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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에는 OECD/FAO의 2019-2028년 세계농업전망 중에서 경종부문과 축산‧낙농부

문이 게재된다. 경종부문에서는 곡물이 중심이 되지만, 유지작물 또한 대상에 포함되어 

개별 품목별 가격‧생산‧소비‧교역 전망이 분석된다. 제시된 전망에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곡물보다는 유지작물 쪽 전망에 불확실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다. 축산‧낙농부문에도 같은 방식의 전망이 품목별로 제시된다. 축산‧낙농부문 전망에서 

불확실성은 가축질병에 의한 것이 무엇보다 큰데, 여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위험요

소로 등장한다.

  이번 호의 해외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FAO가 2018년에 발간한 ‘세계산림현황’ 보고서 

중 산림(자원)에 대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분석한다. 산림자원에 대한 SDG 

차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우리나라의 산림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2018년부

터 시작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 상세히 적시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

인 실천과제로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세계농식품산업 동향에서는 대체당류의 산업적 동향이 분석된다. 여기서 분석의 중점은 

대체당류의 한 품목인 스테비아에 집중된다. 연구내용 소개는 ‘건강한 단 맛’으로 인식되는 

대체당류가 갖는 산업적 잠재력을 살펴보는 계기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국가별 농업자료로는 캄보디아의 산림업 현황 및 산림정책이 소개된다. 특히 이번에 

소개되는 캄보디아의 산림 현황은 국제개발협력(ODA)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발협력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국제기구‧연구 동향에서는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가 UN 2030 의제 중 두 번째 

목표(SDG 2)인 ‘기아 종식과 식량안보, 영양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달성하기 위해 

작동해야 할 시장(세계 농산물 무역시장)의 역할과 정책적 노력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이 내용 속에는 SDG 2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크기를 

산출한 연구결과들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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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곡물 및 유지작물

신 기 석 * 1)

1. 들어가며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와 함께 ‘농업전망(The Agricultural Outlook)’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2019~2028년) 동안 주요 곡물(밀, 옥수수, 쌀, 잡곡)과 유지작물의 시장상황, 가격 그리

고 수급에 대하여 전망한다. 더불어 향후 이러한 전망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와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2. 주요 곡물 전망

2.1. 2018년 시장 동향

  지난 몇 년 동안 주요 곡물의 총 공급량이 총 수요량을 꾸준히 초과함에 따라 기말재고량

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곡물 가격은 지난 십 년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밀과 잡곡류의 재배면적 감소로 세계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밀과 수수의 생산량은 EU, 러시아, 그리고 호주의 작황 부진으

로 감소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옥수수 생산량은 우크라이나,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생산량은 아시아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 Virginia Tech 박사과정 (kshin@vt.edu). 

본고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9-2028"의 곡물과 유지작물 부문을 번역 및 요약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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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산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전체적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 

생산량은 감소하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단기 세계 곡물 재고량이 최근 

6년 내 처음으로 감소하여 곡물 가격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옥수수 교역량

은 늘어나나 밀, 쌀, 그리고 잡곡류의 교역은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2.2. 주요 곡물 가격 및 수급 전망

2.2.1. 가격

  2018년 세계 밀 가격1)은 톤당 241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밀 가격은 2013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2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낮은 

실질 원유가격 수준, 평년 수준의 수확량 전망, 그리고 미미한 수출량 증가세로 밀 실질 

가격은 전망기간 동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명목가격은 2028년에 톤당 238달러

로 전망기간 동안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2018년 세계 옥수수 가격2)은 톤당 160달러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옥수

수 재고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중국의 재고량 소진 정책과 더불어 생산비 하락과 더딘 

수출 수요 전망이 가격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옥수수 명목 가격은 

2028년에 톤당 186달러까지 상승하나 증가세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실질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세계 잡곡 가격3)은 밀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톤당 221달러가 예상된다. 잡곡 

가격은 2028년에 톤당 216달러까지 상승하나 세계 각국들의 보호무역 조치와 옥수수와 

수출 시장 경쟁으로 중국 내 수입 수요가 줄어들어 실질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세계 쌀 가격4)은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인 톤당 44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식단 변화로 

쌀에 대한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시아 주요 쌀 수입국들의 

생산량 확대 정책에 따른 생산량 증가 전망으로 이들 국가의 쌀 수입량 증가세가 제한적일 

 1) 세계 밀 가격은 미국 밀 No.2 Hard Red Winter fob Gulf 기준임.

 2) 세계 옥수수 가격은 미국 옥수수 No.2 Yellow fob Gulf 기준임.

 3) 세계 잡곡 가격은 프랑스 사료용 수수 fob Rouen 기준임.

 4) 세계 쌀 가격은 태국 grade B milled 100%, fob Bangkok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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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쌀 명목가격은 2028년에 톤당 470달러까지 상승하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

면 실질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국제 곡물 가격 추이 및 전망 

단위: 달러/톤

  명목가격        실질가격

자료: OECD/FAO(2019), p.127.

2.2.2. 생산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2% 상승해 2028년 30억 5,3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증가는 주로 단수 개선에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단수는 바이오기

술 개발, 대규모 농가의 증가, 농사 기술 개선 등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이다. 총 

곡물 재배면적은 아프리카와 동유럽의 경작지 개발, 남미의 경작지 개발 및 2기작 재배면적 

증가, 그리고 인도 초원의 경작지 전환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곡물 재배면적은 산림이나 초원의 경작지 전환 금지, 지속적인 도시화 추세, 다른 작목 

대비 낮은 수익성 등으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동유럽

에서 곡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는 식량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재배면

적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종자 품종개량 연구로 단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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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곡물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율

단위: %

 면적     단수      생산량 

자료: OECD/FAO(2019), p.129.

(1) 밀

  2028년 세계 밀 생산량은 2019년 대비 8,600만 톤 늘어난 8억 3,8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진국들 중에서는 단수 증가, 가격경쟁력 확대, 품질 향상 등으로 EU의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밀 생산량은 2028년까지 8,600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4,100만 톤은 선진국들로부터 나머지 4,500만 톤은 개발도상국으

로부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생산국으로 2028년 생산량은 

2019년보다 1,550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밀 최저수매가격 제도를 운영하는 등 인도 정부의 생산량 확대 정책으로 인도의 밀 생산량 

증가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EU(1,300만 톤), 러시아(900만 톤), 중국(800만 톤), 

그리고 우크라이나(600만 톤) 순으로 생산량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에서 생산된 하이브리드 종자와 비료의 사용, 낮은 생산비, 그리고 

대규모 상업적 농가의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2) 옥수수

  2028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2019년 대비 1억 8,300만 톤 증가한 13억 1,1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증가폭이 4,700만 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3,100만 톤), 브라질(2,500만 톤), 아르헨티나(1,700만 톤), 우크라이나(600만 톤)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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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을 전망이다. 전망기간 동안 중국의 생산량 증가세(연평균 2.1%)는 지난 10년(연평균 

4.5%)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의 옥수수 재고량이 꾸준하게 늘어남에 따라 

중국 정부가 2016년부터 옥수수 최저가 수매 방식을 폐지하며 재고관리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중국 내에서는 옥수수 대신 콩이나 밀 등으로 작목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옥수수 재고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옥수수 재배면적을 늘려나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재배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단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8년

까지 3,100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각각 2,500만 톤, 1,7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낮은 

대출 이자와 같은 농가에 우호적인 정책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단수 개선으로 600만 톤 증가할 예상이다. 

(3) 잡곡

  2028년 세계 잡곡 생산량은 2019년 대비 3,400만 톤 증가한 3억 2,500만 톤으로 전망된

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잡곡 생산량은 테프(teff)와 수수의 생산량 증가로 500만 톤 늘어난 

1,900만 톤이 전망된다. 에티오피아의 잡곡 생산량 증가분은 전 세계 잡곡 생산량 증가량의 

약 16%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EU(500만 톤)와 인도, 터키, 중국(각 190만 톤)의 생산량이 

증가하나 미국의 잡곡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보호무역조치

와 중국 정부가 옥수수 보조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사료용 옥수수 대체재의 가격경쟁력 

약화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사료용 곡물 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고 사료용 

곡물시장에서 옥수수와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생산량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으나 개발도

상국에서는 생산량이 2,50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아프리카는 인구 증가에 따른 

식용 및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로 잡곡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 쌀

  2028년 세계 쌀 생산량은 개발도상국의 생산량 증가로 2019년보다 6,500만 톤 늘어난 

5억 7,800만 톤이 전망된다. 이 중 아시아의 증가량이 5,600만 톤으로 세계 증가량의 대부분

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의 새로운 품종의 종자 도입과 관개시설 확충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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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개선으로 이어져 인도의 쌀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쌀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재고소진 정책의 일환으로 윤작 및 휴경을 장려하는 

등 재배면적 감소에 힘쓰고 있어 생산량 증가세는 지난 10년과 비교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

다. 선진국의 경우, 한국, 일본, 그리고 EU의 생산량이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미국과 호주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28년 미국과 호주의 쌀 

생산량은 각각 2010년(미국)과 2001년(호주)의 최고치를 넘어서지는 못할 전망이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최빈국들은 단수가 높은 품종 도입 및 재배 방식 

개선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역시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나 부족

한 관개시설, 미비한 생산설비, 농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생산량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3. 소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 10년 동안

의 연평균 증가세(2.1%)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 간 세계 소비량 증가량

의 32%를 차지한 중국의 소비량 증가분이 전망기간 동안에는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식용이 전체 소비량의 42%, 사료용이 37%, 그리고 산업용이 21%를 

차지한다. 전망기간 동안 세계 사료용 곡물 소비량은 1억 5,6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식용 곡물 소비량 증가분(1억 4700만 톤)을 넘어설 전망이다. 곡물을 주식으로 하며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인도의 소비량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

으로 1인당 곡물 소비량이 포화단계에 이른 것과 대조적으로 아프리카에서의 소비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1인당 곡물 섭취량이 전망기간 동안 

약 20kg 늘어나고 사하라 이남 국가들은 대략 10kg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1인당 곡물 섭취량이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5kg 증가할 전망이다. 

  사료용 곡물의 경우, 중국은 소비량 증가량의 25%를 차지하고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은 

육류 수출 확대에 따라 사료용 소비가 크게 늘어 전체 증가분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축산업의 확대로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동유럽에서도 사료용 곡물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바이오연료 정책이 곡물 소비의 추가적인 확대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어 산업용 곡물 소비량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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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곡물 소비량

단위: 백만 톤

 식용     사료용     바이오연료     기타

자료: OECD/FAO(2019), p.133.

(1) 밀

  2028년 세계 밀 소비량은 식용 소비 증가로 2019년 대비 9,4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중국이 2,100만 톤, 인도가 1,200만 톤 증가하며 중동과 아프리카가 각각 900만 톤, 

1,700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용 밀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큰 변동 없이 전체 

소비량의 2/3를 차지하며 소비량 증가분의 약 55%가 될 전망이다. 다소 더딘 식용 밀 소비량 

증가세는 세계적으로 1인당 밀 소비량 감소와 완만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료

용 밀 소비는 세계 가축 생산량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사료용 옥수수 가격경쟁력이 확대됨에 

따라 식용 소비보다 더 느리게 증가할 것이다. 에탄올용 밀 소비량은 중국의 에탄올 생산량 

확대로 2028년까지 300만 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동안 세계 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지속적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2028년 세계 밀 기말재고율은 소폭 증가한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 옥수수

  2028년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2019년 대비 1억 8,90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증가량(2억 6500만 톤)보다 낮은 수치이다. 옥수수는 기본적으로 사료용(59%)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료 수요 전망이 전체 수요 전망에

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망기간 동안 사료 효율성이 증가하고 가축 생산량 증가세가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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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으로 보여 세계 옥수수 소비량 증가세는 지난 10년 대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주된 바이오 연료원으로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향후 10년간은 이러한 

성장세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요 바이오연료 생산국들의 정책이 기존의 확대 

기조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체 소비량 증가분 중, 축산업 부문이 확대되

고 있는 중국이 63%를 차지하고 아메리카, 동남아시아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용 옥수수 소비량은 인구증가와 1인당 소비량 증가로 2028년까지 2,700만 톤 늘어날 

예상이다.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 국가의 

식용 옥수수 소비량 증가량(1,300만 톤)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옥수수 재고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과도한 비료 사용 등 경작 환경 황폐화 

등의 문제로 2008년부터 시행했던 옥수수 최저가수매제도를 2016년에 폐지했다. 중국 정부

는 대신 직접보조금 제도를 채택하고 시장구매 형식으로 재고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시행하

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 변화로 중국의 옥수수 기말재고율은 2028년 17%로 적당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재고율 변화에 따라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율 또한 

현재 34%에서 2028년 1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잡곡

  세계 잡곡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 증가하며 2028년까지 3,2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용 및 사료용 모두 비슷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선진국에서는 사료

용 수요 부진으로 잡곡 소비량이 정체되나 아프리카를 필두로 개발도상국의 소비량이 전체 

증가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는 1인당 잡곡 소비량 증가와 인구증

가에 따른 식용 수요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중동과 남미의 축산업 

확대로 사료용 잡곡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식용 수요 성장세가 사료용 수요보다 

높아 전체 잡곡 소비량 중 식용의 비중이 2019년 27%에서 2028년 2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망기간 동안 생산량 증가폭이 소비량 증가폭을 상회해 2028년 세계 잡곡 

기말재고율은 20%로 2019년 대비 2%p 상승할 전망이다.  

(4) 쌀

  세계 쌀 소비량은 2028년까지 6,7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용이 소비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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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쌀이 계속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카리브해 주변국들

의 주곡이 될 예정이다. 향후 10년 동안의 인구증가로 세계 쌀 소비량은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이다. 쌀 소비량 증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의 쌀 소비량 증가에 기인하며 아시아에서 

3,500만 톤, 아프리카에서 1,7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증대에 따른 식단 

변화와 1인당 쌀 소비량 정체로 아시아 대다수 국가들의 쌀 소비량은 정체하거나 아주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아시아 국가 중 인도만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망기

간 동안 인도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4kg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도 정부가 

사회취약계층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쌀을 배급하기 때문이다. 아프

리카에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아프리카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5kg씩 늘어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1kg 

늘어난 55kg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동안 세계 쌀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세계 쌀 기말재고

량은 34%에서 소폭 하락해 2028년에는 3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단위: kg

2016-18 2028 증가율

아프리카 26.1 30.7 1.26

아시아·태평양 지역 77.8 78.7 0.11

북미 12.8 12.9 0.23

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28.6 28.4 -0.03

유럽 5.8 6.1 0.42

자료: OECD/FAO(2018), p.136.

2.2.4. 교역

  2028년 세계 곡물 교역량은 2019년 대비 7,600만 톤 증가한 5억 300만 톤으로 예상된다. 

곡물 수요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연평균 세계 곡물 교역량 성장세는 지난 10년의 성장세

(5.0%)보다 낮은 1.5%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 소비량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망기간 

동안 16% 수준이 될 예상이다. 아메리카 국가들, 흑해지역 국가들, 그리고 호주가 주요 

곡물 수출국으로 전망기간 동안에도 세계 5대 곡물 수출국의 점유율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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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 수출국의 수출 비중

단위: %

 2016-18     2028 

자료: OECD/FAO(2019), p.138.

(1) 밀

  2028년 세계 밀 수출량은 2019년 대비 2,700만 톤 증가한 2억 280만 톤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가격경쟁력과 주요 밀 수입국들과의 지리적 이점을 내세워 2016년에 EU를 제치고 

최대 밀 수출국이 되었다. 최대 수입국인 이집트는 최근 수입밀의 단백질 함량 조건을 낮추

면서 흑해 지역으로 수입선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은 일정치 못한 단수의 

영향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흑해 지역 국가들의 밀 생산량은 심한 변동성

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량된 품종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생산량 증가세가 

소비량 증가세를 앞지르고 있는 형국이다. 향후 이들 국가의 생산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 밀 수출 시장 점유율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에 러시아가 

전체 수출량의 20%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EU(15%), 미국(13%), 캐나다(12%), 우크라이나

(11%) 순이다. EU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가격 경쟁력 확대, 고품질 밀 수요 확대,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밀 수입국으

로는 이집트, 인도네시아, 알제리, 브라질, 그리고 필리핀 등이 있다. 이들 국가의 수입 

점유율은 25-27% 정도로 이를 통해 밀 수입국이 다른 곡물 대비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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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수수

  2028년 세계 옥수수 수출량은 2019년 대비 3,300만 톤 증가한 1억 9,300만 톤으로 전망된

다. 상위 5개 수출국(미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러시아)의 수출 점유율은 2019년 

89%에서 2028년 9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인 미국은 2028

년까지 500만 톤 증가한 6,600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분

함유율이 낮고 알맹이 강도가 높은 남미산 옥수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옥수수 

수출 점유율은 38%에서 3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남미의 옥수수 수출 점유율은 

수익성 증가에 따른 재배면적 확대 및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대로 2019년 

36%에서 2028년 4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

함에 따라 수출가능물량이 늘어나 새로운 주요 옥수수 수출국이 될 예상이다. 주요 옥수수 

수입국은 멕시코, EU, 일본, 한국, 그리고 이집트로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43%에 이른다. 

2012년 이후 옥수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은 한국을 제치고 세계 4번째 옥수수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또한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모두 축산업의 확대로 사료용 옥수수 확대가 수입량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3) 잡곡

  보호무역주의와 사료용 시장에서 옥수수의 가격경쟁력 확대로 세계 잡곡 교역량은 전망

기간 동안 300만 톤 늘어나 증가폭이 크진 않을 전망이다. 2012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잡곡 수입량은 290만 톤에서 2,020만 톤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자국 내 옥수수 가격 

상승과 국경 무역 제한에 따른 결과였다. 그 이후 중국 정부가 옥수수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옥수수 재고를 방출함에 따라 중국의 잡곡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5대 수출국(EU, 호주, 우크라이나, 캐나다, 미국)의 수출 비중은 미국의 대중국 수수 수출이 

중국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 감소함에 따라 2019년 72%에서 2028년 71%로 줄어들 

전망이다. 러시아는 이란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2028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5번째 잡곡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곡물들과 달리 잡곡 수입국은 

매우 한정적인 편이다. 주요 수입국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일본, 그리고 미국의 

수입 비중은 2028년 66%로 전망되며 중국 홀로 전체의 29%를 차지할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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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쌀

  세계 쌀 교역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2.3% 상승하는 추세이며 2028년까지 1,200만 

톤 증가한 1억 6,400만 톤이 될 전망이다. 세계 5대 수출국인 인도,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그리고 미국의 수출 점유율은 전망기간 동안 소폭 하락한 75%가 예상된다. 인도가 여전히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아프리카와 중동의 수입 수요가 수출량 증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고품질 쌀을 주로 수출하는 태국이 인도에 이어 세계 2번째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베트남은 다양한 품질과 종류의 쌀 수출을 장려함에 

따라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의 수요가 늘어나 수출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이 아프리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캄보디아와 미얀마가 새로운 수출국으

로 부상함에 따라 기존 주요 수출국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쌀 수입량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인당 쌀 소비량이 증가하고 인구성장

세가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쌀 수입량은 

2019년 1,700만 톤에서 2028년 2,90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증가세로 아프리카

의 수입 시장 점유율은 35%에서 49%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세계 쌀 교역 흐름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나이지리아의 쌀 수입량이 전망기간 동안 2배 이상 

늘어나 세계 쌀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5. 주요 이슈 및 불확실성

  일반적인 기상여건 가정 하에 주요 곡물 생산지에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지

만 병충해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단수에 큰 영향을 끼쳐 곡물 수급과 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호주,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의 작황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남미 국가들, 아르헨티나, 브라

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도 단수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흑해 지역 

국가들이 세계 곡물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함에 따라 전반적인 변동 위험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이들 국가의 시장 참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부여건에 

따른 곡물시장 변동 위험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밀과 옥수수 시장은 남미의 주요 수출국들이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급격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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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효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달러로 표기되는 국제 가격이 하락하나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가격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생산량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통화가치 즉 환율이 주요 곡물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된다. 

  중국의 사료용 곡물 수요와 공급량과 그에 따른 재고량은 곡물 시장의 주요 불확실성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2018년 중국 당국은 곡물 수급 통계를 발표하면서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를 대대적으로 수정했으나 사료용과 재고량에 대한 정보는 발표하지 않았다. 

2019년 전망치는 미국 농무부(USDA)의 수치가 사용되었는데 중국 당국이 수정한 옥수수 

생산량 증가분은 과거 재고량과 사료용 소비량에 배분되었다.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6년 옥수수 지원제도 폐지로 인해 지난 3년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재고량 수준이 현재의 추정치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 중국이 주요 옥수수 

수입국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3. 주요 유지작물 전망

3.1. 2018년 시장 동향

  2018년 식물성 유지 가격은 10년 내 최저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유지박

과 유지종자는 2018년 상반기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주요 수출국의 재고량 확대가 가격 하락세를 이끌었다. 

  2018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미국과 브라질의 예기치 않은 생산량 확대로 증가했다. 단백

질박에 대한 수요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사료 원료에서 단백질박 

비중을 줄임에 따라 감소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계속해서 중국 축산업을 강타해 

사료용 수요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식물성 유지 교역량은 인도의 식용 유지 수입량이 감소함에 따라 하락세에 있다. 

인도 정부는 유지 작물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등 자국 내 유지작물 생산량 증대에 힘쓰고 

있다. 식물성 유지와 박을 수입하던 몇몇 국가들이 가공 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오히려 유지

종자의 수입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식물성 유지를 주로 생산하던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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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말레이시아의 수출 증가세는 전체 평균 증가세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물성 유지 

소비 촉진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이오디젤 사용량을 늘리는 정책을 도입하며 바이오

디젤 생산을 위한 팜오일 소비를 늘려나갔다. 이에 따라, 바이오디젤용 팜오일 소비가 2017

년 3,500만 리터에서 2018년 5,100만 리터로 증가했다.

3.2. 주요 유지작물 가격 및 수급 전망

3.2.1. 가격

  최근 13년 이래 최저였던 식물성 유지의 실질가격은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식물성 유지 함유 식품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와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식물성 

유지 사용 증대로 가격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요 팜유 생산 국가들

의 생산량 증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식물성 유지의 실질가격 상승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두, 기타 유지종자, 그리고 단백질박의 실질가격은 수요 증가세가 공급 증가세

보다 낮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지종자와 유지종자 가공품의 명목가격은 중기적

으로는 상승하나 예전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주요 유지작물 가격 동향 및 전망

단위: 달러/톤

  대두       기타 유지작물       단백질박     식물성 유지

자료: OECD/FAO(2019),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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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생산

(1) 유지종자

  세계 대두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1.6% 증가해 지난 10년(4.4%)보다 더디게 증가할 전망

이다. 브라질과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현재 약 1억 2,000만 톤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전망기

간 동안 미국이 연평균 1.2% 증가하는데 비해 브라질은 연평균 1.8% 증가해 2028년에 브라

질이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의 경우, 2기작 재배면적 증가를 

통한 집약적 생산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브라질이 중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브라질 뿐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

서도 대두 생산량이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중국은 곡물 재배를 위해 대두 

재배 보조금을 줄였고 이에 따라 지난 10년 간 대두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미·중 무역분쟁을 

기점으로 다시 대두 생산량을 늘려나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캐나다에서 대두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유채씨와 땅콩을 생산하는 중국과 유채씨와 해바라기씨 주산지인 EU가 기타 유지작

물 주요 공급원이다. 이들의 2028년 기타 유지작물 생산량은 각각 3,200만 톤과 3,0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동안 중국과 EU의 기타 유지작물의 연평균 증가세는 

각각 1.0%와 0.6%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곡물과의 경쟁으로 재배면적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

로 예상된다. 흑해 지역 국가들의 농업 분야 확대 기조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기타 유지

작물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의 기타 유지작물 생산량 또한 자국 내 식물성 

유지와 단백질박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을 장려함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대두 기말재고량은 변동이 없으나 소비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기말재고율은 

2016-18년 12.3%에서 2028년 10.7%까지 하락할 예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지작물 재배가 

소수 주요국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기말재고율 하락이 가격 변동성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유지작물 가공품

  대두 및 기타 유지작물 가공량은 총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공 수요는 대두, 땅콩, 

해바라기씨의 식용 소비량과 사료용 대두 소비량보다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2028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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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생산량의 90% 그리고 세계 기타 유지작물 생산량의 86%가 유지 및 박 용도로 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두 가공량은 전망기간 동안 6,100만 톤 늘어나 지난 10년간 증가량(1억 1,100만 톤)보다

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두 가공량은 1,900만 톤 증가해 전 세계 증가분의 약 

31%를 차지할 예상이다. 대두와 달리 기타 유지작물의 가공은 생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유지작물 교역량에서 기타 유지작물 교역량 비중이 

대두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  주요 유지작물 지역별 생산량

단위: 백만 톤

 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북미     유럽     아시아 및 태평양     아프리카

자료: OECD/FAO(2019), p.146.

  세계 팜유 생산 증가세는 다른 유지작물의 상승세를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세계 유지 생산량 중 팜유의 점유율은 전망기간 동안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팜유 생산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가 세계 식물성 유지 생산량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생산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6.9% 증가한 반면 전망기간 동안은 1.8%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팜유 주요 수입국들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와 지속가능한 농업 

기조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팜 재배면적 확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가들의 팜유 생산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8년까지 태국, 콜롬비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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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가 각각 2,900만 톤, 2,000만 톤, 1,20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팜유 생산량

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단백질박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6%씩 증가해 2028년에 4억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이 세계 단백질박 생산량의 2/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백질박 생산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EU, 인도, 그리고 미국에 집중되어 이들 국가의 

점유율이 2028년에는 전체의 약 75%가 될 전망이다. 

<그림 7>  단백질박 및 식물성 유지 생산량

단위: 백만 톤

 대두박     팜유     대두유     기타

자료: OECD/FAO(2019), p.147.

3.2.3. 소비

(1) 식물성 유지

  1인당 식용 식물성 유지 소비량은 2028년까지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 중국과 브라질이 각각 연평균 1인당 30kg과 24kg을 소비해 전망기간 동안 큰 변화 

없는 선진국들의 1인당 소비량(27kg) 수준에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식물성 유지를 소비함과 동시에 최대 수입국인 인도가 

연평균 3.1% 성장해 2028년에는 1인당 15kg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지작물 

재배 확대로 인해 자국 생산량이 늘어나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아시아로부터 팜유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빈국들의 1인당 식물성 유지 소비량은 연평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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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해 2028년 10kg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디젤용 식물성 유지 사용량은 전망기간 동안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이오연료 정책이 유효했던 지난 10년 간 연평균 8.5% 증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바이오

디젤 의무 사용량 증가세는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용 유지, 수지, 그리고 다른 유지작

물 등이 바이오디젤에 관한 일부 정책에 힘입어 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바이오디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아르헨티나는 계속해서 수출 중심의 바이오디젤 산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8년 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용 식물성 유지 사용량은 3,200만 

톤으로 이는 아르헨티나 식물성 유지 소비량의 7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브라

질, 그리고 태국 모두 지난 10년 간 바이오디젤 생산에 있어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으나 

향후 전망기간 동안 이 성장세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디젤용 

식물성 유지 소비량 증가세는 식용 소비 성장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 식용 식물성 유지 연간 1인당 소비량

단위: kg

 2006-08    2016-18     2028    

자료: OECD/FAO(2019), p.149.

(2) 단백질박

  세계 단백질박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10년 

간 증가세(4.2%)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백질박은 오직 사료용으로만 쓰이기

에 단백질박 수요는 사료 수요와 깊은 연관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축산업이 사료 중심적 

생산 시스템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단백질박 성장세는 가축 생산량 증가세를 넘어설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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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반대로 최빈국에서는 단백질박 대신 상업용 사료의 사용이 지속될 전망이다. 배합사

료를 주로 쓰는 미국이나 EU의 단백질박 소비량 증가세는 가축 생산량 증가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단백질박 소비량 성장세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6.3% 수준이었으나 전망기간 

동안은 연평균 1.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축 생산 성장세가 하락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농가가 포화상태여서 중국의 배합사료 수요 증가세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배합사료에서 단백질박 비중이 미국이나 EU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배합사료비에서 단백질박 사용 비중을 낮추는 것을 격려하

고 있다. 

3.2.4. 교역

(1) 유지종자

  대두는 전체 생산량의 40%가 교역량으로 다른 농산물과 달리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난 10년과 비교해 전망기간 동안 대두 교역량 확대는 매우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는 중국

의 대두 가공량 증가세가 완만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5% 상승해 2028년에는 1억 1,3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 

대두 수입량의 2/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주요 대두 수출국으로는 미국,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있으며 이들 국가의 점유율은 2028년에 87%로 전망된다. 최근까지 미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출국이었으나 브라질의 대두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2028년에는 세계 대두 

수출량의 4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브라질이 대두 수출시장에서 미국의 지위를 

노리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대두 수출량이 줄어들고 브라질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 식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41%를 차지하며 소수의 국가들이 전체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수출량이 전망기간 동안 전체 수출량

의 2/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대두유를 수출하는 아르헨티나는 202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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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물성 유지 수출량의 7.9%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모두 식물성 유지 수출량이 생산량의 2/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은 자국 

내 식용 및 바이오디젤 수요 증가로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인도의 식물성 유지 수입량은 

연평균 3.7% 성장해 2028년에 2,2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식물성 유지 

수입량의 25%에 해당하는 양이다. 

(3) 단백질박

  세계 단백질박 교역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 

10년 간 성장세(3.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전체 생산량 대비 교역량 비중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지작물을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육류 

생산이 집중되어 자국 내 단백질박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가 

계속해서 세계 최대 단백질박 수출국이 될 예상이다. 최대 수입국은 EU로 2028년에 2억 

8,10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단백질박 수입량은 전망기간 동안 1,8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트남, 파키스탄, 그리고 태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9>  유지작물 및 가공품 생산량 중 수출량 비중

단위: %

 2016-18    2028

자료: OECD/FAO(2019),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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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주요 이슈 및 불확실성

  다른 작물과 비슷하게 유지작물 전망에도 외부적인 요인(경제성장률, 유가, 기상여건)에 

의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유지작물 주요 생산국이 한정적이어서 기상변동에 따른 여파가 

다른 주요 곡물 시장보다 큰 경향이 있다. 

  미국과 브라질의 향후 대두 생산량은 미·중 무역분쟁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수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브라질이 대두 생산을 늘리고 미국은 수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대두에서 옥수수로 작목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역분쟁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타 유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효과, 그리고 중국의 박과 유지의 

수입량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대두의 높은 생산 비중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Non-GMO 사료를 사용한 축산물 인증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른 단백질의 사용한 사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농경지 개발의 목적으로 산림훼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재배와 관련

한 환경이슈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 몇몇 국가들이 바이오연료 정책을 도입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바이오

디젤용 식물성 유지 수요는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EU,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바이오연료 관련 정책의 향방은 식물성 유지 산업군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EU의 경우, 정책 개혁과 2세대 바이오연료 기술개발로 곡물기반 바이오연료 생산 

기조에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30% 의무 바이오디젤 사용 법안의 

통과 여부가 향후 식물성 유지 수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백질박은 배합사료 생산에서 다른 곡물 사료원들의 가격에 따라 비중이 결정되기에 

배합사료용 곡물 가격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축산업 내에서 배합사료의 

배합비 조정이 단백질박 수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현재 선진국과 

다른 주요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배합사료비에서 단백질박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자국 내 

곡물 가격 조정에 따라 배합비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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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육류 및 유제품

장 희 수 * 5)

1. 육류부문 

1.1. 시장 현황

  2018년 세계 육류 생산량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의 생산량의 증가로 전년 

대비 1.0%가 증가하여 3억 2,700만 톤을 기록하였다. 호주, 유럽연합, 러시아와 미국이 

세계 육류 생산량 증가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인도와 멕시코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세계 최대 육류 생산국인 중국과 브라질의 육류 생산량은 소폭 감소하여, 전 세계적

으로 증가하는 속도를 늦추었다. 육류 생산량 증가의 주요 요인은 생산성 향상에 있지만, 

호주와 유럽연합의 경우 가뭄으로 인한 도축이 주요 요인이었다. 육류 생산량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중국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며, 브라질은 수출 

감소, 러시아는 식품 안전에 대한 염려로 인한 수입 금지이다. 

  FAO 육류 가격 지수로 측정된 2018년의 평균 가격은 돼지고기와 가금육의 연간 평균 

가격 하락을 반영하여 2017년보다 2.2% 낮아진 반면 쇠고기의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

다. 양고기 가격은 상승했지만 물량이 적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아프리카돼지

열병(ASF)의 확산과 그로 인한 수입 제한은 국제 돼지고기 가격 동향에 영향을 미쳤으며, 

낮은 수입수요로 가금육 가격이 하락했다. 쇠고기는 안정적인 수출과 수요로 가격의 변화가 

적으며, 양고기의 경우 오세아니아의 제한된 공급대비 높은 수요로 가격이 상승했다. 

2018년 세계 총 육류 수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3,400만 톤으로 증가했다. 2018년 

호주, 아르헨티나, 태국, 미국의 육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브라질과 인도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과정 (heesoo7189@naver.com). 

본고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9-2028’의 육류와 유제품부문을 중심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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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육류 수입국인 중국은 국내 돼지고기 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육류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수입을 크게 늘렸다.

1.2. 주요 전망

  이번 농업전망에 따르면 기준 기간(평균 2016-2018)대비 육류실질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낮은 사료 가격으로 인한 공급 확대로 육류 

소비 증가가 느려진 결과이다.  

  쇠고기와 양고기의 가격(2018년 가격)은 2028년까지 각각 USD 3,336/t와 3,493/t의 정육

기준(c.w.e)으로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돼지고기와 가금육 가격은 USD 

1,311/t 지육 중량 기준(c.w.e)과 USD 1,453/t의 제품 중량(p.w.)기준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가격이 과거보다 높기 때문에 양고기 외 모든 육류 가격은 2028년까지 

느리게 증가할 전망이다<그림 1>. 

<그림 1>  세계 육류 가격

 명목 가격     실질 가격(2018 USD)

주 : 미국 상급비육우, 1100-1300 lb c.w.e., 네브래스카주. 뉴질랜드 양고기 가격 c.w.e., (예 : 모든 등급 평균). 미국 거세

돼지와 미경산 암퇘지, 국가 기반 51-52% 살코기 c.w.e., 브라질 :  닭고기 (f.o.b.) 제품 무게에 대한 수출 단가

자료: OECD/FAO(2019), p.150.       

  개발도상국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육류는 가격이 낮은 가금육이다. 전망기간 동안 

개도국의 소득이 증가하여 가금육이 세계 1인당 육류 소비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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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의 육류 소비 다양화로 쇠고기와 양고기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28년까지 세계적인 1인당 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여러 나라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육류가 아니기 때문에 전망기간 동안 1인당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계 농업전망은 향후 10년간 육류 공급의 확대를 예측했다. 세계 육류 생산량은 

개도국이 주도하여 10년 동안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의 소 재고량이 증가했다. 이는 소 도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국인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미국이 예측기간 초기에 공급량을 

증가시켜 쇠고기 시장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해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올해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독감 인플루엔자(AI)의 영향

이 예측기간 초기에 중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가금육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금육은 육류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며, 예측기간 동안 총 육류 

생산량의 점유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양고기 생산량은 지난 10년 대비 느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증가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가 주가 되겠지만 아프리카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국

인 오세아니아에서는 쇠고기와 유제품부문의 지속적인 경쟁으로 인해 생산량이 소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육류 생산량의 비율은 예측기간 동안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의 육류 생산 증가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할 것으

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수입 수요는 전망기간 내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가격

  육류의 명목가격과 실질가격은 모두 최근 최고점에서 하락했다<그림 2>. 전망기간 동안, 

육류 실질가격은 육류 소비의 느린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사료 곡물 가격에 의한 공급 

확대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 쇠고기 실질가격은 가축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쇠고기 공급량 증가로 더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28 ∙ 세계농업 2019. 10월호

  돼지고기 실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측기간 동안 기존의 주기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브라질과 미국의 공급이 증가하고 특히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으로 수입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가금육의 느린 증가는 높아진 사료비용 

때문인 것으로 예상되며<그림 2>, 예측기간 초기에 가금육 가격이 약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양 사육두수의 감소가 호주와 뉴질랜드의 두 주요 수출국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무역을 

제한시켜 양고기 실질가격은 2020년까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측기간 초기 

몇 년간 세계적인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2018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이 양고

기를 포함한 육류 단백질의 수입을 늘렸기 때문에 예측기간 초기 중국의 높은 수입 수요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세계 육류 가격

자료: OECD/FAO(2019), p.152.      

1.4. 생산 

  중기적으로 육류생산은 고기생산과 사료비율에 영향을 받는다<그림 2>. 예를 들어 가금육

과 돼지고기 생산자는 생산시스템에서 사료를 가장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쇠고기 생산자

는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시스템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변경할 수 있다. 양고기 생산자

는 주로 목초지를 기반으로 하며 생산자는 육류와 사료 가격 비율이 낮을수록 혜택이 적다. 

  전망기간 동안 아메리카의 생산량 증가로 육류시장은 공급 주도 시장이 될 것이다. 가금육

은 낮은 생산 비용, 높은 사료 전환율과 낮은 소비자가격으로 여전히 총 육류 생산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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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동력원이다. 

  총 육류 생산량은 2028년까지 40만 톤 이상으로 확대되어 거의 36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육류 생산량 증가는 추가 생산량의 74%를 차지하는 개발도

상지역에 의한 것이지만, 생산량 증가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그림 3>. 단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육류 공급량은 중국의 가금육 및 돼지고기의 질병과 호주의 날씨로 인한 양 사육두수

가 감소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2021년 이후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안정되어 생산되는 

육류의 종류들에 따라 해마다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림 3>  지역과 육류 종류에 따른 육류 생산의 성장

2028 vs 2016-18

주 : c.w.e(carcass weight equivalent)는 지육중량기준을 뜻하며 r.t.c(ready to cook)는 반조리식품 기준을 의미함.

자료: OECD/FAO(2019), p.153.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사료의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가축단위 당 더 높은 지육 중량의 

형태로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계 최빈국(LDC)의 생산성은 이와 같은 속도로 향상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축부문에서의 투자 부족은 기술 개선과 상업화를 계속해서 

제한할 것이다. 

  육류 생산은 브라질, 중국, 유럽연합과 미국이 계속해서 주도하였다. 브라질의 생산량 

증가는 풍부한 천연자원의 공급, 사료, 목초지 이용 가능성, 생산성 향상으로 계속될 것이다. 

중국의 생산은 소규모 생산 단위가 대규모로 성장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함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이다. 미국의 생산은 지육중량 증가와 높은 수요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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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EU의 생산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쇠고기의 경우 유제품부문의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육류 종류별 육류 생산의 점유율을 보면 <그림 4>와 같다. 아르헨티나의 중국 수출증가, 

인도의 소규모 가금육 생산자의 계약 농업, 멕시코의 인프라 현대화,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파키스탄의 지역 수출 증가, 필리핀과 베트남의 국내 수요 증가, 러시아의 육류 수입 금지조

치로 인한 국내수요 증가가 각 국가의 육류 생산의 점유율을 증가할 것이다.

<그림 4>  육류 종류별 육류 생산의 점유율

중국

미국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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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아르헨티나

베트남

파키스탄

  러시아

인도

필리핀

         -1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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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가금육     양

주 : c.w.e(carcass weight equivalent)는 지육중량기준을 뜻하며 r.t.c(ready to cook)는 반조리식품 기준을 의미함.

자료: OECD/FAO(2019), p.154.       

  쇠고기 생산은 전망기간 동안 주요 생산국에서 계속 성장할 것이다<그림 5>. 개발도상국

의 경우 기준기간에 비해 2028년에는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는 아르헨티

나, 브라질, 중국, 멕시코, 파키스탄과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다. 선진국에서는 생산량이 

기준기간에 비해 2028년까지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증가는 미국과 

같이 낮은 사료비용과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지육 중량의 증가와 증가한 도축 횟수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암소의 재고량은 2021년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감소할 것이다.

  미국은 쇠고기 생산량의 증가 추세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반면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와 멕시코와 같은 다른 국가의 쇠고기의 생산량은 추후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 도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지난 10년간 인도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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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1)의 경우 쇠고기 공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낙농 사육두수가 다소 감소함에 

따라 하향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미국산 쇠고기 암소의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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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FAO(2019), p.155.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돼지고기가 주로 소비하는 육류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돼지고

기 생산량의 증가는 향후 10년간 감소할 것이다. 돼지고기 생산의 증가는 아시아에서 계속될 

것이며 이 중 증가된 중국의 생산량이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돼지 생식기호흡증후군 바이러스(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PRRSV)로 인해 공급이 감소한 2007-2008년 동안 중국은 주요 돼지고기 수입국이 

되었으나, 2018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으로 2019년 생산량이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다. 2020년에는 생산과 소비가 2018년 수준으로 돌아와 나머지 전망기간 동안 성장 추세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공급 부족에 직면하게 되며 2019년의 수입은 

약 2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금육은 육류 중 우세한 입지를 유지하여 향후 10년 동안 생산될 모든 종류의 육류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생산주기가 짧기 때문에 생산자는 시장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브라질과 같은 잉여 사료곡물을 생산하는 국가와 유럽연합, 특히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와 미국에서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투자를 통해 가금육의 생산이 빠르게 증가

 1) (2017) 유럽위원회. "Box 4.1 유럽연합 회원국의 발전에 대한 통찰력", 시장과 수입에 대한 EU 농업전망 2017-2030 



32 ∙ 세계농업 2019. 10월호

할 것이다. 2019년 이후 아시아에서도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며 이전의 AI 발생 영향이 완화

되고 종축 유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과 터키가 주요 

가금육 생산국가가 될 것이다.

  호주의 양 무리 감소와 영국의 양고기 생산 정체로 인해 세계 양고기 시장의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 추세는 201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세계 양고기 

생산량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현재의 높은 가격에 대응하여 공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연합은 양 농가의 수익성 향상으로 인해 현재 수준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프리카는 도시화, 사막화와 일부 국가의 사료 공급 제한에도 불구

하고 양고기 공급량은 소폭 증가할 것이다.

<참고 1>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추정

  중국 농림부(MARA)는 2019년 4월 20일에 중국 농업전망 (2019~2028)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역의 돼지고기 시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영향과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 보호법을 통합한 농산물 시장에 대한 예측을 제공한

다. 전망기간의 첫 2년 동안 생산능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2020년

까지 2.1M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부족분을 보충을 위한 것으로 2018년에 

비해 75%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세계 수입 비중은 2018년 17%에서 

2020년에는 약 23%로 증가할 것이다. 추가 돼지고기 수입의 대부분은 브라질, 캐나다와 

유럽연합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생산량은 2021년부터 회복되고 2024년

에는 2018년과 동일한 생산량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 소비자들이 동물성 단백질의 대체를 특히 가금육류로 전환

하도록 하여 증가한 생산량이 추가적인 국내 수요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금육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급 원료 수요의 성장은 전망기간의 초기 몇 

년간은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옥수수의 경우 중국산 돼지고기가 생산이 감소될 것으

로 예측되는 기간의 첫 2년 동안은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주로 가금육보다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료의 양이 더 많기 때문이다. 2028년에는 OECD FAO 농업전망과 

중국 농업전망 모두 돼지고기 생산이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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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국 돼지고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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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중국농업전망(2019-2028)에서 보고된 자료임.

자료: 농림부(2019), “중국 농업 전망(2019-2028),” p.157.

1.5. 소비

  육류 소비는 전망기간 동안 아시아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성장률은 일반적

으로 지난 10년보다 낮을 것이다. 예측기간 동안 1인당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은 기준 기간에 

비해 0.4kg 소매중량기준(r.w.e)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소비 

수준은 이미 높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육류의 가격이 더 저렴해짐에 따라 육류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히 1인당 소비량과 육류가격이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미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육류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

가 나타날 수 있으며 선진국의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7>.

  개발도상국의 인구 수준과 성장률은 모두 높기 때문에, 육류 소비량의 전체 성장률은 

선진국의 약 4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인당 소비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인당이라는 제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총 소비 증가가 더 빠른 

아프리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수입 수요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

지만, 세계적인 육류 수입 증가의 절반은 아시아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는 수입 증가로 

인해 인구 1인당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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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가금육과 돼지고기의 가격이 낮아 개발도상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였지

만,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같은 소비자가 점차 육류 소비를 쇠고기와 양고기와 같은 

높은 가격의 육류로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다. 소득 수준과 상대적 가격 외에도 종교적 

신념, 문화적 규범, 도시화, 환경, 윤리와 건강 문제를 포함한 다른 요인들이 육류 소비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7>  지역에 따른 1인당 육류 소비량

 가금육     돼지     양     소    

주 : 1인당은 소비 중량으로 표현됨.

자료: OECD/FAO(2019), p.158.       

  

  쇠고기의 소비는 향후 10년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1인당이라는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쇠고기 소비량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

아에서 쇠고기 소비의 주 성장 요인은 중국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식과 서구화된 식단이다. 

카자흐스탄, 한국, 터키, 베트남에서도 쇠고기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은 대부분 선진국의 소비량이 포화 수준에 도달하면서 전망기

간 동안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 내에서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역적

으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소비량 증가는 대부분 라틴아메리카에서 계속되었으며 이는 

중산층으로부터 증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돼지고기 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가금육과 함께 돼지고기가 선호되는 고기 중 하나로 선정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과 같이 돼지고기가 주 소비 

육류인 아시아 국가들은 1인당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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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금육을 선호하는 변화를 초래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금육의 소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AI 발병으로부터 소비가 회복되었으며 이 전망은 2019년에 소비 증가가 재개될 

것이다. 예측기간 동안 소비된 모든 추가 육류 중 가금육은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1인당 양고기 소비량은 예측기간 동안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북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1인당 양고기 소비량은 소폭 감소할 것이지만, 

양고기를 품질과 영양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중국과 같은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금육과 돼지고기의 질병이 발생하면서, 양고기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가금육과 돼지고기 육류의 대체재로 지난 2년간 특히 증가했다. 그러나 

양고기가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곳인 많은 중동 국가에서는 1인당 소비량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6. 무역

  세계의 육류 수출은 기준 기간 대비 2028년에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육류 

무역의 성장이 지난 10년간 3%에 비해 연간 평균 1.4%로 감소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총 육류 생산량의 점유율은 약간 증가할 것이다.

  2028년까지 세계 육류 수출의 절반 이상을 선진국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발도상

국으로부터 수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준 기간 대비 점유율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가장 큰 육류 수출국인 브라질과 미국의 총 점유율은 약 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예측기간 동안 세계 육류 수출의 증가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유럽  연합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을 시도했지만, 북미와 남미의 압도적인 수출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환율 하락으로 인해 세계 육류 수출에서 점유율을 다소 높일 것이다.

  아시아지역은 육류 수입 분야를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의 56%를 차지할 

것이다. 일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과 같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회원과 함께 필리핀에서 가장 큰 증가가 일어날 것이며,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비와 수입의 

 2) 수입 증가율은 일반적으로 CPTPP의 비준으로 인해 과거에 가정했던 것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이 무역협정은 국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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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가 국내 생산 확대를 기여할 것이다<그림 8>. 중국 수입은 예측기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기준 기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아시아 외, 아프리카는 

빠르게 성장하는 또 다른 수입국이다. 

  향후 10년간 수입 증가는 주로 가금육과 쇠고기이며, 가금육이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육류 종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로의 수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

으로 돼지고기 수입은 육류 수입 증가의 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가격의 돼지고

기와 가금육을 쇠고기의 대체재로 간주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저소득층 소비자들로 인해 이들 

지역에서 2028년까지 돼지고기 수입 수요는 전체 수요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양고기 수출은 양고기의 높은 선호도로 인해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미국, 중국, 중동 3대 시장의 출하가 모든 기록을 돌파했다. 양고기 공급은 과거에는 다 

자란 양고기시장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어린 양고기가 주 공급원이 되었으며, 뉴질랜드

에서는 토지 사용이 낙농으로 바뀌면서 수출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8>  CPTPP 지역으로 선택된 국가의 육류 수입

가금육     돼지     소     양    ◆ 백분율 변화(오른 축)

주: c.w.e(carcass weight equivalent)는 지육중량기준을 뜻하며 r.t.c(ready to cook)는 반조리식품 기준을 의미함.

자료: OECD/FAO(2019), p.160.       

1.7. 주요 이슈와 불확실성

  무역정책은 계속해서 세계 육류시장의 주요 원동력이다. 결과적으로 전망기간 동안 다양한 

과 소비의 성장률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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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을 통해 육류 거래를 각화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CPTPP)과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과 육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몇몇 다른 기존의 

양자 무역협정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수량화하기가 어렵다.

  일방적이거나 예측불가한 무역정책은 예측의 또 다른 위험 요소이다. 예를 들어, 2017년 

러시아는 2019년 말까지 경제 제재에 대응하여 미국,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와 유럽연합으

로부터의 식품수입 금지를 연장했다. 이러한 금지로 인해 육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생산자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며 소비자 가격이 상승했다. 국내 정책은 육류 생산자의 경쟁력

에도 또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육류와 기타 수출 제품에 

적용되는 임시 수출세를 도입했다. 이는 세계 육류시장에서 아르헨티나의 경쟁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단기적으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동물 질병은 가금육, 쇠고기와 기타 가축시장에 지장을 주었다. 현재 가축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와 멧돼지는 치명적이지만 인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8년 8월, 중국은 아프리카 최초의 사례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 동안 이 질병은 아시아와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발견되었다.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에 대한 이 질병의 영향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조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다. 

2. 유제품부문

2.1. 시장 현황

  세계 우유 생산(소 우유 81%, 버팔로 우유 15%, 염소, 양, 낙타가 혼합된 우유 4%)은 

2018년에 1.6% 증가하여 약 838만 톤이 되었다. 세계 최대 우유 생산국인 인도에서는 생산

량이 3.0% 증가한 174만 톤이지만, 인도는 소량의 우유와 유제품만 거래하기 때문에 세계 

유제품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개의 주요 유제품 수출업체는 2018년 유럽연

합(0.8%), 뉴질랜드(3.2%)와 미국(1.1%)에서 생산량 증가를 기록했다. 그 결과, 신선 유제품3)과 

 3) 신선 유제품에는 가공된 제품(버터, 치즈 탈지 분유, 전 분유와 경우에 따라 카세인과 유청)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유제품과 

우유를 말함. 수량은 우유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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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위한 가공품의 가용성이 증가하였다. 

  유제품 중 버터는 다른 유고형분에 대한 유지방과 탈지분유(SMP)에 대한 기준이다. 유지

방과 기타 유고형분은 우유의 약 13%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물이다. 2018년 버터 가격은 

2017년과 비교하여 하락했지만 연 중반에 상당히 증가했다. 크림, 버터와 기타 유제품에 

대한 북미와 유럽의 수요증가로 2018년에도 다른 유고형분(SMP)의 가격 대비 유지방 가격

(버터)의 강점은 계속되었다. 유럽연합의 유로 가격이 톤당 1,698유로 미만으로 하락한 2016

년에 주로 구매한 주식을 크게 감소시켰기 때문에 탈지분유의 가격은 2018년 말까지 낮은 

수준에서 회복하기 시작했다. 

2.2. 주요 전망 

  세계 우유 생산량은 대부분의 다른 주요 농산물보다 빠르게 성장하여 향후 10년 간 연평균 

1.7%의 성장률로 2028년에는 981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10년과 대조적으로 

생산량이 적은 국가에서 젖소의 생산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육젖소의 예상 

성장률(연평균 1.2%)이 예상 평균 우유 생산량 증가율(0.4%)보다 높다. 주요 우유생산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향후 10년 동안 세계 우유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2028년에는 

세계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큰 우유 생산국인 유럽연합은 

생산량의 일부만이 수출되고 국내 수요는 소폭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평균보다 느리게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유는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므로 수거 직후 처리해야 하며, 일정기간 이상 보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제품 생산은 신선 유제품으로 소비되는데, 이는 단지 

약간만 가공되거나 아예 처리되지 않는 것이다. 세계 소비에서 신선 유제품의 비중은 소득과 

인구 증가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선 유제품의 1인당 세계 소비량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1.0%로 성장할 것이며 특히 

인도에서는 1인당 소득 증가로 인해 지난 10년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유럽과 북미에서

는 신선 유제품에 대한 1인당 전체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1인당 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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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유고형분의 가공과 신선 유제품 1인당 소비

 가공 유제품     신선 유제품

주 : 유고형분은 각 제품에 대한 지방과 무지방 고형분의 양을 추가하여 계산됨. 가공 유제품에는 버터 치즈, 탈지분유와 전분

유가 포함됨.

자료: OECD/FAO(2019), p.163.       

  우유는 주로 가공 유제품 형태로 국제적으로 거래된다. 중국은 1인당 소량의 유제품을 

소비하지만 유제품, 특히 전지분유(WMP)의 가장 중요한 수입국이다. 일본, 러시아, 멕시코,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유제품의 또 다른 중요한 수입국이다. 국제 무역협정(예: CPTPP, 

CETA와 일본과 유럽연합의 특혜 무역협정)에는 유제품(예: 관세율 할당량)에 대한 구체적인 

협정이 있어 추후 무역 성장의 기회를 창출한다. 2015년 이후 버터 가격은 탈지분유 가격보

다 훨씬 높다. 

2.3. 가격

  유제품의 국제기준가격은 오세아니아와 유럽의 주요 수출업자들의 가공 제품의 가격을 

말한다. 유제품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기준가격은 버터와 탈지분유에 대한 것이다. 2015년 

이후 버터 가격은 세계 시장의 다른 유고형분에 비해 유지방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탈지분유 

가격보다 상당히 상승했다. 이는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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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세계 육류 가격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주: 버터 본선인도(FOB) 수출 가격, 버터, 82% 버터 지방, 오세아니아, 탈지분유, 본선인도(FOB) 수출 가격, 비 지방 건조 

우유, 1.25% 버터 지방, 오세아니아; 전지분유, 본선인도(FOB)  수출 가격, 26% 버터 지방, 오세아니아; 치즈, 본선인도

(FOB) 수출 가격, 체다 치즈, 39% 수분, 오세아니아. 실질 가격은 미국 GDP 디플레이터 (2010 = 1)에 의해 축소 된 명

목 세계 가격임.

자료: OECD/FAO(2019), p.164.

  탈지분유 가격은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예측기간 동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터 가격은 2017년에 최고점에 도달했으나 이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지분유와 치즈의 가격은 지방과 무지방 고형분의 함량에 따라 버터와 탈지분유 가격이 

상승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4. 생산

  세계 우유 생산량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1.7%로 증가하여 2028년에는 981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1>. 평균 산유량 성장률(0.4%)보다 큰 재고량의 성장률(연평

균 1.2%)에 대한 모순된 세계 평균 관측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산유량을 가진 국가에서 재고

량이 더 빨리 성장하기 때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우유 생산에 특히 중요한 국가로 향후 10년간 세계 우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8년에는 세계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유량은 계속 빠르게 증가하여 생산 성장에 더 많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 모두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신선제품과 유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의 생산이 국내에서 소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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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9년과 2028년 사이의 낙농 가축 재고와 생산량의 연간 변화

주: 원의 크기는 기준 기간 2016-18의 총 우유 생산량을 나타냄.

자료: OECD/FAO(2019), p.165.      

  두 번째로 큰 생산국인 유럽연합의 생산량은 세계 평균보다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

다. 유럽연합의 경우 우유 생산량 증가는 우유 산출량의 증가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1.1%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제품은 우유 할당량의 폐지에 따라 예측기간의 초기에는 

증가하지만 이후 다시 하락 추세(연평균 0.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목초지 

기반 생산의 비율이 낮은 북미에서는 평균 산유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2>. 

<그림 12>  선택된 국가와 지역의 우유 생산과 산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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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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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착유 동물 (주로 젖소, 버팔로, 낙타, 양과 염소)당 산출량

자료: OECD/FAO(2019),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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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는 수출 지향적인 생산국이며 최근 우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우유 생산은 주로 목초지를 기반으로 하며 산유량은 북미와 유럽보다 상당히 낮지만 목초지 

관리의 효율성과 연중 방목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를 보인다.

  우유의 30% 미만이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또는 유청 가루와 같은 제품으로 

추가 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치즈는 직접적인 식품 수요가 많으며, 현재 유럽과 

북미에서 유고형분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는 거래량이 

많으며 주로 거래용으로만 생산된다. 버터와 치즈는 식품가공 분야, 특히 과자류, 영아용 

조제분유와 빵 제품에 사용된다. 그러나 버터의 생산만 세계 우유 생산보다 빠르게 연평균 

1.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지분유는 연평균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치즈와 전지분유는 모두 연평균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5. 소비

  유제품 생산의 대부분은 신선 유제품 형태로 소비된다. 세계 소비에서 신선 유제품의 

점유율은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며, 이는 소득과 인구 증가에 의해 좌우된다. 신선 유제품의 1인당 세계 소비량은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폭은 향후 10년간 1인당 소득 증가로 인해 지난 10년보다 

다소 클 것이다. 유고형분의 1인당 우유 소비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림 9>. 

  유럽과 북미에서는 신선 유제품에 대한 1인당 전체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수요는 신선 유제품에서 유지방 우유와 크림과 같은 유제품 지방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유제품 섭취의 건강상 이점뿐만 아니라 가공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는 

최근 연구에 기인한 것이다. 

  유고형분의 두 번째로 중요한 유제품인 치즈의 소비는 주로 유럽, 북미와 오세아니아에서 

발생하며 1인당 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의 주된 사용으

로 인해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제조되는 품목일 것이며 특히 제과류, 유아용 조제분유와 

빵 제품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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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무역

  세계 우유 생산의 약 8%가 국제적으로 거래된다. 이것은 우유의 부패성과 높은 수분 

함량(85% 이상)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과 뉴질랜드로부터 

중국의 액상유 수입이 상당히 증가했다. 전지분유와 탈지분유의 무역 점유율은 세계 생산량

의 40% 이상으로 높지만, 이 제품들은 종종 오랜 기간 동안 우유를 저장하고 거래하기 

위해 생산되기도 한다.

  기준 기간 동안 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은 뉴질랜드, 유럽연합, 미국과 호주이다. 이 4개 

국가는 2028년 치즈의 약 75%, 전지분유의 78%, 버터의 79%와 탈지분유 수출의 81%를 

공동으로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3>. 전지분유의 경우 아르헨티나 또한 주요 수출국

이며 2028년에는 세계 수출의 5%를 차지할 것이다.

  뉴질랜드는 세계 시장에서 버터와 전지분유의 주요 공급원이며, 2028년까지 시장 점유율

은 각각 약 39%와 53%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지분유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구매가 

크게 감소한 원인은 뉴질랜드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생산성장률이 6.9%이었지만 향후 10년

간은 0.3%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뉴질랜드는 전망기간 동안 치즈의 생산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  지역에 따른 유제품의 수출량

 나머지 국가     아르헨티나     호주     유럽연합     뉴질랜드    미국

자료: OECD/FAO(2018),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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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세계 주요 치즈 수출국이 될 것이며, 미국과 뉴질랜드가 그 뒤를 

이을 것이다. 세계 치즈 생산에서 유럽연합의 점유율은 2028년에 약 48%가 될 것으로 예상

되며, 2019년 양국 간 무역협정 승인 후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협정)을 통해 

캐나다와 일본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은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나 모든 유제품의 주요 목적지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MENA), 선진국, 동남아시아와 중국이다<그림 14>.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수입은 주로 유럽

연합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과 오세아니아는 동남아시아에 분유 주요 공급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전지분유의 주요 유제품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제품 수입의 대부분

은 오세아니아에서 발생하지만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은 버터와 탈지분유에 대한 중국으로

의 수출을 늘렸다. 중국은 또한 신선 유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다. 기준 기간 동안의 순 수입은 

약 7,000톤이었으며, 예측기간 동안 연평균 2.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세계 수입의 약 55%와 39%씩 높은 수준으로 치즈와 

버터를 수입하였다. 영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과 중국은 2028년에 5위의 치즈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주요 치즈 수입국은 선진국이다.

<그림 14>  지역에 따른 유제품의 수입량

 나머지 국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국     선진국 

자료: OECD/FAO(2018),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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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요 이슈와 불확실성

  세계적으로 우세한 생산 방법인 방목 기반의 우유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불가능한 

기상요소로 인해 생산이 제한될 수 있다. 기후변화는 가뭄, 홍수와 질병 위협의 가능성을 

높여 유제품부문에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가격 변동성, 우유 생산량, 젖소 재고 

조정). 

  환경 법규 또한 향후 유제품 생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제품 생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은 일부 국가(예: 뉴질랜드, 아일랜드)에서 총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관련 정책의 어떤 변경사항도 유제품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동물의 질병도 우유 생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방염은 전 세계 농가의 젖소에게 

가장 흔한 전염병이다. 또한 산유량과 우유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준다. 이 질병의 인식, 식별과 치료에 대한 향후 개선은 우유 생산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유지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특정 용도와 목적에 따라 유지방을 식물성 지방 

(예: 지방이 함유된 분말과 기타 유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는 유지방과 무지방 우유의 

장기적인 상대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최근 몇 년간 음용유 분야에서 식물성 

유제품 대용품(예: 콩, 아몬드, 쌀과 귀리 음료)의 섭취량이 북미, 유럽과 동아시아 등 많은 

지역에서 증가했다. 

  무역협정 또한 유제품 수요와 무역에 영향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과 영국 

간에 많은 양의 치즈와 기타 유제품이 거래되며, 이는 브렉시트(Brexit)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북미의 유제품 거래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국의 여러 유제품에 대한 러시아의 금지령은 2019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은 금지 전 수준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지만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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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의 역할

신 기 석 *

1. 들어가며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FAO)

는 2018년 ‘세계산림현황(The State of the World's Forest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

는 지속가능개발목표1) 달성을 위해 산림과 이 자원들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산림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목표 및 세부 과제들의 관계를 집중 조명한

다.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이 식량 안보, 기아 근절, 생태계 보호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길을 찾을 수 있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본고에서

는 지속가능개발목표들 중 SDG 1(빈곤퇴치), 2(기아근절), 7(이용가능한 깨끗한 에너지), 

13(기후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의 역할 및 기여를 다루고자 한다.

2. 산림의 역할 및 기여

2.1. 지속가능개발목표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열대지방에 거주하는 대략 8억 2,000만 명의 사람들이 숲과 그 주변 그리고 사바나2)에 

 * Virginia Tech 박사과정 (kshin@vt.edu). 본고는 FAO가 2018년에 발간한 “The State of World's Forests”중에서 지

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중심으로 요약·발췌하여 작성되었음.

 1)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30년까지 빈곤 퇴치, 지구 보호, 그리고 모든 사람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요청으로 2015년 모든 UN 회원국이 채택함.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와 

230개의 지표로 구성됨.

 2) 적도와 적도 부근에 위치하는 열대 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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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다. 이 수치는 농촌 사람들의 상당한 비율이 숲과 관련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산림이 농촌 주민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숲이 밀집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구만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의 빈곤 비율은 그 

외의 지역과 비교해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숲 밀집도와 빈곤이 양의 상관관계

를 보인다는 것은 여러 국가들을 통해서 확인된다<글상자 1>. 

<글상자 1>  열대 지역 산림과 빈곤의 관계

  브라질, 온두라스, 말라위, 모잠비크, 우간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의 산림 지역

과 빈곤 및 인구 자료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빈곤의 분포와 산림 사이에서 공간적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나라간 편차가 존재하나 두 가지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첫째, 산림 밀집도가 높은 지역과 빈곤율이 높은 지역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 울폐림(closed forest, 임관이 40% 이상인 숲)의 70% 이상이 

높은 빈곤율을 나타냈다. 둘째, 산림 밀집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빈곤 집중도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한 지역에 빈곤 비율이 높더라도 절대적인 숫자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 밀집도와 빈곤율 모두 높은 지역에 사는 빈곤층은 전체 인구에서 

굉장히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료: FAO(2018), p.10.

  도심 중심부와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비용이 상승해 임산물 생산의 이익이 

감소한다. 벽지에서는 거버넌스와 권리의 개념 또한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지역민

들은 일반적으로 산림보다는 농경지에 좀 더 명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토지에 대한 

안정적인 소유권과 사용권이 없다면, 농가들은 자산 축적 및 장기소득 증가를 위해 단기 

손실을 감수할 명분을 찾지 못한다. 이러한 가난과 도심 접근성의 관계는 가나 농촌지역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시장에서 20km 떨어진 마을이 시장 근처의 마을보다 20% 더 빈곤한 

것으로 알려졌다.3)

  농촌 빈곤율 자료와 농촌 인구 분포도 정보를 이용해 산림이나 그 주변에서 하루 1.25달러 

 3) Sheperd(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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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촌 인구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43개 열대국가의 

농촌 빈곤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열대 국가 농촌에서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가 

약 6억 4,000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4) 

  농촌에 거주하는 빈곤층들의 생계와 식량 안보는 산림과 직결되어 있다. 세계 최극빈층의 

40%인 약 2억 5,000만 명의 사람들이 숲과 사바나 지역에 거주한다. 이들 중 63%는 아프리

카에, 34%는 아시아에 거주하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남미에는 800만 명에 해당하는 오직 

3%만이 거주한다<표 1>.

<표 1>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열대림과 사바나 지역과 그 주변에 사는 농촌 인구 분포

단위: 백 만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합계

인구 284 85 451 820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 159 8 84 251

농촌 인구 중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 비율
50% 82% 27% 40%

자료: FAO(2018), p.11.

 

   산림자원은 특히 가난에 직면하기 쉬운 지역 농촌 가구의 생계유지를 도와주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산림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초 생계유지를 위한 임산물

도 제공한다. 또한 산림은 위기 시 농촌 빈곤층에게 대응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는 기본소득을 보장한다. 빈곤환경네트워크(Poverty Environment Network)가 아시아, 아프

리카, 남미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333개 마을 7,97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

면, 자연소득(environmental income)5)은 가구 소득의 28%를 차지했으며 비산림 자원을 

제외하면 22%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 가구 소득에서 자연소득은 곡물 소득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생계에서 산림 소득을 제외하면 농촌 

지역 빈곤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빈곤환경네트워크는 산림 소득이 없어지면 표본 

가구의 9%가 최빈곤층으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4) IFAD(2016)

 5) 자연소득은 천연자원을 채취하거나 전용하는 시점부터 시장 체인의 첫 번째 링크에서 천연자원의 양도나 소비를 통해 획득되

는 수익을 의미함(Sjaastad et al., 2005).

 6) Angelsen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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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고 안정적인 소유권이 먼저 수반 되어야만 천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진

다. 다른 빈곤 완화 정책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의 소유권 보장은 빈곤층의 생계에 많은 

혜택을 준다. 모든 사람이 경제적 자원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데 산림의 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혹은 산림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보장되는 산림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지난 20년간의 세계적인 추세는 산림 소유권이 국가에서 지역 공동체와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기준 전체 산림 면적의 76%(29억 

6,900만 ha)가 국가소유이다. 일부 산림의 경우 법적 소유권이 없거나 관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지역공동체나 개인에 의해 관리되는 산림의 비율은 전체 산림의 

28% 정도로 추정된다<표 2>.

<표 2>  산림 소유권 현황

가. FAO 추청치(2010년 기준)

소유 형태 면적(백만 ha) 전체 산림 면적 대비 비율

공공 2,969 76%

개인 433 11%

지역공동체 116 3%

지역공동체 + 개인 559 14%

나. RRI 추정치

소유 형태 면적(백만 ha) 전체 산림 면적 대비 비율

공공(정부) 2,410 73%

개인 및 기업 397 11%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관리

416

96

13%

3%

개인 + 기업 + 지역공동체 909 27%

주: FAO는 234개 국가와 영토를 기반으로, RRI는 52개 국가를 기반으로 추정함. 또한 RRI는 사적 소유권에서 개인과 기업

을 따로 분리하지 않음.

자료: FAO(2018), p.13.

  산림과 산림 밖의 나무들은 빈곤층의 자연재해나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회복성을 높이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나무는 곡물보다 기상 변화의 영향이 적은 편이며 산림에서 목재를 얻는 

것은 초기 비용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분야로 기상재해로부터 삶의 터전을 잃은 가구들이 

진입하기 용이하다. 또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임산물은 훌륭한 소득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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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농업 면적이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성 구축 역할의 잣대로 활용된다. 아프리카 

5개국에서 소규모 농가의 1/3이 소유지에 나무를 키우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 집단은 비교 

집단(나무를 전혀 키우지 않는 농가)보다 나은 소득수준을 보였다. 동아프리카 황무지에서 

나무는 다양한 생태계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들의 생계 회복에 기여한다. 그러

나 산림만이 이러한 각 종 피해에서 회복하는 데 유일하거나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단언하

기는 힘들다. 소비를 줄이거나 외부 지원을 받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것 등이 회복성에서 

더 중요한 방법일 수도 있다. 일례로, 말라위의 한 시골에서 전체 가구의 오직 3%만이 기후변

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다양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는 작물 다양화나 농업 변형과 

같은 방법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였다.

2.2. 지속가능개발목표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

농업 증진

  산림은 식용 가능한 비목재임산물(Non-Wood Forest Products, NWFPs)7)을 제공함으로

써 식량과 영양 확보에 직접적 기여한다. 세계적으로 7,600만 톤의 식량이 산림에서 발생하

는데 이 중 95%는 식물기반이다. 인간이 소비하는 과일의 50% 이상은 나무에서 얻어지며 

이 중 많은 부분이 자연림에서 생산된다. 농산림시스템에서 나무와 도심 녹지 공간은 인간의 

소비에 필요한 비목재임산물을 제공한다. 식용 가능한 식물 기반 비목재임산물은 평균적으

로 하루 1인당 16.5kcal를 제공한다<글상자 2>. 비목재임산물은 단순히 열량을 제공하는 

식량의 역할을 할뿐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글상자 3>. 남미,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24개국에서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표본 가구의 39%가 야생고기(wild 

meat)를 채집하는데 매년 콩고분지와 아마존강 유역에서 채집하는 양은 각각 4,600만 톤과 

1,300만 톤에 이른다.8) 야생고기의 중요성은 마다가스카르의 예에서 잘 드러난다. 이 지역

에서 야생고기 채집이 어려워지자 빈혈 아동의 비율이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9) 

 7) 비목재임산물은 벌목을 통하지 않고 얻어지는 사냥용 동물, 딸기류 열매, 버섯, 유지, 약용 식물 등을 의미함.

 8) Neilsen et al.(2018); Nasi et al.(2011)

 9) Golden et 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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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  가구 내 비목재임산물 소비량

  인도에서 5,000만 가구가 야생숲과 그 주변의 잡목숲 지대에서 얻는 과일들로 식단을 

보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FAO, 2011a). 네팔에서는 한 가구가 일년에 최대 160kg의 

식용 버섯을 채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바오밥이나 타마린 같은 

야생목의 식용가능한 잎이 단백질, 철분, 그리고 칼슘 섭취의 주요 공급원이다. 2015년 

유럽 28개국 1만 7,000 가구를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91.5%가 야생 임산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와 중부 시베리아에서는 토착민의 40%가 버섯을 채집하

는데 하루 평균 가구당 채집량은 5kg을 넘지 않으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는 

ha당 최대 100kg까지 채집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FAO(2018), p.16.

  세계 약 24억 명의 인구가 조리, 정화, 난방 등에 목질연료를 사용하며 이 중 약 7억 

6,500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끓이고 살균하기 위해 목질연료를 쓰고 있다. 목질연료 의존도

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와 카리브해 순이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우, 수도 킨샤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90%가 조리를 위해 주로 숯을 이용하

며 부탄, 라오스, 그리고 아프리카 13개국의 농촌 인구는 필요 에너지의 90% 정도를 목질연

료로 충당한다고 알려져 있다.10) 카메룬 도심에서는 220만 톤의 장작과 35만 6,530톤의 

숯이 사용된다.11)

  안정적인 목질연료 생산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보장된 숲 소유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정적인 소유권을 통해서 연료로 쓰이는 나무들이 재성장 혹은 재생산을 위한 관리가 되기 

때문이다. 공동체 기반 산림관리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목질연료 

채취가 산림의 생물자원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말라위의 경우, 전체 에너지 

공급의 90%를 목질연료로 충당하는데 지속적인 관리의 부재에 따른 산림 황폐화로 전반적

인 에너지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12)  

 10) Gond et al.(2016); FAO(2014)

 11) Eba'a Atyi et al.(2016)

 12) Malakini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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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  비목재임산물과 영양 다양성

  24개 열대국가의 37개의 지역에서 야생 임산물이 식단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

데 표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직접 섭취를 위해 임산물을 채집한다고 전해졌다. 13개의 

지역에서는 산림에서 얻는 생선과 고기의 비율이 축산업이나 어업에서 획득하는 비율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1개 지역에서는 과일과 채소의 상당 부분이 농산물의 경로가 

아닌 산림에서 얻는 것들이었다.

  카메룬에서 산림과일은 농촌 가구의 식단에 부족한 다량 그리고 미량영양소 모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200g의 모아비(moabi) 또는 견과류가 1~3세 아동이 

필요로 하는 철분과 아연 일일 필수 섭취량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한 연구는 아프리카 

21개국의 공동체에서 산림 면적이 넓을수록 아동의 식단이 다양해진다고 주장했다. 

  세계 여러 숲에서 쉽게 발견되는 유충은 지역민들의 식단에 도움을 준다. 이들은 

고기나 생선과 비교했을 때 부피당 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개체 당 

제공 열량 또한 크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방귀(Bangui) 지역에서 행해진 한 연구는 

100g의 조리된 곤충은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전량 제공한다고 밝혔

다. 비슷하게, 가봉의 4개 마을을 배경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임산물이 단백질 

82%, 비타민 A 36%, 그리고 철분 20%를 제공한다. 

자료: FAO(2018), p.17.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은 주로 조리 목적으로 목질연료를 사용한다. 적절한 정책과 법적 

제도 위에서 목질연료의 생산과 수확은 지속가능한 녹색에너지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질연료의 이용 용이성과 시장의 편재성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발전목표 성취에 도움

을 준다. 산림 면적 감소는 목질연료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1m
3
의 목질연료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에서 106시간이 걸리는 

반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는 139시간이 소요된다. 목질연료를 구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지역에서도 여성들은 10km를 걸어서 목질연료를 구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기에, 목질연료의 접근성 혹은 희소성은 조리와 가정의 식단 선택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산림소득은 사람들로 하여금 식량 구입의 기회를 부여한다. 비공식적으로 산림 분야에 



56 ∙ 세계농업 2019. 10월호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4,000만~6,0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규모의 산림 관련 

사업체들은 기아 근절, 식량 안보 확보, 그리고 영양상태 개선에 큰 잠재성을 지닌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림 관련 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세계 산림의 거의 80%는 국유지이며 이들은 주로 산림 보전과 보호에만 

치중해 있는 상태이다.  

2.3. 지속가능개발목표 5: 양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자아이의 권익 신장

  많은 국가들에서 산림과 관련된 결정은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남성이 산림 관리 

국가 기관의 일자리를 독차지 하는 반면 여성들은 지역에서 비목재임산물을 채취하는 업무

에 치중하였다. 최근 들어 여성들이 산림 행정 업무에 발을 들여 놓기 시작했을 때 종종 

남성 패권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양성평등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러

한 변화에 대한 관찰과 학습이 최우선 과제로 여겨졌다. 여성들은 남성위주의 관습에 맞서면

서 점차 산림부문에 들어서고 있다.

  산림부문 종사자 현황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만 남녀 각각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림 공공부문에는 2011년 기준 1,821만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통적으

로 다양한 사회와 문화권에서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비목재임산물의 채집과 

교역은 주로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다<글상자 4>.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UN 제4차 세계여성회의(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가 종료된 이후, 많은 국가들이 젠더 이슈를 산림을 포함한 다양한 부서의 주요 

의제로 삼았다.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은 

설문조사에 응한 65개국13) 중 17개국(26%)이 산림부문에서 젠더 이슈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고 밝혔다. 

 13) OCED 7개국, 비 OECD 유럽 4개국, 남미 및 카리브해 주변 6개국, 아시아태평양 15개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5개국, 

북동 아프리카 15개국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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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 비목재임산물 유통과 농림업에 종사하는 여성 현황

  브라질, 카메룬,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비목

재임산물 교역에 종사하는 인구의 40~50%가 여성이며 이 여성들이 가구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룬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비목재임산물을 거래하는 

1,100명 중 94%가 여성으로 비목재임산물을 수확하는 인구의 대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추정된다. 

  카메룬에서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교육받은 1,927명의 농부들 중 41%가 여성이었

다. 카메룬, 콩고,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5,331 농가들이 83종의 생식질(germplasm)을 

배양하는 소규모 배양장을 운영했는데 그 중 38%가 여성이었다. 

자료: FAO(2018), p.22.

  양성평등의 걸림돌 중 하나는 산림을 포함한 땅과 관련된 여성의 소유권 부재이다. 더군다

나 여러 상황들에서 여성은 기술, 신용, 교육 혹은 의사결정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기에 주로 가치가 낮은 생산물을 다루고 남성들과 비교해 이윤창출이 적은 

활동에 참여한다. 산림 가치사슬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거나 지역 

시장에 관심이 적은 지역에서 정책 입안자나 서비스 제공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권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주로 사적인 영역이며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32.1% 낮은 임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부르키나파소에서 남녀 임금 차이가 없다면 

고무수지 청소 작업에서 여성들의 임금이 32% 늘어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산림 

활동이나 벌목이 충분한 안전장비 없이 행해지는 경우에 여성의 산림 접근이 제한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주도 프로그램인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은 여성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산림 현장의 중심에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을 통해 정책 시행에 기여할 수 있다.

  산림교육을 개선시키는 것은 산림분야의 양성평등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며 더 

넓게는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산림교육에서 양성평등은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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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의 산림 면적은 661만 ha이다. 면적의 25%를 공동체 형태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전체 2,900만 명 인구 중 대략 35%가 혜택을 받고 있다. 1만 9,000개가 넘는 

숲 공동체 그룹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1,072개의 그룹은 오직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2009년까지 가구주인 남성은 산림공동체의 일원으로 산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완전하고 효율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SDG 5.5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산림은 여성 권리 강화, 여성의 소득 및 일자리 증대,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한 기술개발을 

통해 여권을 신장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산림교육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아직까지도 낮은 편이다. 1985~2001년 케냐의 모이대학교(Moi University) 산림대

학 졸업생 586명 중 여성은 단 87명뿐이었다.14) 여성들의 산림 교육 참여 여부는 산림 

전공의 교과과정과 졸업 후 취업 환경에 달려 있다. 고등교육 기관들은 교과과정에 양성평등

의 문제를 다뤄야 하며 공인 학위과정에 성인지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해야 한다.

  농촌에서 대다수의 생계는 숲, 나무, 그리고 농업에 달려 있다. 많은 경작지가 사유지인 

반면 산림은 주로 국가 혹은 공동체의 소유인 경우가 많다. 숲, 나무,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토지와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국가의 산림 

소유권을 지역 공동체에게 이전하는 추세이다. 15억 명의 지역민과 토착민들이 지역 공동 

소유의 개념으로 산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 왔으며 이러한 권리를 가진 지역 공동체가 

관리하는 산림의 비율은 세계 산림 면적의 18%를 차지한다. 다양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지역 공동 소유권을 통해 산림 사용에서 권리의 주체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산림 공동사용이 여성 권리 향상의 방법이 되고 있다. 한 연구는 산림 소유권의 분권화가 

기존 남성의 영역이던 산림 의사결정 부문에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해

왔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산림 개혁을 다룬 한 연구는 표본 가구 중 35%가 개혁 전에는 

생각하지 못 했던 산림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고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글상자 5>는 

공동체 기반 소유 시스템을 통해 여성의 산림 사용권에 많은 진전을 보인 네팔의 사례를 

소개한다.   

<글상자 5>  네팔 사례: 산림 사용에 대한 여성의 권리 증진

 14) Temu et 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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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법규는 남편과 아내의 공동소유를 인정하며 의사결정권 자리의 

50%는 여성에게 할당되게끔 하였다. 이 정책의 영향으로 6만 2,032명의 여성이 산림공

동체 그룹에서 의사결정권 기구의 일원이 되었다. 

  산림 공동체의 관리와 이용에 이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네팔의 산림

공동체 정책은 가장 진보적인 정책 중 하나로 여겨졌다. 또한 여성으로만 구성된 산림 

그룹들은 여러 성공 스토리를 써 나가고 있다. 

자료: FAO(2018), p.24.

2.4. 지속가능개발목표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목질연료(woodfuel)는 세계 인구의 1/3인 24억 명의 인구에게 기초에너지를 제공함으로

써 저렴하면서도 신뢰도 높은 에너지 확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1>은 조리를 

위해 목질연료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을 보여준다. 목질연료는 단순히 조리용과 식수 정화

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가구 난방용 및 전기 생산을 위한 산업용으로 쓰이는 등 광범위

하게 사용된다. 이용가능성, 접근성, 가격적정성, 그리고 신뢰성까지 목질연료는 자연재해나 

인도주의적 위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전통적인 연료의 공급 중단이나 부족 사태에서 기초에

너지 제공이라는 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목질연료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과 자연재해와 인도주의 위기 피해자들에

게 가장 저렴하면서도 믿을 만한 연료원으로 여겨진다. 조리용으로 목질연료를 사용하는 

인구와 비교하면 그 수가 작지만 최소 8,850만 명의 사람들이 난방의 주연료로 목질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목질연료는 목질펠릿(wood pellets)과 목질칩(wood chips)의 

형태로 전기나 열병합 발전에서 석탄이나 다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5년 목질펠릿 총 소비량은 2,800만 톤이며 2012년 이후로 연평균 약 10%의 성장세를 

보이는 등 세계 목질펠릿 시장은 최근 들어 급성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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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리용 목질연료 사용 가구 비중

자료: FAO(2018), p.33.

  효율성이 낮고 유해가스 배출이 많은 기본 조리 도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목질연료의 

광범위한 사용은 가구 내 공기오염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요인의 

하나로 인식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1년에 400만 명이 넘는 사람

들이 가정 내 공기오염으로 조기사망에 이른다고 밝히며 이러한 위험에 노출을 줄이는 것이 

현대 에너지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데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바이오매스를 좀 더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태우는 신식 조리 도구의 사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대체 연료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조리 도구의 구입이 어려운 많은 개발도상국의 시골에서는 인구의 20% 정도만이 

공기오염에서 안전한 조리 도구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재의 연료적 성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목재를 숯으로 만드는 것이다. 

숯은 무게 당 에너지 함량이 많아 더 긴 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배출가스 또한 적다. 숯의 

세계 생산량은 2015년에 5,200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산림에서 채집되는 목질연료의 

17%에 해당하는 양이다. 아프리카(62%)가 가장 많은 양의 숯을 생산하며 아메리카(19.6%)와 

아시아(17%)가 그 뒤를 따른다. 세계 숯 소비량은 인구 증가, 도시화, 그리고 대체에너지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의 역할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61

부재 등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숯을 많이 소비하는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이다. 이들 지역에서 숯 사용량이 늘어가면서 무분별한 산림 자원 

채집은 산림황폐화 같이 산림 자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처럼 목질연료는 에너지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계 곳곳의 취약계층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 

  FAO는 2011년 기준으로 목질연료가 세계 원천 에너지15) 공급의 6%를 차지한다고 추정했

다. 목질연료의 원천 에너지 공급량은 지역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아프리카에선 

목질연료가 전체 원천 에너지 공급의 27%를 차지하는데 중앙아프리카(70%)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동아프리카(65%), 서아프리카(30%), 남아프리카(11%), 북아프리카(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나무는 29개국에서 전체 원천 에너지 공급의 절반을 넘게 공급하며 

그 중 22개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목질연료는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 에너지 소비량에

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은 2015년에 19.5%로 추정되었다<그림 2>. 목질연료뿐 아니라 

농업 부산물과 동물 배설물 등을 포함한 ‘전통적인’ 바이오매스 에너지16)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9.1%를 차지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목질연료는 전기발전과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에도 기여한다.

  세계바이오에너지협회(World Bioenergy Association)는 목재에서 생산되는 연료가 전체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8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목재 바이오매스는 목질연료

(67%), 숯(7%), 재활용목재(6%), 목재산업 잔류물(5%), 산림 잔류물(1%), 그리고 제지업 잔류

물인 흑액(1%)으로 구성된다.17)

 15) 원천 에너지는 전환이나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 단계의 에너지를 의미함.

 16)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생물체와 부산물 등을 액체,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열에너지 형태로 변환한 에너지를 의미함. 신재생

에너지센터(https://kredc.kier.re.kr/kier/02_energyInfo/Biomass_intro.aspx) (검색일: 2019.09.05.).

17) WBA(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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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 에너지 소비량 중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비중

자료: FAO(2018), p.36.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의 약 40%를 차지하는 목질연료 에너지는 태양열, 수력, 그리고 

풍력 발전 에너지양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18) 산림은 수력을 통해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에 기여한다. 수력은 세계 에너지 소비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 전기 생산의 16.6% 그리고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생산의 약 68%를 

차지한다. 바이오매스 다음으로 수력 발전은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에서 두 번째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산림은 강수 유형을 변형시키거나 수로를 조정하며 토양침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통해 수력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 지속가능한 방식의 산림관리를 통해 특정 토양과 수로를 

보전하는 것은 침적물 방출을 최대 44%까지 줄일 수 있어 수력 발전의 가동기간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5. 지속가능개발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는 긴급 조치 시행

  자연재해의 특성, 강도 그리고 발생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은 기후변화와 함께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산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구성원들에게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18) FAO(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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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가진다. 재난은 중요한 산림 자원과 기반 시설을 파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산림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재난 

수준이 심각하다면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산림은 산악지역의 

산사태 혹은 해안지역의 태풍이나 쓰나미 피해를 막아주거나 줄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6~2015년 8억 ha 이상의 산림지역이 재난으로 파괴되거나 영향을 받았다. 2003~ 

2013년 26건의 산림관련 재해는 7억 3,70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끼쳤는데 허리케인, 태풍

과 비슷한 폭풍의 영향이 가장 컸다<그림 3>. 

<그림 3>  자연재해별 산림 피해 비율

자료: FAO(2018), p.54.

  155개국이 참여한 화재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산림을 가진 대부분의 

나라들이 산불을 경험했으며 2003~2012년 평균 6,700만 ha(전체 산림 지역의 약 1.7%)가 

매년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이 기간에 남미가 연평균 3,500만 ha로 피해

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1,700만 ha) 그리고 오세아니아(1,700만 ha)순이었다. 

남미에서 화재 피해로 산림 면적이 감소 추세를 보였고 아프리카에서도 다소 감소하는 모습

을 보였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특별한 추세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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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림 화재 현황

자료: FAO(2018), p.55.

  또한 1억 ha 이상의 산림이 병해충과 기상이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아메리

카와 중앙아메리카는 5,800만 ha의 산림이 병해충 피해를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주원인은 

나무좀이었다. 폭풍우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는 주로 아시아 지역과 아메리카에서 영향을 

끼쳤는데 그 피해규모는 아시아에서 대략 1,800만 ha, 북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에서 

1,300만 ha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럽의 경우, 1996~2001년까지 7억 6,800만 ha의 산림이 

가뭄 피해를 받았고 9만 7,000ha가 풍해를 겪었다.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은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를 줄이려는 구조적 

노력의 개념과 실행을 의미한다. 위험 노출도 경감, 인간과 자산의 취약성 감소, 토지와 

환경의 현명한 관리, 재해 대비 준비성 개선 및 조기경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센다이 재해경

감 전략계획(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이하 센다이

강령)은 참여 국가들이 국가재해경감대책(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y)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재해경감이 환경 관련 정책과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고했다. 133

개 국가들이 국가수준의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102개 국가가 생태계기반 재난위험경감 대책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산림 기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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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탈 토양 침식과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재조림(reforestation)과 피해지역 복구, 홍수 예방

을 위한 신규조림(afforestation), 태풍과 쓰나미 피해 방지를 위한 해안가 망그로브(mangrove)

의 보전과 재건 등을 포함했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관리된 산림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이 특히 중요하며 국가적, 성인지적(gender-responsive), 참여적, 그리

고 투명한 방법이 채택되어야만 한다.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은 산림에 영향을 받거나 줄 

수 있는 토지 사용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취약점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지역공동체를 

고려해야만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취약성은 국지적 성격을 가지기에 취약점을 줄이

고 적응력을 강화하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상황과 지역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상황 기반의 

대책은 지역 시스템을 포함하며 적용가능한 과학적 연구와 토착 및 전통 지식(indigenous 

and traditional knowledge)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산림이 생물물리학적,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 권력과 같이 다양한 방면의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에 광역적 

수준의 작동은 유효한 정부의 제도적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유기적인 방법으로 토지 사용 

시스템, 천연자원과 사람들 생계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2017년 11월에 161개 회원국이 첫 번째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를 제출했으며 189개 회원국은 이 첫 번째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를 제출했

다. 50개 최빈국은 국가적응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을, 7개 

개발도상국은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s)을 제출했다.

  제출된 보고서들에 따르면, 적어도 120개 국가가 산림의 회복성 강화에 힘쓸 것으로 밝혔

다. 해안을 끼고 있는 나라들은 폭풍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망그로브 재건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관리 대책의 역량강화 또한 우선순위에 

올려져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개발도상국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후변

화 적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이 모든 국가들의 정책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기후변화교육(climate change education)은 기후변화 조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교육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돕는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교육의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제6조는 협약국들이 모든 학년의 교과과정

에 기후변화를 다루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오직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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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만이 기후변화의 영향력, 기후변화 적응력, 또는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에 산림을 포함

하는 중기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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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당류 산업 동향: 스테비아를 중심으로

안 규 미 * 19)

1. 들어가며

  정제설탕은 세계 어느 식단에도 빠지기 어려운 조미료다. 우리나라에서도 빵이나 과자, 

차와 커피 등의 음료 시장이 지속해서 확대되면서 설탕 소비량도 자연히 따라 늘어났다. 

그러나 과도한 설탕 섭취가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과 충치 등의 질병 유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널리 알려진 지 오래이다. 정제설탕은 고도의 

가공을 거치며 비타민, 미네랄 등 모든 영양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사실상 식단에 제외해도 

무방한 물질인데, 섭취하면 허기와 포만감을 조절하는 체내호르몬을 교란시켜 더 많은 칼로

리 섭취를 유도하고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주원인이다. 식품소비자들은 스스로 설탕 섭취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그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달콤한 유혹을 이기려는 소비자

의 노력에 더불어, 세계 여러 국가들은 국민들의 설탕섭취량을 직접 제한하고 소비 저감을 

유도하는 간접적 방안을 제도화했거나 검토 중이다.

  몸에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수준의 당분이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설탕 

섭취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설탕 소비의 부작용을 인식하되 단맛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우회적인 선택지도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단맛을 

내면서도 여러 화학적 가공단계를 거치지 않은, 좀 더 자연원료에 가까운 비정제당으로 

설탕을 대체하는 것이다. 대체당류의 정의나 범주가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정제설탕을 대신해 단맛을 내는 여러 식재료나 감미료를 

아울러 대체당류로 통칭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밥상에 음식을 올릴 때 설탕 대신 올리고당이나 

 *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Sussex 박사과정 (k.ahn@ids.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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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테비아 감미료 

자료: (https://www.walmart.com/ip/Wholesome- 

Sweetener-Wholesome-Sweeteners-Organic 

-Stevia-Packets-1-gram-1000-count/302044

594; 검색일: 2019. 8. 31.)

꿀 등을 활용해 단맛을 낸지는 오래다. 보리나 쌀의 맥아를 추출해 만든 천연 감미료인 

조청이나 물엿도 대체당의 예가 되겠다.

  이 글은 우리 주방이나 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전통적인 설탕 대체재 외에, 세계적으

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대체상품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중 가장 주목받는 대체재인 스테

비아의 재배, 가공 과정과 세계시장에서의 판매, 소비 동향을 살펴본다. 끝으로 우리나라 

시중에서 스테비아가 널리 보급될 가능성과 영향을 짚어보며 글을 맺는다. 

2. 주요 정제설탕 대체재

2.1. 스테비아

  먼저 이 글에서 면밀히 살펴볼 사례 상

품인 스테비아는 남미에 자생하는 관목인 

스테비아 리보디아나(Stevia rebaudiana)

라는 식물의 잎에서 추출되는 천연원료이

다. 칼로리가 거의 없어 스테비아 섭취로 

인한 체중 증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스테비아 복용으로 인한 건강상 부

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스테비아는 무

해할 뿐만 아니라, 섭취하면 건강상 이점

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스테비아에 함유된 다당류 중 하나인 스테비오사이드

(stevioside)는 고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스테비오사이드가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낮추어 당뇨병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sieh et al. 2003; 

Onakpoya & Heneghan 2015).1) 보통 분말이나 액상으로 가공해 판매되는데, 스테비아 

잎에서 추출되는 두 개의 다른 다당류, 즉, 스테비오사이드, 리보디오사이드(rebaudioside) 

A가 살짝 다른 맛을 내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1) (https://www.emedicinehealth.com/stevia/vitamins-supplements. htm, 검색일: 2019.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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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일리톨

  자일리톨은 설탕과 가장 유사한 당도를 가진 당알코올로 옥수수나 자작나무를 비롯한 

여러 과일과 채소에서 추출된다. 자일리톨의 열량은 그램당 2.4칼로리로 동량의 설탕의 

40%에 불과하지만 캐러멜화가 되지 않아 설탕에 비해 용도가 제한적이다. 혈당 증가폭이 

작지만 여전히 혈당 수치를 높이고 순 탄수화물 양이 많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 껌 등에 사용되면서 한국 소비자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칼슘 흡수를 

도와 뼈와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다량 섭취하면 복부팽만감과 설사 등 소화 관련 

장애를 일으키는 당 알코올의 특성에 유의해야 한다. 개에게는 자일리톨이 강한 독성을 

일으키므로 집에 반려견이 있다면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그림 2>  자일리톨 제품

자료: (mybestxylitolproducts.wordpress.com; 검색일: 2019. 8. 31.)

2.3. 에리스리톨

  에리스리톨은 자일리톨과 같은 당알코올의 일종이다. 일반정제설탕 열량의 6%에 불과한 

에리스리톨 열량은 자일리톨보다도 훨씬 낮다. 에리스리톨은 맛과 당도가 설탕과 거의 같기 

때문에 정제설탕의 좋은 대체재이다. 우리 체내에는 에리스리톨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섭취된 에리스리톨의 대부분은 혈류에 흡수되었다가 변형되거나 호르몬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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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고 그대로 소변을 통해 배출된다. 게다가 에리스리톨 섭취와 연계된 당, 인슐린,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도 없기 때문에 체중 증가나 당뇨로 설탕 섭취를 피해야 하는 사람들에

게 좋은 대체재이다. 다만, 체중 1kg당 하루 2.2그램 이상을 섭취하면 자일리톨처럼 일부 

사람들에게 경미한 소화 장애를 일으키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림 3>  에리스리톨 제품

자료: (https://www.amazon.co.uk/Natural- 

Erythritol-Granulated-Calorie-Replacement/

dp/B01BDTLL7W; 검색일: 2019. 8. 31.)

2.4. 꿀

  꿀은 설탕이 상품화되고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이전부터 인간이 활용해온 감미

료이다. 앞서 소개한 대체당류와 유사하게, 정제설탕에 비해 우수한 건강상의 이점을 갖고 

있되 설탕을 대신해 요리나 음료에 단맛을 내는데 손색이 없어 세계 식품시장에서는 꿀도 

주요 대체 당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먼저, 꿀을 섭취하면 혈중 항산화물질 수치가 높아지는

데, 혈중 항산화물 수치가 높아지면 체내 산화스트레스 방어기제가 향상되어 관련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른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약간 높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꿀은 일반정제설탕에 



대체당류(스테비아) 산업 동향: 스테비아를 중심으로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81

<그림 4>  메이플 시럽

자료: (https://brookfieldmapleproducts.com/ 

products/wholesale-maple-syrup-glass

-maple-leaf-bottle; 검색일: 2019. 8. 31.)

비해서 혈당수치를 덜 높이고 신진대사에 부작용을 덜 주지만, 전문가들은 설탕의 높은 

과당 함량이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원인인 점을 고려해 꿀의 높은 과당함량에도 유의하

라고 강조한다.

2.5.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은 단풍나무 수액을 조리해 얻는 액상당류이다. 주산지는 캐나다로 주로 알려

져 있고 칼슘, 칼륨, 철, 아연, 망간 등 일정량

의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 빵이나 과자를 만

들거나 조리식품에 곁들이기 위한 용도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꿀과 유사하게 항산화물

질을 함유하는데, 항산화물 종류가 최소 24종

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메이플 시럽의 항

암효과를 밝힌 시도도 있고 영양분과 항산화

물이 풍부하지만 당분이 매우 높아 혈당지수

를 높이는 속도가 설탕에 비해 약간 낮을 뿐이

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정제설

탕과 마찬가지로 메이플 시럽은 적정량을 섭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당밀

  당밀은 사탕수수나 사탕무를 설탕으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 만

들어진다. 추출방식이나 설탕함유량, 사탕수수나 사탕무 연령에 따라 다양한 품질과 종류가 

다양하다. 사탕수수 당밀은 주로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빵을 만들거나 요리할 때 단맛을 

내는 데 널리 활용되어 왔다. 당밀을 생산하려면 먼저 수확된 사탕수수 잎을 뜯어내고 줄기

를 자른 후 으스러뜨려서 수액(즙)을 짜내고, 짜낸 즙을 끓여서 농축해 설탕결정체를 만들어

낸다. 처음 사탕수수 즙을 끓여 만들어진 것은 당밀이 아닌, 미국 남부 주에서 흔히 사용하는 

‘첫 번째 시럽’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시럽은 당분이 가장 높다. 한 번 끓인 것을 다시 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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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을 추출해 만든 것은 ‘두 번째 당밀’로 다소 쓴맛을 지닌다. 세 번째로 끓이게 되면 

끈끈하고 어두운 색의 당밀이 만들어진다. 이 세 번째 끓여 얻는 당밀이 주로 상품화되며 

이 액상당류에는 처음 채취한 사탕수수 즙에 함유되어 있던 수크로오스(sucrose) 대부분이 

제거된다. 당밀 열량은 세 번을 끓이고 남은 소량의 당분으로부터 생성된다. 

  정제설탕과 달리, 당밀은 비타민 B와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다. 

당밀 한 숟가락이면 언급한 영양소의 일일 권장량 20%를 섭취할 수 있다. 당밀에는 칼륨과 

항산화물이 풍부해 식이보충제로 소비되기도 했다. 빵을 만들거나 요리 용도뿐만 아니라, 

에탄올이나 럼주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 가축사료의 재료나 비료로도 활용

된다. 그러나 당밀도 여전히 당분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다 당분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

려면 정제설탕과 마찬가지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그림 5>  당밀  

자료: (https://www.bbcgoodfood.com/glossary/molasses; 검색일: 2019. 8. 31)

3. 스테비아 재배  

  스테비아는 정제설탕에 비해 약 300배 많은 배당체(식물에 함유된 당과 다른 화합물이 

결합된 물질, 글리코사이드 glycoside)를 갖고 있어 소량으로도 단맛을 내며 우리 몸에서 

대사 작용을 하지 않아 열량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설탕 대체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테비아는 ‘스테비아 리보디아나 베르토니(Stevia Rebaudiana Bertoni)’라는 학명을 지닌 

해바라기과 식물에서 추출된다. 주로 토양 배수가 양호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다년생식물

(perennial crop)로 통상 3~5년간 수확할 수 있다. 식재 후 약 4개월이 지나면 첫 수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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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이후에는 3개월마다 수확이 가능하다. 자생지는 파라과이의 고지대이며 스테비아

가 고지대에서 재배될수록 단맛을 내는 스테비오사이드 농도가 높아진다. 반드시 고지대나 

특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햇빛이 잘 들고 온도가 따뜻하며 비가 충분히 내리는 곳이라면 

스테비아는 어렵지 않게 재배된다. 최근에는 파라과이, 케냐, 중국, 미국 등의 주산지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스테비아가 재배되고 있으며 재배되는 품종은 100여 가지에 이른다. 

소비 수요가 최근 급증하면서 베트남, 인도 등 남아시아 지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

아 등 여러 남미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이스라엘 등지에도 재배가 확산되었다(Hossain et 

al. 2017)2)

<그림 6>  스테비아 식물 

자료: (https://www.stevia.com/2016/10/03/how-is-stevia-leaf-extract-made/; 검색일: 2019. 8. 31.)

  스테비아는 생육조건이 맞는 곳에서라면 교차수정이나 유전자변형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

로 자연번식이 가능하고 환경변화나 악조건에도 비교적 강하게 버티는 작물로 독립적인 

소규모 농가가 재배하기에도 좋다. 다만 스테비아용 제초제가 없을뿐더러 유기농으로 스테비

아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제초작업을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과정이 매우 노동 

집약적이다. 스테비아가 환경변화에 비교적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피토플라스마 세균 관련 

질병에 취약하고 환경에 따라서는 5~30%의 작물손실률이 발생할 수 있다. 아직 스테비아용

으로 별도의 살균제가 보급되지도 않았으며 스테비아 재배농가들은 주로 묘목 이식 작업을 

통해 병해충을 관리하는데, 묘목 생산과 이식에 소요되는 노동과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 

 2) (https://www.purecirclesteviainstitute.com/agriculture/stevia-farming, 검색일: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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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에 약한 스테비아는 상해 위험이 있으나 온화한 기상 조건에서 뿌리부분은 겨울을 

이겨낸다. 2~3월이면 겨울을 지낸 뿌리에서 새 줄기가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2~3년째에 

스테비아 한 그루당 가지 수가 사오십 개에 이르기도 한다. 생육시기에 보통은 일 년에 

두 번 수확하지만 지역에 따라 일조량이 많은 곳에서는 2회 이상 수확가능하다(Koehler 

2018). 넓은 파종면적이 필요하지도 않아, 스테비아가 생물다양성 보존에도 기여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소한의 농지면적만으로도 스테비아를 재배할 수 있고 농민들은 나머지 

면적에 여러 다른 작목들을 스테비아와 함께 재배하면서 생물다양성 증진 기능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케냐의 농장에서는 통상 3분의 1의 면적에 스테비아를 심고 나머

지 면적에는 다른 작목을 동시에 재배한다. 또한 다른 당류제품과 같은 양의 스테비아를 

얻는데 필요한 토지는 사탕수수 필요 재배면적의 20%, 물의 양은 사탕수수 재배에 드는 

양의 5%에 불과하다. 

  스테비아 생산과 제조의 환경적 영향을 뒷받침하는 PureCircle사의 한 연구는 해당업체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2011년 약 44.57kgCO2e/kg로 산출했다.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로 제조

하는 시중 정제설탕과 동일한 당도를 갖도록 스테비아 제품을 물에 희석하여 비교했을 때, 

스테비아의 탄소영향(가치사슬 전체에 걸친 탄소배출량 – 산출에 포함/미포함 배출량은 문헌 

참조)이 사탕무 설탕의 탄소배출량보다는 71% 낮고 사탕수수로 제조한 설탕의 배출량보다는 

43% 낮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아울러, 같은 보고서에서 해당사의 스테비아 감미료 1kg를 

생산하는 데 평균 17,481리터가 소모된다고 밝히면서, 이는 사탕무와 사탕수수에서 얻는 

설탕에 비해 각각 92%, 95% 낮은 수준의 물 소비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PureCircle 2013).

<그림 7>  스테비아 재배농장

자료: (https://www.stevia.com/2016/10/04/is-stevia-tooth-friendly/; 검색일: 201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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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주 작목 재배 수입의 변동성을 감당해야 하는 농가들에게 스테비아 재배가 좋은 

부수입원이 되기도 한다. 스테비아의 수익성, 재배 용이성과 지속가능성 덕분에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서 농장규모를 막론하고 수천 농가가 이 작물을 키워 시장에 팔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스테비아를 수확해 공급하는 생산농가에게는 스테비아 수요가 세계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실질적인 수입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른 환금작물과 유사하게 

현재의 먹거리 생산과 소비 시스템에서 소비재가격에 붙은 부가가치가 대부분 가공단계에

서부터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세계 각지의 소규모 농가가 수확한 스테비아가 

대규모 가공설비와 시설을 갖춘 중국으로 주로 공급되고 있다. 중국 외의 주산지에서는 

재배농가가 상업가공과 유통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농가들이 스테비아 재배로 

가시적인 수입 변화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Carroll 2019).

  더욱이 줄기절단이나 조직배양으로 스테비아를 번식시키는 비용이 저개발국 소규모 농가

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도 한다. 특히, 중국에 이어 스테비아 생산량이 매우 높은 

인도에서조차 연구개발 결과에 기초한 재배 매뉴얼이 없어 농민들은 시험 삼아 적은 면적에 

스테비아를 재배하고 수확 실패 부담과 비용을 오롯이 농민 스스로 감당하는 실정이다(Bhatt 

2018). 

4. 스테비아 가공

  스테비아 잎에서 특정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식물체 내에 당과 다른 물질이 결합한 배당

체)를 분리하는 가공법은 20세기 초반에도 일부 행해졌으나 1955년 모세티그(Mosettig)가 

스테비오사이드의 완전한 구조가 발견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상업적 가공이 이루어졌다. 

그 후에는 하나 이상의 스테비아 배당체를 섞어서 정제추출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순도 

높은 스테비아 추출물을 얻기 위한 여러 추출과 정제 단계를 거치고도 스테비아 배당체는 

전혀 변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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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테비아 재배에서 소비까지의 과정

  자료: (https://www.purecirclesteviainstitute.com/resources/infographics/processin; 검색일: 2019. 8. 30.)

  스테비아를 수확해 섭취하는 데는 정제설탕 등 다른 당류제품에 필요한 고도의 가공과정

이 필요하지는 않다. 수확한 스테비아 잎 전체를 말린 후에 분쇄하고 초록색의 분말로 곱게 

빻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가공이다(The Truvia 2019). 좀 더 상업화된 가공공정

에서는 건조한 스테비아 잎을 뜨거운 물에 넣고, 여러 단계의 여과와 원심분리를 추가한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스테비아 잎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요소인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라

는 배당체를 농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가 95% 함유된 스테비아 

추출물이 주로 시장에서 상품화된다.

  알코올과 박막여과기를 활용해 잎에서 배당체를 추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알코올은 증발

해 최종 액상제품에는 남지 않는다. 액상 스테비아는 물, 글리세린, 알코올, 자몽 베이스를 

섞은 추출물로, 주로 맑은 색을 띠지만 이에 비해 짙은 갈색을 띠는 스테비아 농축액은 

흑설탕이나 당밀 대용품으로 많이 쓰인다. 물에 스테비아 잎을 끓이고 어떠한 화학물질이나 

알코올도 첨가하지 않고 액체가 묵직해지고 일정 농도에 다다를 때까지 조리해 얻는다

(Miller n.d.).

  제조업자들은 스테비아를 여러 형태로 추가 가공하기도 한다. 스테비아 잎 추출물이 일반

설탕에 비해 200배에서 350배까지 당도가 높기 때문에 설탕을 쓸 때와 같은 당도를 원한다

면 스테비아 추출물은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을 이용해야 한다. 일반정제설탕 계량에 익숙한 

일반 소비자들이 극소량만으로도 충분한 단맛을 내는 스테비아 추출물 분말이나 액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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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계량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제조업자들이 흔히 설탕보다 달지 않은 감미료와 

스테비아 추출물을 혼합하는 가공과정을 거친 후에 상품 포장을 한다. 포도당 일종인 덱스트

로스(dextrose),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이나 앞서 소개한 당 알코올인 에리스리톨

(erythritol) 등의 물질을 스테비아 추출물과 섞어 식음료에 넣기 좋은 형태의 스테비아 감미

료를 생산한다. 영양소가 있는 감미료와 영양소가 없는 감미료를 섞은 혼합감미료는 생산과 

가공비용만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맛과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느끼는 맛에서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가공업자들이 스테비아 추출물 기반의 감미료를 

생산할 때 이 혼합 방식을 흔히 택한다(The Truvia 2019).  

  하얀 가루 형태인 분말 스테비아는 가장 고강도로 가공된 스테비아 추출물이라 할 수 

있다. 건조한 잎으로부터 배당체를 추출한 후 결정체를 얻고, 상업적 가공공정에서는 통상 

온수 추출, 탈색,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정제, 전해질 기법까지 거친다. 분말 스테비아 

추출물은 글루타민산나트륨(MSG)이 포함된 옥수수분말로부터 얻은 식품첨가제인 말토덱스

트린을 함유할 수 있다. 여러 단계의 가공에도 불구하고 분말 스테비아 제품에는 여전히 

스테비아 원료 잎이 지닌 건강상의 이점이 남아 있어, 기존 정제설탕이나 다른 설탕대체재보

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Miller n.d.).

5. 스테비아 판매와 유통

  스테비아 정제추출물은 1970년대 일본기업이 처음 도입해 상품화하기 위한 가공을 시작

했고 최근에는 세계각지의 업체들이 가공에 참여하고 있다. 추출물은 흔히 일회용 포장재에 

담긴 커피나 차 등의 음료에 함유시키는 방식으로 가공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2008년에

는 스테비아 추출물 일종인 리보디오사이드 A가 함유된 미국 퓨어비아(PureVia) 사의 감미

료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세계적인 스테비아 가공판매업체에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디아베타솔(Diabetasol), 브라질의 핀(Finn), 남아프리카의 슈가논(Suganon), 말레이시아의 

스파이크(Spike) 등이다.3)

 3) (https://www.purecirclesteviainstitute.com/healthy-lifestyle/great-taste/how-sweet-is-stevia, 검색일: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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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스테비아 시장의 가치는 연간 약 4억 9천만 달러로 추산되고 이 평가액은 2022년까

지 7억 7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향후 시장 확대 전망은 점점 더 다양한 

식음료품에 스테비아가 쓰이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Koehler 2018; Statista 2018).

  시장에 상품화되는 스테비아 추출물은 크게 분말과 액상 형태로 구분된다. 간혹 수확 

후 건조한 스테비아 잎 상태로 상품화되기도 하는데, 이는 2016년 모든 형태의 스테비아 

시장 점유율의 15%에 그쳤다.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것은 분말 형태(65%)였고 액상 형태가 

약 20%를 차지했다. 스테비아는 감미료 형태보다 식품첨가제로 유통 또는 판매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스테비아 시장규모 확대의 주요 동력이 스테비아를 함유시킨 식음료품

의 증가와 다양화일 것이라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음료첨가제로 활용된 

스테비아 판매액은 2017년 대비 2018년 33%, 식품첨가제로 활용된 스테비아 판매액은 23% 

증가했다(Statista 2018). 

  스테비아 감미료를 활용하는 식품과 음료 제품 수도 2010년 전 세계 479개에 불과했다가 

2013년 1,883개로 증가, 2016년에는 3,193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 기준, 스테

비아 활용도가 가장 높은 제품군은 단연 과자류로, 시중에 판매한 스테비아 첨가 스낵제품은 

3,700개에 이르렀다. 음료(과일주스, 탄산음료, 뜨거운 음료 제외한 주로 차가운 비 탄산음

료), 과일주스, 유제품의 순으로 판매제품 수가 많았다. 감미료 및 당류 제품군에 분류되어 

판매되는, 즉 설탕 대체 감미료 자체로 판매되는 제품 수는 전체 스테비아 활용 제품 수의 

8%에 그쳤고(Mintel 2017), 나머지는 다른 식음료제품에 첨가되어 유통되고 있다. 식품업계

에서 스테비아 활용도의 다양성을 가늠케 한다. 

  스테비아처럼 기존 설탕에 비해 당도가 월등히 높은 감미료는 통상 섭취 후 단맛이 처음 

감지되는 속도는 설탕에 비해 느린 반면 한번 감지된 단맛은 오래 남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껌처럼 단맛이 오래 유지되면 좋은 상품에 스테비아가 흔히 활용된다(Prakash et 

al. 2014). 스테비아는 용해되는 온도에 따라서도 일반정제설탕과는 다른 단맛을 내는데, 

특히 리보디오사이드 A가 함유된 스테비아는 낮은 온도에서 강한 단맛을 내어(Fry et al. 

2011), 차가운 음료 제조과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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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테비아 소비

6.1. 안전성

  지난 50여 년 여러 생물학과 독성학 연구에서 스테비아(식물)에 든 스테비아 배당체들의 

특성이 다루어져왔다. 특히 스테비아 섭취의 안전성, 즉 우리 체내에 주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각국의 스테비아 감미료의 상용적인 소비 허가가 본격화된 

것은 세계의 여러 규제기관에서 스테비아 추출물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심의하고 결론

지은 이후였다. 1985년부터 1999년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식품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 on Foods, SCF)는 스테비아 기반의 천연감미료 섭취

의 안전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2008년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

구(WHO) 합동 식품첨가제 전문가위원회는 하루 체중 1kg당 4mg라는 일일제한섭취량

(Acceptable Daily Intake, ADI) 조건과 함께 정제된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스테비아 배당

체)를 식품이나 음료에 감미료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2010년 유럽식

품안전국도 FAO/WHO 합동 위원회와 같은 양의 일일섭취량을 발표하면서 스테비아 잎에서 

추출하는 스테비올 배당체가 안전하다고 결론지었다.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는 유럽연합이 

공식 허용하는 감미료 목록에 올라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2008년 스테비아 추출물 

감미료 사용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했다. 이후부터 스테비아 감미료의 안전성이 소비자에

게 널리 인식되면서 스테비아는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Singh et al. 2014). 

6.2. 주요 소비처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으로 스테비아가 전 세계 당류 시장의 20%를 스테비아가 대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스테비아는 정제설탕 대용으로 요리나 제과에 

감미료로 쓰이고 다른 감미료와 혼합해 향신료로도 쓰인다. 압력, 발효, 굽기, 통조림 제조 

등의 물리화학적 식품가공에도 성질이 변하지 않고 별도 유통기한이 없다는 장점 덕분에, 

식품제조업체들은 갈수록 스테비아 사용을 늘리는 추세이다. 스테비아 활용이 가장 두드러

지는 식품군은 유제품 디저트, 요구르트, 과일즙, 음료수, 아이스크림, 잼, 젤리, 시리얼, 

탄산수, 청량음료농축액, 껌 등으로, 전 세계 소비자가 가장 흔히 소비하는 가공식품음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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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 이용되고 있다. 누차 언급했듯이 스테비아 감미료는 열량이 없는데다 글루코오스와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기능이 있어 2형 당뇨병 치료 효과도 있어, 당뇨환자들에게도 무해한 

설탕 대체재로 소비되고 있다(Geeraert et al. 2010). 스테비아의 치태 형성 억제 효과도 

보고되면서 이를 확증하기 위한 연구가 더 이루어지고 있고 제약회사에서 치약 등 치아케어

상품에 스테비아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속속 스테비아를 포함한 여러 대체당류제품에서 정제설탕에 버금가는 건강

상 해로운 영향은 없으나, 혹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나, 최근 10여년 

밝혀졌던 건강효과가 확실시되려면 증거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더 축적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혈압을 낮추거나 혈당수치를 낮추어 치료에 버금가는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결과에 관해 전문가들은 최근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스테비아를 포함한 여러 

대체당류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충분히 신뢰할만한 연구결과가 쌓이기 전에는 ‘마법의 설탕

대용품’처럼 일정량 이상 조절 없이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도록 권한다(Callahan 2018; 

Bakalar 2019; Boseley 2019). 2017년 미국에서 실시한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저칼로리 

대체당류제품을 예년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는 25%,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

는 소비자는 17%로 나타나(Statista 2018), 이 같은 소비자 인식 변화는 신중한 설탕 대체재 

선택과 사용 권고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가장 큰 스테비아 소비시장은 단연 미국이었다. 2018년 설탕대체재 시장판매액 

조사 결과, 수크랄로스(sucralose), 사카린(saccharin), 아스파탐(aspartame), 아가베(agave) 

시럽은 모두 연간판매액이 6~9%까지 감소한 반면, 스테비아만 판매액이 전년도에 비해 

12% 증가했다. 설탕대체재에 관한 부정적 의견 증가에도 불구하고 스테비아를 대체재로 

찾는 소비자와 판매액이 느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와 높은 

비만인구 증가율을 가진 인도 또한, 열량이 없는 스테비아 감미료 생산과 소비에 큰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중이다. 일본은 스테비아를 도입해 활용한 지 오래되었고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 저칼로리 감미료 시장에서의 스테비아 점유율이 20%를 넘는다. 세계 최대 스테비아 

생산국이자 공급국인 중국은 2009년 3,000톤 이상의 스테비아를 생산했고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가 하면(Pasricha 2009), 국내에서도 동년도 620톤을 소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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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가며

  수용성 감미료로 설탕의 3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내는 스테비오사이드의 원료식물인 스테

비아는 세계 식음료 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썬키스트와 펩시 사가 소위 설탕함유량 

0% 음료제품에 스테비아 추출물을 활용하며 최근 국내에 들어온 스페인의 초코음료 카카올

랏(Cacaolat)도 스테비아를 이용해 무설탕음료를 선보이고 있다.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일본 오츠카제약의 음료제품인 포카리스웨트도 스테비아를 활용한 지 오래다. 앞으로 스테

비아는 대체감미료로 더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소비여력이 있는 소비자

들은 건강상 이점과 영양성분을 식음료 선택의 중요한 기준요소로 삼는 경향을 보이는데, 

기존 정제설탕의 악영향이 확실해지고 확산될수록 소비자들은 설탕을 대체하는 건강한 선

택지를 찾아 나설 것이다.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몸에 흡수되지 않는 건강한 단맛’으로 스테비아 감미료가 소개되

었고 비만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알려졌지만 아직 

소비자인지도는 높지 않아 보인다. 사탕수수 등 일반 상품작물에 비해 소규모로 재배될 

뿐 아니라, 일부 산지에서는 재배 매뉴얼조차 개발되고 보급되지 않은, 비교적 최근 상품화

되기 시작한 작물이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인도 등 대규모 소비시장에서 상용화된 지난 

십여 년간 다양한 가공식음료제품에 활용되었으며 앞으로 그 용도는 더욱 다양화되고 사용

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빵이나 과자, 커피와 기타 음료수 소비가 

적지 않고 설탕을 함유한 제품들이 나날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스테비아를 포함한 

대체당류제품을 넣은 “단” 음식이나 음료를 계속 섭취하는 대신 단맛을 굳이 더하지 않고 

음식 본연의 맛을 즐기는 습관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법을 취하기 어렵다면 

소비자들이 스테비아를 포함한, 더 건강하고 입맛과 용도에 맞는 대체당류 선택지를 살펴봄

직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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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산림업 현황과 개발수요

조 선 미 * 4)

1. 캄보디아 국가 현황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태국과 라오스, 동남쪽으로

는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다. 캄보디아의 남쪽을 제외한 세 방향은 산지로 둘러싸여 산지의 

중앙에는 넓은 평원이 존재하며, 국토의 중앙에는 메콩강이 관류한다. 전체 국토면적은 

약 18만 1,035㎢로 남한의 약 1.8배이며, 국토의 동서 길이는 580km, 남북 길이는 450km에 

이른다<그림 1>. 캄보디아는 고온 다습한 열대몬순기후를 보이며, 대체로 5~10월은 우기, 

11~4월은 건기에 해당한다. 

<그림 1>  캄보디아 지도

                    자료: Wikipedia(검색일: 2019. 8. 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sunmeecho@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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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의 수도는 프놈펜(Phnom Penh)이며, 행정구역은 23개의 주도(Provinces), 26개

의 도시(cities/krongs), 12개의 칸(khans), 159개의 구(district)로 구성된다.1) 공식 화폐는 

리엘(Riel)이며, 전반적으로 미 달러화가 통용된다. 캄보디아의 총인구는 2017년 기준 약 

1,620만 4,486명으로, 최근 5년 동안 1~2%의 인구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90%는 크메르 민족이며 이외 베트남(5%), 화교(1%), 참족(4%) 등 30여 인종이 존재한다. 

또한 전체 인구의 96% 이상은 국교인 불교를 숭배한다. 

  캄보디아는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입헌군주제를 채택해오고 있다. 국가 원

수는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이며 총리인 훈센(Hun Sen)이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의 입법부는 주요 정당들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2) 

  캄보디아의 전체 국내총생산(명목 기준)은 2019년 기준 약 264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1,599달러로 나타났다<표 1>. 동년도 기준 GDP 성장률은 6.3%를 기록하였다. 최근 5년 

동안 캄보디아의 국내총생산과 1인당 GDP는 증가하고 있으며, GDP 성장률 또한 6%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물가상승률은 2016년에 들어와 3%를 상회하였다. 

<표 1>  캄보디아의 주요 경제지표 변화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GDP 달러(억) 181 200 221 241 264 

1인당 GDP 달러 1,163 1,270 1,379 1,485 1,599 

GDP 성장률 % 7.0 7.0 6.9 7.0 6.8 

물가상승률 % 1.2 3.0 2.9 3.3 3.3 

주: 2019년 지표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9. 9. 11.).

  2017년 기준 캄보디아의 산업별 비중은 3차 산업(41.9%), 2차 산업(32.8%), 1차 산업

(25.3%) 순으로 높았으며,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2차 산업의 비중은 

확대되는 반면, 1차 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표 2>. 현재 캄보디아의 산업은 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섬유산업·관광업·건설업·농업 이외 산업

의 다변화와 함께 기존 주요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1)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14. p.I. 

 2) 현재 여당은 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고, 가장 큰 야당은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임. KOTRA 

국가정보(201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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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액 6,530 7,407 8,454 9,234 10,077 

수입액 9,749 10,613 11,920 12,649 13,654 

경상수지 -3,219 -3,205 -3,466 -3,415 -3,487

<표 2>  캄보디아의 산업별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 산업(농·어업, 산림업 등) 28.8 32.7 28.2 26.7 25.3

2차 산업(제조업, 광업, 건설업) 26.4 25.5 29.4 29.8 32.8

3차 산업(서비스, 수송 등) 44.8 41.8 42.3 43.5 41.9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9. 9. 11.).

  캄보디아의 교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제품, 쌀, 목재, 

천연고무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봉제원자재, 원유, 건축자재 등이다. 2019년 기준 전체 

수출 및 수입액은 각각 100억 달러와 136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 동안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표 3>. 전반적으로 관광분야는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다, 섬유 분야의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협정이 베트남과 미얀마와 같은 인접한 경쟁국에도 적용됨에 따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캄보디아의 수출입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9. 9. 11.).

  캄보디아의 경제 전망은 봉제의류 수출, 저유가 및 국내 수요 증가 때문에 점진적인 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대외경제 개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물류 및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확대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행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소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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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캄보디아의 산림 현황

 2016년 기준 캄보디아의 전체 산림면적은 약 874만 2,401ha로 전체 국토면적의 약 48.1%

를 차지한다. 산림면적의 구성을 보면 활엽수와 상록수가 가장 풍부하며, 이외 고무, 침수림, 

대나무, 맹그로브가 주를 이룬다<표 4>. 수종별로는 이엽시과(Dipterocarpaceae), 콩과

(Leguminosae), 부처꽃과(Lythraceae), 또는 참나무과(Fagaceae)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

부 지역에서는 소나무과(Pinaceae), 나한송과(Podocarpaceae), 대나무 등이 존재한다.3)

<표 4>  캄보디아 산림 현황 통계(2016년 기준)

종류 면적(ha) 국토면적 대비 비중(%)

상록수림(evergreen forest)4) 2,861,223 15.76

준 상록수림(semi-evergreen forest)5) 1,071,947 5.90

활엽수림(deciduous forest)6) 3,336,349 18.37

침수림(flooded forest)7) 477,813 2.63

재생림(regrowth forest)8) 196,842 1.08

대나무(bamboo) 125,398 0.69

맹그로브(mangrove) 31,226 0.17

후방 맹그로브(rear mangrove) 25,906 0.14

침엽수림(pine forest) 8,195 0.05

식재된 침엽수림(pine plantation) 3,870 0.02

목재 생산을 위한 조림지(tree plantation)9) 43,122 0.24

팜오일 조림지(Oil palm plantation) 51,276 0.28

고무 조림지 (rubber plantation) 509,224 2.80

자료: Ministry of Environment, Cambodia(2016, p.7.)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캄보디아의 지역별 산림면적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산림면적의 비율이 10% 미만인 지역은 

프놈펜(Phnom Penh), 프레벵(Prey Veng), 톤레삽(Tonle Sap), 스바이리엥(Svay Rieng), 타

케오(Takeo), 칸달(Kandal), 반테아이 메안체이(Banteay Meanchey)이다. 반면 크라티에

 3) 한국임업진흥원. 2017. p.39. 

 4) 주로 다층림으로 저지대 열대 다우림, 고지 상록수림 및 강 주변 건지 상록수림으로 구성됨. 

 5) 일반적으로 상록수림 30%, 활엽수림 70%로 구성되며 활엽수림의 수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푸른빛을 띰.

 6) 주로 잎이 크고 편평하며, 대개 온대지역에서는 겨울이 다가오면 잎들을 떨어트림. 

 7) 침수림은 주로 캄보디아 톤레삽에 존재하며 묘목의 높이가 낮음.

 8) 자연 갱신된 산림, 농지 이용 후 묘목으로 복구된 산림

 9) 티크, 유칼립투스, 아카시아, 자트로파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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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tie), 푸르삿(Pursat), 라타나키리(Ratanak Kiri), 코콩(Koh kong), 프레아 비헤아르

(Preah Vihear), 스퉁트렝(Stung Treng), 몬둘키리(Mondulkiri) 지역은 60% 이상의 산림면적

을 보유하고 있다<표 5>.10)

<표 5>  캄보디아의 지역 및 임상별 산림면적 현황(2010년 기준) 

주

임상별 면적(단위: 1,000ha)

비산림 

(ha)

총면적 

(ha)

산림면적 

비율

(%)
상록

수림

준상록

수림

활엽

수림
기타림

총

산림

면적

Banteay Meanchey 4 6 54 9 74 540 614 12.06

Battambang 90 49 93 174 408 779 1,187 34.38

Kampong Cham 13 6 8 128 156 791 948 16.49

Kampong Chhnang 16 6 145 42 209 319 529 39.63

Kampong Speu 70 25 303 5 405 291 696 58.17

Kampong Thom 354 19 73 173 620 624 1,244 49.85

Kampot 138 8 65 7 219 251 471 46.61

Kandal 0 0 0 17 17 338 356 4.95

Koh kong 846 20 27 73 968 242 1,211 79.95

Kratie 247 137 478 38 902 294 1,197 75.38

Mondul kiri 160 176 876 20 1,234 132 1,366 90.33

Phnom Penh 0 0 0 0 0 37 37 0

Preah Vihear 251 139 876 13 1,280 122 1,403 91.26

Prey Veng 0 0 0 5 5 470 476 1.25

Pursat 468 93 232 80 874 284 1,158 75.45

Ratanak Kiri 249 213 409 71 943 235 1,178 80.05

Siemreap 83 34 164 159 441 612 1,054 41.89

Preah Sihanouk 60 7 0 18 86 62 149 58.28

Stung Treng 281 277 435 32 1,027 174 1,201 85.47

Svay Rieng 0 0 0 14 14 272 286 5.09

Takeo 1 0 9 2 14 334 349 4.18

Oddar Meanchey 125 48 217 14 406 256 663 61.26

Kep 1 0 0 0 3 12 15 20.32

Pailin 33 3 8 0 45 62 107 42.09

Tonle Sap 0 0 0 2 2 252 254 1.01

총면적(ha) 3,499 1,274 4,481 1,108 10,363 7,796 18,160 57.07

자료: 한국임업진흥원(2017), p.43.

10) 한국임업진흥원. 2017.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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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산림청(Forestry Administration, FA)에서 4년을 주기로 수행하고 있는 산림 

피복 평가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5년

부터 2016년까지 전체 국토면적 대비 캄보디아 산림면적의 비율은 73.04%에서 48.14%로 

감소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주로 내전에 따른 토지 황폐화와 인구 성장에 따른 농지면적 

확대가 꼽혔다<그림 2>.

<그림 2>  캄보디아 전체 국토면적 대비 산림 비중 변화(1965-2016)

단위: %

자료: Ministry of Environment, Cambodia(2016, p.15)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품종별 산림면적은 주로 상록수림, 침엽수림, 재생림이 감소하였다<표 6>. 지역별로는 

2010년~2014년 기간 동안 산림면적의 감소는 북서지역에서는 바탐방(Battambang), 오다르 

메안체이(Oddar Meanchey), 씨엠립(Siem Reap), 반테아이 메안체이(Banteay Meanchey)에

서 주로 발생하였다. 북동지역에서는 라타나키리(Rattanakiri), 몬둘키리(Mondulkiri), 스퉁

트렝(Steung Treng), 크라티에(Kratie), 캄퐁톰(Kompong Thom), 프레아 비헤아르(Preh 

Vihear), 남서지역에서는 캄폿(Kampot), 코콩(Koh Kong), 캄퐁스푸(Kampong Speu), 캄퐁

치낭(Kampong Chnang)에서 산림면적의 감소 현상이 뚜렷하였다.11)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산림자원의 유지 및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산림야생지보호 면적은 약 5만ha이

며, 복구된 조림지 면적은 약 2만 5,000ha로 파악된다.12) 

11) 한국임업진흥원. 2017. p.50. 

12)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14. p.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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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캄보디아의 품종별 산림자원 변화(2014-2016)

종류 

2014년 2016년

면적(ha)
국토면적 

대비 비중(%)
면적(ha)

국토면적 

대비 비중(%)

상록수림(evergreen forest) 2,973,903 16.38 2,861,223 15.76

준 상록수림(semi-evergreen forest) 1,108,320 6.10 1,071,947 5.90

활엽수림(deciduous forest) 3,480,532 19.17 3,336,349 18.37

침수림(flooded forest) 481,078 2.65 477,813 2.63

재생림(regrowth forest) 228,560 1.26 196,842 1.08

대나무(bamboo) 130,678 0.72 125,398 0.69

맹그로브(mangrove) 33,002 0.18 31,226 0.17

후방 맹그로브(rear mangrove) 25,906 0.14 25,906 0.14

소나무림(pine forest) 8,196 0.05 8,195 0.05

소나무 식재림(pine plantation) 38,707 0.02 3,870 0.02

목재 생산을 위한 조림지(tree plantation) 44,289 0.24 43,122 0.24

팜오일 조림지(Oil palm plantation) 33,297 0.18 51,276 0.28

고무 조림지(rubber plantation) 433,694 2.39 509,224 2.80

전체 8,958,164 49.48 8,742,401 48.14

자료: Cambodia Forest Cover(2016, p.10)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3. 캄보디아의 산림업 정책

  캄보디아 「산림법」(2002) 제 3조에 따르면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는 산림자원 관리의 주체이며, 산하 산림청(FA)은 책임 당국이

다. 캄보디아 산림청(FA)은 캄보디아의 모든 산림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산하 기관인 

수산청(Fisheries Administration)과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MOE) 산하 자연보전 

보호청이 산림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FA)은 영구산림지(Permanent Forest 

Estate)에 해당하는 산림을 관할하며, 환경부(MOE) 산하 자연보전 보호청은 자연보호지역

(Protected Area) 내의 산림을 관리하고 있다. 이외 침수림과 맹그로브 숲은 수산청의 관할을 

받는다. 또한 캄보디아 산림 관리 주체의 특이점은 불교사원과 원주민이 산림 관리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3>. 

  캄보디아 산림청이 관할하는 영구산림지는 정부 소유의 영구산림보존지(Perma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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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Reserve)와 개인 소유의 사유림(Private Forest)로 구성되며 영구산림보존지는 그 

기능에 따라 생산림, 보호림, 보전림으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또한 사유림과 원주민 소유지 

내 산림의 경우 산림청의 규율 하에 소유권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13)

<그림 3>  캄보디아의 산림자원별 관할 주체

구분 세부분류 관할·규제 기관 

영구산림지

영구산림보존지

(생산림, 보호림, 보전림)

산림청사유림

(조림지/재조림지 포함) 

원주민 소유지 산림자원

자연보호지역 내 산림 환경부 산하 자연보전 보호청 

문화유적지 내 산림 압사라 및 종교사원 관할

침수림과 망그로브 숲 수산청 관할

농지 내 조림지

자료: 송민경 외(2014, p.5)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1990년대 캄보디아의 산림정책은 목재 이용을 통한 상업적 이윤 창출을 우선시하였기에 

산림자원의 사회적·환경적 중요성은 비교적 낮게 인식되었다.14) 이에 따라 무분별한 벌채허

가권의 발급, 불법 벌채, 산불, 연료재 수집 등에 따라 산림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

였으며,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전체 산림면적의 1.1%에 해당하는 14만 2,000ha가 

훼손되었다. 특히 산림 전용의 원인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벌채허가권(concession) 발급이 

지적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2001년까지 국가 전체 산림자원의 70%에 해당하는 700

만 ha의 산림에서 벌채허가권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는 결과적으로 산림벌채권 

허가지역에서 산림경영 방식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3) 송민경 외. 2014. p.4. 

14) Ibid. p.2. 

15) Ibid.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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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에 들어와 캄보디아에서는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중요성

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2002년 「산림법」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벌채허가권의 발급을 금지하였다. 특히 「산림법」은 산림자원의 분류, 산림관리체

계, 산림법의 집행, 재정, 관련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캄보디아 산림분야에서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산림법」 제정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산림청(FA)은 산림보전, 

야생지 보호, 생태계 다양성 증진을 위한 8개의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에 캄보디아 산림청

(FA)은 불법적인 산림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공무원을 산림지역에 파견함으

로써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산림 보호지 지정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옴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

램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16)

  2003년부터 산림개혁이 추진되었으며, 기존의 임업야생동물국(Department of Forestry 

and Wildlife)을 대체하여 캄보디아 산림청(FA)이 설립되었다. 2018년 현재 산림청은 행정 

및 재정부(Department of Administration, Planning and Finance), 산림 및 지역사회 임업부

(Department of Forest and Community Forestry), 야생생물 관리 및 생물다양성부

(Department of Wildlife Administration and Bio-diversification), 산림과학연구원

(Institution of Research & Wildlife Department), 황폐지복구 및 사유 조림지 관리부

(Department of Reforestration & Private Forest), 산림협력부(Department of Industrial 

and Internal Cooperation), 산림법 입안 및 집행부(Department of Legislation and 

Strengthening Law Implementation)로 구성된다. 

  이후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는 산림업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산림자

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산림계획(National Forest Program 2010-2019)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 6가지 프로그램은 1) 산림지의 구획, 분류 및 등록, 2) 산림자원 

및 생태계 보전 프로그램의 실행, 3) 산림법 집행 및 거버넌스 강화, 4) 산림 관련 불법행위 

금지, 지역개발을 위한 자발적 활동, 공동체 산림(Community Forestry, CF), 5) 역량강화, 

6) 지속 가능한 산림재정을 포함한다. 국가산림계획(NFP) 2010-2019을 이행하기 위한 9가

지 전략은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2) 토착민의 법적 등록 및 비목재임산물

16)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14.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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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Timber Forest Products, NTFP)에 대한 접근성 강화, 3) 산지 지역주민의 기후변화 

및 대응능력 강화, 4)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5) 산림 거버넌스의 강화, 6) 산림보전

에 관한 관계자 이해도 제고, 7)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보호, 8) 효율적인 산림관리모델 개발, 

9) 지속할 수 있는 재원조달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2018년까지 전체 국토 면적 대비 산림면적을 6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17) 이에 부합하는 산림 경계지 표시, 산촌마을 수, 황폐지 

복구림 면적, 산림 보호지 내 관리원 수를 포함한 임업분야 세부지표는 <표 7>과 같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농림수산부(MAFF)와 환경부(MOE)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

써 경제적 토지 사용권 제도(Economic Land Concessions, ELC)18)에 관한 합의점 마련, 

환경 보호, 생태계 다양성 유지 등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경제발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표 7>  캄보디아 국가개발전략(NSDP)에 따른 임업분야 세부지표

구분 지표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21 산림 경계지 표시 km 752 790 829 870 910

2.22 산촌마을 개 500 500 500 500 500

2.23 황폐지 복구 1,000ha 20,280 22,300 24,500 27,000 29,700

2.24 산림 보호지 내 관리원 수 명 1,050 1,050 1,100 1,100 1,150

자료: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4, p.225)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캄보디아 산림 관리의 최근 동향은 크게 1) 생산림 관리의 개발 및 기술 구현, 2) 지속가능

한 산림 관리 활성화, 3) 연간벌채면적한도19), 4) 산림인증제도의 기회, 5) 조림/재조림 지역

의 파악 및 관리, 6) 조림, 7) 토양침식 방지, 8) 유역관리, 9) 야생동물과 종 다양성의 보호 

및 관리, 10) 공동체 산림(Community Forestry, CF)으로 특징지어지며, 분야별 관련 동향은 

<표 8>과 같다. 특히 캄보디아 산림청(FA)은 조림 및 재조림 지역을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조림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합법적인 환경과 다목적 조림을 위한 

국가 정책 개선, 경영목적에 맞는 수종 선정 및 관리, 경영목적에 따라 묘목의 품질을 보장할 

17) Ibid. p.221. 

18) 캄보디아의 농림업 및 기타 산업 투자는 경제적 토지 사용권(ELC)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기준, 절차, 방법 및 

제도적 관계의 정리를 위해 2005년 12월 경제적 토지 사용권 시행령(Sub-Decree on Economic Land Concessions, 

SD-ELC)이 시행됨. 

19)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가 생산림에서 1년간 벌채할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체계로, 2002년 캄보디아 산림벌채권 

발급 금지 이후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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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양묘장 개발, 지역사회 내 다목적 산림 조림을 위한 시험구 조성, 지역사회의 산림 

조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민간 및 개발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 한다.20)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는 2010년 사막화 및 산림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로드맵을 수립

하여 부문별로 전략, 준비, 이행, 모티터링 체계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REDD+의 

이행을 위해 기존 정부의 조직 및 인력 자원 활용과 함께 공동체 산림, 지역사회 참여 보호림, 

보호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REDD+ 시범사업의 경험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산림관리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산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표 8>  캄보디아 산림 관리의 최근 동향

구분 분야별 동향

생산림 관리의 개발 및 기술 

구현

∙ 생산림 관리 체계에 관한 계획 및 규제 정비

∙ 산림청(FA)의 행정구조 개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활성화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체계의 시행 범위 확대

∙ 산림토지사용권 지역의 유지 검토

연간벌채면적한도

(Annual Bidding Coupes)
∙ 연간벌채면적한도를 적용할 적절한 대상지 파악 및 투명한 메커니즘 개발

산림인증제도의 기회
∙ 합법적으로 수확된 목재에 대한 보장과 보호인증시스템 시행

∙ 캄보디아 국유림 인증제도 개발, 목재 수출을 통한 수익 창출

조림/재조림 지역의 파악 및 관리 ∙ 산림법 및 산림분야 정책 추진을 통한 황폐지 확인 방식 개발 및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

조림 ∙ 연간 운영되는 조림지21) 및 홍보용 조림지22) 확대

토양침식 방지 ∙ 벌목작업 후 발생하는 토양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지침 마련

유역관리 ∙ 농림수산식품부(MAFF) 및 산림청(FA)의 유역관리를 위한 보존지역 또는 보호림 지정 

야생동물과 종 다양성의 보호 

및 관리

∙ 산림청(FA)의 야생동물 관리, 조사 및 보호

∙ 종 다양성의 보존 및 관리계획 개발 관할

지역별 공동체 산림 ∙ 지역사회의 산림 관리를 위한 공동체 산림 확대

자료: 한국임업진흥원(2017, pp.58-66)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참고로 공동체 산림(CF)은 산림자원 관리 및 거버넌스에 관한 지역주민의 역할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이니셔티브, 과학, 정책, 제도 및 과정으로 정의된다. 공동체 산림(CF)은 

20) 한국임업진흥원. 2017. p.66. 

21) 황폐지 또는 이전에 산림이었던 지역에 조성된 조림지

22) 캄보디아 내 정부 기관, 민간부문의 산림 보호, 재조림 활동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식목일에 조성되는 조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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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되고 위임된 산림권리, 기업과 지역공동체 간의 파트너십, 소규모 산림기반 산업,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의 토착적 관리 등 광범위한 활동에 관한 사회, 경제, 보존적 

측면을 다룬다. 이것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지역공동체의 생계를 개선하고 산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체 산림(CF)의 형태는 참여적 보존, 공동 산림 

관리, 자치 위임이 제한적인 지역공동체 산림, 완전한 자치 위임이 이루어진 지역공동체 

산림, 사적 산림 소유 등 5가지로 구분된다. 형태별 특성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공동체 산림(Community Forestry)의 형태별 특성

구분 특성

참여적 보존
∙ 지역공동체는 산림 보호에 일정 수준 책임을 지나 결정권한은 낮음

∙ 임산물 접근·소비에 관한 지역공동체의 권리는 낮음 

공동 산림 관리

∙ 임산물 접근·소비에 관한 지역공동체의 권리는 제한적임

∙ 정부 소유 산림의 임산물과 관련 혜택이 정부와 지역공동체 간 공유됨

∙ 산림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 고용 가능

자치 위임이 제한적인 지역 

공동체 산림

∙ 지역공동체의 산림 관리, 임산물의 접근 및 소비에 관한 제한적인 권리

∙ 정부의 권한과 감독이 높은 수준임

∙ 임산물의 소비와 산림 관리에 대한 권리가 지역공동체에 위임됨

완전한 자치 위임이 이루어진 

지역공동체 산림

∙ 지역공동체에 산림 관리 및 임산물 접근·소비 권리가 상당 수준 허용됨

∙ 목재 수확 및 임산물 판매 권리 등이 지역공동체에 위임됨

사적 산림 소유
∙ 산림소유자가 임산물 접근·소비 권리를 가짐

∙ 지역공동체는 부문별로 정부의 산림 관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자료: FAO 한국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8. 10. 11.).

  캄보디아에서 공동체 산림(CF)은 국가 소유인 영구산림보존지의 생산림 구역에 위치하며 

1991년에 처음 조성되어 2014년 기준 총면적은 41만 5,834ha에 이르며 총 11만 9,779가구

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97개의 공동체 산림 중 401개는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의 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328개는 공동체 산림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23) 캄보디아의 지역별 공동체 산림 현황은 <표 10>과 같다. 

23) 한국임업진흥원. 2017.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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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캄보디아의 지역별 공동체 산림 현황 

시/도 구분

수치
농림수산부가 승인한 

공동체 산림 수

공동체 산림협약

체결 수

개수
면적

(ha)
개수

면적

(ha)
개수

면적

(ha)

Kep 3 1,009 3 1,009 3 1,009

Kg. Chhang 33 10,910 15 6,715 15 6,715

Kg. Cham 11 3,521 6 1,824 5 1,783

Kratie 46 63,143 29 47,192 26 42,250

Stung Treng 13 18,951 12 17,878 7 14,177

Mundulkiri 4 4,176 4 4,176 4 4,176

Kampot 27 12,530 21 8,703 20 8,672

Kohkong 13 17,514 13 17,514 1 3,046

Battambong 30 9,928 21 4,896 15 4,110

Svay Rieng 4 540 4 540 2 504

Kg. Speu 25 13,779 18 8,280 18 8,280

Kg. Thom 82 80,861 67 54,653 67 54,653

Siem Reap 37 18,122 37 18,122 35 17,523

Pursat 67 10,124 65 9,496 35 2,504

Rantanakiri 36 22,321 23 17,195 23 17,195

Preah Vihea 21 45,344 18 37,063 18 37,063

Pailin 4 858 4 858 4 858

O.Meanchey 14 65,168 14 65,168 13 64,318

B.Meanchey 12 4,970 12 4,970 12 4,970

Pr. Sihanuk 2 1,274 2 1,274 1 592

Takeo 13 10,791 13 10,791 4 1,843

총계 497 415,834 401 338,317 328 296,240

자료: 한국임업진흥원(2017), p.63.

4. 캄보디아의 임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 제공하는 건별 통계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에 따르면 임업분야의 개발협력은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임업 개발, 연료 목재 및 숯, 임업 교육 및 훈련, 임업 연구, 임업 서비스로 구분되며, 분야별 

설명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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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임업개발협력 지원 분야

구분 정 의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임업분야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제도적 역량강화 및 자문, 산림분야 설문조사 등

임업 개발 숲 가꾸기, 산림자원의 개발 및 이용, 산림 황폐화 관리, 통합적 임업 사업 

연료 목재 및 숯 연료용 목재 및 숯 생산을 위한 산림 개발

임업 연구 산림 수종 관리, 유전자 개발, 생산, 시비 및 수확 기술 등에 관한 연구

자료: OECD DAC CRS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9. 08. 09.). 

  캄보디아의 임업분야 주요 공여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독일, 일본, 한국 등이며 유엔식량

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와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다자지원을 해

오고 있다. 주요 공여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캄보디아 임업분야 공적원조개발(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원금액은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7년 기준 

총 110만 4,000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2년~2017년 기간 동안 임업 개발,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임업 연구 순으로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다<표 12>. 

<표 12>  국제사회의 캄보디아 임업분야 ODA 지원 실적

단위: 백만 달러(약정액 기준)

구분 지원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일본 0.559 1.187 0.893 0.101 0.074 0.263

한국 0.134 - - - - -

FAO - 0.129 - - - -

UNDP 0.518 0.699 0.580 0.023 - -

임업 개발

벨기에 - - - - - 0.487

덴마크 - 0.228 - - - -

독일 - 0.118 0.303 - - -

일본 - - - 1.167 0.426 -

한국 1.016 0.749 - - 0.181 0.354

미국 0.027 - - - - -

FAO - 0.129 - - - -

임업 교육 및 훈련 한국 - - - 0.026 0.006 -

임업 연구 한국 - - 0.955 - - -

임업분야 (총합) 2.254 3.239 2.731 1.317 0.687 1.104

자료: OECD DAC CRS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9.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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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집행기관 주관기관 지원 분야

노르

웨이

환경부

(Norwegi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개발협력청

(NORAD)

∙ REDD+에 의해 감축된 탄소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평가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달성을 위한 조기대응 방안 마련

∙ 탄소흡수량 유지를 위한 자연산림 보존 지원

핀란드
외무부 내 개발정책부

(Department for Development Policy)

∙ 산림 관련 정책과 행정 등 제도적 역량강화

∙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지역주민 생계향상 및 빈곤감소

∙ 민간부문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 농업과 농촌개발 

∙ 지속적인 산림경영(SFM) 및 산림보존

독일
국제협력공사

(GIZ)

연방 

경제협력

개발부

(BMZ)

∙ 개발도상국의 국가산림프로그램(National Forest Programm, 

NFP) 지원

∙ 산림보전 및 지속할 수 있는 이용을 위한 기술지원, 지식 전

수, 인적교류 

∙ 산림 관련 법률 및 규제 조항 개선

∙ 토지이용 및 산림경영 계획 개발 

  그 밖에 임업분야 주요 공여국으로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이 존재하며 공여국별 지원체계

와 지원 분야는 <표 13>과 같다. 노르웨이는 사막화 및 산림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REDD+)을 통해 감축된 탄소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평가체계 구축,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조기 대응, 탄소흡수량 유지를 위한 산림보존 지원 등 개도국의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역량 제고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산림정

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농업 

및 농촌개발과의 연계 등에 집중하고자 한다. 독일은 개도국의 국가산림프로그램(NFP) 이행

을 위한 제도적 및 기술적 지원, 공동체 산림 활성화, REDD+이행을 위한 전략 개발 등에 

초점을 둔다. 영국의 경우 산림 관련 제도개선,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SFM), 혼농임업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은 산림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산림경영, 토지 소유권 

보장, 생물 다양성 등을 주로 지원한다. 일본의 경우 주민 참여형 산림자원 이용, 생물 다양

성, 지속 가능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ry Management, SFM)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산림복구 및 산림연구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술협력을 목적으

로 봉사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메콩강 유역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의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에 캄보디아 산림야생과학원 내에 한-메콩강 산림협력

센터를 설립하였다. 

<표 13>  임업분야 주요 공여국의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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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업 목적

∙ 공동체 산림(CF) 및 지역사회보존구역(Community Protected Areas, CPAs)을 관련 정책 및 

추진 과정에 포함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지속가능 산림경영(SFM) 강화

∙ 지속할 수 있는 장작 생산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시장 창출 및 탄소배출감소에 기여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 캄보디아 국가산림계획(NFP)에 따른 황폐지 관리 목표

국가 집행기관 주관기관 지원 분야

∙ 공동체 산림 및 산림인증 촉진

∙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 

∙ REDD+ 참여 및 사업 이행을 위한 국가 전략 개발 지원

영국

국제개발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외무부 외 

기타 부처

∙ 산림 관련 제도 발전 지원

∙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SFM) 및 보존 

∙ 혼농임업을 통한 농촌개발

미국
국제개발청

(USAID)
국무부

∙ 국가 산림분야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역량강

화 지원

∙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

∙ 저탄소 개발전략 지원

∙ 환경 및 천연자원을 위한 지식 관리

∙ 지속할 수 있는 토지관리, 자원 및 토지 소유권 보장

∙ 생물 다양성 및 산림보전 

일본

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 주민 참여형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 생물다양성 보전

∙ 지속적인 산림경영 

자료: 유병일, 윤보은(2015, pp.67-120)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그 밖에 주요 공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지원하는 임업 개발협력의 특징은 대상국 지역주

민을 사업 수혜자로 포함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산림보전 인식 제고 등의 교육을 통해 

주민의 사업 참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대상국의 산림자

원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 공동체 임업, 산림 관련 법 및 

제도적 정비,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및 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과 대상국의 자체적인 산림관리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다. 가령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캄보디아의 공동체 산림(CF)에 초점

을 맞춘 산림 관련 제도 수립, 지속가능 산림경영(SFM), 친환경적인 임산물 생산을 통한 

산촌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등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원조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표 14>. 

<표 14>  UNDP의 캄보디아 지속가능 산림경영(SFM) 사업 사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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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업 대상지
∙ 바탐방(Battambang), 푸르삿(Pursat), 캄퐁치낭(Kampong Chhnang), 캄퐁스푸(Kampong 

Speu)

기대효과

∙ 산림관리제도의 분권화 및 지속할 수 있는 토지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및 관련 제도개선

∙ 도, 군, 마을 단위에서 지역사회 산림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 강화

∙ 비즈니스 접근법을 통한 목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역사회 소득 창출 

∙ 에너지 효율적인 요리용 난로의 수요 및 공급체인 강화

∙ 지역사회의 목재 연료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마을 단위에서의 임산물 수집처 구축 

∙ 국경 산악지대의 생물 다양성 보존  

공여 기관

∙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 덴마크 국제개발청(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DANIDA)

∙ 환경, 재생에너지 및 연대그룹(Group for the Environment, Renewable Energy and 

Solidarity, GERES)

자료: UNDP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8. 10. 12.). 

5. 시사점

  내전으로 인한 토지 황폐화, 인구 성장에 따른 농지 이용 면적 확대로 인해 캄보디아의 

산림면적 비율은 1960년부터 2016년까지 약 73%에서 48%로 감소하였다. 현재 캄보디아의 

산림업분야 문제점으로는 산림 관련 법의 미비, 이해관계자 간 산림자원의 중요성 인식 

부족, 산림연구 및 보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및 인력 부족, 산림 전용, 불법적 벌채, 

산불 및 연료재 수집 등을 감시하기 위한 역량 및 관련 규제 부족, 관련 정부 기관과 지역사회

와의 협력 부족, 산림 보호지 내로 이주민의 정착 문제 등이 존재한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산림자원을 이용 및 보전하기 위하여 2002년 「산림법」을 제정하였으

며 이후 국가산림계획 2010-2019를 수립하였다. 특히 국가산림계획을 통해 산림지의 구획, 

분류 및 등록, 산림자원보전 프로그램 추진, 「산림법」의 거버넌스 강화, 공동체 산림 활성화, 

역량 강화 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한국은 1970~80년대 정부 주도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고 국토를 녹화함으로써 산림

자원량을 늘리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1990년대 말부터 황폐산림 복구와 관리 기술에 

초점을 두어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국제개발협력단, 

산림청 등이 국제산림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주로 산림녹화, 숲 조성, 

양묘장 건설, 황폐지 복구와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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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전문가파견사업,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연수사업 등을 실시

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출범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관광, 비목재 임산물 

개발 및 재생 가능 바이오매스 에너지, 인적 역량 강화를 지원해오고 있다. 

  캄보디아의 임업 부문 개발전략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한국의 대캄보디아 임업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림 및 황폐지 복구 활동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 귀속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의 발굴 및 수행과정에서 캄보디아 정부 및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

로써 각 이해관계자 간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공유 및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사업의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활동에 대한 수혜자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일환으로 공동체 산림(CF) 접근법을 통해 수혜자와의 협력 창구를 마련할 

경우 캄보디아의 임업분야 개발 전략에 부합함과 동시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임업분야 ODA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림 관리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산림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 산촌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임업분야 ODA 사업은 산림녹화, 숲 조성, 양묘장 

건설, 황폐지 복구와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기반 조성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향후 

사업은 주민의 참여 강화, 인적 역량 강화,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같은 소프트웨어개

발 중심의 역량강화 사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대섭 2018). 산림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비교우위인 산림녹화 및 황폐지 복구 등의 전문적인 기술 전수 역량은 살리되 산촌 

지역개발, 공동체 산림(Community Forestry, CF), 산림의 자원화, 산촌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국내 개발협력 사업들 간에 연계방안

을 마련하고, 노르웨이, 핀란드 등 산림분야 주요 공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 주도로 설립된 한-메콩강 산림협력센터를 통해 캄보디아를 포함한 메콩

강 유역 국가들과의 산림분야 연구 및 기술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ODA 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의 기초선 및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시기별

로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임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특성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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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호,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및 황폐화 방지, 생물 다양성 촉진 등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캄보디아 자체의 임업분야 성과지표에 

부합한 방향으로 적절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기초선, 중간평가, 종료평가 

등을 통한 충실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중장기적 영향력,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이에 기초한 사후 관리와 

신규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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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년에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Agenda)를 채택하였다. 2030의제는 지

속가능한 세상 속에서 인류가 공유하는 번영이란 청사진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여기

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지구상에서 생산적이며 활발하게 평화

로운 삶을 사는 공간을 말한다(UN 2019). 총 17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가 제시되었으며, 이를 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농업이 

맡고 있다(임송수 2016; 최민정 2016).

  2015년부터 지금까지 SDG를 향한 국가 및 국제수준에서 다양한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한편으론 생물종의 멸종이나 기후변화와 산성화, 토지 황폐화 등의 다양한 

위협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세계 기아수준이 최근에  더 심각해지면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초적인 건강 서비스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 

어린이 절반 이상이 읽기와 수학(mathematic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심각

한 장애를 가진 사람 중 현금혜택을 받는 비중이 28%에 그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성이 구조적인 취약성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등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이 아직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UN, 2019).

  이 글이 소개하는 UNCTAD 보고서, “무역, 농업, 식량안보, 생물다양성(Trade,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Biodiversity)”는 2030 의제 중 목표 2의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의 달성, 

영양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에 초점을 맞춰 농산물 시장의 변화, 농산물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songsoo@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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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및 가격정보, 그리고 생물다양성 관련 상품의 무역 등을 논하고 있다(UNCTAD 

2019).1) 이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세계 농산물 시장 및 무역관련 농업정책의 주요 변화를 

최근 자료와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세계 농산물 무역시장의 변화 추이

  <그림 1>은 세계의 GDP 및 상품 무역의 성장률 추이를 나타낸다. 식품 무역 규모는 2000년

에 4,260억 달러에서 2017년에 1조 5,00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시장접근의 개선과 

혁신, 경제 및 인구증가에 힘입어 농산물 무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6년까지 연료와 

제조업을 능가하는 복원력을 나타냈다. 2017년에 세계 시장은 견고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계 농산물 시장 구조는 식량과 사료의 탄탄한 수요, 바이오연료 생산의 증대, 소비량 

대비 재고율(stock-to-use ratio)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세계 농산물 

수출에서 신흥국(emerging countries) 시장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림 1>  세계 GDP 및 상품 무역 성장률 추이 

단위: %

 1차 상품     식품     연료     공산품     GDP

주: 1. “1차 상품(primary commodities)”은 식량과 산 동물(SITC 0), 음료와 담배(SITC 1), 비식용 원료(SITC 2), 광물질 

연료(SITC 3), 동식물 지방(SITC 4), 비철금속(SITC 68)을 포함함.

     2. “식품(all food items)”은 SITC 0, 1, 4와 유지종자(SITC 22)를 포함함.  

자료: UNCTADStat(https://unctadstat.unctad.org) (검색일: 2019. 09. 06.)

 1)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http://ncsd.go.kr/app/sub07/1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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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주요 수출국 비중(%) 주요 수입국 비중(%)

국가 2000년 국가 2016년 국가 2000년 국가 2016년

 1 EU 46.9 EU 41.1 EU 45.3 EU 39.1

 2 미국 14.0 미국 11.0 미국 10.1 미국 10.1

 3 캐나다 3.9 브라질 5.7 일본 8.7 중국 8.2

 4 호주 3.7 중국 4.2 캐나다 2.8 일본 4.2

 5 브라질 3.2 캐나다 3.4 멕시코 2.3 캐나다 2.7

 6 중국 3.0 아르헨티나 2.8 중국 2.3 멕시코 2.0

  <표 1>은 세계 농산물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위 20개국을 각각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해 나타낸 것이다. 2000년과 2016년 사이에 개도국이 세계 농산물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2%포인트와 7.9%포인트 상승하였다. 반대로, 선진국은 

수출 및 수입 비중에서 각각 10%포인트 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세계 농산물 시장에

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시장 영향력이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세계 농산물 수출입에서 상위 20개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무역 국가 분류
비중(%)

증감율(%)
2000년 2016년

수출
선진국 70.7 60.3 -10.4

개도국 20.2 28.4 8.2

수입
선진국 68.1 58 -10.1

개도국 16.7 24.6 7.9

자료: FAO(2018), pp.5~6.

  <표 2>는 세계 농산물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위 20개국의 실적을 순위대로 

정리한 것이다.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2.3%에서 2016년에 8.2%

로 크게 상승하여 EU와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에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다른 신흥 개도국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에서 5.2%로 증가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EU와 일본 등 선진국은 주요 수입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에 세계 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8위)

에서 1.9%(9위)로 한 단계 하락하였다.

<표 2>  세계 농산물 수출입에서 상위 20개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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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주요 수출국 비중(%) 주요 수입국 비중(%)

국가 2000년 국가 2016년 국가 2000년 국가 2016년

 7 아르헨티나 2.7 호주 2.5 홍콩 2.0 홍콩 1.9

 8 멕시코 1.9 인도네시아 2.4 한국 2.0 인도 1.9

 9 뉴질랜드 1.6 멕시코 2.3 러시아 1.7 한국 1.9

10 태국 1.5 인도 2.2 사우디아라비아 1.2 러시아 1.9

11 말레이시아 1.4 태국 2.0 스위스 1.2 인도네시아 1.4

12 인도 1.2 말레이시아 1.8 인도네시아 1 베트남 1.3

13 인도네시아 1.1 뉴질랜드 1.6 브라질 0.9 UAE 1.2

14 터키 0.9 베트남 1.3 말레이시아 0.8 말레이시아 1.1

15 콜롬비아 0.7 터키 1.3 이집트 0.8 호주 1.0

16 칠레 0.7 러시아 1.1 터키 0.8 터키 1.0

17 싱가포르 0.7 칠레 0.9 인도 0.7 스위스 0.9

18 베트남 0.6 싱가포르 0.8 태국 0.7 싱가포르 0.9

19 남아프리카 0.6 스위스 0.7 필리핀 0.6 태국 0.9

20 스위스 0.6 남아프리카 0.7 알제리 0.6 사우디아라비아 0.9

합계 90.9 합계 89.8 합계 86.5 합계 84.5

자료: FAO(2018), pp.5~6.

  수출 패턴에서도 개도국의 신장을 확인할 수 있다. EU와 미국이 여전히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브라질의 비중이 2000년에 3.2%에서 2016년 5.7%로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에 중국

도 3.0%에서 4.2%로 그 비중을 늘려 그 순위가 세계 6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브라질과 

중국을 포함해 인도와 인도네시아 4개국이 세계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에 8.5%에서 2016년에 14.5%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EU, 미국, 호주 및 캐나다와 같은 

전통적인 농산물 수출국의 비중은 2000년에 68.5%에서 2016년에 58.0%로 10%포인트나 

감소하였다.

  이처럼 신흥국의 농산물 무역 참여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이른바 개발의 진로(path 

of development)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20년간 이들 국가가 

성취한 1인당 소득 증가와 빠른 경제성장은 농산물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수입을 증폭시킨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면, 인도의 1인당 GDP는 201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00년에 770달러에서 2015년

에 1,751달러로 늘었다. 또한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사는 빈곤자 비율도 2004년에 38.2%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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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21.2%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빈곤율 감소와 소득 증가는 식량 수요를 촉진함으

로써 농산물 수입 증가를 유발하였다. 2000년과 2015년에 중국의 1인당 GDP도 1,771달러

에서 6,498달러로 증가하였고, 빈곤율은 2002년에 31.9%에서 2013년에 1.8%로 크게 하락하

였다. 

  앞으로도 신흥국은 주요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남게 될 터나 그 수입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1인당 소득이 높아질수록 추가 소득을 식량에 소비하는 경향이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3. 세계 농업무역정책의 변화 추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농산물에 지급한 수출 보조는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였다. 2015년 

12월에 케냐 나이로비(Nairobi)에서 열린 제10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농업시장에서 무역을 왜곡하는 수출 보조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7).2)3) 이러한 WTO 협상 논의와 개별 회원국의 정책 변화가 개도국의 시장접근 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시장접근 측면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세계 농산물 가격이 낮은 기조 아래 나타나는 식량 가격의 급등락은 정부가 수출 보조를 

포함해 무역을 왜곡하는 보호주의 조치를 없애야 한다는 당위성 논리로 자주 언급된다. 

수출 보조는 무역을 가장 크게 왜곡하는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본디 수출보조는 생산비용

이 높은 지역의 생산자와 농민 지원 및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 아래 생산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2)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수출보조 관련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선진국은 모든 농산물 수출보조를 곧바로 철폐함, 

(2) 개도국은 2018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함, (3) 개도국에만 허용된 수출 유통비나 물류비 지원 항목(농업협정 제9.4조)의 

경우 2023년 말까지 철폐함. 한국은 다른 수출보조 없이 위 (3)에 관한 지원만 시행하고 있는데, WTO에 통보한 가장 최근 

실적인 2008년의 경우 곡물 1억 원, 전통주 1억 원, 채소류 110억 원, 축산물 13억 원, 인삼 9억 원, 김치 30억 원, 과실류 

109억 원, 화훼류 54억 원 등 총 327억 원을 수출 물류비 명목으로 지원함. (http://agims.wto.org/Pages/ES/ 

ESSearchAnalyse.aspx?ReportId=1403&Reset=True)(검색일: 2019.09.08.)

 3) 나이로비 합의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WT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wto.org/english/ 

thewto_e/minist_e/mc10_e/nairobipackage_e.htm)(검색일: 2019.09.12.).

 4) WTO 회원국 가운데 수출 보조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총 25개국임(호주,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키프로스, 

체코, EU,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박, 남아

공, 스위스, 터키,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이 가운데 호주는 WTO 회원국 중 처음으로 나이로비 각료합의안에 따라 

자국의 WTO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C/S)에서 수출 보조를 제외하는 수정을 2017년 5월에 단행함. 이어 EU도 

두 번째로 C/S를 수정한 회원국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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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보조는 해당 국가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으

로 볼 수 있다.5) 보조로 인해 노동이나 토지 비용 등 생산비용이 절감되면 해당 생산자는 

세계 시장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혜택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 보조는 세계 

시장과 경제에 파급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격 변동성과 식량 가격 폭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수출보조 수혜를 받은 생산자는 효율성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은 과잉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세계 시장에 

덤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보조를 제한해 왔다.6) 앞서 밝힌 대로 WTO 회원국들은 

2016년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수출 보조 철폐를 위한 조치를 밟고 있다. 선진국들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수출 보조를 곧바로 없애기로 했으며 개도국 대부분도 2018년까지 

철폐를 약속했다. 다만, 최빈개도국과 식량 순수입 개도국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수출 

보조 감축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나이로비 합의안은 수출금융, 국제 식량 원조, 농산물 수출 국영기업 운영 등 다른 

형태의 수출 보조에 관한 규율도 포함한다. 그러나 최근에 세계 식량 가격의 감소 추이가 

이어지면서 국내 수준에서 농업정책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정치적 여건은 호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는 WTO에 회원국이 통보한 수출 보조 지출 추이를 나타낸다. 2010년부터 2015

년까지 식량 가격 지수가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농산물 수출 보조 실적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

였다. 이 기간에 수출 보조 규모는 4억 3,4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로 감소하였는데, 감축 

분 대부분인 1억 7,920만 달러가 선진국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농업협정 아래 2000년부터 

국내 보조가 선진국 위주로 감축되어 왔다. 왜냐하면 소득 증가를 경험해 온 일부 개도국이 

국내 농업시장을 지원하는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보조수준이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5) 보통 상품의 교역조건(tot)은 한 국가에 있어 해당 상품의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비율로 표시함. 수출가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해당 국가의 후생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음.

 6) 농업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은 수출 보조 감축(규모와 물량 기준)을 이행함. 농업협정 원문과 국문 번역본은 다음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http://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80)(검색일: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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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TO에 통보된 수출보조 실적과 FAO 식량가격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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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CTAD(2019).

  <그림 3>은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농가 총매출액 대비 생산자 지지 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추이를 나타낸다.7) 1995년부터 농정개혁의 영향으로 EU, 일본, 

미국의 PSE 비중은 내림세를 나타냈으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는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상승하여 EU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PSE 비중은 2000년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13년부터는 OECD 평균을 초월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3>  주요국의 농가 총 매출액 대비 PSE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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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ellmann and Hepburn(2017, 10.).

 7) OECD가 개발하여 사용하는 PSE 개념은 소비자와 납세자가 농업 생산자에게 이전하는 금전적 가치로, 곧 시장가격 보조(수

입관세를 통한 시장보호 포함), 예산 지원, 예산 수입의 포기 등 농업부문을 지지하는 정책 조치에서 비롯하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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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는 중국과 미국의 작물(단일) 이전수입(Single Commodity Transfer, SCT)이 각 

작물의 총 농가 매출액(gross receipt)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중국 밀의 경우 

보조가 총매출액의 38%, 옥수수 29%, 쌀 32%, 설탕 49%, 면화 44% 등으로 미국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중국과 미국의 총 농가 매출액 대비 작물 이전수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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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opewell(2019), p. 212.

  <그림 5>는 중국의 주요 작물(단일) 이전수입(SCT)이 총 농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7~11년과 2012~15년 평균에 기초해 비교한 결과이다.8) 2012~15년에 설탕, 콩, 옥수수, 

우유 등의 생산자 보조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쌀의 경우 2012년 이전에 조세, 곧 음(-)의 

지원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농가 매출액 대비 30% 이상의 생산자 보조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8) 작물 이전수입(SCT)은 PSE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작물 특정적인 보조를 말함. 이 밖에도 PSE는 작물군(예: 곡물), 전체 

농업, 기타 이전수입 등으로 세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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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국의 작물별 농가 매출액에서 농업보조가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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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ellmann and Hepburn(2017), p. 11.

  미국의 경우 농가 매출액 대비 생산자 보조는 1986~88년에 21%에서 2014~16년에 9%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에 무역 왜곡이 가장 심한 보조의 비중도 51%에서 33%로 줄었다

(OECD, 2017). 반면에 중국의 농업 생산자들은 2014~16년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15%의 

농업보조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74%)이 가장 무역을 왜곡하는 형태의 보조인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 전체 농업생산의 부가가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97년에 18%에서 

2014~16년에 43%로 급성장하였다<그림 6 참조>. 이는 중국이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부상하였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무역을 왜곡하는 중국의 농업보조 정책이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다른 선진국 시장의 안정성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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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세계 농업 부가가치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2014~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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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opewell(2019), p. 214.

  이러한 배경 아래 미국은 2016년 12월에 중국이 쌀, 밀, 옥수수를 대상으로 2012~15년에 

지급한 가격보조가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기준, 곧 해당 곡물 생산액(value of 

production)의 8.5%를 모두 초과하였다고 WTO에 제소하였다(WTO, 2019). WTO 패널

(Panel)은, ① 중국이 가격보조를 산출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연도를 자국의 이행계획서(C/S)

에 명시한 1996~98년 대신에 1986~88년으로 대체하여 외부참조가격(fixed external 

reference price)을 인용한 점이 오류이고, ② 가격보조 수혜 가능한 물량(quantity of 

eligible production)으로 품질이 미흡한 물량을 제외한 전체 생산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쌀과 밀의 가격보조가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하여 WTO 규정을 위반하였다

고 평결하였다.9) 이에 따라 중국은 2020년 3월까지 패널의 권고 사항과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농업보조 상승은 최근의 농산물 가격 하락과 국내 여건과 연계한 장기적 우려 

사항에 대응하는 전략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국내 식량 공급을 확충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게 중국의 주요 정책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림 7>은 Global Trade Alert(GTA)10)가 조사한 주요국별 무역을 저해하는 수출 보조 

조치의 수를 나타낸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18년에 인도의 정책 수가 19개로 가장 

크고, 영국이 6개, 다른 EU 각 회원국이 각각 5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호주와 

태국은 각각 1개로 작았다.

 9) 옥수수의 경우 이미 제소 전에 가격보조 조치를 철회했으므로 패널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10) (https://www.globaltradealert.org)(검색일: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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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무역을 저해하는 수출보조 조치의 수: 2008~18년

자료: UNCTAD(2019).

  <그림 8>은 2008~18년에 외국의 상업적 이해(interests)를 차별하는 정부의 농업시장 개입

에 해당하는 조치의 수를 나타낸다. GTA에 따르면, 무역을 저해하는 정부의 농업시장 개입 

조치의 수는 2015년에 총 268건인데, 그 가운데 수출 보조가 10건을 차지하였다. 앞서 지적한 

2015년 나이로비 합의문 이후 무역 제한적인 수출 보조 건수는 감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정부개입이 감소하였으나 그 수가 여전히 200건

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림 8>  무역을 저해하는 수출보조 조치의 수: 2008~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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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CTAD(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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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은 2008~18년에 정책 수단을 통해 농업시장에 개입한 무역 조치의 수를 무역 저해

와 무역 촉진의 영향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곧 같은 형태의 정책 조치라도 무역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분류이다. 앞에서 이야기 한 수출 보조가 전체 정책 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2%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무역을 저해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수입 

관세는 전체의 42%, 수출세(export tax)는 전체의 10%를 차지하였다.  

<표 3>  농업시장 개입의 효과에 따른 정책 실행 건수: 2008~18년

무역 조치 무역 저해 무역 촉진

수입관세 921 859

수출세 230 196

수출보조 46 20

수입 관세할당 0 104

수입쿼터 0 64

수출쿼터 0 53

정부 융자 118 0

반덤핑 85 0

조세기반 수출 유인책 82 0

기타 726 200

자료: UNCTAD(2019).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 조치는 사실 세계 농산물 시장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무역정책은 그 음(-)의 영향을 상쇄하

기 위한 수단으로 발동되곤 하는데, 이에 따라 정부 보조 및 시장접근과 관련한 보호 조치가 

늘어난다. 예를 들면, <그림 9>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최저보장

가격(minimum guaranteed price)을 국제 시장가격 추이와 비교해 제시한 것이다. 국제 

밀 가격이 급등락한 2006~11년에 이들 3개국의 최저보장가격 수준은 오름세를 나타낸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국제 밀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저보장가격은 국제가격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해당 정책이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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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밀의 국제 시장가격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밀 최저보장가격의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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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ellmann and Hepburn(2017), p.12.

4. 식량 가격정보의 제약

  식량 가격의 급등락은 식량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높은 식량 

가격은 저소득 가구가 충분하고 영양가 높은 식량에 접근하는 것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UNCTAD는 투기적인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 시장에서 엄격한 규율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는 식량안보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량 

가격은 수요와 공급 변화 등 근본적인 요인에 의해 주로 좌우된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자본의 포트폴리오 배분의 일부분으로 농산물이 포함되면서 단기 가격의 변동 폭이 확대되

었다. 더욱이 투자자에 의한 영향력에 따라 주식 가격과 농산물 가격의 연동성이 커져 이 

두 가격이 같은 방향의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10>은 2002년과 2012년에 원유가격(WTI crude oil)과 유럽 주가지수(Euro Stoxx 

600) 및 주로 미국에서 거래되는 선물 상품지수(Standard & Poor’s Goldman Sachs 

Commodity Index, SPGSCI)의 가격 흐름을 나타낸다. 이 기간에 서아시아의 불안정, 그로 

인한 주식시장 추락, 곡물 수확의 부진 등 실제 시장충격 요인들이 비슷하게 발생하였으나, 

위 3개 지수의 움직임은 상당히 달랐다. 곧 2002년에는 각 지수가 나름의 역동성을 나타냈으

나, 2012년에는 3개 지수가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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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주식, 원유 및 상품 가격 지수의 연동성 비교: 2002년과 2012년

자료: UNCTAD(2002), p.3.

  이러한 결과는 미국 중서부에 한정된 WTI 원유선물 지수와 상품선물 지수가 유로 지대

(euro zone)에서 나타난 요인들과 가깝게 연계되면서 시장 정서나 기대를 함께 반영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해 UNCTAD(2012)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다.

  ① 농산물 시장에서 투명성 증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 요인들에 관한 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자료 제공

  ② 농산물 선물과 비상장 시장의 투명성 증진: 시장 참여자들과 매매 포지션에 관한 더 

많은 자료 제공

  ③ 금융 투자자에 관한 규율 강화

  ④ 거래세 도입: 단타 거래에 관한 제약

  ⑤ 투기 거품을 다루는 조치 마련

  식량 가격의 이상(anomalies) 현상을 유용한 경고 사인으로 인식한다면, 이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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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대응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격은 손쉽게 관측할 수 있고, 최근 수급변화

에 관한 폭넓은 정보와 미래 식량 시장의 기대와 위험에 관한 신호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FAO는 식량 가격 관측분석(Food Price Monitoring and Analysis, FPMA)11)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식량 가격을 수집하고 공표하고 있다. FPMA는 웹 기반의 가격자료 분석 및 보급 수단이

다. 2019년 기준으로 총 89개국 1,404종의 국내가격 정보(국가, 도소매 시장, 품목 등)를 

제공한다<표 4 참조>. 

  FPMA 국내가격 대상 농산물은 곡물류가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채소류 14%, 

빵과 육류가 각각 6%와 5%를 구성한다. 국제가격의 경우 주요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총 88종의 자료를 수집해 제공한다. 품목 범주는 쌀 17%, 밀 16%, 옥수수 8%, 바나나 5%, 

차 3%, 콩 3%, 보리 3%, 시살(sisal) 등 3%, 어류 9%, 기타 28% 등이다.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지표 2.c.1의 식량 가격 변동(food price volatility)은 주어진 

기간에 해당 식량에서 나타난 가격 이상의 빈도로 계측한다. 이 목적 아래 3개 곡물 대상으로 

가격 이상을 구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나, 일관한 자료 수집이나 보고가 시행되지 못하

고 있는 현실이다.

<표 4>  FAO 식량가격관측분석(FPMA) 데이터베이스의 가격 정보 범주

항목 국내가격 정보 국제가격 정보

대상 지역 89개국 주요 지역*

가격정보 시리즈(종) 1,404 88

식량 범주 

비중(%)

곡물류 63 45

채소류 14 -

유지종자 - 10

어류 - 9

기름과 지방 - 8

빵 6 0

육류 5 -

기타 10 28

주: * “주요 지역”은 베트남, 우크라이나, 미국, 태국, 남아프리카, 러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뉴질랜드, 모로코, 케냐, 카자흐

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스, 유럽과 오세아니아, 동아프리카, 영국, 프랑스, 중국, 중미, 캐나다, 브라질, 흑해, 방글

라데시, 호주, 아르헨티나 등에서 관측하는 다수 농산물을 포함함.

자료: FAO(2019).

11) (http://www.fao.org/ giews/food-prices/tool/public/#/home)(검색일: 20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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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식량 가격 이상 지표(Indicator of Food Price Anomalies, IFPA)를 구축해 

활용한다. IFPA를 위한 기준치는 과거 고정기간의 평균으로부터 가격의 복합 성장률

(compound growth)에 관한 정규화된 격차(normalized difference)로 규정한다(UN, 2018). 

이에 따라 평균에서 표준편차의 크기로 다음 3개 범주로 구분한다.

  ① 보통(normal): 과거 고정기간 평균에서 0.5 이내의 표준편차 구간

-0.5≤ IFPA < 0.5

  ② 조금 높음(moderately high): 과거 고정기간 평균에서 0.5 이상이나 1보다 작은 표준편차 구간

0.5≤ IFPA < 1

  ③ 아주 높음(abnormally high): 과거 고정기간 평균보다 최소 1보다 큰 표준편차 구간

IFPA > 1

  <그림 11>은 2017년 쌀을 대상으로 산출한 IFPA 분포를 나타낸다. 가격 이상 정도가 

“아주 높은” 국가는 짐바브웨 2.7, 방글라데시 1.6, 기니 1.3, 마다가스카르 1.1 순이다. 

IFPA가 “조금 높은” 국가는 인도 0.9와 베트남 0.6이다. 일본의 경우 0.4로 “보통”에 해당한

다. 한국이나 중국은 IFPA 산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림 11>  2017년 FAO 식량가격이상지표(IFPA)의 분포: 쌀

자료: FAO(http://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indicators/2c1/en)(검색일: 2019.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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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가격 이상과 급격한 변동은 농업소득의 손실, 극단적 기후, 식량 접근의 저해, 생산량

과 식량 소비의 품질이나 다양성의 극심한 변화 등을 초래한다. 특히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식량 가격의 높은 변동성은 식량 접근의 주된 위협으로 작동한다. 또한 극단적인 기후 관련 

재난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그림 12 참조>.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아프리카의 분쟁과 식량 가격 및 기후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aleigh et al. 2015).

① 아프리카에서 분쟁은 식량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는 다시 정치적 폭력 발생률을 증대시킨다. 

② 기후변화는 정치적 폭력 발생률과 약한 수준의 직접적 효과를 지닌다.

③ 기후변화는 식량 가격의 증대 효과를 통해 분쟁 발생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④ 정부와 안정된 시장은 기후변화 관련 음(-)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⑤ 기후변화가 사회와 경제 및 정치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지역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 12>  최빈개도국(LDC)에서 나타난 극단적 기후 관련 재난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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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CTAD(2019).

5. 시사점과 결론

  지속가능발전 제2 목표(SDG 2)인 기아 종식과 식량안보 및 영양 개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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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장 신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의사결정

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이다. 그러나 농업과 농산물은 종종 시장실패에 직면

한다.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는 공익적인 특성의 다원적인 서비스가 농업과 농촌을 통해 

창출되고 제공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시장

신호를 왜곡함으로써 결국 생산자나 소비자의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결정을 초래하기도 한

다. 특히 식량안보 문제는 개인이나 가구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와 세계 전체의 범주에서 

인류의 행복한 삶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므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임송수 2018).

  이 UNCTAD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사항은 식량안보나 지속 가능한 농업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이 필요하나 지나친 보조는 시장의 유인책과 무역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특히 식량안보에 취약한 개도국이나 저소득 사람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한 점이다. 기존 선진국의 농업 및 무역정책 조치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의 정책 또한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다. 최근에 국제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일부 국가의 농업보조가 늘어나는 경향은 아직 가격 

움직임을 상쇄하기 위한 보조정책이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뜻한다. 

  2019년 초에 미국의 승소로 종료한 미국과 중국 간 농업보조 WTO 분쟁사건(DS 511)12)은 

세계 주요 농산물 무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과 그 농업보조 정책에 대한 미국 

등 전통적인 농산물 수출국의 견제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인도의 식량안보 관련 제도에 대해

서도 2013년 WTO 발리(Bali) 각료회의는 해당 공공비축제도를 분쟁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평화조항(peace clause)에 합의하였으나, 그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이 

지금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식량 가격은 식량 접근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인이므로 정부뿐만 아니라 FAO 등 여러 

국제기구가 관련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한 FAO의 식량 

가격 변동성에 관한 지표는 식량 가격의 이상 징후를 포착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계 신호를 

발동함으로써 개도국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세계나 국가수준

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 정보 구축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소규모 농가나 저소득 

가구가 합리적인 생산 및 소비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12) (https://bit.ly/2onoRUT)(검색일: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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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SDG 2를 달성하려면 앞서 밝힌 다양한 정책 노력과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다. 

그 소요 비용을 산출한 연구들이 있어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채택한 분석 모형이나 

기아 종식 목표에 따라 산출한 비용이 다르다. 2030년까지 완전히 기아를 종식하는 목표로 

식량농업기구(FAO)13)와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14) 및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15)이 제시한 비용은  연간 2,650억 

달러이다. 이는 빈곤선 밑에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전 수입을 제공하여 빈곤 격차(poverty 

gap)를 해소하고, 관개시설, 유전자원, 기계화, 농산물 가공, 하부구조 구축, 제도적 환경 

설정, 농업 R&D 등 빈곤층 성장을 위한 공공 투자를 포함한 산출이다. 기아율 5% 목표아래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16)가  산출한 비

용은 연간 100억 달러 혹은 520억 달러이다. 세계은행의 영양을 위한 투자계획(Investment 

Framework for Nutrition)17) 아래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70억 달러로 제시하였다.

<표 5>  기아 종식에 필요한 비용

모형 기관 질문과 이행 기간 투자 기아 목표 연간 비용

기아종식

FAO

IFAD

WFP

2030년까지 모든 나라

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

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이전 비용과 투자가 얼

마인가?

빈곤 격차를 메우기 위한 

이전 수입; 관개, 유전자원, 

기계화, 농산물 가공, 하부

구조, 제도 및 농업 R&D 등 

빈곤층을 위한 공공투자

기아 종식

2,650억 달러

IMPACT IFPRI

2030년까지 주어진 단

수 증가 목표 달성을 위

한 투자를 기아가 얼마

나 감소시킬 것인가?

농업 R&D; 관개 확충; 물 

사용 효율; 토양관리; 하부

구조

5% 기아율; 기후변화 

효과 포함
520억 달러

MIRAGRODEP
IFPRI-

IISD

2030년까지 모든 취약

가구 대상으로 기아를 

종식하는데 필요한 최소 

비용은 얼마인가?

사회안전망; 농가 지원; 농

촌개발

5% 기아율; 가구수준

에서 목표한 조치를 

시행하는 상향식 접근
110억 달러

영양을 위한 

투자계획

세계

은행

목표 영양개입(미량영양소

와 단백질 보충, 건강과 위

생 촉진, 보완식품); 영양에 

민감한 분야 선정(주식 강

화, 수유를 위한 정책)

아동 발육부진 40% 

감축; 여성 빈혈 50% 

감축; 완전 모유 수유

율 50% 증대; 아동 체

력 저하율 5%

70억 달러

자료: IFPRI(2018), p.3.

13) (www.fao.org)

14) (www.ifad.org)

15) (www.wfp.org)

16) (www.ifpri.org)

17) (https://bit.ly/328COEO)(검색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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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농업생산성 보고서 발표

� 최근 발표된 세계농업생산성(Global Agricultural Productivity, GAP)보고서에 따르

면 세계 농업의 생산성은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식량, 사료, 바이오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농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63% 수준으로 2050년까지 증가

하는 세계인구 약 100억 명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률 1.73% 보다 낮은 수준임.

� GAP연구원들은 세계 농업의 생산량 증가 속도가 느리다고 5년 연속 주장하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의 현재 농업성장률은 0.96%로 3년 전 1.5% 보다 낮아짐. 

� 이러한 생산성 격차가 지속된다면 환경의 지속가능성, 농업부문의 경제 활력, 빈곤, 

영양실조, 비만인구 감소 전망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함.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이 넘는 인구가 굶주림에 시달리

고 있으며, 6억 6,000만 명의 성인과 1억 2,000만 명의 아이들이 비만임.

� GAP 연구 목표는 토지, 노동, 비료, 사료, 기계류 및 가축과 같은 농업 투입물이 식품, 

사료, 섬유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환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임.

� GAP 연구진은 농업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수확량과 영양 품질 개선을 위한 

공공 연구에 투자하고, 과학기반 기술에 투자 지원, 도로 및 관개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전략 등을 강조함.

- 또한 NGO 및 개발기관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

에게 식량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국제무역을 육성할 것을 제안함.

� GAP연구원들은 생산량이 효율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식량과 농업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더 많은 토지와 물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기후변화로 이미 위협을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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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 기반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함.

- 이 보고서는 지속 불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지하지 않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축과 

식량 소비의 전환을 요구함.

�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의 생산량 향상은 비료 및 경작지 등과 같은 투입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생산량, 즉 농작물 또는 가축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에 근거함.

- ‘Bayer Crop Sciences’ 및 ‘Corteva’와 같은 농식품 기업이 지원한 이 보고서는 

농약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함께 유전자변형 작물이 이러한 노력의 핵심이 될 것이

라고 제안함.

� EU회원국들은 EU 내 GM작물 재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GAP 권고안을 따르는 것이 

난제가 될 수 있음. 

- EU 입법자들은 농약 사용의 증가가 생물다양성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함.

- EU집행위원회 의장(Ursula von der Leyen )은 ‘zero-pollution’을 목표로 농업

에서의 농약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로운 농약 사용을 줄이고, 저위험의 대안을 

장려하는 정책을 골자로 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1859/Food- 

production-is-not-increasing-fast-enough-to-feed-the-world—report) 

(2019.10.16.)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사례*1)

�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해감에 따라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첨단기술 활용이 확대되

고 있음. 

-스마트 기기가 증가하고 ICT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른 

형태인 비정형 데이터로 수집되고 저장되어, 정보의 검색 및 발굴, 분석이 어려운 

 * 나명환(전남대학교 통계학과 농업빅데이터연구실 교수)(nmh@chonnam.ac.).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 평가원(R&D브리프 2011),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이슈분석보고서 2010) 등 국내자료와 Science and 

Technology offic(2018), Geoff Sawyer & Marc de Vries & Nikolay Khabarov(2018)등의 외국자료를 정리하여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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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규모의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음. 

� 빅데이터의 활용은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농업인들은 작물을 재배하는 전 과정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

마트제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좋은 생산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력 절감뿐만 아

니라 생산량 향상 및 품질향상을 하고 있음. 

- 농업인들은 온실에서 사물인터넷기술 (IoT)을 통해 온·습도, CO2 등 농작물의 생

육 및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

을 원격으로 자동 제어하고 있음. 

�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에서는 스웨덴의 Agritech Inovation A에서 개발한 

Swedeponic 시스템을 이용한 식물공장을 운영하여, 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해 부가가

치가 높은 허브류를 생산하고 있음.

- 자동재배 베드 이송시스템, 자동 스페이싱, 로봇을 이용한 자동정식체계를 비롯한 

파종, 정식, 수확, 포장과정에서 자동화로 인력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장 내 

온도관리는 대부분 지열히트펌프방식을 채택하여 냉난방을 운영함. 

- 수경재배방식은 박막수경(Nutrient Film Technique, NFT) 방식을 채택하고 순

환식 수경재배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친환경방식을 채택하고, 사용하는 광원은 대부

분 고압나트륨 등을 사용함.

� 일본은 Smartagri 시스템을 통해 농업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식물생산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식물공장에서 온·습도, 조도 등 환경 센서로 부터 수집된 온실의 정보를 

이용한 스케줄링 소프트웨어로 상추, 토마토 등 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하고, 인공광 

등을 이용하여 최적 재배환경을 만들어 농업의 공업화를 이루고 있음.

�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은 벨기에의 Hortiplan사에서 개발한 

Hortiplan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추를 비롯한 엽채류 재배 및 일부 허브생산에도 활용

하고 있음. 

- Hortiplan 시스템은 재배베드 자동이송 시스템(Mobile Gully System, MGS)을 

중심으로 묘 자동 이식로봇, 자동 재식거리 조정방식, 재배베드가 수확장소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수확체계를 채택하여 최소의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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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에서는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노지재배 작물의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과거 자료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작물의 수확량을 향상시키고 병해충을 관리

하며, 화학품 적용을 최적화하고 있음. 또한 머신러닝기법을 도입하여 병해충 또는 

가뭄 및 홍수 등 작물을 재배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를 감지하고 있음.

� 일본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을 정부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중임.

- 전략적 혁신 창조프로그램(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s, SIP)을 

통해 일본 정부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IoT, 로봇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성 향상과 비용 

감소를 이루고,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고자 함.

� 스마트 농업은 2016년에는 104억 엔 시장규모이나 2023년에는 3배인 330억 엔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일본 훗카이도대학교(Hokkaido University)의 VeBots(Vehicle Robotics Laboratory)

에서는 사람이 운전하여 수행하는 일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트랙터를 

개발함. 

�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인 Blue River Technology사는 빅데이

터 기술을 활용하여 식물체 이미지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즉각적으로 식물체와 잡초를 

구분하여 제거하는 기술인 Lettuce Bot을 개발함.

※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1. R&D 브리프. 월간저널 제17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0. 이슈분석보고서 제3호: 식물공장,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이용범 & 최기영. 2010. 선진국의 식물공장 현황. 바이오인. 

Geoff Sawyer & Marc de Vries & Nikolay Khabarov. 2018. A Case Study 

Farm Management Support in Denmark. EARSC

Science and Technology Office. 2018. Agriculture in Japan New developments 

in Smart Agri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Office Tokyo. 

Steve Sonka. 2014. Big data and the ag sector: more than lots of numbers. 

IF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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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농업부 장관, 미‧일 무역협정 관련 성명 발표

� 지난 9월 25일, 미국 농업부장관(Sonny Perdue)은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함. 

- 미국과 일본 간의 협정은 미국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거래이며, 특히 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 확대는 미국 농업인들과 목장업자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임.  

- 미국은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을 통해 세 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시장의 시장 접근성

을 강화할 수 있음. 동 협정이 시행되면 미국 생산자들은 현재 일본 시장에서 특혜 

관세가 있는 국가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임.  

� 미‧일 무역협정에 따르면 일본은 관세를 철폐하거나 의미 있는 관세 인하 또는 낮은 

관세(일반적으로 무관세)로 특정 수입량을 허용함으로써 미국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함.

- 미‧일 무역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은 일본이 포괄적‧잠정적 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 TPP)에서 회원국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관세 수준임.

� 일본이 2018년 수입한 미국산 식품 및 농산물은 141억 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52억 

달러는 이미 면세였음. 1단계 관세협정에 따라 일본은 72억 달러의 미국산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게 됨.

� 관세인하: 일본은 신선 쇠고기, 냉동 쇠고기, 신선 돼지고기, 냉동 돼지고기 등 29억 

달러 상당의 축산물에 단계적인 관세 인하를 적용함. 

� 관세철폐: 일본은 아몬드, 블루베리, 크랜베리, 스위트콘, 수수, 브로콜리 등 약 13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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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와인, 치즈, 냉동가금류, 가공 돼지고기, 신선체리, 냉동감자, 계란제품, 토마

토 페이스트 등 약 30억 달러 상당의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 단계적 관세철폐를 적

용할 예정임.

� 국가별 쿼터(Country Specific Quotas, CSQ): 일부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가

별 쿼터 설정을 통해 우선적인 시장접근성이 제공됨. 일본은 미국산 메밀과 메밀 제품, 

포도당,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이눌린 등 대해 특정수량을 우대 관세율(일반적으로 

무관세)을 적용할 것임.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이번 협정은 일본이 쇠고기, 돼지고기, 유장, 오렌지, 

경주마 등의 수입에 있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은 화훼, 녹차, 제과제품, 소스류 등 약 42개의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 관세 철폐 

및 관세 인하를 제공할 것임. 

� 또한 미국은 일본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WTO TRQ(Tariff Rate Quotas)1) 총량쿼터 

물량을 수정하여, 일본산 쇠고기 생산자가 총량쿼터 물량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함.

※ 자료: USDA

(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19/09/25/secretary-perdue 

-statement-signing-us-japan-trade-agreement) (2019.09.25.)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중장기 미국 농업전망에 미친 영향*2)

�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로 인해 2018년과 2019년 USDA 농업전

망치 차이가 발생함.

- 2019년 USDA 농업전망치는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미국 대두 수출에 영향을 미

친다는 가정 하에서 산출함.

 1)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임(네이버 지식백과).

 *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의 “Long-Term U.S. Agricultural Outlook Affected Broadly by 

Uncertainty of China’s Market”(2019.9.3.)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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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중국의 보복관세가 존재하지 않았던 2018년 USDA 농업전망치는 2019년 

USDA 농업전망치와 차이가 많음.

- 2018년과 2019년 USDA 농업전망치 차이는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미국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함.

-중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의 대두 수출량은 감소하게 되고 옥수수와 면 수출량

은 증가함.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돼지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미국의 돼

지수출량은 감소하는 반면, 쇠고기 수출량은 증가하게 됨.

<표 1>  2018년과 2019년 USDA 주요상품 수출량 전망치 차이

품목 단위 2018 전망치 2019 전망치 전망치 차이

대두 MMT 68.447 60.555 -7.9

수수 MMT 7.112 3.810 -3.3

옥수수 MMT 55.883 68.583 12.7

면 Million bales 15.455 17.450 2.0

밀 MMT 27.488 27.157 -0.3

쌀 MMT 3.731 3.366 -0.4

쇠고기 TMT 1,350 1,535 185

돼지고기 TMT 3,155 3,044 -111

닭 TMT 4,053 3,801 -252

주: MMT는 million metric  tons, TMT는 thousand metric tons.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 중국 농업 통계의 불일치를 수정하면서 2019년 이전에 산출한 농업전망치와 2019년 

농업전망치는 차이가 있음. 특히, 중국 옥수수 생산량과 재고량 통계 수정으로 국제 

옥수수 시장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침.

- 2018/19년 중국 옥수수 생산량은 3,100만 톤, 재고량은 1억 4,300만 톤을 추가적

으로 통계에 합산함으로써 총 1억 7,400만 톤의 통계 불일치가 발생했음.

-통계 불일치는 2018년 10월에 개선되었으며 2019년 장기전망치부터 적용함.

�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가축 손실은 2019년 농업전망치에는 고

려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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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USDA 농업전망에서 중국의 돼지 생산량은 1% 증가하고 2019-2028년 

동안 12%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함.

- 2019년 7월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생산량은 전년 대비 32% 감소하

고,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하였음.

- 생산량 감소로 인해 중국의 돼지 수입은 200만 2,000톤으로 기존의 2019년 

USDA 농업전망치보다 많아졌음.

-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생산량 감소는 돼지 사료 감소로 이어지면서 

미국 대두사료 수출에 대한 USDA 농업전망치보다 밑돌 수 있음.

� 중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음.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가 지속되거나 철폐될 시 미국 농업 수출에 미치는 영

향이 크며, 중국 농업 통계에 대한 불일치 개선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의 보복

관세와 함께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9.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미국 가구 식량안보 조사 결과*3)

� 대부분의 미국 가구들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식량 확보와 접근이 가능하지만 식량안보에 

취약한 가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농무부는 식량영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수

준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식량안보 확대를 위한 미국 가구 식량안보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함.

�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Economic Reserch Service)에서는 2018년에 3만 7,300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식량안보 취약성으로 보일 수 있는 경험이나 행동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

- 동 설문조사는 가구당 식량안보, 식품구매지출, 연방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을 다

루는 설문조사임.

 * 2018년 미국 가구 식량안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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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적은 식량 섭취량과 불규칙한 식사 패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2만 가구 (0.6%)는 여전히 매우 낮은 식량안보를 경

험하고 있음.

� [하위집단 및 주 조사 결과] 식량안보율이 국가 평균보다 낮은 하위집단과 주가 존재함.

- (하위집단) 연방 빈곤선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가구, 자녀를 홀로 키우는 가구, 흑

인과 히스페닉 가구 등이 식량안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주마다 큰 편차) 식량안보율이 주마다 크게 편차를 이루는데 뉴햄프셔주는 7.8%인 

반면, 뉴멕시코주는 16.8%로 미국 주마다 식량안보율의 차이가 큼.

- [식품 지출, 연방 영양지원 프로그램 참여 조사 결과] 가구마다 소득 대비 식품 지

출의 비중 차이가 있고, 식량안보에 취약한 가구는 한 번 이상의 연방영양지원 프

로그램에 참여함.

- 식량안보 안정 그룹의 중앙값에 해당하는 가구는 식량안보 취약 그룹의 중앙값에 

해당하는 가구보다 평균 21% 정도 더 식품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지에 답변한 식량안보 취약 가구의 65%는 1회 이상의 연방영양지원프로그램

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연방영양지원프로그램에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학교점심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이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9.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2017년 미국 식품소매가격 하락*4)

�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는 식품소비자물가지수 분석 결과, 2016년 이전까지 식품소

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Amber Waves: Retail Food Price Inflation Has Slowed Over 

Time(2019.7.)과 Factors Impacting Grocery Store Deflation: A Closer Look at Prices in 2016 and 

2017(2019.4.)”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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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은 전년 대비 식품소매가격이 4.8% 증가하였으며, 2012년은 전년 대비 

2.5% 증가함.

- 식품소매가격 변동은 주로 유가와 같은 생산요소가격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음.

-특히, 1999-2018년 식품소매가격 최대 증가 폭은 2008년 6.4%였으며, 같은 연도

(2008년) 곡물, 쌀, 유지작물의 가격상승에 영향을 받았음.

� 반면, 2016년 식품소매가격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2017년은 전년 대비 

0.2% 감소함. 농업경제연구소는 가격하락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 2015-2017년 동안 미국 내 육우와 계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시장가격 하락과 국

제유가 하락이 평균 식품소매가격 하락을 견인하였음.

- 또한 2014년 이후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해 농산품 수입품의 상대가격이 하락함.

- 동기간(2015-2017년)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 심화도 가격 하락요인이 됨. 식품소매

상의 식품 대량포장판매(bulk)와 인터넷 식품구매와 같은 소비자들의 식품구입경로 

다변화도 가격하락에 영향을 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0.0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에탄올 생산 부산물인 DDGs 증가 추세*5)

� 2005년부터 시작된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Renewable Fuel Standard)를 통해 에탄

올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함.

- 2017/18년 에탄올 생산량은 45억 갤런으로 2005년 대비 288% 정도 증가함.

� 에탄올을 생산하면서 에탄올의 부산물인 DDGs의 생산량도 함께 증가함.

- 2005/06년 미국 에탄올 부산물인 DDGs 생산량은 900만 톤에서 2017/18년에는 

3,850만 톤으로 약 318% 증가함.

- 2018/19년 에탄올로부터 생산되는 DDGs는 3,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의 “Dried Distillers Grains(DDGs) Have Emerged as a Key Ethanol 

Coproduct”(2019.10.1.)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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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Gs 무역 증가세도 두드러짐.

- 2005/06년도 미국 에탄올 부산물인 DDGs 수출은 120만 톤, 2017/18년에는 

1,200만 톤으로 10배 증가하였음.

- 주수입국은 멕시코, 태국, 베트남으로 가축사료로 수출됨.

� 미국 에탄올 부산물인 DDGs 생산 및 수출은 가솔린이나 에탄올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0.1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이탈리아,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 이탈리아 경제금융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 최근 발간한 2019

년 국가경제금융문서(Documento di economia e finanza, DEF)에 식품 원산지표

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함. 

- DEF는 중기 재정 및 경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이탈리아의 주요한 정책 수단임

- 최근 발간된 DEF에는 유럽 및 국가 차원의 공동 노력을 통해 식품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이탈리아산 제품의 원산지 표시 강화는 농식품 및 농업부문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임. 

원산지 표시 강화를 위한 유럽 및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임.  

� 이탈리아 농민단체 ‘Coldiretti’는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환영하

며, 신속한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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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농민단체에 따르면, EU 식량정책은 생산자의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해 불확실

하고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신선육류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

여야 하지만, 살라미(salami) 등과 같이 가공된 육류제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신선 

과일에는 원산지 의무 표시를 적용하나 과일즙에 사용되는 과일이나 꿀, 설탕 등에는 

명확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규정하지 않음. 

� 또한 이 단체는 이탈리아 농업인들은 식품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국가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정확한 정보에 따른 구매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함.

� 이탈리아 농식품시장연구소(ISMEA)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인의 약 

93%는 식품의 원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약 73%는 이탈리아에

서 제조되는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1792/Italy-pledges

-to-strengthen-food-origin-labelling) (2019.10.10.)

프랑스 농업인, EU 무역협정에 대해 항의

� 지난 10월 8일, 프랑스 농업인연맹(French National Federation of Farmers)과 젊은

농업인연합(Young Farmers Union)은 약 1만 명의 농업인들을 거리로 불러 모음.

- 농업인 연합들은 EU-캐나다간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인 CETA와 브라질, 파라과

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의 EU-Mercosur협정 등과 같은 국제 무역협정을 프랑

스 정부가 거부할 것을 요구함.

� 농업인연맹들은 언론 성명을 통해 EU가 체결한 CETA, Mercosur와 같은 무역협정은 

유럽에 저렴한 수입품이 넘쳐나 프랑스 농업을 약화시키는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농업인들은 이미 농업부문의 낮은 이익, 부족한 투자와 혁신 

등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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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농업인연합의 사무총장(Jeremy Dutor)은 이 항의는 농업인들이 처한 현실과 고통

을 정부와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함이며,  농업의 미래를 위해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함. 

� 이 시위는 또한 농업인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가축처리에 따른 영향 등으로 농업

이 비판받는 것을 항의하는 것으로 이어짐. 프랑스 농업인들은 환경단체나 동물단체 

등 운동가들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일부 집단은 농장에 무단 침입을 하는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함.

� 농업인연맹들은 프랑스 정부와 소비자들에게 농업을 보호하고, 더 많은 국내 농산물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1779/10000-Fre

nch-farmers-protest-against-CETA-and-Mercosur-deals) (2019.10.09.)

EU, 농산물의 가격 투명성 강화 조치 도입 결정*6)

� EU집행위원회는 2014년부터 공정한 농식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음.

- 2016년에는 유통과정에서 농업인의 역할 강화를 위해 농산물 시장 태스크포스(TF)

를 구성하였고, 같은 해 11월 세 가지 권고사항(불공정관행 금지, 생산자 조직화, 

시장 투명성 강화)을 발표하였음. 2017년에는 각 권고사항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와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2018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시민들의 

88%가 유통과정에서 농업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음.

� 2019년 9월 11일 EU 집행위원회는 가격 투명성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의 유통

단계별 가격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음. 실제 도입 시기는 2021년 1월 1일로 예상됨.

-대상 품목은 축산물, 유제품, 와인, 곡류, 유지종자, 두류작물, 과일, 채소, 올리브

유, 설탕임.

 *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Fairness in the food supply chain: commission welcomes Member States’ support 

for greater price transparency”(2019.9.11.)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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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결정 과정 확인을 위해 각 유통단계별 농산물 가격 정보 수집이 강화됨. 수집된 

데이터들은 농식품 데이터포털(Agri-food data portal)과 유럽연합 시장관측(EU 

market observation)에 게시될 예정임.

-데이터 수집은 기존에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시스템과 절차들을 따를 것이며, 각 회

원국은 가격과 시장 데이터를 수집할 책임이 있으며, 비용과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

해 집행위원회에 대표가격(representative price)을 보고하기로 하였음.

� 현재도 농산물 시장에 관해 상당한 양의 정보(생산, 소비자 가격, 생산량, 교역량 등) 

이용이 가능하나,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의 유통단계별 시장정보는 거의 없으며, 이에 

따른 정보비대칭은 농업인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또한 가격 투명성 강화는 경제주체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며, 가격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유통절차를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9.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영국, 도시와 농촌 간의 디지털 격차 지속*7)

� 영국 환경식품농촌위원회는 2015년 농촌의 광대역 통신망(broadband) 구축 미비로 

농촌경제 위축과 농촌 소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이후 광대역 통신망과 무선 

커버리지(mobile coverage)가 확대되었으나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하였음.

-특히 접근성이 낮은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광대역 통신망 시설 미비와 좁은 

커버리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영국 정부는 광대역 통신망의 보편적 공급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USO)

에 따라 요청이 들어온 지역에 광대역 통신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2020년 3월부터 

요청 가능), 다양한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농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영국 하원 환경식품농촌위원회(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committee)에서 발표한 “An Update on 

Rural Connectivity”(2019.9.11.)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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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서비스 요청 지역에 한 달 45파운드를 지불할 경우 최소 10Mbps 이상의 

업로드/다운로드가 가능한 연결망 상태를 보장해 주어야 함.

- 2018년 7월 18일에는 완전한 광케이블(full fiber) 설치와 5G 기술 정착에 대한 

국가 비전을 담은 보고서(Future Telecoms Infrastructure Review, FTIR)를 발

표했음. 보고서에서는 연결성이 낮은 하위 10% 지역(주로 농촌, 도서 지역)을 선정하

고 광케이블 설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outside-in’ 방식으로 

이들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도-농간 디지털 격차는 지속적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디지털 격차의 심각성과 규모, 포괄적 비용 등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정책은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

면서 디지털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음.

-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USO) 역시 실제로는 ‘보편적’이지 않으며, 현재 최소 속

도 기준(10Mbps)은 너무 낮게 설정되었음.

- 2025년까지 완전한 광케이블을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

은 상황임.

� 정부와 무선통신망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촌 로밍2)(rural roaming)

이 농촌의 낮은 커버리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9.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농업지식혁신시스템에 관한 보고서 발간*3)

� EU 집행위원회는 4번째 농업지식혁신시스템(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 AKIS)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발표함. 이 보고서는 EU집행위원회가 지난 

 2) 고객이 가입한 이동통신사가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으로 고객이 이동하였을 때, 다른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Knowledge and innov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food 

and farming”(2019.9.26.)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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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작업한 것으로, 유럽연합 전반에 걸쳐 농업부문의 지식 창출과 혁신 과정을 통합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현재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농업정책

(CAP) 개혁 논의에도 참고가 될 것임.

- EU집행위원회는 지식 창출과 혁신을 공동농업정책이 추구해야 할 범분야적(cross- 

cutting) 목적※으로 선정하면서, 현재와 미래에 농업·농촌이 당면한(혹은 하게 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하나의 분야로 다루기보다 모든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

해야 하는 목적임을 뜻함.

� 다양한 주체들(연구자, 지도기관, 농업인, 임업인 등)이 농업혁신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

은 프로젝트 결과가 빠르고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의 농업지식혁신시스템은 충분히 통합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인과의 교감을 통한 상향식 혁신 방식을 의미함. 연구자-현장과의 연계성을 강

화할 수 있음.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EIP-AGRI)’의 

운영그룹(Operational Groups)과 ‘Horizon 2020’의 다주체 참여방식(Multi-Actor 

Approach, MAA)을 예로 들 수 있음.

- 농업지식혁신시스템의 성과는 회원국마다 크게 달랐으며, 때로는 같은 국가 내에서

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또한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 결과물들은 많았으나, 분절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실제

로 활용되기 어려웠음.

� 농업지식혁신시스템의 통합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식 교환과 혁신과

정이 보다 조직적이고 빠르게 나타나도록 할 수 있음. 무엇보다도 중복 방지와 비용 

감소에 효과적일 것임.

- 장기적으로 농업지식혁신시스템의 통합성 강화는 농업 지식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져 회원국 간 지식의 공유를 장려하는 동시에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농업인 

수요에 구체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업이 보다 적응력이 높고, 탄력적인 분야로 발

전하는 데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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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서는 개별 회원국들이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수립 

시, 국가별 농업지식혁신시스템의 구조와 주체들 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기술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6월에 발표된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9개의 공동농업

정책 목표 달성방법에 대해 각자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 또한, EU 집행

위원회는 단일시장의 일관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각 회원국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

할 권리가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0.0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2018년 공동농업정책 회계 감사 결과 발표*4) 

� 유럽연합감사원(European Copurt of Auditors)은 2018년 공동농업정책 지출 내역

(총 약 581억 유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공동농업정책은 ⅰ) 활력적인 농식품 생산, ⅱ)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ⅲ)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크게 직접지불, 시장조치, 농촌개발프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직접지불]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항목에 포함된 예산의 72%가 직접지불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합정책관리시스템(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IACS)과 토지구획식별시스템(Land Parcel Identification System)3)을 통

해 직접지불을 관리함. 결과적으로, 직불금 지급에 관한 오류(material error)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개발프로그램, 시장조치] 농촌개발과 시장조치의 자격조건(eligibility conditions)

이 복잡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유럽연합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이 발표한 “2018 EU audit in brief: Introducing the 2018 annual 

reports of the European Court of Auditors”(2019.10.)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3) 농업인이 의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하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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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적격한 수혜자4), ⅱ) 면적이나 가축 수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 ⅲ) 보조

금 수령 조건이 되는 의무(상호준수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 [성과 평가] 농촌개발프로그램 상의 조치들은 대체로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왔으나 비용

단순화(simplified cost option)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평가지표(CMEF 등) 

중 일부는 정책 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용단순화는 농촌개발 정책을 위한 새로운 비용변제 방식을 의미함. 오류가 발생

하기 쉬운 발생원가 기준으로 비용을 변제하지 않고 단위 비용의 표준 척도 방식, 

총액 지불 방식, 고정 비율 자금조달 방식과 같은 단순화된 방식을 따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0.1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일본 인구감소지역 대책 입법 동향*5)

� 일본은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지역인구의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을 마련해 오고 있음.

-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이 있는데, 이 법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해 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함.

- 과소(過疎, depopulation)란,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 및 생산기능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지역을 과소

 4) 예를 들어, 중소농 지원 자금 수령을 위해 실제로 같은 회사임에도 다른 회사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사례가 있었음.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일본 인구감소지역 대책 입법동향,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최근 개정을 중심

으로”(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vol.04, 2019.9.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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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라 부르고 있음. 과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지역

산업경제의 침체와 농어촌의 경우 황폐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도시지역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이는 특징이 있음.

� 일본의 과소 시정촌(市町村)5)은 2018년 4월 1일 기준 817개로 전국 1,719개 시정촌 

중에서 약 47.5%에 해당되며, 과소 시정촌의 인구는 약 1,087만여 명으로 전국 인구의 

8.6%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일본 국토의 59.7%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일본의 시정촌 현황(2018. 4월 기준)

구분 시정촌수 인구 면적

과소지역 817개 (47.5%) 10,878,797명 (8.6%) 225,468㎢ (59.7%)

비과소지역 902개 (52.5%) 116,215,948명 (91.4%) 152,503㎢ (40.3%)

전국 1,719개 (100%) 127,094,745명 (100%) 377,971㎢ (100%)

주 1) 시정촌수는 2018년 4월 1일 기준이며, “과소 시정촌”의 수는 ① 과소지역 시정촌, ② 과소지역으로 간주되는 시정촌, 

③ 과소지역으로 간주되는 구역이 있는 시정촌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2) 인구와 면적은 2015년 국세조사자료임.

� 일본은 1955년 산업화가 본격화된 이래 1960년 이후부터 동경권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자 동경권을 제외한 지역이 낙후·과소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기반

을 강화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됨.

- 이를 위해 1970년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을 제정했고, 1980년에는 「과소지역

진흥특별조치법」으로, 1990년에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으로, 2000년에는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고 지원정책을 추가해 지역활성

화 시책을 추진함.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은 인구의 현저한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 정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지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특별조치를 강구하고, 해당 지역들의 자립을 촉진함으로

써, 주민복지 향상, 고용 증대, 지역격차 시정 및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5)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2층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시정촌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이고,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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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률(「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총 34조로 구성되며, 과소지역의 요건(제2조), 

과소지역자립촉진계획(제5조~제9조), 과소지역자립촉진을 위한 재정상의 특별조치(제10

조~제13조), 그리고 과소지역자립촉진을 위한 각종 특별조치(제14조~제31조)가 규정됨.

� [특별조치] 행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행정지원) 도로의 정비, 공공하수도 정비, 의료의 확보, 고령자 복지증진, 교통 

확보, 교육의 내실화, 지역문화진흥, 국유임야의 활용 등이 있고, (금융지원) 농림어업

공고(公庫)와 주택금융공고에서 자금대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부 등이 있으며, 

(세제지원) 지방세의 과세면제 등이 있음.

� [최근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일본은 2017년 3월 31일자로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

치법」을 일부 개정·공포하였으며, 과소지역 지원의 실시 상황을 감안하여 과소지역의 

선정 요건을 추가하고, 지원정책을 일부 변경 및 추가함.

-첫째, 과소지역의 선정 요건 추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신설)함. 법에서는 구체적

으로 과소지역의 선정 시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최신 연

도가 추가됨. 기존의 제1호는 1960~1995년(35년간), 제2호는 1960~2005년(45

년간), 제3호는1965~2010년(45년간)을 대상으로 과소지역을 선정했으며, 이번에 

신설된 제4호에서는 1970~2015년까지 45년간을 적용 범위로 정함.

<과소지역의 추가 선정 요건(2017년 3월 개정)>

◈ <법 제2조 제1항 제4호 신설>

다음의 ① 인구요건(가~라 중 하나에 해당) 및 ② 재정력 요건에 해당되는 시정촌은 과소지역으로 선정

① 인구요건: 1970~2015년까지 45년간 인구감소율 기준으로서

가) 인구감소율 32% 이상

나) 인구감소율 27% 이상이고, 2015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6% 이상

다) 인구감소율 27% 이상이고, 2015년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11% 이하

라) 1990~2015년(25년)간 인구감소율 21% 이상인 지역

      ※ 단, 가), 나), 다)의 경우 1990~2015년(25년)간 인구가 10% 이상 증가한 지역은 제외

② 재정력 요건: 2013년~2015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0.5 이하

-둘째, 과소지역의 자립촉진을 위한 지방채의 대상 경비에 시정촌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나 전문대학 등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추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신설6))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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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감가상각(減価償却) 특례 및 지방세 과세 면제 등의 조치 대상이 되는 업종

으로 정보통신기술이용사업은 폐지하고, 농림수산물 등 판매업7)을 추가하였음(법 

제30조, 법 제31조 개정).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9.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지역 인구와 마을 미래예측(2045년 농촌구조)*8)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촌의 자원 유지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농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음. 그중에서 농촌 지역 인구 및 마을 미래예측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농촌 지역 인구 추이와 미래예측] 지역 유형별로 인구감소 진행에 차이가 나타남.

- 일찍이 인구감소 시기에 들어선 산간 농업지역(경지율 10% 미만, 임야율 80% 이

상)은 1970년 이후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구감소가 심화될 

것이며, 2015년부터 2045년까지 30년간 산간 농업지역은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

고 과반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전망임.

- 평지 농업지역(경지율 20% 이상, 임야율 50% 미만)에서도 인구의 30% 이상이 감

소하고 고령화율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 [농촌 마을구조 현황과 변화] 전국의 평균적인 농촌 마을구조는 세대 수 50호(농가 

11호), 인구 174명, 고령화율 35%, 경지면적 17ha임.

-중산간 지역의 농촌 마을은 규모가 작고 고령화도 진행되어 있으며, 특히 산간 농

업지역은 세대 수 및 인구 감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

-모든 농촌 마을의 농가 수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평지 농업지역을 제외한 

 6) 제18호는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의무교육 학교 및 공립 유치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이고, 제19호

는 ‘공립 전수학교 및 각종 학교’

 7) 농림수산물 등 판매업이란 과소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 또는 해당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것을 

매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함.

 * 일본 농림수산성 「農村地域人口と農業集落の将来予測―西暦2045年における農村構造-」(2019.8.30.) 내용을 중심으

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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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역의 판매농가8) 수는 한 자릿수임. 특히 산간 농업지역의 농가 수는 마을당 

4호로 크게 감소하고 있음.

� [마을 변화와 활동상황] 최근 5년간 40% 이상의 마을에서 세대 수가 감소하여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마을에서 인구가 감소하였음.

- 또한, 2015년 마을조사 결과에서 인구규모가 작고 고령화율이 높은 마을일수록 마

을 활동9)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특히 인구가 9명 이하인 마을에서는 활동이 현

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마을 인구 규모와 연령 구성 예측] 코호트분석10)을 통해 30년 후(2045년)의 마을인구

를 추계하면 아래와 같음.

- 마을 소규모화에 의해 ‘인구 9명 이하’의 마을이 전체의 마을 중 9%, 산간 농업지

역에서는 25%를 차지할 것이며,

- 마을 소규모화와 함께 세대원의 고령화 가속으로 마을 인구의 과반이 65세 이상인 

마을(고령화율 50% 이상)이 산간 농업지역에서 65%, 중간 농업지역(임야율 50~ 

80%)에서는 5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존속 위기 마을11) 추계] 약 14만 곳의 마을 중 존속이 위태로운 마을이 2015년에는 

2,000곳이었으나 2045년에는 1만 곳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향후 30년간 인구가 현재의 1/3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 수가 3만 곳(전

체 마을의 23%) 이상, 전체 마을 중 마을 인구의 2/3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화 마을이 4,000곳에서 2만 7,000곳으로 증가하고,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없는 

마을도 9,000곳에서 3만 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홋카이도, 이시카와현, 와카야마현, 시마네현, 야

마구치현, 도쿠시마현, 에히메현, 고치현, 오이타현이 2045년 존속 위기 마을 비율

이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9.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전체 농가 중 자급 농가를 제외한 농가(경지면적 30a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 금액 500만 원 이상)

 9) 농업 생산에 관한 모임, 농수로 보전 및 관리 등

10) 관찰 대상자를 태어난 시기별로 구분하여 라이프스타일, 행동, 의식 등에 따른 소비 동향 분석

11) 인구가 9명 이하이며, 고령화율이 50% 이상인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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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收入)보험 개선*12)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한 가지 기준으로 적용되던 농산

물 수입보험을 2020년부터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액) 감소율에 따른 3가지 유형을 

신설하여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하였음. 이를 통해 보험료는 현행 대비 최대 40%까지 

저렴해짐.

- 농산물 수입보험은 2019년 1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보험기간 동안 생산·판매하는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수입액이 과거 5년간 평균 수입액의 90%를 밑도는 경우 

감소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보상함.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본형은 기준수입이 1,000만 엔인 농가가 보험기간12) 중 수입액

이 900만 엔을 밑돌 경우, 보전금을 통해 810만 엔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음. 신설된 

3가지 유행은 아래와 같음.

- (유형 ①)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이 900만 엔을 밑돌면서 기준수입 대비 수입 감소

율이 50% 이하인 경우. 보험료는 현행 대비 약 10% 저렴한 7만 엔

- (유형 ②)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이 900만 엔을 밑돌면서 기준수입 대비 수입 감소

율이 40% 이하인 경우. 보험료는 현행 대비 약 20% 저렴한 6만 2,000엔

- (유형 ③)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이 900만 엔을 밑돌면서 기준수입 대비 수입 감소

율이 30% 이하인 경우. 보험료는 현행 대비 약 40% 저렴한 4만 4,000만 엔

� 도입 첫해인 2019년에 10만 경영체가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실제 가입 수는 

2만 3천 경영체로 목표의 1/4 수준에 그침.

- 이에 따라 농가에서 저렴한 보험료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을 수용하여 보상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여 농가 부담을 줄여 제도 가입을 촉진하고자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9.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본 농림수산성 「収入保険制度の導入及び農業共済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검색일 2019.9.24.), 일본농업신문 「収入

保険　料金下げ 20２０年　新メニュー　補償に応じ３段階　加入増へ農水省」(2019.9.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

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12) 개인의 경우 1월~12월, 법인의 경우 각 법인이 설정한 사업연도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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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식품 동향*13)

�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2019년 7월 소비자 동향조사를 시행하였음. 그 결과 소비자들

이 식품을 구매할 때 ‘경제성’, ‘간편성’, ‘건강’을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현재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지향하는 사항으로 2반기(半期) 연속으

로 성장했던 ‘건강지향’(43.8%, 이전 조사 대비 △2.8%p)은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

서 ‘경제성 지향’(38.1%, 이전 조사 대비 +1.2%p)과 ‘간편화 지향’(33.4%, 이전 조

사 대비 +2.2%p)이 증가하였음. 또한, ‘국산지향’(14.3%, 이전 조사 대비 △

1.3%p)은 4반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세대별] ‘건강’,‘안전’, ‘국산’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향하는 경향이며, 반면 ‘경제

성’, ‘간편화’, ‘맛’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향하는 경향을 보였음.

� [국산식품 확인 여부] 식료품 구매 시 국산식품 확인 여부에 대해 ‘확인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3.2%(이전 조사 대비 +0.9%p)로 최근 3반기 연속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며, 

외식 시 ‘확인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이전 조사 대비 △2.5%p)로 2016년 7월 

본 조사를 시작한 이후 국산품인지 확인하는 경향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국산식품 인식] 국산식품 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64.5%(이전 조사 대비 △

0.1%p)로 이전 조사와 비슷했음. 이는 2008년 본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값으로 

국산식품의 가격이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예전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국산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로 매우 낮아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수입식품 인식]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3%(이전 

조사 대비 △1.7%p)로 8반기 연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이는 2008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값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완화되는 추세임.

 * 일본정책금융공고 「国産食品へのプレミアム感 薄まる傾向~高齢世代は健康志向、若者世代は経済性志向~<令和元年

７月消費者動向調査>」(2019.9.3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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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허용도] 수입식품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가격 차이라면 국산식품을 선택할 것인

지 가격허용도를 조사한 결과, 다소 비싸도 국산품을 구매하겠다는 비율은 57.9%로 

과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완만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한편, ‘굳이 국산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됨’은 16%로 전자에 비해 낮지만 비율이 완

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0.0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일 무역협상*14)

� 미국과 일본 양국 대표는 2019년 10월 7일 워싱턴에서 미·일 무역협상에 정식 서명하

였음. 일본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미국산 쌀에 

대한 관세 철페는 보류함.

- 미국은 본 협상을 대통령 특례조치를 통해 발효시킬 예정이며, 일본은 임시국회에

서 승인되면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 TPP 교섭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던 자동차·부품 관세에 대해서는 합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철폐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보류되었음.

- 농산물은 미국산 쌀과 제조품을 포함하여 관세 인하·철폐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TPP에서 허용했던 무관세 7만 톤의 기준 도입은 이번 협상에

서는 보류됨.

- 소고기, 돼지고기, 와인 등 단계적 관세 인하 품목은 협상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TPP 가입국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함. 한편, 소고기 세이프가드는 2022년 상반

기까지 TPP를 수정하여 TPP 발동 기준 수량에 미국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단, TPP 회원국이 협의에 응할지는 불투명함.

 * 일본경제신문「日米、貿易協定に正式署名　 20年1月にも発効」(2019.10.8.), 일본농업신문 「日米貿易協定最終合意　

ＴＰＰ並みに開放」(2019.9.27.), 일본 내각관방 「日米貿易協定、日米デジタル貿易協定の概要」(2019.9.2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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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일 디지털 무역협상에도 서명하였음. 법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양국 간 디지

털 무역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적인 결속을 강화하여 미·일 무역을 안정적으

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일 양국의 무역협정은 두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협정 발효 후 2020년 봄에도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전망임. 미 의회와 산업계에서

는 여전히 자동차 안전기준 및 약가(藥価)제도 등 일본의 비관세 장벽 재검토를 요구하

는 의견이 많음.

<표 3>  미·일 무역협상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미국산

수출품

쌀
• 쌀(벼, 현미, 정미, 쌀가루) 및 제조품을 포함한 모든 쌀 관련 항목은 관세 철폐 

및 인하에서 제외

소·돼지고기

• 소고기는 TPP와 동일하게 관세를 최종적으로 9%까지 인하, 세이프가드 발

동 기준은 2020년도 24만 2천 톤, TPP 회원국에 수정 협의 필요

• 돼지고기는 TPP와 동일하게 최종적으로 종가세는 철폐, 종량세는 50엔/kg

까지 인하

유제품

• 탈지분유·버터 등 TPP에서 관세 할당량 수량이 설정되어있는 33개 항목에 

대해서는 새롭게 미국만의 기준을 만들지 않음.

• 탈지분유는 기존의 WTO 기준의 단백질 함유량 35% 이상의 수입 기준 5천 

톤(생유 환산)을 설정

밀가루
• TPP와 같은 단계적 관세 철폐

• 최대 15만 톤

원예 관련

• 사과, 오렌지, 토마토 퓨레, 페이스트, 토마토 주스는 TPP와 동일하게 단계적 

관세 철폐

• 오렌지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수량은 TPP의 95% 수준으로 2019년도 3만 

5,150톤

• 토마토케첩, 포도, 오렌지·사과 과즙(일부 제외)은 제외

와인 • TPP와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일본산

수출품

자동차·부품 • 교섭을 통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함.

농산품

• 미국이 일본산 소고기에 대해 저관세 수출규제를 실질적으로 확대, 국가를 특

정하지 않고 최소시장접근(MMA)을 6만 5,005톤으로 설정

• 참마, 절화 등 수출 관심이 높은 42가지 항목 관세 인하, 철폐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9.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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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시아

* 일본, 냉동채소시장 동향

* 일본, 두유(豆乳) 생산량 10년 만에 2배 증가

* 베트남의 닭고기 가격, 10년 만에 최저치 기록

●

  유럽

* EU, 스마트 프로테인 프로젝트 

(Smart Protein Project) 

* 러시아, 식품산업 동향

●

●

  아메리카

* 캐나다, 비건 열풍

* 미국, 밀키트(Meal Kit) 산업 지속적 성장 전망

* 미국, 식물성 단백질 시장 지속적 성장 전망

* 미국 캘리포니아주, 낙농 지속가능성에 앞장

세계 농업 브리핑 (2019. 10)

1. 아시아

□ 일본, 냉동채소시장 동향

▪최근 수년간 잇따른 이상 기후로 일본 내 채소가격 폭등 사례가 증가함.

- 2019년에는 일본 관동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일조량 부족현상이 발생하였으

며, 이에 오이, 가지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함.  

▪기록적인 무더위가 엄습한 2018년 여름에는 일본 내 주요 농산물 산지가 열해를 

입으며, 무 1kg당 도매가격은 평년대비 71%, 양배추는 65%, 오이는 40%, 시금치는 

26%, 양상추는 16% 각각 상승함.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도 전년대비 70~80% 가량 

상승함.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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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나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일본 국내 채소 가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며, 손질된 상태의 제품을 조달할 수 있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냉동채소의 수요가 증가함. 

- 채소가격의 단기적인 폭등, 조리가 간편한 식재료 선호 등으로 일반 가정용 제품

의 시장 규모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일본 시장조사기관인 TPC마케팅리서치(TPCマーケティングリサーチ)의 조사에 의

하면 일본 업소용 냉동식품의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9,132억 엔(약 1조 원) 규모임. 

- 이 중 냉동채소 등 농산물 냉동식품이 13.5%를 차지하고 있음. 

▪일본 냉동식품 시장에서 가정용 제품의 시장 규모는 업소용 제품의 55~60% 정도의 

규모로 추이됨. 

- 이를 바탕으로 일본 냉동채소의 시장 규모는 약 2000억 엔 규모로 추정됨.  

▪한편, 냉동채소의 수입이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7년 최초로 냉동채

소 수입량 100만 톤을 넘어섰으며, 2018년에도 105만 2,000 톤의 역대 최대 수입량

을 기록함.

▪일본냉동식품협회(日本冷凍食品協会)는 “기존에는 주로 식당, 호텔 등 업소용으로 주

로 활용됐으나 국내 채소의 가격 폭등으로 인해 가정용의 소비가 늘고 있으며, 이것이 

수입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함.

▪2018년 기준 일본 냉동채소(HS코드: 제0710호)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9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함.

▪상위 5개국(중국, 미국, 태국, 대만, 에콰도르)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 중 약 

90%를 차지하는 가운데, 최대 수입대상국인 중국은 최근 일본 국내 채소 가격 폭등에 

따른 대체 공급지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대일 수출액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음.  

▪세부품목으로는 감자, 완두콩, 시금치, 브로콜리, 풋콩, 옥수수 등이 주요 수입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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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냉동채소 전체 수입량 중 약 40%를 차지하는 냉동감자는 2018년 기준 

약 38만 톤이 수입됨.

▪가격 폭등이 특히 심했던 엽근채류1)의 수입량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2018년 기준 브로콜리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5만 7,330톤이, 시금치는 전년대

비 14% 증가한 5만 1,796톤이 수입됨.

▪에콰도르는 일본의 냉동 브로콜리 주요 수입상대국 중 하나로 해당 제품의 일본 내 

수요 증가에 힘입어 대일 수출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특정 채소가 아닌 여러 채소가 혼합된 냉동채소 패키지 제품의 수입량이 최근 증가하

고 있음.

▪한국으로부터 냉동채소 대일 수출실적은 미미한데, 가공용도로 사용되는 냉동딸기가 

연간 20~30톤 규모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일본 냉동채소 수입 관세율은 6~12%임.

▪일본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판매 및 영업목적으로 냉동채소를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는 

수입신고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원재료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설명서 등 관련서

류를 일본 검역소에 제출해 식품위생감시원의 심사를 받아야 함. 

▪냉동식품 대기업의 경우 해외(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짐)에 자사 공장을 두거나 

고정 거래처를 둬 냉동채소 제품을 공급받아 일본 내 소매 유통 및 요식업체, 호텔 

등 업소용 제품 수요처에 유통함. 

▪냉동식품의 수입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콜드체인의 확립 및 품질유지, 

고정 고객층 확보 등이 필수임. 

- 이러한 노하우를 갖춘 냉동식품 전문상사가 일본에 다수 존재하며 이들이 일본 

내 유통하는 물량도 상당함. 

▪한편 편의점이나 드럭스토어 등 소매점포에서 냉동채소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1) 잎과 뿌리가 이용 대상인 채소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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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3대 편의점 체인 중 하나인 로손(ローソン)은 각종 냉동채소를 주력제품의 

하나로 판매하고 있으며, 2018년 해당 제품군의 판매액이 전년대비 20% 상승함.

▪최근 수년간 이어진 이상기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일본 내 농산품 가격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며,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적은 냉동 채소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일본은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농산물 수입에 대한 문턱이 높은 편이나, 최근 수년간 

농산물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8년 일본 농산물 수입량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5,896억 엔(6조 원 이상)

을 기록함. 

▪한편 냉동채소와 함께 적정량의 채소를 가공, 포장해서 판매하는 ‘컷 야채’의 수요도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어 일본 농산품 시장 개척 추진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내 농산물 가공기업 중 2/3 이상

이 컷 채소 분야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컷 채소는 채소 가격 폭등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간편

식’ 붐과도 맥을 같이 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10.10.)

 □ 일본, 두유(豆乳) 생산량 10년 만에 2배 증가

▪일본두유협회(日本豆乳協會)에 따르면, 2018년 일본 내 두유 생산량은 36만 2,794kl

로 10년 전인 2008년 16만 2,979kl와 비교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함.

▪올해 2분기(4~6월) 일본 내 두유 생산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1.2% 증가한 

10만 4,417kl로, 매년 생산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생산량은 조정 두유가 8.2% 증가한 5만 3,012kl, 무조정 두유가 7.6% 증가한 2만 

6,203kl, 과즙 두유가 3.6 % 증가한 4,490kl, 차, 커피 두유가 1% 감소한 1만 

6,035kl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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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두유: 두유를 원료로 대두유 등의 식물유, 당류, 식염, 그 위에 비타민 E, 레

시틴, 칼륨 등의 영양성분 및 조미성분을 가한 제품

- 무조정 두유: 대두를 탈피·탈취처리한 후, 열탕으로 추출하여 비지를 분리, 추출

한 제품

▪최근 일본 내 두유 소비가 증가한 이유로는 소비자들의 건강·미용 관심 확대로 두유 

섭취가 늘었으며, 우롱차나 과일 향이 가미된 두유 음료 출시로 기존에 두유를 섭취하

지 않았던 젊은 층의 두유 구매가 크게 늘었기 때문임.

▪일본두유협회는 “소비자들의 건강지향 풍조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외식업계에

서도 두유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판매하면서 올해 연간 생산량은 40만kl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최근 일본 소비자들의 건강 및 미용에 대한 관심 확대로 두유의 소비 및 생산량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기존에는 유당불내증2)이 있거나 중장년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두유가 소비되는 경향

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젋은층을 중심으로 두유를 활용한 요리법 등이 인기를 끌고 

있어 향후 시장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9.30.)

 □ 베트남의 닭고기 가격, 10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베트남 닭고기 가격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베트남 가금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동나이 성(Dong Nai)의 닭고기 시세는 1kg당 평균 1만 3,000동(56센트)임. 반면 

닭의 사육비용은 1kg당 2만 6,000동(1달러 12센트)으로 닭고기 시세의 약 2배임.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과도한 닭고기 공급으로 인해 닭고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함.

 2) 소장의 유당분해효소 결핍 때문에 유당의 분해와 흡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복통 등을 일으키는 증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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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베트남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된 이후 많은 베트남 농부들은 정

육업에서 가금업으로 업종을 변경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9월 동나이 지역의 닭 사육량은 2,480만 마리로 2019년 

4월에 비해 약 16.8% 증가함.

▪한편 다른 관계자들은 베트남의 낮은 닭고기 시세의 원인으로 베트남의 닭고기 수입

량 증가를 지적함.

▪베트남 세관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베트남의 닭고기 수입액은 1억 2,000만 달러

(14만 2,200톤)를 기록함.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수치임.

▪2019년 상반기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닭고기 6만 2,400톤(4,860만 달러)을 수입함.

- 이는 베트남의 닭고기 수입의 총 44%이며 미국은 베트남의 닭고기 수입 1위 국가임. 

- 한국은 베트남의 닭고기 수입 2위 국가이며 올해 상반기 베트남은 한국산 닭고기 

2만 3,149톤을 수입함.

-그 뒤로 네덜란드가 1만 7,627톤, 폴란드 1만 3톤, 브라질 8,633톤, 러시아 

5,971톤 순임.

※ 자료: 무역협회(2019.10.08.)

 

 2. 아메리카

 □ 캐나다, 비건 열풍

▪2018년 캐나다의 채식식품(육류 또는 유제품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억 2,142만 

캐나다달러(약 1,981억 2,442만 원)로 전년대비 14%의 높은 판매 성장을 기록함. 

-그 결과 채식식품이 식품에서는 유일하게 2018년 캐나다 최고 성장(Fast Moving 

Consumer Goods, FMCG) 소비재 품목으로 선정됨.

▪캐나다인 10명 중 1명은 채식주의자이며, 채식주의자 비중은 전체 인구의 9.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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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3) 국가 중 독일(10%)에 이어 2위임.

-캐나다 채식 인구는 38세 이하 젊은 층이 다수(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적

으로는 브리티시컬럼비아(BC)와 온타리오 주가 타 지역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캐나다 정부는 2018년 국가 5대 슈퍼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하나로 ‘단백질 슈퍼클러

스터’를 선정하여 민관합작투자 방식으로 2022년까지 총 3억 600만 캐나다달러(약 

2,737억 2,814만 원)를 투자할 예정임.

- 이 프로젝트는 식물유전체 기술을 활용한 식물성 대체육류제품 개발이 주 목적으

로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총 10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지난 2년간(2017~2019년) 캐나다 인구는 1.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육류 소비는 

4%나 감소함. 

- Dalhousie University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미 640만 명 이상의 캐

나다인이 육류 섭취를 최소화하고 있거나, 아예 섭취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비건채식친화인구는 2025년까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연구기관인 닐슨(Nielson Canada)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비건채식의 인기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현지 비건 라이프 트렌드가 비건(vegan)이나 베지테리언(vegetarian)

을 넘어 건강을 위해 생활 다이어트를 즐기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캐나다에서 비거니즘(veganism)4)이 빠르게 퍼지는 데는 무엇보다 급증하는 1인 가

구의 역할이 크다는 분석임.

- 8즉, 자신의 행복에 충실한 ‘나홀로 족’ 사이에서 채식으로 건강을 챙기려는 인구

가 꾸준히 늘어남으로 인해 비거니즘 열풍이 증폭됨.

 3) 주요 7개국 모임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선진 7개 국가를 지칭함(네이버 지식백과).

 4) 육류와 생선은 물론 우유와 동물의 알, 꿀 등 동물로부터 얻은 식품을 일절 거부하고, 식물성 식품만 먹는 채식주의를 지칭함.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비건(vegan)은 육식뿐만 아니라 동물이 사용된 옷이나 액세서리를 거부하고, 동물실험을 하는 화장품

도 사용하지 않음(네이버 지식백과).



194 ∙ 세계농업 2019. 10월호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인기 비건식품의 대부분은 BC, 온타리오에서 생산된 제품이거

나 미국산 수입품임.

▪현지 비건식품 시장조사 결과 아래 6가지 품목이 주요 인기제품으로 확인됨. 또한 

스낵부문에서는 한국 ‘김’과 삼각김밥이 꾸준히 인기몰이 중임.

▪캐나다 최대 국영방송사인 CBC News는 최근 급성장하는 캐나다 비건식품 산업에 

대해 보도하면서 특히 BC주 배달서비스에 미친 영향을 집중 조명함.

▪캐나다 대표 음식배달 서비스업체 ‘SKIP the Dishes’는 BC주에서 2018년 비건 

메뉴 주문 건수가 2만 8,000건이었지만 2019년 8월 기준 비건 메뉴 주문 건수가 

이미 14만 5,000건에 달해 전년대비 엄청난 실적 증가를 보임.

-또 다른 배달서비스업체 ‘DOORDASH’의 경우도 BC에서 지난 2년간 비건 메뉴 

배달 실적만 무려 4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캐나다 비건 문화는 먹거리(비건 푸딩, 비건 피자, 비건 베이커리)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어느덧 캐나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빠르게 

정착되는 추세임.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주류시장임. 

-올해 Steel & Oak사 캔 맥주에 ‘비건 친화제품(Vegan Friendly)’이라는 라벨이 

부착된 제품이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와인, 맥주, 위

스키 등 주류시장에서 비건 마케팅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음.

-또 다른 이색 비건식품 시장은 펫 푸드(Pet Food)임. ‘University of Guelph’에

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반려동물 주인의 35%가 동물에게 채식사

료만 먹일 수 있다고 응답함.

▪현재 캐나다에서 건강, 종교, 환경, 윤리 등의 이유로 육류 섭취를 절제하는 채식인구

는 약 640만 명에 달함. 

▪2018년 기준 육류 대체식품 시장규모가 2억 2,142만 캐나다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2025년까지 채식식품 시장규모는 3억 4,540만 캐나다달러 이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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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부분의 채식주의자는 35세 미만의 젊은 층으로 캐나다 채식주의 열풍이 

단순 유행이 아닌 생애 라이프 스타일로 더욱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

- 이에 George Western, Maple Leaf, Saputo, Agropur 등 현지 대표 육류가공

식품 제조기업들은 이러한 채식선호 트랜드를 새로운 시장의 표준으로 삼아 비건

시장 진출에 더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임.

▪캐내다 정부도 자국 농식품산업이 과거의 타성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된 환경에 능동

적으로 적응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세계 채식식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의 채식식품 시장 육성 지원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임.

- 이에 캐나다 정부는 2018년부터 ‘단백질 산업 슈퍼클러스터(Protein Industries 

Supercluster)’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향후 정부 주도의 다양한 기술혁

신 프로젝트 추진이 예상됨.

▪지난 6월, 800만 달러 규모의 식품개발 1차 프로젝트를 선정해 식물성 대체육류 

기술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 하반기 추가 사업 선정 예정임.

▪아마존이나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 외에 비건제품(식품, 의류, 

신발, 펫 푸드 등)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매장이 활성화됨.

-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일반 매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의 구입이 용이하며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구매 후 제품을 매장에서 픽업

할 수 있는 옵션 선택이 가능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10.14.)

 □ 미국, 밀키트(Meal Kit) 산업 지속적 성장 전망

▪미국 식품업계에서 ‘쿠킹박스(Cooking Box)’ 또는 ‘레시피박스(Recipe Box)’로 

불리는 ‘밀키트(Meal Kit)’서비스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밀키트는 식사(meal)과 키트(kit)를 합친 용어로, 개인이 선택한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을 통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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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재료를 직접 요리해 저렴하면서도 건강한 식사가 가능하고. 재료를 구입하고 

손질하는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 등 새로운 소비주체들에

게 인기 있는 요인으로 분석됨.

▪미국의 밀키트 시장은 2013년 기준, 1,501억 원대로 추정된 이후 2018년에 이르러 

3조 5,340억 원대로 확대되면서, 연평균 88%의 성장률을 기록함.

▪글로벌 데이터 분석기업 Nielsen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9%에 해당하는 

10만 가구 이상이 지난 6개월 동안 밀키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30만 가구 이상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25%는 6개월 이내로 밀키트 서비스를 이

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식문화 변화에 따른 밀키트 산업이 유통·식품업계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밀키트 산업이 2020년 최대 5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자료: 무역협회(2019.10.02.)

 □ 미국, 식물성 단백질 시장 지속적 성장 전망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동물성 단백질 대체 수단으로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미는 세계 식물성 단백질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함.

▪시장조사기관 Lux Research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 시장은 연평균 7.0% 성장하여 

2041년에는 전체 단백질 시장에서 30% 이상을 차지할 전망임.

- 이는 북미 소비자의 식물성 단백질의 이점에 대한 인식 증가, 건강 및 웰빙 트렌드 

증가와 동물성 단백질 대체품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됨.

▪식물성 단백질 시장의 주성분 유형인 대두, 콩, 감자, 옥수수 중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콩 단백질은 연간 23%의 복합 성장률을 기록함.

▪식물성 단백질은 영양 및 건강 보조 식품, 의약품, 유아용 이유식과 같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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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의 가용이 용이하여 파우더, 쉐이크, 바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는 특징을 

지님.

-쉽게 소화 가능하고, 필수적 영양분을 제공하며, 다른 유형의 단백질에 비해 저렴

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수용 수준이 높다고 분석됨.

▪최근 세계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북미 식물성 단백

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Morder Interlligence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까지 40억 달러의 가치를 보유

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무역협회(2019.10.02.)

 □ 미국 캘리포니아주, 낙농 지속가능성에 앞장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낙농가와 가공업자를 비롯해 규제기관과 소매업자 모두는 낙농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사려 깊게 대응해왔음. 또한 낙농산업이 

가지고 있는 기회와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실행하고 

있음.

- 이 같은 노력의 결과, 미국 낙농산업,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환경 지속가능성 문제

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성과를 달성함.

▪미국 및 캘리포니아주 낙농가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고 있음. 미국의 

연간 두당 원유생산량은 2만 3,000파운드(약 1만 433kg)를 생산함. 

- 이는 멕시코의 5마리 또는 인도의 30마리 젖소의 생산량과 맞먹음. 이에 세계낙

농산업은 캘리포니아주를 생산성 모델로 보고 있음.

▪미국에서는 우유 한 잔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이 75년 전보다 60% 이상 감소하며,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캘리포니아주 낙농가들은 메탄가스 정화조 및 분뇨관리를 위한 대안마련을 통해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40%까지 감소시킬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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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농가들이 디젤 연료로 전기로 변환하면서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있음. 

수치상으로 보면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한 농가에서 발생하는 스모그 배출량이 연간 

20톤까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성과들은 지속가능한 공급체인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관계자들과 공유되고 

협력할 필요가 있음.

▪모든 낙농산업관계자들은 캘리포니아주 낙농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금전적, 환경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문제에 있어 자립경제(economic viability)

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함. 

-그들은 업계 간 협력과 새로운 접근방법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문제에 있어 낙농

산업이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자료: 낙농진흥회(2019.10.14.)

 3. 유럽

 □ EU, 스마트 프로테인 프로젝트(Smart Protein Project) 

▪2020년부터 EU 주도로 진행되는 스마트 프로테인 프로젝트(Smart Protein 

project)는 과거에는 버려지거나 동물 먹이로 사용되었던 식품의 부산물로 신소재 

단백질(novel protein)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기후변화 및 미래 

식량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EU 차원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임.

▪파스타 찌꺼기, 빵 껍질, 맥주 제조 후 남은 효모는 EU가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핵심 소재로, 이 프로젝트에는 33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부산물산업을 통해 신소재 

단백질(novel protein)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

-유럽 21개국에서 이탈리아 파스타 브랜드 ‘Barilla’, 벨기에 맥주제조기업 ‘AB 

InBev’, 태국의 해산물가공식품업체 ‘Thai Union’,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채식

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식품조직 ‘ProVeg International’, 독일 국립 응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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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Fraunhofer’, 식물 기반 식품산업의 증진을 도모하는 미국의 비영리단

체 ‘Good Food Institute(GFI) 및 코펜하겐 대학을 포함하여 33개의 산학연 산

업 파트너들이 스마트 프로테인 프로젝트(Smart Protein project)에 참여 중임.

▪이 프로젝트는 2020년 1월부터 아일랜드 UCC 식품영양과학대학(the School of 

Food and Nutritional Sciences at the University College Cork)의 주도로 시행

될 예정임.

▪EU는 유럽의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 전략인 ‘Horizon 2020(2014-2020)’ 

아래, 동 프로젝트의 총 예산인 960만 유로 중 82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스마트 

프로테인 프로젝트(Smart Protein project)는 내년부터 4년간에 걸쳐 진행되며, 

2025년경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임.

▪식품 부산물의 업사이클링(Upcycling)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

(Recycling)'의 합성어로, 버려지는 폐기물들을 가치 상향형의 재활용을 통해 기존보

다 더 좋은 품질, 더 높은 수준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임.

- 파스타, 빵, 맥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임. 여

기에는 일반적으로 버려지거나 동물 먹이로 사용되는 파스타 찌꺼기, 빵 껍질, 사

용된 맥주 효모, 맥아의 잔뿌리 등이 포함됨. 

▪스마트 프로테인 프로젝트(Smart Protein project)는 이러한 원료들을 식물 기반의 

대체 육류·생선·해산물·치즈·유아용 분유·기타 유제품과 같은 새로운 미생물의 바이

오매스(biomass) 단백질로 업사이클링하는 것이 목적임.

-렌틸콩(lentil), 병아리콩(chickpea), 퀴노아(quinoa)와 같은 식물성 재료를 사용

한 기타의 신소재 단백질 제품들도 개발될 예정임.

▪해당 프로젝트의 연구원들은 신소재 단백질의 구조 및 맛과 향의 향상을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단백질 추출, 단백질 화학, 고분자 구조, 생리 화학 작용, 단백질 간 상호작용 

등에 관해 연구할 계획임.

▪이러한 혁신적 기술 및 프로세스는 이전에는 전개된 적이 없는 규모와 형태의 프로젝

트로, 전 세계적으로 미칠 긍정적인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 있음. 식용 단백질의 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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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 부산물과 찌꺼기를 업사이클링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 부양을 위해 필수불가결해진 순환경제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부가가치, 고단백 식품의 개발을 위해 버려지는 식재료를 업사이클링하는 것은 

식품업계에서 새로운 광경은 아님. 최근 스타트업(Start-Up)을 비롯한 몇몇 식품 

기업들이 이미 해당 시장의 개척에 나섬.

▪스마트 프로테인 프로젝트(Smart Protein project)에 대한 EU의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지속가능하고, 영양이 풍부한 저비용·고효율의 고단백 식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일보로 평가됨.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 인자들은 식품 안전성 및 공중 보건과 함께 스마트 

프로테인 프로젝트(Smart Protein project)를 주도하는 핵심 가치로, 이 작업의 

중요성을 정말로 인지한다면 대체 단백질의 개발을 위해 수백만이 아닌 수십억 유로

의 투자가 필요할 것임. 

▪식물성 대체 육류 및 배양육 개발의 가속화를 통해, 유럽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의 

상실, 항생제 저항성, 동물 복지, 식품 안전성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10.18.)

 □ 러시아, 식품산업 동향

▪러시아 식품산업은 러시아 산업생산 중 14%를 차지하며, 철강 및 연료(석유, 가스, 

석탄 채굴 및 가공) 산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산업임.

- 식품산업 고용 노동자수는 119만 명이며, 그 중 유제품 및 치즈생산 분야가 17%

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정육업(13%), 수산업(7%)이 뒤를 잇고 있음.

▪러시아 식품산업은 러시아 국내는 물론 CIS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판매 시장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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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식품 가공 산업 확대 전략

- 배경: 2010년 러시아당국은 국내 식품 안정성 확보 및 생산 확대 정책 수립, 이

와 연계 2012년 러시아 당국은 ‘2020년 식품 가공 산업 확대 전략’을 수립함.

- 목표: 2020년까지 곡물 95%, 설탕 80%, 육류 85%, 채소 및 식용기름 80%, 감

자 95%, 유제품 90% 이상을 러시아 국내산으로 공급할 계획임.

- 현황: 2014년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유럽 등의 농축산품 수입을 금

지하면서 러시아 식품가공산업 확대 전략도 탄력을 받음.

▪러시아 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로, 식품생산 및 가공기업에 대해 대출 이자율을 

5% 이하로 낮췄음. 이자율 인하에 따른 은행의 손실은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2020년 식품 가공산업 확대 전략’ 아래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재배·보관 ·가공 시설 

확대 및 개선 작업 등에 선정절차를 통해 한시적으로 최대 7,000만 루블의 국가보조

금을 지급하고 있음. 

▪러시아 주요 유업 및 제과기업은 상당부분 외국(미국 등) 기업에 인수합병, 운영되고 

있음.

▪반면, 수산물가공업 , 과일 및 매소 가공업, 육류 및 유지가공업, 제빵류 및 과자류 

공업의 경우에는 러시아 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최근 3년간 러시아 식품산업 생산능력지수는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14

년부터 유럽 등의 식품 수입금지조치가 이어지면서 수입 대체로 식품산업이 발전하였

기 때문임.

▪2017년 기준으로 부문별 시장 규모는 육류가공업이 1위이며, 유지공업이 2위, 유업

이 3위임.

▪러시아 정부는 2014년 후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응해 수입대체정책을 표방하여 식품

산업의 각종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2018년 말 기준 러시아 식품시장에서 수입산 비율은 25%로 2014년 대비 약 

10% 포인트 가량 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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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은 소련해체 후 벨라루스로부터 많이 수입하였으나, 최근 들어 러시아 국내 

기업들이 유제품 생산에 많이 투자하면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음.

▪농기구 현대화로 밀, 호밀, 귀리, 쌀, 옥수수, 보리 등 각종 곡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음.

※ 자료: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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