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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의 해외농업‧농정 포커스에는 최근 우리나라에도 발생하여 긴급한 현황이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주제로 한다. 여기서 ASF와 관련한 세계의 동향이 소개되는

데, ASF 발생국 현황과 발생 이유, 전파 방식이 서술된다. 나아가 발생한 질병에 대처하는 

각국의 대응방식이 소개된다. 이는 월보 형태로 제공되는 「세계농업」 취지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연구자료라 할 수 있다.

  세계농식품산업 동향에서는 올해부터 재배가 합법화되는 미국의 대마산업이 다루어진

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대마 재배가 합법화되는 배경이 분석되고, 이를 규정한 「2018년 

농업법」 내용이 소개된다. 

  이번 호부터 시작하는 특별기획으로는 OECD와 FAO가 협력하여 산출한 2019-2028년 

세계농업전망이 게재된다. 9월호에는 총괄적 세계전망과 남미국가들의 농업전망이 게재되

고, 10월호와 11월호에는 곡물 등 경종작물, 육류 및 낙농의 축산업, 바이오연료를 포함한 

기타 작물들에 대한 산업전망이 수록될 것이다. 이번의 기획자료는 지난 5월호와 6월호에 

게재된 미국 농무부(USDA)의 2019년 세계농업전망과는 또 다른 것으로서 이들의 내용들

을 서로 비교해보면 보다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별 농업자료로는 미국의 농지보전제도가 다루어지는데, 특히 미국 특유의 제도에 

속하는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가 분석된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이 

제시되어진다.

  국제기구‧연구 동향에서는 OECD가 발간한 ‘2019년 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요약과  WTO가 발간한 ‘2019년 세계 가치사슬 보고서’, 필리핀의 쌀 관세화 효과(IFPRI), 

2020년 이후 EU 공동농업정책 개요, 새로 도입되는 미국의 농업 리스크 관리제도(ARC, 

PLC) 등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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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가격, 생산, 소비, 무역, 불확실성

민 선 형 * 1)

1. 들어가며

  OECD는 매년 FAO와 함께 농업 및 어업 시장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전망을 제시한

다. 본 원고의 대상이 되는 OECD-FAO 농업전망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의 전망

을 포함하는데, 이 전망치는 정확한 예측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일종의 기본 시나리오로서 

역할을 한다. 

  OECD-FAO 농업전망은 크게 가격, 소비, 생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개괄 

부분과 곡물, 유지종자, 설탕 등 주요 품목별 전망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이중 첫 번째 부분인 개괄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개괄 부분은 세부적으로 

가격, 생산, 소비, 무역, 불확실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 가격

  OECD-FAO 농업전망은 품목별로 주요 시장의 가격을 국제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단기 

가격전망은 가뭄, 정책 변화 등 최근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장기 전망은 수요 및 공급에 

의존한다. 

  OECD-FAO 농업전망에서 다루는 대부분 품목의 실질가격은 향후 10년간 매년 1~2%씩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생산성 개선으로 분석된다. 특히 

 * 서울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전공 박사과정 (tjsgud1026@snu.ac.kr)

본고는 OECD와 FAO가 발간한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9-2028’에서 개괄 부분에 대한 내용을 번역·정

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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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의 가격 하락 폭이 다른 품목에 비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양과 소의 경우 최근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사육 마릿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향후 가격은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2019~28년 품목별 연평균 실질가격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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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FAO(2019), p.12.

  2019~28년 농산물 가격 전망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장기간 하락 추세에 있는 농산물 

가격 흐름과 일치한다. 농산물 가격은 품목별 상관성이 매우 높으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거나 가격이 높아지

는 모습도 발견된다. OECD-FAO 농업전망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구조적 하락 추세를 반영하

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추세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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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농산물 실질가격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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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FAO(2019), p.13. 

  이처럼 낮은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생산성 개선을 통해 비용을 충분

히 낮추지 못한 생산자 소득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산자에 대한 부담은 

농가지지 확대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전망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별 국가의 농산물 가격은 국제 곡물가격 변화에 더하여 운송비, 무역 정책, 환율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중 특히 환율은 단기간에 급격히 변할 수 있으므로 개별 

국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판단된다. 

3. 소비

3.1. 농산물 수요 동인

  농산물은 식량, 사료, 연료 및 산업용 자재 등으로 사용되며, 인구변화, 가처분 소득, 

가격 및 소비자 선호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인구, 소득 수준, 선호는 소비자 

수, 구매력, 소비하는 식품 종류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농식품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료에 대한 수요의 경우, 축산물 및 유제품에 대한 수요와 축산 생산 체계에 영향을 

받으며, 바이오 연료의 경우 정책에 의해 수요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식량이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로 자리해왔으나 최근 사료 및 연료가 농산물 소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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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농식품 소비 패턴이 육류 위주로 변함에 따라 

축산부문이 성장하였고 이는 다시 사료용 곡물의 중요성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향후 10년간 사료용 수요 증가율이 식량용 수요 증가율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 연료용 수요는 계속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나 추가적인 중가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요 동인

자료: OECD-FAO(2019), p.15.

3.2. 식량용 농산물 수요 전망

  식량용 농산물 수요는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류는 

연평균 1.2%, 축산물은 1.7%, 설탕 및 채유(vegetable oils) 1.8%, 두류, 근채류 및 덩이줄기

(tubers)는 1.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작물(곡물류, 두류, 근채류, 덩이줄기)의 

1인당 수요량은 세계적으로 일정한 수준이며 수요 증가는 주로 인구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고가작물(설탕, 채유, 육류, 유제품)의 수요는 1인당 수요량 증가 및 

인구 증가 모두에 영향을 받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고가작물 수요 증가율이 

식량작물 수요 증가율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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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용 수요 증가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인 인구 증가와 1인당 소비량 증가는 지역에 

따라 그 상대적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1인당 소비량은 감소하

지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식량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육류 소비는 30% 이상 인구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여러 선진국의 식량작물 소비에 대해서도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식량용 수요에 대한 인구 증가 기여도

단위: %

 중국    인도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세계

주: 본 그림은 지역별로 인구 증가가 식량 수요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OECD-FAO(2019), p.17. 

  1인당 소비량의 경우 소비자 선호와 가처분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식습관은 소득, 라이프

스타일 변화,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관심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식습관의 지역적 차이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선호 형성에 영향을 주는 문화나 전통이 느린 

속도로 변해갈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5>는 전망기간 지역별 농산물 소비 구성을 1인당 소비가능한 일일 칼로리량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인도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곡물 및 두류 등 식량작

물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중국, 라틴아메리카, 유럽에서는 식량작물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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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비가능한 일일 칼로리량 기준 품목류 구성

 곡물     두류, 근채류, 덩이줄기     육류 및 어류     유제품     설탕 및 채유     기타

자료: OECD-FAO(2019), p.18. 

  향후 10년간 농산물 구성은 큰 변화 없이 전체적인 패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

득 국가에서는 약 70%의 칼로리와 단백질을 식량작물에서 섭취할 것이며, 약 20%만 육류 

소비를 통해 단백질을 섭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고소득 국가에서는 40% 정도의 

칼로리를 식량작물을 통해 섭취하며 50% 이상의 단백질을 육류 소비로 얻을 것으로 전망

된다.

  이처럼 농산물 소비 패턴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득 

증가, 도시화, 정책,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중요한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득 증가와 관련하여, 최근의 거시경제 관련 정보들은 농업전망 보고서에서 

가정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보다 실제 경제 성장률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소득 증가율과 그 분포는 지역 및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띌 전망이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은 1인당 소득이 2028년까지 60~10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소득 증가는 육류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육류 소비 확대는 해당 지역에서의 소비 비율이 높은 가금류와 돼지고기 소비에 보다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남아시아에서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육류 소비 확대는 이루어지

지 않을 전망이다. 이 지역에서는 소득 성장이 주로 유제품, 설탕, 채유 등의 소비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파키스탄은 2028년까지 연간 1인당 신선유 제품 소비량을 42kg 증가시켜 

총 1인당 소비량이 274kg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도에서도 유제품 소비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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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028년까지 1인당 총 단백질 섭취량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많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도시화는 설탕과 채유 소비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는 간편식 및 가정 밖에서 가공 또는 준비되는 식품 소비와 관련되

어 있는 경향이 크며 이는 다시 지방, 소금, 설탕의 소비 증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세계적으

로 현재 55%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약 6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설탕 및 채소 소비 증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높은 소득 및 도시화에 따른 식습관 변화는 비만과 당뇨병 등 만성비감염성질환

(non-communicable diseases) 만연에 영향을 주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과 같

이 설탕과 채유 소비가 급격히 확대된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4이 당뇨로 고통받고 

있으며 비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60%에 달한다. 이러한 질병의 확대로 정부는 해당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칠레, 프랑스, 멕시코,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은 설탕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식품산업계가 설탕 또는 지방을 함유하는 제품 생산을 감소하도록 유도하

며 이는 다시 설탕, 채유, 지방 등의 간접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고소득 국가에서는 건강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에 관심이 점점 소비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가금육과 같은 지방이 적은 살코기(lean meat)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였다. 선진국에서는 2028년까지 1인당 가금류 소비량이 2kg 증가하여 

총 31kg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소고기 소비는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띌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은 채유 

소비를 버터 소비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팜유 소비 감소도 채유 소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식생활 패턴의 지역적 차이가 계속 유지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 도시

화, 정책, 환경 및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해 1인당 식품 소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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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료용 농산물 수요 전망

  2016~18년까지 약 17억 톤의 농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으며, 2028년까지 사료용 농산물 

수요는 매년 1.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육류 생산 증가율 전망치인 연평균 1.2%

를 초과하는 것으로 축산 생산이 보다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사료 수요는 

크게 두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먼저 축산물, 유제품, 어류 등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 

다음으로 수요량을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사료양을 결정하는 생산 체계의 구조와 효율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2028년까지 사료 수요 증가량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으로 수요 증가량은 약 6,1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중국보다 수요 증가량은 작지만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파라과이(연평균 

4.0%), 페루(연평균 3.3%), 베트남(연평균 3.0%), 인도네시아(연평균 2.9%), 필리핀(연평균 

2.7%)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서는 축산물 산출 증가율보다 사료 수요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파라과이에서는 달걀, 돼지, 가금류 생산 증가율이 연평균 1.3%, 페루, 베트

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연평균 각각 2.1%, 1.9%, 2.2%, 2.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었다.

  축산부문 생산이 점점 상업화되는 등 생산 체계가 바뀜에 따라 단위생산당 사료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료의 효율성이 개선됨에 따라 다시 단위생산당 사료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이 있다. 지역별로 이러한 두 상반된 효과가 결합하여 사료 수요 전망에 영향

을 준다. 아래 <그림 6>은 지역별 비반추 동물(non-ruminant) 생산과 사료 사용 전망을 

나타낸다.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는 비반추 동물에 대한 사료 사용 증가율이 달걀, 가금류, 

돼지 생산량 증가율보다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 체계가 계속 현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생산 체계가 이미 

대형화 및 산업화된 미국 및 EU-14 등의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사료 사용 증가율이 비반추 

동물 생산 증가율과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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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반추 동물 사료 사용 및 육류 생산량 전망(2019~28년)

  비반추 동물 생산(왼쪽 축)      사료 사용량(오른쪽 축)

주: 비반추 동물은 달걀, 돼지, 가금류를 포함한다. EU-14는 영국을 제외한 2004년 이전 EU 회원국을 지칭함.

자료: OECD-FAO(2019), p.24. 

3.4. 바이오 연료 수요 전망

  2000년대 브라질, EU, 미국 등에서 국가 정책으로 바이오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농산물이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상당한 옥수수, 사탕수수, 채유 등이 재생

에너지 연료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미국과 EU에서의 바이오 

연료 수요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흥국가와 개발도상국들에서 바이오 연료 

사용 의무화 법안을 제정 및 확대함에 따라 전체 바이오 연료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오디젤 사용량은 2028년까지 총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주로 인도네시아

에서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30%까지 증가시키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네시아가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주로 높은 국내 재고와 국제 채유 

시장의 경쟁 심화, 그리고 주요 수출국인 EU의 잠재적 팜유 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1세대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2세대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바이오디젤에 사용되는 채유에 대한 사용을 줄일 전망이

다. 또한 EU에서는 바이오디젤 자체 사용량도 전망기간 동안 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탄올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2028년까지 약 18%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성장에는 중국의 

기여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에탄올 혼합률을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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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럼에도 에탄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2위 에탄올 소비국인 

브라질 또한 2028년까지 수송연료부문의 배출량을 10% 줄이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 에탄올 

소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는 사탕수수 생산 농가 지원, 기후

변화 목표 달성,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감소 등을 목적으로 당료작물(sugar crops)을 

이용한 에탄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 생산

  1960년 이후 세계 인구가 2배 이상, 세계 식량 생산량이 3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전체 농지 면적은 10%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세와 유사하게 향후 

10년간 세계 식량 생산량은 약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농지 면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생산의 집약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시사한다. 한편, 생산량 

증가는 투자 확대와 생산기술 격차 축소,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주로 신흥국가와 개발도상

국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는 생산량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

로 예측되며, 이는 단수 및 생산성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으며 환경 정책이 생산량 확대의 

폭을 제한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1. 토지이용 변화

  농업은 세계 토지의 40%를 차지하며, 이중 약 70%는 목초지(pasture)로 이용되고 있다. 

농경지(cropland)와 목초지의 구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로 강수량, 

토양, 경사도 등 생태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이로 인해 농지와 목초지 간 대체는 제한적

으로 이루어진다. 전망기간 농경지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목초지가 감소하여 해당 증가

분을 상쇄함으로써 세계 농지(agricultural land) 이용은 향후 10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역별로 농지이용 변화 추세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농경지와 목초지 모두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해당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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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업농들이 계속 수익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일 것으

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이용가능한 토지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지 면적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아프리카 

지역은 소규모 농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면적이 큰 국가 간 갈등, 도시화 등으로 인한 기존 

농지의 손실 등으로 인해 농지를 확대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2016~18년 대비 2028년 농지 이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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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러시아연방은 유럽에 포함됨.

자료: OECD-FAO(2019), p.29. 

4.2. 단위면적당 수확량 변화

  전망기간 동안 품목별 생산량은 곡물류는 3억 8,400만 톤, 유지종자 8,400만 톤, 근채류 

및 덩이줄기 4,100만 톤, 두류 1,900만 톤, 면화 300만 톤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곡물류 및 팜유의 경우 단수 개선을 위한 투자, 유지종자, 면화, 사탕수수는 

재배면적 확대와 단수 개선의 복합적 효과에 기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밀의 경우, 특히 흑해 지역에서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최근 

종자 개량 등 인프라 및 농업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투자가 생산성을 개선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의 국내 농업 강화에 대한 투자는 2014

년부터 시행된 미국과 유럽의 기초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 제한조치와 일정부분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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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와 대두 생산은 주로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지이용 변화와 단수 

개선을 위한 투자에 따라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는 

기존의 농지를 더 집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재 행해지고 있는 옥수수와 대두의 이모작에

서의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다른 작물에 

대한 대체를 통해 옥수수와 대두의 재배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아메리카 

지역의 단수 증가는 대부분 재배 기술 개선에 기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  작물 생산량 증가율
M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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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 그림은 2016~18년 대비 2028년 생산량 증가율을 재배면적 증가율과 평균 단수 증가율로 분해한 결과를 나타냄.

자료: OECD-FAO(2019), p.30. 

  다른 작물의 단수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농업환경 

조건의 차이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개선된 품종, 비료 및 기타 투입물에 대한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950년대 시작된 녹색혁명 이후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개선된 투입재의 사용이 확대되었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기술 변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동아시아,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헥타르당 

비료 사용량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헥타르당 비료 사용량의 각각 20배, 10배, 

9배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몇몇 국가에서는 비료 및 기타 

투입재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기후환경에 맞는 품종 개발, 최적화된 경영 

기술 접목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속적 단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면화 생산은 2028년까지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화의 단수는 2004년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국가에서 해충과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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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처럼 면화의 단수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면화 생산량 증가는 대부분 생산면적 

확대에 기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팜유 생산량은 2028년까지 9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10년간 2,700만 

톤 증가한 것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증가율의 감소는 향후 실질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시장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요 

생산국에서 팜유부문에 대한 추가 투자를 꺼려하게 될 것이기 때문으로 전망된다.

  사탕수수의 경우, 설탕 가격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탕과 에탄올 

수요 확대로 인해 향후 10년간 사탕수수 생산량은 세계적으로 1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에서는 생산 확대가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부문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인해 인도의 사탕수수 생산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3. 축산부문 생산 변화

  전망기간 동안 축산부문 생산량은 약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사육두수 확대 및 두수당 평균 생산량(평균 생산성) 확대에 따라 육류, 우유 등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축산부문의 생산은 도축 시 무게(도체중)의 증가와 도축 시 연령의 

감소를 통해 더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림 9>  세계 축산부문 생산량 전망

 2019~28년 연 성장률      ◇ 2009~28년 연 성장률

자료: OECD-FAO(2019),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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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류 생산은 2028년까지 2,0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체 육류 생산량 

증가분의 약 50%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가금류 생산 확대가 두드러

질 전망이며 해당 지역의 증가율이 전체 가금류 생산량 증가분의 약 40%를 차지한다. 유럽에

서는 최근 마리당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향후 10년간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고기 생산은 다른 육류 생산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생산 증가율은 14%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의 소득 증가와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로 인해 양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대부분 지역 내 생산을 통해 해당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고기 생산이 주로 목초지를 기반으로 함에 따라 생산량 증가는 사육방식 개선(breeding 

progress)과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소고기 생산은 2028년까지 총 9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생산지역인 라틴아

메리카와 미국은 세계 생산량 증가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료 가격과 소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는 북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생산 방식을 

더욱 집약화하는 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돼지고기 생산은 2028년까지 총 1,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증가분의 

42%가 중국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이중 약 2/3는 집약적 생산의 확대에 따라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은 점점 상업화되어 왔으며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고기 생산이 더 규모화되고 생산성이 높은 농가로 

이동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생산의 집약화가 돼지고기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유제품의 경우 향후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축산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제

품부문의 성장은 아시아 국가들의 신선 유제품 등 강한 수요에 기인하고 있으며 또한 버터, 

치즈, 우유분말 등 가공 유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유제품 생산 지역에서는 버터와 치즈의 생산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유제품 생산성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우유 생산국인 인도의 

우유 생산성은 다른 주요 공급자인 북아메리카의 약 1/8에 불과하다. 인도의 우유 생산성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아메리카와의 생산성 격차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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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책의 영향

  공공 정책은 농산물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조금, 수입 관세 등의 농업지지

정책은 상황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국내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지지정책은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시장 왜곡적인 정책사용에 대한 한계를 두고 

있으나 여전히 관련 정책사용에 대해 상당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과거에는 선진국에서 

주로 농가들에 대한 지지정책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많은 신흥국가들에서도 지지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농업이 천연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정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정책

들은 잠재적으로 생산량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제13차 5개년 계획

(2016-2020)을 통해 어업부문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

으며 이는 중국의 어획량 감소, 어업부문의 성장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어업 

생산량이 세계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은 세계 생산량 증가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농업 생산량에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지지정책과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이외 다른 정책들은 농업 지지정책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부문 R&D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농업부문의 생산성 

개선에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4.5.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 부문(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를 차지한다. 농업의 직접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11% 수준이지만, 농업은 토지이용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 축산업은 농업부문 직접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며, 복합 비료 사용 및 쌀 생산도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향후 10년간 현재 정책과 기술 수준에 변화가 없다면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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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0.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전망은 연평균 약 0.5%씩 증가한 지난 

1990~2016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와 유사한 수준이며, 연평균 2.7%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농업 생산량 증가율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농업 생산을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가 점점 감소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적으로 농업부문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는 증가분의 45%를 배출할 전망이다. 개발도상

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농업 생산량 증가율이 높으며 

축산 생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탄소가격화(carbon pricing), 삼림 벌채 제한 정책, 농업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을 줄일 수 있는 기술 적용, 탄소발자국이 작은 농산물 소비로의 식단 변화 등을 통해 농업부

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환경, 농가경제, 

식량안보, 영양 등의 복잡한 상호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5. 무역

  농산물 무역은 일부 지역의 식량 안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주요한 소득원

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산물 무역은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의 분화를 

야기하였으며, 보통 소수의 수출국과 다수의 수입국으로 구성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농산물 무역은 농식품 관세 인하, 무역 왜곡적 생산자지지 정책의 

축소, 중국의 경제성장 등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향후 10년간 농산물 무역은 이러한 증가세

를 유지하지만 중국 등 세계 농산물 수요 감소로 인해 증가 속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역적으로는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의 분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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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역별 농산물 무역 균형

10억 달러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유럽   

                   아프리카     중국        인도        오세아니아

주: 순무역액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제외한 값으로 2004~06년 USD 기준으로 평가됨. 러시아연방은 유럽에 포함됨.

자료: OECD-FAO(2019), p.39. 

  아메리카 지역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옥수수, 대두, 육류 등 품목에 있어 주요 공급지로

서 지위를 강화해왔다. 향후 10년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북아메리카의 성장세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세아니아는 전통적으로 

농산물 순수출국이었으나 지난 20년간 총 수출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연방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은 농산물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변화하였

으며 이는 인구 및 1인당 소비량의 정체에 일부 기인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연방에

서는 생산량 증가가 순수출국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생산성 개선과 우호적 

환율 변화로 인해 각각 옥수수 및 밀의 주요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중국과 아프리카는 각각 다른 이유로 순수입액이 증가하였다. 중국에서는 강한 경제성장

으로 인해 식품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0년대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중국의 수입 증가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프리카의 농산물 

수입 증가는 인구 증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향후 전망기간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북아프

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모두 곡물의 순수입국이며 이는 해당 지역의 식량안보에 영향

을 준다. 아프리카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쌀과 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수입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쌀 수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아프리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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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쌀 수입 비중은 전망기간 35%에서 5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다자간 협상을 통한 농산물 무역 자유화가 정체되어 있는 동안 많은 국가들은 양자

간 또는 지역 무역협정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으며, 이는 향후 농산물 무역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OECD-FAO 농업전망 발표 이후 두 개의 큰 자유무역협정(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 일-EU 경제동반자협정)이 비준되었으며, 두 무역협정 모두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11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2016년 기준 해당 국가들의 교역액은 전세계 농산물 수출액 및 

수입액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번 농업전망 보고서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구체적 효과를 예측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육류, 유제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되며 곡물에 대해서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해당 품목의 순수입국인 

일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EU 경제동반자협정은 2019년 2월 1일 발효가 되었으며 유럽연합과 일본 사이의 대부

분 품목에 대한 관세가 폐지된다. 본 협정을 통해 유럽연합은 농업부문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연합은 이미 일본에 대해 버터, 돼지고기, 치즈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일-EU 경제동반자협정은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가금류, 유제품 등에 대해 유럽연

합의 일본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6. 리스크 및 불확실성

6.1. 수요 관련 불확실성

  OECD-FAO 농업전망은 채식주의의 확산 등과 같은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에 대한 가정을 

통해 농업시장을 전망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가정이 달라지면 전반적인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식품 건강과 관련된 위협 등 식품 소비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적 충격은 전망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외에도 OECD-FAO 농업전망은 정책이 중기적으로 고정되어있다고 가정하며, 해당 정

책에 따른 미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전망을 분석한다. 이러한 가정과 전망 방식은 또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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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의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칼로리 소비를 줄이거나 

건강한 식단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은 관련 농식품 소비 외에도 오늘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농식품의 장기적 수요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이오 연료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2020

년까지 에탄올 혼합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OECD-FAO 

농업전망은 2028년까지 에탄올 혼합 비율이 4%까지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10% 목표를 달성한다면, 에탄올의 연료로 사용되는 막대한 규모의 

옥수수, 카사바 및 사탕수수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는 곡물 및 축산물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2. 공급 관련 불확실성

  OECD-FAO 농업전망은 예측하기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병해충 및 가축질병 발생에 민감하다. 구체적 예로는 2016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열대거세미나방(Fall Armyworm)을 들 수 있다. FAO는 열대거세미나방으로 인한 

아프리카 지역의 피해액을 약 10억~3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OECD-FAO 농업전망은 

해당 병해충이 전체적으로 통제될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추가적 대량 확산이 없다고 가정한

다. 2018년 7월 열대거세미나방은 인도와 예멘에서 발견되었고 2019년 1월에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중국 운남성까지 번졌다. 아시아 지역 피해에 대한 자료는 아직 

부재하지만 OECD-FAO 농업전망은 관련 피해가 아프리카 지역의 피해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외 다른 병해충은 OECD-FAO 농업전망에 포함되어 않지만 발생 시 

전망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축산부문에 피해를 주는 가축질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간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돼지나 멧돼지에는 치명적이다. 2018년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

으며 아시아 내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다시 발생하였다. 이 가축질병이 돼지고기 

생산에 미칠 중기적 영향은 불확실하다. 단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중기적 영

향은 현재 전망에서 가정하고 있는 수준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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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와 축산물 생산성 전망은 품종 개량과 생산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농업 R&D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에 의존한다. 많은 연구들은 

농업 R&D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상당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투자 수준이 최적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2008~2009

년 금융위기 이후 공공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2008년 기준 해당 국가들의 농업 R&D에 

대한 공공 투자가 세계 공공 투자의 약 50%를 차지하였으므로, 공공 투자의 감소는 전망기간 

동안 농업 생산성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 반면,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가들에서는 공공 

R&D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부문의 R&D 투자가 공공 R&D 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생산성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OECD-FAO 농업전망의 근거

로 활용되었으나 R&D 투자 추세가 달라질 경우 전망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6.3. 무역 관련 불확실성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은 OECD-FAO 농업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한다. 2018년 여름, 중국의 미국산 대두에 대한 관세는 미국 수출의 감소를 

야기하였으며, 미국 농무부는 매년 미국산 대두의 대중 수출량이 매년 2,200만 톤씩 감소하

였다고 제시하였다. OECD-FAO 농업전망이 작성되는 시점에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이 언제 결론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

에 OECD-FAO 농업전망은 현재의 정책들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전망을 제시하였다. 협상

의 결과는 대두에 대한 중국의 수입과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 대두 

가격과 다른 국가의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영국 정부는 2017년 3월 29일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OECD-FAO 농업전망을 준비하는 동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조건은 여전히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OECD-FAO 농업전망은 영국과 유럽연합 간 교역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임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효과는 영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일 수 있다. 2018년 기준 영국 농산물 수입의 약 70%가 유럽연합으로부

터 이루어졌으며, 농산물 수출의 약 62%가 유럽연합에 대해 이루어졌다. 특히 영국의 유럽연

합 탈퇴는 영국이 많이 수입하는 치즈, 버터, 돼지고기 및 양고기 등의 시장에 많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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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은 북미자

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 협정

으로 2018년 11월 30일 서명되었으나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협정의 효과는 

OECD-FAO 농업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주요한 변화는 미국

이 캐나다의 유제품, 가금류, 계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일부 유제품 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가공 설탕과 설탕을 포함한 

농식품 시장에 대해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TRQ)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 농산물 시장에 대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4. 자료 관련 불확실성

  OECD-FAO 농업전망은 국가별 통계, FAO 등 국제기구의 자료, 민간 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선진국에 대한 자료는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있으며 일부 과거 

자료의 경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과거 자료가 정기적으로 수정될 경우가 있지만 

이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자료 개정은 특별히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중국 

총조사에 근거하여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농산물 생산에 대해 2007년까지 자료를 수정하였

고 어업부문의 경우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료를 수정하였다. 수정판은 중국의 곡물 

생산이 지난 10년간 기존판 보다 훨씬 많았음을 제시하고 있다. 옥수수의 경우 누적 수정량

이 총 2억 6,600만 톤에 달한다. 이에 반해 축산물의 경우 기존 자료 대비 약 15% 낮게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생산량이 어디에 소비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소비되지 

않고 저장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누가 이를 저장하고 있으며 어디에 저장되었는지 확인되

지 않는다. 재고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는 외부 충격에 대한 세계 농산물 시장의 회복력

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중국 통계 개정은 이러한 재고량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며 전반적인 세계 농산물 시장의 투명성에 의문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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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중남미 농업의 성과와 전망

윤 영 석 * 1)

1. 개요

  34개국이 포함된 중남미(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AC)는 미주대륙의 북미지역

인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중미, 카리브 및 남미지역의 총칭하는 지역으로 2018년 현재 

총면적은 20억 헥타르로 세계 면적의 15%를 차지하며, 인구는 6억 5,700만 명으로 헥타르 

당 0.34명이 거주하여 인구밀도가 낮다. 이 지역은 이용 가능한 토지의 38%가 농지(경작지 

9.5%, 목초지 28.5%)이며, 그밖에 46%가 산림으로 덮여 있다. 한편, 이 지역은 광범위한 

위도 범위와 다양한 지형 및 풍부한 생물다양성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하고 복잡한 농업

시스템 중 하나로 꼽힌다.

  농업은 중남미지역의 중요한 경제활동부문 중 하나로, 2015-17년 연평균 농업생산액은 

동기간 연평균 국내총생산의 4.7%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액 비중은 전통적

인 경제 발전 추세에 따라 1996-98년 수치와 비교하여 1.4%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아르헨티

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지역 국가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국가별로 에콰도르

(10%), 과테말라(13.6%), 가이아나(20.2%) 등은 국내총생산에서 농업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리즈, 볼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아이티, 파라과이 등 

중남미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농업은 여전히 국내총생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 중남미지역의 농림수산업은 지난 20년간 전체 경제 성장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 연평균 2.7%(2010년 달러 기준)가량 성장해왔지만, 전체 산업과의 성장률 격차로 

 * 강원대학교 박사과정 (magicoby21@nate.com). 본고는 OECD와 FAO가 발간한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9-2028’에서 중남미 농업에 대한 내용을 번역·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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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에서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 같은 성장 속도는 OECD 국가(1.2%)와 비교하여 

상당히 빠르지만, 더욱 역동적 지역에 해당하는 남아시아(3.1%),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3.7%)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4.6%)의 연평균 성장률보다는 느린 편이다.

  중남미지역은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콩, 

돼지고기, 옥수수, 가금육, 동물 사료, 설탕, 커피 그리고 과일 및 채소의 주요 수출국이다. 

중남미지역에서 브라질은 가장 큰 농산물 수출국(2017년 793억 달러)이며, 다음으로 아르헨

티나(350억 달러), 멕시코(325억 달러), 칠레(170억 달러), 에콰도르(104억 달러), 페루(88억 

달러) 순이다. 세계적으로 멕시코를 포함한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옥수수, 콩, 유제품, 돼지

고기, 가금육 등 일부 품목에서 주요 농산물 수입국으로 분류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남미지역의 농산물 무역은 흑자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1,043억 

달러에 이르렀다. 

2. 성과 

2.1. 생산성 향상

  중남미지역은 지난 20여 년간 상당한 수준의 농업 생산 증가를 경험하였으며, 이 결과는 

재배면적 증가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기인하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브라질은 1991-2015

년간 연평균 4.1%로 성장하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농업 성장국 중 하나로 자리매

김하였다. 반면에 남부원추지역과 안데스지역의 농업은 2.8%, 중미 지역은 2.5%, 카리브지

역은 연평균 1.0%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1)

  중남미지역의 농업 총요소생산성(TFP)은 1991-15년간 세계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동북아시아 지역보다는 

1.3%포인트 낮았다. 농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이 지역 내에서 고르지 않았다. 카리브지역

의 농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반면에 브라질의 성장률

(3.0%)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동북아시아지역(3.4%)을 제외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1) 안데스 지역은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중앙아메리카 지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

라과, 파나마, 카리브 지역은 벨리즈,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자메이카, 

그레나다,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 토바고, 남부 원추지역은 아르헨티

나,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등이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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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농업 총요소생산성(TFP) 성장률, 1991-2015

주: 브라질은 프랑스령 가이아나, 가이아나, 수리남을 포함함.

자료: OECD-FAO(2019), p.59.

  한편, 브라질 내에서도 농업 생산성 성장은 농장 규모, 전문화 정도 및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브라질에서 500헥타르 이상의 대형 농장과 5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농장은 

1985-2006년간 높은 수준의 총요소생산성 성장을 보인 반면, 중규모 농장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 농장의 전문화 정도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성장 차이도 나타났으며, 

지역 간에도 차이는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북동부지역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5-20헥타르 규모의 농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동부 지역에서는 500헥타르 이상의 

대형 농장이 가장 높은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을 기록하였다(Arias et al., 2017).

  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투자는 중남미 농업의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출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변동이 심하였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추세로 나타났다. 2013년까지 이 지역은 농업 연구개발에 51억 달러

(2011 구매력지수 가격 기준)를 지출하였으며, 이 중 브라질의 총지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Stads et al., 2016). 

  정부 산하 농업연구기관들은 때로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정부 

지출을 운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큰 농업연구기

관인 브라질의 농업연구청(Brazilian Agricultural Research Corporation)은 브라질 중서부의 

세라도지역에서 면화, 콩, 옥수수 재배 및 육우 사육을 위해 기술(질소고정2), 무경운재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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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및 가축 품종을 해외로부터 도입하고 현지 환경에 맞게 개량하였다(OECD/FAO 2015). 

아르헨티나에서는 농업기술협회(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Agropecuaria)가 종자 

육종, 직파법, 잡초 방제 등을 민간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팜파스 내외 지역에 

보급하여 대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Bisang, Anlló and Campi 2015). 한편, 칠레의 

농업연구소(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가 실시한 연구는 칠레의 농산물 수출 증대를 

견인하였다. 이 기관이 새롭게 도입 및 보급한 견과류 품종으로 칠레의 견과류 수출은 2001

년에서 2011년까지 10년 동안 1000% 가까이 증가하는 쾌거를 기록하였다. 또한 칠레 농업

연구소는 20년 전만 해도 실질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과수인 블루베리를 도입하여 오늘날 

칠레는 남반구에서 중요한 블루베리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되었다(INIA 2014).

  농업 생산성은 또한 인적 및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부터 수혜를 받아 왔다. 정보 기술의 

급속한 성장은 경영기법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기술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되었다. 한편, 강한 조직력을 통해 농부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중남미지역에는 3만 3,000개가 넘는 농업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다양한 농민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커피재배

자협회(Federación Nacional de Cafeteros)는 여러 나라에서 마케팅 캠페인 수행 및 커피를 

직접 거래하며, 회원인 농업인들을 위한 연구와 기술 이전을 실행하고 있다. 퀴노아 수출 

호황은 볼리비아의 'ANAPQUI', 'APQUISA'와 같은 퀴노아 생산자협회와 페루의 다양한 

퀴노아 협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중남미 가금

류 생산자협회는 기술 및 과학위원회를 통해 가금류 질병 예방, 통제 및 제거 계획뿐만 

아니라 가금류 협회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2. 농업생산 구조 변화

  중남미의 목초지 면적은 2000년 이래로 5억 7,000만 헥타르로 변동이 거의 없었던 반면, 

2018년 농경지 면적은 2000년 대비 1.2% 증가한 1억 8,800만 헥타르를 기록하였다. 브라질만 

해도 지난 30년 동안 수확 면적이 5,570만 헥타르가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2) 질소고정은 세균, 뿌리 혹 박테리아, 녹조류 등에 의해 대기 중의 질소(N)가 질소 화합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함.

 3) 무경운재배는 토양을 갈지 않고 그대로 작물을 파종하여 재배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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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수확 면적 증가분의 대략 3분의 1은 곡물, 유지 종자, 대두의 면적 증가 때문에 

발생하였다. 동기간 남미공동시장(MERCOSUR)4) 국가들에서 수확된 유지종자(특히 대두)는 

상당히 증가했지만, 볼리비아를 제외한 안데스 국가들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 칠레에서는 지속해서 감소하였다. 대조적으로, 과일과 채소는 중앙아메리

카, 멕시코, 칠레에서 중요한 농업 생산품목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림 2>  중남미지역 곡물과 대두의 수확 면적

a) 중남미 전체 수확면적(1980-2017) b) 중남미 지역별 수확면적 비중(1980-2017)

      곡물     대두  아르헨티나     브라질     기타 남부지역

자료: OECD-FAO(2019), p.61.

  육우 사육 규모는 카리브지역, 중미와 멕시코, 우루과이와 안데스지역 국가들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더딘 속도로 성장했지만, 브라질과 파라과이에서는 매우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브라질에서 육우 사육 규모는 1980-82년 2억 9,300만 마리에서 2015-17년 

4억 1,400만 마리로 41.3% 성장하였으며, 중남미지역 전체 육우 사육에서 차지하는 브라질

의 비중은 1980-82년 42%에서 2015-2017년 53%로 11%포인트 증가하였다. 

  가금류 사육은 지역 내 및 해외 수요 증가로 다른 육류와 비교하여 비교적 좋은 가격이 

지지됨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하였다. 가금류 사육은 지난 30년 동안 남미공동시장과 중미 

국가에서 세 배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안데스 국가들과 카리브지역에서는 세 배 이상 증가하

였다. 육우 사육과는 대조적으로, 가금류 사육은 지역적으로 고르게 성장하였다. 실제로 

 4)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은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개국이며, 칠레와 볼리비아가 준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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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82년에서 2015-17년 기간 동안 브라질의 가금류 사육은 세 배로 증가하였으나, 중남

미지역 전체 가금류 사육 중 브라질의 점유율은 4%포인트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여전히 중남미지역 전체 가금류 사육의 40%를 담당하는 주요 가금류 사육국이다. 

동 기간 안데스 국가들의 가금류 사육 점유율은 볼리비아의 급격한 가급류 사육 증가로 

6%포인트 증가하였다. 볼리비아는 대두 재배면적 확대로 가금류 사료를 다른 중남미 국가들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오고 있다.

<그림 3>  중남미지역별 가축사육 규모

 남미공동시장     안데스 지역     중미 지역     카리브 지역   ◆ 가축사육 규모(우축)

자료: OECD-FAO(2019), p.62.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베네수엘라에서는 토지 집중이 기록된 반면 중남

미의 농지 구조 변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두 가지 대조적인 현상을 보여 왔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에서는 농지 집중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의 국가에서는 농지 분열 현상이 

나타났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농장 규모는 지난 20년간 평균 20% 이상 증가하였고 

파라과이에서는 40% 가까이 확대되었다. 반면 니카라과(2001년-2011년), 엘살바도르(1971

년-2007년)는 농장 규모가 평균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가별 

규모의 경제, 상속, 도시화, 토지시장 발전 차이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농지 집중 현상과 더불어 비교적 최근의 현상은 농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남미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유입되었다. 예를 들어,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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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아르헨티나 투자자들은 볼리비아에서 대두, 가축,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브라질 

투자자들은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파라과이, 콜롬비아, 우루과이에서도 토지를 인수하였고, 

멕시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투자자들은 니카라과에서 산림, 육우, 쌀, 사탕수수, 감귤류 

및 야자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농지 임대와 농지의 외국인 소유 증가는 농지 운영을 수천 

헥타르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지역의 농지 구조 변화를 발생시켰다. 

2.3. 농촌 인구, 농촌 빈곤, 식량 안보 

  중남미의 농산업 호황은 농촌에서 도시로 또는 지역 내 외부 국가로의 이주를 감소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 지역의 농촌 인구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성장을 멈췄으며, 그 

이후에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농촌 인구인 1억 2,600만 명은 1970년대 중반에 기록

한 농촌 인구수와 비슷한 수치이다. 중남미지역은 도시발전으로 점점 더 도시화되었고, 

2017년 현재 인구의 80.4%인 6억 4,400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여성보다 

더 많은 남성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가구주가 여성인 농가는 2002-2014년 

기간 간 40% 증가하였다.

  중남미지역은 지난 25년(1990-2014년)간 농촌 빈곤이 20%포인트 가량 감소되었다. 브라

질(1990-2014년 42%포인트), 에콰도르(2000-2014년 39%포인트), 칠레(1990- 2013년 32%

포인트), 페루(1997-2014년 27%포인트) 등 일부 국가에서는 농촌 빈곤이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경제성장,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 그리고 2015년까지 중남

미 인구의 약 5분의 1에 혜택이 주어지는 조건부 현금 이체 프로그램인 사회 보호 프로그램

의 구현은 농촌 빈곤 완화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다(FAO 2018).

  그러나 농촌과 도시 빈곤 격차 해소를 포함한 이러한 빈곤 완화 추세는 2014-2016년 

정체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역전되었다. 또한 중남미지역에서는 많은 성 불평등 문제가 

존재하고 인종적으로 토착민과 아프리카계 후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등 사회보장, 

주거의 질 및 교육수준의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농업과 식량 과잉생산 

지역인 중남미는 3년 연속 식량 불안 인구가 증가하였다(FAO et al., 2018).

  식량의 물리적 접근성보다는 가난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질 낮은 식품이 지역의 식량안

보를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과체중과 비만은 중남미지역사회에서 점차 공공의 건강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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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중남미지역 인구의 5분의 1이 비만으로 간주되며, 비만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만 확산은 저소득층, 여성, 토착민, 아프리카계 후손 및 일부 

경우 어린이들에게 주로 나타나고 있다.

3. 중기 전망

  중남미지역 농산물 시장에 대해 전망은 앞 절에서 설명한 구조적 결정요인을 반영하였다. 

전망 결과는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자원환경 관리 및 농업 성장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적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1. 수요

  중남미 농산물 및 식품 수요는 주로 지역 내 주요 시장의 인구 및 소득 증가로 인해 

결정된다. 6억 5,660만 명의 중남미지역 인구는 남아메리카 지역에 전체인구의 65.6%가 

분포하며,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에 27.6%, 카리브 지역에 나머지 6.7%가 거주한다. 1995년 

여성 1인당 3.06명이었던 이 지역의 출산율은 최근 2.1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민 등 해외

로 순이동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인구 성장은 감소해왔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선진국으로의 이민은 11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최근 몇 년간 

매년 35만 명이 지역 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실정이다. 이 지역의 연간 평균 인구증가율은 

지난 20년간 1.3%에서 향후 10년간 0.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경제 대국이자 

인구가 가장 많은 브라질5)의 인구 성장은 지난 20년 동안 1.1%이었지만 향후 10년간 매해 

절반씩 감소해 0.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1억 3,200만 명)도 인구 증가율이 

1995-2018년 1.4%에서 2019-2028년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중남미지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되며, 이 수치는 OECD 국가보다 0.3%포인트 높은 성장률이다. 이 결과는 중남미지역 농산

물 및 식품 수요의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5) 브라질의 인구는 2019년 2억 1,200만 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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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또 국내적으로는 옥수수, 밀, 쌀, 콩 등의 섬유질 식품에 비해 

과일, 채소, 육류, 유제품, 생선 등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버터의 경우 1.2%, 신선 유제품은 1.4%, 전지분유는 1.8%, 치즈는 2.0%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쇠고기, 송아지 고기, 돼지고기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약 10% 증가

할 것이며, 어류는 약 12%, 가금류는 거의 15%가량 소비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8년쯤 가금류 소비량은 연간 34.2kg으로 전체 육류 소비량의 42.1%를 차지할 것으

로 보이며, 이는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여 14.8%포인트 높은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육류 

간의 대체에 상당히 유연한 이 지역 소비자들이 다른 고기에 비해 유독 가금육을 선호한다는 

소비자 특성에 기인한 결과이다.

  바이오연료(주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는 지난 20년간 중남미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농산물 수요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에서의 에탄올 생산은 특히 역동적이어서 연평균 5.3%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10년 동안 바이오 연료는 농산물의 수요증가에서 비교적 작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중남미 지역의 1인당 육류 소비량 전망

 쇠고기 및 송아지 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어류

자료: OECD-FAO(2019), p.69.

  중남미지역에서 바이오디젤과 에탄올 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10년 10.8%, 7.2%

에서 향후 10년 각각 1.6%와 1.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바이오 연료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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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은 향후 바이오 연료 수요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및 멕시코에서 최근에 시행된 의무 혼합비율과 같은 정책은 바이오 연료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지만, 혼합비율 제거를 고려하는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의 정책은 바이오 

연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남미지역에서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역상대

국이 다변화되어 있거나 식품 수요가 계속 역동적인 국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도, 중국)

로의 수출 기회를 보다 더 활용 가능한 국가들은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 위안화와 인도 루피화의 인식이 높아지면 중남미 농산물 수출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6) 

<그림 5>  중남미지역의 상품군별 연평균 수요 성장률 전망

  원인: 1인당 소비 증가     원인: 인구 증가

자료: OECD-FAO(2019), p.70.

3.2. 생산

3.2.1. 곡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중남미지역의 주요 곡물 생산국이다. 두 나라는 2016-18년 이 

지역 조곡 및 쌀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옥수수 생산의 75.1%와 밀 생산량의 

77.8%를 담당하였다. 멕시코는 옥수수가 주식이지만, 지난 20년 동안 중남미지역 전체 옥수수 

 6) 아그링크-코시모(Aglink-Cosimo) 모델 거시경제 예측은 2028년까지 위안화의 11.2%, 루피화의 22.7%가 하락할 것으로 

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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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에서 멕시코의 비중은 2016-18년 현재 15.2%로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하였다. 멕시

코의 조곡(주로 수수) 생산도 상황이 비슷하여, 중남미지역 전체 조곡 생산에서 멕시코의 

비중은 42.9%에서 31.2%로 11.7%포인트 하락하였다. 

  곡물 생산의 성장률은 향후 10년 동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지난 20년 동안 관측된 성장률의 약 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에 이르러 중남미지역은 옥수수 2만 3,350만 톤(세계 총량의 18%), 조곡 2,210만 톤(세계 

총량의 3%)과 쌀 2,140만 톤(세계 총량의 4%) 그리고 밀 3,730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림 6>  중남미지역의 곡물 생산 전망

 생산    ◆ 세계 생산에서 비중(우축)

자료: OECD-FAO(2019), p.71.

  남아메리카에서 대두 생산은 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농지 확대가 기반이 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등에서 급격한 성장 폭을 기록하였다. 이들 국가는 대두 재배

면적을 1995-97년부터 2015-2017년 동안 각각 1,270만 헥타르, 2,200만 헥타르, 260만 

헥타르를 늘려 재배하였으며, 이 결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의 전체 대두 생산량은 

동 기간 300%가량 증가하였다. 이 세 나라는 현재 중남미지역의 전체 대두 생산량의 96.6%

를 차지하고 있다. 대두 생산량은 목초지 축소에 따른 대두 재배면적 증가로 향후 10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지역의 연평균 대두 생산 증가율은 지난 20년간 

6.9%에서 향후 10년간 2.8%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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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중남미지역의 대두 생산 전망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기타 중남미 지역

자료: OECD-FAO(2019), p.72.

3.2.2. 면화

  면화 생산량은 지난 20년 동안 중남미지역에서 두 배로 증가하였다. 브라질은 2016-18년 

이 지역 전체 면화 생산량의 78.4%를 차지하며 면화생산을 주도하였으며, 멕시코의 비중은 

2000-02년 5.8%에서 2016-18년 11%로, 아르헨티나는 8.8%로 점유율을 간신히 높였다. 

브라질은 전 세계 면화 생산량의 약 6%를 담당하는 세계 5위의 면화 생산국이며, 수출은 

전 세계 수출의 약 10%를 차지한다. 

  향후 10년간 중남미지역의 면화 생산량은 섬유에 대한 수요증가와 밀, 콩, 쌀, 옥수수, 

사탕수수와 같은 경쟁 농작물과 비교하여 최근 상대적으로 좋은 면화가격 상승에 힘입어 

연평균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지난 20년 동안의 성장률보다 

3.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편, 세계 면화 수출에서 브라질의 비중은 2028년에 이르러 

14.7%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3.2.3. 설탕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중남미지역 국가에서도 1인당 설탕 소비량은 계속 증가

할 것이며,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가공식품 수요 증가로 설탕 생산이 촉진되어 향후 10년

간 이 지역의 설탕 생산은 연평균 2.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2028년

에 중남미 전체 설탕 생산량의 62.4%의 점유하여 이 지역의 주요 설탕 생산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뒤를 중미와 카리브지역 국가(전체 생산량의 13.6%), 멕시코가 이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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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러나 15년 연속 세계 주요 설탕 생산국이었던 브라질은 2019년에 이르러 인도보

다 생산이 뒤쳐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브라질이 사탕수수를 에탄올 생산으로 전환함에 

따른 영향일 것이다.

3.2.4. 커피

  브라질은 세계 최고의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콜롬비아, 온두라스, 페루, 멕시코도 

세계 10대 커피 생산국이다. 중남미 지역의 커피 수확면적을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브라질

의 커피 수확 면적은 비교적 현상을 유지한 반면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각각 6.0%, 9.8% 

감소하였다. 반면 온두라스와 페루는 수확 면적이 2배 이상 늘었다. 이 지역의 이러한 수확 

면적 변화는 수출시장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바꾸었다. 

  브라질은 지난 20년간 수출시장 점유율이 23%에서 29%로 늘어난 반면 콜롬비아는 17%에

서 9%로 8%포인트 가량 축소되었다. 멕시코는 지난 20년 전까지 세계 커피 수출의 5%를 

차지하였지만, 현재는 순 수출국 지위를 잃은 상태이다. 과테말라는 3%의 시장점유율로 

주요 커피 수출국 중 하나이며, 온두라스와 페루도 각각 4%와 3%의 수출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아시아 수출국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세계 커피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

을 지속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남미 커피 생산국은 

커피 생산에 치명적인 커피 잎 녹병균과 같은 해충 및 질병의 확산을 촉진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Sänger 2018).

3.2.5. 과일 및 채소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뒷받침된 과일 및 채소류의 중남미지역 생산과 수출은 미국과 캐나

다 시장을 대부분 의존하며,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북미 지역의 

주요 과일 및 채소류 공급국이었지만, 중미 국가들과 칠레는 미국과의 FTA 이후 미국의 

겨울 과일 및 채소류 수입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공급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7년 멕시

코, 페루, 과테말라, 코스타리카는 미국 전체 신선 채소류 수입의 75.4%를 차지하였다. 신선 

과일의 경우, 중남미 9개국이 미국 전체 신선 과일 수입의 92.3%를 담당하며,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이 주요 공급처이다. 지난 20년간 멕시코의 과일 및 채소의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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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26.2% 증가하여 2015-17년 190만 헥타르를 기록하였으며, 칠레와 중미 지역도 각각 

42.2%, 45.8% 확대되었다. 

 이 지역의 전통적인 과일 및 채소류의 생산과 수출(멕시코의 토마토와 아보카도, 칠레의 

포도 및 복숭아, 중미의 바나나 및 파인애플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성장 품목도 

칠레의 체리와 크랜베리, 중미의 칠리, 후추, 가지, 멕시코의 블루베리와 라즈베리로 확대되

었다. 중남미 국가들은 향후에도 생육에 유리한 기후 조건과 노동 집약적인 생산 구조를 

기반으로 과일 및 채소류 생산에서 비교 우위를 지속해서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저장 기술, 인프라 및 생산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2.6. 축산

  가축 생산도 중남미지역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지난 20년간 소고기 생산은 33%, 돼지고기 

생산은 111%, 가금류는 302%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농산물 생산 증대, 육우 및 돼지의 

사육규모 확대와 축산 분야의 기술혁신에 의한 결과이다. 소고기와 송아지 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지난 20년간 1.4%에 비해 향후 10년간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다른 육류품목과 마찬가지로 1인당 소비 증가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이 지역의 주요 쇠고기 생산국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28년까지 중남미 

전체 쇠고기 생산량의 56.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돼지고기와 가금류 생산은 

향후 10년 동안 매년 2.2%씩 증가하여 쇠고기보다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중남미지역의 축산물 생산 전망

 브라질     기타 중남미 지역 국가

자료: OECD-FAO(2019),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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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유제품

  신선 유제품 생산은 향후 10년 내 회복세가 예상되며, 내수 강세의 결과로 지난 20년보다 

0.6%포인트 높은 연 1.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 유제품 생산 증가는 

주로 남부원추 지역 국가들과 브라질에서 비롯될 것이며, 나머지 기타지역에서는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버터 생산량도 향후 10년 동안 현재와 동일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지

만, 치즈 생산량은 연평균 1.2%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전지

분유 생산량은 향후 10년 동안 매년 약 3%씩 성장하여 과거에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전지분유를 제외한 유제품 순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3. 무역

  지난 20여 년간 세계농산물 교역량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들보다 농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이 지역의 농산물 무역 흑자는 1996-98

년 120억 달러에서 2016-18년 54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6년 173억 달러), 동남아시아(2016년 716억 달러)가 기록한 농업 무역적자와 비교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콩, 옥수수, 식물성 기름, 설탕, 가금류, 쇠고기의 세계적인 수출국으

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중남미지역에서 수출 비중이 특히 높은 농산물은 유지종

자(46%), 밀(48%), 설탕(56%)이다.

<그림 9>  중남미지역의 농산물 무역수지 전망

 중남미 지역     중미 및 카리브 지역    남미 지역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자료: OECD-FAO(2019),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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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은 2017년 농산물 수출액이 793억 달러로 세계 3위의 농산물 수출 대국으로 자리매

김하였으며, 아르헨티나는 350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하여 세계 10위를 차지하였다. 칠레

의 농산물 수출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비하여 수출액 수준이 상당히 낮지만 지난 2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베리, 사과, 복숭아, 자두, 가금류, 연어 같은 제품들은 꾸준히 

대상 수출지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중미와 멕시코의 과일(아보카도 포함) 및 야채류, 커피 

수출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16년 멕시코는 거의 40년 동안 지속된 농식품 무역적자

(1985-87년 멕시코 위기 때를 제외하고)를 겪어왔지만, 미국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주요 

수출국이 되었다. 향후 10년간 중남미지역의 설탕 수출은 6.9%, 밀과 쌀은 각각 23.1%, 

24.0%, 식물성 유지는 4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지역은 또한 세계적인 주요 축산물 공급국으로 부상하였다. 축산물 생산과 육류 

수출은 1995-97년 120만 톤에서 2016-18년 320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가금류 

수출은 639% 증가해 2016-18년 470만 톤에 이르렀다. 1990년대 중반까지 경미 하였던 

돼지고기 수출은 거의 12배 증가해 2016-18년에는 100만 톤에 육박한다. 중남미 전체 축산

물 수출에서 브라질의 비중은 쇠고기 45%, 돼지고기 65%, 가금류 91.6%로 이 지역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는 수출액 수출이 브라질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중남미지역의 주요 육류수출국으로 브라질을 뒤따르고 있다. 

  향후 10년간 육류 수출 증가율은 돼지고기와 가금류의 경우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율에서 

각각 2%와 2.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쇠고기 수출도 연평균 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8년 연말까지 중남미지역의 쇠고기 수출은 57%, 돼지고기 수출은 

33%, 가금류는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중남미지역의 국내 생산대비 수출 비중 전망

 2006-08     2016-18     2028

자료: OECD-FAO(2019),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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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지역의 과일 및 야채류 수출은 2015-17년간 거의 300억 달러에 도달하며 큰 폭으

로 성장하였다. 2002-04년과 2015-17년 동안 중미의 과일 및 채소류 수출은 3배로 늘었고, 

같은 기간 멕시코는 244.5%, 남미지역은 281.2%, 카리브지역은 15배 증가하였다.

  중남미지역의 멕시코(콩, 유제품, 옥수수, 돼지고기 및 가금류)와 브라질(밀)과 같은 일부 

국가는 특정 농산물의 세계적인 수입국으로서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을 제외하고 중남미지역 국가 대부분은 종종 이 지역 내에서 공급되는 

곡물의 순 수입국이 된다. 이들 국가의 농업 및 식품 수입은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중남미지역의 밀 수입은 2028년까지 350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옥수수 수입은 거의 700만 톤이 증가하여 2028년에는 4,030만 톤을 기록할 것으

로 보인다. 멕시코는 중남미 전체 옥수수 수입의 41% 차지하며, 콜롬비아와 페루는 각각 

15%, 10%의 비중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브라질은 밀을 2028년에 660만 톤 가까

이 수입하여 중남미 전체 밀 수입의 25.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  중남미지역의 곡물 무역수지 전망

 2006-08     2016-18     2028

자료: OECD-FAO(2019), p.82.

  지난 20년간 중남미지역에서 중요한 무역 흐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은 이 지역 농산물 수출의 중요 목표시장이 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데스산 농수산물 수출은 4배 증가하였고, 남미공동시장의 수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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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배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은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제치고 

남미공동시장의 농수산물 주요 수출지가 되었다. 

  북미(미국과 캐나다) 지역은 대부분의 중남미지역의 확실한 농수산물 수출시장으로 성장

하였으며, 특히 카리브 지역에는 인접성과 우선적 접근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북미에 대한 멕시코의 농수산물 수출은 지난 20년간 352.3% 

증가하였으며, 멕시코의 전체 농수산물 수출에서 이 지역의 점유율은 약 80%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역 간 무역도 더욱 관련이 깊어졌다. 안데스 국가들은 지난 20년간 중남미지역으로 

농수산물 교역을 2.7%포인트 증가시켰고, 카리브 지역 국가들은 3.5%포인트, 중미 국가들은 

11.6%포인트 확대시켰다. 실제로 2015-17년까지 중남미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20.5%가 

이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그림 12>.

<그림 12>  중남미지역의 농수산물 수출의 목적지

북아메리카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 내 무역   기타 중남미  

 기타 지역      동아시아와 태평양   남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 전세계 (우축)

주: 대상지역은 세계은행의 정의에 따름. 북아메리카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버뮤다로 구성되어 있음. 지역간 무역

(Intra-regional trade)은 x축에 정의된 지역 내 거래를 말함. "기타 중남미"는 x축에 정의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중남

미지역임. 

자료: (UN 통계부(UNSD), 2019[32]. OECD-FAO(2019),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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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에서 관찰된 농산물 무역의 역동성은 부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중남미지

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카리브지역, 안데스 지역, 남미공동

시장, 중미지역 국가들은 다양한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는 지역 내 경제 통합 노력 외에도, 

70여개 이상의 내·외 지역과 FTA를 체결해 왔다. 예를 들어 칠레와 멕시코는 지역 내 대부분

의 국가,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중국, 일본(칠레의 경우)을 포함한 몇몇 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중남미지역의 농산물 수출 전망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증가세

는 둔화될 것이고, 보호주의 정책의 위험으로 인해 농산물 무역의 둔화정도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최근에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중남

미 국가들의 농산물 무역 흐름의 수준과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CPTPP 협정은 멕시코, 페루, 칠레에 자국 농산물을 일본, 베트

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협정 참여국으로 수출할 기회를 열어주었다. 반면 만약 

이전의 TPP를 철회한 미국이 이 협정에 가입한다면, 아시아 국가의 대두, 육류, 설탕, 유제

품, 야채류 등의 농산물 무역에서 중남미 국가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유럽연합과 미국의 궁극적인 대서양 횡단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에 따른 농업과 식품의 

수입 관세 인하도 이와 유사한 무역 흐름 전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남미지역 

국가들은 역동적인 FTA 환경 하에서 농업의 비교우위를 활용하기 위한 무역 정책과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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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1.1. 아프리카돼지열병(ASF)1)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은 출혈열의 특징을 갖고 바이러스의 

병원성이 다양하며 병원성에 따라 이병율과 치사율이 달라지기는 하나 급성형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100%에 달하며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성 돼지 질병이다. 소규모 농가에서 대규모 

농장에 이르는 양돈 산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발생 국가에서 식량 안정성 확보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갖는 질병이다. 또한 이 질병은 신속히 국제적으로 전파하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 간 전파 동물 질병 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

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경기 파주와 연천에서 두건의 발생이 보고된 바 있다. 

  현재까지 ASF에 대한 치료법 및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1.2.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현황

  농식품부는 2019년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은 총 43개국으로 유럽 12개국, 

아프리카 28개국, 아시아 3개국이라 발표했지만<표 1>. 대한한돈협회의 2019년 6월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에 ASF 발생국으로 중국, 베트남, 북한 이외에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가 추가로 포함된다고 한다<그림 1, 그림 2>.

 * 대한한돈협회 부장, 농학박사 (bluebeau@hanmail.net)

 1)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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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현황

아프리카

돼지열병

(43개국)

아시아

(5개국)
중국, 베트남, 북한, 필리핀, 대한민국

아프리카

(28개국)

가나,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

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

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

(12개국)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

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그림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자료: 대한한돈협회(2019.6.3. 기준).

  2018년 11월 16일, 중국 백산시(북한 백두산 인접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V 항원이 검출됨

에 따라 북한을 통해 유입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을 ASF 위험국

으로 발표하였다. 결국, 북한은 2019년 5월 30일 자강도 양돈장에서 ASF가 첫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언론 등에서는 백두대간, 철책이 없는 강과 바다, 도로 등을 통해 남한으

로 야생멧돼지를 통해 ASF가 전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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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 주변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구분 계 북한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발생현황 2,974 1 142 11 2,806 7 7

  

               북한                               중국                                몽골                     베트남·카오스·라오스

자료: 대한한돈협회(2019.6.3 기준). 

<그림 3>  2019년 1월 17일 OBS 뉴스 발췌 내용

※ 1/17일자 OBS 뉴스 중 발췌 내용

“북한과 비무장지대를 통한 유입 문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 특히 백두대간의 경우 야생멧돼지 이동에 따른 전파 

우려가 큽니다. 접경지역은 물론 영·호남까지 뻗어있기 때

문입니다.”

자료: OBS 뉴스(2019.1.17.).

1.3.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전파 이유

1.3.1.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

  유럽식약처(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의 ASF 감염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송 및 선적, 이동에 따른 감염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가 35%로 뒤를 이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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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벨기에 163 417

체코 202 28

에스토니아 41 723 1052 637 234 45

헝가리 138 586

폴란드 30 53 80 741 2,443 937

불가리아 5 11

라트비아 148 752 865 947 685 125

ASF 바이러스 이동의 요인들
발생건수 %

감염된 돼지 판매

방사사육 감염 인근 농가

사람에 의한 감염

수송 및 선적, 이동 중의 접촉

야생멧돼지로 인한 감염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

not established

합  계

1

5

1

108

4

100

65

284

0.3

1.7

0.3

38

1.4

35

23

100

<표 2>  러시아의 ASF 감염 요인 통계적 분석 결과

자료:  EFSA(2013).

  남은음식물 특히 항공기나 선박의 주방 쓰레기에서 유래한 음식물 쓰레기는 ASF의 국제 

전파에서 감염원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감염된 돼지고기를 대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파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까지 ASF 발생의 대부분의 원인으로 추정

되고 있다. 남은음식물 사료의 급여 금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1.3.2. 야생멧돼지의 이동

  남은음식물 급여와 함께 전파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감염

이다. ASF가 발생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은 2014년 264건에서 

2019년에는 2,510건으로 조사되고 있다<표 3>. 일반 농가에서의 발생 건수는 2014년 40건

에서 2019년 82건에 불과하다<표 4>.

<표 3>  EU 야생멧돼지 ASF 발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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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리투아니아 45 111 303 1,328 1,446 182

루마니아 182 207

합계 264 1,639 2,300 3,855 5,321 2,510

자료: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2019).

<표 4>  EU 돼지농가 ASF 발생상황

국가/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18 6 3

헝가리

폴란드 2 1 20 81 109 1

불가리아 1

라트비아 32 10 3 8 10

리투아니아 6 13 19 30 51

루마니아 2 1,164 81

합계 40 42 48 124 1,335 82

자료: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2019).

  유럽의 경우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감염비중이 크다보니 현재 유럽 양돈 밀집 지역인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폴란드를 ASF 차단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많은 자금과 인력

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야생 멧돼지 컨트롤을 위한 장벽이다<표 5>. ASF의 임상증상

은 급성으로 나타나므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장거리를 이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

를 뛰어넘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ASF에 감염된 EU 회원국들은 ASF 감염상태에 따라 Area Ⅰ, Area Ⅱ, Area Ⅲ, Area 

Ⅳ로 지역화(regionalisation)가 되어있다(EU 2017). Area Ⅳ는 ASF가 사육돼지와 야생멧돼

지에서 발생하고, 풍토병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고, Area Ⅲ는 ASF가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는 발생했지만 풍토병으로는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AreaⅡ는 ASF가 

야생멧돼지에서만 발생한 지역을 말하고, AreaⅠ은 ASF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보다 집중

적인 예찰이 수행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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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EU 국가별 장벽설치 및 효과 

국가 장벽 효과

폴란드

구소련 시절에 설치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오래된 장벽
평가 예정

이미 폴란드에 전파됨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의 경계에 길이 1,236km

의 새로운 장벽 건설 중

평가 예정

리투아니아 화학적인(냄새) 장벽 - 300km
효과적이지 못함

ASF 전파됨

덴마크 독일과의 70km 국경에 장벽 건설 중 평가 예정

체코공화국 발생지역 32km에 10개의 전기 장벽과 22km의 냄새 장벽 장벽 밖 소수의 ASF 발생 사례

자료: 오유식(2018). 

2. 국가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대처

2.1. EU

2.1.1. 폴란드

  폴란드는 2014년 2월 첫 ASF가 발생한 이후 양돈장에서 49건, 야생멧돼지에서 380건의 

ASF 발생이 보고되었다. ASF는 대부분 야생멧돼지가 많은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에서 발생

하였다(오유식 2018). 이에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경계에 729km의 장벽(울타리)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울타리의 건설비용에 약 2,700만 달러(약 324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2. 체코공화국

  체코공화국은 2014년부터 주변국에서 ASF가 발생하자 영토내에서 발견된 모든 야생멧돼

지 사체에 대하여 ASF 검사를 실시하였다<표 6>. 전국적인 ASF 모니터링은 체코공화국에서 

ASF를 조기 검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수의행정청(SVA)에 의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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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4~2018년 체코공화국 전역에서 발견·검사된 야생멧돼지 사체의 수

단위: 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7.31)

검사

두수

양성

두수
243 0 348 0 404 0 1,622 191 986 21

자료: 대한한돈협회(2019).

  수의행정청(SVA)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사육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를 금지

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도 미끼 이외의 먹이급여를 금지하는 한편 지금까지는 금지되어

왔던 사냥방법의 허용을 통해 모든 연령의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수렵을 허가하고 

있다(감염지역 제외). 

  2018년 7월부터 비감염지역에서 사냥된 모든 야생멧돼지는 1만 7,922두로 전 두수에 

대해 ASF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야생멧돼지 수렵자와 사체 발견자에 

대해 2,000코루나(약 10만 원)를 보상하고 있다. 

  감염지역 내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도 차단방역 규정을 준수하는 훈련된 사냥꾼들을 동원

해 수렵활동 및 야생멧돼지 사체 탐색을 펼치고 있다. 2018년 3~4월 사이 집중 탐색기간 

동안 2~6개월령 사체 56건이 발견되었고, 이중 10건이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발견된 사체와 

사냥된 야생멧돼지는 모두 검사 후 렌더링 공장에서 폐기되고 있다. 감염지역 내 야생멧돼지 

사체 발견자에 대해서는 5,000코루나(약 25만 원)를, 수렵자에게는 50kg까지는 4,000코루나

(약 20만 원), 50kg 이상은 8,000코루나(약 40만 원)를 보상하고 있다. 

  체코공화국은 국경방어를 위해 냄새기피제와 전기울타리를 설치했다. 2017년 7월 긴급방

역대책에 따라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32km에 걸쳐 10개의 전기울타리와 22km의 화학적 

냄새 장벽을 설치하였다(오유식 2018).

2.1.3. 프랑스

  프랑스 양돈산업은 1만 4,000호 농가에서 2,038만 두를 사육하는 중으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에 달한다. 프랑스는 정부,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 공식 ASF 

위기 대응조직이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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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리스크 경감 전략: 2019년 1월 9일부터(프랑스)

주: OIE 개최 국제포럼에서 프랑스 제공 자료. 프랑스는 112km에 달하는 펜스 중 95%가 설치되었다고 설명.

자료: OIE 국제포럼(2019.4).

  프랑스는 벨기에 국경에 112km에 달하는 펜스를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 95%가 

설치되었다고 OIE가 개최한 국제포럼에서 밝혔다<그림 4>. 프랑스는 ASF 예방구역을 화이

트 구역과 관찰 구역 2개로 구분해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화이트 

구역은 벨기에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구역 내 모든 야생 멧돼지를 모두 제거하고 

있으며, 멧돼지 사체를 모두 수거해 ASF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멧돼지 사냥은 전국사냥협회 등과 협력하여 필요시 야간사냥 허용, 헬기 추격 등의 군 

지원 또한 아끼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올해 5월까지 화이트 구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멧돼지 약 600마리 중 280마리를 사냥했으며, 사체는 렌더링 처리했다. 수렵자에게는 야생

멧돼지 한 마리당 100유로(약 1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화이트 구역의 주변 지역은 

관찰 구역으로 설정하고 야생멧돼지 사체를 모아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 관찰 구역에서 1,096마리의 멧돼지를 사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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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벨기에 국경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농가 방역조치 또한 시행하고 있다. 위험지

역 양돈농가는 방역조치로 돼지사육을 금지하고 축사를 비우고 있는데, 임시 사육 중단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화이트 구역 9개, 관찰

구역 28개 농가).2) 또한 농가별로 울타리를 치고, 물 주변에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으며, 

돼지 수송차량은 소독 조치는 물론 목적지 1곳만 가도록 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수의사,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ASF 교육을 수행할 트레이너 346명을 양성하

고, 예방구역 방역조치3)와 함께 적극적으로 축사를 비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5>  프랑스의 야생멧돼지 소탕 계획지역 지도 <그림 6>  프랑스 수렵인의 멧돼지 소탕 준비 사진 

자료: 프랑스 농업부, 야생멧돼지 소탕 관련 보도자료(2019.1.14).

2.1.4. 덴마크

  덴마크 환경보호국(The Dan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독일 국경 주변으

로 70km의 야생멧돼지 방지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1.5m 높이의 펜스를 설치하는데 1,100

만 유로(약 145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7>. 

 2) 프랑스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예방 및 방역관리. 국제협력총괄과(2019.6.)

 3) 예방구역에 있는 60호 농가에 대하여 돼지를 모두 가두고 방목하지 않는지, 물가 주변 울타리 상태가 양호한지, 방역계획에 

따라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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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독일 국경에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덴마크

  

주: OIE 개최 국제포럼에서 스페인 제공 자료.

자료: OIE 국제포럼(2019.4).

2.1.5. 벨기에

  벨기에는 2018년 9월에서 2019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에서 713건의 ASF가 발생했다. 

ASF가 발생한 감염축은 살처분해 매몰하고 있으며, 발생한 농장 전두수에 대해서 살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3km, 10km의 방역대를 설정하고, 위험도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결정하

고 있다(대한한돈협회 2019). 

  국경 방역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10월부터 멧돼지 ASF 발생지역에 대해 멧돼지 사육 

규모, 이동범위, 지리 등을 평가하여 야생멧돼지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발생

지역 외곽 펜스 설치로 ASF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펜스 설치 후 발생지역이 동부쪽에서 서부쪽으로 이동 중이긴 하나 펜스 내에서만 ASF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4) 이 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야생멧돼지를 제거한다는 ASF 방어정책을 세웠다.5)

 4) 환경부 유럽지역 ASF 현장 조사(2019.4.)

 5) European Comission, belgium presentation(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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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벨기에의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펜스 설치

자료: 환경부 유럽지역 ASF 현장 조사(2019.4.).

<그림 9>  벨기에의 펜스 설치 후 ASF 발생 상황

’18.9.13∼’19.3.31까지 발생상황 ’19.2∼3월까지 발생상황

자료: 환경부 유럽지역 ASF 현장 조사(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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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독일

  독일은 ASF 비발생 국가이지만 주변 국가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EU 규정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ASF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후 매몰 정책을 규정하

고 있다. 특히 벨기에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독일 

농식품부는 수렵인들에게 수렵 멧돼지 개체수를 최대화하도록 강화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

에 수렵 두수의 기준이 없이 최대한 수렵하도록 조치하고 있어 2017년 62만 두에서 2018년 

83만 두로 수렵 개체수가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수렵 개체수가 증가한 경우 마리당 50유로

(약 6만 6,000원)를 보상하고 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독일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약 30만 명에 달하는 수렵가를 동원해 야생멧돼지를 수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상태

이다. 

2.1.7. 스페인

  스페인은 1960년 최초 ASF가 발생한 이후 1995년부터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스페인도 

인근 국가의 ASF 발생에 따라 EU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멧돼지 수렵을 강화하고 있다. 

2.2. 아시아

2.2.1. 중국

  중국은 2019년 4월 기준, 30개성에서 122건의 ASF가 발생했다. 발생농장 11건의 발생패

턴과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49건(44%)이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농가, 46건(41.5%)이 오염

된 차량과 사람 접촉, 16건(14.4%)이 오염된 생축이동과 축산물에 의한 발생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은 중국내 생산·유통라인에 대한 검사 결과, 도축장 84개소 중 32개소(38%)가 

오염되었으며, 유통 중인 돈육(54건 중 23건, 43%)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중국은 ASF가 발생한 성과 인근 성에서의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를 금지하

고, 2018년 10월에는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 금지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2018

년 12월 농업농촌부는 타 부처와 협력하여 불법 도축을 금지하는 조치를 강제화하였으며, 

2019년 2월에는 도축장에서의 ASF 검사를 강화하여 모든 배치에 대한 검사를 통해 위생증명

서를 발급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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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베트남

  베트남은 2019년 2월 홍엔성에 위치한 농가에서 첫 ASF가 발생했다. 차단방역이 빈약한 

마당방사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상업적인 농장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긴 국경

선을 따라 매일 수 천 명의 사람과 차량이 이동하고 있어 이를 통한 바이러스의 유입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설 연휴 동안 오염된 돼지 및 축산물 이동에 따라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9c). 

2.2.3. 일본

  일본은 ASF 비발생 국가로 ASF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농장의 차안

방역 점검 등을 통해 유입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매주 1,250편의 항공편(중국, 몽골, 

베트남)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역하고 있다. 

3.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 금지에 대한 동향

  FAO 규정에 따라 ASF 발생국에서는 주 감염 경로로 지적되고 있는 남은음식물 사료의 

전면 급여 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ASF가 발생하지 않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남은음식물 

사료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1년 발생했던 구제역의 원인을 타국에서 유입된 남은음식물 사료라고 

판단하고 2005년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였다(Regulation EC NO.183). 

유럽연합도 ASF 관리방안을 통해 남은음식물 사료에 대해서 ASF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경로라 규정하고, 현행법에 근거하여 급여를 금지하고 있다(강원대학교 

2016).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르면 남은음식물 내 ASF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하기 위해

서 잔반을 계속 휘저으며 적어도 60분 이상 90℃ 이상의 온도를 유지시키거나 잔반을 절대압

력 3바에서 적어도 10분 이상, 121° 이상의 온도를 유지시키거나 또는 그 밖에 ASF 바이러스

를 불활성화하는 것으로 증명된 남은음식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OIE 

2015).

  FAO의 ASF 긴급대책에 따르면 수입 축산물이 포함된 남은음식물 사료가 ASF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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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돼지수포병, CSF 등의 동물전염병에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질병으로 안전하기 위해

서는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를 금지하거나 또는 최소한 통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FAO 

ASF 매뉴얼). 특히 ASF는 물론 다양한 동물전염병 도입의 극도로 큰 위험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국제선 항공 또는 해외선박에서 수거되는 남은음식물을 이용한 사료 급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난 조지아, 서유럽으로의 ASF 도입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에 큰 가능성을 둔 이유이다. 

  일본의 경우는 남은음식물을 이용한 사료를 에코피드라 하고, 오직 출처가 분명한 남은음

식물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남은음식물은 사용하지 않으며, 

가금류, 포유류, 어류의 단백질 부산물이 함유되면 안되며, 포장이 제거된 잉여식품, 깨진 

조리 기구, 젓가락, 이쑤시개 등과 같은 이물질이 제거된 급식 업종의 남은음식물만을 에코

피드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업자로부터 배출되는 

연간 남은음식물은 1,134만 톤으로 이중 약 21%에 해당하는 238만 톤을 에코피드(Eco-feed)

로 생산하고 있다(건국대학교 2016).

4. 야생멧돼지 방역관리 동향

  올해 4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ASF 국제심포지움에서 EU 국가들은 야생멧돼지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게 되면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9c). OIE에서도 ASF가 발생되지 않은 비감염지역에 대해서 

질병 발생 사전에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멧돼지 개체수를 가능한 최소 밀도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OIE GF-TADs 핸드북).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발표자료에 따르면 2두/㎢ 이상

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는 야생상황에서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순환을 야기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경우, 1.4두/㎢까지 서식밀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농림축산

식품부 2019d). FAO의 ASF 매뉴얼에 따르면 야생멧돼지가 ASF의 전파 원인이며,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유럽의 ASF 전파의 주 경로 중 하나가 야생멧돼지이며, 야생멧

돼지의 높은 밀도가 특히 차단방역이 낮은 농가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했다.

  OIE, FAO 등 국제기구와 EU에서도 ASF 주요 전파 요인 중 하나로 야생멧돼지를 지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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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야생멧돼지 방역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AO는 유럽 ASF 전파의 주요 경로 중 

하나가 야생멧돼지이며, 야생멧돼지의 높은 밀도가 차단방역이 낮은 농가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FAO 2018). 

  유럽의 경우 대부분 국가6)에서 ASF가 멧돼지와 농가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사결과 멧돼지에 의한 전파도 확인되기도 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9d). 유럽은 독일,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등에서도 ASF 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 수렵을 강화하고, 멧돼지 

이동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펜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국적인 멧돼지 수렵을 강화(연 83만 두)해 전년보다 많은 멧돼지를 사살한 

경우 마리당 50유로를 보상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ASF 발생 시 모든 

수렵인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연방수렵법(bundesjagdgesetz)」에 따라 수렵 

기준에 제한 없이 개체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국적으로 멧돼지 

수렵을 강화(연 50만 두)하고,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벨기에 남부 인근지역에 대한 멧돼

지 소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 멧돼지 ASF 발생지역 국경에 112km에 달하는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덴마크

도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벨기에로부터 야생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 인접지역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야생멧돼지 이동 및 방역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6) 에스토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이탈리아(샤르데나)에서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가 확인됨.



62 ∙ 세계농업 2019. 9월호

참고문헌

강원대학교. 2018.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위험평가 선진화를 위한 국내 노출기법 확립 연구. 

강원대학교 동물의학종합연구소.

건국대학교. 2016. 주요 양돈국가 실태와 경쟁력 비교조사, 건국대학교.

농림축산식품부. 2019a.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019b. 프랑스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예방 및 방역관리. 국제협력총괄과.

농림축산식품부. 2019c. ASF 국제심포지움 및 아시아 전문가 상설그룹 1차 회의 참석 결과보고. 

농식품부 방역과.

농림축산식품부. 2019d. 야생멧돼지 방역관리 추진 관련 쟁점,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대한한돈협회. 2019 유럽3개국 ASF 주요 방역조치 조사결과. 대한한돈협회.

오유식. 2018 ‘유럽의 ASF 차단용 멧돼지 국경 장벽 설치는 사실일까?’. 돼지와 사람.

한돈수의사회. 2018. 유럽의 ASF 차단용 야생멧돼지 국경 장벽 설치. 한돈수의사회.

환경부. 2019. 유럽지역 ASF 현장 조사. 환경부.

EC Regulation NO.183. 2015.

EU. 2017. Commission Decision.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EFSA). 2013. 러시아의 ASF 감염 요인 통계적 분석 결과. EFSA.

European Comission. 2019. belgium presentation. EC.

FAO. 2018. 야생멧돼지를 통한 농가 감염 경로. FAO.

FAO. 2018. ASF 매뉴얼(PREPARATION OF AFRICAN SWINE FEVER CONTINGENCY PLANS),

OIE. 2015. 육상동물위생규약(제15.1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병). OIE.

OIE. 2017. GF-TADs 핸드북(야생동물 ASF 관련).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1월
농업 R&D 정책 및 예산

미국의 정부 농업 연구개발과 보급체계

2월

농산물수출진흥정책

미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일본 농산물 수출추진체제

한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동향 및 개선 과제

3월

토양정보･농산물수출진흥정책

FAO의 세계토양정보 구축과 대응

중국 농산물수출의 특징과 지원 정책

4월
농업혁신시스템

농업혁신을 위한 국제농업연구협력 현황

5월

선진가축방역체계

EU 가축방역체계 : 네덜란드, 덴마크, 국제수역사무국

일본 가축방역체계와 AI 대응방법

6월

도시농업

일본 도시농업진흥기본법 제정의 의의

미국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

7월

식생활교육

주요 선진국의 식생활교육 현황과 시사점
식품 선호도 형성에 따른 효과적인 식생활교육 방안
친환경 식생활과 식생활교육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식생활교육 현황과 향후 과제

8월

REDD+

REDD+ 체제 구축과 이행

인도네시아 롬복 REDD+ 연구의 성과와 경험

한국의 REDD+ 시범사업 추진현황

9월

토양과 농업

일본의 토양관리제도

캐나다의 토양환경정책

독일의 토양환경정책

10월

농업 ‧농촌 에너지 정책

세계 주요국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세계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11월

협동조합 I

세계 협동조합의 동향

펠레르보 연합 116년 역사, 핀란드 협동조합의 도전과 혁신

카자흐스탄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HISTORY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63

�����������	� ����	
�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12월

협동조합 II

이탈리아 농업 협동조합에 관한 통계와 사례

일본종합농협: 지역 협동조합의 모델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과 사례

2016년

1월

스마트농업

해외 스마트농업 사례

일본의 스마트농업 현황

한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주요 과제

2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경제부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속의 농업

SDGs와 농업부문 성과평가 및 쟁점

SDGs와 농업개발: 식량안보와 포용적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3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환경부문

SDGs 농업‧환경 연관 목표 이행방안

SDGs와 기후변화 대응: 중앙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4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사회개발부문

SDGs와 농촌개발 현황 및 시사점 

SDGs와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방향과 전략 

5월

식품표시제도

미국의 식품영양표시제도 개정안 논의 동향

유럽연합의 식품표시제도 

일본의 식품표시제도 특징 및 시사점 

6월

도시농업 I

일본의 도시농업과 관련 기술 동향

싱가포르의 도시농업 현황과 정책

쿠바의 도시농업

7월

도시농업 II

독일의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영국의 도시농업과 시사점

해외 도시양봉의 현황과 사례

8월
메가(Mega) FTA I

TPP협정 내용과 농업분야 시사점

9월

메가(MEGA) FTA II

FTAAP 논의 동향과 시사점

RCEP 협상 동향과 시사점

64 ∙ 세계농업 2019. 9월호

(계속)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중국의 정책과 법제 동향 분석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농업 및 식품분야 대응방안

11월

사회적 농업 I

유럽의 사회적 농업 개관과 이탈리아의 사례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12월

사회적 농업 II

영국의 사회적 농업

일본의 사회적 농업

2017년

1월

사회적 농업 III

독일의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 결론 및 시사점

2월

여성농업인

FAO의 성 인지적 농식품 가치사슬 개발

EU 농촌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성주류화 전략

3월

기후변화정책

미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정책

영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정책

4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I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업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과 공유경제

5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II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국 농업과학기술 정책동향

6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III

4차 산업혁명과 농업부문 해외 관련 기술 및 연구동향

4차 산업혁명과 우리 농업의 미래

7월

음식물쓰레기정책 I

영국의 음식물쓰레기 감축 활동

미국의 식품 손실 현황과 과제

8월

음식물쓰레기정책 II

EU 음식물쓰레기 현황과 감축 활동 

일본의 음식물쓰레기 관리 정책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HISTORY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65

(계속)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7년

9월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I

기후변화와 물발자국의 미래

보이지 않는 물 교역 

10월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II

물-에너지-식량 넥서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물발자국의 개념과 산정

11월
GMO표시제

주요국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12월

농촌지역 일자리 정책 I

OECD선진국들의 농촌지역 일자리 전략 

유럽 청년농업인 실태와 육성 전략

2018년

1월

농촌지역 일자리 정책 Ⅱ

미국의 신규농 육성사업

아일랜드의 청년 농업인 정책

2월

농촌지역 일자리 정책 Ⅲ

콜롬비아 농촌 일자리 쟁점과 정책

일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및 프로그램

3월
식물검역

일본·미국·호주 식물검역제도 현황

4월
지방농정체제 Ⅰ

미국의 지방농정 추진제도 - FSA와 AMS를 중심으로 - 

5월
지방농정체제 Ⅱ

일본 지방농정 추진체계와 시사점

6월

지방농정체제 III

독일의 농정 추진체계와 시사점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방농정 추진체계

7월
동물·축산물 검역

EU 주요국의 동물·축산물 검역제도

8월
문화유산과 농촌개발Ⅰ

유럽 주요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9월

문화유산과 농촌개발Ⅱ

유럽 주요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활용 사례,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사례

66 ∙ 세계농업 2019. 9월호

(계속)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8년

10월
세계중요농업유산

중국·일본의 세계중요농업유산 현황과 시사점

11월
학교급식 I

일본의 학교급식과 지역 농산물의 이용

12월
학교급식 Ⅱ

미국의 학교급식 및 USDA 아동 영양 프로그램

2019년

1월
학교급식 III

유럽 학교급식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농업 연계 사례

2월
농업보험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 실시와 시사점

3월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I

농업정책 및 지지의 변화와 추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4월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II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EU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5월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III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필리핀, 베트남

6월
빅데이터 I

해외 농업 빅데이터 활용 현황

7월
빅데이터 II

일본의 농업 빅데이터 활용 현황

8월
생물다양성

식량과 농업을 위한 생물다양성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https://www.krei.re.kr/wldagr/index.do)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HISTORY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67

(계속)





Part 3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대마산업

미국의 대마산업 합법화 배경과 시사점 | 최경인

  





미국의 대마산업 합법화 배경과 시사점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71

미국의 대마산업 합법화 배경과 시사점

최 경 인 * 7)

1. 들어가며

  지난 2018년 12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업법」(일명 「농업개선법

(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에 서명함에 따라, 산업용 대마의 재배가 합법화되

었다. 미국은 1937년 이후 대마 재배가 금지되어왔으며, 1970년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에 따라 마약으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규제되어왔다. 미국의 농민들과 관련

단체, 정계 등은 수십 년 동안 산업용 대마의 합법화를 주장하였으나, 연방마약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 내에서 대마 생산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대마 관련제품은 대부분 캐나다,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였다. 하지만 

2018년 「농업법」으로 「규제약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마의 미국 내 생산 증가뿐

만 아니라, 대마산업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마 재배면적이 3,000ha에 달했다. 하지만 

1977년 「대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대마 재배면적은 458ha로 줄어들어 이후 대마산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대마산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대마 

재배의 합법화를 결정한 미국의 대마산업과 합법화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대마산업 현황을 살펴본 뒤 2018년 개정된 「농업법」을 중심으

로 합법화 배경을 살펴본다.

 *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박사과정 (choekyoungin90@gmail.com).



72 ∙ 세계농업 2019. 9월호

2. 개요

  식물학적으로 산업용 대마와 마리화나는 동일한 식물 종(Cannabis sativa)에 속하지만, 

형태, 주요 화학성분, 재배방법, 용도에 차이가 있다. 마리화나의 경우 환각성분인 델타-9 

THC(Delta-9 tetrahydrocannabinol; 이하 THC)의 함량이 5~20% 정도로 높은 편이다. 반면 

산업용 대마는 2014년 「농업법」에 의해 ‘THC 함량이 0.3% 이하인 것(건조무게 기준)’으로 

정의되었으며, THC의 환각작용을 억제하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의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마리화나는 향정신성 약물(의학 또는 기호용)이지만, 산업용 대마는 식품, 

음료, 개인 미용 및 위생 용품, 영양보충제, 섬유, 종이, 건축자재, 기타 제조품 등에 이용되고 

있다.

  산업용 대마의 시장은 농업, 섬유, 재활용, 자동차, 가구, 식음료, 종이, 건축자재, 의료 

등 크게 9개 부문으로 나뉘며, 2만 5,000개 이상의 제품이 있다. 대마는 잎, 줄기, 씨앗과 

뿌리 등 활용부위와 사용분야가 다양하다. 대마의 줄기 내부에는 속대(hurds)로 불리는 목질

섬유부분이 있는데, 자동차부품, 대마플라스틱, 각종 일회용품, 대마벽돌 등 건축자재로 

쓰인다. 대마 섬유는 직물, 원사 및 방사 섬유, 종이, 카펫, 가구, 건축, 단열재, 자동차 부품 

등에 이용된다. 대마 씨와 대마깻묵(oil cakes)은 여러 식품과 음료에 이용되며, 사료용 단백

질 공급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대마 기름은 비누, 샴푸, 로션, 화장품 등으로 이용된다. 

대마는 영양보충제, 의약품을 비롯한 치료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바이오 디젤의 원료

로 활용될 수 있다<그림 2>.

<그림 1>  산업용 대마

                                자료: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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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업용 대마의 활용

자료: CRS(2018), p.3.

3. 미국의 대마산업1)

3.1. 미국의 대마산업 현황

3.1.1. 시장규모

  미국 대마 시장의 공식적인 판매실적은 확인할 수 없으나, Vote Hemp와 Hemp Business 

Journal은 의류, 자동차 부품, 건축자재 등 대마 제품의 소매판매액이 최소 6억 8,800만 

달러(2016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대마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고 대마 재배에 대한 미국 내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유제품 우유(non-dairy milk), 대마 

씨, 비누, 로션 등 인기품목의 판매가 증가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대마 식품은 19%(1억 

 1) CRS(2018)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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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만 달러), 개인 미용 및 위생 용품(personal care products)은 24%(1억 6,300만 달러), 

섬유는 14%(9,950만 달러), 보충제는 4%(2,600만 달러), CBD 제품은 19%(1억 3,000만 달러), 

식이보충제는 4%(2,600만 달러), 자동차 부품 등 산업용도로는 18%(1억 2,550만 달러), 종이, 

건축자재 등 기타 소비재는 2%를 차지하였다.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인 SPINS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의 대마관련 식품, 바디제품, 

CBD, 식이보충제의 판매실적은 2015년과 비교해 약 24.64%(2,300만 달러)증가하였다. 미국 

대마산업협회(Hemp Industry Association, HIA)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미국의 대마 판매실

적은 연간 10%에서 20% 이상 증가했다. 이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은 개인 미용 

및 위생 용품, 보충제, 식품 등으로 2016년 전체 판매액의 2/3 이상 차지하였다<그림 3>.

<그림 3>  미국 대마관련 제품의 판매실적(2016년 기준)

주: 2016년 기준 미국의 대마 판매실적은 총 6억 8,800만 달러로 추정됨. 대마관련 식품과 개인 미용 및 위생 용품은 SPINS

의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s), 코스트코(Costco) 등의 판매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판매액보다 낮게 추정된 것임.

자료: Vote Hemp.

3.1.2. 생산

  2014년 「농업법」 제7606조(‘산업용 대마 연구의 정당성’)의 지침 하에 미국 내 대마 생산

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23개 주의 대마 재배면적은 총 7만 8,176에이커로 

2017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표 1>. 미국 전역 40여 개 대학이 대마 산업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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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착수했으며, 3,544개의 라이센스가 농가와 연구팀에 발급되었다. 지금까지 45개 

주에서 「대마법(hemp bills)」을 통과시켰으며, 이 주들은 「농업법」 제7606조 하에서 산업용 

대마에 대한 연구와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2018년에는 5개 주(위스콘신,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가 추가로 대마 생산을 허용하였다

<그림 4>. 

<표 1>  미국 주요 주(州)의 산업용 대마 재배면적(2016-2018년)

단위: 에이커 

주(州)
생산 면적(에이커)

용도
2016년 2017년 2018년

콜로라도 5,921 9,700 21,578 섬유, 곡물, 판매용 종자, CBD

하와이 1 1 2

일리노이 N/A 0 1

인디애나 2 5 5

켄터키 2,525 3,271 6,700 섬유, 곡물, 판매용 종자, CBD

메인 1 30 550

매사추세츠 N/A N/A 21

미네소타 51 1,205 710 섬유, 곡물, CBD(非 의료용)

몬태나 0 542 22,000

네브래스카 1 1 0.5

네바다 216 417 1,881 섬유, 곡물, CBD

뉴욕 30 2,000 2,240

노스캐롤라이나 0 965 3,184

노스다코타 70 3,020 2,778 곡물

오클라호마 N/A N/A 445

오리건 500 3,469 7,808

펜실베이니아 N/A 36 580

사우스캐롤라이나 N/A N/A 256

테네시 225 200 3,338 CBD

버몬트 180 575 1,820 CBD 연구

버지니아 37 87 135 섬유, 곡물 연구

워싱턴 0 175 142

웨스트버지니아 10 14 155 섬유, 곡물

위스콘신 N/A N/A 1,850

합계 9,770 25,713 78,176

자료: Vote H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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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의 주(州)별 산업용 대마 합법화 현황(2018년 기준)

자료: Vote Hemp.

3.1.3. 수입(import)

  미국의 주요 수입 품목은 대마 씨와 섬유이며, 대부분 제조를 위한 투입요소로 이용된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의 수입액은 총 6,73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5년(7,810만 

달러)보다는 줄어들었으나, 2005년(570만 달러)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 

금지조치와 2004년 후반 미국의 대마 식품 수입에 대한 법적분쟁의 해결로 교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 대마 수입액의 64%는 대마 씨였으며, 대부분 대마관

련 제품을 만드는 투입재로 사용되었다. 그 외, 대마 기름, 대마씨 깻묵(seed cake), 고형분 

등은 전체 수입의 28%를 차지하였으며, 대마 섬유는 2017년 전체 수입의 8%정도 차지하였

다<표 2>.2) 

  캐나다는 최대 대마 수출국으로 미국 연 수입액의 90%이상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루마니

아도 주요 수출국으로 미국의 전체 수입액에서 각각 3~5%,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도 미국은 유럽연합(EU), 인도, 도미니카공화국, 칠레로부터 대마를 일부 수입하고 있다. 

식품등급의 대마 씨와 대마깻묵은 주로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연합에서

도 일부 수입하고 있다. 원재료 또는 가공된 대마 섬유는 중국과 일부 유럽국가로부터 수입

하고 있다.

 2) 대마로 만든 의류, 건축자재, 카펫, 종이제품을 포함한 완제품에 대한 교역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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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의 대마 수입액과 수입량(1996-2017년)

구분 1996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입액

(천 달러)

대마 씨 - - 271 5,125 26,942 29,326 54,191 51,018 42,897

대마 오일 및 분획 - 2,822 3,027 1,833 2,264 3,446 4,836 6,142 7,603

대마 씨 유박 및 

고형분
- - - 2,369 6,279 8,159 16,281 8,620 11,494

미가공 대마 100 577 228 94 78 114 292 690 780

대마사 25 640 904 296 482 909 1,497 1,867 2,739

방직용 대마 1,291 2,258 1,232 1,180 1,057 900 1,020 744 1,819

합계 1,416 6,297 5,662 10,897 37,102 42,854 78,117 69,081 67,332

수입량

(톤)

대마 씨 - - 92 712 2,311 2,783 15,977 17,820 7,606

대마 오일 및 분획 - 587 287 215 450 1,155 538 767 749

대마 씨 유박 및 

고형분
- - - 240 601 938 1,826 1,163 1,475

미가공 대마 53 678 181 42 72 161 278 494 621

대마사 6 89 113 42 70 102 166 213 312

합계 59 1,354 673 1,251 3,504 5,139 18,785 20,457 10,763

자료: CRS(2018), p.5.

3.2. 미국 대마산업의 전망

  산업용 대마의 수익성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잠재적

인 한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미국의 대마산업이 직면한 과제는 농산물 공급사슬

의 재정비, 수확설비의 개선, 가공과 제조공정의 선진화, 새로운 시장기회의 확보 등이 있다. 

지난 20년 간, 미국 농무부의 연구진과 대학, 각 주(州)의 유관기관들은 대마산업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에이커 당 대마 생산액 추정치는 약 2만 

1,000달러(대마 씨)와 1만 2,500달러(줄기)였다. 

  캐나다의 연구진들은 대부분 대마 재배가 소비자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대마재배에 대한 규제가 철회되면, 농민들의 소득

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08년 캐나다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마산업은 아직 연간 

변동이 크지만,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마가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고, 활발한 시장에서 그 잠재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대마는 다른 농작물에 비해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투입요소와 관리 측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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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마산업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미국 농무부의 2000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대마시장은 ‘작고 얇은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대마에 대한 장기적

인 수요가 불확실하고 초과공급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의 연구에서

도 대마 생산이 ‘상당한 수익(sizeable profits)’을 창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구

진들은 대마 생산이 기존 줄뿌림 작물(traditional row crops)보다는 수익성이 있을 수 있지

만, 다른 특용작물의 수익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수확과정

과 가공기술로 인한 비용증가 문제에 기인한다. 또한 미국의 대마농가는 수확량 불확실성, 

수확혁신과 가공설비의 부재, 대량운송의 문제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마생산으로 인한 예상수익은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업용 대마

의 인증, 모니터링, 라이센스 등의 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켄터키대학의 연구진은 현 시장 상황에서 대마산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

만, 켄터키 곡물농가가 작물을 전환할 만큼 대마의 수익성이 높은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 볼 때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용의 기회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2016년 연구에 따르면, 많은 시장이 대마의 종자 생산과 치료를 목적으로 

칸나비디올(CBD)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4. 미국의 대마 합법화3)

4.1. 배경

  2014년 「농업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대마산업이 다시금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14년 

주(州)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마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또한 산업용 대마

를 THC 함량이 0.3%(건조 무게 기준)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2014년 「농업법」은 대마의 

재배를 특별한 경우4) 일부 허용하였으나, 재배를 목적으로 한 대마 종자의 수입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우 연방마약청의 통제아래 스케줄Ⅰ(ScheduleⅠ)5)으로 분류하였다.

 3)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8 Farm Bill Provides A Path Forward for Industrial 

Hemp”를 참고하여 작성함.

 4) 2014년 「농업법」에서는 주(州)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용 대마를 일부 재배할 수 있었으나 연구를 목적으로만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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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농업법」은 여기에서 나아가 대마를 스케줄Ⅰ에서 제외시켜 대마 생산을 합법화

하였다. 이로 인해 대마는 일반 작물로 취급되어 2018년 「농업법」의 제11101조에 따라, 

1980년 「연방농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Act of 1980)」의 보호 대상이 되었다. 

대마 농가는 산불 또는 가뭄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작물 손실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작물보

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대마산업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2018년 「농업법」도 

대마와 관련된 학계 연구,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물론 법적으로 대마의 

생산을 허용하였으나, 다른 작물처럼 자유롭게 대마를 생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THC 

함량이 0.3%를 넘는 대마의 재배, 자격증(license)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4.2. 주요내용

  2018년 「농업법」은 대마관련 문제에 대한 주, 연방 차원의 규제당국을 지정하였으며, 

미국 농무부의 승인을 통해 각 주의 대마규제에 대한 계획이 확정된다.

  대마와 관련하여 2018년 「농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마는 공식적으로 규제대상 약물에서 제외되어 헤로인, 마리화나와 구분된다.

2) 대마의 정의가 확장되어 칸나비노이드 등 대마에서 추출된 성분도 포함한다.

3) 대마 관련 사안은 미국 농무부를 통해 연방 차원에서 관리되며, 농무부의 승인 하에 

각 주(州)정부의 정책을 인정한다.

  2018년 「농업법」에 따라 대마 농가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농산물 

인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 간(interstate) 교역이 허용됨에 따라 자유로운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 연방마약청 관리 하에 있던 대마 생산은 앞으로 미국 농무

부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할 하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州)정부마다 고유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농무부는 산업용 대마 재배를 위한 법과 규제들을 

 5) 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 또는 물질, 현재 미국에서 치료 목적으로 허용된 의학적 용도가 없는 물질, 의학적 측면에서의 

안전성이 결여된 물질이 스케줄Ⅰ에 분류됨(식품의약품안전평가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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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최종안은 2019년 말에 발표되어 2020년 재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2018년 「농업법」은 대마생산에 대한 주요 규제권한을 개별 주에게 부여하였

다. 2018년 「농업법」에 따르면, 이 권한은 대마 생산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계획(plan)’ 

내에 있어야 하며, 주(州) 계획에는 다음 7가지 내용6)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마가 재배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유지

2) 대마의 THC 수치를 검사하는 절차

3) 허용되지 않은 대마 식물의 폐기 절차

4) 위법 행위에 대한 집행 절차

5) 법에 허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간 무작위 표본검사 절차 

6) 연방정부와 정보를 교환하는 절차 

7) 주 정부가 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

  중요한 것은 2018년 「농업법」에서 관행 또는 절차가 ‘이 부제(subtitle)와 일관성을 갖는 

한’ 개별 주(州)가 다른 관행 또는 절차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다시 말해, 

연방정부의 간섭 없이 주 정부가 보다 엄격한 대마 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18년 「농업법」에 따르면, 주의 계획서가 미국 농무부에 제출되면 농무부 장관은 60일 

내에 이 계획을 승인 또는 거절해야 한다. 승인된 계획이 없는 주의 경우, 대마 농가는 

주 계획과 거의 동일한 요구조건을 갖고 있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따라야 한다. 미국 농무부

는 현재 연방정부의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재배시기까지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농업법」은 대마의 판매와 관련하여 주 간(interstate) 상거래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나아가 대마-CBD를 포함하여 대마 또는 대마제품이 2018년 「농업법」 

또는 관련 「연방법」에 부합하는 경우, 대마의 운송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6) (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farmbill-hemp) (검색일: 2019.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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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농업, 식품, 섬유, 건축자재, 대체 에너지, 의약품 등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캐나다와 중국은 발 빠르게 대마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미국이 개정된 

2018년 「농업법」에 따라 대마 재배를 합법화하면서, 대마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농가 

등 관련업계의 기대가 크다. 2018년 미국의 대마 재배면적은 2017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

으며, 대마산업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CBD 산업의 경우 대마의 합법화로 인해 

2020년까지 약 1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대마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미국이 당면한 과제도 적지 않다. 먼저 

2018년 「농업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5개 주는 이전 「농업법」 하에서 대마 재배를 합법화

하지 않았으며, 이 주의 농가들이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선 주(州) 계획이 나오고,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로 2018년 「농업법」이 대마와 대마관련 제품을 규제약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CBD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CBD는 THC가 0.3%

를 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을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셋째로 대마 농가도 농작물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존에 스케줄Ⅰ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대마 농가는 2019년 수확기에 대해서는 이를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작물손실의 위험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 간(interstate) 대마 교역이 

허용되었으나, 각 주의 계획에 따라 주 간 의견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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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김 승 종*
7)

1. 서론

  미국의 경지면적(3억 6,430만ha)1)은 우리나라 농지면적(159.6만ha)2)의 228.3배에 달한

다. 이처럼 미국은 대규모의 경지면적을 보유하면서도 농지보호를 위해 연방‧주‧지방별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농지보호를 위해 연방정부는 농지보호정책법 및 농지보호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주정부는 농업구역 지정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를 운영

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종합계획, 농업보호지역 등 용도지역 지정 및 개발권 양도 등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의 농지보호제도의 체계를 살펴보고, 이 중에서 농지

보전지역권 매입제도를 중심으로 그 성과와 한계를 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2. 미국의 농지보호제도의 체계

2.1. 체계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따라서 각각 농지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농지보호정책법(Farmland Protection Policy Act)」에 따른 농지전용심사, 「농업증진 

및 개혁에 관한 법률(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1996년)」과 「농업

보호 및 농촌투자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에 따른 농지보호프로그램을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sjokim@krihs.re.kr).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 2013,「미국의 농지 관련 법령: 해

설·번역·원문」에서 필자가 집필한 내용 및 김승종, 2015. 3,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제21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을 수정·보완한 내용임.

1) 미국의 농지면적은 900,217,576에이커(364,305,128ha)에 달함(USDA, 2017).

2) 2018년 말 경지면적은 159.6만ha에 달함(통계청. 2019.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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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한다. 주정부는 농업구역지정을 통해 농지보호, 「재산세법」을 통해 농지보유세 부담 

완화, 농지보전지역권 매입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종합계획 및 농업보호지

역 등 용도지역의 지정,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 및 개발권 양도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표 1>  미국 농지보호제도의 체계

농지보호제도 연방 주 지방

농지보호정책법(Farmland Protection Policy Act) ◦

농지보호프로그램(Farmland Protection Program) ◦

농업구역(Agricultural District) ◦

재산세법(Tax Relief & Economic Assessment Programs) ◦

영농권법(Right to Farm Law) ◦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 ◦

농업보호지역(Agricultural Protection Zoning) ◦

보전지역권(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 ◦

개발권양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

자료: 김승종(2015a. p.132에서 수정).

2.2. 주요내용

2.2.1. 연방정부의 농지보호제도

  연방정부의 농지보호제도는 「농지보호정책법」에 따른 농지전용심사제도와 농지보호 프

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농지전용심사제도는 연방정부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농지를 타용도로 전환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농지전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농지

를 보호한다. 연방정부는 농지전용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주정부

나 지방정부에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3) 둘째, 농지보호 프로그램은 농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농지보전지역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보호 프로그램은 

우량농지 등을 타용도로 전환하지 않을 것을 토지소유자와 계약하고, 개발제한에 대한 금전

적인 지원을 한다.  

 3) 농지를 사업부지에 포함하는 경우 연방기관은 농지전용영향평가서(Farmland Conversion Impact Rating Form; form 

AD-1006)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평가서는 토지 및 입지평가(Land Evaluation and Site Assessment, LESA)에 기초를 

두고 있음(김승종 2015a.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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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주정부의 농지보호제도

  주정부는 농업장려를 위한 농업구역의 지정, 재산세 감면을 위해 납세상한제도, 영농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운용하고 있다. 첫째, 농업구역은 용도지역인 농업보호지역과 

달리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당해 구역 내 농민의 세금감면, 보전지역권 매입 대상 자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2, p.4).

  둘째, 「재산세법」은 농지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농지가격을 농업적 이용

가치로 평가하거나, 재산세의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American 

Farmland Trust. 2006. p.1). 셋째, 「영농권법」은 영농행위에 따른 인근 주민의 소송으로부

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영농권법」은 농업인의 영농행위가 인근 주민의 

소음, 악취 등 생활방해(nuisance)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이에 관한 인근 주민의 소송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4) 

2.2.3. 지방정부의 농지보호제도

  지방정부는 군(county)이나 시(city)의 장래 미래상 및 공간구조를 설정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업보호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을 지정하며, 개발권 양도 등을 통해 농지를 보전하

고 있다. 첫째, 종합계획은 군(county), 시(city), 읍(town) 등 장래 비전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서 농업․임업․주거․상업․산업․위락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의 지정 

근거 및 공공시설의 개발계획 등을 포함한다(American Farmland Trust 2008. p.3; 김승종 

2015a. p.147). 둘째, 농업보호지역은 조례를 통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농지의 

무질서한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 허용 밀도와 용도를 제한한다.5) 셋째, 개발권 양도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는 하나의 필지(송출지역)의 잠재적 개발권을 다른 필지(수

용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신, 송출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수용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증가한 

개발권만큼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6) 

 4) 1963년 캔자스주가 처음으로 생활방해소송에서 축사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1994년 유타주는 농업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영농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규정하면서 모든 주에서 영농권에 관한 법률을 갖게 됨(American Farmland Trust. 

1998. p.1; 김승종. 2015a. p.147).

 5) 일부 조례는 영농권에 관한 사항, 사업적 영농행위에 대한 사항 및 농업적 수익성을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도 함

(American Farmland Trust 2008a. p.1).

 6) 1980년 이후 매릴랜다의 몽고메리군은 개발권 양도제도를 통해 51,489에이커의 농지를 보호해 오고 있으며, 미네소타주

에서는 1996년 블루어스군에서 처음으로 개발권 양도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까지 총 9,542에이커(38.7㎢)의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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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농업구역

(Agricultural

Districts)

납세상한제

(Circuit

Breaker)

차별적 평가제

(Differential 

Assessment)

영농권법

(Right to 

Farm)

보전지역권 

매입제도

(PACE)

개발권

양도

(TDR)

합계 16 4 49 50 32 24

Alabama ▲ ▲

Alaska ▲ ▲

Arizona ▲ ▲ ▲

Arkansas ▲ ▲

California ▲ ▲ ▲ ▲ ◈ ◈

Colorado ▲ ▲ ▲ ◈ ◈

Connecticut ▲ ▲ ▲ ◈

Delaware ▲ ▲ ▲ ▲ ◈

Florida ▲ ▲ ▲ ◈

Georgia ▲ ▲ ▲ ◈ ◈

Hawaii ▲ ▲ ▲

Idaho ▲ ▲ ◈

Illinois ▲ ▲ ▲ ◈

Indiana ▲ ▲

Iowa ▲ ▲ ▲ ▲

Kansas ▲ ▲

Kentucky ▲ ▲ ▲ ▲ ◈ ◈

Louisiana ▲ ▲

Maine ▲ ▲ ▲ ◈

Maryland ▲ ▲ ▲ ▲ ◈ ◈

Massachusetts ▲ ▲ ▲ ▲ ▲ ◈

Michigan ▲ ▲ ◈

Minnesota ▲ ◈ ▲ ▲ ◈ ◈

Mississippi ▲ ▲

Missouri ▲ ▲

Montana ▲ ▲ ◈ ◈

Nebraska ▲ ▲

Nevada ▲ ▲ ◈

New Hampshire ▲ ▲ ▲ ◈ ◈

New Jersey ▲ ▲ ▲ ▲ ◈ ◈

<표 2>  미국의 주별 농지보호제도의 운영 현황

보전하고 있음(American Farmland Trust 2008b.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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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농업구역

(Agricultural

Districts)

납세상한제

(Circuit

Breaker)

차별적 평가제

(Differential 

Assessment)

영농권법

(Right to 

Farm)

보전지역권 

매입제도

(PACE)

개발권

양도

(TDR)

New Mexico ▲ ▲ ◈

New York ▲ ▲ ▲ ▲ ▲ ◈ ◈

North Carolina ▲ ▲ ▲ ▲ ◈

North Dakota ▲ ▲

Ohio ▲ ▲ ▲ ▲

Oklahoma ▲ ▲

Oregon ▲ ▲ ◈

Pennsylvania ▲ ▲ ▲ ▲ ◈ ◈

Rhode Island ▲ ▲ ▲

South Carolina ▲ ▲ ▲

South Dakota ▲ ▲

Tennessee ▲ ▲ ▲

Texas ▲ ▲

Utah ▲ ▲ ▲ ▲ ◈

Vermont ▲ ▲ ▲ ◈

Virginia ▲ ◈ ▲ ▲ ▲ ◈ ◈

Washington ▲ ▲ ▲ ◈ ◈

West Virginia ▲ ▲ ▲

Wisconsin ▲ ▲ ▲ ◈ ◈

Wyoming ▲ ▲

주: ▲(주정부), ◈ (지방정부)

자료: American Farmland Trust(2008a. 2, p.8).

3. 미국의 농지보전매입제도의 성과와 한계

3.1. 배경

  뉴욕주 서폴크 군(county)은 1974년에 처음으로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를 도입하였고, 

메릴랜드주(1977년), 매사추세츠주(1977년), 코네티컷주(1978년), 뉴햄프셔주(1979년)에서

는 지방정부 차원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를 추진하였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4a. p.1; 김승종 2015b. p.130). 연방정부는 1996년 농지 및 초지보호 프로그램(Federal 

Farm and Ranch Lands Protection Program)을 도입하여 농지보전지역권을 매입을 지원하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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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4a. p.1; 김승종 2015b. p.130). 2016년 현재 49개 

주에서 농지보전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1981년 「표준 보전

지역권에 관한 법률(the Uniform Conservation Easement Act)」은 주법률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 보전기관이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6. p.1). 

3.2. 개념

  농지보전매입제도(purchase of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는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의 잠재적인 개발권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지를 보전

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소유자는 정부 또는 농지보전기구와 계약을 통해 농지를 전용하지 

않는 대신 농지전용에 따른 토지가격상승분에 대한 가치를 보상받고, 정부는 보전이 필요한 

농지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지소유자는 자발적으로 농지보전지역권을 정부기관 또는 민간 농지보전기구에 매각하

고, 정부기관 또는 민간 농지보전기구는 해당 농지의 제한적 이용가치와 주거 또는 상업적 

이용가치와의 차액을 지불한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4a. p.1; 김승종 2015b. 

p.130). 보전지역권이 설정되는 경우에 토지분할(subdivision), 비농업적 개발 등 농업적 

이용목적이외의 다른 이용이 제한된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6. p.1). 대부분의 보전

지역권은 영구적으로 설정되지만,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전지역권이 설정되기도 한다

(American Farmland Trust 2016. p.1). 

3.3. 미네소타 주 입법례

  보전지역권은 자연적․경관적․공개공지로서의 가치 보호와 유지, 농업․산림․휴양 등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지역권자의 권한을 말한다(김승종 2015b. p.134).7) 지역권자는 연방법 

또는 미네소타 주법에 따른 공익법인, 공익협회, 공익신탁기관이 될 수 있다(김승종 2015b. 

p.134).8)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전지역권 설정기간은 무제한으로 본다(김승종 

 7) Minn. Stat. §84C.01.

 8) Minn. Stat. §84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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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b. p.134). 지역권 설정으로 인해 권한이 제한된 부동산을 소유한 자, 지역권자, 지역권 

설정권한을 보유한 제3자 및 다른 법에서 승인한 자에 관한 소송은 보전지역권에 영향을 

미친다(김승종 2015b. p.134).9) 그러나 보전지역권은 부동산에서 수익이 없거나, 지역권이 

분할되거나, 소유자에게 부담이 설정되거나, 지역권자 또는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자에게 적극적인 책임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김승종 2015b. 

p.134).10)

3.4. 성과

  애리조나, 조지아와 미주리 주는 보전지역권 매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고, 몬태나 주는 2013년부터 보전지역권 매입권한이 상실되었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8. p.1). 델라웨어나 메사추세츠주의 경우 주정부가 직접 지역권을 매입

하고 있으며, 다른 주의 경우에는 지방정부(county)와 함께 지역권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4b. p.1; 김승종. 2015b. p.133). 뉴욕주나 버지니아주

의 경우 지방정부나 토지신탁업자에게 지역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

(American Farmland Trust 2014b. p.1; 김승종 2015b. p.133). 앨라바마나 뉴멕시코주의 

경우 지역권을 설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현재 지역권을 매입하고 있지

는 않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4b. p.1; 김승종 2015b. p.133). 그러나 주정부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8년 1월 현재 28개주에서 주정부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1) 미국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약 42억 

4,539만 달러(약 5조원)를 투입해서 1,190,998ha(2,943,019 에이커)를 매입하였다

(American Farmland Trust 2018. p.1). 

 9) Minn. Stat. §84C.03.

10) Minn. Stat. §84C.04.

11) 애리조나, 조지아, 하와이 및 미주리 주는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아직 집행하고 

있지 않음(American Farmland Trust 201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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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정부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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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merican Farmland Trust(2018, p.1)에서 재구성.

<그림 2>  주별 농지보전지역권 매입 현황 

자료: American Farmland Trust(2014b), 김승종(2015b. p.13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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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한계

  농업보전지역권 매입제도는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며, 개발압력을 완전하게 억제

하기는 어렵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2 p.2; 김승종 2015b. p.139). 특히, 지역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수요를 제때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농지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한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2 p.2; 김승종 2015b. 

p.139). 또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농지가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2 p.2; 김승종 2015b. p.133). 따라서 지역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의 지속적으로 투자가 요구된다(American Farmland Trust 

2012 p.2; 김승종 2015b. p.133).

4. 시사점

  미국은 방대한 면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농지보전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사업을 

통해 보전한 농지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약 2/3(119만ha)에 달하며, 이를 위해 투입한 

재정규모는 약 5조 원 수준이다.12)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추진하여 8,389.5억 원을 투입했지만, 3,816ha의 농지를 매입한 데 불과하다(김

수석 외 2016. p.44). 2019년 현재 농업인의 소득보전직불금 예산만 1조 5,000억 원에 달하

지만,13) 경지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서는 농지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발권 분리는 민법상 물권법정주의 

및 개발권의 공시방법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도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14) 따라서 농지보전 지역권 매입제도를 직접 적용하지 않더라고 농지를 보호할 수 

12) 미국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약 42억 4,539만 달러(약 5조 원)를 투입해서 1,190,998ha(2,943,019 에이커)를 매입

(American Farmland Trust 2018. p.1).

13)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규모는 약 14.7조원이며, 쌀농업고정직불금(8,028억 원), 쌀보전변동직불

금(2,533억 원), 밭농업직접직불금(2,078억 원), 경영이양직불금(472억 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546억 원), 경관보전직불

금(84억 원), 친환경농업직불(381억원), 피해보전직불(1,000억원) 등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출하는 직불금 예산만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함(농림축산식품부 2019).

14) 개발권의 분리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발권 분리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개발권 분리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법상 

용적이전방법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는 견해 등이 있으나,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개발권을 용익물권의 하나로 포함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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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1. 농지 개념의 재정립

  농지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농작물의 경작지나 재배지 

이외에 농지이용에 필요한 각종 시설 부지를 포함한다. 예컨대 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및 축사 등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없이 개별시설의 설치가 가능

하다. 농지의 규제완화로 인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과다하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축사는 전용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축사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관련 시설은 농지전

용허가를 통해 무분별한 시설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4.2. 우량농지의 등급 세분화

  우량농지의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농지는 농업적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

상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특히, 농업진흥지

역 밖 농지는 농지전용에 대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농지전용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는 농지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과다한 

농지전용을 방지하고,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지 등급을 세분화하여 농지전용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4.3. 농지보전부담금 강화

  농지보전부담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공공시설을 위해 전용된 농지

의 비율을 26.2%에 달하며, 농어업시설을 위해 전용된 농지의 비율은 3.4%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의 농지는 농어업시설 이외의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으며,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은 

이상 이를 공시하기도 어려움(김승종 2015b. 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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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농지와 관계없이 농지전용 시 ㎡당 5만 원을 상한으로 부과하고 있어서 농지를 보호하

는 데 한계가 있다. 비록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달리하고 

있으나, 정부가 경지정리사업 등 재정을 투입하고,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후 개발사업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 반한다. 따라서 공공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농지 등급

화와 연계하여 우량농지의 보전부담금을 상향 조정하여 우량농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

4.4. 농지보전직불금 신설

  농지보전직불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규제를 강화하고, 농지전용

을 제한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잠재적 개발가치가 상승으로 인해 농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소유자는 상대적인 재산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량농지 등 농지보전이 필요

한 지역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농지규제에 따른 가치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농지보전직불

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농지전용을 제한하는 대신 농지가치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와 같이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이외에 농지를 유지하고 

보전하는 데 대한 농지소유자의 기여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농지보전직불금의 재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상향 조정 및 감면제도 개선을 통해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지 등급화

를 통해 우량농지를 기준으로 농지보전직불금을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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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주 호 * 15)

1. 2019 농업정책 모니터링과 평가(OECD)1)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과 EU, 그리고 12개 개도국들의 최근 정책 발전과 지지추정

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와 인도는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대상범위는 전 세계 농업총부가가치의 약 3/4까지 확대되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53개국

의 농업정책은 2016-18년도에 연간 총 7,050억 달러(6,200억 유로)를 농업부문에 제공하였

다. 이 금액 가운데 약 3/4인 연간 5,280억 달러는 개별 생산자에게 이전되었다. 아울러 

아르헨티나와 인도를 포함한 6개국은 일부 품목의 국내가격을 인하시키는 수단을 사용함으

로써 농업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암묵적인 세금은 2016-18년 간 연간 약 

830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를 전체 이전 5,280억 달러에서 제외하면 생산자에 대한 순이전은 

4,450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총지원 수준은 감축되고 있지만, 이러한 암묵적인 세금도 

시장 왜곡을 증가시키게 된다. 

  최근에 많은 OECD 국가들이 농업생산자에 대한 지지를 줄이고 왜곡이 적은 농업정책이

나 혹은 더욱 목표지향적인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진전은 대체로 더딘 실정이다. 더욱이 

생산자에 대한 지지는 국가별로도, 그리고 품목별로도 아직 불평등한 상태로 남아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농가 총수입의 18% 이상이 아직도 정책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며, 이 보고서에 포함된 신흥 및 개도국의 평균 9%와 비교된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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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보고서들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OECD는 매년 회원국들의 농업정책 모니터링과 평가란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2019년은 32번째이며, 주요 비회원국들까지 

포함한 것은 금년이 7번째임. (https://www.oecd-ilibrary.org/agriculture-and-food/agricultural-policy-monitoring 

-and-evaluation-2019_39bfe6f3-en) (접속일: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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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는 일부 OECD 국가들의 경우 농가수입의 정책의존도가 훨씬 높다는 점과 일부 신흥개

도국 특히, 아르헨티나와 인도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듯이 농업에 보조하기보다 오히려 손해

를 가하는(네거티브 보조) 정책을 감추고 있다. 

<그림 1>  생산자지지 추정치의 변화 추세(200-2018): 농가총수입에서의 비중 

 %

자료: OECD(2019)에서 재인용(49p).

  결국 농업생산자에 대한 모든 지지의 약 70%는 여전히 농가의 사업결정을 특히 강하게 

왜곡하는 수단에서 비롯된다. 많은 국가에서 생산자에 대한 지지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국내가격과 국제 시장가격이 차이 나게 만드는 수단에서 발생한다. 국가별로 품목에 대한 

지지수준이 차이가 있으며, 국가 내에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가격지지를 하면서

도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이 공존하여 국내시장에서의 왜곡을 심화시

킨다. 현존 정책 조합들은 대부분 농업생산성 증진,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농가 

복원력에 대해서는 별로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미래에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가 성장하는 것은 농업과 식품산업에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수요에 지속적으로 맞춰나가는 도전은 여전히 중요하다. 생산성 증진은 둔화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게 잠재력 이하에 머물러 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여러 부문에

서, 예컨대, 영양 균형, 온실가스의 배출 강도(intensities) 등에서 진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환경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높고, 일부 긍정적인 추세도 느려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날씨와 

관련된 생산 충격은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농장의 복원성 개선에 대한 도전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투자 증가는 더욱 적절히 반응하는 농업혁신체계, 확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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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비스, 농촌의 기간시설, 활기찬(enabling)농업을 만드는 서비스 분야 등에서 요구된

다. 이러한 일반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적 지출은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과 신흥개도국의 

농업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연구와 혁신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신흥국들이 농촌의 기반시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

적인 진전이다.

  다자간 수준에서의 협상이 정체된 것을 감안하여 많은 국가들이 중요한 무역상대국들과 

새로운, 혹은 더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의욕은 미래를 위한 실용적인 접근이

지만 농업정책의 개혁을 촉진하려는 다자간 열망을 대체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도전을 감안할 때, 개혁 열망을 다시 활기차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부는 왜곡적이

고 비효율적이며 환경에 해를 미치는 지지를 철회하고,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성이 

있는 농식품 분야를 위한 높은 보상의 정책 개입과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권고

∙ 시장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을 가장 보호하는 시장과 가장 불투명한 수단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그 밖에 생산과 연계되고 무역왜곡적인 지지도 감축되고 궁극적

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더 잘 기능하게 되고 부문 내 왜곡뿐만 

아니라 투입재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 압력도 줄이게 되고, 공적기금을 더욱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 시장통합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이점은 비교우위와 커지는 위험을 관리하는데 유리하

다. 다만, 규칙에 기반을 둔 세계무역 체제 내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진행 중인 무역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전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적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 환경과 기후변화 완화, 적응 목표를 추진하는데 있어 모든 가용한 경제적 수단을 고려하

여야 한다. 농업의 환경적 성취에 대한 기존의 일부 증거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은 

나라들에서의 진전이 느려졌거나 오히려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국은 지식의 

격차를 메우는데 투자하여야 하고, 이것은 디지털기술로 인해 촉진될 수 있다. 정보, 

교육, 규제, 지불과 세금은 농업부문의 환경관련 실적을 비용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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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구상자(toolbox)를 제공한다.

∙ 농가구의 재정적, 웰빙(well being)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가끔 

농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밝혀 줄 소득과 자산 상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다. 이는 더욱 효과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소득지지 정책 (농업에만 한정되

지 않은 사회적, 조세정책을 포함하여)을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 위험 관련 지원은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재난적 위험에만 집중하여야 하고, 공적 

개입을 요구하는 재난적 위험의 한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에 노력해야 한다. 이는 

정확히 규정된 공적 개입을 가능케 하고, 농가와 시장에 기반을 둔 위험관리 수단을 

위한 민간조직의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 공적지원이 시장 수단에 기반을 둔 민간의 

해법을 배척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생산자에게 지나친 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위험하고 부적절한 관행을 채택하도록 이끌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시장해

결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자료의 수집과 제공에 앞장 서야 하고, 민간의 전략과 시장 

수단(tools)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위험관리 전략에 대한 기술 접근을 제공하는데도 

노력하여야 한다.

∙ 정책 패키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농가는 진행되는 모든 경제적, 

시장, 정책 요인에 반응한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 목표 간의 상반적 관계(trade-off)와 

정책분야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s)을 고려하여 대처하여야 하며, 정책 효과를 사전

적, 그리고 사후적으로도 평가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부 부처 내와 부처 간 수준에서 

정책 개발을 위한 완전히 통합되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으며 국내와 

국가 간에도 모두 마찬가지다.

2. 무역을 위한 원조 2019 개관: 경제적 다변화와 자립(WTO와 OECD)2)

  2019년 무역을 위한 원조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경제적 다변화(diversification)와 자립

(empowerment)이 WTO 회원국과 옵서버국의 무역과 개발전략 및 정책의 핵심 목적이라는 

 2)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18ea27d8-en.pdf?expires=1565921749&id=id&accname=guest 

&checksum=1A0EB002A2DF38C4158FC52A50284685) (접속일: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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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에 회신한 133국가 중 많은 국가들은 왜 경제적 다변화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발점이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회신에서 나타난 것은 다변화와 

자립간의 연결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과 훈련을 통한 자립은, 

특히 이를 통해 청년, 여성, 중·소규모 기업이 국제 무역에 참여할 때, 경제적 다변화에 

필수적이다. 회신에서 진전이 있다고 인용되고는 있지만, 서로 다른 독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최빈개도국, 육지에 둘러싸인 국가, 소규모 도서 개도국들의 경우 진전은 일률적이지는 

않다. 이는 약소, 분쟁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국가들을 위해 경제적 다변화는 

부문 내 혹은 경제적 부문 간의 자원 재분배로부터 발생하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생산성 

달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과거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많은 수의 근로자를 흡수하였다. 이는 고용을 

증대시키고 번영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의 소위 ‘과도한 세계화(hyper- 

globalisation)’ 가 지난 후 세계는 바야흐로 상품무역의 둔화된 성장과 외국 직접투자 흐름

의 저하로 특징지어지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자동화의 확산과 생산과정의 

디지털화(digitization)는 제조업과 미래 산업화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 무역이 확대될 여지

가 있는 곳에서는 서비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쉽다. 이러한 성장 전망을 약화시키는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방지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UN 아젠더 2030’은 경제성장이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경제적 다변화와 성장의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함을 요구한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이 도전을 만들어 내는 동안 경제적 다변화와 구조 전환

을 촉진하는 목표지향적인 정책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정책에는 적당한 인센티브 체계의 제공, 무역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투자와 

정책 개혁, 자원의 조정과 재배정을 지원하는 정책, 시장과 정책 및 제도적 실패를 교정하는 

정책 개입 등이 포함된다.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발효는 적절한 사례이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도국들의 

협정 적응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조치(measures)와 자동화(automation), 절차의 간소화, 

참여 무역업체에 대한 공표에서 괄목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원조가 뒷받침된 

개혁의 긍정적인 영향도 보고되고 있다. 국별 보고서와 정기적인 연구 발표에서는 세관의 

물리적 검사의 축소, 불필요한 서류의 철폐, 수동 절차단계의 자동화, 일관적인 통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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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자립은 여성과 청년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이익을 최대한 개선하려고 특별히 

한계그룹에 속하는 집단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통해 배양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규모 기업들

은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하기가 힘들다. 청년 실업과 중소규

모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쌍둥이 문제는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청년의 

자립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라는 목적은 상생적이다. 그 얘기는 관계가 양방향으로 진행된

다는 것인데, 청년의 기술 개선과 혁신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수출을 촉진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한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원동력(drivers)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이 동의하는 사실이다. 무역을 위한 원조에서 원조 국가들은 성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활동에는 특정지역이나 활동에서 성별 특성(gender dimensions)을 배려하는 

기술연구나 프로젝트 설계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단기 원조프로그램은 여성의 경제적 활동

을 유지한다거나 의미 있는 정책변화를 초래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밝혀질 것이다. 성별에 

민감한 투자를 설계하기 위한 더 많은 관심과 훈련을 권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

한 변화 유도는 2개의 SDG 문제를 다루게 된다. 공적서비스와 기간시설 제공을 통해 무급의 

보살핌(unpaid care)과 국내 작업(work)에 집중하는 Goal 5와 여성이 생산적인 고용에 참여

하도록 촉진하는 Goal 8이다.

  많은 최빈개도국들은 지난 30년간 상당한 개발을 이루었다. 처음 이러한 범주가 수립된 

1971년 이후 5개 국가가 최빈개도국에서 벗어났다. 바바투와 앙골라는 2020-2021년에 최빈

개도국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10개의 국가들이 졸업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단계에 있어서 최근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5개의 국가는 

졸업 기준에 못 미친다. 최빈개도국을 졸업하려면 빈곤층에 우호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조 전환하려는 과정을 추진하고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2006년에 무역을 위한 원조 운동이 출범한 이후, 원조국들은 개도국들의 무역 능력 증진

을 돕기 위해 4,090억 달러를 공적개발 원조로 지원하였다. 그 외에도 3,460억 달러가 낮은 

세율의 양허융자로 지원되었다. 2017년에는 또 다른 약 1,000억 달러가 두 가지 형태로 

서약되었다. OECD 추정에 의하면 남-남(south-south) 공급자들은 90억 달러를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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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와 프로그램 평가는 이러한 지원이 개도국이 경쟁력을 개선하고, 무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하며, 외국의 직접투자를 끌어들이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적 다변화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의 추진과정이지만 국제 사회는 개도국의 

무역통합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측면의 제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원조 프로그램이 개도국들이 여성과 청년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도록 돕는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청년고

용이나 기업가 정신은 기업 수준에서의 시장실패를 다루거나 사업 생태계 개선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여성의 자립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하며, 특히 운송, 에너지, 은행과 금융서비

스 분야뿐만 아니라 광업과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조국의 활동이 무역을 위한 원조를 통해 여성의 자립에 기여하도록 

계획하고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구체적인 지침의 개발이 유용할 것이다. 

3. 세계가치사슬 발전보고서 2019(WTO 외)3)

  세계가치사슬(GVC) 발전보고서는 여러 관련기관의 공동 발간물이다. 금년이 두 번째 보

고서인데, 2018년 3월 북경과 2018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2개의 회의에서 논의된 23개의 

관련 배경문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아래와 같다

∙ 세계가치사슬(GVC)의 성장은 2008-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느려지고 있지만 멈춘 

것은 아니다. 사실, 2017년에 복합(complex) GVC(2번 이상 국경왕복)는 GDP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였다. 

∙ 무역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때 GVC를 고려하면 선진국에서 무역이 제조

업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며, 서비스에서의 일자리 증가는 제조업

에서의 일자리 감소를 상쇄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3)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gvc_dev_report_2019_e.pdf) (접속일: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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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산 활동의 부가가치 창출 활동별  전 세계 GDP 대비  비중 추세 (1995-2017)

단위: %

주: 국가 내 생산활동을 외국과의 연관 여부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국내 생산 및 국내소비로 인한 부가가치, 2) 

전통적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 3) 원자재나 중간재 무역 등 외국과 한번만 무역하는 경우(simple GVC)의 부가가치, 4) 

외국과 두 번 이상 무역하는 경우(complex GVC)의 부가가치로 나누었음.

자료: WTO외 (2019)에서 재인용.

∙ GVC의 발전은 개도국들에게 일자리와 고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세계경제에 통합되는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 기술변화와 생산성 제고가 GVC에 연관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 수요의 증가에 

의해 상쇄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자동화는 저임금의 매력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인간의 손재주를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사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 신규 디지털기술이 GVC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그러한 기술은 아마도 제조업 

생산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여 공급사슬의 길이를 줄여 개도국들이 GVC에 참여할 기회

를 감소시키거나, 혹은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협조(coordination) 및 일치(matching) 

비용을 줄여 GVC를 강화할 수도 있다.

∙ 무역으로 인해 발생되는 통합 이익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와 디지털기술은 각 지역과 

개인들 사이에 교란을 초래하고 기존의 불균형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이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조정 정책을 필요로 한다.

∙ 중소규모 기업(SMEs)이 GVC에서 과소 대변되어 왔지만 디지털경제는 SMEs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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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 개방되고 투명한 정책은 수출할 때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입감소정책보다 GVC가 이끄는 성장을 더욱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 통계에서 총무역보다 부가가치 무역을 사용하는 것이 GVC와 GVC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부가가치 통계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

는 노력은 적극 권장된다.

4. 필리핀의 쌀 관세화 효과(IFPRI)4)

  쌀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은 필리핀 정부가 오랫동안 쌀 수입을 

제한하고, 쌀 생산농민을 보호하며, 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사용해온 수단이었다. 하지만 

2019년 2월 공화국법 제 11203호 혹은 ‘필리핀 쌀 무역 자유화법’이 통과되어 수량제한은 

철폐되고, 대신 수입관세 35%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쌀과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그리고 세계 쌀 시장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필리핀의 일반 

후생, 영양 그리고 식량안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미칠 것이다. 

□ 배경 연구 

  수량제한의 목표는 국내 쌀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감지되는 세계가격의 불안정으로

부터 인위적으로 수입량을 조절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지난 2000년부터 2018년

까지의 가격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입 수량제한은 소매가격과 도매가격의 안정성

이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산지가격은 별로 그렇지 못했

다. 산지가격은 2008-10년을 제외하고는 세계가격보다 높았다.

□ 필리핀 쌀 관세화의 영향

  쌀 관세율은 35%로 산정되었고, 현재의 상황 하에서 관세화의 영향을 2025년까지 분석해 

본 결과, 

 4) (http://ebrary.ifpri.org/utils/getfile/collection/p15738coll2/id/133371/filename/133582.pdf) (접속일: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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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수입은 2025년까지 397만 톤으로 증가되어 수량제한 시기의 234만 톤 보다 많아질 

것이다.

∙ 수입량이 균형을 이룰 때, 소비자와 생산자 가격은 26%까지 하락할 것이고 세계가격은 

0.64% 정도 오를 것이다.

∙ 국내 쌀 생산은 9.7%(1,300만 톤)까지 감소할 것이며, 수확면적은 7.2%(34만 2,000 

ha) 감소할 것이다.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3% 증가한 120kg이 될 것이다.

∙ 국민의 영양 상태는 개선되어 굶주린 인구와 영양불균형 아동 수는 210만 명 감소할 

것이다.

∙ 쌀 수입으로 인한 관세수입은 쌀 경쟁력개선기금으로 유입되며 연간 100억 페소를 

초과할 것이다 

□ 쌀 산업 경쟁력 제고

  쌀 무역 자유화로 인해 쌀 생산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강우에만 의존하는 생산성 낮은 

농지, 관개시설을 갖추었지만 생산비가 높은 농지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는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와 수리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연구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통해 단수를 증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영농관리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농업 지도·자문(extension)은 R&D처럼 단수를 증대하거나 

생산비용을 감소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단수증대와 비용절감 기술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토록 촉진하여 쌀 농가의 평균 단수를 증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투자가 늦어도 2020년까지 시작된다면 그 효과는 3-5년 후에는 발생되며 2040년까

지는 효과가 최대로 발휘될 수 있다. 

  R&D와 지도·자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수를 2020-2040년 동안 15% 증대시키고,  같은 

기간 동안 수리안전답을 10% 증가시킨다는 투자 시나리오를 동시에 실행한다면  쌀의 경쟁

력을 강화하여 수입대체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쌀 수입을 2040년까지 383만 톤에서 46만 

톤으로 감소시키고, 쌀 생산을 1,806만 톤으로 증대하여 수량제한시 보다 180만 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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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권고 

1) 수입대체 산업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R&D와 지도·자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단수를 증대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며,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 보급에도 힘써야 한다.

∙ 무역 자유화 이후 현재 천수답이어서 생산에서 퇴출당하는 농지가 있겠지만 일부 천수

답은 수리안전답보다 더 생산적일 수 있다. 따라서 수리시설을 확대할 경우 생산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상 농지를 선정해야 한다.

∙ 그 밖에 종자 산업, 수확후 처리 및 저장시설, 작물 보험, 신용, 인터넷 혹은 전화 거래 

등의 발전도 생산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2) 단기간의 정책: 전환기의 전략

∙ 쌀 무역은 수입업자간 완전경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무역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도록 장벽을 해소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특혜관세를 없애야 한다.

∙ 영향을 받는 쌀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하다. 다른 가격지지나 보조보다는 쌀 

농가에 대한 현금지급이나 소득이전이 더 바람직하다.

∙ 다른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작목 전환의 촉진이 필요하다. 

∙ 쌀 산업을 수입대체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R&D와 지도·자문, 

수리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보완적인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5. EU 예산: 2020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5)

  공동농업정책(CAP)은 EU의 제일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이다. 1960년대에 

창설된 이래 CAP은 유럽 시민의 변하는 요구와 세계의 점증하는 도전에 맞춰 여러 번의 

진전을 거쳐 유럽 내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식량안보, 식품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여 

 5) (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political/files/budget-may2018-modernising-cap_en.pdf)(접속

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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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유럽은 시민에게 고품질,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촌지역에 

견실한 사회 경제적 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복원력이 있고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농업부

문을 요구하고 있으며, CAP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의 경제

적, 환경적, 사회적 기둥(pillars)을 반영하는 9개의 분명한 목표에 기초를 두면서, 미래의 

CAP은 환경과 기후, 더욱 지속가능한 농업과 활력 있는 농촌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전환을 

지원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고품질 식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독특한 유럽 농업모

델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 강력한 CAP을 위한 강력한 예산

  EU 집행위원회는 2021-27년 기간 3,650억 유로의 야심찬 예산을 제안하였다. 이는 CAP

이 EU 전체예산의 약 1/3을 차지하여 정책적으로 계속 중요하다는 걸 의미한다. CAP 예산은 

전통적인 2개의 기둥인 농업인/시장 조치를 위한 직접지원과, 농촌개발로 배분된다.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농업부문 우선 순위에 정책을 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자국에 배정된 CAP 예산을 직접지불과 농촌개발 사이에 15%를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회원국들은 또한 환경과 기후 조치를 위해 공동금융(co-financing) 없이도 

추가적으로 15%를 기둥 1에서 기둥 2로 전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식품, 농업, 농촌개발과 바이오 경제를 위한 특별한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

로 100억 유로를 EU의 수평적 유럽연구프로그램(Horizon Europe research programme)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 새로운 집행 방법 

  미래의 CAP은 정책이 집행되는 방법을 상당히 단순화하고 현대화하여 농업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정책의 중점은 준수와 규율에서부터 결과와 

실적으로 전환할 것이다. 하나의 규정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접근방법은 더욱 신축적인 

체제로 대체되어 회원국들은 자국의 농민과 농촌사회의 특정한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어떻

게 공동의 목적을 최적으로 충족할지 결정할 많은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CAP은 

현대 기술과 혁신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다. 특히 환경과 기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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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수준의 열망은 농업인과 회원국들의 의무 준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일련의 감시와 

균형을 통해 보완될 것이다. 

  CAP의 9가지 목표는 ① 농가 소득의 보장, ② 경쟁력 제고, ③ 식품체인에서의 힘의 

재균형, ④ 기후변화 대응, ⑤ 환경 지키기, ⑥ 농촌 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존, ⑦ 세대교체 

지원, ⑧ 농촌지역의 활력화, ⑨ 식품과 건강 질(quality) 보호 이다.

□ 목표 설정의 개선을 통한 공정한 집행(deal)

  새로운 CAP은 EU 농업의 삶의 방식의 중추인 중소규모 가족농의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또한 젊은 농업인들이 직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이다.

∙ 집행위는 농가당 지불을 6만 유로로 감축하고, 지불의 의무적 상한은 10만 유로로 

제안하였다. 노임은 전액 반영될 것이다. 이것은 지불의 공정한 배분을 개선하려고 

계획되었다. 

∙ 회원국들은 중소규모의 농가에 대해 단위면적당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보장할 것이다.

∙ 각 회원국에 배분된 직접 지불의 최소 2%는 젊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남겨두

어야 한다.

∙ 각 회원국은 진정한 농업인들만 소득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어려움을 겪는 특정 품목분야는 경쟁력, 지속가능성 혹은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추가적인 지원의 혜택을 계속 받아야 한다. 이러한 분야는 경제적, 사회적 혹은 환경적 

이유로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

□ 환경과 기후 대응에 대한 더 높은 열망 보장

  농업인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경관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이

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과 기후에 대한 열망의 수준을 높이려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새로운 CAP은 지원 수준을 더욱 높일 것이다. 야심찬 의무적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농업인들은 다양한 자발적 계획을 통해 더 많이 기여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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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2 자금의 최소 30%는 기후와 환경 관련 조치에 사용될 것이다.

∙ CAP 전체 예산의 40%는 기후변화 대응조치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매년 진전 사항에 대한 검토

∙ 심각한 부진 시 지불의 정지

∙ 기후, 환경, 생물다양성에 대한 목표를 달성한 회원국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촌개발 

배정분의 5%까지 금융성과유보(Financial performance reserve)

∙ 특정 환경계획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회원국들은 직불금의 일부를 유보할 위무

∙ LIFE 프로그램과 같이 기후와 환경을 위한 다른 EU 정책과 프로그램과의 시너지 개선

∙ 지식 이전, 친환경 투자, 혁신, 협동 등을 위한 더욱 우호적인 환경

□ 유럽사회의 심장(heart)으로서의 농업

  농업인들은 매우 중요한 공공재의 공급자이며, 유럽 농촌 커뮤니티의 심장에 있다. 새로운 

CAP은 활기찬 농촌사회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할 것이며, 농업인들이 식품의 

질과 식품 안전 및 건강에 대한 공적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새로운 세대들이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도록 권장하는 많은 조치: EU는 경험 많은 

농가의 젊은 농업인에 대한 멘토링 제도, 세대 간 지식 이전의 개선, 승계 계획의 발전 

등과 같은 지방의 계획을 지원

∙ 회원국들이 국가 수준에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권장. 예컨대 젊은 농가들이 농지에의 

접근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세나 상속 등에서의 더 신축적인 규칙 등

∙ 식품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업인에게 더 강한 규제: 예컨대 

지원을 수질 보호, 농약 사용 감소, 항생제 사용 감소 등에 관한 의무 이행 등과 더 

긴밀하게 연결하여 집행 

□ 지식과 혁신의 폭넓은 사용

  지식과 혁신은 스마트하고 회복력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

의 CAP은 연구와 혁신 분야에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농가와 농촌사회가 그러한 투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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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권장한다. 수평적 유럽프로그램에서 100억 유로의 예산이 연구와 

혁신을 위해 별도로 배정된다. 

∙ 각 회원국의 CAP 전략플랜에는 어떻게 지식교환과 혁신(지도서비스, 훈련, 연구, 농촌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을 자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 회원국들에게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통제와 모니터링(작목 교대 의무가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거나 직불금 청구하는 농가 규모 입증 등)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권장한다.

∙ 농가들이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기 위해 범 EU차원의 위험관리 플랫폼 

개발

6. 품목 지원의 변동가능성: ARC와 PLC 프로그램(USDA/ERS)6)

□ 문제의 제기

  미국의 「2014년 농업법」은 농가에 대한 대부분의 고정적 직불금을 농업위험보장

(Agriculture Risk Coverage, ARC)과 가격손실보장(Price Loss Coverage, PLC)으로 전환하

였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시장 상황의 조건에 따라 소득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8 

농업개선법」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약간 수정하여 지속하고 있다. ARC나 PLC는 수입이나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들 프로그램이 시장 상황에 연계되

므로 향후 이들 프로그램에 의한 생산자에 대한 직불금과 정부의 재정부담은 불확실하다. 

예컨대 이들 프로그램이 시행된 처음 4년 동안 생산자들은 225억 달러를 수령하였는데 

연간으로는 25억~75억 달러의 범위였다. 이 보고서는 이들 프로그램들의 특색과 향후 전국 

단위와 군 단위 수준에서 발동될 예상 직불금을 추정한다. 이 연구는 대상면적이 가장 큰 

옥수수, 대두, 밀 3가지 품목(전체 대상 면적의 88% 차지)에 집중하여 분석한다.

 6) (https://www.ers.usda.gov/webdocs/publications/93604/err-267.pdf?v=2784.6) (접속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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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USDA의 2028년까지의 농업전망을 이용하여 ERS 연구자들은 품목 가격의 잠재적 전망치 

범위를 산출하였고, 이들 가격은 ARC와 PLC 예상 지불 수준을 산출하는데 사용되었다. 

∙ 가격 추세는 ARC와 PLC 기대 직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옥수수와 밀 가격은 과거보다 

약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두가격은 최근의 무역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움직임은 각 프로그램의 직불금뿐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프로그램 선택

(election choice)에도 영향을 미친다. 향후 10년 동안 옥수수와 대두의 가격이 PLC 

직불을 결정하는 발동기준인 유효기준가격(effective reference price) 보다 더 높다고 

전망되어 ARC 직불금이 PLC보다 더 많을 것으로 나타난다. 밀의 가격은 유효기준가격

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PLC지불이 ARC지불보다 단위면적당 더 많을 것이다.

∙ 프로그램의 재정부담은 매년 큰 범위 내에서 변할 것이다: 각 품목별로 매년 직불금의 

평균과 중간값(median)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잠재적 직불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며, 만약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직불금은 커지게 된다. 「2014년 농업법」에 

따라 농업인이 프로그램 선택을 이용하면 ARC와 PLC를 합쳐 2019/20 유통연도의 예상

되는 직불금은 옥수수(중앙값 2억 4,500만 달러, 평균 12억 2,000만 달러), 대두 (중앙값 

3억 4,700만 달러, 평균 10억 2,000만 달러), 밀(중앙값 4억 7,700만 달러, 평균 6억 

8,000만 달러)이다. 가격 전망에 따르면 옥수수와 대두에 대한 직불은 ARC 프로그램에

서만 발동될 것이다. 밀은 두 프로그램에서 모두 발동될 것이다. 만약 옥수수나 대두의 

실제 가격이 전망치보다 5% 하락하면 PLC 직불금도 지급될 것이다. 만약 PLC 직불이 

발동된다면 PLC는 전국적으로 발동되므로 이 프로그램의 비용은 상당히 커질 것이다. 

∙ ARC는 실제의 군 단위 수입과 기준 수입 경계에 따라 소득지지 금액이 조건적으로 

지불된다. ARC의 가장 빈번한 지불수준은 0 달러이거나 당해 연도의 프로그램 한도로 

예상된다: ARC가 어떠한 해,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단위면적당 다양한 지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가장 빈번한 지불수준은 0 달러이거나 당해 연도의 단위 면적당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에이커 당 지지수준이 실제로 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수입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불공식 때문에 지원되는 직불금

의 분포는 이분적(bimod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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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 지불의 가능성은 생산지와 군 단위 단수의 변동성에 관련이 있다: 단수(yield)가 

전국 평균과 긍정적으로 상관성이 있는 군(county)의 농업인들은 ARC지불금을 수령할 

확률이 낮아진다. 왜냐하면 생산과 가격이 자연스러운 수입위험 완화를 제공하기 때문

이다. 예를 들면, 낮은 전국 단수(공급)는 전국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것은 수입을 

증가시키게 된다. 하지만 군 단위의 단수가 전국 단수와의 긍정적인 연관성이 낮은 

군의 농업인은 군 단위 단수가 낮을 때 ARC 지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군 

단수의 변동성은 ARC 지불의 가능성에 또한 영향을 미친다. 군 단수의 변동성이 커지면 

수입이 ARC지불 임계(threshold)보다 낮게 변동하는 경우가 더 자주 생기므로 ARC지불 

가능성도 커진다.

□ 조사 수행 방법

  ERS의 10년 농업전망 모델의 시뮬레이션 접근을 이용하여 무작위(random)의 단수와 거

시 경제적 변수 시나리오를 가지고 모의실험을 통해 불확실한 시장(가격과 생산) 상황의 

분포를 전망하였다. USDA의 농업 베이스라인 전망에 사용되는 점 추정치(point estimate 

projection) 대신, 이 연구는 품목지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상품시장 결과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조사를 가능케 하는 확률분포를 개발하였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군 

단위 단수와 거시 경제적 변수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 연구에서는 2019/20 작물연도부

터 향후 10년간의 시장의 변화와 프로그램 지불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1,000개의 군 

단위 작물 단수를 모의실험 하였다. ARC와 PLC 프로그램의 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농가 

선택에 따라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한 두개의 기준 에이커 선택 시나리오가 이용되었다. 

7. 21세기의 기후변화와 농업 위험관리(USDA/ERS)7)

□ 문제의 제기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작물보험프로그램(FCIP), 농업위험보장(ARC), 가격손실보장(PLC), 

그 외 다른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여 농업에서의 위험을 완화할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7) (https://www.ers.usda.gov/webdocs/publications/93547/err-266.pdf?v=9932.1) (접속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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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연방작물보험프로그램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프로그램들은 생산이나 시

장 상황이 악화될 때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비용은 모두 합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120억 달러 정도였다. 이러한 비용의 연간 변동 

폭은 단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변동성에 크게 좌우된다. 기상의 평균과 극단이 

향후 10년 동안 변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비용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연구는 통계학적, 지구 물리학적, 그리고 경제적 모델을 이용하여 기후변화가 연방정부

의 농가 안전망프로그램의 장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조사한다. 이 접근법은 

우선 기후변화가 주요 품목의 단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모의실험하고, 이어서 단수변화

가 재배품목 결정과 가격에 미치는 함의를 계량화하며, 이는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결과 비용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다른 경로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1) 기후가 단수 위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2) 단수 위험이 가격위험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3) 변화되는 평균 단수, 생산, 가격이 보험 가치의 총액에 미치는 영향이다. 

비록 농가안전망 정책이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지만 이 연구는 FCIP의 현행 수입보호

(Revenue Protection)프로그램이 과거 프로그램에서 단수와 가격 위험을 모두 감소시켜 

왔고, 앞으로의 정책도 그럴 것이라는 경험상 현행 수입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한다. 

□ 연구 결과

  검토한 메커니즘 모두 중요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총보험금의 변화가 가격 변동성

과 단수 변동성 보다 연방정부의 FCIP 보험료 보조 비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검토한 

기후 시나리오 모두는 기후변화가 과거 30년과 동일하다는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옥수수, 

콩, 밀의 국내 생산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 밖의 것은 동일하다

면 가격이 그전 보다 상승할 것이며, 따라서 보험료도 인상되고 결과적으로 보조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로 외국의 공급과 수요가 변화하면 이러한 효과는 완화되거나 혹은 

악화될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나라의 생산 변화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단수와 가격 변동성의 변화도 FCIP의 보험료 보조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변화시키는 방향은 덜 명확하다. 대부분(전부는 아님)의 기후 시나리오와 

작물에서 단수 변동성은 증가하여 손실의 빈도와 혹은 깊이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보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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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증가시킨다. 한편으로 가격 변동성에 대한 변화는 작물별로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다르다.

  많은 것이 미래의 온난화의 심각성 정도에 달려 있다. 이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미래의 비율이 서로 다른, 따라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다른 2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하였

다. 온건한 배출시나리오에서는 FCIP의 비용은 미래가 가까운 과거의 기후와 유사하다는 

시나리오보다 3.5%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더 높은 배출 시나리오에서는 이 비용은 22% 

증가한다.

  이러한 추산은 만약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높아질 것이다. 비록 

모든 종류의 적응 노력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이 연구는 농업인들이 기대 단수와 가격이 

변하는 것에 대응하여 어떻게 재배하는 작물을 바꾸는지, 어디에 재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을 명백하게 고려하고 있다. 만약 이 연구의 모델에서 이러한 적응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비용증가의 추산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온건/심각 2가지 시나리오에서 각각 

10% 내지 37% 증가할 것이다.

□ 조사 수행 방법

  상세한 과거 날씨와 단수 자료가 옥수수와 대두, 겨울 밀의 단수를 전망하기 위한 반매개

변수(semiparametric) 신경망(neural networks) 통계모델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모델들은 

2080년의 예상 가능한 날씨의 분포를 대략적으로 알기 위해 사용된 2060-99년 기간의 날씨 

모의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단수를 전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후 대응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5가지 다른 기후 모델로부터의 모의실험과, 

각각에 대해 온건/심각 배출의 2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다음 단계로, 추정된 단수는 ERS의 지역환경농업프로그램모델(Regional Environment 

and Agriculture Programming Model, REAP)에 투입요소(inputs)로 사용되었는데 이 모델은 

재배면적과 단수, 그리고 가격의 동시적 변동사항을 모의실험 하는 경제적 모델이다. REAP

는 단수와 가격의 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농가들이 재배작물을 바꾸는지, 그리고 어디에 

재배하는지 모의실험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모델의 산출물은 FCIP의 옥수수, 대두, 겨울 

밀에 대한 2080년도의 비용을 모의실험 하는데 사용되는데, 2080년은 21세기 후반기의 

대표년도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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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식량 공급 및 수요

� 세계 식량 소비가 세계 인구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의 세계 식량 공급에 대한 시장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소득 증가와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에 따른 식품 소비가 세계 인구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함. 

� 세계 식품 공급 및 수요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동향 및 무역 문제, 소득 

증가 및 선호도의 변화로 인해 신흥경제국에서 더 많은 육류와 유제품을 소비하게 됨. 

- 이와 동시에 선진국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의 식품 소비 선호에 영향

을 미치며 육류 소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음.

□ 밀(wheat)

� EU는 흑해(Black Sea)지역에 이어 1인당 약 250kg을 소비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자임.

� EU는 주로 동물사료에 밀을 사용함으로써 축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꾸준히 소비량이 

증가하였음.

� 전 세계에서 밀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은 EU, 흑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4곳임. 

- EU는 주요 밀 수출국으로 전체 생산량의 최대 20%를 거래하고 있음.

□ 옥수수(maize)

� 보고서에 따르면 북아메리카는 세계에서 옥수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으로, 1인당 

옥수수 소비량이 거의 900kg에 달함. 남아메리카는 1인당 240kg, EU는 1인당 140kg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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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옥수수 생산의 실질적인 증가는 가축 사육 확대와 관련이 있으며, 최근에는 옥수수 

에탄올 생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거의 15%가 거래되는 주요 공급국은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

카, 그리고 흑해지역임. 반면 EU는 2018/2019년 기준 2,500만 톤에 이르는 옥수수를 

수입하는 가장 큰 옥수수 수입국임.

□ 대두(soya bean)

� 대두는 생산의 약 82%를 차지하는 아메리카에서 주로 생산되고 거래됨. 세계적인 수준

에서 이용 가능한 대두의 3분의 2는 사료로 사용되기 위해 분쇄됨. 

� EU는 세계 무역의 30%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임. 

□ 설탕(sugar)

� 세계적으로 1인당 설탕 소비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 

- 시장 상황에 따라 식품이나 에탄올 생산으로 전환되는 설탕 물량이 변동함. 

� 남아메리카는 1인당 50kg 이상의 설탕을 소비하는 최대시장임. 그 뒤를 이어 EU의 

1인당 설탕 소비량은 37kg이며, 북아메리카의 1인당 설탕소비량은 30kg임.

� 세계 설탕의 40%는 아시아에서, 30%는 남아메리카에서 생산됨.  

□ 쇠고기(beef)

� 북아메리카는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1인당 35kg을 소비함. 그 

뒤를 이어 남아메리카가 비슷한 수준이며, 오세아니아의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kg,  

EU의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5kg임.

� 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약 15%가 거래되고 있으며,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흑자가 

발생함. 

- 세계 쇠고기 교역에서 EU는 지난 30년간 지역 내 소비자 선호 변화에 따른 1인당 

소비량 감소로 순수입국에서 순수출자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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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pigmeat)

� EU는 1인당 돼지고기 40kg이상을 소비하는 가장 큰 돼지고기 소비국임. 북아메리카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30kg임. 아시아지역에서는 2020년까지 1인당 돼지고기 소

비량이 15kg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세계 돼지고기 생산의 8% 미만이 거래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수출의 80% 이상은 북아

메리카와 EU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가금육(poultry)

� 가금육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육류에 비해 가격

이 저렴하고 쉽게 생산할 수 있음.

� 북아메리카는 1인당 가금육 50kg 이상을 소비하는 가장 가금육 소비국임. 남아메리카

와 오세아니아, EU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세계 가금육 생산량의 12%가 거래되고 있으며, 주요 공급국은 아메리카임.

� EU 또한 주요 가금육 수출국이며, 가금육의 특정부위 절단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유제품(dairy)

� EU와 북아메리카는 1인당 약 270kg의 우유를 소비하는 최대 소비국임. 남아메리카의 

1인당 우유 소비량은 150kg으로 증가하였음. 아시아의 경우 2020년까지 1인당 우유소

비량이 70kg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아프리카의 1인당 우유 소비량은 50kg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인구증가에 따라 총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세계 유제품의 주요 생산지역은 오세아니아, EU, 북아메리카임.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1479/European-

Commission-publishes-market-briefing-on-global-food-supply-and-demand)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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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R&D) 동향* 8)

� 2008년 농업법(Farm Bill)에 의해 제정된 미국 농무부(USDA)의 국립식량농업 연구소

(NIFA)는 농업과학기술 R&D를 통해 농업 관련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임.

- NIFA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 정책입안자, 전문가, 교육자들과의 공동

연구 진행을 지원하고 있음.

� NIFA는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및 교육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함. 2014년 

농업법에 의해 만들어진 2014년-2018년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은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됨.

- (과학) 연구, 교육 및 extension과의 촉매제 역할

- (사람) NIFA의 R&D를 통해 농업 연구에 특화된 인재 양성

- (과정)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정책, 절차를 제도화

- (소통) 미국이 전 세계 식품 및 농업 과학 선도

� NIFA는 농업과학기술 R&D를 통해 개발되거나 특화된 농업 관련 과학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음. NIFA는 세 가지 측면에서 농업기술개

발을 실제 농업현장에 적용하려고 노력함.

- (연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당면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연구가 제공됨.

- (교육) 대학기관을 통해 과학자, 교육자, 생산자 등을 양성시킬 수 있는 대학기관을 

육성함. 총 113개의 교육기관에 투자함.

 *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NIFA) 홈페이지 (https://nifa.usda.gov, 2019.8.20.) 내용을 바탕

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140 ∙ 세계농업 2019. 9월호

- (연구성과 외부지원)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제공해주고 기술개발을 현장에 적

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

� 2019년(FY) 예산은 전년 대비 7.4%(1억 1735만 달러) 증가한 17억 262만 달러이며, 

연구 및 교육 부분이 9억 3,700만 달러, 외부지원이 5억 569만 달러, 농업법 의무 

부담금이 2억 1,630만 달러를 차지하였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08.26.). 미래정책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EU회원국, 가뭄 지원책 승인

� EU회원국들은 이번 여름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일련

의 지원 조치에 동의함. 

- 지원조치는 농가의 현금흐름 개선 및 동물사료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임.

� 지난 8월 28일 유럽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른 기본 직불비

율을 높이고, 환경보전을 위한 녹색지불(greening) 요건을 변경하자는 제안에 동의함. 

� 지난 7월 25일, EU집행위원회는 이번 여름 발생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EU 농업부문

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함.

� 농업인들은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직접지불금(Pillar 1)의 70%와 농촌개발기금(Pillar 

2)의 85%를 12월이 아닌 10월경에 두 달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게 됨. 

- 보통 이 지원금은 50% 수준만을 10월에 지급받을 수 있었음.

� 가뭄지원책은 9월 초 공식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EU집행위원회는 위성을 

통해 날씨와 날씨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회원국들 간의 긴밀

한 정보공유를 통해 생산현황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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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과 7월 말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심한 폭염이 농촌지역을 강타하며 특정작물수확량 

예측이 줄었음. 

� 농업관련 협회 및 NGO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자연재해는 점점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 함. 이는 유럽의 식량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수십억 유로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농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함.

- 농업협회 관계자 Coldiretti에 따르면 이미 이탈리아의 일부 농업인들은 더운 날씨

에 더 적합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1328/EU- 

member-states-approve-drought-aid-package) (2019.08.28.)

EU집행위원회, 새로운 가격 투명성 조치 채택

� EU집행위원회는 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범위한 

가격 및 시장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지난 9월 11일, 공동시장기구(Common Market Organization) 회의에서 EU회원국

의 승인을 받은 후, EU집행위원회는 공급망의 다른 단계에서 농산물의 가격 수집을 

강화할 것임.

- 이 조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곡물, 유제품, 과일 및 채소, 육

류, 유지종자, 올리브유, 와인 등을 포함함.

� 기존의 시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EU회원국들은 가격 데이터를 수집하여 EU집행위

원회에 전달할 책임이 있음. 

- EU집행관은 농식품 데이터 포털과 EU시장 관측소에서 정보를 제공할 것임.

� EU집행위원회의 농업부는 지난 5월 22일, 식품공급망에서 농업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이 계획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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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치는 2021년 11월 발효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과 생산자간의 협력 조

건을 개선하는 이전의 법률을 보완할 것임. 

� 농업시장에서는 생산, 소비, 가격 등 이미 대량의 데이터를 입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가와 소비자 간의, 즉 식품가공 및 소매수준에서 운영되는 시장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음.

� EU집행위원회는 식품공급망 내에서 서로 다른 행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시장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함.

- 이에 EU집행위원회는 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시기적절하고 쉽게 개선된다면 

농업인들이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사업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전체 공급사슬에서 공정 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EU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더 많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더 자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공급망에서 균형적이고 더 효율적인 의사결

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가격에 대한 투명성 증가는 공정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며, 우리는 농산물 가

격 정보에 대한 공정하고 동등한 접근을 허용하여 식품 공급망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1477/Commission

-adopts-new-price-transparency-measures) (2019.09.12.)

EU 농업 연구 및 혁신 체계* 9)

� [농업 R&D 공공투자액] 2012-2016년 EU의 연간 농업 R&D 공공투자액은 약 30억 

유로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음. 

 *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발표한 “EU agricultural research and innovation”(2019.1.)을 미래정책연구

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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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가 현장의 실질적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우선순위 및 관련 연구] EU집행위원회는 2016년 1월 EU의 농업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A strategic approach to EU agricultural research & innovation)

을 발표하였으며, 다섯 가지의 우선순위와 관련 연구주제들을 제안하였음.

� EU는 2013년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을 위한 R&D 투자전략인 ‘Horizon 2020 

(2014~2020)’을 수립하였음.

- Horizon 2020의 3대 중점과제는 ⅰ) 우수과학 육성, ⅱ) 산업적 리더십 강화, ⅲ) 

사회적 현안 해결이며, 이 중 사회적 현안 해결에 대한 실천전략 중 하나로 ‘식량·

식품안보,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해양연구, 바이오산업’을 제시하였고, 미래 식

량·식품자원 확보를 위한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연구를 강화하였음.

- 2018년 6월 EU집행위원회는 Horizon 2020 이후의 투자전략인 Horizon Europe 

(2021-2027) 수립안1)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추진방식] 유럽연합 농업의 연구 및 혁신은 대부분 Horizon 2020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EU집행위원회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gricultural sustainability and productivity, 

이후 EIP-AGRI)’ 설립을 통해 상호적 혁신 모델(interactive innovation model)2) 

적용을 확대하고 있음.

- 2020년 이후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서도 각 회원국에 지식 교환과 혁신의 방법과 

혁신 주체들 간의 소통 강화 방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Horizon 2020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식(Multi-Actor Approach, 이후 

MAA)3)의 프로젝트 수행(180개의 프로젝트, 10억 유로의 예산)과 주제별 네트워킹

(thematic network)을 통해 EIP-AGRI를 지원하고 있음. 

- 공동농업정책 농촌개발프로그램에서는 900개의 운영그룹(Operation al Group)4)에 

 1) Horizon Europe 수립안에서 식품·농업·농촌개발·바이오경제에 관한 예산액은 100억 유로로 현재 Horizon 2020 관련 

예산에 비해 2배 증가함.

 2) 농업인과의 교감을 통한 상향식 혁신 방식을 의미, 연구자-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음.

 3) MAA 방식의 프로젝트는 농업인이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에 집중하는 것임. 

 4) 운영그룹은 농업인·연구자·교수·기업인·NGO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돼 있으며, 주체들 간 교류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지식

을 최대로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목적을 실현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성과를 전파하는 기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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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재정 및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운영그룹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MAA 방식 혁신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음.

- MAA 방식의 프로젝트와 운영그룹 결과는 의무적으로 EIP-AGRI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함. 이를 통해 성공 사례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유사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들 간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08.2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루마니아 정부, 소농의 판로 확보 위해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5)

� 2018년 루마니아는 EU 28개 회원국들 중에서 농산물 가격이 가장 낮은(평균가격 대비 

34.6% 낮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Eurostat 통계), 이에 일각에서는 루마니아의 유통

체계 하에 양질의 농산물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루마니아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소규모 

농업인5)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2019년 1월 루마니아 농림부는 정부 

소유의 기업인 ‘우니레아(Unirea)’를 설립하고, 1,97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자하였음.

- 우니레아 사장인 아드리안 이즈보라누(Adrian Izvoranu)는 현재 대도시6)에서 60

개의 판매점이 운영 중이나 여전히 생산농가 선택, 수집센터 구축, 유통과정의 통합 

등의 추가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우니레아는 개별 생산물에 대해 최대 30%의 차액을 남길 수 있으며,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지역의 평균가격을 수취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임.

� 그러나 루마니아 농업인 연합인‘Pro Agro’는 우니레아 설립은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시대에 역행이며, 농업인이 시장에서 교섭력 강화를 통해 가격 결정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산자 연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하였음.

 * IEG Policy가 발표한 “Romanian government develops retail chain for fruits and vegetables”(2019.8.16.)을 미

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5) 루마니아는 전체 농업인의 대다수를 200만 명이 넘는 소규모 농업인이 차지하고 있음.

 6) 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에 판매점을 두면 농산물 판매를 촉진 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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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 Agro’에 따르면, 현재 루마니아 농가들은 조직화 수준이 미비하여 농산물의 

대부분이 지역시장 혹은 농장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며, 다수가 경작농지 0.5ha 미

만인 영세 자급농들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09.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림수산 연구 이노베이션 전략* 7)

� 일본 농림수산성은 내각부의 ‘종합 이노베이션 전략(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을 기반

으로 농림수산 분야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한 ‘농림수산 연구 이노베이션 전략(農林水産

研究イノベーション戦略)’을 발표함.

� 현재 일본 농림수산업은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가 주요 과제임.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본 농업 과제와 해외 및 타 분야 동향을 

기반으로 일본의 강점을 살린 연구·개발이 필요함.

� 연구 이노베이션 전략에서는 세계시장 확보와 과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식품’, 

‘스마트 푸드 체인’, ‘육종(育種)’, ‘바이오소재·바이오매스’ 4가지 분야의 플랫폼7)을 

구축하고자 함.

- (이노베이션 시스템) 1) 이노베이션 대상을 식품, 스마트 푸드체인, 육종, 바이오

소재·바이오매스 4가지로 중점화, 2) 국가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및 민간이 

협조하여 질 높은 빅데이터 형성 및 축적 진행, 3) 연구개발 플랫폼8)을 형성하여 

 * 일본 농림수산성 「農林水産研究イノベーション戦略」(2019.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7) ‘사이버 기술’과 ‘피지컬 기술’을 융합시킨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일본 연구·개발 기술의 비약적 성장

과 민간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기대됨.

 8) 지역 및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교환형 플랫폼’으로, 이용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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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기업 등이 활용 가능한 환경 조성, 4) 각각의 플랫폼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상승효과 발휘

� [식품] 의료와 식품 데이터를 결합하여 생산·유통·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화하

여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의 생산이 가능해짐.

- 의료·식품 데이터 플랫폼은 농업 데이터 플랫폼 정보를 기반으로 체질 정보, 식단

정보, 품종, 식단 성분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데이터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를 사용한 후에 피드백함.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진행함.

- 이를 활용하여 (소비자)체질에 맞는 식품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음. (생산자)수요에 맞는 효율적이고 기동적인 

생산이 가능해지며, (유통업자)각 소비자에게 맞는 맞춤형 유통이 가능해짐.

� [스마트 푸드 체인] 생산부터 유통·가공, 판매·소비 단계를 연결하는 농업 데이터 플랫

폼을 기반으로 스마트 농업을 통해 누구나 농업현장에서 쾌적하게 일할 수 있으며, 

니즈에 맞는 생산과 유통 실현이 가능함.

- 생산데이터, 기상데이터, 유통·가공데이터, 판매·상품 데이터, 소비자 행동 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스마트 푸드 체인을 형성함. 

- 농업 데이터 플랫폼(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데이터와 기상, 토양, 시장 등에서 데

이터 수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가능해짐.

-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고도의 생산·유통·판매가 가능하고, 개개인의 소비자에 

맞춘 농산물 생산이 가능해짐.

� [육종] 세계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AI 육종 시뮬레이터·육종장을 활용한 

육종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나 농업현장에서 원하는 품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생산하고 

민간 육종을 활성화함.

- 육종 플랫폼을 민간기업, 공공시험, 개인 육종가 등이 이용한 후 피드백을 통해 효

과적인 육종을 시행함. 육종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육종 규모는 

에 교류를 촉진하는 ‘교류형 플랫폼’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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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배로 확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품종을 단기간에 개발함.

� [바이오소재/바이오매스] 바이오소재 개발 및 생산 플랫폼 구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농림수산자원을 활용하고 친환경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하여 환경보존에 공헌함.

- 기존의 연구개발 자료가 있는 누에나 바이오매스 자원을 기반으로 ICT·AI·로봇 등

을 활용하여 새로운 바이오 소재 생산을 통해 농산어촌 자원 활용 영역을 확대함. 

친환경적인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지역 소득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이산화탄

소 배출량 감축 및 농산어촌 지역 환경보호에도 공헌이 가능함.

� [연구개발 환경] 기업의 도전 촉진, 농업인과의 연계 강화, 성능·비용·품질을 의식하고 

타 산업 등과 연계를 강화한 연구개발을 시행함. 또한 농업현장과 지역에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함.

- 미국의 DARPA 그랜드 챌린지(DARPA Grand Challenge) 등을 참고하여 기업의 

도전과 혁신기술 개발·실용화를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함.

- 유럽의 바우처제도(Voucher System)를 참고하여 농업인이 연구자에게 부담 없이 

혁신 기술 도입·개선 등에 대해 상담·제안·현지 시험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

- 농업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 해외 연구기관이나 내각부 제도를 참고하여 전략 설

정, 경영 강화, 정부부처·산학관 연계 연구를 가속화함.

- 농업인 현장 데이터 및 공공시험 지역 데이터를 농업인 등의 협력 하에 농업 데이

터 연계기반(WAGRI)에 접속하여 이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를 촉진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08.2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스마트 농업 전개* 9)

� 일본 정부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2019’, ‘성장전략’ 등에서 스마트 농업을 

언급하며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일본 농림수산성 「スマート農業の展開について」(2019.7.)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농

림수산성이 일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 상황을 소개하는 자료이며 올해 7월 갱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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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에서 ICT 및 로봇 기술 활용 사례>

<자율주행 트럭(홋카이도 대학, 얀마 등)>

∙ 경운과 정지를 무인으로, 시비와 파종은 유인으로 진행, 유인-무인 협조작업 가능

∙ 한 명이 여러 대(현재 최대 5대)의 트럭 조작 가능

<자동운전 이앙기(농연기구 등)>

∙ 직진 및 회전 속도 조절 자동조타 시스템 개발

∙ 모종 심기와 모내기를 혼자서 하는 것이 가능해짐.

<논 물관리 원격 및 자동제어 물관리 시스템(농연기구 등)>

∙ 센싱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전송하여 사용자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제어 가능

∙ 물관리 노동력 80% 감소, 기상 조건에 맞는 물관리를 통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억제

<가변시비
※

 기술 개발(FarmEye(주) 등)>

∙ 드론 카메라를 통해 농지 지도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변시비 설계 및 시비 시행

∙ 농지 가시화
※※

를 통한 재배 효율화, 최소한의 비료로 최대의 수확량 및 품질향상
  ※

 생육상태에 맞춘 시비
※※

 드론에 탑재한 NDVI(식생지수) 카메라를 통해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논을 지도로 만듦.

<시설재배 양액과 토경 시스템(ZeRo.agr((주) RoutrekNetworks))>

∙ 각종 센서 정보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집약하여 모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비량 및 토양 환경 제어

∙ 기존의 하우스에 도입 가능하며 신규 농업인도 이용 용이

<농업용 어시스턴트 슈트(ATOUN, 와카야마대학 등)>

∙ 반복되는 작업에 의한 신체의 부담 경감

∙ 들어 올리는 작업을 보조하여 고령자나 여성 농업인도 힘쓰는 업무가 수월해짐.

<리모컨식 자율 예초기(삼양기기(주))>

∙ 팔(arm)식 예초기 기술과 유압·마이크로 컴퓨터 제어기술을 결합하여 리모컨 조작이 가능

∙ 사람이 갈 수 없는 장소 제초 가능, 기존 작업보다 효율성 2배

- 2019년 6월에는 ‘농업 신기술 현장 도입 추진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활

용하여 첨단기술을 농업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함.

� 일본 농업은 후계자 감소 및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1인당 작업 가능한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일본은 기후 및 토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장인 기술, 전국의 다양하고 맛있는 농산물 

등의 ‘일본 농업의 강점’과 로봇 트랙터, 드론, ICT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농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에는 농업분야에서 ICT 및 로봇 기술 활용 사례 10가지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과제 사례 2가지를 제시하였음.

<그림 1>  농업 분야에서 ICT 및 로봇 기술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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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에서 ICT 및 로봇 기술 활용 사례>

<무인 예초 로봇(산업기술종합연구소, 태양산업무역㈜, ㈜CHIKUSUI CANYCOM 등)>

∙ 기존의 승차형 예초기 필수 기능만 탑재, 잡초 관리 자동화를 통해 노동력 부족 해소

<자율주행 이앙기 및 콤바인(구보타)>

∙ 보조자가 필요하지 않아 노동력 절감 가능

<숙련 농업인 기술 및 판단력 계승 NEC(NEC-solutioninnovators)>

∙ 농업인의 감과 노하우 형식지화

∙ 숙련된 농업인의 노하우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음.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연구과제 사례>

<AI를 활용한 영산 진단을 통해 병해충 피해 최소화>

∙ 병해충 발생 상황 및 유전자 정보를 AI를 통해 병해충을 진단하고 리스크 분석,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자에

게 방제 대책 제공

∙ 병해충에 익숙하지 않은 생산자도 조기 진단 및 대응을 할 수 있어 병해충에 의한 피해 최소화

<AI를 활용한 시설 채소 수확 로봇>

∙ 토마토를 대상으로 개발 중임. 방해요소(줄기 등)가 있는 경우 카메라로 토마토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복잡한 움직임은 힘든 상태임.

∙ 노동력 절감이 가능하여 노동 비용 감소 가능

� [스마트 농업 가속화 실증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첨단기술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스마트 농업기술의 성장을 목적으로 최첨단 기술 도입 및 실증을 지원하고 

스마트 농업 도입 추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지원함.

� [농업 신기술 현장 도입 추진 프로그램]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행정 등 관계자가 

협동하여 개발부터 보급까지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농업현장에 신기술 도입을 가속화 

하여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함.

- (농업 경영 미래상) 현재 연구개발 중인 사항도 포함하여 2025년에 상용화가 가능한 

신기술을 후계 농업인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현재의 농업과 비교

- (각 기술 로드맵) 경종·축산 농업 관련 기술·상품·서비스분야에서 ICT, 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현장의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6가지 분야 37가지 항목에 대해 분류 및 정리

- (기술 도입 추진방안) 농업인의 기술도입 단계에 맞춰 환경정비 등을 포함한 ① 교

육, ② 시험, ③ 도입, ④ 도입환경 정비, ⑤ 신기술 발전 관점에서 진행 방안 정리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09.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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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혁신 시스템* 10)

� 농업 부문 공공 R&D 추진체계] 민간 부문 농업 부문 R&D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자재분야(농기계, 농약)를 제외하고 여전히 공공부문

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일본 농업혁신시스템의 주체들과 주요 역할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 농림수산성(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 일본의 

농업혁신시스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농림수산성 산하 농림수산기

술회의(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Council, AFFRC)가 농

업 R&D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총괄하고 있음.

- 농업연구기구(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Organization, NARO): 농식품

과 환경을 연구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농업 과학 연구기관임. 농업연구기구는 

5개 지역센터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센터에서는 지역별 특색에 적합한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지역 농업연구기관: 일본 지역별로 지방정부 산하에 농업연구기관을 갖추고 있음. 

이들은 지역에 적합한 곡물(쌀, 대두, 밀) 품종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농업지도센터: 농업지도센터 또한 지역별로 존재하며, 농업연구기관들이 개발한 농

업기술을 농업인에게 교육·전파하는 기능을 함.

- 대학: 농업 관련 지식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는 

농업 과학 연구를 수행할 국립(혹은 사립) 대학이 존재함.

-민간기업, 생산자 단체: 민간기업과 JA전농(일본의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들에게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부문의 농업 R&D 활동은 매우 제한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일본 정부는 농업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R&D 기획·실행·평가 과정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농업부문 R&D 투자를 위한 공동 재원조달 계획 

 * OECD가 발표한 “Innovatio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in Japan”(2019.5.)의 제5장(The 

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 in Japan)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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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과정에 농업인들을 참여시키면 농업 R&D가 보다 수요지향화될 수 있음. 또한 

공동 재원조달 계획은 정부의 중장기 농업 R&D 투자 가용액을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러나 개별 생산자들 입장에서 공동 재원조달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은 

크지 않음.9) 따라서 생산자와 공동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참

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요구됨.

� 농업 R&D 사업의 평가는 ① 사전평가, ② 중간평가, ③ 최종평가, ④ 사후평가10) 순으

로 이루어짐.

-엄격한 연구 관리는 사업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데 필수적이나, 장기적인 관점

의 지식 창출을 어렵게 하며, 민간 공공 연구기관과의 협력 의욕을 저하시킴.

� [농업 부문 공공 R&D 투자 동향] 국내총생산에서 R&D 투자총지출액(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GERD)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공공 부문이 농업 

R&D 투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또한 농업 R&D는 대부분 공공 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프로젝트 단위 재원조달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연구기구(NARO)를 포함한 공공 연구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농업 R&D 부문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연구기

구(NARO)는 농림수산성(MAFF)으로부터 예산의 90%를 조달받고 있음. 

- 전체 공공 R&D 예산에서 연구기관 지원액 비중 역시 높은 편임.

� 최근 농업 혁신은 유전학이나 디지털 기술과 같은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 일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협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혁신시스템 내 

주체들 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국제 연구 협력은 전문성 강화와 파급 효과 확산으로 일본의 혁신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음.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함. 그러나 일본은 

국제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임.

 9) R&D의 혜택은 해당 농가만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가가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임.

10) 사후평가는 농업인이 신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혁신 과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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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업 연구 기본계획] 농림수산업 연구 기본계획(Basic Plan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은 농림수산성 산하 농림수산기술회의(AFFRC)가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음. 

- 기본계획은 분야별·품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자가 직면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

하는 연구를 우선순위로 하며, 중장기 연구 아젠다 방향을 제시함.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산업-학계-정부 간 협력 연구과 관련된 32개의 우선순위(예: 

ICT·로봇기술과 연계된 종자 개발, 농림수산물 밸류체인 개발)를 선정함.

� 농업연구기구(NARO)는 농림수산성이 설정한 5개년 목표에 근거하여 연간 운영 계획

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있음.

- 농업연구기구 중기 계획(2016-2020)에서 우선순위는 ① 산지조직의 역량 및 관리 

강화, ② 유전학과 농생명 연구를 통한 신품종과 농산물 개발, ③ 안전한 고품질의 

농식품 생산, ④ 환경문제 해결과 지역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08.1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 소비 장래추계* 11)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5년 국세조사를 기반으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하는 일본의 식량소비(식비지출, 식생활 외부화11) 등)를 분석한 

식량소비 장래추계를 발표함.

� 향후 1인당 1일 섭취 에너지와 공급열량12) 모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감소 

영향으로 식품 소비 총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가공식품 소비와 그에 따른 식비지출 증가로 1인당 식비지출은 증가할 전망임. 한편,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1인당 식비지출 증가세가 상쇄되어 식비지출 총액13)은 현재와 

 * 일본 농림수산성 「我が国の食料消費の将来推計(2019年版)」(2019.8.3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

리하여 작성함.

11)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던 식품 가공 및 조리 과정이 가정 외에서 기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12) 국민에게 공급되는 총열량임.

13) 식비지출 총액 = 1인당 식비지출 ×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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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된 후,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전망임.

- 1인당 식비지출 증가 요인으로는 식생활 외부화에 있음. 향후 식생활 외부화에 따

라 식비지출 구성비율이 신선식품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으로 전환될 것으

로 전망됨.

� 2015년(100)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식비지출 추이에서는 신선식품에 대한 지출은 감소

하는 반면, 가공식품 및 외식 지출액은 각각 32%,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신선식품 지출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35% ⟶ 2015년 27% ⟶ 

2040년 21%로 축소됨. 특히, 향후 증가할 1인 가구는 외식, 신선식품보다 가공식

품에 대한 소비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

� 전체 식품 품목별 식비지출 구성비율 중 곡물류, 어패류, 육류, 채소·해초류, 과일, 

주류, 외식의 비율이 감소할 전망이며, 유란(乳卵)류, 유지·조미료, 과자류, 조리식품, 

음료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식품 소비동향 변화에 맞춰 수입 농축산물의 비율이 높은 가공용 및 업소용 수요를 

국산화하지 않으면 국산 농축산물의 시장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세대주 연령층(39세 이하, 40~49세, 50~64세, 65세 이상으

로 구분)에 따른 품목별 식비지출비율 변화는 가구 구성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음.

- (1인 가구) 2015년부터 2040년까지 65세 이상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서는 

곡물류와 채소·해조류 등 신선식품 지출비율이 증가하고, 조리식품 및 유지·조미료 

등 가공식품 지출비율은 모든 세대에서 증가하며, 외식은 모든 연령층에서 크게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됨.

- (2인 가구) 2015년부터 2040년까지 모든 세대에서 곡물류와 채소·해조류, 과일 등 

신선식품 지출비율이 감소하고, 조리식품과 음료 등 가공식품 지출비율은 모든 연

령층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외식은 39세 이하 세대의 경우 지출비율이 감소하

지만,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채소류와 과실류는 남성보다 여성의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선식품을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소비자일수록 채소·과실류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09.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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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시아/중동

* 인도네시아, 유기농산물 수요 증가

* 베트남, 2019년도 1~8월 농산물 수출액 증가

* UAE, 설탕 첨가 제품에 대해 50% 소비세 부과

●

  유럽/아프리카

* 스위스낙농협회, “지속가능한 우유” 기준 도입

* 가나, 원예·화훼 박람회(GGFS 2019)

●

●

  아메리카

* 미국, 무역전쟁으로 유제품 시장 타격

* ‘신종 파나마병’ 바나나 생존 위협

세계 농업 브리핑 (2019. 9)

1. 아시아/중동

□ 인도네시아, 유기농산물 수요 증가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산물은 쌀, 과일, 채소, 닭, 계란, 우유, 

요거트, 꿀, 커피 등이며, 인도네시아 유기농협회(AOI) 회장(Stevanus Wnagsit)에 

따르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시장개발 및 수출정보국장(Iriana Trimurti Ryacudu)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유기

농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연간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네시아 유기농산물 생산자들은 여전히 유기농에 대한 이해 및 유기농 인증제도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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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부 수출양성협력부서장(Marolop Nainggolan)은 현지매체 ‘Validnews’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인도네시아 유기농산물 생산자들이 비유기농식물을 유기농식물로 

둔갑하고 있으며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함.

▪유기농 제품 생산자는 유기농 인증기관(LSO)의 허가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함. 국가

인증위원회(KAN)를 통해 인증가능하며, 유기농업관리국(OKPO)에 등록해야함.

▪유기농 가공식품은 식품의약청을 통해 유통허가를 받을 수 있음.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유기농업시스템에 대한 국가표준규격(SNI 6729-2016), 농업

부 규정 (Permentan No 64 tahun 2013) 및 유기농 가공식품 관리를 위한 식품의약

청 규정 (Peraturan Kepala BPOM No 1 tahun 2017)을 시행 중임.

▪인도네시아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20만 8,000 헥타르이며, 관련 종사자는 세계에

서 1.63%에 해당하는 수치임.

▪발리 주정부가 유기농업에 관한 지방 법령을 제정 중이며, 발리를 ‘유기농 섬’으로 

만들고자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 발리에서 파타야, 야채류, 초콜릿, 카카오, 유기농 비료, 차, 약초, 미용제품 등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음.

▪인도네시아 내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공급량이 

부족하며 유기농에 대한 생산자 인식이 미흡한 수준임.

▪인도네시아에서 웰빙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시장 진출 및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9.03.)

 □ 베트남, 2019년도 1~8월 농산물 수출액 증가

▪2019년 1~8월 베트남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260억 달러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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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의 커피, 고무, 쌀, 

채소, 새우, 메기, 나무, 목재 등 8개 품목의 수출액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나타남.

▪특히 베트남의 농수산물 수출의 핵심품목인 커피, 고무 그리고 쌀의 수출액은 20억 

달러 이상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동안 베트남의 농수산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약 205억 달러로 

베트남이 농수산업에서 60억 불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함.

▪2019년 기준 미국은 베트남의 농산물 수출의 20.1%를 차지하여 베트남산 농산물 

최대 수입국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중국, EU, 아세안 그리고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음.

▪이례적으로 지속되는 더운 날씨, 가뭄, 염수침입,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베트남의 농림

어업 생산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함.

▪베트남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 등 일부 시장에서 신선과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두리안과 

잭프루트의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발표함.

▪수입산 생 캐슈넛의 가격 또한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가격변동 폭이 큰 캐슈넛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캐슈넛 생산업체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최신 시장개발을 연구할 것을 권고함.

▪베트남 캐슈넛 시장은 해외 수요에 비해 베트남 현지 생산량이 부족하므로 생 캐슈넛

을 수입하여 추가적인 가공을 마친 후 다른 국가로 재수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베트남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세계 투자 흐름

은 정치, 무역 긴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다양한 위험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특히 중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인해 베트남 농산물 수출은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베트남 농산물의 수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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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간 목표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농·임업·수산물 생산 

및 경영 안정화,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수출 촉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자료: 무역협회(2019.09.04.)

 □ UAE, 설탕 첨가 제품에 대해 50% 소비세 부과

▪UAE 내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된 모든 식음료 제품에 

대해 50%의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는 안을 승인함.

- 음료, 액체, 농축액, 분말, 추출물 또는 음료로 전환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제품

이 적용 대상이며,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용액에는 100%의 소비세 적용함.

▪UAE는 2017년 10월부터 설탕 첨가 음료 및 에너지 음료와 담배 등 건강 유해제품에 

대해 각 50%와 100%의 죄악세(sin tax)를 부과해왔으며, 2018년 1월부터는 모든 

국내 유통제품에 대해 5%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가 부과되었음.

- 이에 따라 에너지 음료의 경우 65%의 매출 하락을 보이는 등 죄악세 및 부가가

치세 도입을 통해 UAE 내 유해제품의 소비가 확연히 감소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UAE 내각은 이번 소비세 추가 부과를 통해 유해제품에 대한 수요

를 더욱 감소시켜 국민 건강 진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함.

▪추가적으로 올해 4분기부터는 시샤(물담배)에 사용되는 담배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세

를 부과하고, 소비세 납부 후 디지털 인장을 달지 않은 제품은 수입 금지됨.

▪UAE의 국민건강 진흥을 위한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유해성분을 배제한 건강식품의 개발과 마케팅이 중요할 것임. 이에 따라 담배 제품 

및 설탕 첨가 음료의 소비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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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메리카

 □ 미국, 무역전쟁으로 유제품 시장 타격

▪미국 낙농가들이 우유 소비 감소와 낮은 원유가격으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유제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수출 기회마저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현재 중국에서는 피자와 우유 소비량뿐만 아니라, 와인에 곁들인 치즈 소비가 증가하

며, 유제품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유제품수출협회에 따르면, 관세보복으로 2019년 상반기 미국의 중국으

로의 유제품 수출량이 54%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낙농가협회 시유시장 담당자(John Wilson)는 “앞으로 중국의 유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은 무역 분쟁으로 인해 수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다시 뉴질랜드 및 유럽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임.    

▪한편 미국의 우유 소비량은 1975년 대비 40% 감소했으며, 원유가격도 계속해서 

하락함.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중국으로의 수출도 감소하며 미국 낙농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음. 이로 인해 Dean Foods Co. 등 대형업체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자료: 낙농진흥회(2019.08.29.)

 □ ‘신종 파나마병’ 바나나 생존 위협

▪세계적으로 바나나에 신파나마 곰팡이병(Fusarium RT4)이 확산되고 있음.  

- 1990년대 대만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뒤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번지고 현재는 중

동과 아프리카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중남미지역 콜롬비아에서도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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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4일 콜롬비아 북쪽에 위치한 바나나 주요 생산지역중 하나인 과히라

(Guajira)지역의 175 헥타르 규모의 농장에서 신파나마곰팡이병으로 알려진 

‘Fusarium RT4’가 발생하여 검역 조치가 진행 중임.

▪콜롬비아는 에콰도르, 필리핀,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바나나 수출국이며 5만 헥타르의 면적에서 바나나가 생산되며, 4만 2,000명의 직접

고용과 12만 6,173명의 간접 고용을 창출을 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미국과 유럽 등 약 20여 개국에 약 1억 상자의 바나나 수출로 8억 

5,900만 달러를 벌어들임.

▪파나마곰팡이병은 전파 속도도 빠르고, 별다른 치료법도 없어 한번 발생하면 그 파급

력 큼. 또한 땅속에서 30년간 생존할 수 있어 재발 위험성도 높음.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바나나 나무의 5분의 1이 이 병에 

감염되어 생산량도 20% 이상 줄었다고 함.

▪이 병이 파나마병이라고 불리된 계기는 1903년 파나마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바나

나 잎이 시들고 말라죽게 되는 증상으로 인해 이 시기에 주로 재배하던 품종인 ‘그로미

셸(Gros Michel)’ 은 1960년대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1960년대 중반 파나마병

에 잘 견디는 ‘캐번디시’ 품종을 개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임.

-그리고 다시 캐번디시 품종을 감염시키는 변종 파나마병인 Fusarium RT4 가 발

생하여 전 세계 바나나 생산 농가를 위협하고 있음.

- 이 병의 콜롬비아 상륙 소식은 바나나 주요 수출국가인 에콰도르나 파나마 같은 

콜롬비아 접경 국가들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전 국가를 긴장시키고 있음.

▪파나마 당국은 콜롬비아에서 Fusarium RT4 병 발생 정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바나나와 관련된 식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공항과 항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그리고 국경지역에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 검역조치에 들어감.

▪파나마 또한 2018년 약 1억 600만 달러의 바나나를 미국 등지로 수출하였으며, 

이는 파나마 2018년 파나마 전체 상품 수출액의 15.75%를 차지함. 농축산물 중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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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품목으로 파나마 북쪽 치리끼(Chiriqui)와 보카스델토로

(Bocas del toro) 지역의 주요 생산 작물로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한 

품목이기 때문임.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로도 미미한 물량이긴 하지

만 2018년 24건 424톤의 수출 실적이 있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과일이자 주요 먹거리인 바나나에 대한 곰팡

이병의 습격, 세계 식량산업을 위협하고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9.19.)

 3. 유럽/아프리카

 □ 스위스낙농협회, “지속가능한 우유” 기준 도입

▪2019년 9월 1일부터 야자유를 동물 사료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10가지 기준을 충족

시키는 낙농가는 ‘Swissmilk Green’ 인증마크를 받게 됨.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이 기준은 이미 40여개 낙농단체가 서명한 ‘스위스 지속가능

한 우유 선언’과 함께 시행될 예정임.

▪낙농가들은 인증마크 획득을 위해 야자유를 동물사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목장 내에서 우유 생산과 관련된 면적의 최소 7%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설계해야 함. 

- 또한 이 기준은 교육훈련 및 개발, 기후, 동물복지, 항생제 사용 분야에서도 충족

시켜야 할 최소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스위스낙농협회에 따르면, 이를 충족시키는 낙농가는 원유 1kg당 3상팀(한화 37원)

을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됨.

▪이번 사업의 최종 목표는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제품들이 중기적으로 새로운 

규격을 충족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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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위스 낙농업계는 ‘Swissmilk Green’기준과 더불어 산업의 

가치를 서술하는 선언도 발표함. 이 선언에는 지속가능한 원유 생산을 위한 동물복지, 

풀사료 급여 확대, 지속가능한 유가공 및 투명한 원유가격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자료: 낙농진흥회(2019.08.29.)

 □ 가나, 원예·화훼 박람회(GGFS 2019)

▪가나 화훼박람회(GGFS)는 2013년 처음으로 개최되어 2019년 현재 7회째 운영되는 

가나 화훼 전시회임. 

- 2013년에는 14개 전시업체와 1,400여 명의 방문객으로 시작했으나, 2018년에

는 135개 전시업체와 2만여 명의 방문객이 참가하는 등 대규모 전시회로 발전함.

▪이번 GGFS는 “Be the Change”의 주제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이스라엘 녹색혁신대

회(Israeli Green Innovation Competition), The Ghana Garden&Flower 

Awards 등 가나의 화훼농업 및 녹색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행사

가 마련됨.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GGFS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① 국가적으로 미화, 원예정책 개발 및 구현, ② 국민에게 원예의 상업적, 미적, 심

리적 이점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일자리 창출 기회, ③ 국가 발전과 소득구

조 개선을 위해 동식물 소비 장려, ④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환경 보존 촉진함.

▪GGFS의 핵심 목표는 국내 원예농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음. 

-콜롬비아, 미국, 네덜란드, 케냐, 에티오피아에서는 원예 및 화초 재배산업에서 

수백에서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함. 이는 수출뿐만 아니라 창업, 유학 등 일

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하고 있음. 

▪현재 가나의 많은 꽃은 수입된 것으로 가나 화훼농가에서는 온실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전력을 사용함. 높은 수입 비용 및 전력 손실을 줄이고 가나의 독자적인 화훼산업

을 키우는 게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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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람회 대표(Esther Cobbah)는 GGFS가 가나 원예산업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함. 

-그는 “가나의 온실 재배농가의 70%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건강한 가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훼 및 원예산업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며, 이번 GGFS는 이러한 화훼 및 원예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임을 밝힘.

▪GGFS 2019 전시 품목은 다음과 같음.

- 화훼 및 원예: 꽃(절화, 절지, 화분꽃), 화분, 토양(분갈이흙), 모종, 씨앗, 원예도

구, 정원 장식, 농약, 원예용 가구

- 기계류: 농기계, 잔디깎이용 기계

- 기타: 전통의류, 전통직물, 액세서리(팔찌, 목걸이), 재활용 디자인제품, 유기농 

화장품, 쉐어버터, 전통그림 등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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