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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이번 호에서 다루는 OECD/FAO의 2019-2028년 세계농업전망은 바이오연료와 면화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주요 품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체에너지 및 대체작목과 관련하여 우리 농업도 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영역이라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의 생산 및 교역, 소비 전망은 나름 주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번 호의 해외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푸드플랜을 소개한다. 프랑

스, 영국, 호주의 국가푸드플랜이 그것인데, 프랑스와 호주는 비교적 체계적 시스템을 구비

하고 실행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행의 도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호주도 집권당의 변경에 따라 실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세계농식품산업 동향에서는 향신료의 산업적 동향이 분석된다. 세계 3대 향신료인 후추, 

계피, 정향의 생산 및 교역 동향이 분석되는데, 전반적으로 생산과 교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신료의 수입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수입대체품목으로서 향신료의 재배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별 농업자료로는 덴마크의 농지제도 및 정책이 소개된다. 농지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덴마크의 농지정책은 1단계로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지 확보, 2단계로 소규모 농가들의 농지취득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농지개혁, 3단계로 

영농규모화를 위해 농지이용의 규제 철폐 과정으로 나타난다. 덴마크의 농지정책이 우리나

라에 주는 시사점은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고, 개별 국가의 사회‧환경적 특수사항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연구 동향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농업분야 활용 가능성 검토, 농식품 부문에 

바이오 경제가 갖는 의미, EU 직불제에서 소득지지가 이루어지는 근거, 미국에서 GE 작물

의 재배 추세 및 미국 정부의 태도 등이 소개된다. 





01 세계농업 전망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바이오연료 및 면화 ········································· 유은영·하누리❙ 3

02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푸드플랜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현황과 시사점: 

프랑스,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최재현❙ 27

03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향신료

세계 3대 향신료 생산 및 교역 동향: 

후추, 계피, 정향을 중심으로 ········································신유선❙ 55

04 국가별 농업자료

덴마크

덴마크의 농업구조와 농지의 변화 ·································김부영❙ 79

05 국제기구·연구 동향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송주호❙ 97

06 국제 농업 정보 ························································123

07 세계 농업 브리핑 ····················································161





Part 1

세계농업 전망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바이오연료 및 면화 | 유은영·하누리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바이오연료 및 면화 

세계농업 전망 ∙ 3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바이오연료 및 면화 

유 은 영 * · 하 누 리 ** 1)

1. 바이오연료

1.1. 시장 상황

  2018년 바이오연료 생산량은 모든 주요 생산지역에서 증가했다. 예외적으로 수출기회가 

줄어든 아르헨티나에서만 바이오디젤 생산량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18년 원유 가격은 상승했지만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경우,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였다. 바이오연료 원료 가격은 2017년과 비슷한 수치였으나 예외적으로 바이오디젤

의 원료인 식물성 오일 가격은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2018년 바이오디젤의 원료 가격 

대비 바이오연료 가격 비율은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바이오디젤의 수익은 증가하고 에탄올 

생산자의 수익은 하락하였다.

  바이오연료 혼합규제(기존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혼합해야 한다는 규제)가 시행되고,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국제 연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바이오연료의 수요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통연료 대비 바이오연료의 가격비율이 감소하였고, 이는 비규제 바이오연

료에 대한 추가 수요를 발생시켰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브라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8년 일부 국가에선 바이오연료에 우호적인 정책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강제이행수준이 

강화되고 차등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계획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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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nureeha@kcti.re.kr) 

본고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9-2028”의 바이오연료와 면화부문을 번역 및 요약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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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예측

  바이오연료의 국제가격은 원료 가격과 원유 가격의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원료 

실질가격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원유 실질가격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망기간 바이오연료의 국제 명목가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가격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바이오연료 시장에 대한 개발은 각국의 정치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생산 지역인 유럽연합과 미국은 농작물을 원료로 한 전통적인 방식(1세대 

기술)을 벗어난 차세대 바이오연료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은 유럽연

합과 미국의 전체 연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바이오연료의 수요도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림 1>. 유럽연합에선 전체 디젤 소비량이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바이오디젤의 소비량은 현재의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전체 디젤 수요량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디젤의 수요량

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물성 오일로 생산하는 바이오연료가 ‘재생연료기준

(The Renewable Fuel Standard, RFS)’을 만족하는 차세대 바이오연료인데, 바이오디젤과 

차세대 바이오디젤 증진을 위한 규제조항이 2019년과 2020년에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1>  주요 지역의 바이오연료 수요 현황

자료: OECD/FAO(2019), p.185.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바이오연료 및 면화 

세계농업 전망 ∙ 5

  유럽연합과 미국과는 달리, 브라질의 전체 연료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료

소비의 증가세와 ｢레노바 바이오법｣(2028년까지 연료배출을 1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시행에 힘입어 브라질의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소비량 또한 향후 몇 년 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디젤 소비량의 증가 속도는 전체 디젤 소비량의 증가 속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탄올 소비량의 경우, 가솔린 소비량 증가 속도에 비해 느리게 증가할 

것이다. 2028년 브라질의 에탄올 소비량은 현재보다 약 30% 정도 높아진 370억 리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직 중국에서만 에탄올의 소비량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중국정부는 

자국 내에 가솔린에 에탄올을 10% 혼합해야 한다는 규제조항인 에탄올 E10을 2020년까지 

적용시키겠다고 발표하였고, 더 많은 에탄올 생산을 위한 시설을 현재 건설 중이다. 그러나 

E10에 관한 규제조항을 2020년까지 완전히 적용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본 전망에선 중국이 2020년까지 에탄올을 약 4% 수준 정도 혼합한 연료를 생산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이 조항이 실현된다면 중국의 에탄올 생산량은 

10년 후엔 현재의 두 배가 넘을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선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이 10%가 되어야 한다는 규제조항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에선 전체 디젤 소비량뿐만 아니라 전체 디젤소비에서 바이오디젤 소비

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전망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이 2028년까지 약 1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자국의 바이오

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생산목표

를 41억 리터에서 26억 리터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인도의 에탄올 소비량 증가폭은 전체 

연료 소비량 증가폭(향후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에탄올 사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솔린에 에탄올을 혼합하는 비율은 줄어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의 시장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바이오연료 정책을 실행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국제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체 바이오디젤과 에탄올의 생산량에서 

국제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10%에 미치지 못하고, 국제 거래 자체가 

소수의 국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바이오연료 공급량 증가 속도가 

세계 수요량 증가속도 보다 빠르기 때문에, 전체 바이오디젤 생산량에서 국제 거래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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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디젤 수출

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바이오연료 분야를 개발하는데 내재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은 주로 정책 환경과 연관

되어있다. 본 전망에선 여전히 대부분의 바이오연료가 농업 원료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 

예측한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바이오연료에 우호적인 정책들은 재생산 연료가 수송 교통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유럽연합, 

브라질, 캐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발표가 셀루로오스 바이오매스, 비식용 원료 등으로 

생산하는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연구 개발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

실하다.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선 실질적으로 생산 공장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전망 기간의 초기에는 차세대 바이오연료가 눈에 띄게 증가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1.3. 가격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식물성 오일 시장이 성장하면서 바이오디젤 명목가격(연간 

0.8%)은 에탄올 가격(연간 2.4%)보다 낮은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디젤 실질

가격은 전망기간에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에탄올 실질가격은 2023년 이후에 감소추세로 

되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에탄올 명목가격이 바이오디젤 명목가격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에탄올의 가격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전망기간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바이오연료 

국제가격과 바이오연료 국내가격은 서로 연관성이 적다는 것이다. 국내가격은 주로 가격 

지원 등의 국내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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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바이오연료와 바이오연료 원료 가격 추이

명목가격(왼쪽)와 실제가격(오른쪽) 추이

단위: USD/헥토르리터

 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 원료     에탄올 원료

주: 에탄올: 도매가격, 미국, 오마하; 바이오디젤: 생산자가격, 독일, 바이오디젤 관세와 에너지 세금. 실제가격은 미국의 

GDP 디플레이터를 기준으로 계산됨. 바이오디젤 원료 가격을 측정하기 위하여 식물성 오일 국제가격이 사용되었으며 에

탄올 가격에는 원당(설탕)과 옥수수에 가중평균을 적용함.

자료: OECD/FAO(2019), p.186.

1.4. 생산과 사용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은 전망기간 가솔린의 

국제수요가 1만 1,200억 리터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디젤 수요는 

(7,620억 리터에서 7,030억 리터로) 약 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많은 나라에

서 전체 연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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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바이오연료 생산 순위와 주요 원료

생산 순위

(기준기간)
주요 공급원료

에탄올 바이오디젤 에탄올 바이오디젤

미국 1(50%) 2(19%) 옥수수 콩기름/기타기름

유럽연합 4(5%) 1(36%) 옥수수/밀/사탕무 유채유/폐유

브라질 2(24%) 3(12%) 사탕수수 콩기름

중국 3(8%) 8(3%) 옥수수 폐유

인도 5(2%) 15(0.5%) 당밀 팜유

캐나다 6(1.6%) 10(1.4%) 옥수수 폐유

인도네시아 23(0.2%) 4(10%) 당밀 팜유

아르헨티나 9(1%) 5(7%) 옥수수/사탕수수 콩기름

태국 7(1.5%) 6(4%) 당밀/카사바나무 팜유

콜롬비아 13(0.4%) 9(1.5%) 사탕수수 팜유

파라과이 15(0.3%) 19(0.03%) 옥수수/사탕수수 콩기름

주: %의 숫자는 기준기간의 국가별 생산 점유율을 지칭함. 

자료: OECD/FAO(2019), p.187.

  바이오연료 국제 생산량의 증가 속도는 이전 몇 십년 동안의 추이와 비교하여 상당히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바이오연료 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연료 수요량은 주로 개도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도국

에선 수송부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소비자의 바이오연료 수요를 증진시키는 

데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8년까지 에탄올 국제 생산은 1,220억 리터에서 1,430억 리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디젤 생산은 거의 440억 리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망 초기 기간에 

미국의 규제조항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

한 방식으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려는 시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바이오연

료가 기존 원료를 활용한 방식으로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3>. 옥수수 등과 같은 조곡과 

사탕수수는 계속해서 에탄올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8년까지 옥수수 

생산의 14%와 사탕수수 생산의 24%가 에탄올 생산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물성 오일

은 계속해서 바이오디젤 생산의 원료로 사용될 것이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미국에선 지속적

으로 식물성 오일 폐기물과 동물성 오일을 주요 원료로 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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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은 바이오연료 에너지의 10% 이상이 운송 부문에서 소비되는 유일한 나라다. 대다

수의 국가, 특히 개도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의 핵심 목표는 화석원료 에너지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목표는 아직까지 많은 나라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  기존 원료 및 차세대 원료를 기반으로 한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
단위: Petajoule

 기준기간 기존 원료     기준기간 차세대 원료     2028 기존 원료     2028 차세대 원료 

주: 여기서 기존 원료는 식재료 및 사료용 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연료로 정의됨. 가치단위는 Petajoule=1015Joule.

자료: OECD/FAO(2019), p.188.

1.4.1. 미국

  미국은 2007년 ｢에너지자립 및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EISA)｣에 

근거하여 ‘재생연료기준(Renewable Fuel Standard programme, RFS2)’을 제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4개 연료(전체 바이오연료, 차세대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셀룰로오스)에 대해 

2022년까지 적용해야 하는 정량적 연간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바이오연료와 차세대 

바이오연료에 대해선 각각 최소 20%, 50%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였다. 바이오디젤과 

셀룰로오스 계열은 차세대 바이오연료에 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이 4가지에 각각 요구되는 최소 온실가스 감축

량을 연단위로 설정하였다.

  본 전망은 수송 연료의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규제조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바이오연료의 소비량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셀룰로오스 

계열은 대부분 재생 압축가스와 재생액체천연가스와 함께 사용되어 에너지독립법이 요구

하는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탄올의 한계혼합선1)은 2028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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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정도까지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15(가솔린에 에탄올을 15% 혼합)

주유기 확대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여서 예측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규제조항의 강화로 바이오디젤의 생산은 87억 리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탄올 생산은 연간 0.1%의 제한적인 성장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셀룰로오스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조항 때문으로 보인다. 본 전망은 미국이 바이오연료를 

대량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물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에탄올 생산국

으로서의 지위를 지킬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국제 생산 점유율은 50%에서 43%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1.4.2. 유럽연합

  2010년 이후 바이오연료 지원 정책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법률은 2009년의 ‘재생 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은 운송 에너지의 10%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2018년 6월에 이루어진 RED 

II 협의에선 2030년까지 바이오연료를 운송 에너지의 14%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식재료 

및 사료용 작물을 원료로 한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2020년 대비 1%이상 증가시키되 7%는 

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RED II는 2030년까지 완전히 

실행될 예정이다. 

  본 전망에서 사용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 

기준에 따르면, 운송부문의 총 에너지 사용량 중 디젤과 가솔린의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RED II 제안이 바이오연료의 성장을 약간 촉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디

젤의 감소세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점유율로 보면, 에탄올 소비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8억 리터 증가) 바이오디젤 소비는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4

억 리터 감소). 특히 유럽연합에서 제기되고 있는 팜오일 생산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문제를 

고려할 때, 팜오일로 만든 바이오디젤의 생산 및 소비량도 상당한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 

다른 식물성 오일에서 생산된 바이오디젤의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폐기물로 

만든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디젤 부문에 대한 

 1) 여기서 한계혼합선은 미국의 거의 모든 주유기가 E10(가솔린에 에탄올을 10% 혼합)을 제공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가솔린에 

에탄올을 혼합할 수 있는 최대비율임.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바이오연료 및 면화 

세계농업 전망 ∙ 11

상기의 모든 예측을 감안할 때, 유럽연합은 2028년에도 세계 최대 바이오디젤 생산 지역으

로서의 지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국제 생산 점유율은 36%에서 30%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바이오연료 소비량은 2028년에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바이오연

료 중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소비 점유율은 현재 15%에서 2028년 22%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3>.  

1.4.3. 브라질

  브라질은 가소홀(gasohol-가솔린과 무수 에탄올의 혼합) 또는 E100(수소 에탄올 100%)으

로 작동 가능한 플렉스 연료 차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가소홀의 에탄올 혼합 비율은 

27%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브라질의 주요 지역에선, 가소홀보다는 E100의 사용을 촉진하

려는 세금 혜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전망에선 브라질의 에탄올 소비와 생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그림 4>. 향후 2년간 브라질에선 수송부문의 공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레노바바

이오(RenovaBio)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레노바바이오 프로그램은 2018년 

1월에 확정된 것으로, 2030년까지 무수 에탄올의 최소 혼합비율이 40%에 도달해야 한다고 

정해놓았다. 브라질은 레노바바이오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기 위해 

거래 가능한 탄소 절약 크레딧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당장 생산 

트렌드를 바꿀 수는 없겠으나,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에탄올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국제 에탄올 생산 및 수요량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엔 전체 브라질 에탄올 생산의 50% 이상이 차세대 플렉스 연료 차량에 의해 소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과는 다르게 브라질의 디젤과 가솔린 연료 소비량은 재생연료의 성장가

능성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본 전망에선 브라질의 

에탄올 시장은 성장하고 바이오디젤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바이오디젤 소비량 증가 

속도는 전체 디젤 소비량 증가 속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브라질이 바이오디젤 

혼합율 10% 규제조항을 2018년에 이미 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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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계 에탄올 시장의 개발

국제 바이오연료 소비

단위:  10억 리터

에탄올 소비 증가-2028년부터 전망 기간

단위:  10억 리터

 기타국       캐나다     인도      태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     미국

자료: OECD/FAO(2019), p.190.

1.4.4. 중국

  세계 에탄올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에 두 번째로 큰 공헌을 하는 나라는 중국이 될 것이다. 

2017년 9월, 중국 정부는 에탄올 E10 연료 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고, 이를 

2020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어, 본 

전망은 중국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E10 규제조항이 2028년까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다. 다만, 가솔린 타입 연료의 에탄올 혼합 비율이 2028년엔 4%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전망은 에탄올 생산이 50억 리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4.5. 인도

  인도의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정책은 2018년 5월부터 실행되었다. 이 정책은 에탄올 혼합

율 20%와 바이오디젤 혼합율 5% 달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현재의 1.4%와 0.1% 혼합수준을 

넘기는 것을 당면과제로 한다. 또한 이 정책에선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곡물을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밀은 계속해서 에탄올의 주요 재료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이 정책은 비식용 곡물의 사용, 수입의 제한, 가격 규제, 재정적인 인센티브, 차세대 바이오

연료의 연구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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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에탄올 생산국이고 바이오연료가 전체 연료 수요의 

4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대부분의 에탄올이 제조품 또는 식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인도는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는 원료가 

되는 식물성 오일 전량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전망은 인도가 2028년까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연료 사용이 각각 160억 리터와 2.4억 리터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존연료의 수요 확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혼합연료는 현재의 수준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기간동안 바이오연료 생산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은 원료 확보가 힘들다는 

점이다. 인도의 당밀 생산량은 바이오연료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량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사탕수수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현재 에탄올에 사용되는 사탕수수의 

양은 미미하다. 게다가 새로운 정책이 어떤 식으로 사탕수수가 원료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지 아직 불확실하다. 본 전망은 사탕수수가 바이오연료의 주요 원료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곡물원료(옥수수 또는 굵은 낱알의 곡물)의 

재고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곡물을 원료로 한 에탄올의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6. 캐나다

  캐나다의 ‘연방 재생 연료 규제(The federal Renewable Fuels Regulations)’에선 가솔린에 

5%의 신재생연료를 포함하고, 디젤 연료에 2%의 신재생연료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2) 

이 규제에 이어, 2022년부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캐나다 클린 연료 기준(Canadian Clean 

Fuels Standard, CFS)’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캐나다 클린 연료 기준(CFS)’ 정책은 연료에

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방 재생 연료 

규제는 최소한의 혼합 비율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캐나다 클린 연료 기준(CFS)’정책을 뒷받

침하고 있고,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연방의 기준보다 높은 규제를 실행하고 있는 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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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무역

  세계 에탄올 생산량 중에서 국제 무역으로 교류되는 양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9%p에서 2028년까지 8%p로 감소할 것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옥수수를 

원료로 한 에탄올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반면,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에탄올은 소극적으로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수요의 강세와 전 세계 수요의 약세 현상을 함께 고려할 

때, 미국의 에탄올 수출은 전망기간 감소할 것이다. 브라질의 에탄올 수출은 전망기간 증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국내 에탄올 가격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격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은 계속해서 국내 수요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바이오디젤 무역의 추후 양상은 현재 거래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을 고려하면 불확실

성이 높다. 본 전망에선 향후 수십 년 간 바이오디젤의 국제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바이오디젤에 관한 규제조항이나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바이

오디젤의 수요를 자국 내에서 조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의 수입 하락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1.6. 주요 이슈와 불확실성

  바이오연료 개발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가장 큰 위험과 미래의 불확실성은 규제조항 변동, 

구체적인 규제 실행 방법, 비거래성 바이오연료의 원료에 대한 투자, 바이오연료에 대한 

면세 변동의 불확실성 등의 정책 환경과 관련성이 크다. 또 다른 불확실성은 바이오연료 

수요가 증가하면 이에 필요한 농작물 원료를 각국에서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와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식물성 오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은 원료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식품 수요

와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에탄올의 경우, 

사탕수수가 주기적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원료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원료를 다양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2019년 유럽연합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30년까지 ‘간접적 토지이용 변화(ILUC, Indirect Land Use Change) 위험이 높은’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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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3)의 완전 제거 노력을 2024년부터 실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바이오연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팜오일을 

‘ILUC 위험이 낮은’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 지켜봐야 

한다. 

2. 면화

2.1. 시장현황

  세계 면화 생산량은 2018년 마케팅 연도4)동안 3% 가량 하락하여 2,580만 톤으로 확인되

었다. 특히 인도, 중국, 미국에서 면화량이 감소하였다. 물 부족, 병충해, 기후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생산량이 가장 높았던 국가 중에서 브라질만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브라질

의 면화 생산지인 마토그로수(Mato Grosso)에선 지난 사계절 동안 면화 재배지가 약 6백만 

헥타르에서 약 1백만 헥타르까지 증가하였다. 

  세계 면화 소비량은 2018년 동안 2% 상승하여 2,730만 톤이 되었다. 중국이 실면(목화에

서 씨를 빼지 않은 솜)을 가장 많이 소비하였다. 최근엔 방글라데시, 터키, 베트남 등에서 

방적과 직물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실면 소비량도 함께 증가하였다. 

  세계 면화 재고량은 7% 가량 하락하여 1,780만 톤을 기록했다. 중국이 세계 재고량의 

40% 가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량 변화는 주로 중국에 의해 발생한다. 

  세계 면화 수출량은 7% 가량 상승하여 950만 톤이고, 이는 전세계 생산량의 37%에 해당한

다. 수출량이 상승한 것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 서아시아, 동아시아 등에 점차 많은 면화를 

수출하고 있는 브라질의 영향이 컸다. 수입량은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에서 많이 증가하

였다. 특히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의 면화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수입량의 

증가는 곧 소비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국제 면화 가격은 2017년 8월엔 1톤에 1,750달러였고, 2018년 8월엔 1톤에 2,200달러로 

 3) 식료품과 사료용 곡물을 기반으로 하는 ILUC 위험이 높은 바이오연료의 생산은 탄소가 고정되어있는 토지 사용의 확장을 

필요로 하며,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배출 증가의 원인이 됨. 

 4) 국제 면화 자문 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케팅 연도이다.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글은 2018년 8월1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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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최근 몇 달간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2018년 평균 가격은은 1톤에 

1,960달러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면화 가격은 계속해서 주요 대체품인 폴리에스테르에 

비해 높을 것이다. 

2.2. 주요예측

  면화씨는 오일시드(oilseed-기름을 짤 수 있는 씨앗)로도 사용되지만, 면화는 주로 방적공

장에서 면사, 즉 실을 뽑기 위해 경작되고 있다. 방적공장에서는 보통 면화로 합성섬유를 

만든다. 이 섬유들은 결국 옷이나 천으로 된 직물상품이 된다. 

  본 전망에서 사용된 면화소비 데이터는 실면을 면사(면화에서 뽑아 만든 실)로 만들고 

있는 방적공장이 면화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 면화소비의 

분포는 방적공장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몇 십 년 전에는 방적공장이 선진국과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에 많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많이 이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소비량은 2007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다. 중국내의 환경 규제가 

엄격해지고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로 산업이 이동

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주요 면화 

소비국가인 인도에서도 자국내 섬유 산업을 진흥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 또한 앞으로 

세계 면화 소비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세계 면화 생산
단위: 백만 톤

 인도     중국     미국     파키스탄     브라질     기타 국가

자료: OECD/FAO (2019),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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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생산량은 2028년까지 16% 상승하여 2,920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화 

경작지가 증가하면 생산량 역시 증가하는데, 세계 평균 경작지는 약 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이래로 평균 경작 면적에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몇몇 국가에서 병충해와 

강수량 등의 문제를 겪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농법이 개발되고 병충해 관리 기술 등이 발달

하면서 앞으로 경작지 면적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면화를 

생산하는 국가로, 경작지 예상 증가 면적의 65%를 차지할 것이다. 

  세계 면화 수출량은 2028년까지 1,200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출량이 많은 국가로 전체 수출량의 31%를 차지한다. 브라질도 콩과 면화를 이모작하

면서 향후 주요 면화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의 면화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수입량도 앞으로 몇 년간 현재의 추세를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개도국의 경우,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소득이 증가하

고 있지만 1인당 면의 소비량도 함께 증가할지는 불명확하다. 특히 폴리에스테르와 경쟁한

다는 점에서 더 그러하다. 지난 몇 십년간 경향을 살펴본다면 개도국의 1인당 면 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은 변화가 예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산량에 대한 

예측의 경우, 병충해와 날씨상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기후 변화는 미래의 불확실성

을 높이는 주요 요소다. 몇몇 지역의 경우, 지난 몇 십년간의 경향으로 볼 때 면화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농법개발, 병충해 관리 기술 발달 등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는 것도 미래의 면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정책 역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다. 특히 많은 양의 재고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나 

인도와 부르키나파소 공화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 조합 면화(Bt cotton)에 대한 

국가의 입장 등이 면화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3. 가격

  대체품인 폴리에스테르와의 경쟁으로 인해 국제 면화 실질가격은 전망기간동안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1970년대 초부터 폴리에스테르는 면화와 가격경쟁을 하였고, 면화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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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의 가격을 따라갔다. 1972년부터 2009년 사이에 면화 가격은 폴리에스테르 

가격에 비해 평균적으로 5%정도 높았다. 그러나 2009년 이후부터는 면화 가격이 평균적으

로 폴리에스테르에 비해 거의 40% 가까이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일정 부분에선 소비자의 

선호가 변화했기 때문이지만, 주로 2015년과 2016년 사이의 면화 생산량의 하락, 중국의 

재고량 등과 같은 일시적인 요소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면화 가격을 

전망할 때에는 그동안의 가격변동 패턴이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림 6>  세계 면화 가격

단위: USD/톤

 명목가격     실질가격

주: 상기 데이터는 마케팅 연도 평균을 나타남(8월/7월)

자료: OECD/FAO (2019), p.200. 

  

  그동안 면화 가격은 수요과 공급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급증과 급락을 오갔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예상과 달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제 재고량은 적어, 면화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그 이후 중국에서 면화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중국의 

재고량이 최근 세계 전체 보유량의 반 이상까지 증가하면서 면화 가격은 다시 안정되었다. 

수요와 공급의 큰 변동으로 인한 가격변화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으나, 중국 이외의 국가에

서도 면화 재고량이 증가하여 2009년과 2010년과 같은 큰 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면화 재고 감소 결정은 상기의 예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본 전망은 중국의 재고량은 서서히 2011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면화가격 추이는 중국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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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세계 면화 생산, 소비, 저장량

단위: 백만 톤

 중국 저장량(예측치)     기타 국가(예측치)     생산    소비

주: 상기 데이터는 마케팅 연도 평균을 나타남(8월/7월)

자료: OECD/FAO (2019), p.201.

2.4. 생산

  면화는 아열대 지역과 시기별로 건조한 열대지역에서 자란다. 주요 생산 국가는 인도, 

중국, 미국, 브라질, 파키스탄이다. 이 국가들의 총 생산량은 전체 면화량의 3/4을 차지한다. 

 향후 몇 십년간 생산량 증가는 대부분 이 주요 국가들에서 발생할 것이고, 특히 인도는 

증가량의 1/4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의 면화 재배 면적은 9%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면화 생산량은 6% 가량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십년간 세계 

면화 생산량이 정체되었다. 주요 생산국인 미국, 파키스탄, 인도의 생산량이 정체되고, 생산

량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국가인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 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면화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증가한다고 해도 이러한 현상은 향후 계속해서 세계 면화 

생산량의 추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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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요 생산국의 면화 생산량과 수확 면적 추이 

생산 

단위:  톤/헥타르 

수확면적

단위:  Mha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세계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자료: OECD/FAO (2019), p.202.

 

  향후 몇 십년간 인도의 면화 생산량은 1년에 1.8% 가량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특히 국내 의류 산업에서 면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과 2007년 

사이에 관개시설, 비료, 유전자변형 면화 등을 도입하면서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생산자들이 기후 및 병충해 문제를 겪으면서 최근에는 생산량 증가 실적이 저조하

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는 반면에, 

예측에 벗어나는 기후변동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도의 면화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면화 재배 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늘어나는 

면화 소비량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면화 생산자들의 1헥타르 당 면화 생산량이 세계 평균의 2배 이상 높다. 중국의 

면화 재배 면적은 그간의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과거 몇 십년에 걸쳐 줄어들었다. 다만 

지난 2년 동안은 감소세가 보이지 않았으나, 앞으로 중국의 면화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에서는 면화를 콩, 옥수수와 이모작하면서 최근 마토그로수(Mato Grosso) 지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 지역에선 현대적 기술을 도입했고 환경도 면화를 재배하기에 

적합하여 현재와 같은 생산량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포함한 면화 주요 생산국들이 자국에서 저장하고 있는 면화를 시장에 얼마나 방출

할지를 추정해보면, 향후 몇 년간 면화 생산증가폭은 소비증가폭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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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비

  본 전망의 면화 소비 통계는 방적공장에서 실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면화의 양을 

가리킨다. 방적공장의 면화소비량은 세계 면직물 수요와 폴리에스테르나 다른 합성섬유 

같은 대체품과의 경쟁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 몇 십년간 직물 소비량이 급증하였으나 화학 섬유가 이 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 1990년대 초에 면화 이외 섬유의 1인당 소비량이 면화의 1인당 소비량보다 많아졌고, 

그 격차는 점차 심화되었다. 세계적으로 1인당 면화 소비량은 최근에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이다. 국제 면화 소비량은 2007년에 최대치인 2,700만 톤을 기록한 후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약 2,600만 톤까지 하락하였다. 

<그림 9>  직물섬유의 소비량 추이

세계 소비량 
단위: 백만 톤

1인당 소비량
단위: kg/1인당

 면화     울     화학적 직물  면화     비면화    

자료: ICAC (2018), p.203.

  국제 면화 소비량에 대해 전망할 때 개발도상국의 1인당 면직물 소비증가량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개발도상국의 1인당 면직물 소비량은 2007년과 2012년 사이에 하락하였고, 

그 이후엔 변동 없는 모습을 보인다. 소득증가에 따른 1인당 면화 소비량 증가도 통계자료에 

나타나야 하지만, 1인당 면직물 소비량이 평균아래인 국가들에서 인구가 늘어나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들 때문에 세계 면직물 소비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향후 

몇 십년간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적으로 방직공장의 

면 사용량은 1년에 0.7%씩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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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국가별 면화 소비량
단위: 백만 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기타 국가들

자료: OECD/FAO (2019), p.203.

  면화 수요의 지역 분포는 방적공장의 위치에 달려있다. 방적공장은 대부분 인건비가 싼 

아시아 국가에 많이 분포한다. 1960년대부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면화를 소비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 실 생산 산업이 중국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동하면서 점차 변화

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량은 2007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 가까이 하락하였다. 정부에서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던 면화의 양이 줄었고, 수요 측면에서는 면섬유보다 합성섬유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의 하락세는 중국의 인건비가 높아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면화 산업이 중국에서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전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중국 방적공장의 면화 사용양은 조금 늘었는데, 

면화 가격인상에 관한 정부 정책이 주춤하면서 폴리에스테르에 비해 면화의 선호도가 높아

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낮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의류 및 방직관

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중국의 면화 사용량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

로 예측된다. 

  이와는 반대로 인도의 방적공장에서 면화를 사용하는 양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도정부가 국내직물 산업의 개발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직물은 인도산업경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고용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인도의 정책은 직물산업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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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무역

  면화는 역사적으로 목화에서 씨를 뽑지 않은 솜 형태의 원면 형태로 거래되어왔다. 다만, 

최근 면사(면에서 뽑아 만든 실)의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전망에서 중점적으로 다루

고 있는 원면의 국제거래는 2028년까지 1,200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현재 

수치보다 30% 정도 높다. 국제거래가 증가하는 속도는 전체 소비 및 생산량의 증가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면직 생산량이 적은 국가들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라질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은 수입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앞으로 십년간 수입 선도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8년까지 두 나라의 수입량은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의 수입량은 글로벌 수입량의 40% 넘게 차지할 것이다.     

  전망기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국으로 남을 것이며, 2028년에는 거의 세계 수출

의 1/3을 점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향후 10년간 수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2028년까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2.7. 주요 이슈와 불확실성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경제 성장과 도시화가 개발도상국의 1인당 면직물 수요에 

미치는 영항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본 전망은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1인당 면화수요 

가 아주 약간이라도 추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는 글로벌 소비, 생산, 거래예측의 관점에

서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단기적으로 면직수요는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침체는 면직수요 감소를 가속화할 것이다.  

  다른 관련 상품에서 보이는 수요변화가 면직물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물을 재활용하여 낮은 품질의 천이나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는 2차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면직과 다른 섬유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으로 선진국에

서는 자연 섬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폴리에스테르보

다 면직을 더 선호하게 될 수 있다.  

  각국의 정부 정책 또한 소비 트렌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은 헌 옷 수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아프

리카에서의 면화 가치를 높이고, 면화의 소비 또한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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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현황과 시사점: 

프랑스,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최 재 현 * 5)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수립된 2017년 국가단위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에 관한 사항이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국가 단위 푸드플랜을 수립 및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정부 부처

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다. 국가 단위 푸드플랜(국가 푸드플랜)은 일관된 비전을 가지

고 농업·식품과 관련한 이슈와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75년 노르웨이가 

세계 식량위기와 국민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농업·식품·영양 정책 간 연계를 시도1)

한 이후 해외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미 활발히 논의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국가 푸드플랜이 이미 

수립된 바 있는 해외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수립 현황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프랑스의 국가 푸드플랜

2.1. 프랑스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 현황2)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 유럽 전역의 농식품 안전 관련 이슈를 크게 부각시켰던 광우병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wlsgus8581@krei.re.kr).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연구」(2018) 및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안 

연구」(2018)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1) Blythe, Colin.(1978) Norwegian nutrition and food policy: Consumer information and price policy aspects

 2) 프랑스 법률 정보 웹사이트(http://www.legifrance.gouv.fr: 2019. 9. 3.) 및 프랑스 국가식품위원회 홈페이지(http:// 

www.cna-alimentation.fr/cna: 2019. 9.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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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을 계기로 2003년에 ‘국가식품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Alimentation, CNA)’를 

설립하였다. 국가식품위원회는 농식품 정책과 공공 정책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농식

품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각종 논의와 자문 역할을 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프랑스는 

이후 농식품 정책과 공공 정책의 연계를 기반으로 공공 식품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2010년 9월에 ‘국가식품프로그램(Le Programme National pour 

l'Alimentation, PNA; 이하 ‘PNA’)을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프랑스는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에서의 농식품 및 임업에서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에 수립된 1차 PNA를 수정·보완하여 2014년에는 수정된 PNA, 즉 2차 PNA를 

수립하였다. 2차 PNA에서는 1차 PNA에서 제시된 추진 목표 달성과 함께 새로운 비전이 

반영되었으며, 6개의 축이 4개의 축으로 수정되는 등 세부 내용이 더 구체화 되어 수립되

었다.

2.2. 프랑스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

  프랑스 국가 푸드플랜인 ‘PNA’는 ‘충분한 양의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에 모든 국민이 

접근하는 것’을 비전으로 4개의 주요 목표이자 축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4개의 축은 각각 

① 사회정의(제1축) ② 청소년 식생활 교육(제2축) ③ 음식물쓰레기 대응(제3축) ④ 지역 

먹거리 정착 및 지역 유산 가치 부여(제4축)이다.

2.2.1. 제1축: 사회정의

  PNA의 제1축인 ‘사회정의’는 국민의 영양과 식품공급 체계 개선, 식품 감독체계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주로 식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보장 및 형평성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 과제의 초점 또한 경제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교도소, 

병원, 요양원 등에 살고 있는 상대적 소외계층에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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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랑스 국가 푸드플랜(PNA) 중 제1축, ‘사회정의’

구분 내용

주요 

내용
￭ 국민 영양·공급개선, 식품공급체계 개선, 식품감독체계 확립

목표

￭ 식품 지원과 교육·사회적 지원 활동을 결합한 연합 프로젝트 중점 추진

￭ 식품 기부, 식품관련 직업 등을 매개로 한 사회 복귀와 경제 활동 창출

￭ 관계기관 간 협력 하에 서민 계층 지역에 초점을 맞춘 PNA 활동 추진

￭ 위생·영양적 관점에서 양질의 식품에 대한 접근과 함께 프랑스형 식생활 모델 보존·장려

￭ 2014년 2월 농업·농식품·산림부의 식품 품질 협약의 일환으로 공급 식품 품질 향상을 위한 단체 협약 포함 

추진

과제

￭ 취약계층의 기대와 필요를 고려한 식품 지원 실시

  ∙ 유럽취약계층지원기금(FEAD)에서 지원되는 식품 품질(영양·위생) 보장

  ∙ 식품지원 관리 단체의 공공지원 대상 한계와 실제 수요에 따라 지원 물량 측정

  ∙ 농산물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식품지원 체계 개발

￭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식품 공급 질적 향상 도모

  ∙ 국가 품질 협약: 공급 식품의 영양뿐만 아니라 농식품 생산·가공·유통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자 인센티브 제공 제도

￭ 교도소 식품 관련 직업 훈련과정 개발을 통한 직업 복귀 혜택 부여

￭ 교도소 식품 공급 개선

  ∙ 타 기관 조리사 간 교류, 음식물 낭비 퇴치를 위한 활동 개발 등(법무부 협력)

￭ 병원 및 요양원 등 단체 급식 참여 공공 관계자 관심 제고

  

자료: 황윤재 외(2018a)와 황윤재 외(2018b) 수정 및 재구성.

2.2.2. 제2축: 청소년 식생활교육

  PNA의 제2축인 ‘청소년 식생활교육’은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도구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학교 수업, 방과 후 활동 및 학교급식 등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과 바른 식습관 홍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프랑스 PNA의 

청소년 식생활교육은 식생활, 영양, 식습관 교육에만 한정하지 않고 식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에 대한 교육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분야 미래 인력으로서 청소년 교육을 

수행하며, 사회변화에 맞추어 온라인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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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프랑스 국가 푸드플랜(PNA) 중 제2축, 청소년 식생활교육

구분 내용

주요 

내용
￭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도구 개발 등

목표

￭ 학교 수업·과외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식생활교육과 바른 식습관 홍보

￭ 학교급식을 활용한 청소년 식생활교육 지원

￭ 젊은 계층 식품 관련 직업교육 추진

추진

과제

￭ 중앙 및 지방 정부(교육부, 교육감 등)과 학교 식생활교육 담당 교사 간 협력

￭ 온라인 교육 및 교육 방법 자료 센터 구축

  ∙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디지털 교육 도구 제공

￭ 식품 산업체가 식품 관련 가이드(정보)를 학교에 전국적으로 배치

  ∙ ‘놀이를 위한 과일’, ‘급식의 즐거움’, ‘맛 수업’ 등  

￭ 농업-사회 간 연결을 위한 활동 개발

  ∙ 농장 및 식품분야 전문가 방문, 교육용 정원 설립 등 

￭ 식생활 다양성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세계 식문화에 대한 교육

￭ 일자리 창출원으로서 직업 훈련 실시(단체 급식 조리사)

￭ 교육 및 학생 대상 박람회 등을 통해 식품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자료: 황윤재 외(2018a)와 황윤재 외(2018b) 수정 및 재구성.

2.2.3. 제3축: 음식물쓰레기 대응

  제3축인 ‘음식물쓰레기’ 대응은 음식물쓰레기 감소 및 식품 기부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체 단계에서의 쓰레기 감소를 통하여 2025

년까지 수립 당시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3축인 음식물쓰

레기 대응에서는 폐기 제품(식품)의 기부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소방법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

<표 3>  프랑스 국가 푸드플랜(PNA) 중 제3축, 음식물쓰레기 대응

구분 내용

주요 

내용
￭ 음식물쓰레기 감소, 기부활성화

목표

￭ 국가적 차원에서 식품 낭비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여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2025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소

  ∙ 국민 1인당 연간 20kg(미개봉 포장식품 7kg 포함) 음식물 쓰레기 배출

추진

과제

￭ 국가 식품 낭비 협약(농업·농식품·산림부)의 일환으로 공모전 개최 및 우수 사례 등 활용·확산 

￭ 국가 음식 낭비 투쟁일(10월 16일)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대응을 위한 활동의 결집 유지

￭ 폐기 제품(식품) 기부를 편리하게 하고 이러한 제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통해 사

회복귀 활동 증진

  

자료: 황윤재 외(2018a)와 황윤재 외(2018b) 수정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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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제4축: 지역 먹거리 정책 및 지역 유산 가치 부여

  PNA의 제4축인 ‘지역 먹거리 정책 및 지역 유산 가치 부여’는 지역 먹거리의 공급 촉진과 

먹거리 유산 가치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프랑스 PNA는 지역 먹거리 공급 촉진의 방법으

로 공공급식(단체급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단체급식에서 이용되는 농식품 재료

의 근접지역 농식품 재료 비율을 40%로 목표하였다. 프랑스는 이를 위해 먹거리 공급 플랫폼 

개발, 법률 마련 등의 노력을 함께 추진하였다.

<표 4>  프랑스 국가 푸드플랜(PNA) 중 제4축, 지역 먹거리 정책 및 지역 유산 가치 부여

구분 내용

주요 

내용
￭ 지역 먹거리 공급 촉진, 먹거리 유산 가치화

목표

￭ 단체급식에 근접지역 제품 40% 사용을 목표로 설정(2017년), 유기농 제품을 포함한 근거리 농산물 공급 

플랫폼 개발과 공급 농식품의 질적 개선, 식품 낭비 대응 등 우선 추진

  ∙ 단체급식은 식품 공공정책의 중심이며, 식품분야 사회정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양질의 식품에 대한 접

근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 

  ∙ 근거리 농식품 공급, 농식품 다양성 및 계절성 유지, 농촌 지역 경제·사회적 발전 보장의 중요 역할 수행 

￭ 농업 생산-경제-환경 연계한 추진  

추진

과제

￭ 지역 식품 프로젝트 개발

  ∙ 기존의 관련 대책(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지역 계획)들과의 연계와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 및 관련

인 등이 결합하여 지역 생산 가치 증대, 지역 재배치 및 식품 주변의 사회적 연결 창출 논리로 지역 이해 

관계자의 기대치 충족

￭ 단체급식을 위한 근거리 농식품 공급 플랫폼 개발, 근거리 공급에 관한 법률 가이드라인 제공 

￭ 원산지 확인 표시를 통한 식품 유산 가치 증대

  

자료: 황윤재 외(2018a)와 황윤재 외(2018b) 수정 및 재구성.

3. 호주의 국가 푸드플랜

3.1. 호주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 현황3)

  호주는 2007~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 이후, 농식품 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종합

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결정적으로 2010년 7월 호주 연방총선에서 노동당 정부가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 집권하게 되면서 국가 푸드플랜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3) Leib et al.(2017), DAFF(2013), 국가 식품 전략을 위한 청사진(http://foodstrategyblueprint.org)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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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국가 푸드플랜(‘National Food Plan: Our Food Future’)은 농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민간단체, 식품산업계 등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 및 논의를 통해 2013년 6월에 

수립 및 발표되었다. 실무그룹 운영, 이슈페이퍼 발간(2011년 6월) 및 피드백, 녹서 발간

(2012년 7월) 및 피드백, 백서 발간(2013년 5월) 등 수립과정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들을 

우수하게 수행하였으나,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된 2013년과 같은 해 9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재집권에 실패하면서 추진력을 잃고 실질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림 1>  호주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

자료: Leib et al.(2017: 28) 참조, 황윤재 외(2018b: 129)에서 재인용.

3.2. 호주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

  호주 국가 푸드플랜인 ‘국가푸드플랜(National Food Plan:Our Food Future; 이하 NFP)’은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회복력 있는 식품공급을 통한 식품접근성 보장’을 비전으로 하여 

2025년 목표 달성을 기한으로 두고 수립되었다. NFP는 ① 수출성장, ② 산업번영, ③ 국민, 

④ 지속가능한 농식품의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문별로 2~8개의 세부 목표와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다. 

  NFP는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목표 외에도 5개년 단기목표 및 각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포함하였으며, 각 추진전략은 생산, 안전·품질, 교육, 노동·기술, 환경·에너지, 

건강, 인프라·운송, 산업, 폐기 등 먹거리 시스템 전반의 정책 영역을 포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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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제1부문: 수출 성장

  호주 국가 푸드플랜의 ‘수출 성장’ 부문은 ① 농식품 수출 45% 증가, ② 농식품 무역, 

국가 간 투자관계 강화, 호주 이익 증진 역량 강화를 포함하는 2개의 장기목표와 각 장기목표

에 대한 4개의 단기목표 및 12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었다.

<표 5>  호주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 중 ‘수출 성장’

장기목표

(2025년)

단기목표

(5개년)
추진전략

1. 농식품 수출 45% 증가

(GDP 증가에 기여)

수출 기회 증가를 위

해 국제 농식품 시장 

자유화 확대 실현

1.1. WTO 다자간 협상 진척

1.2. 지역 및 양자 간 무역 협상 추진 및 이향

1.3. 목표지향적·효과적·지속적 양자간 협상 통해 무역 

장벽 감소

기존 및 신규 시장 

유지 및 확대

1.4. 기술적 시장접근 협상 해결 노력

1.5. 국제표준개발 지원

1.6. WTO 규정을 준수하면서,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

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들과 협력

1.7. 호주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무역 파트너 요구 충족

1.8. 무역장벽 대응, 무역 기회 활용 가능 시장 정보기관 

조직

(특정식품산업 대상 전담시장접근연락관 마련)

2. 농식품 무역, 국가 간 

투자관계 강화, 호주 이

익 증진 역량 강화

무역 파트너와의 관

계 개선(특히 아시아)

2.1. 호주 외교 네크워크 자원을 확대하여 아시아 전역에

서 농식품 관련 시장 접근 확대 

- 해외 농업 상담사 확대하여 주요·신흥 시장 참여 확대 

국제 및 지역 공급망

을 바탕으로 호주 식

품 및 기타 서비스 

회사의 참여 강화(아

시아 지역 중점)

2.2. B2B 연결망 구축 및 업체간 관계 강화 위한 산업계 지원

2.3. 아시아의 신식품 수요 및 선호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

을 위해 산업계와 협력

- 아시아 식품 시장 연구 기금 설립

- 아시아 시장 개척 연구: 미래 아시아 식품 수요 보고

서 시리즈 

2.4. 다양한 시장 대상 농식품, 서비스 및 기술 등에 대한 

고객 중심 무역 활성화 서비스 제공

자료: 황윤재 외(2018a),p. 154.

3.2.2. 제2부문: 산업번영

  호주 국가 푸드플랜의 ‘산업번영’ 부문은 세계적인 식품 브랜드 보유, 농업 생산성 증대, 

식품안전 확보 등을 포함하는 10개의 장기목표와 각 장기목표에 대한 16개 단기목표, 56개 

추진전략을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장기목표

(2025년)

단기목표

(5개년)
추진전략

3. 고품질, 혁신, 안전, 지

속가능한 식품·서비스·

기술을 반영한 세계적

인 식품 브랜드 보유

고품질,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신뢰할 수 있

는 업체로서의 호주의 

국제적 명성 강화 (특히 

아시아 지역)

3.1. 타킷 마케팅, 홍보, 적절한 브랜드 작업을 위해 호

주 기업과 협력 

- 업계와 협력하여 브랜드 호주 글로벌 식품 전략

(Brand Australia Global Food Strategy) 개발 

및 제공

3.2. 호주의 세계적 식품 안전 관리 및 생물안보시스템 

홍보

4. 농업 생산성 30% 증가 식품공급망 혁신 투자 4.1. 세계적 농촌 R&D 시스템 유지·개선

4.2. 민간/공공 부문 참여 통한 효과적 농촌 평생교육 

시스템 장려

4.3. 가능한 폭 넓은 경제적 조치를 활용하여 식품업체 

혁신 장려(예: R&D 세제 혜택, 지적재산권시스템)

4.4. 투자, 협업, 프로그램 및 규제 개선 등 타깃 활동 지원

4.5. 사람·환경에 안전한 기술 및 노하우(생명공학 포

함) 채택을 위한 장애물 제거 

4.6. 생산부문, 공급체인 및 최종소비자 니즈 반영한 전

략적 요구에 연구, 개발 및 투자 집중

농업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면서 생산자들

이 저탄소 경제의 기회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7. 국내 및 국제 탄소 시장에서 농민 기회 창출

4.8. 생산자 및 토지소유자의 온실가스배출 저감 또는 

탄소농작업활동(Carbon Farming Initiative)을 통

한 탄소 저장에 인센티브 제공

4.9. 연구, 시도(trialling) 및 확장 요소에 대한 정부 투자

가 완화 및 적응을 목표로 하는지 확인

가문과 기후변화를 포

함한 환경·경제 변화에 

대한 식품·농업 관련 

업체의 적응능력 및 회

복력 제고

4.10. 기후변화 대비(적응)하는 식품업체 및 지역사회 역

량 구축

4.11. 가뭄과 기타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 지원

4.12. 정부 위기 지원 기금에 대한 의존에 벗어나 위기관

리 및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4.13. 정부 개입이 적응을 방해되지 않도록 보장

4.14. 식품업체와의 협의·협력 등 농업 대상 국가적응체

제 개발 

식품산업 투자 장려 4.15. 식품산업 국내외 투자 장려

- 투자 홍보 및 유인 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

- 농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 투명성 제고

사업 투입자원에 대한 

접근 지원

4.16. 사업 투입자원에 대한 잘 규제되고 경쟁적인 시장 

장려

4.17.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식품 및 동물 유전자 자원에 

대한 접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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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호주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 중 ‘산업번영’



장기목표

(2025년)

단기목표

(5개년)
추진전략

5.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

기 위한 협력을 통해 

규모와 역량을 증진하

면서 호주 식품제조산

업 혁신 증가 

식품공급망 혁신에 투자 5.1. 훈련, 개선된 네트워킹, 협력을 통해 식품사업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한 식품산업혁신구역 마련

5.2. 호주 연구위원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

의 2억 3천 6백만 달러 규모 산업전환연구프로그

램 첫 단계를 통해 식품제조업 혁신 및 성장 지원

6. 학교 졸업 후 자격취득 

비율 증가로 호주 농수

산업 인력 기술 기반 

확립

국가 훈련 및 인력 프로

그램, 산업관계시스템 

지원을 통해 숙련·비숙

련 인력 육성 경로 개선

과 산업인력 진입 지원

6.1.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이 식품산업 훈련 및 기술 개발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장

6.2. 토착민, 청소년, 이동가능한 노년층을 포함하여 더 

많은 호주인들이 보다 용이하게 식품산업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

6.3. 식품산업 노동 수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주민프로그램 개선 가능성 확인

6.4. 기술 및 인력개발 활동을 통해 식품산업 내 아시아

에 대한 인식 조성

7. 비용효율적·효과적으

로 시장에 식품을 수송

하고 새로운 수출 기회

를 지원하면서, 호주의 

인프라와 생물안보시

스템은 성장하는 식품

산업 지원

공공인프라 투자 7.1. 인프라 계획 및 기타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제공 개

선을 위해 식품산업 및 소비자 수요에 관한 자료기

반 구축

2025년까지 식품산업 향후 인프라 수요 분석

7.2. 국가 인프라 우선순위 결정, 계획, 투자와 구제에 

식품공급망 필요성 적절히 고려

7.3. 지역사회를 위한 식품 연관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

시하기 위해 민간투자 및 효과적 공공-민간 파트너

십 장려

외래해충 및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효율적·신속한 생

물안보시스템 유지

7.4. 규제 부담 최소화 방식으로 동식물 건강상태를 지

원하여 호주 식품산업 고생산비용을 회피할 수 있

도록 지원(통합된 생물안보시스템이 핵심 요소)

보다 통합·조직화된 내륙 생물안보시스템 구축

새로운 동식물 및 질병 침입에 대응하여 위험-수익

기반 국가근절전략 시행

8. 생산성 향상 및 혁신 

추진, 글로벌 시장과의 

관계 창출하며, 식품산업 

디지털경제 참여 증가

-

8.1. 식품업체와 소비자가 국가광대역통신망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획득하도록 장려

9. 사업비 절감으로 호주

가 세계에서 효율적 

구제 국가 상위 5위에 

포함

보다 효율적이며, 전국

적으로 일관된 식품산

업 규제를 통해 사업 수

행 용이성 향상

9.1. 지방(주 및 준주)정부와 협력하여 국가 규제 체제의 

효과성 개선

9.2. 지역사회에 이익 제공하는 산업의 규제 부담 절감 

노력

9.3. 모범 사례 규제 영향 평가의 적용을 통해 새로운 규

제 부담 절감 노력

9.4. 식품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규제의 유효성 지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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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장기목표

(2025년)

단기목표

(5개년)
추진전략

9.5. 식품공급망 전반에 대한 생산성위원회 검토

식품 및 식품산업에 대

한 시장 경쟁력 및 효율

성 촉진

9.6. 식품공급망을 통한 경쟁 및 공정거래 촉진(주로 강

력한 경쟁 및 소비자법, 독립적 시행을 통해)

9.7. 식품업계가 생산적·효율적 공급망을 창출하는 관

계와 행동규범을 수립하도록 장려, 식품공급망 관

계 구축

9.8. 공정거래를 촉진하고 경쟁법에 부합되도록 산업 

자율규제노력 지원과 모니터링

10. 외딴 지역 거주자 및 

취약계층 대상 안전하

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지속적

으로 개선하여 높은 수

준의 식품보장 확보

호주 식품공급은 국민

들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섭취하기

에 충분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지역 

및 수입식품 포함

10.1 식품을 지속가능하게 생산하는 경쟁력있고 생산적

인 식품산업 유지

10.2. 식품수입 허용을 위한 공동이용시장정책 접근법 

유지

비상상황에서의 식량 

공급 연속성

10.3. 중요 인프라 탄력성 전략하에서 식품공급망 탄력

성 향상 위해 업계와 협력

가장 취약한 가정 및 외

딴지역 거주자의 필요

를 충족하는 프로그램

을 통해 개인 및 지역사

회 식품불안정성 감소

10.4. 강한 경제 유지와 취약계층 고용 기회 개선

10.5. 소득지원 및 개별식품보장향상프로그램을 통해 사

회적·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10.6. 식품 관련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취약가구 예산과 

우선순위 지출을 돕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 지속

10.7. 정부보조금 및 과세 시스템을 통해 식품불안정을 경

험한 사람들을 돕는 비정부기구에 대한 지원 제공

10.8. 토착민 공동체에 영양,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방

식을 증진하고, 국가와 지방(주 및 준주)정부 프로

그램 연계 강화를 위해 원주민·토레스해협 섬 거주

민 만성 질병 기금 하에서 계획 시행

10.9. 외딴지역 원주민 공동체의 식품보장을 위한 국가

전략 검토 및 발생하는 변화에 필요한 조치 이행  

10.10. 위험 직면 인구를 확인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건강영향 평가를 할 수 있도

록 식량보장과 소비 모니터링

10.11. 지역사회상점허가 및 지원 강화를 통해 북부 외곽지

역에서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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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장기목표

(2025년)

단기목표

(5개년)
추진전략

11. 호주 수출품의 평판을 

제고하면서 호주는 식

품안전 확보 세계 상위 

3개국으로 인식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지속 검토 및 개선

11.1. 중앙 정부, 지방(주 및 준주)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 접

근법 유지

11.2. 활용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증거에 입각하고, 적절

한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식품기준 

개발 및 유지

11.3.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 접근법 지속

선별적 식품안전 개입

- 자료 수집 및 이해의 효율성 추구, 식품안전 R&D 

우선순위 설정

- 정보, 자료, 모범사례 공유 위해 국가 및 국제 협

력 파트너십 및 연계 구축

11.4. 식인성질병을 모니터하고 조사하며, 잠재적 이슈

를 예측하고 조사하는 역량 강화

11.5. 명확한 제품 정보,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안전 취급 관련 소비자 홍보·교육

11.6. 국제적으로 일관된 식품안전관리 촉진을 위해 위

험 및 증거 기반 국제 식품 기준 개발에 참여

11.7. 위해식품의 효율적 시장 회수를 포함한 식품안전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정

부 간 협력 파트너십의 지속적 개발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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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황윤재 외(2018a), pp.155-157.

3.2.3. 제3부문: 국민

  호주 국가 푸드플랜의 ‘국민’ 부문은 정보제공, 어린이의 식품 생산에 대한 이해 증진, 

개발도상국 농민 신농업기술 접근 지원 등을 포함하는 3개의 장기목표와 6개의 단기목표, 

17개의 추진전략을 포함한다. 제3부문인 ‘국민’은 타 영역과 달리 산업을 넘어선 영역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호주 내의 ‘자국민’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국민에 대한 식량 지원 

등에 기여 하고자 하였다. 

  정보제공을 위하여 식품표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사

회의 다양한 식품 관련 활동 지원을 포함하였다. 호주의 어린이들에 대한 식생활 관련 교육

에서는 직접적인 교육 내용 외에도 교육 전문인력 및 학습능력 개발, 자료 제공 등을 함께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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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호주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 중 ‘국민’

장기목표

(2025년)

단기목표

(5개년)
추진전략

12. 식품 관련 결정 위해 

필요한 정보의 국민 

제공

식품선택 지원 정보 

즉시 이용 가능

12.1. 의사결정을 가이드하는 프레임워크를 개선하여 식

품표시 정보 개선

12.2. 소비자 가치와 연계하여 식품표시를 하도록 업계주

도 자기 규제 및 공동규제 접근법 지원

12.3.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및 산업 이해 향상 

- 원산지 의무 표시를 모든 비포장 1차 식품으로 확

대 고려

- 공급업체 위험 행위 수준과 성격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 준수 및 집행 프로그램 발전

- 2015 호주 소비자 조사 일환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반응 평가

12.4. 사전시장 승인 필요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및 비규제 

조치 적용 방법에 대한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 개발

12.5. 식품표시 논리에 대한 정부의 합의된 조치 이행: 식

품 표시법 및 정책 검토

12.6. 소비자에게 추가 가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표시를 보완하는 사업계 자발적 움직임 지원

선택에 영향을 주고, 

사회망 구축하는 지

역사회 식품 관련 활

동 참여 기회 확대

12.7. 새로운 보조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식

품관련 활동 수립·관리 지원

12.8. 조직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정보 이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식품활동 지원

- 지역사회식품활동프로그램에 기금 지원

13. 호주 어린이의 식품 

생산에 대한 이해 

증진

교사들에게 농식품에 

관한 교육 자료 제공

13.1. 호주 교육과정 내 농식품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 위

해 인력 자원 및 전문학습능력 개발

인력자원 개발에 투자

14. 개발도상국 농민의 

신농업기술 접근을 

지원하여 세계식량

안보에 기여

빈곤 감소 및 지속가

능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효과적인 개

발 파트너 역할 지속

14.1. 개발도상국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 및 개발 원조 제공

14.2. 개발도상국 식품생산 증가 위해 R&D 전문 지식 공유

14.3. 호주 원조규모를 2017-18년까지 국민 총소득의 

0.5%로 증가시켜서 2011-11년 수준보다 두배 이

상 규모로 증가

14.4. 국제 농업연구 파트너십 강화로 세계 경제 개발 및 

식량안보 지원

개발도상국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식품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세계 농

식품시장 추가적 개혁

14.5. 국제무역포럼을 통한 모든 국가의 세계무역체제 규

칙 준수 지지

14.6.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함께 적절한 국제, 지역 및 국

가 경제 및 무역 정책지지

14.7 개발도상국 세계 시장 참여 지원 위한 무역 관련 개

발 원조 제공

곤경에 처한 사람들

을 지원하기 위해 단

기위기식품지원 지속

14.8. 위기상황 긴급식량 원조가 가능하도록 국제 인도적 

구호 단체에 지속적으로 기금 제공

자료: 황윤재 외(2018a),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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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목표

(2025년)

단기목표

(5개년)
추진전략

15. 지속가능한 식품 생

산과 생산성 및 환경

성과 향상을 위한 혁

신적 관행 채택

지속가능, 혁신적 관

리기법 채택하는 생

산자 및 어업 경영체 

수와 지역 증가

15.1. ‘Caring for our Country’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

능하고 혁신적 관행을 채택하도록 생산자 지원 자

연 자원 관리와 관련된 농업, 지역사회 및 기타 그

룹의 지식과 역량 증대

- 지속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장 

관행의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기업, 기관, 

부문별, 시장 및 공급망 기반 활동 협력 

15.2. 다부문 토양 연구, 개발 및 전략 개발을 포함한 지

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연구 투자

15.3. 지속가능한 식품생산과 토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 제고

15.4.  국가 물 계획과 국가 수질 관리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지방 정부(주 및 준주)과 지속 협력

15.5. 농장 단계와 이후 단계 물 사용 효율을 위한 개선

을 포함하여, 1,50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the Future) 계획에 대한 개혁

을 계속하여 전개

15.6. 이 계획의 지속가능 부문 제한 조정 메커니즘과 일

치시키면서, 지방정부(주 및 준주)와 협약을 통해 

머레이-달링 유역계획 이행을 지속하고, 추가적

인 농장 관개 효율을 2024년까지 실시

15.7. 곤충 수분에 관한 연구에 계속 투자하고, 벌을 해

치는 ‘바로아응애’의 호주 정착에 대응하는 꿀벌산

업과 수분지속전략 (Honey Bee Industry and 

Pollination Continuity Strategy Should Varroa 

Become Established in Australia)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해주체들과 협력

15.8. 새로운 침입을 관리하기위한 지역사회 역량을 강

화하는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 잡초 및 해충

에 대한 국가 감시 체계 시행

3.2.4. 제4부문: 지속가능한 농식품

  호주 국가 푸드플랜의 ‘지속가능한 농식품’ 부문에서는 농식품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음식

물 쓰레기 감소를 포함하는 2개의 장기목표와 4개의 단기목표, 20개의 추진전략이 제시되었

다. 농식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프로그램과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연대와 참여, 이해 제고에 대한 노력 등이 함께 추진전략으로 제시되었

으며, 1인당 음식물쓰레기 양을 지표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저감 전략도 함께 포함되었다.

<표 8>  호주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 중 ‘지속가능한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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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목표

(2025년)

단기목표

(5개년)
추진전략

15.9.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수산업과 해양 환경을 지

원하기 위해 어획 가능한 어류 어획량과 방법 규제

15.10. ‘Caring for our Country’ 프로그램을 통해

- 혁신 촉진 범위 확대와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어

민들이 지속가능하고 환경영향이 적은 방식을 

채택하도록 지원

- 도시 수로와 해안 환경 복구·유지 활동에 투자

호주 자연자원 기반 

관리에 있어서 산업

계와 지역사회의 연

대와 참여 확대

15.11. 자연자원 관리 이슈 대응, 역량 강화, 계획 수립, 의

식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 Landcare

(주. 호주 토지보호 관련 기구), 농업시스템그룹,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계속하여 활성화하고 투자

15.12. 자연자원 관리 성과를 실현하는 Landcare와 다른 

단체들에 조언을 제공하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조력자들의 네트워크 지원

- Landcare의 조력자들은 농업연수와 식품에 대

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학교들과 상호작용하

며 활동

15.13. 산업전반의 국가 지속가능성 우선순위에 관한 

정부 자문을 제공하는 지속가능농업자문위원회 

설립

- 육지 관리 및 천연 자원 관리에 관한 조언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National Landcare Council(국

가토지보호위원회) 지원

지속가능성 설명과 

자연자원에 대한 이

해 제고 개선

15.14. 환경정보 질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환경정보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계획 시행

15.15. 토지이용, 토양, 지표 표지, 잡초, 유해동물, 토지

관리 관행 및 자원 사용자의 동기에 관한 자료와 정

보 수집, 분석, 배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조사

에 투자

15.16. 농업을 위한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을 포함하여 호

주의 청정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준 높은 자격(장점)

을 명확히 찾아내고 이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을 하

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농업계와 협력(추진 경로 

3.1 참조)

15.17. 생산 관련 잔류 화학 물질 잔류량 평가와 최소화 위해 

산업계와 협력

15.18. 영연방 관리 어업에 대한 어업현황보고서 계속 발표

16. 1인당 음식 쓰레기 

감소

1인당 음식 쓰레기 

감소

16.1. 국가 폐기물 정책 시행: 폐기물 감소, 자원화

16.2. 지역사회 식품 프로그램 이행

자료: 황윤재 외(2018a: 159-16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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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의 국가 푸드플랜

4.1. 영국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 현황

  영국의 국가 푸드플랜 수립 논의도 2007~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글로벌 식량위기 이후 기존의 푸드시스템이 농식품 문제 전반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2007년 영국 노동당 정부인 고든 브란 총리가 

취임하면서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농식품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참여 및 논의를 통해 영국은 2010년에 영국 국가 푸드플랜인 ‘Food 2030’을 

발표하게 되었다. 

  영국의 국가 푸드플랜은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Rural 

Affairs, DEFRA)를 중심으로, 이해 관계자들 간의 합의·조정,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서(‘Food 

Matters’) 발표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호주 국가 푸드플랜과 마찬가지로 푸드플랜이 수립된 

2010년과 같은 해, 보수당 정부인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취임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추진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립에 그쳤다.

4.2. 영국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

  영국의 국가 푸드플랜인 ‘Food 2030’은 농식품과 관련한 6개 부문에 대하여 각 실행 

주체별 실행계획을 수립·제시하였으며, 실행 주체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푸드플랜의 실질적

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Food 2030’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푸드시스템 

수립’을 비전으로 하며, 6개 부문은 각각 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 장려, ② 회복력 

있고, 수익성·경쟁력 있는 푸드시스템 확보, ③ 농식품 생산 지속가능성 증가, ④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저감, ⑤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재가공, ⑥ 기술·지식·연구 영향 증가로 

제시되었다.

4.2.1. 제1부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 장려

  영국 ‘Food 2030’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 장려’를 위해 소비에서 생산에 걸친 

전 단계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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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보 제공, 식품표시 개선, 지역 작물재배를 위한 토지 확보, 농식품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식품준비기술 향상 등을 그 실행계획으로 포함하였다.

<표 9>  영국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 중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 장려’

실행계획 실행주체

∙ 영양가 있고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정부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 정보 및 조언 제공 

∙ 식인성질병 추세 전환 정부, 산업계, 규제기관

∙ 식품안전성에 대한 공공 신뢰 정부, 산업계, 소비자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 실천 소비자

∙ 지역 작물재배를 위한 토지 확보 정부, 제3부문

∙ 농식품 생산과정에 관한 이해 증진 정부, 산업계

∙ 식품준비기술 향상 정부, 제3부문, 산업계

자료: 황윤재 외(2018a: 162-163) 재편집.

4.2.2. 제2부문: 회복력 있고, 수익성·경쟁력 있는 푸드시스템 확보

  ‘Food 2030’은 ‘회복력 있고, 수익성·경쟁력 있는 푸드시스템 확보’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

로 충격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 조성, 전통농산물 및 지역특산물 홍보·마케팅, 표준식품표시 

규정 적립, 로컬푸드 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식품 조달 장려 등을 제시하였다. 

<표 10>  영국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 중 ‘회복력 있고, 수익성·경쟁력 있는 푸드시스템 확보’

실행계획 실행주체

∙ 경쟁력·효율성 향상 식품, 농업부문

∙ 개방·안정적 세계시장 조성·보호 WTO, DDA

∙ 규제부담 완화 정부, 산업단체

∙ 충격에 대비한 국가인프라 조성

정부, 산업계∙ 공정한 공급체인 수립

∙ 전통·지역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 자연적 자본감소, 자원 부족으로 인한 위협·위험요인 식별 정부, 식품산업

∙ 표준식품표시 규정 정립
정부

∙ 공공부문 식품 조달

∙ 보증(인증) 체계 산업계

자료: 황윤재 외(2018a: 164)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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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제3부문: 농식품 생산 지속가능성 증가

  ‘Food 2030’은 ‘농식품 생산 지속가능성 증가’를 위하여 농어업 생산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시장 경쟁력 개선, 환경관리, 식품 가용성 및 접근성 향상 등을 주요 실행계획으

로 제시하였으며, 영국의 국내 이해관계자 외에도 외국의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함께 포함하였다.

<표 11>  영국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 중 ‘농식품 생산 지속가능성 증가’

실행계획 실행주체

∙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정책

정부∙ 증가하는 국제 수산물 수요 지원

∙ 식량안보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바이오연료(바이오에너지) 생산 보증

∙ 연구 및 개발 정부, 연구위원회, 산업계

∙ 기술 향상 산업단체, 정부, 교육부문

∙ 공급체인 관계, 시장 경쟁력 및 대응능력 개선 산업계, 정부

∙ 생태계 가치 평가 식품/농업/수산업계, 정부

∙ 생산 지속가능성 향상 정부, 농업계, 국제이해관계자

∙ 양식장 및 해양 환경 관리 농업/수산업계, 정부

∙ 효과적인 다측면 프로세스의 현장 적용
정부․국제이해관계자

∙ 식품 가용성·접근성 향상

자료: 황윤재 외(2018a: 164-165) 재편집.

4.2.4. 제4부문: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실행계획은 농작업 개선,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 

저감 등 생산단계에서의 관련 주체의 노력과 식품산업에 대한 목표 명확화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추진 등 정부의 노력 등이 함께 제시되었다.

<표 12>  영국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 중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행계획 실행주체

∙ 농작업 개선 농업생산자

∙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관심 표출 권한 강화 정부, 소매업체, 소비자

∙ 전기사용 및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운송 활동 개선 식품소매·제조·물류·요식업

∙ 공급체인의 저탄소화 격려·지원 정부·식품소매·제조·물류·요식업

∙ 식품산업에 대한 기대목표 명확화
정부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식품 탄소배출 감소 정책 추진 및 기업 지원

자료: 황윤재 외(2018a: 166) 재편집.



44 ∙ 세계농업 2019. 11월호

4.2.5. 제5부문: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재가공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재가공’을 위한 실행계획에는 소비의 직접적인 주체인 각 가정에

서의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위한 캠페인 등을 포함하여 정부와 산업계의 식품공급체인에서

의 폐기 감소, 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표 13>  영국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 중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재가공’

실행계획 실행주체

∙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처리 방식 전환 중앙·지방정부

∙ 계획적 식사준비 가계·소비자·NGO·지역사회그룹

∙ 음식물쓰레기 감소하도록 소비자 지원
식품산업

∙ 가공 및 소매업체 식품 폐기 감소

∙ 명확한 식품 날짜표시 및 식품 보관·이용 지침 
정부·식품산업

∙ 식품공급체인에서의 폐기 감소

자료: 황윤재 외(2018a: 167) 재편집.

4.2.6. 제6부문: 기술·지식·연구 영향 증가

  ‘Food 2030’의 비전인 ‘203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푸드시스템 수립’ 달성을 위하여 

‘기술·지식·연구 영향 증가’의 실행계획들이 제시되었다. 실행계획 중 지속가능한 국제농업 

개선의 지원, 식품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연구 실용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식품분야의 

인력 양성과 취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실행계획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표 14>  영국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 중 ‘기술·지식·연구 영향 증가’

실행계획 실행주체

∙ 정부·민간부문 및 제3부문의 연구 협력·통합
정부

∙ 효과적으로 연구 실용화

∙ 지속가능한 국제농업 개선의 지원 위한 R&D 정부·산업계·연구커뮤니티

∙ 미래 도전 사전 준비 정부·연구커뮤니티

∙ 식품분야 기술 유지·향상 정부·기술위원회·연구커뮤니티·산업

∙ 연구 및 연구결과물,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공공·시민사회 참여 및 

인지 향상
정부·연구공동체·식품산업·시민사회

∙ 식품분야 기술 수요 창출, 숙련노동력 수요처로서 인식 식품산업·교육시스템

∙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혁신을 지원·격려하는 방식으로 푸드

시스템 규제
정부·EU

자료: 황윤재 외(2018a: 168) 재편집.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현황과 시사점: 프랑스,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45

5. 시사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푸드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대

응을 위하여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해 왔다. 본고는 향후 수립·추진될 예정인 우리나라 

국가 푸드플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의 국가 푸드플랜 수립 현황과 국가 푸드플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수립과정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국가인 프랑

스, 호주, 영국의 국가 푸드플랜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림 2>  국내외 국가 푸드플랜 수립 동향

자료: 황윤재 외(2018b: 25) 재편집.

  먼저,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각 국가의 다양한 여건과 

추진 배경, 목적에 따라 비전, 목표, 추진전략, 실행계획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분야별 추진전략, 실행계획 

등의 범위를 살펴보면 <표 15>와 같이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이 ‘식품안전·품질’, ‘건강·영

양’, ‘환경/폐기’, ‘식품산업’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식량수급 등 식량안보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되, 지역·공동체에 대한 영역

을 중점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지역·공동체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지만,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 푸드플랜의 범위를 해

외로 확장하여 수립하는 등 그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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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주요 범위

국가
식량안보

(식품수급)

식품안전·

품질
건강·영양 환경/폐기 식품산업 지역·공동체

프랑스 ● ● ● ● ●

호주 ● ● ● ● ●

영국 ● ● ● ● ● ●

자료: 황윤재 외(2018a: 173)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정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국가식품위

원회(CNA)’, ‘농식품부(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MAA)’를 중심으로 

명확한 추진 주체와 「농어업현대화법(loi de modernisation de l'agriculture et de la péche, 

LMAP)」 및 「농업·식품·산림미래법(Loi d'avenir pour l'agriculture, l'alimentation et la 

forêt, LAAAF)」을 중심으로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수립 이후 

추진 과정에서의 사회·정치·경제적 영향 등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큰 제약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

  반면, 함께 살펴본 호주와 영국의 경우 국가 푸드플랜 수립 시 명확한 법적 근거 등 안정적

인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되다 보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직후 

그 추진력을 급격히 상실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에서는 각 국가의 여건과 목적에 맞게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되, 명확한 실행 주체, 이해관

계자들 간의 꾸준한 논의 및 협업, 명확한 법적 근거 등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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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향신료 생산 및 교역 동향:

후추, 계피, 정향을 중심으로

신 유 선 * 4)

1. 서론

  향신료는 영어로 스파이스(Spice)라고 하며, 한국어로는 ‘양념’에 해당된다. 향신료는 세

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콜럼버스의 아메리

카 대륙 발견(1492년), 마스코 다 가마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 항로를 발견

(1498년)한 일, 마젤란의 세계 일주(1219~1521년) 등은 모두 하나의 목적, 즉 후추와 같은 

향신료를 구하는 것이었다.

  향신료는 식재료의 하나로 식물의 열매, 씨앗, 꽃,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해서 음식의 맛과 

풍미를 더해주거나 색깔을 내어 식욕을 증진시키고, 육류 및 생선의 잡내를 없애며, 식재료

의 보존성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향신료에는 후추, 겨자, 고추, 바닐라, 사프란, 생강, 계피, 

육두구, 올스파이스, 정향, 통카 열매, 고추, 깨, 파, 마늘 등 그 종류가 매우 많다. 넓은 

의미에서 설탕, 소금과 우리나라의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등)도 향신료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음식에 주로 쓰이는 대표적인 향신료에는 마늘, 파, 후추, 생강, 계피, 겨자 

등이 있으며, 향신료 기능을 장류가 대신하기도 하였다. 또한 육류 소비가 적어 유럽에 

비해 외국의 향신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쿡방, 먹방 등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이 대중에게 인기를 끌면서 향신료에 대한 관심도 이전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향신료는 나라마다 다양하고 종류도 많아서 본고에서는 세계 3대 향신료인 ‘후추’, ‘계피’, 

‘정향’을 중심으로 국가별 재배 ․ 생산 현황 및 수출입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shinys@krei.re.kr).

본고는 FAO STAT와 UN Comtrade 홈페이지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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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3대 향신료 생산 동향

2.1. 후추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향신료 가운데 하나인 ‘후추’는 가장 익숙한 재료

로 동남아 일대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다른 향신료에 비해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다. 자극적이고 독특한 향기와 매운맛이 특징인 후추는 숙성과정에 따라 색과 사용처가 

다양해진다.

  후추 열매는 5mm의 핵과로 다 익으면 검붉은 색을 띠며, 다 익기 전에 수확 후 건조 

시키면 우리가 향신료로 사용하는 익숙한 검은색의 후추가 된다. 흰 후추는 검은 후추의 

껍질을 벗긴 것이고, 붉은 후추는 다 익은 열매를 사용한 것이다. 후추나무는 다년생 목본 

덩굴 식물로 다 자라면 높이가 4미터에 이르며, 2~3년 정도 자라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림 1>  후추 열매와 종류

(후추 열매) (검은 후추와 흰 후추)

자료: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검색일: 2019.10.17.).

  세계 후추 재배면적은 2000년 43만 7,000ha에서 2006년 65만 7,000ha로 정점을 찍은 

후에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7년 58만 7,000ha이다. 후추 재배면적이 

늘고 단수가 향상됨에 따라 생산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39만 7,000톤에서 

2017년 72만 6,000톤으로 연평균 3.7%로 증가하였다.



세계 3대 향신료 생산 및 교역 동향: 후추, 계피, 정향을 중심으로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57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세계 437 543 584 535 568 587 (100.0)

인도네시아 100 115 186 168 181 182 (31.0)

인도 196 228 196 129 129 132 (22.5)

베트남 15 39 44 68 82 94 (15.9)

스리랑카 28 31 37 41 42 42 (7.2)

<그림 2>  세계 후추 생산 추이(200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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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10.17.).

<표 1>  세계 후추 생산 동향
단위: 천 ha, kg/a, 천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재배면적 437 543 584 535 568 587

단수 91 98 88 114 116 124

생산량 397 534 513 611 656 726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10.17.).

2.1.1. 재배면적

  후추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이다. 2017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재배면적

은 18만 2,000ha로 전 세계 재배면적의 31.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인도(22.5%)와 

베트남(22.5%) 등이 후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후추 재배면적이 전 세계 

재배면적의 81.5%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국가의 재배 집중도가 높은 품목이며, 상위 10개국

의 재배면적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8%에 달한다.

<표 2>  국가별 후추 재배면적 동향
단위: 천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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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브라질 16 32 23 22 26 29 (4.9)

중국 13 15 17 18 18 18 (3.1)

말레이시아 13 13 11 16 17 17 (2.9)

마다가스카르 4 10 9 12 12 11 (1.9)

에티오피아 2 2 5 7 7 8 (1.4)

가나 4 5 5 6 6 6 (1.0)

주: 2017년 기준 재배면적 상위 10개국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10.17.).

2.1.2. 생산량

  국가별로 추 생산량을 살펴보면, 세계 최대 생산국인 베트남이 2017년 기준 25만 3,000톤을 

생산하여 세계 생산량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후추 재배면적 기준으로는 3위이지

만 기상여건과 토양 성질이 후추 재배에 적합한 환경이어서 생산량 측면에서는 세계 1위 

강국이다.

  다음으로 재배면적 1위인 인도네시아가 8만 7,000톤을 생산하며, 세계 후추 생산량의 

12.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브라질(10.9%), 인도(9.9%) 등의 순으로 후추를 많이 생산하

고 있다. 상위 5개국의 후추 생산량이 세계 생산량의 75.2%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생산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3%이다.

<표 3>  국가별 후추 생산량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세계 397 534 513 611 656 726 (100.0)

베트남 51 104 105 177 216 253 (34.8)

인도네시아 69 78 84 82 86 87 (12.0)

브라질 39 79 52 52 54 79 (10.9)

인도 59 73 51 65 55 72 (9.9)

불가리아 64 64 64 68 72 55 (7.6)

중국 18 23 30 34 34 35 (4.9)

말레이시아 24 19 24 28 29 30 (4.2)

스리랑카 17 18 27 29 29 29 (4.0)

멕시코 5 4 4 4 5 8 (1.1)

마다가스카르 2 5 5 7 7 6 (0.9)

주: 2017년 기준 재배면적 상위 10개국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10.1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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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피

  계피나무는 녹나무속(Cinnamomum)에 해당되며, 계피의 나무껍질은 향신료로 사용된다. 

계피 열매는 8mm의 핵과로 다 익으면 흑색을 띠며, 계피나무는 다 자라면 높이가 8미터에 

이르며 가지와 잎이 무성하다. 계피는 양념이나 조미료로 요리에 주로 이용된다. 달콤하면서

도 매운맛, 고상한 향이 특징인 계피는 커피, 파이, 잼 등을 만들 때 풍미를 좋게 하기 

위해 넣거나 고기가 부패하는 것을 늦추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의 방부제로 계피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3>  계피 열매와 계피껍질

계피 열매 진피(왼쪽), 계피(오른쪽)

자료: 트리인포(https://www.treeinfo.net/plant),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세계 계피 재배면적은 2000년 18만 1,000ha에서 2017년 32만 7,000ha로 연평균 3.6%로 

증가해 왔다. 계피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13만 8,000

톤에서 2017년 30만 4,000톤으로 연평균 4.9%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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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계 계피 생산 추이(200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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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10.17.).

<표 4>  세계 계피 생산 동향

단위: 천 ha, kg/a, 천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재배면적 181 215 269 318 325 327

단수 77 105 94 93 93 93

생산량 138 226 254 295 300 304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10.17.).

2.2.1. 재배면적

  세계 계피 재배면적 1위 국가는 후추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이다. 2017년 기준 인도네

시아의 계피 재배면적은 10만 6,000ha로 전 세계 재배면적의 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피 재배 2위인 베트남은 10만 2,000ha를 재배하며, 전 세계 재배면적의 31.2%를 점유하고 

있다. 그 밖에 중국(13.0%)과 스리랑카(9.7%) 등이 계피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 상위 4개국의 

계피 재배면적이 전 세계 재배면적의 86.2%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국가의 재배 집중도가 

월등히 높은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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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가별 계피 재배면적 동향
단위: 천 ha,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세계 181 215 269 318 325 327 (100.0)

인도네시아 66 80 99 110 111 106 (32.3)

베트남 14 26 59 90 96 102 (31.2)

중국 36 40 40 42 42 42 (13.0)

스리랑카 25 26 29 30 31 32 (9.7)

마다가스카르 1 1 1 2 2 2 (0.5)

세이셸 3 2 0 1 1 1 (0.2)

상투메프린시페 0.2 0.2 0.2 0.2 0.2 0.2 (0.1)

도미니카 0.1 0.1 0.1 0.1 0.1 0.1 (0.0)

주: 2017년 기준 재배면적 상위 8개국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10.17.).

2.2.2. 생산량

  국가별로 계피 생산량을 살펴보면, 재배면적이 가장 큰 인도네시아가 8만 7,000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28.7%를 차지하며 1위이다. 다음으로 중국(26.2%), 베트남(12.2%), 스리랑

카(5.7%) 등의 순으로 계피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 상위 4개국의 계피 생산량은 22만 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72.8%에 달한다.

<표 6>  국가별 계피 생산량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세계 138 226 254 295 300 304 (100.0)

인도네시아 45 101 88 92 91 87 (28.7)

중국 37 50 63 75 77 79 (26.2)

베트남 5 10 21 33 35 37 (12.2)

스리랑카 12 13 16 17 17 17 (5.7)

마다가스카르 2 2 3 3 3 3 (0.9)

동티모르 0.1 0.1 0.1 0.1 0.1 0.1 (0.0)

그레나다 0.1 0.1 0.1 0.1 0.1 0.1 (0.0)

상투메프린시페 0.1 0.1 0.1 0.1 0.1 0.1 (0.0)

도미니카 0.1 0.1 0.1 0.1 0.1 0.1 (0.0)

주: 2017년 기준 재배면적 상위 9개국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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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향

  후추, 계피에 이어 세계 3대 향신료는 ‘정향’이다. 정향나무는 도금양과에 속하는 상록 

교목으로 높이는 2~3미터이며, 말린 꽃봉오리가 마치 못과 닮았으면서 꽃 향기가 좋아 

정향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정향은 세계 3대 향신료 중 가장 낯선 이름으로 개화하지 

않은 빨간 꽃봉오리를 건조시켜 향신료 재료로 사용한다.

  정향은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특징으로 맛과 향이 강해 서양에서는 육류의 누린내 

제거나 피클이나 소스를 만들 때 이용되며, 화장품이나 향수의 부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정향은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와 살균력이 뛰어나고, 우리나라의 ‘동의보감’

에서는 약재로 쓰이기도 하였다.

<그림 5>  정향 열매와 말린 정향

정향 열매 말린 정향

자료: 나무위키(https://namu.wiki),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세계 정향 재배면적은 2000년 50만 4,000ha에서 2006년 36만 9,000ha로 감소한 이후 

보합세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7년 63만 7,000ha이다. 세계 정향 생산량

은 재배면적 확대에 힘입어 2000년 8만 7,000톤에서 2017년 16만 7,000톤으로 연평균 

6.8%로 3대 향신료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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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세계 504 468 390 635 643 637 (100.0)

인도네시아 390 400 321 536 545 548 (86.1)

마다가스카르 80 37 38 70 69 60 (9.4)

코모로 10 6 9 9 10 10 (1.5)

스리랑카 5 8 7 8 7 7 (1.1)

<그림 6>  세계 정향 생산 추이(200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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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10.17.).

<표 7>  세계 정향 생산 동향

단위: 천 ha, kg/a, 천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재배면적 504 468 390 635 643 637

단수 17 23 33 29 29 26

생산량 87 106 129 184 184 167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10.17.).

2.3.1. 재배면적

  인도네시아는 후추 ․ 계피뿐만 아니라 정향에 대해서도 재배면적 1위를 고수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정향 재배면적은 54만 8천 ha로 세계 재배면적의 86.1%를 차지

하고 있어 특정 국가의 재배 집중도가 매우 높은 품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마다가스카

르(9.4%)와 코모로(1.5%) 등이 정향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

<표 8>  국가별 정향 재배면적 동향
단위: 천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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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탄자니아 15 13 9 8 7 7 (1.1)

케냐 2 2 3 2 2 2 (0.3)

말레이시아 1 1 1 1 1 1 (0.1)

중국 1 1 1 1 1 1 (0.1)

주: 2017년 기준 재배면적 상위 8개국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10.17.).

2.3.2. 생산량

  국가별로 정향 생산량을 살펴보면, 재배면적 1위인 인도네시아가 12만 4,000톤을 생산하

며, 세계 생산량의 74.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마다가스카르(11.8%), 탄자니아(5.4%), 

스리랑카(4.4%) 등의 순으로 정향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정향 생산량이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97.0%)을 차지하고 있어 3대 향신료 중 특정 국가의 집중도가 가장 큰 

품목이다.

<표 9>  국가별 정향 생산량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세계 87 106 129 184 184 167 (100.0)

인도네시아 60 78 98 140 140 124 (74.0)

마다가스카르 12 10 10 22 22 20 (11.8)

탄자니아 9 10 9 9 9 9 (5.4)

스리랑카 2 3 4 6 6 7 (4.4)

코모로 3 2 3 3 3 3 (1.6)

케냐 1 1 3 2 2 2 (1.3)

중국 1 1 1 1 1 1 (0.8)

말레이시아 0.2 0.2 0.2 0.2 0.2 0.2 (0.1)

주: 2017년 기준 재배면적 상위 8개국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10.1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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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 3대 향신료 교역 동향

3.1. 후추

3.1.1. 수출 동향

  세계 후추 수출량은 2000년 49만 8,000톤에서 2017년 132만 6,000톤으로 166.2% 증가하

였으며, 2017년 기준 세계 후추 수출액은 43억 9,975만 달러 수준이다. 후추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인도로 재배면적에서는 세계 2위이지만 세계 수출량의 36.6%인 48만 

5,000톤(8억 9,826만 달러)을 수출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2위인 베트남은 2017년 기준 후추 수출량이 21만 8,000톤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4%이며, 수출액으로는 11억 3,096만 달러 수준이다. 수출량으로는 인도가 1위이

지만, 수출액 기준으로는 베트남이 세계 1위이다. 그 밖에 중국(13.5%), 브라질(4.6%), 스페

인(4.5%) 등의 순으로 후추를 많이 수출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후추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75.6%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1%이다.

<표 10>  국가별 후추(건조/으깬/분쇄)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세계 498 675 717 1,049 1,110 1,326 (100.0)

인도 74 147 142 358 328 485 (36.6)

베트남 36 76 117 132 183 218 (16.4)

중국 65 95 79 119 181 179 (13.5)

브라질 25 47 33 40 32 62 (4.6)

스페인 24 29 32 54 61 60 (4.5)

인도네시아 66 35 64 61 55 45 (3.4)

멕시코 19 27 16 32 38 34 (2.5)

페루 0 54 44 38 38 31 (2.3)

독일 6 12 18 20 22 24 (1.8)

미국 10 9 9 21 20 19 (1.4)

주: 2017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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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입 동향

  세계 후추 수입량은 2000년 47만 7,000톤에서 2017년 106만 1,000톤으로 122.5% 증가하

였으며, 2017년 기준 세계 후추 수입액은 38억 770만 달러 수준이다. 후추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2017년 기준 20만 6,000톤을 수입해 세계 수입량의 19.4%를 차지하며, 수입액으

로는 7억 8,551만 달러 수준이다.

  세계 수입 2위인 태국은 9만 4,000톤을 수입하며, 수입액으로는 1억 9,632만 달러 수준이

다. 태국(8.8%) 다음으로 스페인(5.8%), 독일(5.3%), 스리랑카(5.0%) 등의 순으로 후추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후추 수입량은 세계 수입량의 44.4%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

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7%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기준 후추 수입량은 

1만 톤으로 세계에서 25위이다.

<표 11>  국가별 후추(건조/으깬/분쇄)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총합계 477 666 904 933 960 1,061 (100.0)

미국 92 114 175 204 202 206 (19.4)

태국 8 29 45 0 76 94 (8.8)

스페인 20 42 40 56 61 62 (5.8)

독일 31 42 37 50 53 56 (5.3)

스리랑카 23 27 38 50 27 53 (5.0)

말레이시아 32 53 81 47 48 47 (4.4)

인도네시아 6 7 20 28 32 44 (4.1)

멕시코 13 43 30 37 42 37 (3.4)

아랍에미리트 14 15 39 31 29 35 (3.3)

인도 6 21 16 22 25 32 (3.0)

한국 10 14 14 12 10 10 (0.9)

주: 2017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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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피

3.2.1. 수출 동향

  세계 계피 수출량은 2000년 7만 9,000톤에서 2017년 17만 9,000톤으로 127.0% 증가하였

다. 2017년 기준 세계 계피 수출액은 6억 6,126만 달러 수준이다. 계피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생산에서는 세계 2위이지만 생산량의 72.4%를 수출해 세계 1위를 차지하

고 있다. 중국의 2017년 기준 계피 수출량은 5만 7,000톤으로 세계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9%이며, 수출액으로는 1억 974만 달러 수준이다.

  최대 생산국이자 계피 수출 2위인 인도네시아는 2017년 기준 계피 수출량이 5만 톤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2%이며, 수출액으로는 1억 4,808만 달러 수준이다. 인도네시

아 다음으로 베트남(14.1%), 스리랑카(9.3%), 아랍에미리트(3.8%) 등의 순으로 계피를 많이 

수출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계피 수출량은 세계 수출량의 87.3%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

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8%이다.

<표 12>  국가별 계피(계피와 계피나무 꽃)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전 세계 79 107 110 153 134 179 (100.0)

중국 23 35 34 40 42 57 (31.9)

인도네시아 27 37 46 55 49 50 (28.2)

베트남 4 6 0 21 0 25 (14.1)

스리랑카 10 12 12 14 15 17 (9.3)

아랍에미리트 1 4 4 5 7 7 (3.8)

네덜란드 3 3 3 4 6 7 (3.7)

마다가스카르 0 0 2 3 3 3 (1.8)

미국 2 1 2 2 2 2 (1.2)

독일 0 1 1 1 2 (0.9)

네팔 0 2 2 2 (0.9)

주: 2017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17.).

3.2.2. 수입 동향

  세계 계피 수입량은 2000년 8만 3,000톤에서 2017년 15만 7,000톤으로 90.1%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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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세계 계피 수입액은 5억 7,327만 달러 수준이다. 계피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

로 2017년 기준 3만 4,000톤을 수입해 세계 수입량의 21.7%를 차지하며, 수입액으로는 

1억 2,227만 달러 수준이다.

  세계 계피 수입 2위인 인도는 2만 8,000톤을 수입하며, 수입액으로는 5,692만 달러이다. 

인도(17.5%) 다음으로 네덜란드(4.7%), 멕시코(4.6%), 슬로베니아(4.0%) 등의 순으로 계피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계피 수입량은 세계 수입량의 52.6%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2%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기준 계피 

수입량은 2,000톤으로 세계에서 16위이다.

<표 13>  국가별 계피(계피와 계피나무 꽃)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전 세계 83 96 132 142 133 157 (100.0)

미국 13 14 25 27 27 34 (21.7)

인도 4 6 16 21 26 28 (17.5)

네덜란드 6 6 4 7 5 7 (4.7)

멕시코 6 7 6 7 8 7 (4.6)

슬로베니아 0 0 0 0 0 6 (4.0)

사우디아라비아 1 3 3 6 0 5 (3.3)

파키스탄 4 5 2 3 5 (3.2)

아랍에미리트 4 7 8 7 4 5 (3.1)

독일 2 4 4 4 5 (3.1)

이란 0 2 3 4 5 (3.0)

한국 3 3 2 3 3 2 (1.4)

주: 2017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17.).

3.3. 정향

3.3.1. 수출 동향

  세계 정향 수출량은 2000년 3만 3,000톤에서 2017년 7만 1,000톤으로 113.5% 증가하

였으며, 2017년 기준 세계 정향 수출액은 4억 8,359만 달러 수준이다. 최대 수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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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는 생산에서는 세계 2위이지만 세계 수출량의 44.0%인 3만 1,000톤(2억 2,823

만 달러)을 수출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수출 2위인 싱가포르는 2017년 기준 정향 수출량이 1만 2,000톤(1억 211만 달러)으

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6%이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12.8%), 스리랑카(11.0%), 

브라질(5.0%) 등의 순으로 정향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정향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89.2%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8%이다.

<표 14>  국가별 정향(꽃/줄기/과실 포함)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세계 33 43 44 51 56 71 (100.0)

마다가스카르 15 6 8 20 21 31 (44.0)

싱가포르 7 12 6 4 9 12 (16.6)

인도네시아 5 8 6 13 13 9 (12.8)

스리랑카 1 6 8 6 2 8 (11.0)

브라질 0 2 3 1 4 4 (5.0)

아랍에미리트 1 3 1 3 2 3 (4.7)

탄자니아 2 3 3 0 1 1 (1.5)

네덜란드 0.5 0.6 0.7 0.6 0.7 0.6 (0.9)

인도 0.1 0.1 0.7 0.7 0.9 0.6 (0.9)

독일 0.1 0.2 0.3 0.4 0.4 (0.6)

주: 2017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17.).

3.3.2. 수입 동향

  세계 정향 수입량은 2000년 5만 1,000톤에서 2017년 6만 9,000톤으로 35.4% 증가하였으

며, 2017년 기준 정향 수입액은 4억 1,538만 달러 수준이다. 정향의 최대 수입국은 인도로 

2만 1,000톤을 수입해 세계 수입량의 30.0%를 차지하며, 수입액으로는 1억 4,156만 달러 

수준이다.

  세계 정향 수입 공동 2위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각각 1만 4,000톤을 수입하며, 세계 

수입량의 19.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아랍에미리트(6.1%), 파키스탄(3.3%) 등의 순으로 

정향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정향 수입량은 세계 수입량의 79.1%를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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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세계 51 41 38 43 54 69 (100.0)

인도 2 10 12 18 19 21 (30.0)

싱가포르 15 11 6 5 11 14 (19.8)

인도네시아 21 0 0 0 7 14 (19.8)

아랍에미리트 2 5 3 4 3 4 (6.1)

파키스탄 0 2 2 2 2 (3.3)

미국 1 2 1 2 2 2 (2.7)

사우디아라비아 1 2 2 2 0 2 (2.7)

독일 0.4 0.7 0.5 0.8 0.9 (1.3)

말레이시아 0.9 1.8 0.6 1.2 1.0 0.9 (1.3)

네덜란드 0.9 0.7 1.3 0.7 0.7 0.8 (1.1)

한국 0.05 0.05 0.06 0.11 0.07 0.07 (0.1)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2%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기준 

정향 수입량은 70톤으로 세계에서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5>  국가별 정향(꽃/줄기/과실 포함)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

주: 2017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17.).

4. 요약 및 결론

  요리의 맛과 향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세계 3대 향신료(후추, 계피, 정향)에 대해 간략히 

다뤄 보았다. 세계 3대 향신료 재배면적은 2000년 112만 1,000ha에서 2017년 155만 ha로 

38.2% 증가하였고, 재배면적 확대와 단수 향상 덕분에 생산량은 같은 기간 92.6% 확대되었

다. 특히, 세계 3대 향신료 중 계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세계 3대 향신료 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연히 교역 또한 확대되었다. 세계 3대 향신료 

수출량은 2000년 61만 1,000톤에서 2017년 157만 7,000톤으로 158.3% 늘었고, 수입량은 

같은 기간 61만 톤에서 128만 7,000톤으로 110.9%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3대 향신료 

교역량은 같은 기간 134.6%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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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세계 향신료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향신료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과 다양한 미디어의 영향으로 외국 문화와 음식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생소하던 외국 향신료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맛을 

결정하는 이국적인 향신료 성분에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마라(중국 사천지방 

향신료)’ 열풍은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최근 열린 ‘인도 국제식품박람회(SIAL INDIA 2019)’에서 전 세계 26개국, 175개 제품이 

출품한 혁신대회에서 ‘김치 시즈닝’이 은메달을 수상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고유의 김치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 다양한 음식에 쉽게 넣을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은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

어가 아닐 수 없다. 넘쳐나는 외국의 향신료 시장에서 K-푸드의 특징을 가진 향신료(소스) 

개발을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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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농업구조와 농지의 변화

김 부 영 * 1)

1. 들어가며

1.1. 일반 현황

  북유럽의 최남단에 자리 잡은 덴마크는 남쪽으로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나머지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현재까지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덴마크의 총 인구는 약 560만 명이며, 인구의 약 30%가 농촌지역

에 거주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5개 주와 98개 자치체로 구성된다.

  덴마크의 영토는 유틀란드 반도와 발트해에 위치한 셸란섬(Zealand), 퓐섬(Funen), 롤란

섬(Lolland), 팔스테르섬(Falster), 보른홀름섬(bornholm) 등과 400개 이상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은 셸란섬 동안(東岸)에 위치한다. 덴마크

의 전체 면적은 약 4만 3,100km²이며, 해안선의 길이가 대략 7,500km에 달한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는 국가 중 하나로 2012년 기준 농지가 

전체 면적의 약 62%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산지 14%, 도시지역 및 교통기반시설 10%, 

목초지·습지 등 반(半)자연지역 9%, 호수 및 시내 2.5%, 연못·생울타리 등 농지 내 소규모 

생태지 2.5%이다(MEFD 2016: 5). 농지면적은 1920년 320만 ha에서 2015년 260만 ha로 

감소하였다. 2014년 기준 농지의 82%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데 이용하고, 9.5%를 사람이 

섭취할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8.5%는 바이오에너지 작물, 목초종자, 

크리스마스 트리, 산업용 감자, 화훼 등을 생산하거나 묵히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bkim73l@krei.re.kr).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

선 방안」(2019)에서 실시한 덴마크·영국 해외출장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고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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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덴마크 지도

자료: Galland(2015).

1.2. 농업과 토지 거버넌스

  역사적으로 덴마크의 농지는 소유 및 이용, 면적 제한 등 관련 규정을 통해 강력히 규제되

었다.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외한다면 현재 농업부문은 거의 

전면적으로 자유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농촌지역의 풍경이 변화되었고 이뿐만 아니

라 농업부문의 시장 조건도 변화하였다. 예전에 소농의 생계를 강력히 보조해주던 정책은 

대규모 기업농을 지원하는 자유주의 정책으로 대체되었고, 이와 함께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형태도 함께 변화하였다. 본고에서는 덴마크에서 발생한 이러한 일련의 정책의 흐름이 덴마

크의 농업 구조, 특히 농지를 이용하는 농업인과 농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농업부문의 토지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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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덴마크의 농업 구조의 변천

  덴마크는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농지의 최소·최대 면적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농업부문에 

대해 엄격하고 자세한 규제를 오랫동안 시행하였다. 구조 조정의 역사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인클로저 운동과 황야·공유지에 대한 개간이 이루어지던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말까지이다. 두 번째 단계는 소규모 농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구조 조정이 동원되어 새로운 토지 소유가 많이 생겨났던 1900년에서 1960년대까지

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농촌의 농지 보호가 강조되고 농업부문의 탈규제로 인해 

농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영농 규모가 점점 확대되던 1970년에서 오늘날까지이다.

2.1. 1단계: 인클로저 운동 시기(1780년~1800년대 말)

  1700년대 말까지 덴마크의 농지는 귀족이 소유한 성과 영주의 저택에 부속되어 대규모 

단위로 조성되었다. 마을에 사는 소작인들이 이 땅을 경작했으며, 주변의 공유지 또한 소작

인들이 경작하였다. 소작인들은 자연물로 중과세를 부담해야 했으며 농업생산성을 높일 

만한 실질적인 기회가 없었다. 이러한 체계는 1780년대 인클로저 운동을 계기로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다. 소규모 개별 농가로서 소작인들은 자기 몫에 해당하는 공유지의 농지를 

구매할 수 있었으며 구입한 땅에서 개별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덴마크의 풍경은 크게 변화하였다<그림 2>. 무엇보다도 덴마크 

사회가 봉건 체제에서 점차 자본주의적 관계의 시장 기반 경제로 새롭게 재편되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변혁은 덴마크가 지적공부(地籍公簿)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지적공부는 변혁 이후의 토지 상황을 나타내는 지도와 각 마을별 토지의 소유 관계, 토지의 

소재지 및 면적, 해당 토지의 생산성(즉, 단위생산량) 등 토지에 관한 여러 상항을 기재한 

기록으로 구성되었다. 지적공부는 덴마크 정부가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기초가 되었다. 

비록 지금은 시장가격을 기초로 세금을 산정하고 토지등기부와 지적도가 모두 디지털로 

전환되어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1844년에 시행된 지적(地籍) 체계는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1846년에 소유 증서 및 융자의 부수서류로 만들어진 토지대장

은 1924년에 부동산 소유권 체계로 개편되어 지적 체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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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클로저 운동 전(위)과 후(아래)의 덴마크 아스레브(Arslev) 지역 모습

자료: Enemark(2016), p.4.



덴마크의 농업구조와 농지의 변화

국가별 농업자료 ∙ 83

<그림 3>  덴마크 아스레브(Arslev) 지역의 현재 모습

자료: Enemark(2016), p.4.

  1800년대에는 습지, 황야 및 인클로저 운동 이후 남아있는 공유지에 대한 개간이 진행되

었다. 덴마크 정부는 주요 개간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특히, 고된 노동을 요구하는 

황무지 개간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1700년대 중반까지는 황무지가 유틀란

트 영토의 1/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약 1만 km²로 덴마크 전체 면적의 1/4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덴마크 정부의 황무지 개간 정책으로 1950년 무렵에는 전체 황무지 면적의 2%(약 

200km²)만이 남았으며, 현재 대부분이 보존되고 있다.

2.2. 2단계: 소규모 농가 확대 및 강력한 규제 시기(1900년~1960년대)

  1900년에서 1960년대까지는 새로운 소규모 농가가 많이 나타났으며 이들의 생계를 유

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조 조정이 강력하게 시행된 시기이다. 1925년에 시행된 최초의 

「농업법」은 ‘농업재산(agricultural property)’1)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농업재산’이란 

 1) 덴마크에서 정의하는 농업재산(agricultural property)은 독일, 스위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는 영농사업장 또는 

농장(Hof, Gewerbe)과 비슷한 표현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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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a 이상의 최소 토지 면적과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최소 세금 가치를 충족하는 재산을 

의미하며, 농사를 짓는 데 기반이 되는 건물을 포함한다. ‘농업재산’이라는 개념은 지적 

체계에 편입되었으며, 그 이후로 농지는 오직 농업 목적으로만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무와 함께 농업부문을 규제하는 기초가 되었다.

  1949년에는 새로운 「농업법」이 시행되어 3개 이상의 농업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

다. 1957년에는 기관과 회사가 농업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들은 농지 소유가 일부에게 편중되지 않고 고루 분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

었다. 또한 덴마크 정부는 토지 병합과 세분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여 가족 기반의 

소규모 농가의 생계를 보호하고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이전에 영주가 소유하던 대지를 분할하고 습지를 개간함으로써 소규모 농지를 

생성하도록 장려하는 법안이 도입되었다. 덴마크 정부는 농민이 새로운 농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리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 기간에 이러한 방식으로 총 3만 개의 

소규모 농지가 생성되었다. 1960년대 말에 정점을 이루어 덴마크에는 약 20만 개의 개별 

농업재산이 있었으며, 평균 규모는 약 15ha로 작물과 축산업을 혼용한 형태를 띠었다. 당시

까지 임차 또는 둘 이상의 농업재산에 대한 공동영농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 4>  2단계 시기 가족 단위의 소규모 농가 모습(1)

자료: Enemark(2016),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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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단계 시기 가족 단위의 소규모 농가 모습(2)

자료: Enemark(2016), p.5.

2.3. 3단계: 농업부문의 탈규제 시기(1970년~현재)

  3단계 시기에 덴마크는 1972년에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에 가입하였고, 1993년에 출범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 가입하였다. 이와 더불

어 덴마크 농업은 1970년 이래로 급속히 발전한 농업기술에 힘입어 대규모 농기계로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대규모 축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덴마크 농업의 변화는 1970년 이후로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1970년 행정 개혁을 단행하여 카운티의 수를 25개에서 

14개로 감소시키고 자치체의 수를 약 1,400개에서 275개로 감소시켜 지방분권을 확대한 

조치와도 연관된다. 행정 체제 개편을 바탕으로 1970~1977년 계획법 개혁을 실시하여 국가

(national), 지역(regional) 및 (특히) 로컬(local) 단위의 포괄적인 계획 및 토지이용 규제를 

도입하였다. 2007년에는 개혁을 진일보하여 지역 수준의 행정 단위를 폐지하고 로컬 수준의 

자치제의 수를 98개로 줄였다. 그러면서도 주요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로컬 단위의 

계획과 전체 관할 구역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의무는 계속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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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개혁의 핵심적인 성과 중 하나는 도시구역(urban zoning)과 농촌구역(rural zoning)

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농촌구역에서는 농림어업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한 승인이 없이는 개발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분리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 한편, 농업경영체(agricultural holding)라는 

개념과 함께 농촌구역에 관한 규정은 1970년 이후로 농업부문에 자유화와 탈규제화가 발생

하는 기초가 되었다. 당시 농업경영체란 한 개 이상의 농업재산 및 이와 연결된 임차농지를 

보유한 농가 단위를 의미했다.

  이 시기에는 더욱 크고, 더욱 전문화된 농업경영체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들

이 도입되었다. 토지 소유, 임차 및 규모와 관련한 법적 규제가 점차 완화되었고, 영농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에 마침내 폐지되었다.

  <표 1>을 보면 1970년대까지는 농업재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농업재산은 최대 2개로 상한이 설정되었으며 해당 농업재산과의 거리가 10km 

이내여야 했다. 1980년부터 농업교육 수준과 농업재산 수에 대한 요건이 완화하였고, 2010

년에는 종내 모든 규제가 철폐하였다.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0년까지는 

농업교육 수준, 총 면적, 농업재산 수, 임차 기간에 대한 규제가 존재했지만, 2010년

<표 1>  1970년 이후 덴마크 농업경영체에 적용된 규제의 변화

규제 1970년대 1980~2010년 현재

구매(purchase)

농업교육 수준 필수 필수 > 30ha -

농업재산 수 최대 2개 최대 4개 -

거리 최대 10km 최대 10km -

임차(lease)

농업교육 수준 필수 필수 > 30ha -

총 면적 최대 100ha 최대 500ha -

농업재산 수 최대 5개 최대 5개 -

기간 최대 15년 최대 30년 최대 30년

공동농업(co-farming)

총 면적 최대 100ha 최대 400ha -

농업재산 수 최대 5개 최대 5개 -

거리 최대 15km 최대 15km -

자료: Enemark(2016: 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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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최대 임차 기간 30년을 제외한 다른 규제들이 모두 철폐되었다. 공동농업의 경우 

1970년대에서 2010년까지 넘어가는 시기에는 총 면적에 대한 규제만 완화되었지만, 2010년 

이후로 모두 규제가 철폐되었다.

2.4. 농업 발전의 결과

  과거에 소규모 농가의 생계를 보조하던 강력한 정책이 규모화된 기업형 영농을 지원하는 

자유화 정책으로 대체되면서 농업부문의 탈규제가 진행되었다. 소위 농업 발전의 결과로 

더욱 적은 수의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농업경영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4년 기준 덴마크

의 약 4만 개의 농업경영체 중에서 1/3가량만이 전업농이며, 나머지는 겸업농이거나 여가 

활동과 연관된 농업경영체이다.

<그림 6>  덴마크의 농업경영체 수 추이(1951~2012년)

자료: Enemark(2016: 9)에서 재인용.

  평균 농가 규모는 1970년 15ha, 1980년 30ha, 1990년 35ha, 2014년 약 70ha로 4.6배 

증가하였다(MEFD 2016: 6). 그러나 영농규모화의 결과로 농지가 소수의 농업경영체에 집중

되면서 전체 농업경영체의 20%(약 8,000농가, 규모 100ha 이상)가 농지의 4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 농지 면적의 1/3가량(약 90만 ha)이 임대차 관계로 계약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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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ha 이상 규모의 농가가 모두 관여하고 있다. <그림 7>은 덴마크에서 나타난 시기별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화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7>  덴마크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화 사례(1970년, 2000년, 2005년, 2010년)

주: 지도상의 빨간선은 한 농업경영체의 연도별 농지 면적 확대 양상을 나타냄.

자료: Enemark(2016), p.8.

  덴마크에서 영농규모화를 추진하게 된 정치적 배경에는 농업부문이 다가오는 구조적, 

경제적 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전문화된 기업형 영농 

방식은 농지 외에도 생산 설비 및 기계류 등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투자 

규모가 크고 많은 농업경영체가 채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형 농업경영체의 

생산성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국제 농산물 시장과 세계 경제 여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농업부

문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너무 세세한 

규제들에 의해 제한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덴마크의 경관과 자연이 상당히 변화하였는데, 소규모 생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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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고 있다. 증가한 비료 사용량이 환경 및 지하수, 호수, 개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연보호법」(Nature Protecting 

Act),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수로법」(Water Course Act) 등 부문별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덴마크는 로컬 수준의 종합적인 공간 계획을 통해 농업생산성과 

자연 및 환경 보호의 전반적인 측면들을 두루 고려하고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3. 시사점

  본고에서는 1780년 이후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주요 농가지원 및 농지정책과 

그 결과를 조명하였다. 첫 번째 시기에 덴마크는 인클로저 운동을 겪으면서 독특한 농지 

문화를 형성한 시장 기반 사회로 이행하였고, 정부에서 습지 및 황야 개간을 장려하면서 

농지면적이 증가하였다. 두 번째 시기에는 덴마크 정부가 소규모 농가의 생계를 보조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면서 농지를 보유한 소농의 수가 급증하였다. 세 번째 시기에는 농업

부문에서 대대적으로 탈규제화가 진행되어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업형 영농을 지원하고 

도시화로부터 농지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덴마크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탈규제가 진행되면서 조화로운 경관 관리에 대한 필요성

이 증대하였다. 농업 생산에 필요한 토지 수요와 환경 보호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덴마크의 계획 체계는 이러한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로컬 수준의 

포괄적인 공간 계획을 통해서 자연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것이다. 농촌구역

을 더욱 세분화하여, 1) 집약적인 농업 생산에 가장 적합한 지역, 2) 생태지가 취약하여 

농업 생산을 피하고 조림이 필요한 지역, 3) 주택 및 산업 수요에 할당된 지역, 4) 경관의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휴화되고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법이 현재 덴마크에서 농업부문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

하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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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송 주 호 * 2)

1. 농업정책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기회(OECD)1)

  2016년에 OECD 농업장관들은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이 있는 세계 식품시스템

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정책개선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데이터의 수집 기술, 특히, 제자리

(in situ)와 원거리 감지기(sensors) 기술의 발전은 농업 데이터의 장소적, 시간적 데이터 

해상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있다. 농업부문

에서 정밀 농업기계의 채택은 정책에 유용한 새로운 데이터 정보출처를 제공한다.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연산능력 분야의 진전은 다양한 출처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하고, 정책결정자와 집행자들뿐만 아니라 농식품분야의 생산자와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유

용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컴퓨터 암호화(encryption)와 데이터 보호기술의 발전은 데이

터 공유제도의 발전과 함께 농업부문의 마이크로(micro) 데이터에의 광범위한 접근을 가능

케 하고, 거래비용도 감소시키면서 필요한 곳에서는 기밀도 보호해 준다. 이러한 발전은 

정보격차와 불균형을 극복하게 하고 정책관련 비용을 낮추며, 취향이 다른 사람들을 융합시

키고 같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OECD의 질문서를 통해 얻은 결과는 정책집행자들은 이미 농업-환경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술과 

관련 데이터의 사용은 비록 종종 정부 조직 내에서 특별한 기준(ad-hoc basis)에 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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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보고서들을 선별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였음.

 1) (https://read.oecd-ilibrary.org/agriculture-and-food/digital-opportunities-for-better-agricultural- 

policies_571a0812-en#page1) (검색일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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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다른 것 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재 정책집행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출처는 원거리 감지, GIS 기준 분석 도구와 디지털 소통 

도구(tool)에서 얻는 데이터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거의 모든 기관들은 디지털 기술이 다른 

정부 기관이나 농가와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촉진시키며, 조직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이익을 

이해하거나 이익을 관련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아직도 더 많은 기회가 분명하게 있다. 집행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현행 정책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예컨대 실적에 더욱 기반을 두거나 규제를 

적게 요구하는 정책이 가능하다. 특히, 이 보고서는 3가지 주요 기회를 규명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정책을 기안하고 실행하며 정책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평가할 기회를 갖는다. 둘째,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감독과 준수의무를 재검토하

고, 생산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며, 프로그램의 감독과 준수의무를 집행하는 

공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또한 준수의무를 장려하기 위해 무거운 벌칙

에 의존하는 것 보다 준수의무 이상으로 이행할 때 보상(금융적으로 혹은 명예적으로)해 

주는 새로운 접근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집행기능을 개선하고 비용을 

경감시키며, 직원의 시간을 절약하고, 인간 실수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은 정부와 연구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더욱 복잡하고 세밀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그동안 얻은 증거를 통해 볼 때, 일부 사례에서 제도적, 그리고 규제적 제약요인들

이 정책집행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 파악된 실질적 도전에

는 금융자원의 부족, 현재의 일자리 흐름, 디지털 기술과 빅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커다란 변화가 포함된다. 사생활이나 비밀 규제도 일부 

사례에서는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표준화의 부재와 서로 다른 규제 체제는 정책관련 지표

에서 대표성이나 비교가능성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방해한다. 

  기존의 제약 이외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많은 새로운 이슈들이 있다. 정부는 품질, 

시간적·장소적 규모, 민감성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해서 유용한 지식을 생산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우수한 데이터 관리 관행을 장려하는데 더 많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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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감지기(sensor) 기술이 인정(validated)되고 조정(calibrated)되어 정책과 규제 맥락

(context)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정책 사이클 내에서 의사 결정이 컴퓨터

로 이전된다는 것은 투명성, 감독, 책임 등에 대한 많은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중요한 

이슈는 정부와 산업계가 이들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데이터, 모델 그리고 알고리즘의 

한계가 더욱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

털 기술을 채택하는 것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새로운 정보 비대칭, 혹은 디지털 격차(divide)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만족스럽게 검토되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함정이 기다릴 것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농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기초 연결 기반시설(브

로드밴드, 통신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에 달려 있다. 아울러 데이터 수집의 범위와 

분석 서비스, 그리고 규제환경(상호 사용 규칙, 데이터 품질 기준,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사생활에 대한 규범이나 규제, 기술, 모델링 틀의 공유, 디지털 플랫폼,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저장과 가공 등)의 발전에 달려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농업에서의 디지털화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모두 함께 사용되며, 데이터 기반시설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정부는 농업에서의 데이터 기반시설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

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사용은, 농업정책이나 농업-환경정책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농업 부문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일관된 접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정부는 첫째로, 농업 관련 기존 데이터를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도

록 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이 정부와 농민 모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또한 정부 서비스 제공과 생산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온라인 우선’ 접근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정부와 생산자 모두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 둘째로, 정부는 공공재(public good)가 있거나 공적인 이해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데이터 수집 기술 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여 연결성(connectivity)

을 지원하고, 데이터 수집 기반시설(센서 네트워크, 원거리 감지 등)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



100 ∙ 세계농업 2019. 11월호

2. 바이오-경제와 농식품체계의 지속가능성(OECD)2)

  바이오-경제(bio-economy)는 화석 자원 대신에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자원에 주로 기반

을 두는 경제 부문이며, 전 세계적으로 정책결정에서 점차 널리 퍼지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을 포함하여 대략 49개 국가들은  바이오-경제 관련 전략이 시행되고 있거나 

도입할 목표를 갖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바이오-경제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overarching) 

도전, 예컨대 식량안보, 기후 변화, 제한된 자연 자원, 경제 성장, 원료물질에 대한 수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농식품 체계는 오늘날 바이오-경제 정책 아젠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과거 경험

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농식품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바이오-경제가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가 있다. 이는 새로운 사업과 혁신 기회를 창출하고, 자연 자원사용의 고효율과 

생산적인 사용, 기후변화에 농업부문의 적용을 촉진하는 것 등에 의해 전반적으로 달성

될 수 있다. 바이오-경제는 바이오메스에서 얻는 가치를 증가시키고, 바이오메스의 

‘단계적인(cascading) 사용’의 적극적인(diligent) 적용과, 쓰다 남은 물질의 재사용을 

통해 가치사슬을 촉진할 수 있다. 

  ∙ 국가 바이오-경제 전략은 식량안보 (식량 우선 원칙)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주요 목표

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 바이오–경제의 발전은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상쇄(trade-offs)와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음식, 사료, 연료 그리고 섬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장 비용-효율적인 생물적 자원과 다른 자원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민간과 공공 정책결정자에게는 중요한 도전이다.

  ∙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것이 바이오-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동인(driver)이지만, 공급 

원료(feedstock) 생산, 토지 사용 변화,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전환으로 야기되는 종합적

인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해서는 우려가 존재한다.

  ∙ 바이오 경제가 농식품체계에 미치는 종합적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2)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d0ad045d-en.pdf?expires=1569987529&id=id&accname= 

guest&checksum=401E84900BEBA6CC1D60F220A5950D35) (검색일 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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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실증적 증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 개선된 감독과 평가가 요구된다.

  ∙ 정부가 채택한 가장 흔한 정책 이니셔티브는 연구, 지식 개발, 투자자와의 약속의 실질

적인 형태(practical forms)에 집중되어 있다.

  ∙ 바이오-경제 생산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술이 밀고 시장이 견인하는 

정책 수단이 사용된다. 여기에는 새로운 바이오 기반 제품에 대한 라벨, 표준, 인증 

개발과 녹색(green) 공공구매의 사용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바이오-경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제고는 국가 아젠다의 최우선에 있다. 

  ∙ 바이오-경제와 관련된 산업 클러스터(cluster)와 파트너쉽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는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바이오-경제 전략은 데이터베이스센터 건립, 

네트워크 개발(혁신 클러스터를 통한),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촉진, 훈련과 교육, 바이오-정제(refining)를 위한 실험과 전시 공장 건립, 국제 공조의 

강화를 포함한다. 

  ∙ 비록 대부분의 국가 전략은 여러 관련 기관에 걸친 목적들이 일관성을 갖고 합쳐질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어떻게 달성될지는 대체로 막연하다. 하지만 

일관성이 있는 정책 세트는 필요하며, 특히, 농업, 식품, 농촌개발, 환경, 산림, 에너지, 

연구와 혁신, 쓰레기, 기후 변화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 간에 필요하며, 이것들은 농업

과 식품체계의 바이오-경제 발전을 조성한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 바이오-경제 체제(framework)가 실행될 때 규제에 대한 검토와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국가는 별로 없다. 하지만 바이오-경제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시장 개발

의 촉진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 구축하는 전체적인(holistic) 접근이 필요하다.

  ∙ 토지 사용에서의 경합 이외에도 다른 도전과 장애들이 있다: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식을 높이는 것; 관련된 금융 수요와 위험성 이해; 규제적 제한의 극복; 훈련과 

기술 요구에 대한 대처; 운송과 관련된 물류 세부계획(logistics) 대처; 시장 기회의 촉진; 

실적을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프레임웍과 지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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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의 소득 지지: 농민에 대한 직접지불 개요(EU)3)

□ 소득 지지의 목표

  EU는 농민에게 소득지지 혹은 ‘직접지불’을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영농 이윤을 높이고

  ∙ 유럽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 안전하고 건강하면서도 적정한 가격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도우며

  ∙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예컨대 농촌과 환경을 돌보는 것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농민을 보상하기 위함이다.

  농업인들은 일반적으로 농장 규모(ha)에 근거하여 소득 지지를 받는다. 모든 EU 국가들은 

기본 직불을 제공해야 하는데, 지속가능한 영농방법(greening)에 대한 직불과 젊은 영농인을 

위한 직불이 그것이다. 이들은 EU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므로 의무직불이라고도 

불린다.

  추가적으로, EU 국가들은 특정한 분야나 영농 형태 등에 중점을 둔 다른 직불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소 규모 농장, 젊은 농업인, 자연적으로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영농하는 농업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돕기 위한 특정한 계획들이 있다. 

□ 지지와 규칙 존중과의 연계

  EU는 농업인에 대한 소득 지지의 대부분을 다음에 연계시키고 있다. 

  ∙ 생산된 물량이 아니라 재배면적. 농업인은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에 

반응해야 한다. 생산 물량과 비연계(디커플링)된 직불은 EU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직면했던 식량재고 누적(공급과잉)을 피할 수 있다. 

  ∙ 환경과 식물 위생, 동물 위생과 복지를 존중하게 되면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하게 

된다. 이는 ‘교차 준수’로 불린다. EU 규칙을 따르지 않는 농업인은 직불금이 줄거나 

완전 정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 (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key-policies/common-agricultural-policy/income- 

support/income-support-explained) (검색일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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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가?

  농가 평균 소득은 EU 경제의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45% 이하의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1>  농업인 소득과 다른 부문 임금과의 비교(EU, 20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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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Commission. 

  영농활동은 위험이 많고 가끔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농업은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날씨와 기후에 더 많이 의존한다. 소비자의 수요와 농업인이 생산을 늘리는 기간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시차가 존재한다. EU 농업인들은 세계적으로 식료품 무역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역자유화로 인해 압력을 받고 있다. 세계시장의 발달은 경쟁을 촉진하지만 한편으로는 

EU 농식품 분야에 새로운 기회도 창출한다. 또한 공급과 수요에서의 세계화와 파동은 농산

물 시장 가격을 더욱 변덕스럽게 하였고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우려가 되고 있다. 농업에서의 

이러한 불확실성은 농업인 소득의 안전망을 보장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 지원의 전제 조건

  소득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은 몇 가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농장이 EU내에 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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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지지는 EU 회원국별로 ha당 100유로~500유로 이하이고/또는 대상면적이 0.3ha 

~5ha 미만이면 받을 수 없다.

  ∙ 농지(경작 가능지, 다년 작물, 영구 초지 등을 포함)에 일정한 영농활동(생산, 사육 혹은 

농산물 등의 재배 등. 혹은 농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을 수행해야 한다.

  ∙ ‘능동적 농업인(active farmer)’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한다. 능동적 농업인 조항의 핵심 

요인은 활동범위의 금지 목록(negative list)이다, 예컨대, 공항, 급수시설, 부동산 서비

스, 철도 서비스, 항구 스포츠와 위락 용지 등이다. 2017년까지 모든 EU의 경영체

(entities)는 그들의 금지 목록에서의 영농활동이 한계적(marginal)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능동적 농업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로는 이 조항은 선택사항

이고 9개 EU국가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 EU 국가들이 지급하는 기본직불은 자격 체계로 실행하고 있어서 농업인은 비연계소득

지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지지 수준

  소득지지는 EU 전체적으로 약 630만 농장에 혜택을 주며, 농업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평균적으로 지난 10년간 소득지지는 농업인 소득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소득지

지의 수준은 농가별로, EU 국가별로, 혹은 지역별로 상당히 다를 수 있다. 

  EU는 ‘외부 수렴(external convergence)’이라고 불리는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는데, 그 목

적은 각 회원국의 ha 당 소득지지 지불액을 누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인데 EU 평균 수준에 

근접하게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이다. 외부수렴에 따라 EU 국가들의 평균 직불(ha 당 

유로)이 평균의 90% 이하이면 평균 직불은 현행수준과 평균의 90% 수준차이의 1/3까지 

점차 인상된다.

  2018년 6월에 EU 집행위원회는 격차의 1/3을 1/2까지 확대하는 공동농업정책(CAP)의 

새로운 틀을 제안하였다. 이는 소득직불의 더 공정한 분배를 보장한 집행위원회의 약속에 

대한 이행이다. 2018년에 EU는 CAP 예산에서 417.4억 유로를 소득지지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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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에서의 유전자 변형 작물의 채택(USDA/ERS)4)

  이 자료는 제초제와 살충제에 내성을 가진 옥수수, 면화, 대두의 재배 현황에 대해 미국 

농무성의 국립농업통계청(NASS)이 2000-2019년 기간 실시한 6월 농업조사에서 획득한 자

료를 요약하여 제공한다. 

□ 최근의 유전자 조작(GE, Genetically Engineered) 적용 추세 

  제초제 –내성(Herbicide-tolerant, HT) 작물은 효과적으로 잡초를 통제하는 다양한 방법

의 옵션을 농업인에게 제공한다. 미농무성의 조사에 의하면 제초제 내성 종자를 재배한 

국내 대두 면적은 1997년의 17%에서 2001년엔 68%로 늘었고, 2014년에 정점을 이루어 

94%에 달하였다. 제초제 내성 면화 면적은 1997년의 10%에서 2001년에 56%, 2019년에 

98%로 확대 되었다. 옥수수의 경우에는 유전자 조작 종자가 상업화 된 직후에는 제초제 

내성 종자 채택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2000년대 들어와 급격히 늘기 시작하여 최근에

는 약 90%의 면적에 GE 종자가 재배되었다. 

  살충제 내성 작물의 경우 토양 박테리아 Bt(Bacillus thuingensis)의 유전자를 보유하여 

살충 단백질을 생산해 내는데, 1996년 이래 옥수수와 면화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국내 

살충제 내성 옥수수 면적은 1997년의 약 8%에서 2000년에 19%, 그리고 2019년에는 83%까지 

확대되었다. 살충제 내성 면화는 1997년 15%에서 2001년 37%, 현재는 92%에 달하고 있다.

 4) (https://www.ers.usda.gov/data-products/adoption-of-genetically-engineered-crops-in-the-us 

/recent-trends-in-ge-adoption/, http://www.isaaa.org/resources/publications/briefs/54/default.asp) (검색일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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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에서의 유전자조작 농산물 재배 면적 비율, 199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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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ERS (2019)에서 재인용.

  살충제 내성 옥수수 채택비율이 증가한 것은 아마 옥수수 뿌리충(rootworm)과 이삭충

(earworm)5)을 박멸하는 새로운 품종이 상업적으로 도입된 데서 연유한 것일 수 있다. 살충

제 내성 옥수수 채택비율은 년도에 따라 변동하는데, 유럽 옥수수 borer와 옥수수 rootworm

가 얼마나 만연하는지의 심각성에 좌우되었다. 마찬가지로 살충제 내성 면화의 채택비율도 

담배 해충(budworm, bollworm, pink bollworm aisdus)의 심각성에 달려 있다.

  2007년까지는 제초제 내성과 살충제 내성을 별도로 갖는 품종이 많이 재배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는 품종의 선택비율이 급증하여 2019년에는 면화면적

의 89%, 옥수수 면적의 80%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갖는 종자를 재배하고 있다. 

□ 전 세계의 유전자 조작 작물 재배 추세

  미 농무성은 세계의 유전자 조작(GE) 종자 사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발표하지 않는

다. 하지만 농업생명공학적용 국제서비스(ISAAA)는 세계 유전자조작 재배면적을 작성하고, 

‘상업적 생명공학/유전자조작 작물의 세계 상황: 2018’ 보고서에서 제시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생명공학 작물이 처음 재배된 이래 23년이 지난 2018년 현재 

5) 2003년 이전에는 살충제 내성 옥수수 종자는 유럽 옥수수 borer(천공충)만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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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생명공학 작물을 재배하거나 수입하고 있다. 26개 국가가 1억 

9,100만 헥타에 생명공학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2017년에 비해서는 170만 헥타가 증가하

였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생명공학 작물의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굶주림, 영양부족과 

기후변화라는 세계적 도전 과제에 대처하는데 생명공학 작물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에 UN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상황 보고서에서는 굶주림이 3년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의 최고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식량위기 

세계보고서에서는 굶주림과 영양부족이 계속 증가하여 48개국의 약 1억 8백만 명이 위험하

거나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단수를 증대하고, 해충에 더 강한 

내성을 갖고, 영양을 개선하는 등의 특징을 갖는 생명공학 작물은 전 세계 수많은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 도전과제에 대처하는데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생명공학(Biotech) 작물 재배는 1996년 이래 113배 증가하여 생명공학 기술이 세계적으

로 가장 빠르게 채택되는 작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GE작물재배를 시작한 

국가들, 특히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에서는 주요 작물의 채택비율은 거의 

100%에 달해서 농민들이 다른 전통적인 종자보다 생명공학 작물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많은 농민,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더욱 다양한 특징을 갖는 생명공학 작물들이 

개발되고 있다. 2018년에는 감자, 사탕수수, 사과, 카놀라, 홍화 등에서 새 생명공학 품종들

이 시장에 선 보였다. 

5. 농업용수 정책 개혁을 위한 방향 탐색(OECD)6)

  농업부문은 주로 기후변화와 다른 경제 분야의 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물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농업생산은 물의 주요 사용자와 오염유발자로서 이러

한 위험을 악화시키면서 다른 사용자들과 담수(freshwater)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가하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OECD국가들

은 농업과 물 정책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 대안들을 파악하고는 

 6)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906cea2b-en.pdf?expires=1571187026&id=id&accname= 

guest&checksum=AECD63BD6FBBF5FF09849F2D70B715C5) (검색일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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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지만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이러한 대안들을 실행할 지에 대해 항상 알고 있지는 

않다.

  이 보고서는 농업에서의 지속가능한 물 사용을 위한 잠재적인 개혁 방향에 대한 지침서이

다. 이 분석은 OECD 국가들의 과거 물과 농업정책 개혁에 대해 심층 검토하고, 2018년에 

개최된 2개의 국제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범위의 여러 나라 전문가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물과 농업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 개혁을 위한 기회의 창으로서의 기대를 위해 지식기반을 개발하는 것, (ii)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라도 필요한 바에 따라 조정된다는 것을 보장하면서 증거에 기반을 둔 목표 설정의 

필요성, (iii) 정책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정부 관리가 함께 작업하는 것의 중요

성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정의된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과정의 타이밍과 디자인에 융통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

다. 농업에서의 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물 상황이 바뀌고 불확실해질 수 있으며 위기는 

종종 변화의 방아쇠로 작동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필요하다. 변화 이론은 정책변화에서의 

시의성을 강조한다: 문제가 발생하고, 가능한 해법이 알려지고,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우호

적일 때 적절한 순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수집된 정보들은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두 가지 세트의 

권고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첫째로, 개혁을 도입하는 적당한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정부는

  ∙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 기구간 일관성과 협조가 가능하도록 

계속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 농업에서의 지속가능한 물 사용을 위한 관련 과학과 정책연구를 계속 지원하고,

  ∙ 일반국민에게 농업과 물의 도전과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 개혁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기구를 훈련해야 한다. 

  둘째로, 개혁에 착수할 때, 개혁 과정이 효과적이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조건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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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에 기반을 둔 문제 정의, 개혁 목표 설계와 영향 평가: 현 상황과 변화의 방향을 

분석

(2) 관리(governance)와 제도가 정책변화에 정렬되도록 보장: 정책변화를 관리할 수 있도

록 보장하는 관리체제와 제도를 채택

(3) 이해관계자들을 전략적으로 참여시키고, 지방 정책 조직과 농업인간에 신뢰를 조성하

고, 개혁 과정의 중요 단계에서 대화분위기 조성

(4) 정책변화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재조정. 이는 정책 변화로 인한 단기적 

경제적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효율성과 분배적 우려 간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보상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5) 조정 가능한 스마트 개혁(smart reform) 연속(sequencing)을 분명히 하는 것. 여기에는 

예를 들어, 장기 실적 목표, 지방 수준에서의 개혁을 위한 융통성 있는 실행 대안, 

그리고 확실한 제재(credible sanctions)가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조건은 물과 농업정책 변화에 대한 4가지 도전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1) 농업에서의 물 사용에 대한 요금 청구, 2) 물 자원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보조 철폐, 3) 지표수 사용 규제, 4) 비점(non-point) 오염원에 대한 대처이다.

  한편, 정부가 5가지 조건을 각각 충족하기 위해 할애할 필요가 있는 상대적 노력은 실행된 

정책변화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물사용 요금과 보조 철폐에 초점을 

맞춘 개혁은 지표수와 오염 규제를 겨냥하는 개혁(건실한 정보를 수집(조건 1)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조건 3)한) 보다는 경제적 인센티

브(조건 4)를 재조정하고, 개혁 연속을 조정(조건 5)하는데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권고들은 농업분야의 물 위험에 대처하거나 농업이 담수(freshwater) 체계에 미치

는 영향을 줄이려는 의욕적인 정책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들은 장소적 이질성

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른 농업 정책이나 물 정책 개혁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제시된 두 가지 권고 세트는 정부가 의미 있는 개혁과정에 관여하는 능력을 감독하

는데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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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균제의 농업분야로부터 환경으로의 이동(FAO)7)

  항균제(AM: Antimicrobials)는 인간과 동물(수생과 육상의) 질병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항균제 내성(AMR: Antimicrobials resistance)은 미생물(박

테리아, 바이러스와 일부 기생충)이 항균제, 항바이러스, 말라리아예방약 등과 같은 항생제

가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70만 명(유럽에서 3만 

3천 명)의 사망은 내성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항균제 약이 저항성이 있는 병원균을 

죽이는 효과가 점차 낮아지는 결과이다. 환경 분야에 존재하는 항균 화학물질은 AMR의 

발달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ARB)가 다른 내성이 

없는 박테리아보다 진화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ARG)의 추가적인 확대

를 야기할 수도 있다. 

  지금은 AMR은 주로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이라는 시각에서 접근되어 왔는데, 환경에 있는 

AMR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 없다. FAO, WHO, OIE 는 인간과 

동물 간 상호작용에 의한 건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오랫동안 제휴를 맺어왔다. 최근의 

양해록에서 이 세 기관 동맹은 AMR 문제 대처에 초점을 맞춰 공동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하였다. 

  AMR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노력은 항생제와 박테리아 내성제가 제조과정에서의 누출과 

인간과 동물의 쓰레기를 통해 얼마나 퍼져 있는지 범위를 깨달아야 한다. ‘UN 환경’을 초청

하여 FAO, WHO, OIE와 함께 AMR의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 공조하도록 한 것은 2017년에 

UN 환경총회가 채택한 결의안 E.A.3/Res.4의 지침과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이 결의안

은 인간과 동물, 식물 건강과 환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UN 환경’이 2021년의 

5차 UN 환경 총회 때까지 AMR의 환경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

러 OIE와 협조하여 FAO/WHO 전문가 공동회의의 ‘식품에 기인한 항균제 내성: 환경, 작물, 

살충제(biocides)의 역할’에 관한 예비보고서(2018년 11월)에서는 당면한 식물 생산 환경에

서의 AMR과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재래식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재배된 채소는 AMR 박테리아의 확산과 그리고 만일 날것(raw)으로 소비되면 

내성 유전자가 인간에의 확산에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토양, 유기 비료, 관개수는 미생물의 

 7) (http://www.fao.org/3/ca5386en/ca5386en.pdf) (검색일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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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와 오염의 원천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AMR 박테리아는 농지 토양에 잔류하며 

식품으로 확산될 수 있다.

  잠재적으로(potentially) 높은 수준의 항생제와 그에 상응한 높은 수준의 ARB와 ARG가 

폐수처리시설의 배출물에서 발견될 수 있다. 항생제를 생산하는 산업공장의 하수는 병원의 

하수나 도시지역의 하수보다 더 많은 ARB와 ARG를 포함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폐수는 

잠재적인 저수지로서 활동할 수 있다. 환경에서의 AMR의 만연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국제법

적 규제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 EU의 물 프레임웍 지침(directive)은 합의된 표준에 따라 

높은 품질의 담수(fresh water)를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AMR 현상

(phenomenon)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ARG와 ARB의 서로 다른 전달경로 – 분뇨가 지표수나 

지하수로 연결되는 토양으로- 는 통제하기에 더욱 복잡하다. 한 가지 장애는 환경적인 맥락

에서 ARG와 ARB에 대한 보고나 개념정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임상적인 

변종(strains)은 훨씬 더 잘 기술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환경 샘플에 유용한 다른 심사(screening) 방법과 이러한 심사 노력을 기획하

는 감시 접근법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수평적인(horizontal) 유전자 전이를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한다. 항균제 내성이 농업분야로부터 어떻게 토양과 물을 통해 

환경으로 이동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비용 효과적으로 항균제 내성을 관리하

는 지침을 개발할 때 중요하다.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이 보고서는 환경에서의 ARG의 

발생과 항균제가 농업분야에서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해를 요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항생제를 분석하고 범유전체학(metagenomics)으로 ARB를 연구하는데 사용하는 현재의 

전통적인 화학방법은 환경에서의 높은 오염 집중도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surveys)를 제공하

지만, 출처(sources)와 흡수원(sinks)을 설명하거나 어떻게 두 가지 파라미터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원자핵(nuclear) 기술은 항생제의 출처를 결정하고, 출처의 

동위원소 지문을 통해 항생제가 어디에서 제거되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변형으로 인한(transformation induced) 동위원소 효과에 의한 항생제의 분해(degradation)

를 감지할 수 있다.

  분석의 비용-편익과 비용-효과는 이 기술적인 보고서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위해 규명(hazard identification), 노출 평가, 독소 평가, 그리고 전반적인 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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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위험관리 접근법은 다루지 않는다. 대신, 초점은 항생제의 출처와 토양과 물을 

통한 운반(transport)을 감지하고 추적하는데 사용되는 방법론에 맞춰져 있으며, 더욱 중요

한 것은 CSIA(Compound-Specific Stable Isotype Analysis)를 사용하여 원천(origin)과 AM

의 생산과정과 운반을 결정할 수 있는 원자핵 기술이다. 우리는 샘플링 전략과 실험계획안

(protocol), 샘플의 운반과 보존, 그리고 샘플을 분석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야생(field)에

서 수집한 샘플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향후의 방향

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결론으로 제시하는데, AMR에 대한 지식 격차로 인해 원자핵 기술과 

미생물학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할 당위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7. 농업전망 2019-2028(OECD/FAO)8)

  농업전망 2019-2028은 OECD와 FAO의 공동작업 결과이며 회원국 정부의 전문가와 품목

별 조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여기에서는 국가와 지역, 그리고 세계 

전체 농식품 시장의 10년간 전망에 대해 합의된 평가를 제공한다. 금년 보고서의 집중 분석

에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 가격

  수년간의 과잉공급으로 대부분의 농산물의 국제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곡물, 

쇠고기와 양고기는 단기간의 반등을 보인다. 농업전망에 포함된 품목들은 대부분 생산성 

향상이 수요 증가를 지속 상회하여 실질가격은 향후 10년간 현재 수준,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8)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agr_outlook-2019-en.pdf?expires=1569986928&id=id& 

accname=guest&checksum=0F1421D9C8FEF354EDDA04E686BCA7B3) (검색일 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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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품목군별 실질가격 중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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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품군에 대한 가격지수는 품목군별로 2016-18 생산액을 비중으로 가중평균 하여 산출되었음.

자료: OECD/FAO(2019) 2019-2028 농업전망.

□ 소비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식량, 사료, 산업용 목적으로 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향후 10년간 현재보다 더 늘어나는 추가적인 식량수요는 인구 증가가 빠른,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도,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할 것이다. 주요 식품의 1인당 

소비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수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류 

수요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소득

이 낮아 지속적으로 육류 수요가 제한된다. 남아시아(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단백질에 대한 

추가 수요의 대부분은 신선 낙농품으로 충족될 것이다. 1인당 설탕과 식용유 소비는 도시화

와 가공식품 및 편의식품으로의 전환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칼로리 과잉소비와 불균형 식단에 운동 수준의 감소가 겹쳐 세계 많은 국가에서 과체중과 

비만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저소득 국가와 중위 소득국가에게 이러한 문제는 

영양부족과 미량 영양소 결핍과 공존하며 3중고를 초래한다. 

  동물성 제품에 대한 견실한 수요는 사육두수를 늘려 축산물 생산을 확대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료용 수요는 촉진되어 국제 곡물시장에서 옥수수와 콩의 비중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다음 10년에도 곡물의 사료용 수요 증가는 식량용 수요확대를 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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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농업생산은 세계 농지면적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15% 정도 증가할 

것이다. 작물생산 증대는 주로 기술 혁신에 의한 단수 증대와 생산 고밀도화에 기인한다. 예상

되는 축산물 생산 증대는 사육두수 증가, 사료 사용 증가, 사료의 효율성 중대에 기인한다. 

  농업은 지속적으로 세계 온실가스의 중요한 배출원이다. 대부분 가축, 그리고 쌀과 합성비

료에서 발생되는 농업분야의 직접배출은 향후 10년간 매년 0.5% 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0.7%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성장률보다 낮다. 생산성이 

제고되면서 탄소집약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 무역

  국제무역은 늘어나고 있는 식량수입국들에게 식량안보를 위해 여전히 필수적이다. 무역

은 앞으로 국제무역에서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과 같은 수출국들에게도 소득과 생계유지에 여전히 중요하다. 흑해 지역은 밀과 조곡

의 선두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인데, 대부분 중동과 북부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된다.

  세계 농산물 시장은 전통적으로 위험에 취약한 농업부분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불확실성

을 확산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질병의 만연, 항생제에 대한 

내성의 증가, 새로운 식물 육종 기술에 대한 규제적 대응, 극단적인 기후 변화 개연성 증가 

등이 위협이다. 수요측면에서는 식단의 변화, 건강과 지속가능 이슈에 대한 인식, 비만에 

대한 경고 증가에 대한 정책 대응 등이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도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들 간에 미래의 무역협정과 관련하여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진행

되고 있는 무역긴장이 확대되면 국제시장과 국내 시장에 반향을 일으켜 무역이 축소되고 

방향이 뒤바뀔 것이다. 

□ 라틴아메리카 농업: 전망과 도전

  금년의 특별 챕터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LAC)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지역

은 농지와 물이 풍부하여 전 세계 생산의 14%와 농수산물 수출의 23%를 차지한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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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곡물생산량은 22%, 축산물 생산량은 1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세계 

평균보다 각각 7%와 2% 더 높다. 2028년까지 이 지역은 전 세계 농수산물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농업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려면 농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전략적인 투자

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 지역의 농촌 기반시설과 R&D의 주도권이 다양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투자에 대한 공적 지출 요구는 지역별로 다르다. 이 지역의 일부 

국가는 농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개선(토양 침식, 산림 황폐, 농업생산으로 인한 배출의 

감소 등)하는데 투자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에 대한 강한 성장 기회는 소농에게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은 부존자원과 시장 잠재력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

하는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여성의 교육, 신용, 자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

하는데 목표를 둔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식량안보는 여전히 우려가 되며, 많은 가구들이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구입할 수 없다. 

2015년 이후 극단적인 빈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극빈층의 소득 증가를 보장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고, 이 도전에는 농업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공공 정보의 

제공에서부터 산업과 금융 조치에 대한 규제 들이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

며, 평가에 따라 성공적인 조치는 더 확대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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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식품미보장 가구의 식품소비 행태*9)

�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는 2012-2013 식품소비행태조사(National Household 

Food Acquisition and Purchase Survey , FoodAPS)를 통하여 식품보장 및 식품미

보장 가구의 식품지출액과 칼로리 섭취를 비교함.

- 식품미보장이란, 경제적 문제로 모든 가구원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품섭취에 제한

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 식품미보장성의 측정기간은 보통 조사기준 12개월부터이나, 식품소비행태조사는 지난 

30일 전부터를 기준으로 함. FoodAPS는 식품보장성의 측정기간을 조사일 30일 전부

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기존 조사들과 차별화를 둠.

- 저소득(연방빈곤선 130% 미만) 식품보장 가구 대비 저소득 식품미보장 가구는 가

구 내 성인 기준 1주일에 약 13달러 식품지출액이 적었으며, 약 5,170칼로리를 적

게 섭취함.

- 저소득 식품미보장 4인 가구는 저소득 식품보장상태의 4인가구보다 1주일에 약 45

달러 식품지출액이 적으며, 가구 기준 1주일에 약 1만 8,100칼로리를 적게 섭취함.

� 저소득 가구는 일반적으로 고칼로리식품 섭취가 중위, 고소득 가구보다 크지만, 저소득 

식품미보장 가구는 저소득 식품보장 가구보다 칼로리 섭취량이 적다는 데에 시사점이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0.2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Amber Waves: Food-Insecure Households Spend Less and 

Acquire Less Food Per Week Than Food-Secure Households(2019.10.)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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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2019년 시장촉진 프로그램* 10)

� 시장촉진 프로그램(Market Facilitation Program, MFP)은 무역마찰로 인한 미국 

농식품 생산자의 수익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8월 시행됐으

며, 약 120억 달러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짐.

� [2019년도 시장촉진 프로그램 변화] 2019년도 시장촉진 프로그램은 전년도(2018년 

시장촉진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작물을 포함시켰으며, 면적(acre) 당 지급률은 전체적

으로 높아졌음.

- 관세부과로 인한 농가 손실에 따라 면적당 15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지급되며, 작

물, 우유, 돼지 생산을 모두 포함해서 생산자당 50만 달러 이상 못 받게 제한함.

� [2019년 농가 수익률 전망] 2019년 시장촉진 프로그램의 지급률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

고 기상악화로 인해 재배 시기가 늦어지면서 수익률은 2018년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함.

- 옥수수 수익은 면적(acre)당 112달러, 콩 수익은 면적당 68달러 정도 손실이 전망되

고, 시장촉진 지급액이 제외된다면 면적당 68달러 정도 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0.2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농업인 직접지불액 증가 전망* 11)

� 직접지불액은 연방작물보험공사(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CIC)가 

지급하는 손실보장액(Insurance indemnity payment)과 미국농무부 융자상환액을 

포함하지 않음.

- 직접지불액은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연방정부가 농축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소득

보조 프로그램임.

 * 미국 Farmdoc daily의 “Weekly Farm Economics: The 2019 Market Facilitation Program”(2019.7.30.)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2019 Farm Sector Income Forecast(2019.8.)”의 일부 내용을 미

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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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대비 2019년 직불액 총액은 42.5%(58억 달러)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인상

액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곡물, 쌀, 목화에 대한 가격손실보장액(Price Loss Coverage, PLC)이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며, 농업위험보상액(Payments for agricultural risk coverage)은 감

소하고, 융자부족 보상프로그램(Loan deficiency program)과 융자율 보전프로그

램(Marketing loan gains)의 지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환경보전액(Conservation Payments)은 2018년 대비 8.4% 감소한 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낙농수익 보장프로그램(The Dairy Margin Coverage Program, DMC)을 통해 

낙농업자에게 6억 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 보충보상 재해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and ad hoc disaster assistance 

program)지불액은 2018년 대비 2019년 8억 달러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시장촉진 프로그램(Market Facilitation Program: MFP)지불액이 2019년 첫 지

급분으로 72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촉진 프로그램 지불액

은 기타 지불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 2009-2019년 미국연방정부 농업인 직접지불액 구성 추이

단위: 10억 달러

주: 1) 시장촉진프로그램, 보충보상 재해지원프로그램 지불액 등을 포함함

    2) 가격손실보상액, 농업위험보상액 등을 포함함.

    3) 직접지불액 및 경기대응 지불액을 포함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1.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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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업법을 통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 강화*12)

� 개정된 2018년 농업법(Farm Bill)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를 더욱 강화함.

- 농가는 가격손실보상제도(Price Loss coverage, PLC)와 농업수입보상제도(Agricultural 

Risk Coverage) 중 선택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망을 구축함

- 2019/20년 보상제도 선택은 2020년 3월 15일까지임.

- 2014년 농업법에서는 농가가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2014년부터 2018

년까지 선택한 제도를 통해서만 보상을 받았지만, 2018년 농업법에서는 매년 제도

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 [가격손실보상제도] 주요 품목의 시장가격이 실효기준가격(effective reference 

price)보다 낮으면 그만큼의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임.

- 2018년 농업법에 제시된 실효기준가격은 2014년 농업법에 제시된 실효기준가격보

다 높게 책정이 되어 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개정됨.

- (기준가격 책정) 실효기준가격은 법정기준가격(statutory referece price)이나 과

거 5년 올림픽 평균가격1)의 85% 중 높은 것으로 책정하되 법정 기준가격의 115%

를 넘지 못함.

- 시장가격과 융자단가(loan rate) 중 높은 가격이 실효가격이 되기 때문에 융자단가

를 높게 책정하여 최저가격 지지를 강화함.

- (가격손실보상액) 실효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에 품목의 단수를 곱한 값의 85%

를 보상함.

� [농업수입보상제도] 주요 품목의 실제 수입이 보장 수입보다 작으면 그만큼의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임.

- 기준단수와 기준가격 책정을 농가에 좀 더 유리하게 설정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

전망을 강화함.

 * 미국 Farmdoc daily의 “Weekly Farm Economics: The Agricultural Risk coverage – County Level(ARC-CO) 

Option in the 2018 Farm Bill”(2019.9.17.)과 “Weekly Farm Economics: The Price Loss Coverage(PLC) 

Option in the 2018 Farm Bill”(2019.9.24.)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1) 5년 가격 중 최고와 최저 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격으로 계산한 평균가격임.



128 ∙ 세계농업 2019. 11월호

- 2014년 농업법은 행정지역단위로 지불되는 반면, 2018년 농업법은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지는 지역 단위로 개정함.

- (기준단수 책정) 2018년 농업법은 단수를 미국 농업통계국(NASS)에서 제공하는 단

수를 사용하지 않고 지역 단위의 단수를 사용하고 추세조정을 거친 후 기준단가를 

책정함.

- (기준가격 책정) 가격손실보상제도에서 사용한 실효기준가격을 기준수입 계산에도 

사용함으로써 농가에 더욱 많은 혜택이 가도록 개정하였음.

- (농업수입보상액) 실제 수입과 보장 수입의 차의 85%를 보상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1.1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유럽, 화재 증가로 농지 피해

 유럽 전역의 화재 증가 대처 위한 EU 차원의 조치 필요

� 새로운 보고서는 EU 전역의 농지를 불태우고 있는 파괴적인 화재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EU 기관과 EU 회원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유럽산불정보시스템(EU’s European Forest Fire Information System, EFFIS)

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월까지 유럽의 화재 건수가 지난 10년간의 통

상적인 화재 건수를 초과하였음.

� EU집행위원회 환경총국장(Daniel Calleja Crespo)은 “EU회원국, EU기관,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해 유럽 내 산불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22개의 회원국은 한 번의 화재로 최소 30헥타르 이상의 피해를 보았으며, 화재 규

모에 따라 농지 피해 규모가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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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산불정보시스템(EFFIS) 보고서는 이탈리아의 3,800헥타르(ha)의 농지가 불탔

으며, 포르투갈 3,178헥타르, 그리스 1,878헥타르, 루마니아 1,123헥타르, 스페인 

841헥타르, 크로아티아는 104헥타르가 불탔다고 밝힘.

� 북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2018년 여름 동안 상당한 열파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산불

이 급증함에 따라 EU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대부분 국가는 국가 농지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산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

로 간주하지는 않았음.

- 아일랜드의 경우 열파가 가뭄을 일으켜 2,800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그 결과 농

지 82헥타르가 불타고 있음. 

 리스크 증가

� 유럽산불정보시스템(EFFIS) 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EU의 화재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 2018년, 유럽산불정보시스템(EFFIS)은 중부유럽 및 북유럽의 불에 탄 지역이 지난 

10년간 불에 탄 지역의 평균 면적의 60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함.

� 큰 규모의 화재가 일반적으로 위험지역이 아닌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유럽산불정보시스템(EFFIS) 보고서는 사상 처음으로 화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생태계가 유럽의 초원과 습지임을 밝히고 있음. 

- EU집행위원회 환경총국장(Daniel Calleja Crespo)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산불이 

계속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국가기관의 산불관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유럽의 환경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함.

� 유럽산불정보시스템(EFFIS) 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화재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EU집행위원회가 산불 예방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해 국가 행정부와 계속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 화재 증가에 대응하여 많은 EU 회원국들이 불법 화재를 줄이기 위해 화재 관리

(controlled burning) 관련 모범사례 공유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 교육 훈련을 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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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2032/Growing 

-number-of-wildfires-caused-EU-agriculture-land-to-burn) (2019.10.31.).

유럽, 2019년도 와인 생산량 급감

� 주요 와인생산국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악천후로 타격을 입으면서, EU 와인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고 발표됨.

� 국제 와인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Vine and Wine, OIV)에 따르면 지

난 10월 31일, 2019년 와인 생산량을 추산한 결과 전 세계 생산량은 2억 6,300만  

헥토리터(hectoliter, 이하 ‘hl’)2)로 집계됨. 이는 2018년 예외적으로 높은 생산량 2억 

9,400만 hl 보다 약 10% 감소하였지만, 2014년에서 2018년까지의 평균 생산량 보다 

낮은 수준임.

- EU 28개국의 와인생산량은 1억 5,600만 hl로 지난해보다 약 17%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서 2018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주요 3대 와인생산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생산량은 지난 5개년 평균 생산량 

보다 훨씬 낮음.

- 지난 5년간 평균 와인생산량과 비교하여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와인 생산량은 15% 

하락한 반면 스페인은 24% 하락함.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전체 EU 와인생산량의 80%를 차지하며, 포도재배지는 

총 경작지의 약 75%를 차지함.

- 반면 EU 국가 중 유일하게 포르투갈만이 작년보다 더 높은 와인 생산량을 기록함.

� 미국의 와인생산은 EU 보다는 약간 더 나은 상황임. 2019년 추정생산량은 2018년과 

비교하여 약 1%(약 2,360만 hl) 감소함. 미국의 총 와인생산량은 5,400만 hl로 지난 

5년간 평균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6개월 전 수확이 완료된 남반구 일부 지역에

서 와인생산량 감소를 보임.

 2) 미터법에 의한 부피의 단위로, 1헥토리터는 100리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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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OIV는 추정 생산량을 재검토하여 수치가 변동될 수도 있다고 언급함.

� 남아메리카 최대 와인생산국인 아르헨티나(1,300만 hl)와 칠레(1,190만 hl)의 경우 

와인 생산량이 각각 10%와 7%의 하락을 기록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포도 수확이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인

생산량이 3% 증가한 970만 hl을 기록했지만, 이는 단지 작년 생산량이 매우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OIV의 와인 생산량 추정치는 2018년 세계 생산량의 85%를 차지한 28개 국가에서 

수집된 정보에 근거한 것임.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2029/EU-wine- 

production-falls-sharply-in-2019) (2019.10.31.).

유럽, 기후변화가 와인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려

� 유럽의 와인부문 생산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EU 와인시장 상황과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함.

� 지난 3년간 극심한 기후변화 현상으로 수확량 변동이 심해지면서 기후변화가 EU 주요 

와인생산국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지난 11월 6일 브뤼셀에서 EU 최대 농업생산자단체인 코파-코게카(Copa-Cogeca)와 

유럽독립와인재배자연합(European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Wine 

Growers, CEVI)은 EU 와인부문의 현 상황을 논의함.

- Copa-Cogeca 와인부문 의장(Thierry Coste)은 2019년 최신 EU 수확 예측을 발

표했으며, 이는 지난주 국제와인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Vine and 

Wine, OIV)에서 발표한 추정치와 일치함.

- Thierry Coste는 지난 3년간 와인 생산 추세를 언급함. 2019년 EU 와인 생산량

은 1억 5,500만  hl임. 이는 2018년 기준 1억 8,900만 hl의 생산량에 크게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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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나 2017년 기준 생산량 1억 4,300만 hl 보다는 높음. 

� 기후변화에 따른 불리한 기상조건으로 3대 와인 생산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생산량은 크게 감소함. 특히 2019년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에서는 전례 없는 폭염으로 

포도 생산에 큰 피해를 입었음.

- 반면 폭염이 일부지역에서는 생산량 감소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포도덩굴

에 빈번히 발생하는 병충해가 줄어 양질의 와인이 생산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우박, 서리, 폭염 등으로 와인부문이 피해를 입

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함.

� 독일 George Geisenheim 대학교의 와인사업부문 교수(Simon Loose)는 와인생산자

들 사이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기후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와인생산자들 사이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이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응답자의 95%가 최근 5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생산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또한 세금인상과 세계경제성장 하락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학계에서는 EU의 주요 와인생산국들이 향후 10년에서 20년 이내 포도재배지를 옮

길 수 있는 여건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온상승에 적합한 품종으로 전환하여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이를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한

다고 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2112/Wine- 

sector-worried-about-effects-of-climate-change—event)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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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감사원, 환경농지관리체계 분석 결과 발표*3)

� 공동농업정책(CAP) 하에서 영국 농업인들은 대부분의 보조금을 경작 농지면적을 기준

으로 지급받았음. 그러나 영국 정부는 기존 직불제 체제는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

한 규제를 부과하며, 공공재 생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함.

- 2017년 기준 총 24억 유로의 보조금을 수령함.

� 이에 영국 정부는 2024년부터 환경농지관리체계(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system, ELMS)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임.

- 환경농지관리체제는 환경적 성과를 거둔 농업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될 

것임. 또한 2021년부터 기존 직불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2027년에는 완전 폐

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새로운 농업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복잡하며 많은 준비가 필요함.

- 정부는 어떤 환경 성과를 보상과 연결시켜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농업인들에게 

보상을 지불할 것인지, 브렉시트 이후 어떻게 농업부문을 규제할 것인지, 새로운 서

비스를 농업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떤 운영 구조와 디지털 시스템을 수립할 것인

지 등을 결정해야 함.

� 영국 감사원은 환경농지관리체계 실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음.

-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농업인들이 새로운 환경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존 

직불제의 폐지에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나 이는 불분명함.

-또한 환경식품농촌부는 아직 구체적 설계 방안(환경 성과, 보상액 등)을 발표하지 

않아, 많은 농업인들은 2021년부터 시작할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임.

- 환경농지관리체계의 디지털 체계는 이미 구체화 되고 있음. 그러나 제도에 관한 

 *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이 발표한 “Early review of the new farming grogramme”(2019.6.5.)를 미래정

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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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고 나면, 상당한 규모의 기술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

- 환경농지관리체계의 성공적 개시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활용 계획이 없고, 운

영 모델, 규제 방안 등 실험이 요구되는 많은 요소들이 남아 있음.

- 환경농지관리체계는 제도 간소화를 목표로 함. 그러나 간소화를 위한 자가 규제

(self-regulation)는 사기(fraud)의 빈번한 발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또한, 환

경식품농촌부는 사기 발생 감소를 목적으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않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0.2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영국의 환경농지관리체계 도입 배경* 4)

� 직접지불제는 공동농업정책 제1축 예산을 농지면적을 기반으로 지급함. 2017년 영국

은 17억 7,500만 파운드의 직불금을 8만 5,000 농가에 지급하였음.

�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하에서 직접지불제는 주로 농가에 대한 소득 보장 명목으로 

지원됨. 그러나 직불제를 통해 공동농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아래의 부작용을 

야기함.

- 1) 농가 스스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약화시킴.

- 2) 농지 수익성(profitability) 개선으로 농지 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여 농업

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였음.

- 3)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농가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켰음. 수령인의 상위 

10%가 전체 직불금의 50%를 수령하였으며, 5,000파운드 이하로 수령한 농가

는 전체 농가의 33%에 달했음.

- 4) 유럽연합감사원의 감사 결과, 직불금은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성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가 발표한 “The future farming and 

environment evidence compendium”(2019.9.)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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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이유로 영국 정부는 2021년부터 기존 직불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2027년

에는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함. 2024년부터 시행될 환경농지관리체계(ELMS)는 농가와 

계약을 통해 환경적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조할 것임.

-핵심적인 환경적 성과는 깨끗하고 풍부한 물, 잘 자라는 야생식물, 자연재해 예방, 

맑은 공기, 경관 보존, 기후변화 대응임.

- 다만, 구체적인 계약 방식이나 조건은 아직 설계되지 않았으며, 농지 관리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범사업들의 효과를 점검한 후 구체화할 예정임.

� 한편, 2015-17년 영국에서 음(-)의 농업소득을 기록한 농가들은 평균 100파운드의 

비용을 투자할 때 89파운드의 생산액을 기록했음. 따라서 직불금을 폐지하는 경우 이들

의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서는 비용을 11% 감소시키거나, 그만큼의 생산량을 증가시

켜야 함.

-특히 조건불리지역에서 방목하는 축산농가의 50%는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 15% 

이상의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0.2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연합 생산자조직의 편익과 성공 요인* 5)

� 유럽연합은 생산자단체(Production Organization, PO)와 생산자조직협회(Associations 

of Producer Organizations, APO)가 농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공 요인을 분석

한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분석은 대부분 생산자단체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음.

� 유럽연합 내 생산자조직3)은 4만 2,000개 이상임. 한편, 유럽연합은 생산자조직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생산자조직을 공인해주고 있음. 2017년 공인된 생산자조직의 

수는 3,505개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Study on the best ways for producer organizations to be 

formed, carry out their activities and be supported”(2019.10.23.)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3) 생산자단체를 ‘농업인이 설립한 법인(legal entity)’으로 정의하며, 생산자조직의 유형 중에서는 협동조합(agricultural 

cooperatives)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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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된 생산자조직이 가장 많은 회원국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며, 세 국가가 유

럽연합 전체의 60%를 차지함.

- 공인된 생산자조직의 50% 이상이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생산자조직이며, 다음으

로는 낙농, 올리브 오일, 와인 생산자조직 순임.

� 생산자조직의 주요 기능은 생산 계획, 수요 대응, 제품 배치이며, 생산자조직 활동을 

통해 농업인들은 경제적·기술적·사회적 편익을 받을 수 있음.

- (경제적) 수월한 시장진입과 교섭력 강화가 가능하고, 지불 보장과 공동투자를 통해 

경제적 위험 요인을 완화시킴.

- (기술적) 생산·가공·보관 인프라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

- (사회적) 신규 회원들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민주적 운영방식으로 구성원들 간 신

뢰감을 형성·유지하고 있음.

� 농업인들이 생산자조직 가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은 정체성 상실 우려와 경영상 

자유 확보에 있었으며, 생산자조직에 가입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생산자조직의 성공을 결정하는 내부적 요인에는 농업협동조합의 오랜 전통(예: 네덜란

드 생산자조직의 수출 지향성·전문화·국제화), 운영방식의 일관성, 의사결정 능력, 연

령·품목의 동질성, 규모가 있었음. 외부적 요인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통

과정 상 다른 주체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있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1.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연합 생산자조직의 사업계획과 정책 지원체계*4)

� 생산자단체(Production Organization, 이하 PO)는 정부와 협력하여 산업발전, 수급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주최 제101차 신유통토론회(2019.11.1.)에서 발표된 “유럽연합 PO(Producer Organization) 제도의 

이해”주요 내용과 유럽연합의 “Regulation (EU) No 1308/2013”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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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과일과 채소 분야 생산자단체 활동이 

두드러짐.

- EU는 수급관리를 위해 1970-1980년대 정부가 직접 시장개입(가격보장정책)을 하

였으나, 1996년부터는 PO가 주도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는 PO를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PO는 농산물 거래 시 유통업자에 대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자들이 주도적으로 

결성한 단체임. 각 회원국 정부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조직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PO를 공인(recognition)해주고 있음. 

- 요건에는 ▴생산자 주도 결성, ▴생산자조직의 목적을 추구, ▴최소 조직원을 확

보, ▴최소 판매된생산가치(VMP) 확보 등이 있음.

� PO의 사업계획(operational programmes)에는 PO 및 PO조직원들의 향후 3~5년간 

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Regulation 

No 1308/2013 제33조).

-△ 생산 및 소비예측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포함한 생산계획화, △ 신선상품 또

는 가공상품의 품질 개선, △ 상품의 상업적 가치 증대, △ 신선상품 또는 가공상품

의 홍보, △ 친환경적 사업 확대, △ 유기농법을 포함한 친환경적 재배방법 도입, 

△ 위기 예방 및 관리(수급관리, 특히 과잉공급 예방 및 관리)

- 위기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세부 항목으로는 △ 시장 출하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투자, △ 교육, △ 우수사례 상호교류, △ 판촉 활동, △ 상호부조기금

(PO 차원의 수급조절기금) 조성을 위한 행정비용 지원, △ 시장격리, △ 수확보험, 

△ 대출, △ 녹색수확(green harvesting)4), △ 비수확(non-harvesting)5) 등이 

있음.

 4) 기후 또는 병충해 우려로 수확 이전에 손상되지 않은 미숙성 비시장성 상품을 수확하는 것을 의미함.

 5) 시장성 있는 품질 상품의 현재 생산주기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함. 기후 또는 병충해로 인해 손상된 상품의 폐기는 비수확으로 

간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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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 사업계획 항목(요약, 예시)

사업 부문 주요 세부사업 항목

생산계획화
영농장비, 유리온실 및 시설하우스, 농업용수관리,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 생산계획수립 

활동 등

품질개선
전기장비, 저온유통체계, 묘목 및 육묘, 정보화장비 및 프로그램, 품질인증, 자체품질관리

규정 및 운영, 냉해관리 등

마케팅 역량강화 저장고 임대, IT강화, 홍보마케팅, 시장분석, 신제품 홍보 등

연구 및 시범생산 연구개발 및 시범생산 관련 사업

교육 및 컨설팅 회원농가교육, 전문직원교육, 전문컨설팅, 시장정보자료 관리 등

위기 예방 및 관리
수확재해보험, 시장격리(폐기, 무료분배) 보상, 조기수확 보상, 수확포기 보상, 홍보판촉, 

위기예방 교육, 상호기금조성 비용 등 

환경친화적 활동
유기농 인증, 농약비료 사용 감축을 위한 장비, 토양관리, 폐기물 최소화, 경관 보호, 종다

양성 유지, 에너지 절약, 친환경포장재 등

� 공인된 PO는 수립한 사업계획을 회원국 정부에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심의 등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 PO는 사업자금(Operational Fund)을 조성할 수 있으며, 사업자금은 PO 자부담금과 

EU의 재정지원금으로 구성됨.

- EU의 재정지원은 자부담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한6)하고 있음(전체의 50% 이내). 

또한, PO에 대한 재정지원은 회원국 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EU가 직접 담당하

며 회원국은 재정 지원하지 않는 것7)을 원칙으로 함.

- EU의 재정지원은 PO의 판매생산가치(the Value of the Marketed Production, 

VMP)의 4.1% 이내이어야 함. 다만 4.1%를 초과하는 금액을 위기 예방 및 관리에

만 사용하는 경우, 판매생산가치의 4.6%까지 확대 가능함.

 6) 다만 과일･채소 부문 시장격리(market withdrawal)의 경우 EU 재정지원 한도와는 별개로 EU가 100% 재정지원하고 있

음. 이 경우 격리한 물량은 자선단체나 기타 기관에 무상배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7) PO의 조직화 수준이 특별히 낮은 회원국들에 대해서 EU는 해당 회원국들에게 PO 자부담의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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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 정책지원체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1.1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프랑스 연구기관, 새로운 직불금 지급방식 제안* 8)

� 프랑스 정책연구기관인 France Stratégie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8)에서 현재 프랑스 

농업인의 25%가 여전히 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공동농업정책 보조금 지급방식(농지면

적과 생산물 기준)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함.

� 따라서 2020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에서는 기존 방식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기보다, 노동

작업단위(per unit of work)로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을 따를 것을 제안함.

-즉, 매년 모든 농업인에게 8천 유로를 기본소득(basic income)으로 지급하고, 작

업량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임.

� 새로운 방식은 농작업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방식

으로 농업 관행을 전환하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며,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 IEG Policy가 발표한 “French experts call for CAP payments to reward labour rather than farm size 

(2019.10.29.)”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8) Julien Fosse. 2019.10. “Faire de la politique agricole commune un levier de la transition agroécologique.” 

France Straté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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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s principle)을 준수하여야 함.

- 환경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목초지 유지, 윤작,9)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되, 온실가스 배출, 농약·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

� France Stratégie는 보조금 지급방식 전환을 통해 농업 종사자 수 유지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봄.

� 한편,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Farm Europe는 France Stratégie의 방식을 따를 경우 

보조금 지출액이 공동농업정책 예산을 초과하며, 현재 유럽연합의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예산 증액이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함.

-현재 공동농업정책 제1축 예산은 440억 유로이나, France Stratégie의 방식을 따

를 경우 총 660억 유로의 예산이 소요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1.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10)

� 2019년 9월 6일 농림수산성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에서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 재검토를 위한 정책 방향 검토를 시작함.

-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입각한 일본 정부의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침임. 

정세변화 등에 따라 5년마다 변경하고 있으며 2020년에 새롭게 발표될 예정임.

 9)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고, 해충 위험을 감소시키며, 화학비료 사용을 제한함.

 *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 「現行基本計画の検証とこれを踏まえた施策の方向(案)(農業の持続的な

発展に関する施策)」(2019.10.9.)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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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농업구조 실현을 위한 후계자10) 육성·확보: 농업 경영체 지원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목표로 하는 경영체

에 중점적으로 경영발전을 위한 지원

• 농업경영 법인화 등의 가속화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상담·지도체제 정비 및 차세대 후계자에게 원활한 경

영계승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책정 추진

<주요 대응>

• 경영안정대책, 융자, 세제 등을 통해 후계자를 중점적

으로 지원

• 농지은행을 통해 후계자를 위한 농지 규모화 및 단

지화

• 각 도도부현(광역 자치단체)에 농업경영 법인화, 규모 

확대 등에 대한 상담, 경영진단 및 순회지도 등을 실시

하는 농업경영상담소 설치

• 경영계승에 관련된 각종 세제 특례조치

<효과분석>

• 인정농업인
※

 30%가 65세 이상

   ※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 집락영농
※
은 현재 약 15,000개로 47만 ha의 농지를 

단지화하였음.

   ※ 마을 단위로 농업 생산과정을 공동으로 대응

• 법인 수는 목표에는 밑돌지만 농지 단지화 면적 및 상

시 채용자 수는 크게 증가함.

<향후 과제>

• 인정농업인의 고령화가 진행하고 있으나 후계자 문제

가 해결되지 않아 단지화된 농지가 계승되지 않을 우

려가 있음.

• 집락영농 구성원 세대교체가 진행되지 않아 법인화 

유무에 관계없이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이 유지될지 

불투명함.

• 타 산업 종사자와 동등한 노동시간과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농업구조 확립

• 2023년도까지 후계자가 전체 농지의 80%를 이용, 주

체성과 창의력이 발휘된 농업경영, 후계자의 농업경영

(생산기반, 노하우 등)이 차세대에 원활하게 계승

정책 방향

• 농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후계자의 경영발전에 맞

춘 대응 추진

 - 집락영농법인을 포함한 법인은 인수농지 증대, 채용

기회 확보 관점에서 광역화 및 채용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 지원

 - 인정농업인 제도 운용 재검토

  ① 인정기준인 ‘소득’개념 명확화, 청색신고 추진

  ② 인정신청 절차를 전자화하여 데이터 활용 농업 실천

기반 정비(2025년까지)

  ③ ‘후계자’ 이외의 경영체는 지역 실태를 기반으로 제

도 재검토

• 사람·농지플랜(人・農地プラン)
※
의 실용화를 통해 

지역농업 수익력 향상 추진, 경영계승 가속화

   ※ 농업인과 논의를 통해 지역의 농업 장래 등을 명확

히 하여 지역에서 공표하는 계획

• 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을 통해 고령화된 인정농업인 경

영계승계획 작성 추진

10) 지속가능한 농업구조 실현을 위한 후계자: 인정농업인, 인정 신규취농인, 법인화를 지향하는 집락영농. 이하 후계자라 칭함.



142 ∙ 세계농업 2019. 11월호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청년층 취농을 촉진하기 위해 취농 준비 및 소득 확보, 

농업법인 등이 실시하는 연수 및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 감소 추진

• 농업 취업인의 경력 상승과 타 산업 경험자와 법인과

의 연결 등을 촉진하고 리스 방식의 기업참여 촉진

<효과분석>

• 49세 이하 신규 취농인 수는 최근 5년간(2014~2018

년) 평균 21,400명으로 이전의 5년간(2009~2013

년)과 비교하여 연간 2,600명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상시 채용자 수는 2005년 대비 2015년은 1.7배로 높

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6년 이후는 감소 경향을 

보임.

<향후 과제>

•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채용 경쟁이 격화되어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스마트 농업 도입을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농업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것

이 필요함.

• 취농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교육기관에서 회귀교육

(recurrent education)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교육 내실화가 필요함.

  ※ 사회에 나와 노동에 종사한 자가 다시 학교로 돌아

와서 학습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 노동에 종사한

다는 교육형태

• 현재 전업농의 연령별 구성은 65세 이상이 70%, 40대 

이하가 11%로 균형이 맞지 않음. 이를 개선하여 세대 

간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농업 구조 실현

• 타 산업과 채용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청년, 여성, 고

령자, 외국인 등 다양한 인재를 확보해야 함.

정책 방향

• 농업이 선택받는 직업이 되기 위해 홍보 활동 강화

 - 다양하고 매력적인 농업인의 모습을 미디어 및 SNS 

등을 통해 홍보

• 청년층이 농업에 참여·정착하기 쉽도록 지원 강화

 - 취농 준비단계 및 영농 시작단계 지원 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영발전·정착을 촉구하는 지원 검토

 - 지역의 관련 기관이 연계하여 기술습득 및 농지확보, 

지역 생활 확립 등에 대해 취농 준비단계부터 경영 시

작 후까지 일괄된 지원 체제 내실화 검토

• 타 산업과 비교하여도 부족한 점이 없고 청년, 여성, 고

령자, 외국인 등이 일하기 쉬운 직장이 되도록 휴일·휴

식시간 확보 및 농업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

• 농업교육기관은 실천적인 회귀교육 및 스마트 농업, 

GAP에 관한 교육 내실화를 통한 다양한 인재 포섭 및 

취업률 향상

• 특정기능외국인
※
의 원활한 수용을 위한 환경 정비 추진

  ※ 농업을 포함한 일부 산업의 14가지 업종에서 일하

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족 재류 및 재류 기간 갱신

이 가능한 재류 자격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사람·농지플랜 작성 및 정기적인 재검토 추진, 농지중

간관리기구(농지은행)를 활용하여 농지 규모화·단지

화 추진

• 황폐농지 재생 및 이용을 추진하고 농업위원회를 통해 

농지중간관리기구에 황폐농지 이용권리 설정을 추진

하여 황폐농지 발생 방지와 해소 추진

<효과분석>

• 농지 단지화는 2014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2018년도 단지화 면적은 56.2%임(2023년 목표 

80%).

• 2023년도까지 후계자가 전체 농지의 80% 이용

• 2025년까지 농지면적 440만ha 확보

정책 방향

• 농지중간관리사업의 5년 후 재검토를 통해 현장에

서 이하의 대응을 촉진하여 농지 규모화 및 단지화 

가속화

 ① 지역 관계자와 농지중간관리기구가 협동하여 지역

과 의논을 통해 현황파악과 중심경영체에 농지 단지

화에 관한 장래방침 작성(일자리·농지 플랜 실용화)

 ② 농지중간관리사업 절차 간소화 및 농지 단지화·규

모화를 지원하는 체제 통합(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

업을 농지중간관리사업으로 통합) 

� 지속가능한 농업구조 실현을 위한 후계자 육성 및 확보: 청년농 취농 촉진

� 농지 규모화·단지화와 농지확보: 농지플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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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정책 방향

• 농지면적은 2018년에는 442만 ha로 기본계획의 

2025년의 전망치인 440만ha에 가까워지고 있음. 중

산간지역 등 직접직불제도 등의 정책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가정하는 경우, 농지면적은 황폐농지 발생으로 

인해 약 21만ha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황폐농지 중 재생 및 이용 가능한 농지 감소(황폐농지 

재생면적 실적(2015~2018년)은 현 전망으로는 약 

0.5만ha/년)

<향후 과제>

• 2023년도까지 전체 농지면적 중 80%까지 단지화하

는 목표를 위해서는 단지화 사업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음.

• 과소화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황

폐농지 발생 방지 등의 대책의 성과를 올려야 함.

 ③ 중산간지역에 대한 대응 강화

• 과소화 및 고령화를 기반으로 한 황폐농지 발생 방지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농지 규모화·단지화와 농지확보: 농지총량 확보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농용지구역(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총량확보(매크로

관리) 구조 내실화

• 농지전용에 관련된 행정·권한 지방으로 이전

• 농업진흥 지역제도 및 농지전용허가제도 적절한 운용

<효과분석>

• 농용지구역 내 농지가 농경지 전체보다 면적 감소율이 

낮음(2013년 대비 2015년 경지면적 감소율 2%, 농용

지구역 내 농지면적 감소율 1%).

• 2018년도 말에 23개의 부현(광역자치단체)에서 59개 

시가 농지전용허가제도 지정 시정촌(기초자치단체)

으로 지정되었음.

<향후 과제>

• 지정 시정촌제도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의 협의를 통해 농업진흥 지역제도 및 농지전용

허가제도의 적절하고 원활한 운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이 역할을 분담하여 농용지구역 내 농지 

총량확보 체계나 지방으로 이양된 농지전용에 관한 행

정 등을 원활하게 실시, 이를 통해 국내 농업생산에 필

요한 농지확보 및 유효 이용 활성화

정책 방향

• 지속적으로 지정시정촌제도 실태 파악 및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협의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제도 및 농지전

용허가제도의 원활한 운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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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소득안정 대책 추진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일본 농업의 구조개선 및 농업 후계자
※

 경영안정을 

위해 ‘밭작물 직접직불금’ 및 ‘벼·밭작물 수입감소 영

향 완화 대책’을 2015년산 농산물부터 인정농업인, 

인정 신규취농인, 집락영농을 대상으로 규모 요건 없

이 실시

   ※ 지속가능한 농업구조 실현을 위한 후계자: 인정농

업인, 인정 신규취농인, 법인화를 지향하는 집락영

농, 이하 후계자라 칭함.

• 쌀 직접직불금은 2018년산부터 폐지

<효과분석>

• 직접지불금 대책 및 수입감소 완화 대책 모두 농업종

사자 감소에 따라 가입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가입

면적은 큰 변화가 없는 추이(2019년산 수입감소 완화 

대책은 수입보험 개시의 영향으로 감소)

• 직접지불금 대책은 날씨의 영향 등에 의해 지급금액

이 증감

• 수입감소 완화 대책은 최근 쌀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 

따라 보전 총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후계자의 경영안

정에 이바지하고 있음.

<향후 과제>

• 종이서류를 이용한 비효율적인 지원 신청 및 교부절

차를 전자화

• 후계자가 각각의 경영형태에 따라 적합한 안전책에 가

입하여 경영 안정이 도모

• 가입에 필요한 절차가 온라인화·디지털화되어 농업인

의 행정 부담이 감소하고 가입 신청 데이터 연계를 통

해 데이터 다목적 이용 등 추진

정책 방향

• 국민·사업자의 편리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기

술을 활용한 업무개혁을 추진하여 각종 행정 절차를 

온라인화 및 행정정보 오픈 데이터화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

 - 업무개혁(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을 통해 절차 전자화를 추진하여 신청 측(농업인)과 

심사 측(농정국 등) 쌍방의 편리성을 향상 및 행정 부

담 경감

 - 종합적인 안전책 창구체제 개선 검토

 - 신청 데이터 다목적 이용(데이터 연계) 활성화

 -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전자 절차 시행을 위해 2019

년부터 전국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수입보험제도 검토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기존 농업재해 보상의 보상 기준 및 품목에 대한 한계

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경영 전체 수입에 주목한 수입

보험 도입을 위한 검토 진행(2019년 1월부터 시행)

• 수입보험과 기존 제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본 방향

을 포함하여 관계 정리

• 수입보험 검토와 아울러 농업재해 보상제도 방향 

검토

<효과분석>

• 2019년 수입보험 가입 실적: 2만 3천 경영체(2019.8

월 말 기준)

• 농업공제 가입률: 논 92%, 밭 72%, 과수 23%, 젖소 

92%, 원예시설 53%(2018년 산)

• 이상기후 및 경영 대규모화의 영향으로 다양하게 증가

하고 있는 농업경영 리스크에 대응한 농업보험 상품을 

내실화하여 농업보험이 경영안정 필수품으로 정착

• 전국에서 농업보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농업인의 

부담 감소

• 자연재해 및 가격변동 등에 의한 수입감소를 줄이기 위

해 농업인 스스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기술

대책, 복합 경영화, 보험이용 등)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

한 의식을 향상하여 사고율 감소

정책 방향

• 업무개혁(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통해 절차 전자화를 추진하여 신청 측(농업인)과 심사 

측(농정국 등) 쌍방의 편리성 향상 및 행정 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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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정책 방향

<향후 과제>

• 수입보험의 보험료 부담, 유사제도에서 수입보험으로 

변경에 대한 거부감에 의해 다른 농업인들의 동향을 

살피는 경우가 많으며 제도 인식도가 낮아 JA(일본 농

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가입 추진 필요

• 농업공제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업용 하우스 

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원예시설공제를 생산

지에서 집단적인 가입 추진 필요

• 농업보험(수입보험·농업공제) 가입 촉진

• 지역 기관 및 타 분야 등과 연계하여 농업보험 이용 및 

재해대책 강화

• 손해방지사업(예방)과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사고율 감소

 - 민간보험과 연계하여 농업인의 니즈에 맞는 보험 

개발

 - 각 안전책의 실시 주체(농업공제조합, JA 등) 외 하류 

사업자 등이 연계한 추진체제 강화

 - 리스크 관리교육 추진

• 수입보험은 시행 4년 후, 수입감소 완화 대책, 채소가

격안정제도, 수확공제 등 수입감소를 보전 기능을 하

는 제도를 검토하여 경영형태별 다른 리스크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제도 기능을 집약한 ‘종합적이

고 효과적인 안전책 제도’의 방향성 검토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농지 규모화·단지화 및 생산비용 감소를 위해 농지중

간관리기구와 연계하여 농지 대 구획화, 범용화, 논으

로 사용되는 농지 밭으로 활용 추진

• 농지 정비상황을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시화

하고 관계자 간 정보 공유 활성화

• 물관리 노동력 절감 및 수자원 이용 고도화를 위해 ICT 

및 지하수 수위 제어 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

해 새로운 농업 수리(水利) 시스템 구축 추진

<효과분석>

• 현행 토지개량 장기계획(2016~2020년도) 성과 목표

에 대비 기반 정비 완료 구역의 농지 단지화율은 목표

치의 10% 초과, 경지이용률은 목표치의 90%, 고수익 

작물이 생산되고 있는 구역의 비율은 목표치의 90%

<향후 과제>

• 지속적으로 농지중간관리기구와 연계하여 농지 관리

• 농작업 노동력 감소를 위해 스마트 농업 및 네트워크 

환경 정비

• 고수익 작물로 전환 추진

• 기반 정비를 완료한 농지 대부분이 규모화·단지화되

어 있으며 쌀 생산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

• 기반 정비를 완료한 구역은 쌀 중심의 영농체계에서 

고수익 작물로 전환이 정착되고 산지화되어 수익이 

큰 폭으로 향상

•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통해 기반 정비를 완료한 농지 

80% 이상을 후계자가 이용

• 기반 정비 완료 구역에서는 쌀 생산비용이 9,600엔

/60kg 하회

정책 방향

• 농지 규모화·단지화 및 생산비용 감소를 위해 지속적

으로 농지중간관리기구와 연계하여 농지 대 구획화, 

범용화 등 추진

• 농작업 노동력 감소를 위해 자율주행 농기계 및 ICT 

물관리 등 스마트 농업에 대응한 기반 정비 및 정보 네

트워크 환경 정비 추진

• 고수익 작물로 전환하기 위해 논 범용화, 논으로 이용 

중인 농지 밭으로 이용 및 밭용 농지 관개시설 정비 등

을 추진

� 농업 생산기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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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수리시설 관리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농업 수리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설 수명

연장과 라이프사이클비용
※

 감소를 위해 전략적인 보

전관리 추진

  ※ 차량 및 기계 등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총비용

•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돌발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대책 강화

• 다원적 기능 직불제도 활용 및 지리정보시스템을 활

용한 점검, 기능진단결과 등을 정보 축적, 가시화, 공

유하여 통합된 보전관리체제 구축 추진

<효과분석>

• 현행 토지개량 장기계획(2016~2020년도)의 목표 대

비 중점 농업 수리시설 기능진단 실시율은 70%

<향후 과제>

•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 수리시설 기능을 안정

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절감, 효율화를 위

한 로봇, AI, GIS 등 신기술 활용 추진 필요

• 농업 물 이용 적정화를 위해 시설 갱신 시 시설 집약·

재편·폐지에 대한 검토 필요

• 농업 수리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더라도 농업 수리시설 

수명연장 및 라이프사이클비용 감소를 위한 전략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시설기능이 안정적으로 발휘

• 모든 중점 농업 수리시설의 기능보전 계획이 있으며 개

편이 필요한 수리시설 절반 이상이 대책에 착수 중

• 로봇, AI, GIS 등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 수리시설 점검, 

기능진단 등 정착

정책 방향

• 인구감소로 인해 수리시설 관리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

에서 시설기능이 안정적으로 발휘되도록 농업 수리시

설 기능진단 등의 노동력 절감, 효율화를 위해 로

봇·AI·GIS 등 신기술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

• 농업 물 이용 적정화를 위해 시설 갱신 시 시설 집약·재

편·폐지에 대해 검토

� 재해 피해 감소 및 방지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국토 강화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농업 수리시설 내진 

설계, 홍수피해 방지 대책과 저수지 관리 체제 구축을 

통해 방재력 강화

• 지역 실정 및 리스크 평가에 맞춘 정책 중점화 및 우선

순위를 매겨 기존 시설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지역 커

뮤니케이션 기능을 통해 효율적 대책 추진 

<효과분석>

• 현행 토지개량 장기계획(2016~2020년도) 성과 목표

에 대비 자연재해 피해 감소사업을 통해 담수 피해 방

지가 진행되고 있는 농지면적은 목표치의 약 50%, 국

영 조성시설의 내진 조사 실시율은 80%

<향후 과제>

• 갈수록 심각하고 빈번해지는 호우나 지진 등의 재해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요 인프라 기능 유지 대책과 함

께 농촌 지역 방재·감재 대책 추진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남해 협곡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도 농업용 댐 등 중요한 농업 수리시

설 기능 유지

• 방재 중점 저수지 관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결괴

(댐이 붕괴)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에 피해 방지

• 내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명된 중요도가 높은 국영조

성시설에 내진 설계 책정 완료

• 방재사업에 의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 

28만ha의 농지 담수 피해 등 방지

• 모든 농업용 저수지의 소유·관리자 및 제원 등 정보가 

파악되어 모든 방재 중점 저수지에서 피해에 대한 긴

급연락 체제 정비 및 침수 예상 지역도(圖) 작성 등 시

스템적 대책 정비

정책 방향

•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도 농업용 댐 등 중요 인프라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 등 내진 대책, 내수 대

책, 비상용 전원 확보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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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농업·농촌의 구조 변화를 확인하며 토지개량사업 및 

토지개량구
※

 현황, 니즈 등에 대해서 파악, 분석하여 

새로운 토지개량 장기계획 검토와 함께 토지개량 제도 

방향에 대해 검증, 검토 시행

  ※ 토지개량법에 근거하여 토지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된 법인

<효과분석>

• 현행 토지개량 장기계획(2016~2020년도) 성과 목표

에 대비 자연재해 피해 감소사업을 통해 담수 피해 방

지가 진행되고 있는 농지면적은 목표치의 약 50%, 국

영 조성시설의 내진 조사 실시율은 80%

• 2018년 토지개량법 개정에서 변경된 토지개량구 기

본방향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되어 개정사항 정착 

단계

<향후 과제>

• 2018년 토지개량법 개정에서 조치한 토지개량구 기

본방향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 작성 및 원외 감사 도

입 등을 위해 지도·연수 지원 필요

• 취농인 감소 및 고령화 등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양

호한 영농조건을 갖춘 농지·농업용수 확보와 유효 이

용을 통해 국내 농업 생산성 향상 실현

• 개정된 토지개량법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농

용지 이용 규모화 및 방재·감재 대책 추진 중

정책 방향

• 2017~2018년도에 개정된 토지개량법은 2023년도

까지 목표에 따라 검토를 시행하고 농업 취업인 감소 

및 고령화 등의 농업·농촌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개

선 추진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정책 방향

• 농업용 저수지 지정 등 저수지법에 따른 조치를 추진

하고 저수지 등록 및 특정 농업용 저수지 지정 등을 적

절하게 추진

• 방재 중점 저수지 개수·보강, 통폐합 등의 물리적 대책

과 재해예측도 작성 등의 시스템적 대책 추진 필요

• 갈수록 심각하고 빈번해지는 호우 등에 적절하게 대응

하기 위해 개정된 배수기준에 의한 대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입각한 배수 대책 방향 검토

• 농업용 저수지를 적절하게 관리 및 보전하여 용수 공

급 기능을 확보하고 결괴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

해 저수지 등록 및 특정 농업용 저수지의 지정 등 저수

지법에 따라 조치 진행

� 토지개량제도 검증·검토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0.21.)(2019.10.2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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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収入)보험 제도* 11)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9년 1월부터 농업수입 감소가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하기 위해 기존의 농업공제사업에 추가적으로 농업경영수입보험을 도입함.

- 농업공제사업이란, 주요 농산물의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실

분 보상 제도임.

- 2014년부터 5,000개(개인 4,000, 법인 1,000) 농업경영체의 과거 7년간 수입 자

료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00개 경영체(개인 750, 법인 250)의 

2015년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사업화 조사를 시행, 2017년 6월 기존의 「농업피해

보상법」을 「농업보험법」으로 개정하였음.

� 기존의 농업피해보상제도는 자연재해에 의한 수확량 감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시장

가격하락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상대상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일부 경영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음.

� [보험 가입 대상] 소득세 신고 시 청색신고
※
를 하고 있으며 경영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농업인(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함. 청색신고로 확인된 5년간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보험이 적용되고 청색신고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최소 1년) 신고 기간에 따라 보상비

율을 달리하여 가입 가능함.

 ※ 일본에서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청색신고와 백색신고가 있으며 청색신

고의 경우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분개장, 총계정원장,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재

고정리표 등의 장부를 제출하여 신뢰도가 높음. 이에 비해 백색신고는 단식부기

로 비교적 간단함.

- 농업공제, 채소가격안정제도 등 타 경영안정 제도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함.

� [보험 대상 수입]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정미, 쌀, 우유 등 간단한 가공품 

포함)에 관한 농업수입금을 대상으로 함. 보상 품목 기준이 없으므로 모든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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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내용을 중심으로 미

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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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내용] 보험기간 중 수입이 기준수입의(5년간 평균 수입) 90% 이하일 때, 감소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주고(보험료 50%, 적립금 75%, 사무비 50%는 국가에서 

보조), 보험률(과금)은 1.08%로 보험금 수취실적에 따라 다음 해에 보험료율이 변동(21

단계)됨.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이 아닌 가격 하락, 재고 농산물 손상, 농업인 부상 등 다

양한 원인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여 새로운 작물 재배, 판로 확

대 등 농업인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함.

- 경영면적을 확대하거나 과거 5년간의 수입이 상승 경향을 보이거나, 경영면적 감

소, 단가가 낮은 작물로 전환할 경우 기준수입을 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부정수급 방지] 보상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은 피해 시 사고 발생 농업일

지 등 증거를 제출해야 함. 부정수급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정의 

정도가 심한 경우 다음 해에 보험 가입이 불가능함.

�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감소율에 따른 3가지 유형을 

신설하였음. 총 4가지 유형으로 기존의 기본형(수입이 기준 대비 90%) 외에도 수입대비 

수입 감소율이 30%, 40%, 50%의 유형이 신설되었음.

� 수입보험 유형에 따른 보상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1.0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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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 기능 

발휘

• 다원적 기능 직불금은 조직체제 강화, 비농업

인 참여 등을 촉진, 중산간지역 등 직불금을 

활용하여 마을 연계 체제를 만들어 급경사지 

보전을 추진, 일본형 직불금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활동을 통해 농지를 적절하게 보전관리

• 중산간지역 농업 진흥을 위해 직불금 지원과 

중산간지역의 농업 르네상스사업 추진(중산

간지역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 지형 및 기후 특성을 살려 급경사 지역 등에서 

약용작물과 과수 등의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및 노동력 감소 기술 보급

• 지역 커뮤니케이션 유지·재생·강화를 위해 

활동 조직 광역화·네트워크화 및 법인화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 및 타 분야와 네트워크 형

성, 이를 통해 사람·농지플랜(지역의 농업 목

표 계획) 등과 연계강화 추진

• 농업인·시정촌(기초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중산간지역등 직불금 제도에 대한 농

업인의 불안 해소 등을 통해 조건불리지역의 

농업 생산활동 유지 가능 체제 구축

• 고수익작물 도입, 스마트농업 및 노동력 절감 

재배기술을 도입하여 지형 및 기후를 활용한 

농업 진흥

마을 기능 

유지

• 농산어촌진흥 직불금을 활용하여 지역 활동 

계획(지역 미래 비전)을 작성, 의욕 있는 도시 

청년 등 외부 인재를 장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

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연계하여 지원

•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미래상 검토, 작은 

거점 만들기 등을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지원

• 인구감소·고령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 

다양한 기술을 가진 인재 지역 활성화 참여 유

도 등 지역 관계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응 추진

  ※ 지역이나 지역 사람들과 다양하게 관련된 

사람(이주한 정주 인구 및 여행객 제외)

농촌진흥 정책 방향* 12)

�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위한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

며, 2019년 10월 30일에는 농촌진흥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의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침, 

정세변화 등에 따라 5년마다 변경하고 있으며 2020년에 새롭게 발표될 예정임.

� 국토보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주요 농업인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농가, 농가 이외의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주민 전체가 지탱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농촌에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과 고용확보, 지역 커뮤니티 유지 및 강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일본 농림수산성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전체 정부 차원에서 뒷

받침하는 체제 구축 등이 필요함.

� 지역자원 유지 및 계승

 *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 「現行基本計画の検証とこれを踏まえた施策の方向(案)(農村の振興、東日

本大震災からの復旧·復興、団体の再編整備等に関する施策)」(2019.10.3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

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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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기본계획 향후 정책 방향

야생동물 

피해 대책

• 야생동물 피해방지 직불금을 활용하여 지역 

전체에 울타리 설치 및 포획 강화, 처리가공시

설 및 소각시설 정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 야생동물 대책반
※

 설치 목표 수 달성에 근접, 

유해 야생동물 포획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피해액 감소 경향

  ※ 야생동물 포획, 방호책 설치, 기타 피해방

지 계획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야생동

물 피해방지 활동 추진

• 지비에(gibier, 수렵육) 이용량은 2016년 대

비 2018년 47%가 증가, 지속적인 추진 필요

• ICT나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피

해방지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년층 참여 촉

진을 통해 야생동물 대책반의 기능을 강화하

여 피해방지 대책 추진

• 국산 지비에 인증제도 보급, 포획자 위생관리 

기술 향상, 반려동물 식품으로 이용확대 등 지

비에 활용 추진

구분 현행 기본계획 향후 정책 방향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식량산업·6차산업화 직불금, A-FIVE(농림

어업성장산업화기구)를 통한 출자, 6차산업

화 플래너 파견 등을 통해 6차산업화 지원

• 성장이 기대되는 농업벤처나 가공품의 수출 

등 식품산업의 2차·3차산업이 농업과 연계

한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창출 및 가공·업소

용 수요를 반영한 대응 촉진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하에 재생에

너지 도입에 관한 사업계획 책정, 영농형 태

양광 실증 및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법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 지원

• 2016년 새롭게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

계획 책정

•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선정지역에 프로젝트 

실현에 필요한 조사·설계, 시설정비 지원

• 재해 시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역 바이

오매스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분산

형 에너지 시스템 기술 개발 및 보급

• 에너지 이외에도 자원 유효활용 관점에서 지

역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위해 바이오매스 

제품 사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

농촌으로 

농촌관련사업 

도입

• 농촌지역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검

토,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2017년 7월 농촌

산업법(구 농촌공예도입법) 개정, 대상 업종

을 기존의 공업 등의 다섯 가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 농촌산업법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고용 창출 

촉진

• 농산어촌에서 비즈니스 전개 및 새로운 사업 

추진

구분 현행 기본계획 향후 정책 방향

도시 농촌 

교류

• 일본만의 전통적인 생활 체험과 비농가를 포

함한 농촌 주민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농박
※

’ 

추진, 2020년까지 비즈니스 체제를 갖춘 농

촌 관광지를 500곳으로 확대

  ※ 체류형 농촌관광

•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자립을 위해 농업과 복

지 연계대책을 세워 사회적농업 확대, 농촌

• 다양한 숙박, 식사, 체험이 제공 가능한 수용

체제 정비, 콘텐츠 질 향상 및 양적 확대를 통

해 국내외 관광객이 농산어촌 지역의 체류형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확립

• 장기체류도 고려한 수용체제 방향 검토

• 인지도 향상, 수요에 맞는 매칭, 전문인재 육

성, 국민적 운동 등을 통해 농업과 복지의 연

� 고용 및 소득 창출

� 도시 농촌 교류 및 이주·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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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기본계획 향후 정책 방향

정착 추진, 2019년 6월에 농업과 복지 연계 

추진 비전 책정

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농업경영이 경

제활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정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 및 정착

• ‘농촌 일 부대’를 ‘지역 부흥 협력대’로 명칭

을 통일하는 등 인재 파견·정착화 실시

• 지역활성화대책 등 ‘인재활용사업’을 통해 

지역 외에서 인재 등을 농촌 이주·정착 촉진

• 농산어촌 지역에서 농업과 농촌관광사업 등 

겸업·부업, 도시와 농촌 두 지역 거주 등 다

양한 근로 양식이 가능하도록 체제 정비

• 빈집이나 휴경지 등 활용이나 해외 인재를 포

함한 다양한 인재 활용 추진

도시 농업

• 2015년도 도시농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도시농업 진흥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

화하고 2016년도에 도시농업진흥 기본계획

을 책정하여 도시 농업 진흥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향성 제시

• 2018년도에 도시 농업 대차법을 제정하여 

도시 농지 대차 원활화, 2015년부터 도시 농

업의 다양한 기능 발휘를 촉진하기 위한 대응 

지원

• 도시 농업의 지속적인 진흥을 위한 대응 추진 

및 과제에 대한 지원책 검토

• 도시 농업이 갖는 다양한 기능을 널리 홍보

• 도시농지대차법의 원활한 운용을 통해 도시 

농지 유효활용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농업이 갖는 다원적기능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

원적기능의 발휘에 의한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환

경보전형 농업 활성화

•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활동 및 생산조건 불리 지역의 영농 

지원 시행

<효과분석>

• 다원적기능 직불금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년간 

725ha의 유휴농지가 해소되는 등 지역자원 보전관리에 효

과를 보임.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나타났으며 구조

개혁 지원에 이바지하고 있음.

• 중산간지역 등 직불금은 제4기(2015~2019년도) 기간 중 

일시적으로 시행면적이 감소하였으나 회복하여 제4기 대

책 최종평가에서 농지 감소방지 면적은 7만 5천ha로 달성

률은 94%임.

<향후 과제>

•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인한 후계자 및 지역 지도

자 감소, 농촌 협동력 저하, 공동작업 노동력 절감 등

•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된 마을에서 지역 커

뮤니케이션 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되어 농지 등 

지역자원 유지·계승

•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 발휘에 의한 혜택을 국

민이 누림.

• 농업인 이외의 다양한 인재가 지역의 공동활동

에 참여, 지역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를 통해 지

속적인 자원 보전관리 체제 형성

• 조건불리 지역에서 농업 생산활동 유지를 통한 

경작지 포기 방지

정책 방향

• 드론 활용 등 보전관리 노동력 절감기술 등의 추

진을 통한 인구감소·고령화에 대한 대책 추진

• 지역 커뮤니티 유지·재생·강화를 위한 지원과 

구조개혁 지원

• 마을기능·농촌협동심 강화 및 구조개혁 등 농업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지원강화

• 농업인 불안 해소 등을 통해 조건불리 지역에서

도 농업 생산활동이 유지 가능한 체제 구축

• 농업이 가진 다원적인 기능 발휘 촉진에 관한 법

률 실시 상황 점검을 시행하고, 일본식 직접직불

금 3가지(다원적기능 직불금, 중산간지역 등 직

접직불금, 환경보전형 농업직접직불금)를 조합

하여 효과적인 사례를 보급하는 등 추가적인 연

계 강화

� 다원적기능 발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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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농업인이 식품산업사업자와 연계하여 주체적으로 추

진하는 6차산업화 및 농상공 제휴 촉진, 대응 발전 단

계나 대응 주체에 맞춰 6차산업화·지산지소
※

 및 농림

어업성장산업화 펀드 등의 지원 정책 활용 추진

  ※ 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소비

• 6차산업화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인과 지

방공공단체, 식품산업, 금융기관, 시험연구기관 등에 

의해 구성한 지역 연계 촉진

• 6차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 성공 요인 및 향후 과제 등을 분석 및 결과 현장 

반영

<효과분석>

• 2019년 9월 말, 6차산업화·지산지소법에 근거한 종

합화 사업계획 인증 건수는 2,487건으로 시장규모는 

매년 확대(2010년: 1조 2,000억 엔 ⟶ 2017년: 7조 

1,000억 엔)

• 농상공 연계 사업계획 인증 건수는 2019년 9월 말에 

804건으로 꾸준히 증가

• 농업인 주체의 6차산업과 식품산업 등 2차·3차산업

을 농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국산 농림수산

물·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

정책 방향

• 성장이 기대되는 농업벤처 및 가공품 수출, 식품산업 

등 2차·3차산업을 농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비즈

니스 창출 촉진

• 가공·업소용 수요에 맞춘 농산물 1차 가공과 농촌관

광 활성화

• 다양한 관계자와의 기획이 가능한 6차산업 경영진 등

에 의한 지원 체제 구축 검토

� 네트워크화를 통한 마을 기능 유지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산업진흥 기능을 주요 마을에 집약한 ‘작은 거점’과 교

통망 정비 및 정보화 등을 통한 거점과 주변 마을의 네

트워크 형성 추진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미래비전을 확립하여 계

획적인 토지이용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

<효과분석>

• 마을·사람·일자리 종합전략의 작은 거점 목표 수

(1,000곳) 달성

• 지역 미래비전을 확립한 지역에서 관광객 증가, 매출 

증가, 고용증가 등 효과가 나타남.

<향후 과제>

• 지역에 정착하여 커뮤니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미래비전 설정 및 지역으로 이주·정착을 위한 지원을 

해왔지만,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해 지역 만들기
※

 후

계자가 부족한 상황

  ※ 안심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 사회

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활동

• 농촌은 도시보다 빠르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

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전체에서 커뮤니티 기능을 유지 

발휘하기 위해 작은 거점 만들기 추진, 지역 미래비전 

설정 등을 시행

• 이를 통해 관계인구를 포함한 지역 활동에 관련된 인

재 확보 및 산업진흥 기능의 중심 마을로 집약하여 농

촌 활성화

정책 방향

• 작은 거점 만들기, 지역의 미래상 설정을 관련 부처와 

연계를 통해 지원

• 중점 마을의 집약화를 위해 지역 공동활동조직 등 광

역화를 추진

• 인구감소·고령화, 일하는 방식 및 가치관 다양화, 라

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을 가진 인재를 

지역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지역 관계인

구
※

 증가 추진

  ※ 지역이나 지역 사람들과 다양하게 관련된 사람(이

주한 정주 인구 및 여행객 제외)

� 식량 안정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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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 2011년 종합화 사업을 개시한 인정사업자 중 70% 이

상이 5년째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그중에서 약 절반은 

경상 이익 감소

<향후 과제>

• 각 지역에서 농업인 주체의 6차산업화 성공사례가 있

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 향후에는 식품산업 등의 2차·3차산업이 농업과 연계

한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가공·업소

용 수요에 대응 및 농촌관광 등의 대응과 연계 필요

�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현행 기본계획과 현황 및 정책 효과분석 중장기 목표

<현행 기본계획 개요>

• ‘농산어촌 재생가능 에너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농지 등의 이용을 적절하게 이행하여 재생가능 에

너지 도입

• 지역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사업을 창출하

여 농업진흥 및 지역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매스 활

용 구상

• 재생가능 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하에 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사업계획 책정, 영농형 태양광발전의 실

증 및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법 지원에 의한 재생에너

지 도입

• 2016년에 새롭게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 책정

•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선정지역에 있어 프로젝트 실현

에 필요한 조사·설계, 시설정비 등 지원

<효과분석>

•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지구 및 바이오매스 산업 시장규

모는 순조롭게 확대

<향후 과제>

1. 재생가능 에너지

• 재해에 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추진

• 2021년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고정가격 제도에 대

한 대응(자가소비 등을 조건으로 현 제도를 유지하는 

전력시스템과 자립할 전력시스템으로 구분)

•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환경 만들기

2. 바이오매스

• 실용화를 위한 사업 전개

• 농산어촌 지역 순환에 이바지하는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바이오매스의 열·연료 이용·자가소비 및 바이오매스 

제품 시장 확대

정책 방향

1. 재생가능 에너지

• 재해 시 빠른 복원을 위해 농촌의 바이오매스 및 태양

광 에너지에 의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이를 위

해 농산어촌 EMS
※

 기술의 개발·보급

  ※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가시화하여 에너지 사용 현황 분석

•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시작으로 농산어촌 재생가능 에

너지 다각적인 지산지소 대응 추진

• 가시화를 통해 농림어업인의 참여 촉진

2. 바이오매스

• 지역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위한 바이오매스 제품 

사업화를 위해 산학관의 연계를 통한 매칭 기회 창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규모 확대 추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1.11.)(2019.11.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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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뉴질랜드, 농업부문 탄소배출권 가격 제도 계획 발표

 뉴질랜드 정부, 2050년까지 탄소배출권 가격제도에 농업부문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전략 발표

� 뉴질랜드 총리(Jacinda Ardern)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뉴질랜드

를 ‘탄소 배출 제로’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ETS)와 별도로 농업 문에서의 탄소배출권 가격 제도를 개발하

는 데에 동의하였음.

- 그러나 해당 계획 실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소위 “백스톱(backstop)”이라 불

리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2022년 초 다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ETS)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음.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는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단위당 가격을 기업

에 부과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

에게 기후 영향을 줄이기 위한 재정적인 동기를 부여함.

- 농업부문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은 “자유 할당(free allocation)”수준을 95%로 설정

하며, 농장 수준에서의 가축 배출량(livestock emissions)과 가공업자 수준에서의 

비료 배출량을 포괄하여야 할 것임. 

- 이는 농민들이 2025년까지 어떠한 부담금이나 기후 변화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도 됨을 의미함. 

� 뉴질랜드 정부의 전략은 정부와 각 부문 간의 5개년 행동 계획의 일부로서 초기 채택자

에 대한 인센티브, 농장의 탄소 배출량 예측 및 벤치마킹을 위한 측정 도구 개선,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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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농장 계획, 강기슭 지역 및 자연 보호 구역 등 농장 내 기후 

완화 인식 제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5개년 일정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농업계가 포괄적인 측정 및 회계시스템을 조정

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임. 

 분명해진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 필요성

� 뉴질랜드 총리(Jacinda Ardern)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협정을 체결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함.

-또한 기후변화 대응조치(climate action)의 필요성은 분명했지만, 정치인들이 너무 

긴 시간 동안 책임을 떠넘기고, 모든 사람에게 불확실성을 떠안겼다고 말함.

 부문 지원 접근 방식, NGO의 충고

� 쇠고기, 양고기, 원예뿐만 아니라 관개농업 분야를 포함하는 국내 모든 주요 농업인단체

와 협회는 백스톱(backstop)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지만, 정부의 협력적인 접근법

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주요 농업인단체와 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농업부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TS)를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와 더 나은 적절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힘.

- 반면, 그린피스(Greenpeace)는 뉴질랜드 정치 지도자들이 농업 로비스트들에게 

“팔렸다(selling out)”고 비난함. 

- NGO는 “농업은 가장 큰 기후 오염원으로 농업을 제외한 배출권 거래제도는 웃음

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 

- 2017년 선거를 앞두고, 뉴질랜드 총리(Jacinda Ardern)는 농민들이 탄소배출권 거

래제도(ETS)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그 주장이 약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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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R과 LULUCF 적용을 받는 EU농민들

� 국제 생물보존기구인 버드라이프 유럽(BirdLife Europe)의 정책실장(Ariel Brunner)

은 트위터를 통해 “유럽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졌음.

-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부문으로 농업, 운송업, 건

축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감축분담 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ESR)이 적용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구속력을 

갖는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이들 산업부문은 EU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며,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30%가량 감축해야 함.

-또한 토지이용, 토지전용, 산림분야(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규정은 농업 및 임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가스 배출량 및 감축

량에 관한 체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농업인과 임업인에게 “모든 회계 정보 보고 의

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 해당 규정들은 2030년까지 1990년 수준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

하기 위한 목적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에 따른 EU의 공동 서약을 뒷받침

하고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1974/New- 

Zealand-announces-worldfirst-emission-pricing-scheme-for-farmers)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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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2019. 11)

1. 아시아

□ 일본, 식품 폐기물 저감 추진법 10월부터 시행

▪일본은 연간 2,759만 톤의 식품 폐기물 등을 배출하고 있음. 이 가운데 먹을 수 

있음에도 폐기되는 식품은 연간 643만 톤에 달함. 해당 폐기분을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매일 밥공기 한 그릇(약 130g) 정도임.

▪일본의 식품 폐기 현황 중 가정에서의 식품 폐기가 가장 많음. 발생 요인으로는 

① 과잉 제거(과도한 껍질 벗기기, 기름기 제거 등), ② 잔반, ③ 직접 폐기(손대지 

않은 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162 ∙ 세계농업 2019. 11월호

▪또한 식품산업에서는 ① 판매·유통 단계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것, ② 제조 과정에서 

비표준 제품의 발생, ③ 외식업의 잔반이나 과다구매 등이 해당됨.

▪식품 폐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9월 뉴욕 유엔본부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17’에 전 세계 1인당 식품 폐기물 

50% 감소가 포함됨.

▪국제회의 SDGs에 입각해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도 식품순환자원의 재생 이용 등 실시 

목표를 설정함. 

- 2030년까지 전체 공급망에서 폐기물을 2000년도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목표임.

▪일본도 2019년 5월 31일, 「식품 폐기물 저감 추진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함. 이 법은 식품 폐기물에 대해 국가, 지방공공단체들의 책무를 공개하

고 기본 방침의 책정과 그 외 식품 폐기물 저감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이를 통해 식품 폐기물 저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재는 일본 소비자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식품 폐기물 방지를 

홍보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임. 

- 그러나 향후 식품 폐기의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규제적인 성격을 보일 수 

있음.

▪농림수산성에서는 식품 낭비의 절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절감을 

위해서는 사업자·지자체·NPO법인 등 다방면으로부터의 협력이 필요함.

▪식품 폐기물 저감 국민운동(NO-FOODLOSS PROJECT)

- 농림수산성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운동으로 관계부처(소비자청,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와 합작해 만든 캐릭터 ‘로스농’의 마크를 활용해 식품 폐기물 저감을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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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제조업·도소매업 관련 홈페이지와 상품, 배송차량 등에 캐릭터 마크를 붙임. 

또한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에서는 계몽 포스터와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홍보활동

을 함.

▪상업관행 재검토

- 기업과 지자체, 협회 등 식품업계 전반에서 상업 관행 개선에 몰두함. 그 내용은 

유통기한 연월표시 의무화, 납품기한 완화, 가공식품 납품기한 재고, 토론회 개최 

등임.

▪대형 종합마켓와 편의점에서 검토가 진행 중으로 식료품점의 대부분이 유통기한의 

1/3을 납부 기한으로 삼고 있음.

- 외국에 비해 엄격한 일본의 가공식품 기한(1/3 규칙)이 식품 낭비의 원인이 됨. 

2017년 이후 각 단체에 ‘음료 및 유통기간 180일 이상의 과자’에 대해 납품기한 

완화를 요청해 점차 실행되고 있는 상황임.

▪쿠프델리(Coop-Deli)의 대책 사례

- 유통기한 180일 이상의 가공식품에 대해 납품기한을 완화함으로써 제조·도매 단

계에서 식품 폐기물 저감에 공헌함. 

- 제조업체는 엄격한 납품기한을 전제로 신선도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1/3 규칙에 

대응), 도매업에서는 납품기한 완화를 통해 이전보다 출하량이 증가함. 

▪식품업계는 식품 폐기물 저감을 위해 유통기한 연월 표시화를 시행함. 유통기한이 

3개월을 넘는 식품에 대해서는 연월만의 표시도 가능하게 함. 단, 연월일에서 '일'이 

누락되어 납품기한 완화가 요구됨.

- (사례1): 일본간장협회: 유통기한 3개월을 넘는 것은 연월 표시

- (사례2): 전국청량음료연합회: 업계 전체에서 연월 표시화를 추진

- (사례3): 전일본과자협회: 유통기한의 연장·연월 표시화 실시를 촉구

- (사례4): 아지노모토: 유통기한 1년 이상인 가정용 제품의 유통기한 연장·연월 표

시화 실시 확대

▪또한 식품업계는 포장 용기를 개선하여 폐기되는 식품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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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깃코만 식품(주): 병을 이중구조로 만듦으로써 뚜껑을 따도 간장이 산화하

지 않고 높은 보존성이 유지됨. 내용물 산화를 방지하고 간장의 신선도를 90일간 

유지할 수 있기에 식품 폐기 방지에도 기여함.

▪일본 전체의 식품 폐기물 가운데 외식산업에서 약 133만 톤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는 

전체의 약 1/5을 차지함. 이에 관련부처와 지자체, 외식업체가 협력해 잔반 대책을 

실시하게 됨.

▪3010운동 실시: 회식 등의 술자리에서 음식보다 술에 관심을 두어 보통 음식은 남기

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건배 후 30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요리를 즐기고, 해산 10분 전이 되면 자리로 돌아와 요리를 즐긴다'는 3010운동이 

시작됨. 

- 일본 교토시의 조사에 따르면, 회식 시 총무의 3010운동 호소 덕에 잔반이 1/4

로 줄었다고 함.

▪푸드뱅크란 사회복지활동의 일환임. 식품기업의 제조공정 혹은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비표준 미사용 제품 등을 거둬들여 복지시설 등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시설이나 사람

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임. 

-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농림수산성에서는 푸드뱅크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일본 전국에서 약 8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그 중 75%는 2011년 이후

에 설립된 단체로서 최근 확산되는 사업임.

▪「식품 폐기물 저감 추진법」이 시행되며 점차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

- 일본 편의점의 겨울을 상징하던 계산대 옆 오뎅 판매가 폐지되는 추세임. 또한 이

벤트성이 있는 에호마키(恵方巻き; 입춘 전날 그 해의 길한 방위를 향해 먹으면 

운세가 좋아진다는 두껍게 만 김밥)의 과잉 공급을 자제하는 등, 식품폐기물 저감

에 대한 인식이 추진법 시행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음.

-또한 NO-FOODLOSS PROJECT에서 추진 중인 로스농 캐릭터 마크를 상품 판

매처에서 활용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도 향상시킬 수 있음.

▪푸드뱅크로 수입식품도 들여오고 있음. CSR 활동의 일환으로도 활용가능하기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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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이라면 제공할 수 있음.

-또한 푸드뱅크에 식품을 제공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이 마련되

어 있음. 예를 들면 ① 제공한 식품이 기업의 폐기상품이었던 경우라면 제공 비용

으로 처리할 수 있음. ② 광고성 식품 제공의 경우, 제공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

리할 수 있음.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앞서 언급한 간장이나 떡의 사례처럼 포장용기 및 소재의 개선으로 제품 유통기

한을 연장할 수도 있음.

- 연월일까지의 유통기한 표시가 일반적이었지만, 유통기한 180일 이상의 가공식

품을 대상으로 '일'을 제외한 연월만의 표기 등 납품기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수 있음. 다만 품목에 따라 연월 표기 생산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11.12.).

 □ 대만-일본, 유기농제품 상호 인정 협약

▪2019년 10월 30일, 대만과 일본은 유기농 인증의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성사하여, 

유기농 제품은 각 국가에서 발행한 인증서에 대한 요구 없이 대만과 일본 사이에서 

곧 유통될 수 있게 됨.

▪대만과 일본 관계자는 10월 30일 도쿄에서 경제와 무역에 관한 연례협상을 마무리함. 

- 대만-일본 관계협회 추이런(邱義仁)회장과 일본-대만교류협회 미츠오 오하시

(Mitsuo Ohashi) 회장은 2일간의 회의에서 농업, 특허권, 환경 보호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에 대한 4건의 양해각서(MOU)에 체결함.

▪일반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유기농 제품은 수입국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 대만과 일본은 서로의 유기농 인증을 인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은 이러한 절

차에서 면제될 것이며, 그 결과 대만과 일본 사이의 유기농식품의 수출, 수입절차

가 비교적 간소화되어 유기농식품의 유통이 촉진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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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대만 농업 당국이 일본 측과 수출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내년

(2020년) 초 발효될 것이라고 대만 농식품청(Agricultural and Food Agency)이 

전함. 일본은 대만이 지난 2018년, 유기농업 진흥법(Organic Agriculture Promotion 

Act)을 공표한 후 ‘유기농 인증 상호 인정 협상’을 체결한 최초의 국가임.

▪대만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일본과 논의해 왔음.

- 지난 3년 동안 대만과 일본 당국은 유기농식품 재배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유기농 인증 절차와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 이외에도 올해 계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국가에서 유기농식품을 재배하고 인증하는 방법에 대한 충

분한 이해를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파견하기도 하였음.

▪대만 농림 식품청의 관계자는 대만의 유기농제품은 일본에서 추가 인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식품 검역규정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하기 전에 훈증 처리된 생식(Raw food)

은 유기농으로 인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따라서 차, 쌀, 밀가루 및 훈증이 필요하지 않은 기타 가공식품은 새로운 합의로 

인해 수출이 유리해질 전망임.

▪현재 대만은 미국, 캐나다 및 16개의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한 22개국의 유기농 

인증을 인정하지만 새로 시행된 「유기농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 5월 30일 이러한 

조치가 만료될 예정임. 

- 대만 농식품청은 현재 대만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간에 상호 인정

되는 유기농 인증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힘.

▪2019년 5월 30일 「유기농업진흥법」이 발효되면서 대만은 새로운 농업 개발 단계에 

진입함. 

- 이 법은 물과 토양, 환경, 생물의 다양성, 동물 복지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함.

▪정부는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에 헥타르 당 한화 약 110~300만 원의 

보조금 제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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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뿐만 아니라 기계 및 유기 비료 제공, 공공자원 임대 시 40% 공제 등 경제

적 지원과 유기 농법 교육, 현장 전문가 양성, 마케팅 지원 제공 등 여러 방면에

서 지원할 계획임. 

-또한 학교, 군대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유기농 농산물의 소비량을 늘릴 계획임. 

▪대만 정부는 유기농에 중점을 두고 「유기농업진흥법」을 발효하여 유기농 농산품 생산

에서 소비까지 장려와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음. 

-더 나아가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유통 확대에도 초점을 맞추

고 있음. 

- 현재 한국의 유기농 인증은 대만에서 인증되지 않아 수출시 대만의 추가 인증이 

필요한 실정임.

▪세계의 식품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유기농식품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로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예정임. 

-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무역장벽 제거로 한국 유

기농식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11.15.).

 □ 일본, 올리브유 인기로 자국 생산 확대

▪올리브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본 내 올리브유 유통량은 20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급증함.

- 일본식물유협회에 따르면 올리브유 유통량은 2000년도 기준 2만 7,000톤에서 

2017년 기준 5만 7,000톤으로 증가함.

▪올리브유 유통량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증가하였는데, 2006년 기준 올리브를 재배하

는 곳은 카가와와 오카야마 2곳뿐이었으나, 2016년에는 미야기현을 시작으로 카고시

마현까지 전국 14개현으로 증가함.

▪카가와현의 쇼도시마(小豆島)는 일본의 올리브 최대 생산지임. 쇼도지마를 포함한 

카가와현에서는 2016년 기준 약 380톤의 올리브가 생산되었으며, 이는 일본산 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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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함.

▪쇼도지마는 지난 1908년, 일본이 올리브 재배시험지로 지정된 이후 올리브 생산을 

계속해왔으며, 수확한 올리브는 올리브유를 비롯하여, 화장품, 핸드크림 등으로 판매

되고 있음. 

▪카가와현 소재 헬시랜드(주)는 올리브유에 함유된 폴리페놀에 주목하여 프리미엄 상

품을 판매하고 있음. 

-항산화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을 다량 포함한 올리브유를 개발함으로써 타사 제품

과 차별화함.

- 그 결과 일반 제품보다 폴리페놀이 2배 이상 많은 올리브유률 상품화함. 해당 제

품은 ‘혈중 콜레스테롤의 산화 억제’를 강조, 올리브유 최초로 기능성 표시식품으

로 판매되고 있음.

▪올리브 생산 후발주자인 히로시마현의 ‘에타지마 올리브’는 11년 전부터 올리브 사업

을 시작해, 13ha 규모를 재배하고 있음. 

- 에타지마 올리브社는 무농약 재배와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며, 히로시마

산 굴 껍질을 비료로 사용하는 등 히로시마의 지역적 특색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또한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확 당일 착유를 함. 

-올해 4월에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올리브유 국제콘테스트에서 입상한 기록도 있음.

▪일본에서 올리브유의 국산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올리브를 비롯한 일본 건강 

오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일본에서 오일은 샐러드나 스프, 밥 등에 곁들어 먹는 습관이 정착되고 있음. 한국산 

들기름 등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일본 사례와 같이 ‘폴리페놀 다량 함유’ 등 

건강요소가 차별화되는 것이 마케팅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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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수입량 급증

▪베트남의 호치민 시 돼지고기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함.

- 최근 베트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공급난을 겪고 있음. 

- 2019년도에 베트남에서 500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됨. 

- 2019년 9월 베트남의 돼지 개체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함.

▪베트남 자국 내 돼지고기 공급이 부족하여 베트남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

- 2019년 1월~10월 호치민 시는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한 1만 820톤(2,130

만 달러)의 돼지고기를 수입함.

▪브라질은 베트남의 돼지고기 수입 1위 국가로 베트남의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의 

52.5%를 차지함.

-브라질에 이어 폴란드와 미국이 각각 13.8%, 10.2%를 기록함.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수입산 돼지고기가 베트남 돼지고기에 비해 저렴한 이유로 베트

남이 비교적 저렴한 돼지 뼈. 목, 겨드랑이 부위를 주로 수입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베트남인들은 신선한 돼지고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입산 냉동돼지고기는 주로 소

시지와 같은 가공식품에 사용된다고 전함.

- 한편 2018년 베트남에서 소비된 전체 육류 중 70%가 돼지고기임

※ 자료: 무역협회(2019.11.06.).

 □ 태국, 식품 나트륨 함량에 따라 소금세(稅) 부과

▪태국 정부는 인스턴트 라면, 과자, 조미료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에 소금세(稅)를 

부과할 예정임.

-태국 체육부는 세계보건기구(WTO)의 나트륨 1일 섭취 권장량인 2,000mg을 기

준으로 세율을 정할 것이라 밝힘.

-태국 식약청의 나트륨 권장량은 2,400~3,000mg이지만 국민의 나트륨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TO)의 나트륨 권장량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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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조세계획국장(Nutthakorn Utensute)은 나트륨 함유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 조세계획국장은 나트륨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할 것이라 발표함.

▪태국의 인스턴트라면, 과자, 조미료 등의 식품 중 60%가 나트륨 1일 섭취 권장량을 

초과함. 

- 세계보건기구(WTO)의 보고서에 의하면 나트륨 섭취량을 20~30% 줄이면 신부

전과 고혈압 발병 확률이 30~40% 감소함.

▪조미료로 첨가된 나트륨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방부제 용도로 첨가된 나트륨은 세금

이 면제됨. 

-또한 조미료 중 피시소스와 간장은 과세품목에서 제외됨.

▪태국 공중보건부는 대부분의 냉동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태국 체육부는 조세 공평성 원칙에 따라 신선식품에 과세하지 않는다면 냉

동식품도 과세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함.

▪2017년 9월 태국 정부는 설탕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당분이 든 음료에 설탕세(稅)를 

부과함.

▪세율은 4단계(2017년 9월~2019년 9월, 2019년 10월~2021년 9월, 2021년 10

월~2023년 9월, 2023년 10월~)를 통해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임.

▪2019년 10월~2021년 9월 당분이 든 음료의 세금이 인상됨. 

- 100ml당 당분 함량이 10g~14g인 음료는 0.5바트(baht)에서 1바트(baht)로 세

금이 인상됨.

- 100ml당 당분 함량이 14g~18g인 음료는 1바트(baht)에서 3바트(baht)로 세금

이 인상됨.

- 100ml당 당분 함량이 18g 이상인 음료는 1바트(baht)에서 5바트(baht)로 세금

이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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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l당 당분 함량이 6g 미만인 음료는 세금이 면제됨.

- 100ml당 당분 함량이 6g~8g과 8g~10g인 음료의 세금은 각각 0.1바트(baht), 

0.3바트(baht)임.

※ 자료: 무역협회(2019.11.13.).

 □ 중국의 수요 증가로 세계 유제품 가격 대폭 상승 

▪중국의 유제품 수요가 놀라울 정도로 급증함에 따라 세계 유제품 및 우유 가격이 

상승하며, 낮은 가격에 머물렀던 최근 몇 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증가하는 소비자의 수요 충족을 위해 해외에서 많은 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들어 수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탈지분유 및 크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

비 약 30% 이상 증가했으며, 전지분유 수입량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으나, 중국인들은 크림이 가득한 

디저트, 치즈를 가미한 음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양의 유제품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유제품수출협의회(USDEC)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스크림, 초콜릿, 케이크 및 

빵의 주원료인 탈지분유의 도매가격은 미국, 유럽 및 오세아니아에서 각각 31%, 

39%, 49% 상승함. 

-또한 11월 평균가격은 톤당 2,683달러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

며, 전년 대비 약 14% 상승함.

▪미국은 중국의 주요 분유 공급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낙농업자들은 국내뿐

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지역들의 수요 증가 및 주요 유제품 수출국인 유럽과 오세아니

아의 도매가격 상승으로 이득을 보고 있음.

▪유제품 가격 상승은 수년간 낮은 수익과 원유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세계전

역의 낙농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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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Ground Dairy의 Alyssa Badger는 “오는 2020년 유럽의 탈지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 낙농가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라 말함.

※ 자료: 낙농진흥회(2019.11.14.).

 2. 아메리카

 □ 미국 뉴욕시, 반동물학대법 일환으로 푸아그라 금지안 통과

▪ 뉴욕시의회에서 2019년 10월 30일 뉴욕시 내 모든 레스토랑, 식료품점, 전문 식품

점, 농산물 시장 등에서 푸아그라(foie gra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통과됨.

▪법안명은 ‘강제로 먹인 가금류 제품 판매 금지법(Banning the sale or provision 

of certain force-fed poultry products)’으로 오리 또는 거위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가금류의 간을 살찌우거나 크기를 키우려는 의도로 강제로 먹인 모든 

가금류가 해당됨.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어떠한 식품 소매 시설 또는 식품 서비스 시설 또는 그 대리인도 ‘강제로 먹인 제

품’ 또는 ‘강제로 먹인 제품’을 포함하는 식품을 저장, 보관, 유지, 판매할 수 없음.

- 식품 소매시설 또는 식품 서비스시설에 ‘푸아그라’라는 라벨이 부착된 제품 또는 

메뉴를 ‘강제로 먹인 제품’으로 추정하는 것은 반박 가능하나 이 같은 추정을 반

박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제품이 ‘강제로 먹인 제품’이 아님을 증명하는 문서 증거

를 제출해야 함.

- 규정을 위반 할 경우 각각의 위반에 대해 500달러 이상 2,000달러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함. 

- 해당 금지법안은 법 제정 3년 뒤인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뉴욕시는 미국에서 가장 큰 푸아그라 시장 중 하나이며, 2012년 푸아그라 생산 및 판매 

금지법을 시행한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푸아그라 금지법이 시행되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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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시카고시는 2006년 푸아그라 판매 금지를 결정했으나, 거센 반대 여론으

로 2년 만에 폐지한 바 있음.

▪푸아그라는 거위 목에 관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약 20일간 지방이 많은 옥수수 성분 

혼합물을 강제로 먹여 간을 정상 크기의 10배까지 팽창시키는 방법으로 생산됨.

▪푸아그라 금지 법안을 발의한 칼리나 리베라(Carlina Rivera) 시의원은 푸아그라 

생산은 순전히 사치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폭력적 관행 중 하나라

고 비판하고, 이 법안이 상업용 식품산업의 비인간적인 과정에 제동을 건다고 언급함.

▪푸아그라 금지안은 뉴욕시에서 통과시킨 반동물학대법(anti-animal cruelty 

legislation)의 일부로 반동물학대법은 덥고 습한 날씨에 마차 운영 금지, 동물복지과 

마련, 비둘기 등 야생조류 포획 및 이동 금지 등의 내용 등을 포함함.

▪푸아그라 생산 방식과 관련한 논란으로 인도, 이스라엘, 영국 등의 국가는 이미 푸아

그라의 판매 또는 생산을 금지함.

▪식품소매체인 홀푸즈(Whole Foos)는 1997년부터 푸아그라 판매를 중단했고, 식품

배달서비스 포스트페이츠(Postmates)는 2018년 푸아그라 배달을 중단함.

▪고급 외식산업의 중심지인 뉴욕은 사치스러운 외식 문화로 꾸준히 푸아그아 수요가 

유지되며, 1000여 개의 레스토랑에서 푸아그라를 판매하고 있음.

▪푸아그라 금지법은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뉴욕시 북부에 위치한 푸아그라 생산 농장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 농장주들의 반발이 이어짐.

▪설리번 카운티(Sullivan County)에 위치한 허드슨 밸리 푸아그라(Hudson Valley 

Foie Gras)와 라 벨리 팜(La Belle Farm)에는 400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뉴욕시가 전체 판매량의 30%를 차지함.

- 라 벨리 팜 인터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가장 큰 시장으로 캘리포니아

의 푸아그라 금지 이후 매주 5,000달러의 수익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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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아그라 공급업체 다르타냥(D’Artagnan)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의 푸아그라 생산 

과정은 알려진 것만큼 잔인하지 않으며, 비인간적인 절차가 문제라면 푸아그라 농장

과 같은 소규모 농장보다 공장형 사육시설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푸아그라 논란은 윤리적 소비 트렌드와 대체육 시장의 성장을 보여주는 사례임.

- 사회적 이슈를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 시장의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름에 

따라 미국 소비시장의 트렌드가 변화 중임.

- 시장조사기업 민텔(Mintel)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6%가 비윤리적이라

고 생각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 소비자들은 윤리적 기업을 유통 및 생산 과정이 공정하고 인간·동물·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소비자 구매 후 기업의 이익 일부가 나눔에 사용되고 있는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함.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기업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생산되는 윤리적 

레이블 시장 규모는 5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

한 요인으로 대체육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임.

▪채식기반식품협회(Plant Based Food Association, PBFA)가 닐슨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물성 대체육 매출은 6억 7,000만 달러로 1년 사이 24% 성장함.

-패스트푸드 체인인 버거킹은 스타트업 기업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와 

맥도날드는 네슬레(Nestle)와 협력해 채식 대체육을 이용한 비건버거를 출시함.

 ▪고급 요리에서 필수적인 메뉴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푸아그라의 판매 금지 움직임은 

미국 시장에서 윤리적 생산과 소비의 중요성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임.

-특히 미국 외식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시에서 금지법안이 통과된 점은 푸아그라 금

지법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유사한 규제가 생겨 날 수 있음을 보여줌.

▪푸아그라 금지법 통과로 뉴욕시를 중심으로 푸아그라를 대체 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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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의 간, 캐슈넛 등 식감이 유사한 식품을 활용한 푸아그라 대체식품이 이미 규제 

이전부터 채식주의자 등을 중심으로 소비되어 왔음.

-푸아그라 금지도 식감과 맛이 더욱 유사하거나 개선된 푸아그라 대체 식품 개발

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미국 대체육 시장의 성장과 윤리적 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식품 

시장진출을 위해서 윤리적인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과정,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보관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11.18.).

 □ 미국, 음료시장의 특징 및 전망

▪최근 미국 음료 시장의 첫 번째 키워드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편리함’임.

-컵, 병, 캔 등의 형태로 바로 마실 수 있는‘RTD(Ready to Drink)’ 커피가 미국 

커피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2019년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26.4%가 상승한 4

억 달러로 확대됨.

- 미국 내 한국으로부터의 RTD커피 수입액은 4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9.19% 증

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다양한 기호에 맞는 제품으로 생산되고, 여러 유통망에서 판매되며, 커피숍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점이 RTD 커피 성장을 촉진한 요인으로 

분석됨.

▪ 두 번째 키워드는 웰빙시대 흐름에 맞춰 음료에 인공을 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물질을 활용한 ‘천연재료’임.

- 인공적인 색소와 화학 공정을 거치지 않고 ‘천연’과 ‘색다름’으로 무장한 음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기존에는 차를 우려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유통기간에 발생하는 손실

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음료에 색소를 첨가하는 캐러멜화(Caramelization) 

공정이 만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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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음료시장은 ‘편리함’과 ‘천연 재료’라는 트렌드에 따라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 미국 내 아시아국가 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향후 5년간 RTD 커피시장의 연평균 

4%에 달하는 성장 전망은 한국 커피의 미국시장 진출에 좋은 기회로 작용됨.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미국 소비자들을 고려하여 식품 산업의 트렌드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자료: 무역협회(2019.10.22.).

 □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낙농시장 일부 개방 

▪낙농시장을 외부와 차단하고, 생산쿼터제로 낙농가를 보호해 오던 캐나다가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자국 낙농시장을 개방하고 있음.

- 2017년 캐나다는 유럽연합과 캐나다-유럽 포괄경제무역협정(Canada-European 

Union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 CPTPP) 체결로 전체 유제품 시장의 3.25%를 개방키로 

한 바 있음. 

-또한 향후 몇 달 내로 비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캐나다-미국-멕시코 무역

협정(Canada-US-Mexico Trade Agreement, CUSMA)이 발효되면 캐나다 낙

농시장은 8.4% 정도가 추가로 개방되게 됨.

▪캐나다 낙농산업은 수십년간 외부와 차단된 채 공급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 왔음. 

- 이 제도 하에서 캐나다의 1만 1,000 낙농가는 쿼터를 구입하고, 쿼터량 만큼 우

유를 생산해 왔음. 

-낙농가들은 수요에 따라 지방규제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에 맞춰 원유를 생산해 왔

고, 수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그러나 캐나다의 폐쇄적인 낙농시장은 자유무역협상 기간 내내 캐나다 정부에게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 따라서 무역협정 타결을 위해 낙농시장 개방은 캐나다 정

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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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시장 개방으로 자국 낙농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캐나다 

낙농가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임. 

- 연방정부가 시장점유율 하락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캐나다 낙농가들에게 

1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5,575억 원, 농가당 1억 4,000만 원 수준)의 지

원계획을 세웠기 때문임. 

- 이 지원책은 8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고, 2020년 3월 31일까지 3억 4,500만 

달러(한화 약 3,070억 원, 농가당 2,800만 원 수준)가 농가에 직접 지급됨.

-남은 14억 달러에 대한 사용문제는 연방정부와 캐나다 낙농가 연합이 협상 중에 

있음. 

-캐나다 낙농가들은 이 보조금으로 낙농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사용해야 함.

※ 자료: 낙농진흥회(2019.11.11.).

 3. 유럽

 □ 유럽, 2020년 식품 트렌드

▪네덜란드의 식음료부문 시장조사업체인 ‘Innova Market Insights’와 영국의 식품원

료 제조업체인 ‘Synergy Flavors’가 2020년 유럽의 식품 트렌드를 전망함.

▪스토리텔링

- 소비자들은 식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궁금해 하며 자신이 구매하는 식품이 어

떻게 생산되어 유통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음. 

- 연속된 글로벌 푸드 스캔들의 영향으로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천연의 제철 생산

된 지역 제품을 찾는 소비 성향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제품의 맛과 

향, 제조 과정, 문화적 배경, 원산지 등 원산지 플랫폼을 통해 식품 정보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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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기반 식품의 혁신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식물 기반(plant-based)’ 식품이 빠른 속도

로 식품 산업의 주류 시장을 파고들고 있으며, 내년에도 식품산업계는 스타트업

을 중심으로 대체 육류 및 유제품 개발을 위한 식물기반 신소재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지속가능성 

- 이노바(Innova)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투자하기를 기대

하는 영국의 소비자는 전년 대비 21％ 상승한 85％에 달함.

- 기후 변화 및 미래 식량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주도로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인 스마트 프로테인 프로젝트(Smart Protein project)는 과거에는 

버려지거나 동물 먹이로 사용되었던 식품의 부산물로 신소재 단백질(novel  

protein)을 개발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이 목적으로, 식품업체들은 음식물 

찌꺼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식품 포장

재의 개발을 통해 쓰레기 제로에 도전할 것임.

-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Recycling)’

의 합성어로, 버려지는 폐기물들을 가치 상향형의 재활용을 통해 기존보다 더 좋

은 품질, 더 높은 수준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함.

-또한 건강과 지속가능한 농업이 유럽 식품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포니오 

(fonio), 밀레(millet) 등 아프리카의 고대 곡물들이 글루텐 프리(gluten-free) 시

대의 천연 유기농 밀가루 대체제로서 유럽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합성생

물학 기술을 통해 조류(미역, 다시마 등), 좀개구리밥 및 균주(균류, 세균, 이스트)

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단백질의 개발도 계속될 것임.

▪혁신적인 제품

- 단 맛과 짠 맛의 크로스 오버(cross-overs)제품으로 짭짤한 맛의 요거트나 아이

스크림이나 크로넛(Cronut; 크로와상과 도넛을 합친 패스트리 빵)과 같은 컨셉에

서 계속 진화 중인 하이브리드(hybrid) 제품이 유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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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장인 식품으로 주류의 브랜드가 아닌 희소성이 있고 더욱 고급화된 식품류

가 인기를 끌 것임.  

- 민텔(Mintel)의 조사(2018년 8월)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30％가 수제 알코올 음

료를 구매한다고 함. 소비자들은 동시에 다량 영양소(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가 함유된 에너지 볼 등의 건강 스낵을 함께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국적인 맛

- 세계 여행, 길거리 음식 축제, SNS 등으로부터 새로운 맛에 대한 영감을 얻은 소

비자들이 이국적이고 희귀한 음식에 열광하고 있음. 

- 고객들은 흉내 낸 맛이 아닌 진짜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리된 식품을 선호하지만, 

모험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재미는 식품 구매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 예를 들어 한국의 ‘양념통닭’이나 ‘김치버거’와 같이 동·서양의 맛을 결합한 퓨전 

음식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됨. 

- 새로운 맛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각적 형태의 식품도 모험적 성향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함. 즉 기묘한 것에 끌리는 소비자들은 로열 브랜드보다는 각자의 음식에 대

한 환상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찾음.

▪저당·저염·저지방 식품

- 2020년도에도 다량의 설탕, 소금, 지방이 함유된 건강에 나쁜 제품은 거부하고 

단백질과 섬유질 등 양질의 영양소 함량이 높고 특히 장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선

호하는 건강한 소비 성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mable)’ 제품

-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mable)제품이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올려 공유하고 싶을 만큼 보기 좋고 매력적인 제품을 

의미함.

-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약 50％에 해당하는 40억 명으로, 

인터넷 관계망으로 연결된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최신 식품트렌드를 검색하

며, 식품 선택 시 과거보다 더욱 시각적 효과에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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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mable)’은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올리고 싶을 만

큼 좋다는 뜻의 신조어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제품의 홍보 파급력은 엄청남. 

여러 식품 브랜드들이 최근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내년에도 건강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식물 기반의 저당·저염·저지방 

제품이 트렌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특히, 다양한 밀가루 대체 곡물 가루 및 지속가능한 단백질의 개발 등 식물 기반

의 신소재 혁신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여행, 인터넷 사용으로 신문화에 개방적인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국적이고 새로운 감각의 제품,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제품 및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각적 효과를 극

대화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의 대유럽 수출기업들도 식물 기반의 신소재 및 혁신 제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제품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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