수출 규모도 큰 편이다. 특히 프랑스 소 사육두수는 약 1,856만 3,200마리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데 그 뒤를 잇는 독일과 영국보다 월등히 많으며, 쇠고기 생산량은 연간 140만 

톤(2017년)에 달한다(FAOSTAT)<표 5>. 남부의 지중해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소 사육은 노르망디(Normandy) 지역을 포함한 프랑스 

북부와 서부의 습한 지역에서 활발하다. 반면, 양과 염소 사육은 건조하고 산악지형이 많은 

남동부 알프스(Alpes)나 중부와 남부에 걸친 산맥인 ‘마시프 상트랄(Massif Central)’에서 

이루어져, 사육가축별로 지역 분화가 나타난다. 양돈과 양계 농장은 전국에 두루 분포하되 

서부의 브르타뉴(Brittany) 주에는 대규모 계열농가가 많다(ADFEW 2015). 

  우수 축종을 보유하고 개발하는 프랑스에서는 번식농가도 여전히 많다. 노르망드(Normande), 

몽벨리아르(Montbeliarde), 아봉당스(Abondance) 등은 우유 생산을 위한 종(유용종)으로, 

샤롤레(Charolais), 살레르(Salers), 리무쟁(Limousin) 등은 육류 생산에 특화한 종(육용종)으

로 인기가 높아, 스페인을 포함한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 

  전체 암소 사육두수 중 약 절반이 우유 생산과 동시에 번식 목적으로도 길러졌다가 최근에

는 이러한 겸용 젖소 사육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우유 생산에 특화한 젖소 농장 규모는 

전국 평균 40두까지 증가하는 등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 유용종 사육두수는 

매해 약 1% 감소해 2018년에는 355만 마리로 집계되었다(EUROSTAT). 1980년대 이래로 

프랑스 소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유용종에 비해 육용종이 증가한 것은 EU 우유 생산량 할당

제 실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프랑스는 독일에 이은 유럽 2위의 우유생산국으로 2017년 2,440만 리터가 생산되었다<표 

5>.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거나 유지되다가 2016년과 2017년에 2015년 대비 약 3% 감소했

다. 우유생산과 유제품 가공은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 있고 소수의 대형 농가와 업체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서부의 브르타뉴(Brittany)와 페이드라루아르(Pays de la 

Loire) 지역이 프랑스 전체 우유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생산한다. 주요 낙농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상 우유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대규모 농가와 업체, 소수 지역

을 중심으로 재편된 프랑스 축산업 구조에 더해,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우유 생산량이 급감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2018년 늦봄과 여름 사이 고온과 

이상 일조량으로, 지역 내 우유 생산량이 25%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치즈를 

만들기 위해 주로 쓰이는 산양유의 생산량은 우유 생산량의 2.4%(2017년 59만 톤)에 불과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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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산양유 생산 활동 또한 우유 생산의 지역편중 현상과 유사하게, 소수 지역에 국한되

어 이루어진다. ‘푸아투-샤랑트(Poitou-Charentes)’ 주에서 전체 산양유의 52%가 생산되고 

’미디피레네(Midi-Pyrénées)’ 주에서도 산양유 생산 목장들이 일부 있다(ADFEW 2015).

<표 5>  주요 축산품목별 생산량(2017년)

품목 생산량(톤)

돼지고기 2,136,276

쇠고기 1,423,404

닭고기 1,102,774

달걀 955,000 

오리고기 235,482

우유(소젖) 24,400,000

산양유(염소젖) 590,000

                              자료: FAOSTAT.

  1984년 유럽연합은 우유 과잉생산과 시장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공동농업정책(CAP)를 

통해 쿼터를 도입하고 버터와 분유 생산을 위한 공공 저장시설 운영 지원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4년 말 우유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가격변동도 심화

되면서 다량의 프랑스산 우유가 치즈로 가공되기 시작했다. 국내 치즈 소비량은 생산량을 

넘지 못하고 연간 54만 톤의 치즈가 주로 조리된 완제품 형태로 수출된다. 2016년 프랑스는 

우유, 치즈, 유청, 탈지분유 등을 포함해 총 1,298만 톤의 유제품을 수출한 동시에, 치즈, 

우유, 버터, 크림, 연유 위주의 유제품을 총 641만 톤 수입했다(FAOSTAT).

  프랑스 양계(2016년 17억 9,367만 달러)와 양돈(33억 7,848백만 달러) 부문은 집약축산 

형태로 발전했고 현재 전체 농업부가가치 10%를 창출한다. 2017년 닭고기는 110만 2,774톤

이, 돼지고기는 213만 6,276톤이 생산되어<표 5>, 돈육 생산량은 독일과 스페인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앞서 언급한, 대규모 계열양돈가가 많은 서부 브르타뉴

(Brittany)와 페이드라루아르(Pay de la Loire) 지역에서 전국 돈육 생산량의 절반이상이 

생산된다. 이 지역에서 다량 발생한 낙농 부산물을 돼지 사료로 주기 시작하면서 양돈업이 

발전한 것으로 전해진다(Encyclopaedia Britannica; 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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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출입

  프랑스의 전체 수출량의 약 12%가 농산물과 식료품이며 2016년 농식품 수출액은 총 

602억 7,199만 달러였다(Encyclopaedia Britannica; FAOSTAT). 그 중, 밀, 보리, 옥수수, 

생수, 정제설탕 등이 수출량이 가장 많은 품목들이며, 주류, 밀, 치즈, 조리식품, 과자류 

등의 수출액이 높다<표 6>. 유럽 역내 무역에서는 음료와 주류 수출액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잇는 품목은 우유와 유제품, 곡류 등이다. 역외 무역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지만 음료�와인�

주류의 수출액이 다른 식품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프랑스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은 벨기에,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네덜란드, 중국, 스위스, 일본, 

알제리 등이다(Agreste 2018). 주요 수출대상국이 유럽 국가나 미국으로 편중되어 있어 2008

년 세계금융위기를 전후로 농식품 수출이 타격을 받기도 했다. 

<표 6>  프랑스 주요 수출품목(2016년)

순위 품목 수출량(톤) 품목 수출액(천 달러)

1 밀 18,343,653 와인 9,106,767

2 보리 5,868,273 증류주 4,598,791

3 옥수수 5,440,854 밀 3,364,258

4 생수 4,043,893 치즈 2,917,472

5 정제설탕 1,928,187 조리식품 2,123,947

6 감자 1,846,822 과자류 1,836,533

7 유채 1,484,478 옥수수 1,626,946

8 와인 1,442,555 초콜릿 1,424,603

9 비주류음료 1,193,815 애완동물식 1,359,473

10 몰트 1,165,874 보리 1,064,941

자료: FAOSTAT.

  프랑스는 농산물 수출액도 많지만 수입액(2016년 총 510억 8,341만 달러)도 상당해서 

농산물 무역수지가 늘 흑자이지는 않다. 식품군별로는 곡류와 조리식품군, 유제품군이 흑자

수지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과일채소류와 육류 및 육가공품군은 수출액에 비해 수입액이 

점차 높아져, 최근 십여 년간 특히 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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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농식품 무역수지 변화

분류 1995 2005 2016

곡류 및 조리식품 5,510 5,299 6,442

과채류 -2,688 -3,881 -6,968

육류 및 육가공식품 433 -255 -1,214

유제품 2,474 2,708 3,043

자료: FAOSTAT.

  수입식품 가운데 수입량이 가장 높은 품목은 생수, 대두박, 대두, 유채, 밀 등이며, 초콜릿, 

커피, 과자류, 담배, 치즈 등의 수입액이 높다<표 8>. 한편, 수입액 기준으로 유럽 역내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육류 및 육가공품이고, 우유 및 유제품, 곡류가공품, 음료�와인�

주류가 그 뒤를 잇는다. 역외무역을 통해서는 사료작물 수입액이 가장 많다. 프랑스가 농산

물과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폴란드, 브라질, 모로코, 미국 순으로(Agreste 2018), 수입대상국도 주요 수출대상국 

구성과 유사하며 유럽연합 역내에 치중해 있다. 

<표 8>  프랑스 주요 수입품목(2016년)

순위 품목 수입량(톤) 품목 수입액(천 달러)

1 생수 4,895,698 조리식품 2,178,480

2 대두박 2,969,278 초콜릿 2,108,091

3 대두 1,082,549 커피 1,945,162

4 유채 1,029,140 빵�과자류 1,809,591

5 밀 936,885 담배 1,709,954 

6 해바라기박 879,694 담배 1,420,797

7 조리식품 860,366 치즈 1,388,085

8 비주류음료 849,119 증류주 1,286,551

9 보리맥주 781,431 대두박 1,144,332

10 와인 773,941 조리과일 1,019,037

자료: 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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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기농업

  프랑스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농장 규모와 수 등의 생산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시스템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 농업중간재 사용량이 크게 늘고 관개시설 

이용률이 높아졌으며, 유리온실이나 캐노피 설치 등을 통한 통제된 환경에서의 농작물 생산

도 보편화되었고 계약재배가 크게 증가했다. 농업 생산 및 마케팅 구조와 기술 변화로 주요 

농산물 생산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나, 동시에 농업부문 종사자 수가 급격히 줄거나 농가의 

부채 부담이 늘어났고 부정적 환경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농업 현대화를 내건 발전 프레

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생산 기술과 마케팅 구조의 문제점이 점차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현대화를 지향하는 기존 농업 발전 방식과 구조로 농민, 농업, 농촌이 지속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프랑스 농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프랑스에서도 유기농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Encyclopaedia Britannica).

  지난 이십여 년의 농민들의 유기농업 전환 노력과 정부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홍보와 지원 과정에서 유기농 식품 소비의 이점이 소비자에게 확산되었으며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높아졌다. 소비자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유기농 시장 규모는 점차 커졌고 

현재 프랑스 전체 식품 시장 규모의 약 15%를 차지한다. 2015년 10%였던 것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FreshPlaza.com).

3.1. 재배면적과 주요 품목

  Agence BIO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에 2017년 말 5만 4,044개의 유기농업 경영체가 있으며 

이는 전년 3만 2,264개에서 약 14.7% 증가한 수치로, 그 증가세를 짐작케 한다. 집계된 

5만 4,044개 유기농업 경영체 가운데 3만 6,691개는 생산자이며 나머지 1만 7,353개의 

유기농 경영체는 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입회사 등의 농업 후방산업체이다(Agence Bio 

2019). 생산 인력과 유기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 활동 종사자를 포함한 유기농업 부문 직접

고용 인구도 2017년 13만 4,500명에 달하며 2016년과 2017년 사이 유기농업생산 관련 

전일제 일자리는 1만 개 이상 늘어났다(Valleix 2017).

  전환기 면적을 포함한 전체 유기농 재배면적은 2016년 154만 ha에서 2017년 약 174만 ha로 

늘어나(Agence BIO 2019) 프랑스 농지면적의 6.59%에 이르렀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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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지 비율을 15%까지 늘리기 위한 정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전국에 고루 유기농 

생산이 보편화되지는 않았고 전체 유기농지의 60%가 옥시타니(Occitanie), 누벨 아키텐

(Nouvelle  Aquitaine), 오베르뉴 론 알프스(Auvergne-Rhone-Alpes), 페이드라루아르(Pays 

de la Loire) 지역에 편중 분포한다(SIMA 2019).

  재배면적 기준으로 유기농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군은 건조채소(27.9%), 과일(19.5%), 

향초 및 약초(19.5%), 포도(10%), 사료작물(9.2%) 순이다(Agence BIO 2019). 반면, 유기농지 

면적 비중이 낮은 품목군은 신선채소(5.6%)와 곡류(3.3%) 등이다. 2016년에 이어 2017년 

축산농가의 유기 축산 전환 사례도 늘고 있다. 유기축산물을 생산하는 소는 전체 사육두수의 

4.93%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육용종은 4.5%, 유용종은 5.4%다. 유기농 방식으로 사육되는 

양, 염소, 돼지는 전체 사육두수 대비 각각 7.1%, 7.7%, 1.1%다. 유기농 육계(고기용 닭)는 

전체 사육두수의 1.4%, 유기농 산란계는 약 10.1%로 추산된다(Valleix 2017). 

3.2. 시장 규모와 소비 행태

  2017년 유기농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95억 4,522만 달러(이하 

2016.8~2019.7 3년 평균 유로-달러 환율 1.14 적용)를 기록했다(Agence BIO 2019; Valleix 

2017). 유기농식품 시장매출액 전체에서 판매액 비중이 큰 품목은 가공식품(24%), 과일채소

류(19%), 우유 및 기타유제품(16%), 주류(13%), 육류(10%), 해산물, 냉동식품, 조리간편식

(7%)과 제과제빵류(7%) 순이다(Agence BIO 2019). 

  유기농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한 지난 20여 년간의 유기농식품 주요 판로는 단연 슈퍼마켓

(2017년 매출액 41억 6,328만 달러)과 유기농 전문점(동년도 매출액 32억 7,636만 달러)이었

다. 점차 많은 프랑스 농업협동조합들이 유기농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농 코너

를 도입한 슈퍼마켓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2017

년 약 11.4억 달러) 비중도 눈에 띄게 늘었고 기관 급식이나 외식업(2017년 5억 1,528만 

달러)도 유기농 주요 판로로 부상하고 있다(Agence BIO 2019).

  슈퍼마켓 같은 일반 소매점에서 유기농식품을 확대 취급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더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점이 최근 십여 년간의 프랑스 유기농 시장 규모 확대를 이끈 

주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동 기간 유기농 식료품 전체 매출은 약 27%, 유기농 과일 매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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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문제점도 출현하고 있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요가 높아진 유기농 제품 판매가를 일반(비 유기농) 식품 가격과 비슷

한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관행농업에 비해 생산비용이 더 많이 드는 유기농업 생산자에게 

출하가격 하락 압력이 지속해서 작용했다. 이러한 비용위험은 관행농업을 유지하는 농가들

의 추가적인 유기농업 전환을 고심케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프랑스 유기농식품 소비량의 70%는 프랑스산이지만, 아직은 국내생산량이 소비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되지 않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소비량의 

30%는 수입된다. 전체 수입량의 15%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들어오며 국가별로는 스페

인,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순으로 유기농식품 수입량이 많다(FreshPlaza.com). 

3.3. 소비자인식

  프랑스는 약 45만 개의 농식품 회사들이 있으며 6,700만 인구가 있는 큰 소비 시장으로, 

국민들의 인식과 소비행태가 바뀌면서 유기농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은 내포되어 있었다. 

더불어, 기존의 중산층 소비자뿐만 아니라 빈곤 취약 계층을 포함한 여러 사회계층의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최근 눈에 띄게 증가했다(SIMA 2019). 

  Agence BIO의 유기농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6%가 유기농산물 소비와 섭취를 

늘릴 의향이 있으며 85%가 유기농업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82%의 응답

자는 유기농산물을 신뢰하며 약 75%가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유기농 식사를 실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가 있는 응답자 가운데 90%는 학교 급식을 위한 유기농 식재료 활용에 

관심을 표했다(Agence BIO 2019). 유기농식품 주요 소비층 가운데는 여성과 인구 10만 

이상 도시 거주자가 많으며, 유기농식품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로 건강(66%), 환경(58%), 

품질과 맛(56%) 등을 들었다(FreshPlaza.com).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제품의 생산과정이 환경과 노동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을 따르

는지, 공정한 거래인지, 유기농인지, 채식주의 식단인지 등에 관심이 높은 편이며 이러한 

고려를 구매결정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 시장은 밀레니엄 세대라 

일컫는 18-25세의 청년층 소비자들이 특히 식품소비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의 대의와 

품질 신뢰가능성을 구매결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고 유기농식품 시장의 중요한 

잠재 소비계층으로 보고 있다(Agence BI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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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공정책 

  유기농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논의는 1998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여러 공공부문 

계획들이 수립되었다. 생산자 외에도 연구자, 교사, 가공업자 등 여러 기관과 이해관계자들

이 동시에 홍보, 안내, 정책 지원 활동을 통한 유기농업 발전 과정에 참여해왔다. 초기 정책 

논의 단계부터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했고 동시에 소비자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각계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평을 받는다. 2008년 프랑스 농식품부 장관이 발표한 11억 

유로(약 12억 5,400만 달러)상당의 새로운 유기농업 발전 계획(“Ambition Bio 2022 

Program”)은 다음 7개 목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기농업과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자를 포괄

적으로 고려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표 9>(Valleix 2017). 

<표 9>  프랑스 유기농업 발전계획(Ambition Bio 2022) 7개 목표

주요목표

1 2022년까지 유기농업 면적 비중 15%까지 확대

2 6백만 유로의 “아브니르 비오(Avenir Bio)” 펀드 활용한 유기농업 부문 구조화

3
빈곤 취약 계층을 포한한 모든 소비자를 위한 유기농산물 공급 확대 지원

- 2022년까지 공공급식재료의 20%를 유기농산물로 공급

4 유기농업 관련 연구 개발의 우선순위 재정의

5 농업가치사슬 주요 행위자(생산자-가공업자-수출입업자 등) 대상의 교육과 훈련

6 개정 공동농업정책(2021.6. 예정) 고려한 프랑스 국내 유기농업 관련 규제 검토 조정  

7 프랑스 해외영토 농장의 유기농업 도입 촉진 

자료: Valleix (2017).

  유럽에서 일인당 유기농 소비액이 가장 높은 덴마크를 포함해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

아, 독일,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기농업 성장과 확대

를 적극 지원한다. 유기농업 생산자에게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기농식품 소비를 늘리

기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조직하고 추진한다. 프랑스 정부는 농업과 먹거리 생산의 지속가

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이 더욱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꾸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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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프랑스는 세계시장에서 주요하게 소비되는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유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뿐 아니라, 그 품목들의 생산량도 세계적 수준을 자랑한다. 자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액 비중은 크지 않지만, 유럽 역내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강국으로서

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나 발전단계상으로 유사한 주변국들처럼, 프랑

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을 늘리면서도 농업 생산 규모화와 기술 현대화를 촉진해 먹거

리 생산량을 늘리고 식품수출을 확대했다. 이러한 농업 발전 모델은 2000년대 초반 본격적

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유럽 공동농업정책의 방향과도 일부 맞닿아 있다.

  그러나 프랑스 농업이 양적 확장을 위한 규모화와 현대화만을 지향하며 발전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가 적극 받아들인 공동농업정책 또한 농축산물 품질 관리와 향상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유럽 통합 정책 적용 이전부터 프랑스는 산지 표시 등을 통해 우수 

품질의 농산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 최근 지속된 유기농업 

성장세는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친환경적이며 질 좋은 농산물

의 진가를 인정하고 식품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오는 과정을 신뢰한 것에 바탕을 둔다. 유기

농이나 글루텐프리 식품과 같은 새로운 가치와 품질을 선보이는 농산물을 소비자가 슈퍼마

켓처럼 보편적인 유통판매 경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프랑스 농식품부문의 지속적인 

변화를 견인했다. 

  여느 나라와 비슷하게 프랑스에서도 농산물 출하가격 하락 압력은 지속되고 대형유통업

체와의 갈등도 여러 차례 표면화되었지만 정부가 이러한 갈등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때맞게 대처해 왔다. 이르게는 2021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유럽 공동농업정책을 포함해, 

농업 생산과 유통 구조와 제도 변화를 이끄는 요인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변화에 대응

하는 기술, 지식, 태도와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본질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은 

어느 나라의 농업부문에나 필요한 일이다. 농업발전 방향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폭넓고 

지속적인 논의, 발 빠른 대응을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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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송 주 호 * 1)

1. 2018년도 세계의 식량안보 및 영양 상태(FAO)1)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 시대의 식량안보 및 영양 모니터링의 개선

  작년에 ‘세계의 식량안보와 영양 상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에서 제시

된 목표인 기아와 영양 부족이 없는 세계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하

였다. 모든 형태의 굶주림, 식량 불안정, 영양실조에 관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제2차 2030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 2) -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 보장(목표 2.1)과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의 근절(목표 2.2) - 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또한 SDG 2의 달성은 2030 아젠다의 다른 목표(몇 가지 예를 들면 빈곤 퇴치, 

건강 증진, 교육, 양성 평등 및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품위 있는 일, 불평등 

감소, 평화와 정의 등)에 많이 의존하고 또한 기여하기도 한다. 

  작년 보고서에는 ‘2030 아젠다’에서 논의된 식량안보 및 영양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생각

을 촉진시키고, ‘영양 관련 제2회 국제회의(ICN2)의 행동을 위한 기본 틀’과 ‘UN의 영양 

2016-25를 위한 행동의 10년’ 과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여러 가지 혁신을 포함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범위는 ‘세계 보건 총회(World Health Assembly)’의 영양과 식단(diet) 

관련된 비전염성 질병을 위한 세계 목표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되는 6개의 영양 지표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6개 영양 지표 중 3개는 또한 SDG2의 목표를 위한 지표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또한 처음으로 식량안보의 새로운 지표의 하나로 식량불안정 경험정도

 * GS&J 인스티튜트 senior economist (jhsong@gsnj.re.kr). 이 글은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연구보고서 중에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보고서들을 선별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였음.

 1) FAO는 매년 IFAD, UNICEF, WHO, WFP와 공동으로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한다.

    http://www.fao.org/3/I9553EN/i9553en.pdf (접속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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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BS)를 근거로 한 심각한 식량불안정의 만연상태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충분한 식량을 획득하는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겪는 인구의 비중을 

추정하는 것이다.

□ 최근 세계 굶주림이 계속 증가한다는 증거가 있으며 이는 인류가 빈곤을 2030년까지 

근절하기 위한 올바른 과정에 있지 않다는 중요한 경고이다.

  세계 굶주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수는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하여 10년 

전의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영양실조로 고통 받거나 또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는 사람들

의 절대적인 숫자는 2016년 약 8억 400만 명에서 2017년에는 약 8억 2,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림 1>. 상황은 특히 남아메리카와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악화되고 있다.

<그림 1>  세계 영양부족 인구수

 비율(좌축)        인원수(우축)

자료: FAO (2019) p.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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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최근까지 아시아에서 두드러졌던 영양부족 인구의 감소 추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 노력을 더욱 경주하지 않으면 굶주림을 2030년까지 근절한다는 SDG 목표 

달성에는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 아동 영양부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성인 비만과 가임 가능 연령대 여성의 빈혈은 

증가하고 있다. 

  양호한 영양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활력을 유지하는 근원이며 더욱 지속가능하고 풍요로

운 미래를 위해 필요한 변화를 이끈다. 아동의 발육장애를 줄이고 생애 최초 6개월간 모유수

유를 증가시키는 약간의 진전이 이루어 졌다. 하지만 5세 미만 아동의 과체중 유병률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성인 비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의 가임 

연령 여성 3명 중 1명은 빈혈이다.

  키에 비해 체중이 작은 어린이는 사망 위험이 더 높다. 2017년에 5세 미만 어린이의 

7.5%가 이런 영양 부족의 형태로 영향을 받았는데, 지역적인 비율은 라틴계에서의 1.3%부터 

아시아에서의 9.7%까지 큰 차이가 난다. 

  많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영양불량이 발생한다. 식품, 특히 건강에 좋은 식품에 

대한 접근이 나쁘면 영양부족이 될 뿐만 아니라 과체중, 비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비만, 저체중 출산의 위험이 증가하고, 유아기의 성장부진, 가임기 여성의 빈혈을 

높일 위험이 있으며, 특히 중상위 및 고소득 국가에서 학령기 소녀의 과체중과 여성 비만과

도 연관된다. 영양가 높은 식품은 값이 비싸고 식량 불안정한 삶은 스트레스를 주며, 식량 

부족에 대해서도 심리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점은 식량불안 가정이 왜 과체중과 비만의 

위험이 더 높은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욱이 어머니 배속에서 그리고 유아기/아동

기에 식량부족을 겪게 되면 태아기와 유아기의 ‘신진대사적인 각인(metabolic imprinting)’

을 초래하게 되어 성장하면서 비만과 식단관련 비전염 질병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

□ 기후의 빈번한 변화와 극단적 기후에 노출되면 기아와 영양불량을 근절하려고 그동안 

얻은 성과를 침해하고 되돌릴 위협이 되고 있다.

  작년에는 분쟁(conflict)의 영향을 철저하게 조사한데 이어, 2018년 보고서에는 기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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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성과 극단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후의 빈번한 변화와 극단은 최근 세계적으로 기아가 

증가한 중요 요인의 하나였으며, 심각한 식량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의 하나였다. 기후가 

빈번하게 변화하고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은 식량안보의 모든 구성요소(식량의 가용

성, 접근성, 활용성,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영양불량과 관련

된 아동 돌봄과 급식, 건강서비스와 환경적인 건강 등 다른 원인들을 악화시키고 있다. 

식량불안과 영양불량의 위험은 최근 더 커지고 있는데, 특히 빈곤한 사람들의 생계와 생계 

자산(asset)은 기후 가변성과 극단성에 더 많이 노출되고 취약하기 때문이다. 기아와 영양불

량을 근절하려고 그동안 얻은 성과를 침해하려는 이러한 위협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기후가 점차 빈번하게 변화하고 극단적으로 되는 변화에 직면하여 회복력과 

적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촉진하고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한다고 시급하게 호소한

다. 각국의 중앙과 지방정부는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을 결정하고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의 

효과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은 기후 회복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는 현존하는 글로벌 정책 플랫폼과 절차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후변

화(UNFCCC와 2015 파리협약에서 다루는), 재해위험감소(재해위험감소에 관한 센다이 프레

임웍), 인도적인 비상대응(2016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담과 대 타협), 영양과 건강한 식단의 

개선(ICN2와 UN의 영양 2016-25에 대한 10년 행동)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정책 플랫폼과 절차가 환경과 식품, 농업과 건강의 각 부문에서 혹은  전체 부문에서의 

행동이 서로 조화되어 공통된 일관적인 목적을 추구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고 집행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시책

(practice)의 성공여부는 서로 교차하는(cross-cutting) 요인뿐만 아니라 특정 요인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수단과 메커니즘에도 좌우된다.

 이 보고서의 제1부에서는 기아와 식량불안정, 모든 형태의 영양불량에 관하여 SDG의 목표 

2.1과 2.2에 대한 진전을 모니터링 하는데 초점을 두고 가장 최근의 추세를 제시한다. 금년 

보고서는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관련 지표에 대하여 더욱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제1부의 

마지막 절에서는 식량불안과 다양한 형태의 영양불량간의 관련성을 조사함으로써 1절과 

2절간의 연관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식량에 대한 접근

성의 부족이 영양부족뿐만 아니라 과체중과 비만에도 동시에 작용하여 국가 단위와 심지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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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가정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영양불량이 공존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제2부에서는 기후의 가변성과 극단성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식량안보와 영양 분야에서의 

진전을 저해하는 정도를 조사한다. 이 분석은 만일 우리가 2030까지 기아와 모든 형태의 

영양불량을 근절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기후의 가변성과 극단성 때문에 생겨나

는 중요한 도전과제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중국의 양곡정책: 여러 개혁 방안의 영향(OECD)2)

  식량안보, 특히 식량 자급의 유지는 오랫동안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중국)의 핵심적인 

목표였다. 하지만 식량 곡물에 대해 거의 자급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모두 점점 더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 시장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곡물을 공공 

구매하는 정책은 공공재고의 증가를 가져왔다. 정책이 변경되지 않으면 최근의 OECD-FAO 

농업 전망에서 예측한 것처럼 세계 곡물 가격이 낮아질 경우 이러한 재고는 계속 누적될 

수 있다. 환경적으로는, 화학비료의 집약적 사용은 토양 악화, 수질 오염 및 생물 다양성의 

손상을 가져왔다. 수자원은 많은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사용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약속으로 인해 왜곡적인 지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여러 품목(면화, 콩, 옥수수)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을 품목특정적인 면적 지불로 바꾸는 개혁을 시작하였다. 일부 지방에서는 면적 기반 

직접 지불을 생산 자체를 증대하기 보다는 곡물 생산능력 유지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단일 

지불로 통합하였다. 또한 토지 계약권 소유자로부터 실제 토지 경작자에게로 지불을 전환했다.

  중국 곡물 정책의 개혁 시나리오는 국내와 국제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밀, 옥수수와 쌀에 대한 다섯 가지 정책 개혁 시나리오를 평가한다.

 2)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aed5174b-en.pdf?expires=1560645730&id=id&accname=guest 

&checksum=57B8164A0BF729CF0DB55644E5A22021) (접속일: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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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시나리오는 2015년에 적용한 가격 지지 정책을 유지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

지지 정책을 품목특정 면적 지불(최근 정책 발전 반영)로 대체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 지지를 품목 불특정 면적 지불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 정책은 앞으로 더 널리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보다는 과거의 면적에 연계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면적 지불이 전혀 없는 경우이며,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공공재고가 

방출되는 시기에 품목 특정적인 면적 지불을 도입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분석은 OECD의 

정책 평가 모델(PEM)과 OECD-FAO의 Aglink-Cosimo 모델 두 개를 보완적으로 같이 이용하

여 수행된다.

  국내 가격 지지 프로그램을 철폐하면 국내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생산은 줄게 된다. 

최근 중국의 식량 안보 정책의 변화는 소량의 수입을 예측하고 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중국이 밀과 옥수수에서 자급률 80% 이상, 쌀에서 95% 이상의 자급률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격지지를 과거의 면적지불로 대체하여 지원과 생산 간의 연계를 

단절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와 지불이 전혀 없는 네 번째 개혁 시나리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편, 중국의 곡물 수입 증가는 국제 가격, 특히 밀과 쌀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5%까지 가격이 상승 할 수 있다. 이것은 국내 생산에 대한 

가격지지를 철폐한 효과를 약간 상쇄한다. 

  가격 지지를 생산과 결합된 면적지불로 대체(1, 2 및 5번째 시나리오)하게 되면 중국은 

90% 이상의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다.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만약 중국이 다섯 번째 

시나리오의 정책 개혁과정에서 곡물 재고 수준을 줄이게 되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낮아질 

것이다. 시장 가격 지지를 보상적인 지불로 개혁하는 점진적 접근은 국내 및 세계 상품 

시장과 국내 농가 소득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것이다.

  가격 지지 시스템의 개혁은 곡물의 집약적인 생산을 억제하고 농약과 비료의 사용을 

줄이면서도 국내 곡물 생산 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면적 지불이 현재 생산과 연계가 

안 될수록 농약과 비료 사용은 더 많이 감소되고 생산의 지속 가능성이란 점에서 이익은 

더 커진다.

  가격 지지에서 면적 지불로 이동하려면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행정적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필지 단위로 누가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가끔 얻을 수 

없어서 토지 계약 권리 소유자가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거나 더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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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행정적인 제약은 개혁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약한다. 따라서 정책 개혁은 토지 경작자의 등록 제도의 수립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밀, 옥수수, 쌀에 대한 가격 지지 정책의 개혁은 이러한 품목의 소비자들과 가축사육자들

에게 도움이 된다. 지원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에게서 납세자로 전환되며, 가난한 소비자(소

득을 식품에 지출하는 비중이 제일 큰)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 그 결과 공평이란 측면에서

도 이익이 된다. 이러한 가격 지지 정책의 개혁은 곡물 생산자의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지만 

시뮬레이션은 보완적인 면적 기반 지불은 사회에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농가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면적지불의 비연계성이 

강화될수록 농가소득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OECD국가들에서의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보완적인 지불을 도입하면 예산지출이 증가되겠지만 국내 가격지지

정책의 개혁은 공공 곡물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다. 

3. 새로운 정책 환경에서의 농산물 무역 협상(IFPRI)3)

  세계 농산물 무역은 2000년과 2014년 사이에 세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부분

적으로는 적색육, 낙농 그리고 가금육 제품에 대한 수요, 특히 개도국에서의 수요 증가에 

의한 것이며, 비식용, 특히 바이오 연료로 곡물 사용이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현재 

세계 밀 소비의 25%와 대두 소비의 45%는 수입에 의해 충당된다. 소비가 대부분 국내생산으

로 충당되는 쌀의 경우에 있어서도 2000년 이후 수입 비중이 두 배가 늘어 10%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세계 식품 수요가 2012-13년 수준

보다 2050년까지 약 50%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는 대부분 

수입에 의해 충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무역이 지난 20년간 증가하면서 개도국의 수출과 수입비중이 늘어났다. 1995년과 

2016년 사이에 개도국의 수입비중은 26%에서 39%로, 그리고 수출비중은 31%에서 40%로 

3) (http://ebrary.ifpri.org/utils/getfile/collection/p15738coll2/id/133225/filename/133436.pdf) (접속일: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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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증가하였다. 만약 EU내의 무역을 배제한다면 개도국의 수입과 수출은 2016년에 세계

의 약 60%를 차지한다. 다음 10년에도 세계의 늘어나는 식품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농업생산 

비중의 증가는 개도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늘어나는 세계의 식품수요를 충당해야 한다는 도전과제는 인구와 소득 증가, 기후변화로 

복잡해진 식량공급 불안정성, 환경 압박, 물 부족 등 모든 것들이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더욱 개방된 무역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 무역의 성장은 

WTO, 특히 UR 농업협정문(AoA)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기반을 둔 시스템에 의해 촉진되었

다. AoA는 1995년부터 발효되어 시장접근, 국내보조, 그리고 수출경쟁 분야에서 중요한 

규칙들이 시행되게 되었다.

  하지만 UR이후 진전은 별로 없었다. 2001년에 DDA가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하였지만 

회원국들이 2008년 7월에 합의에 실패하면서 제네바에서의 무역 아젠다는 그 이후로 느리

게 진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7년과 2008년의 협상 열기는 세계 

경제 침체와 불가피한 정권교체로 협상의 초점이 달라지는 등의 이유로 인해 점차 약화되었

다. 협상의 동력을 살리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와 수출경

쟁과 같은 비교적 쉬운 분야의 수확을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 비록 상당한 성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그동안 DDA협상에서 테이블에 오른 것 중에서는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더 어려운 이슈, 즉 시장접근이나 국내보조에 대한 협상 타결은 각각 

독립적으로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WTO의 제 11차 

각료회의에서의 경험은 국내보조 문제를 다른 분야, 즉 시장접근과 분리해서 결말을 내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식량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영양

부족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더 많은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협상이 진전되게 할 수 있을까? 이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온건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정보교환을 통해 투명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농업위원회와 WTO 농업국에서는 국내보

조, 시장접근, 수출보조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이미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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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조분야에서의 통보요건을 개선하게 되면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 시장접근에서는 많은 회원국들이 특혜무역협정을 통해 관세 감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WTO에서의 개선은 점차 덜 중요해진다. 농산물의 평균 양허세율의 감축에 

집중하게 되면 시정접근을 제공하는 간단한 방법이 될 것이며, 실행세율이 양허세율보

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 각국이 관세율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제약할 것이다. 

  • 국내 보조분야에서 개혁을 진전시키려면 감축은 시장접근 개혁과 연계되어야 한다. 

국내보조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개혁은 OTDS(총무역왜곡보조) 수준에 대한 한도와 감

축에 초점을 맞춘 간단한 공식과, 회원국들이 한 가지 특정 품목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집중방지(anti-concentration) 규율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 그린박스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농업협정문 부속서 2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정책

은 부속서 2가 1980년대 후반에 논의될 때와는 상당히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 부문 간 이니셔티브를 촉진해야 한다.

  • 수출제한을 규율해야 한다. 수출제한은 가격이 폭등하고 흉작일 때 가격불안정성을 

상당히 악화시키고 세계 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는 가끔 식량순수

입국에서 추가적인 시장교란 행동(매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농업 특별세이프가드(SSG)를 철폐하여야 한다. SSG는 UR협상에서 관세화로의 전환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지만 2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 목적을 다했다는 주장이 있다. 

SSM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이 남아 있으며 가장 큰 염려는 물량기준의 세이프가드에 

집중되어 있다. 만일 시장접근과 국내보조에서의 개혁이 동반된다면 수입이 급증할 

때 선적 단위마다 운용되는 제한된 내용의 가격기준 세이프가드는 아마 수용되기 쉬울 

것이다. 

  • 공공비축은 관련 프로그램에 따라 구매되는 비축량이 무역을 왜곡하거나 다른 회원국의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관련국들에게 문제가 된다. 어떠한 타협이라도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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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정책의 환경 영향 평가(OECD)4)

  이 보고서는 아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고 있다. 농업 지원정책과 환경 영향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어떤 조건들이 이러한 관계의 강도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여기서는 

농업 지원정책의 중요 범주에 초점을 맞춰 각각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범주는 

OECD의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에서의 분류방식을 적용하였

다. 농업 지원정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과 시장의 상황을 규명하기 위하여 모델을 

실증적으로 사용하였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보고서는 시장과 농가 단위라는 두개의 수준에서의 농업정책의 한계

적인 환경 영향에 대하여 사전적(ex-ante)모델링 분석틀(framework)의 결과와, 관련 문헌의 

검토를 활용한다. 두 가지 분석적인 구조가 여러 사례에 적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EU내의 

12개 국가와 농가 상황에 적용되는 농가 단위 분석틀이고, 시장 수준의 분석틀은 8개 국가 

혹은 지역(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 미국, 스위스. EU)에 적용된다.

  아울러 이 분석은 이러한 농업 지원정책과 환경영향 간의 관계가 다양한 국가별 상황과 

분석틀에 걸쳐 수렴하는 정도에 따라 강도(strength)를 측정한다. 농가 수준 분석틀 사례에서

는 온실가스(GHG)배출, 수질, 생물다양성의 환경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시장 

수준 분석틀 사례에서는 질소, 인산 밸런스와 GHG 배출의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다. 후자의 

환경적 지표는 시장 수준에서의 총량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많은 나라의 상황에 적용한 결과, 두 가지 분석틀은 결합성(coupled)이 가장 큰 형태의 

지원정책(시장가격지지와 투입재 사용에 기준한 지불)에서 부정적인 환경효과가 있음을 보

여주며, 이러한 특정적인 지원의 증가가 GHG 배출과 질소 오염이 높아지는 것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틀에 근거할 때 선정된 환경지표와 

사용된 자료, 분석결과는 여러 가지 PSE 수단들 가운데 시장가격지지와 생산에 기초한 직불, 

혹은 제한 없는 투입재 사용은 환경에 가장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시장 수준에서의 평가의 시사점은 어떤 국가가 마이너스의 인산 밸런스를 가진 작물에 

대한 지원을 증가하면 인산 밸런스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정책이 환경에 

 4)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add0f27c-en.pdf?expires=1560558240&id=id&accname=guest 

&checksum=ED4D531DB8E85DF48C165C30BB515733) (접속일: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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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마이너스 영양밸런스를 가진 

작물의 존재이다. 단, 시장 수준에서의 평가에 사용되는 정책평가모델(PEM)에서는 전체 

농지면적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지원정책이 전체 농지면적을 확대할 가능성을 고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중요한 결함(caveat)이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환경에 크게 

유익한 혹은 부정적인 영향이 작았던 토지를 희생한 비용으로 농경지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틀은 농업지원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전체 영향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어떤 지원정책이 특정한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농지면적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완화하면 특정 지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이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대조적으로 모델링 분석틀에서는 가축 수에 근거한 직불의 영향이 어느 정도 엇갈리고 

있다. 시장 수준 분석틀에서의 소 사육두수 조정은 일반적으로 더 크며, 더 오랜 시간 구조에

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시장 수준에서의 평가에서 가축 수에 근거한 

지불은 소 마리수가 평균 6%정도 증가한 요인이 되었다. 아울러 평가 대상 국가들에서는 

소 부문이 농업 GHG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로 인한 GHG 증가는 작물로 

인한 GHG의 감소보다 크므로 모든 평가 대상국에서 전체 농업 GHG가 증가되고 있다. 

한편, 농가 수준 평가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소 숫자는 매우 작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가축의 사료가 농후사료(concentrates)에서 메탄과 질소산화물배출을 줄이는 사일리지로 

바뀌기 때문에 GHG 배출은 감소하고 있다. 시장 수준에서는 가축 수에 근거한 지불은 

질소밸런스의 증가와 비슷하게 일관되게 나타났다. 소가 질소밸런스에 매우 적은 영향을 

미치는 한 국가만이 예외였다. 따라서 이러한 지불정책이 질소밸런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거꾸로 돌리기 위한 주요 조건은 소 숫자가 지불에 대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반응하는 

정도이며 각 환경지표에 대한 소의 상대적인 기여이다. 

  현행 작물 면적 지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두 분석 틀에서 모두 대부분의 환경지표에서 

비록 일반적으로 다른 결합된 정책보다는 영향이 작았지만 방향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작물 면적 기반 지불로 인해 작물재배가 소 보다, 그리고 일부 작물은 다른 작물보다 경쟁력

을 높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 사육과 GHG 배출을 감소시켰으며, 

농업 GHG에서 소의 기여가 높은(80% 이상) 국가에서는 총 농업 GHG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작물이 GHG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60% 이상) 국가에서는 작물 면적에 근거한 지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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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배출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건에는 

소의 기여도가 기준(baseline) 환경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크거나, 환경 영향에의 기여가 더 

크고 상대적으로 단위면적당 가치가 높은 다른 품목의 존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영향과 농업지원 간의 관계의 일관성은 모델 시나리오에서의 대상품목에 달려 있다. 

모든 품목을 지원하는 정책, 예컨대 시장가격지지와 투입재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지불은 

일관되게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특정한 그룹의 품목에만 

지원하는 정책, 예컨대 작물면적이나 가축 수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은 품목 그룹 간에 상쇄

효과를 유발하여 일관성이 작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만일 시장 가격지지와 투입재 사용을 

기반으로 한 지불이 특정 품목그룹에만 한정된다면 환경영향에 대한 일관성 또한 낮아질 

것이다.

   이 보고서는 농가의 위험 선호경향도 지원정책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현재 작물과 상관없는 면적지불(비연계지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농가가 위험-중립적이라고 가정하면 중립적이지만, 농가가 위험-회피적이라고 가정

하면(비록 환경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겠지만)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작물과 상관없는 

면적지불에 대해서는, 위험반응에 대한 가정을 위험-중립적보다 넓게 확대하여도 현재의 

완전히 비연계된 면적지불이 환경에의 악영향이 가장 적은 지원정책에 속한다는 결론이 

별로 바뀌지 않는다. 한편, 작물 수입 보험에 대한 보조는 낙농생산 보다 작물생산에 유리하

기 때문에 생산 선택과 환경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비료사용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농업-환경지불과, 비상품(non commodity) 산

출물(환경재와 서비스)에 대한 지불에 대한 분석은 낙농과 작물을 복합적으로 생산하는 

체계에서는 이런 정책이 작물생산을 유리하게 하여 초지를 작물로 전환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정책은 모두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

다.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의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책결정자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환경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또한 모델링의 가정에 따라 지원정책에 대한 생산 반응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평가에 사용되는 환경지표는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사치를 제공한다는 한계

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의 시사점은 이 연구에서 

고려한 영농체계와 지역에만 한정된다. 다른 OECD국가에서 다른 경제적/농업경영적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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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특화된 농가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5. 항생물질 내성 시대의 미국과 EU의 동물약품 산업5)

□ 문제 제기 

  항생약품은 인간과 동물약품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항생약품의 사용은 약품에 내성을 갖는 미생물과 유전자를 낳는 선택적 진화 압력(selective 

evolutionary pressure)을 일으킬 수 있다. 항균제 내성은 세계적으로 인간 건강에 커다란 

염려가 되었으며, 내성을 관리할 목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이니셔티브가 광범위하게 제기되

고 있다. 집약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사업인 동물약품산업은 항균약품과 생물약품(백신 

등), 항생제 이외의 약품, 그리고 다른 동물용 건강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동물약품 산업은 

가축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용품도 개발하고 유통시킨다. 동물약품산업은 

세계적으로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여 왔다. 하지만 이 산업은 항균제 

내성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동물약품에 대한 수요, 새로운 

제품의 개발, 그리고 규제적인 환경 모두 항균제 내성에 대한 우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우려가 커지면서 동물 사료(food-animal) 생산에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질병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도록 촉진되었다. 결국 이러한 진전은 항생제 판매의 감소, 새로운 가축용 

항생제에 대한 투자 유인의 감소, 무항생제의 투자에 대한 유인 증가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미국과 EU에서의 육류 수출 증가, 세계화로 인해 야기된 동물 질병확산

에 대한 우려 고조, 동물에서의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 사용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킬 것이며 

새로운 동물용 항생제 개발에 대한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종합하여 미국과 EU 동물약품 산업에서의 동물용 

항생제의 판매와 새로운 제품개발에 대한 추세를 분석한다. 미국과 EU는 전 세계 동물약품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계를 선도하는 동물약품 기업의 본부가 있는 지역이기 

 5) (https://www.ers.usda.gov/webdocs/publications/93179/err-264.pdf?v=1804.9) (접속일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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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미국과 EU의 규제 절차가 논의의 초점이다. 더 나아가 많은 제품들이 미국과 EU 

시장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과 EU의 규제 절차를 통한 승인에 

매달리게 된다. 

□ 연구 결과에서 찾은 점

○ 동물 사료 생산에서 항생제의 판매

  미국 전체의 동물 사료에서 항생제 사용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2015년과 2017년 사이에는 30%(중량기준) 감소하였다. EU 17개국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항생제 판매는 31% 감소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판매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다.

  • 미국 소비자들의 무항생제 사용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는데 특히 닭고기에서 

현저하였다. 2017년에 미국 양계의 약 44%는 항생제 없이 사육되었는데 2012년의 

2.7%에서 증가한 것이다.

  • 지난 20년간 미국과 EU의 육류생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주로 아시아로의 수출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것이었으며, 이는 미국과 EU에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 미국에서 2017년 성장촉진 항생제의 사용을 제한한 것은 항생제 판매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비슷한 EU의 규제도 전반적으로 항생제의 판매 감소와 연관이 

있다.

○ 신규 동물약품의 개발과 승인

  • 비록 동물약품 산업이 지출한 R&D 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승인된 신규 

동물약품의 숫자는 감소하여 신규 승인 제품당 R&D지출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신규 약품 승인은 숫자가 감소할 뿐 아니라 형태도 변하고 있다. 미국에서 신규 동물약품 

승인에서 반려동물용 제품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제품은 동물용 사료와 

반려동물 사료 모두에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용 약품을 위한 R&D지출의 비중 

증가는 동물 사료용 약품의 희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 동물사료용 항생제의 승인은 숫자도 감소하였고 전체 동물사료 약품 승인에서의 비중도 

감소하였다. 1992년 이래 승인된 동물사료용 신규 항생제의 대부분은 인간 약품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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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포괄적인(generic) 약품이었다. 

  • 2003년에 동물사료용 항생제를 신규로 승인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강화한 규제가 있었

으나 규제적 숭인(regulatory approval)을 통한 항생제의 숫자나 형태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 연구방법

  이 보고서는 여러 나라의 육류 생산과 수출 자료, 미국 FDA의 수의약품센터와 EU 약품청

(European Medicine Agency)의 항생제 판매 자료, 동물약품 산업 관련 기업의 연례보고서

와 해당 산업의 무역그룹에서의 자료, 미국 농무성의 수의생물의약품센터(Center for 

Veterinary Biologics)에서의 미국 수의생물의약품 라이센스 자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항생제의 판매와 동물 사료용 개발 추세는 동물약품 승인을 

위해 별도로 신설된 자료 군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새로운 동물사료용 항생제의 승인을 

위해 한층 강화된 시험을 요구한 2003년 규제 도입에 의해 약품개발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석은 계량 분석 모델을 사용하였다. 

6. 미국의 농업자원과 환경지표 2019(USDA)6)

□ 문제의 제기 

  농업생산은 토지, 물, 공기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연자원의 영향을 받는다. 이 보고서는 

어떻게 자연자원(토지, 물)과 상업적인 투입재(에너지, 양분, 살충제, 항생제 그리고 다른 

기술들)가 농업부문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환경의 질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한다. 민간과 공공부문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자원과 그들의 영향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보고서는 공공정책, 경제 상황, 

영농과 보전 관행, 생산성과 기술의 변화, 자원 사용, 환경 간의 복잡한 연결을 심층 분석하였

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자원사용과 미국농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6) (https://www.ers.usda.gov/publications/pub-details/?pubid=93025) (접속일: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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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에서 찾은 점

  농가와 농업생산성에 관련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2017년 현재, 소규모 농가(수입이 35만 달러 이하인 가족농)는 미국 농가의 89%를 

차지한다. 반면,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3%의 농가는 생산의 29%를 차지한다.

  • 2012년에 미국의 23억 에이커에 달하는 토지의 약 53%는 작물재배, 방목지(초지, 목장, 

산림포함), 농장, 농로 등을 포함한 농업에 사용되었다.

  • 2000년대 초반과 2015년 사이에 미국 농가의 평균 부동산 가액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

고도 거의 두 배가 되었다. 2015년 이후에는 농지의 가격은 약 5% 감소하였다.

  • 2014년 농지의 61%는 자작 농지이고 나머지는 토지 소유자가 임차농에게 임대한 것이

다. 부재지주는 전체 임대농지의 80%를 소유하였다.

  • 1948년부터 2015년까지 농업생산은 연 1.48% 성장한 반면, 투입재 사용 총량은 평균 

연 0.1% 증가에 그쳤다.

  • 2000년 초반부터 민간부문 농식품 연구개발(R&D)은 공공부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

으며, 2014년에 이르러서는 민간부문은 공공부문보다 거의 3배를 지출하였다.

  • 옥수수, 면화, 대두 생산자들은 1996년 이후 유전자 조작(GE) 제초제 저항성(HT), 내충

성(Bt, insect-resistant) 종자를 널리 사용하여 왔다. 2018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옥수

수, 면화, 대두 재배 면적의 90%는 HT종자를 사용하였고, 옥수수와 면화 농지의 80%는 

Bt 속성도 함유한 종자를 사용하였다. 

  • 2014년에 단위 면적당 제초제 사용은 2010년 대비 옥수수는 21%, 면화는 25%, 밀은 

26%, 대두는 24% 증가하였다. 제초제의 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였다.

  • 상업용 비료 사용은 2015년에 2,200만 숏(short)톤이었다. 옥수수, 겨울밀과 면화의 

경우 질소회복(recovery)율은 70%에서 머무르고 있고, 인산 회복율은 60%였다.

  • 정밀농업은 유도장치와 비율가변기술(Variable Rate Technology, VRT)과 같은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에 옥수수, 대두, 쌀 재배면적의 20% 이상에서 VRT를 이용하고 

있다.

  • 2017년 미국에서 사육되는 육계의 44%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성장촉진을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모르겠다고 보고한 도축돼지

의 비중은 7%에서 35%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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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침식과 퇴적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전 경작(conservation tillage)은 대두 면적

의 70%, 면화의 40%, 옥수수의 65%, 밀의 67%에서 활용되고 있다. 

  • 미국의 유기농산물 소매판매액은 2017년에 4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국에서 유기영농 인증 숫자는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동물분뇨는 작물에의 영양공급원의 하나이다. 2011년에 육계 사육의 약 66%는 영양관

리 계획을 갖고 있어서 54%인 양돈, 41%인 낙농과 비교된다.

  • 2017년 현재 전국에 걸쳐 조사된 강과 하천의 55%, 호수의 71%. 만과 하구의 84%는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농업은 강과 하천의 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이며, 

호수와 연못에는 두 번째로 큰 오염원이다.

  • 가뭄은 미국에서 생산위험과 작물보험보상금 지급의 최고 요인이다. 관개 적용 등의 

관행은 가뭄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 

  • 많은 농장과 목장에서는 토양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012년에 

전체 농경지 면적의 35%는 경운을 하지 않았고(no till), 3%는 하나의 피복작물을 심고, 

토양건강을 증진시키는 2가지 관행을 하였다.

  • 토지 사용을 기준으로 질을 측정할 때, 1982년부터 2002년 사이에 꽃가루매개체 사료 

서식처는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2012년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상업용 벌통이 여름을 

지내는 북부 평원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 2007년과 2012년 사이에 농장에서 태양열 패널, 지열 교환기, 풍력 터빈, 소형 수력발전 

혹은 매탄 소화조(digester)를 이용하여 에너지나 전기를 생산하는 농가의 수는 1.1%에

서 2.7%로 증가하였다.

  • 농지의 은퇴와 보전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규모가 큰 5개 자발적 프로그램에 대한정부

의 자금지원은 2017년에 약 60억 달러였다. 보전 목적의 예산은 불변금액 기준으로 

2002년과 2008년 농업법에서는 증가하였으나 2014년 농업법에서는 감소하였다.

  • 2012년과 2018년 사이 미국 농무성의 보전 유보 프로그램(CRP)에 등록된 면적은 2,950

만에서 2,240만 에이커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CRP에 지속적으로 등록한 면적은 530만

에서 810만 에이커로 증가하였다. 

  • 2016년에 미국 농무성의 환경품질인센티브 프로그램(EQIP)에는 1.7%의 농가가 등록하

고, 5.1%는 보전스튜어트쉽 프로그램(CSP)에 등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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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각 장에는 2018년 7월 현재 가장 최근의 데이터와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데이터 부록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이 보고서는 농업자원관리조사(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ARMS), 농업 센서스, 미국 농무성의 행정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7 농업센서스 공개 이전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2012 농업센서스를 이용하였다. 

7. WTO에서의 농업: 미국 국내보조에 대한 제약(CRS)7)

  농업법이라고 불리는 미국 농업에 관한 종합법은 보통 5년 내지 6년마다 개정되어 왔다. 

1930년대 이래 농가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미국 농업법의 중요한 항목이었다. 후속 농업법이 

나올 때 마다 기존 프로그램의 일부를 개정하거나 대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왔다. 새로운 

농업법에 대한 제안이 나올 때 마다 항상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WTO의 ‘농업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에서의 미국의 

약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WTO 농업협정에서 소위 감축대상보조(amber box)라고 지칭되며 AMS로 

측정되는 왜곡가능성이 가장 큰 국내 보조금을 연간 191억 달러 이상 쓰지 않도록 제약을 

받고 있다. 농업협정은 각 회원국들이 자기들의 정책이 잠재적으로 무역왜곡적인지 결정하

고, 그리고 그 경우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해 놓고 있다. 

  가장 최근(2018년 10월 31일)에 미국이 국내 보조금 지출을 통보한 것은 2016 유통연도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AMS 지출한도인 191억 달러를 초과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 연도(1999년, 2000년 그리고 2001년)에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는 AMS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활용한 덕분에 가능하였다. 

  국내 농업정책의 효과가 국제 시장에 파급될 때 WTO에서는 국내정책으로 말미암아 부정

적인 시장효과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이라는 WTO 

규정의 준수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작동 된다. SCM은 보조금이 ‘금지된(일부 수출

보조, 그리고 수입대체 보조)’ 것인지, ‘조치가능한(예컨대, 생산과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7) (https://fas.org/sgp/crs/row/R45305.pdf) (접속일: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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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가격 하락과 무역패턴을 변경시켜 심각한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국내 지원 정책)’ 

것인지를 판정하는 규칙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핵심 농산물에서 

중요한 위치의 생산국, 소비국, 수출국 혹은 수입국이기 때문에 SCM은 미국의 농산물 대부

분에 적용된다. 그 결과 만약 미국의 특정 농업지원 프로그램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비록 농업협정에서의 지출한도 이내 

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프로그램은 WTO의 분쟁조정 절차에 의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WTO 규정에 합치되는 농업프로그램을 설계한다면 무역 분쟁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 

농업협정과 SCM 협정에 근거하여 미국의 국내 농업지원은 WTO 규칙에 따라 어떻게 분류될

지, 총지원이 WTO의 한계 이내인지,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이 WTO 규칙에 전적으로 합치되

는지 여부를 아래의 5가지 질문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 각 프로그램의 지출이 왜곡을 최소화하는 그린박스(green box)로 분류되어 AMS계산에

서 제외될 수 있는가? 

   - 그린박스에는 일반서비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재고, 국내 식량 구호, 비연계소득보

조, 소득보험 및 소득안정망프로그램, 자연재해구호, 생산자은퇴를 통한 구조조정, 

자원폐기를 통한 구조조정, 환경보호 프로그램, 지역지원 계획 직불 등이 있다.

  • 각 프로그램의 지출이 생산제한 프로그램에 속하는 블루박스(blue box)로 분류되어 

AMS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 블루박스는 생산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있어 생산과잉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감축대

상이 아니며 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 만약 감축대상보조(amber box)라면, 지출액이 생산액의 5%(품목특정적이거나 혹은 

품목불특정적에 상관없이)보다 작아 AMS 계산에서 제외되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에 해당되는가? 

   - 미국은 그동안 품목불특정적인 최소허용보조(de-minimis)가 많았는데, 최근 품목특정

적인 최소허용보조가 늘어나고 있다.

  • 나머지 남은 총AMS가 연간 191억 달러를 초과하는가?

   - 미국의 AMS 연간 지출액은 한도금액인 191억 달러를 초과한 적은 없다. 다만 

1999~2001년은 품목불특정적인 최소허용보조(de-minimis)가 AMS에 산입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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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의 연도별 감축대상 보조 지출액(감축면제 포함)

 최소허용보조: 품목특정적     최소허용보조: 품목불특정적    비면제 감축보조(AMS)

자료: WTO에의 미국의 통보문. 각 연도.

  • 특정 프로그램이 농업협정의 규칙과 지출한도에 합치되는 것으로 판명된다 하여도 

그 프로그램이 국제 시장에서 가격이나 무역왜곡을 초래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SCM 

협정에 의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미국의 면화 프로그램이 브라질에 의해 WTO에 제소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 의회는 농업을 위한 정책 옵션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들도 미국의 정책 

옵션이 미국의 농업협정에서의 약속을 준수하는지 뿐만 아니라 WTO 다자간 협상에서의 

미국의 입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나름대로 평가할 것이다. 과거에는 미국의 목표는 무역왜곡

을 초래하는 지원을 대폭 감축하고, 생산과 관련된 모든 지원은 규정(WTO의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을 소비하는 비효율을 피하기 위하여)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더욱 강화하되, 무역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린박스 분류기준

은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 미국 의회는 농업협정과 SCM 협정을 준수하는 농업정책

을 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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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농축산물 계약생산 현황* 8)

� 계약생산은 미국 농업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생산 방식임. 2017년 기준 축산물 

49%, 농산물 생산량 21%가 계약생산이었음. 최근에는 농가에서 직접 위험 관리를 

하면서 농산물 부분 계약생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 계약생산 시 농가에서는 수입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재고관리도 

용이해짐. 또한, 고품질 및 특정 품종의 농산물 생산도 가능해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음.

- 가공업자의 경우 원하는 품질의 생산물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어 공정관리에 유

리한 점이 있음.

� 옥수수, 대두, 밀은 계약생산 비율이 지난 20년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생산 

비중도 높지 않은 편임. 이에 반해, 가금류는 대부분이 계약생산으로 공급되고 있음.

- 1996~1997년 대비 2017년에 계약생산 비중이 증가한 품목은 땅콩, 담배, 돼지임.

� 계약 생산은 크게 시장계약(Marketing Contract)과 생산계약(Production Contract)

로 구분할 수 있음.

- 시장계약은 주로 농산물(종자와 일부 가공용 채소 제외)과 유제품, 육우 일부분에서 

많이 이용되며, 생산계약은 돼지와 가금류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시장계약이란 농가가 소유한 농장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일정 부분을 계약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임.

- 생산계약이란 계약자가 농가에 위탁한 새끼 돼지 또는 병아리를 사료비, 약품비, 사

육수수료를 받고 육성한 뒤 계약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임.

* 미국 농무부(USDA) 농업경제연구소(ERS)가 발표한 “Marketing and Production Contracts Are Widely Used in U.S. 

Agriculture”(2019.7.1.)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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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농축산물 계약 생산 비중 <그림 2>  미국 농축산물 품목별 계약 생산 비중 변화

단위: %                                                                                단위: %

자료: USDA, ERS, NASS, ARM Survey 1996, 1997, 2017.

� 2017년 기준 연간 소득 35만 달러 이하 소규모 농가는 전체 농축산물 생산액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생산 비중 역시 비슷한 수준임.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 대규

모 농가는 전체 농축산물 생산 39%를 차지하며, 계약생산으로 36%를 생산함.

- 소규모 농가는 주로 가금이나 돼지를 생산계약으로 공급하며, 대규모 농가는 주로 

농산물을 시장계약으로 공급함.

<그림 3>  품목별 시장계약/생산계약 이용 비율 <그림 4>  농가 규모별 농축산물 계약생산 비중

  단위: %                                                                          단위: %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8.07.1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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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 9)

� 신기술이 농업계에 적용되면서 수확량과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로봇을 이용하

여 과일을 수확하고 작물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을 살포하는 등의 신기술이 점차 보급되

고 있음.

- 파이낸셜 타임지는 2018년 농식품분야 기술 개발·투자 금액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

한 170억 달러(약 19조 7,66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함. 참고로 2013년 농식품업

계 투자금액은 20억 달러(약 2조 3,250억 원)에 불과하였음.

� 농식품 기술 개발이 활성화된 이유 중 하나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임. 센서에서 생성하는 대용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기마다 전송·처리되면서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이 가능해짐.

- 각 센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해지며, 공정 자동화를 통

해 노동력 절감이 가능해짐.

- 예) 우유 생산을 위한 젖소 유축 관리, 작물 수확 및 제초작업 등에 응용이 가능함.

- 향후 예상되는 세계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농산물 생산량을 30% 

증가할 필요가 있으며, 정밀 농업을 통한 생산성 및 단수 향상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현재 농식품계에 적용되는 기술 트랜드는 주로 자동화·로봇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예로 농업용 드론, 자율주행 로봇, 작물 모니터링 기기, 비료 및 농약 자동 살포 기기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경우에 따라 GPS 정보를 이용하여 작물과 토양의 상태에 따라 비료와 농약

을 조절하여 최적의 생산성을 끌어낼 수 있음.

� 농가 입장에서 이러한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비용문제임. 2017년 

미국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55%의 농가는 구입 및 유지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 24%는 수익성을 확신하기 힘들다고 응답함.

* IEG Policy가 발표한 “Sensor and Sensibility: How agri-tech is transforming farming”(2019.6.27.)을 미래정책연

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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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관련 첨단 장비가 대량 생산될 경우 비용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판

단됨. 일례로 농업용 드론의 경우 초기보다 비용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황임.

� 관련 업계에서는 첨단기술의 농식품계 적용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앞서 설명한 기술에 무선센서 네트워크, RFID 등이 추가로 적용될 경우 생산단계 조절, 

안전성 확보, 이력정보 제공 등이 가능해지므로 식품 공급 체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07.0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현황* 10)

� 미국 농무부의 그렉 아이바흐 유통 및 규제프로그램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백신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ASF 발병 

방지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함. 현재 ASF의 바이러스에는 20여 가지 

다른 종류가 있어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ASF는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음. 현재 중국을 거쳐 북한에도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에도 유입될 가

능성이 높은 상황임.

� ASF는 인간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질병이지만, 돼지에게 전염 시 치명적인 출혈열을 발생

시키며 치사율은 100%에 이르는 질병임. 주요 전파 경로로는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분변, 침 등에 직접 접촉된 경우와, 오염된 사료, 도구, 차량에 접촉할 때 전염이 가능함.

- 미국 농무부는 ASF가 미국에서 발병할 경우 양돈산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 IEG Policy가 발표한 “USDA official says ASF vaccineis years away”(2019.5.29.), BBC “아프리카 돼지열병: 북한확

진, 한국 전파 가능성”(2019.6.17.)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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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F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6월 아이오와에서 열리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

계양돈 엑스포가 취소됨.

� 현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남아프리카 및 유럽 일부 지역에 ASF가 전파된 상황이며, 

특히,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국인 중국의 경우 2018년 기준 28개 지역에서 100여 

건 이상 발병한 것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돼지 1억 5,0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함.

� 미국 농무부는 ASF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질병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과 협력하여 탐지견을 동원해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2017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가금류 5억 마리를 살

처분하고 3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검역을 통한 질병 전파 차

단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07.0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식품 불안전성 체험지수 분석* 11)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는 개인이 섭취하는 식품의 불안전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식품 불안전성 체험지수(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를 고안하였으며, 

이후 FAO는 FIES를 세계 각국에 적용시킬 수 있는 표준안으로 제시하여 각 국가의 

식품 불안전성을 측정하고 있음.

� 식품 불안전성 체험지수(FIES)는 불안전한 식품을 섭취하는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심각한 식품 불안전성 체험지수는 기아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 2017년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식품 불안전성 지수는 55%, 

심각한 식품 불안전성 지수가 2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미국 농무부(USDA) 농업경제연구소(ERS)가 발표한 “Who Are the World’s Food Insecure? Identifying the Risk 

Factors of Food Insecurity Around the World”(2019.6.3.)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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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는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으로 식품 불안전성 지수가 32%, 심각한 식품 

불안전성 지수가 12%를 보였으며, 남아시아 지역은 각각 30%와 13%를 기록함. 

-북아메리카, 유럽 및 중앙아시아는 낮은 수치를 보임.

<그림 5>  지역별 식품 불안전성 비율

자료: USDA, ERS using data from the 2017 Gallup World Poll.

� 식품 불안전성 체험지수는 저소득 국가에서 58%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소득 국가

에서는 11%로 낮게 나타남. 

-저소득 국가는 1인당 GNI가 1,045달러 이하인 국가이며, 고소득 국가는 1만 

2,736달러 이상인 곳을 의미함(World Bank 20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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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가소득별 식품 불안전성 비율

 식품 불안전성 지수     심각한 식품 불안전성 지수 

자료: USDA, ERS using data from the 2017 Gallup World Poll.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06.2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EU-메르코수르 FTA 체결 합의

� 새롭게 체결한 EU와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 FTA는 여러 지표로 볼 때 

EU가 지금까지 달성한 것 중 최대 규모임. 

- 그러나 특히 농업부문 양허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는 가장 위험하다는 평가가 있음.

-메르코수르는 1995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이 출

범시킨 남미경제공동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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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메르코수르 FTA 협정은 수많은 협상을 반복하며 원칙적으로 합의되기까지 약 20

년이 걸렸으며, 협정 반대자들에 의해 협정 체결과 회원국 정부 및 유럽 의회의 비준을 

받는데 또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고 국제무역 규정이 무시되는 등 글로벌 경제질서의 불안

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EU-메르코수르 FTA는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활력

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U-메르코수르 FTA는 7억 7,300만 명의 인구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간 무역 협정임. 

- 장기적으로 EU는 메르코수르산 제품의 세금을 92% 철폐하고,  EU산 제품에 부과

되는 세금 91%(약 40억 유로)를 점진적으로 철폐할 방침임.

� 그러나 메르코수르연합이 자동차부문 수입관세 인하와 정부 조달시장을 개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EU의 민감한 농업부문 접근성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모두 EU의 주요 생산품인 쇠고기, 가금육, 

설탕, 오렌지주스 등 수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음.

� EU-메르쿠스르가 발효되면 EU는 일부 메르코수르산 농산물에 대하여 6~10년 동안 

쿼터를 적용할 방침임. 쿼터 적용 대상은 쇠고기, 설탕, 가금류 등임.

- 와인, 초콜릿, 생선통조림, 탄산음료, 치즈 및 유제품 등 식품 수입관세는 무관세가 

적용될 것임.

� EU가 메르코수르로 공급하는 9만 9,000톤의 쇠고기 TFQ(Tariff Rate Quotas)1)는 

7.5%의 특혜관세율이 적용됨. 

- 이는 EU 총 쇠고기 소비량의 약 1.25%에 불과한 것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도

입될 것임. 

� EU집행위원회는 현재 EU 쇠고기 소비량이 향후 10년 동안 4.7%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음. 이에 메르코수르와의 양허수준이 EU 쇠고기산업에 조금 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음.

 1)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림(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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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EU에 이미 27만 톤의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

며, 이는 현재 시장접근물량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임.

� EU-메르코수르 FTA 협정은 가금육(Poultry meat)부문에서 특히 브라질을 포함한 

가금육 수출국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부문임.

- 가금육 TRQ는 18만 톤에 달하며, 이는 브라질이 EU로 6개월간 수출하는 물량과 

비슷한 수준임.

- 수입쿼터는 6년에 걸쳐 적용될 것이나, 개시 이후 바로 면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

문에 EU 농민들은 가금육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임. 

� 설탕의 경우, EU는 처음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18만 톤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며 메르

코수르에 관대한 양허를 합의함. 

- 이에 TRQ가 1톤 당 98유로의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태국이나 호주와 같은 관세율 

우대 공급국들과 비교했을 때, 브라질에게 상당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임.

� 이러한 TRQ 협상은 가금육과 설탕시장에서 브라질의 주요 경쟁국인 태국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EU-태국 FTA 협상 재개를 위한 국내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메르코수르 협정은 EU 농식품 수출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지만, 정치적 규모를 

고려했을 때 수입 증가로 인한 위협들을 상쇄하는 균형을 이룰 수 없음.

- 이 협정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예상보다 훨씬 긴 10년 동안의 치즈에 대한 3

만 톤의 TRQ 합의임.

- EU는 이미 남미 내수시장에 유제품 최대 공급국으로서, 이번 협정은 남미지역의 

중산층 소비자들에게 유럽산 고급 치즈를 공급하는 데 있어 EU에게 선점우위효과

(first-mover advantage)를 줄 것임. 

- 이러한 이점들은 355개 이상의 유럽 지리적표시제(Geographical Identification, 

GI)를 보호하기로 하는 메르코수르와의 협정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멕

시코와의 FTA에서 합의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EU-메르코수르 FTA에 따른 EU의 또 다른 이익은 유럽산 와인에 대한 27%의 수입관세

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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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메르코수르 FTA 협정은 EU와 메르코수르 회원국,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임. EU의 경우 28개국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며, 메르코

수르의 경우 각 회원국 의회에서 승인절차 완료 후 개별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 비준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실제 발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

이며, 논쟁이나 재협상 요구 등의 변수도 배제할 수 없음.

-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는 EU집행위원장(Jean-Claude Juncker)에게 서

면으로 EU집행위원회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면서 이미 회원

국 간 분계선이 그려졌음.

- 한편, 다른 7개 회원국 그룹은 협정의 혜택을 강조하며, 농업 로비단체에 휘말리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음.

�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농민단체는 이번 협정에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민족주

의, 포퓰리즘, 녹색 MEP의 구성 비율이 높은 새로 선출된 유럽의회는 이들의 실망감을 

고려할 것임. 

� 더욱이 EU-메르코수르 협정은 상업적 측면과 아울러 투자 관계를 포괄하는 연합 

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기 때문에, 이 협정은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개별 회원국 정부,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국 정부의 지역 의회의 지지가 필요함.

- EU-메르코수르 FTA 협상은 제1차 협상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타결되지 

못함.

- 2016년, EU-캐나다 FTA 협정에서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정부가 (임시)거부권을 행

사하였던 것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존재함.

- EU-메르코수르 FTA는 EU의 사상 최대 규모의 FTA 협정이지만, FTA 체결로 인

한 혜택을 강조하면서 농업부문이 희생되어 왔다는 주장이 반복되면서 가장 큰 도

적에 직면해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0738/The-new 

-EUMercosur-FTA-a-challenge-to-European-agriculture)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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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EU, ASF 대비 지역화협정 체결

� 캐나다와 EU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병할 경우, ASF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돼지고기 교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화협정(zoning 

arrangement)을 체결함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ASF 발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교역 중단에 대비하여 생산자들과 수출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ASF으로 인한 교역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캐나다 농업부 장관(Marie-Claude Bibeau)은 지속적인 국제적 협력을 통해 캐나다에 

ASF가 발생할 경우 ASF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함. 

- 최근 미국과 체결한 지역 설정 협정에 이어 EU와도 유사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캐나다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제품의 무역이 타

격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함. 

�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에 따라 ASF 발생 시 적용되는 EU와의 교역 원칙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이번 지역화협정은 ASF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역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추가적인 단계로 볼 수 있음.

� 지역화협정은 국제 교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도구임. 

-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세계보건기구(OIE)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역단위가 아

닌 국가 단위로 제품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지역화 설정이 무역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변화하는 추세임.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0773/Canada- 

and-EU-reach-agreement-on-new-zoning-arrangements-for-ASF)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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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농업정책(CAP), 2013년 이후 관리 비용 증가

� 최근 EU의 농업정책 개혁으로 국정 운영에 많은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새로운 평가가 제기됨. 

� 2013년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최근 개혁 이후 

통합관리시스템(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IACS)인 농업 

지불금(payments) 통제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 당국의 관리 

비용이 3분의 1가량 증가했음.  

- 관리비용은 현재 연간 총 17억-19억 유로로 추산되며, 이는 CAP 예산의 3%- 

3.3%로 사용 중인 농지 면적(Utilized Agricultural Area, UAA)의 헥타르 당 연

평균 10유로에 해당함. 

- 대부분 예산(74%)은 관리 및 통제 비용에 지출되며, 14%는 설치비에 해당하며, 

12%는 운영비에 해당함. 

� EU집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자문사 Ecorys가 실시한 ‘CAP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정 부담 

분석(Analysis of administrative burden arising from the CAP)’이라는 새로운 

평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을 주요 내용을 발표함.

- EU회원국들의 부담이 커질수록 농업인들이 높은 관리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

었으며, 이는 수령한 총 CAP 지급액의 약 2%로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농장 규모, 생산 형태,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에 따라 개별 금액은 농가마

다 상당히 차이를 보임. 

-또한 농민들이 새로운 녹색 요건(greening requirements)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은 지원금 신청서 제출로 발생하는 행정 부담보다 더 높음. 

� 외부 연구의 목적은 CAP 지출의 대부분을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현재 시스템의 전반적

인 비용과 효과 및 효율성 조사에 있음. 

- 정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오랫동안 EU집행위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

됐으며, 이는 2020년 이후 EU 농업정책 제안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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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합산된 총 추정 비용은 공동농업정책 전체 예산의 약 5%-6%에 달함.

-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는 총 지출의 4%로 추산되고 있는 결속정책(cohesion) 비용 

등 다른 EU 정책 이행비용과 비슷하며, EU 예산의 약 6%인 EU의 전체 행정비용

과도 비슷함.

� 사용 중인 농지 면적(UAA)의 헥타르 당 2-208유로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는 IACS 

비용은 여러 회원국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줌. 

- 대규모 회원국과 소규모 회원국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소규모 회원국은 

규모의 경제로부터 얻는 혜택이 적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다른 요인으로는 각국 농업부문의 규모와 구조, 국가 당국의 조직 구조, 정보 기술

시스템에 대한 선택 등이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0820/CAPs- 

administrative-costs-increased-since-2013) (2019.07.12.)

2019/2020년 유럽연합 농산물 시장 전망* 2)

� 수확 때까지 양호한 기상 여건이 지속될 경우 2019/2020년 곡물 생산량은 직전 5년 

평균 생산량보다 2% 높은 3억 1,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밀 생산량은 10%, 보리 7%, 옥수수 0.5%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곡물 생산량 증가는 무역수지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19/2020년 유지 생산량은 유채 파종 면적 감소(평년 대비 10% 감소)로 지난해보다 

1.7% 감소한 3,230만 톤, 두류 작물(protein crop) 생산량은 작년의 저점에서 회복된 

510만 톤으로 전망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표한 “Short-term oultlook for EU agricultural markets in 2019 and 2020”(2019.7.3.)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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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두류 작물은 완두(field pea), 잠두(field beans), 가는잎미선콩(sweet 

lupins)으로 구성됨.

� 2018/2019년 설탕 수입량은 수출량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며, 2019/2020년 

사탕수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 감소하였으나,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설탕 생산량

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1,830만 톤으로 전망함.

� 생산량 증가와 낮은 가격으로 올리브 오일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9/2020년 올리브 오일 생산량은 직전 5년 평균인 210만 톤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2019/2020년 복숭아 생산량은 기상 여건 개선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한 41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 증가는 수출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유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상 여건 호전으로 2019년 유제품 생산량은 전년 대비 

1% 증가하였음. 탈지분유에 대한 세계 수요 역시 높은 편이어서 현재 공공 비축량이 

거의 소진되었으며, 민간 비축량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유럽연합의 쇠고기 수출량은 신규 시장 등장※으로 크게 증가(전년 대비 

14.5%)할 것으로 보이며, 육우 도축량은 사육두수 감소로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기존 수출국이었던 필리핀, 보스니아, 이스라엘에 대한 수출량이 증가하였으며, 중

국 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음.

�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9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가격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모돈 사육두수 감소와 

환경적 제약으로 2019년 돼지 생산량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

-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하면서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늘었음.

� 높은 가격이 유지되면서 2019년 육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9년 양고기 생산량 역시 기상 여건 개선과 수태율 증가로 전년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07.1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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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새로운 국가식품전략 추진* 3)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장관 마이클 고브(Michael Gove)는 기존 식품시스템의 재검토 작

업을 이끌어나갈 적임자로 헨리 딤블비(Henry Dimbleby) 대표(식당 체인 ‘레온(Leon)’

과 ‘지속가능한 식품연합(Sustainable Food Association)’의 공동대표)를 지명함.

- 현재 영국 식품 시스템은 75년 역사를 지니고 있음.

� 헨리 딤블비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ield to fork)’ 전반적인 농식품 유통시스템

을 조사한 후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이를 2020년 국가식품전략(National Food 

Strategy)에 반영할 예정임. 새로운 국가식품전략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어느 곳에서든 안전하고, 건강하며, 저렴한 식품

을 공급

-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복원·개선

-탄력적이고(resilient) 지속가능한 농업

-도시와 농촌 경제 모두에 활발히 기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생산자와 

제조업자 지원

- 이상의 작업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진행

� 마이클 고브 환경식품농촌부 장관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은 영국의 농업인과 식품 

제조업자들에게는 커다란 기회이지만 우리는 인구 증가, 기후 변화, 식습관 관련 질병 

발생과 같은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라며, “지금은 모든 이들의 식품 접근성 

제고와 환경 보호를 위해 식품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함.

� 헨리 딤블비 지명자는 “농식품 분야는 삶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며, “내년(2020년)부터 현장의 농업인에서

부터 식당의 주방장까지 모든 유통 과정상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가 처한 

도전에 대처하고 미래를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Gove appoints Dimbleby to pioneer ‘farm to fork’ revolution”(2019. 

6.27.)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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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07.08.).미래정책연구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집행위원회, 양봉부문 지원 확대 결정* 4)

� EU 집행위원회는 농업·환경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봉분야에 향후 3년

(2019~2021)간 1억 2,0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음. 이는 직전 3년간(2017~ 

2019)의 지원액에 비해 1,200만 유로 증액된 것임.

- 양봉업은 농촌 개발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꿀벌은 화분매개에 의한 농작물

의 수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농업과 환경에 필수적임.

� EU 집행위원회의 지원액은 국가 양봉 프로그램(National apiculture programme)

에 사용되고, 집행위 지원액과 동일한 금액을 각 회원국에서 추가 지원함. 프로그램의 

관리는 회원국에서 이루어지며, 양봉업의 여건 개선과 양봉산물의 판로 확보를 목적으

로 함.

- 구체적으로는 양봉농가 교육, 창업농 지원, 병충해 방제, 벌꿀 품질 개선을 위한 연

구·개발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포함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유럽연합의 봉군 수는 1,750만 군으로 2004년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유럽연합 양봉농가의 수는 약 60만 호로 호당 평균 봉군 

수는 29.1군이었음.

- 2004~2006 평균 유럽연합 봉군 수는 1,163만 군임.

-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이 양봉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주로 적합한 기후 조

건을 지닌 남유럽지역 국가들의 비중이 높은 편임.

- 2017년 꿀벌 생산량은 약 23만 톤으로 중국(약 54만 톤) 다음으로 많은 반면, 국

내 벌꿀 수요의 60%만을 역내 생산량으로 충당하고 있음. 유럽연합의 주요 벌꿀 

수입국은 중국(40%), 우크라이나(20%) 등임.

* EU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European Commission increases support for the EU’s beekeeping sector” 

(2019.6.17)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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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원회 농업부문 위원장 필 호건(Phil Hogan)은 “양봉은 유럽연합 농식품부문

에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울 수 있고, 꿀벌 역시 농업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서 양봉업을 지원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언급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07.01.)

청년 농업인과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위한 정책 사례* 5)

�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들은 농촌에 활력을 가져다주고 강력한 가치사슬(value 

chain)을 형성함. 

- 따라서 성공적 세대교체는 농업의 장기적 발전 도모와 지속가능한 생산 경쟁력 향

상에 필수적임.

�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policy)은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입 장벽을 낮추어 농촌을 젊은 농업인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 세대교체 지원] 농촌개발기금(EAFRD)은 세대교체를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이 경영

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농업인의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조성하고 있음.

- 젊은 여성 농업인은 창농에 필요한 지원을 농촌개발기금을, 청년 농업인은 기계 현

대화와 새로운 장비 구입에 농촌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체코 농촌 네트워크(Czech National Rural Network)는 세미나 조직과 농가 방

문을 통해 청년 농업인과 전문 농업인 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음.

� [2. 기업 정신과 기술 혁신 촉진] 농촌개발기금은 생산 다변화, 사업 개발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기업가 정신을 지닌 청년 농업인들은 농촌개발정책을 

*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ENRD)에서 발표한 “Youth and generational renewal”(2019.4.)를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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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프랑스의 한 농가는 제빵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고, 이탈리아의 한 여성 농

업인은 농촌발전기금을 사용하여 농장 건물을 재건축하여 관광 숙박시설을 설립함.

- 라트비아 농촌의 한 단체는 농촌개발기금의 지원을 통해 목재와 유리가공에 관한 

워크샵(‘Tree of Light’)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창업 기회 창출과 자신감 강화

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

- 슬로바키아 코마르노(Komárno)시의 한 농업회사는 농촌개발기금으로 활동을 다

양화하고 지역 기업가들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소와 서비스를 제공함. 특히, 젊은 기업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신생기업을 입주시켜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의미함.

� [3.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 농촌개발기금은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음. 

지역 비즈니스 활성화, 문화 행사 지원, 인프라 및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프로젝트가 

지역을 통해 시행되고, 이런 프로젝트로 인해 농촌을 젊은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고 지역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줌.

- 에스토니아의 작은 마을 Metsküla에서 지역 유치원이 폐쇄되었을 때 마을공동체

(Metsküla Village Society)는 협회를 구성하고 농촌개발기금을 사용하여 보육 서

비스를 제공함.

- 스웨덴의 한 비정부기구(Film och Foto)는 농촌개발기금을 사용하여 청년 및 젊은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여름 축제를 조직함. 이는 지역 사회 내의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시켰고, 이후에는 시의회에 의해 정기적인 행사로 변모되었음.

-핀란드 해멘퀴레(Hämeenkyrö) 지역은 사회적으로 소외될 위험에 처한 농촌 청소

년을 위해 지역 사회와 의사 결정자의 관심을 촉구하는 프로젝트(Making rural 

youth visible)를 진행한 바 있음.

-덴마크 섬 삼쇠(Samsø)는 초고속 인터넷 연결의 확장과 업그레이드에 농촌개발기

금의 지원을 받았음. 이는 새로운 주민, 관광객 및 기업을 섬으로 끌어들이고 궁극

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06.2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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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 신기술 현장도입 추진 프로그램* 6)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9년 6월 7일 스마트 농업 보급을 위한 정책 및 효과 등을 정리한 

‘농업 신기술 현장도입 추진 프로그램(農業新技術の現場実装推進プログラム)’을 발표하였음.

� [배경] ICT, 로봇기술, AI 등의 첨단기술은 농업인의 경영전략 실현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을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생산현장

에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임.

� [목적] 농업인과 기업, 연구 및 행정기관 관계자가 협력하여 개발부터 보급까지 농업현

장에 신기술 도입함으로써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업 경영 미래상] 신기술 도입으로 기대되는 농업경영안을 경영 유형별로 제시함.

-논, 밭, 노지채소, 시설원예, 화훼, 차, 과수, 축산의 8가지 경영 유형과 22개의 사

례로 구성하였으며, 현재 연구개발 중인 사항을 포함하여 2025년 시판이 예상되는 

신기술 도입에 의한 노동력 절감, 규모 확대 등의 효과를 제시함.

-예를 들어, 비교적 여건이 양호한 논의 경우 자동화 기술(무인화), 센싱기술을 도입

하면 노동시간은 40%, 경영비용은 20%가 감소하고 수확량은 15%가 향상될 것으

로 예상함.

� [기술 로드맵] 농업 신기술별 2025년까지 로드맵과 과제를 정리하였음.

-드론기술, 로봇기술, 환경측정·제어관리 기술, 가축 개체관리, 생산·경영관리, 기술 

계승 시스템의 6가지 분야 37개 항목에 대해 정리함.

* 일본 농림수산성 「‘農業新技術の現場実装推進プログラム’の公表について」(2019.6.7.)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

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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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밭, 사료 작물 등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약 살포용 드론은 

2019년 이내에 시판하여 보급을 시작하고, 부분살포(핀포인트)용 드론은 2020년경 

시판, 원격감시 로봇 트랙터는 2023년에 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술 도입 추진방안]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및 활동을 

5가지로 정리함.

1) 농업 신기술 교육: 신기술 도입 효과, 종류, 가격 등 최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

는 환경 조성, 농업에 종사하기 전에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

2) 농업 신기술 시험: 본인의 지역이나 경영에 적합한지, 자신에게 맞는 신기술을 바

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농업 신기술 도입: 도입 비용 낮추기, 타 분야 농업 참여 촉진, 신기술 이용 기회

를 확대하여 보급 촉진,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 농업 신기술 도입환경 정비: 기술 활용 효과를 높이는 농업·농촌 기반 조성,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지원사업 발굴

5) 농업 신기술 발전: 산학관이 연계하여 신기술 개발 및 개량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7.1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농업구조 동태조사* 7)

� [농업경영체 수] 일본 전국 농업경영체는 118만 8,800개(2019년 2월 기준)로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으나 조직경영체는 3만 6,000개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음. 

또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법인경영체는 2만 3,400개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음.

- 경영 경지면적이 30a 이상이거나 노지채소 15a 이상, 과수재배 10a 이상, 돼지사

육두수 15마리 이상 등 농작물 재배면적 기준 이상의 농업경영체

* 일본 농림수산성 「平成31年農業構造動態調査」(2019.6.28.),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法人経営体は前年比3.1％増－

31年農業構造動態調査」(2019.7.2.)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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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업경영체

①+②

가족경영체

①

조직 경영체

②

농산물을 생산하는 

법인조직 경영체
1)

2015 1,377.3 1,344.3 33.0 18.9

2016 1,318.4 1,284.4 34.0 20.8

2017 1,258.0 1,223.1 34.9 21.8

2018 1,220.5 1,185.0 35.5 22.7

2019 1,188.8 1,152.8 36.0 23.4

증가율(%)

2019년/2018년
△2.6 △2.7 1.4 3.1

- (지역별) 조직경영체는 가족경영을 제외한 경영체로 도호쿠(東北) 지역에서 300개, 

긴키(近畿)지역에서는 200개가 증가했음. 농산물을 생산하는 법인조직 경영체는 홋

카이도(北海道) 지역에서는 1,900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홋카이도를 제

외한 지역에서는 2만 1,500개로 3.4% 증가하였음.

- (농산물 판매금액별) ‘5,000만 엔 이상’은 2만 600개로 전년과 비슷하지만 ‘3,000 

~5,000만 엔’ 구간은 2만 300개(전년 대비 △1.9%), ‘1,000~3,000만 엔’ 구간은 

9만 6,300개(전년 대비 △0.7%)로 감소하고 있음.

- (경지규모별) 경영 경지면적이 30a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50만 엔 이상인 

판매농가는 113만 100개로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음. 이중에서 주업농가는 23

만 5,500개로 전년 대비 6.5% 감소함. 준주업 농가는 16만 5,500개로 전년 대비 

11.9% 감소, 부업 농가는 72만 9,100개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음. 구성 비율

은 주업농가 20.8%, 준주업농가 14.6%, 부업 농가 64.5%임.

-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50% 이상, 조사 기간 전 1년간 60일 이상 자영농업에 종

사하고 있는 65세 미만 세대원이 있는 농가

-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50% 미만, 조사 기간 전 1년간 60일 이상 자영농업에 종

사하는 65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농가

- 조사기간 전 1년간 자영농업에 60일 이상 종사하고 있는 65세 미만 세대원이 없는 

농가(주업농가 및 준주업농가 이외)

<표 1>  전국 농업경영체 수
단위: 천 개

주: 2015년 수치는 2015년 농림업센서스 결과이며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음(이하 동일). 1)은 ‘농산

물을 생산만 하는 법인조직 경영체’ 및 ‘농산물 생산과 농작업 수탁을 하는 법인 경영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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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 판매농가 중 기간(基幹) 농업종사자 수는 140만 4,100명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으며, 49세 이하에서는 14만 7,800명으로 2.9% 감소함.

- 농업경영체 고용자 중 장기고용자 수는 23만 6,100명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 

49세 이하에서는 11만 9,800명으로 2.4% 감소하였음.

- 농업취업인구(주요 업무가 자영농업인 세대원) 중에서 평소 주된 업무로 자영 농업

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경영 경지면적 규모별 구성비] ‘10~20ha’ 구간은 10.5%에서 0.6%p 증가한 11.1%, 

‘20~30ha’ 구간은 8.3%에서 0.2%p 증가한 8.5%임.

- 경영 경지면적이 10ha 이상의 비율은 53.3%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음.

<그림 7 >  전국 경지면적 규모별 구성비(경영 경지면적 기준)

 1ha 미만     1~5ha     5~10ha     10~20ha     20~30ha     30ha 이상   

※ 자료: 일본농업신문(2019.07.0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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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침 발표

●

세계 농업 브리핑 (2019. 7)

1. 아시아

□ 일본, 냉동식품 시장 꾸준히 성장세

▪일본 냉동식품협회가 약 400여 개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냉동식품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2018년 냉동식품 소비량은 289만 톤으로 2017년 대비 1.3% 상승함.

- 소비량 증가의 주요 원인은 조리시간 단축을 중요시하는 맞벌이 가족과 1~2인 

가구의 수요 증가임. 

▪또한 일반인 1,250명을 대상으로 냉동식품 이용 상황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냉동식품은 대개 슈퍼마켓에서 구입하지만 젊은층일수록 드럭스토어

와 편의점에서도 구입하는 경향이 나타남.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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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냉동식품 생산량과 수입 냉동채소·조리식품을 합산한 소비량은 289만 톤으

로 2017년 대비 1.3% 상승했으며, 금액기준으로 1조 엔을 초과함. 

▪냉동식품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회원사가 아닌 상사와 유통업체가 

수입한 냉동식품도 포함하면 일본 전체의 냉동식품 소비량은 289만 톤을 웃돌 것으로 

예측됨.

▪소비량 증가의 원인으로는 냉동식품의 특징인 조리가 간편하고 보존기간이 길기 때문

에 시간 단축을 중요시하는 맞벌이 가족과 1~2인 가구 등의 수요를 확보한 것으로 

보임.

▪일본 내 생산량은 158만 톤으로 전년 대비 0.8% 밑돌았음. 

- 자연재해와 일부 업태의 고전 등을 원인으로 외식용 생산량이 부진, 가정소비용 

소비가 증가했지만 역부족이었음.

▪냉동채소 수입량은 브로콜리, 시금치 등이 견인 역할을 하며 105만 톤으로 4년 연속 

증가함. 냉동조리식품 수입량도 25만 톤으로 3.6% 증가함.  

▪2017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한 품목은 라면류(6.4% 증가), 만두(5.1% 증가), 우동

(2.7% 증가)임. 반대로 감소한 품목은 제빵 및 재빵용 반죽(17.9% 감소), 계란을 

이용한 제품(卵製品/13.6% 감소), 고로케(2% 감소)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7.8.)

 □ 태국, 국제 표준에 따른 식품안전시스템 도입

▪지난 7월 11일, 태국 공중보건부는 식당과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식품 감시, 질병 

통제 및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포함한 식품안전시스템에 대해 발표함. 

▪2년 전 해외 관광객이 태국에서 섭취한 식품으로 인해 수인성 질병(water borne 

disease)이 발생했다는 2건의 해외 사례가 보고되었음. 

- 이에 태국 공중보건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각 지방의 해당 식품안전시스템을 이용

해 조사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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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태국 외교부는 국제 표준화에 맞는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농림부

와 협동조합은 공공 및 민간부문, 수입품 관리, 수출, 국내 소비식품 등을 관리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들과 관광객이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임. 

▪공중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푸켓지역에서 판매된 85%의 식품이 

이를 준수했으며, 기업가 및 식품 수출업체에 식품안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함.

▪태국의 유명한 관광지인 방콕시는 지난 2017년 보행자 안전과 식품 위생 개선을 

위해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상의 철거를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관광객 및 노점상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으며, 여전히 많은 노점

상들이 방콕의 카오산로드 등 주요 관광지에 자리를 잡고 있음. 

▪길거리 음식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던 가운데, 해당 식품안전시

스템의 도입을 발표함. 

- 이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를 거쳐 이를 더욱 강

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7.23.)

 

 2. 아메리카

 □ 미국, 신선식품 시장 증가세

▪건강식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신선식품 매출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미국 내 신선식품 전체 매출은 2,175억 1,220만 

달러로 2014년과 비교해 약 6%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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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과정을 최소화한 ‘클린식품’을 선호하는 트렌드와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자하

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신선식품, 특히 로컬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날로 

커지고 있음. 

- 이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친환경적 소비 또한 신선식품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건강한 식습관은 2018년 신선식품 시장 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힘. 

- 미국은 비만율이 30%에 달하며 OECD 비만통계 순위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위치

해 있어 자국민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설탕세 부과 등의 정책도 이어지고 있음. 

▪미국 뉴욕시 보건부는 지난해 식품 내 염분 감소를 이끈 지난 성공사례를 토대로 

2025년까지 포장식품의 당함량을 20%까지 자발적으로 저감토록 산업체에 요구하는 

계획 ‘National Salt and Sugar Reduction Initiative(NSSRI)’을 발표함.

▪미국 내 100여개의 지방보건부, 연합, 보건기관이 ‘NSSRI'의 지지를 보이는 등 적극

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건강식에 대한 노력과 홍보 또한 신선식품시장의 성장세

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됨.

▪신선식품의 판매는 수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신선함이 생명인 품목인 만큼, 소비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고르며 구입하는 것

을 선호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신선식품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시장을 통한 

소비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8년 온라인 시장에서 신선식품 판매는 높은 증가세를 보임. 

-온라인 시장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신선식품 시장은 미미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편의성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온라인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또한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음.

▪신선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니즈는 패스트푸드업계에도 변화를 주고 있음. 

맥도날드는 신선육을 더한 버거제품을 출시하며 매출 증가에 효과를 봤다고 밝힘.

- 지난 6월 24일 CN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선육을 사

용하여 판매한 버거의 지난 1년간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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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는 원재료 투명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변화를 도입

했다고 밝힘. 

- 이를 위해 맥도날드는 재료 공급과정에서 포장재 변경, 냉장시설 확대, 재료 운송 

트럭에 온도조절시스템 개선, 맥도날드 매장 조리 직원들의 식품 안전 교육 이수 

등 신선육의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을 더했다고 밝힘.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7.4.)

 □ 미국, EU에 보복관세 추진

▪미국이 EU의 에어버스(Airbus)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보복관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양측은 미국의 보잉사와 EU의 에어버스 간 보조금으로 인해 서로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15년째 분쟁을 하고 있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EU 보조금으로 인해 매년 110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

한다고 주장하면서, 40억 달러 규모의 품목들을 수입 관세 목록에 추가할 것을 검토하

고 있다고 밝힘. 

-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올리브 오일, 올리브, 연어, 버터, 요거트, 고다 치즈, 체다 

치즈, 과일 주스, 스파클링 와인, 랍스터 등임.

▪세계 최대 치즈 생산업체인 프리슬란드 캄피나(friesland campina)는 피해를 준 

EU에 상응하는 만큼 보복관세를 하려는 것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

는 것이라고 주장함. 

- 미국에서 수입하는 EU산 치즈는 미국 내에서 하루아침에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임. 

-또한 북미 올리브오일협회(NAOOA)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장 타격받는 분야는 

올리브 오일일 것이라고 밝히며, 올리브 오일의 세계 생산량의 2/3가 유럽에서 

제조되고 있다고 말함. 

▪올리브 오일에 부과되는 관세로 인해 당장은 비EU권 국가의 생산자들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큰 규모의 생산을 감당할 수 있는 생산업체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가격 

인상은 결국 인플레이션 및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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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EU에 대한 제재를 발표함. 

▪글로벌 교역의 불안전성이 한 번 더 확인된 가운데, 미국과 EU의 무역 분쟁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 우리나라에도 타격을 줄지 생각하고 대비해야 함. 

-무역뿐만 아니라 환율 및 증시에도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의 태도에 주의가 요구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7.18.)

 □ 미국 식품의약국(FDA), ‘첨가당’ 라벨 표시 관련 새로운 지침 발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6월 18일 라벨링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

- 공개된 최종 지침문서에 따르면 꿀, 메이플시럽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에 첨가된 

‘설탕 함유량’을 표기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단일성분 품목에는 1일 영양성분 중 얼마의 설탕이 포함됐는지 표기해야함. 

- 이와 관련한 규정 준수기간은 2021년 7월 1일까지 연장됨.

▪FDA는 규제 사항과 소비자들의 식품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으로 당분의 함유량이 

얼마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힘.

-또한 FDA는 설탕 함유량 기재 항목에 ‘+’ 기호를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양의 설

탕이 추가로 포함됐는지 자발적으로 표기하도록 허용함. 

- 이는 소비자에게 영양성분 정보란에 추가 당분 함유량을 설명하는 방식임. 

-예를 들어, 크랜베리의 경우 건조 크랜베리 및 가당 크랜베리 음료 등에 대해서는 

첨가 설탕을 그램 단위로 신고하고, 첨가 설탕의 1일 섭취량(%) 표시를 의무화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

▪FDA의 식품안전 책임자(Susan Mayne)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이 특정 가당 

크랜베리 제품이 건강한 식단 구성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고 밝힘. 

-실제로 허쉬(Hershey), 캠벨 수프 (Campbell Soup), 몬데 레즈 (Mondelez) 등

의 식품 및 음료 제조업체들은 라벨 변경을 이미 예상했으며 해당 제품에 새로운 

영양 정보 라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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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제조업체가 포장을 다시 디자인 변경을 하고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을 준수

할 시간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음.

▪20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영양성분 표시에는 설탕의 70% 정도 감미도를 가지고 

있는 알룰로스(Allulose)는 첨가당 표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됨. 

▪저칼로리 감미료인 알룰로스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희소당으로 제품 라벨에는 칼로

리에 반영되지만 수정된 칼로리 수치로 계산되어 기록될 것이라고 FDA는 밝힘

▪FDA는 세부내역 개정 및 기한 연장 등 여러 방침을 통해 식품업체들의 보다 확실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국산 식품의 미국 수출시 FDA 통관 거부사례의 많은 케이스가 표기 누락, 표

기 불량 등 라벨링과 관련한 적발 사례가 많은 만큼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

들은 개정된 신규 라벨링 제작에 주의해야할 것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7.12.)

 3. 유럽

 □ 러시아, 식량 금수조치 연장

▪러시아 대통령(Vladimir Putin)은 반러시아 체제를 택한 국가들에 대한 금수조치

(embargo) 기한을 연장토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함. 

- 이 금수조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됨. 

-러시아 정부는 필요할 경우 특별경제조치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지난해 7월 12일에 금수 조치가 연장됨.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4년부터 금수조치로 인한 러시아의 손실은 약 500억 달러에 

달함. 

- 같은 기간 동안 EU의 손실은 2,400억 달러, 일본은 270억 달러, 미국은 170억 

달러로 추산됨. 



142 ∙ 세계농업 2019. 7월호

▪푸틴 대통령은 “금수조치는 EU를 포함하여 그들 국가 사업장에 여전히 반영되고 

있으며, 그들은 러시아 시장을 잃고 있다”라고 말함.

-푸틴 대통령은 특히 농업에 주목함. 

-그는 “2024년까지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액을 450억 달러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이는 실현가능한 수치”라고 말함.

▪러시아의 식량 금수조치는 6월 20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크림반도·세바스토폴 

병합과 관련해 러시아에 부과해온 경제제재를 내년 6월 23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뒤 시행됨. 

-러시아는 2014년 8월 6일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EU, 노르웨이, 호주

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함. 

▪2015년부터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추가되었으며, 

201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추가됨. 

- 수입금지 품목은 육류와 육가공품, 우유 및 유제품, 생선과 어류제품, 채소, 과일, 

견과류임. 제품 목록은 두 번 이상 조정되었으며, 종자 감자는 제외됨.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에 대한 식량 금수조치를 연장한 것은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성

을 띄고 있음. 

- 하지만 이를 통해 서방 국가들의 농식품 수입을 차단하고 내수를 높이고, 오히려 

타국가로의 수출까지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각국의 경제 및 무역 제재를 면밀히 파악하여 급변하는 국세 시장에 대응

할 필요가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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