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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이번 호의 해외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해외 농식품 표시정보 중에서 미국과 EU의 사례

를 분석하여 소개한다. 여기서 미국은 유기 인증과 같은 품질인증이 표시정보의 중심이 

되는 반면에, EU에서는 원산지 명칭 보호나 지리적 표시 보호와 같은 원산지 표시 정보가 

보다 중심이 됨을 알 수 있다. 양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표시정보로는 영양표시

제가 눈에 띈다 하겠다.  

  세계농식품산업 동향에서는 EU와 남미의 화훼산업 동향을 소개한다. EU의 동향 분석에

서는 EU 화훼산업의 생산 및 무역 현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지만, 그 중 특별 사례로 

네덜란드 화훼산업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이 단계적으로 분석된다. 남미의 

경우에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의 화훼산업 동향이 소개된다. 이들 국가에서 화훼산업은 

저임금에 기초해 있는 입지적 특성을 갖는데, 특히 여성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번 호의 국가별 농업자료로는 칠레의 농업 현황이 소개된다. 칠레는 국내 산업에서 

농업 비중이 약 20%가 될 정도로 크고, 농산물 수출이 주요 수입원이 되는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이다. 하지만 농업구조상으로는 전체 농가의 약 1%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가 전체 

농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구조를 갖고 있다. 바람직한 농업구조 개선 차원에서

는 농지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연구 동향에서는 IPCC 2019년 평가보고서 「지상 생태계의 기후변화, 사막화, 

토지의 질 저하, 지속 가능한 토지관리, 식량안보, 온실가스 유동」중에서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감축 조치가 

시급히 실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01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농식품표시정보

해외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과 시사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 김상효·허성윤❙ 3

0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화훼산업 I

유럽연합의 화훼산업: 주요 동향 및 네덜란드 사례 ···········이정해❙ 31

남미 화훼산업 발전경로와 동향 ····································안규미❙ 53

03 국가별 농업자료

칠레

칠레의 농업 현황 ·························································강형준❙ 77

04 국제기구·연구 동향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임송수❙105

05 국제 농업 정보 ························································135

06 세계 농업 브리핑 ····················································163





Part 1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농식품표시정보

해외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과 시사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 김상효·허성윤





해외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과 시사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3

해외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과 시사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김 상 효 * · 허 성 윤 ** 1)

1. 머리말

  농식품 소비자는 자신들이 소비하는 농식품이 실제로 어떤 절차에 의해 얼마나 안전하게 

생산·가공·유통되었는지 관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생산·가공·유통 행위의 결과로

서 해당 농식품이 어떤 품질(quality)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 설령 

소비자가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여 품질에 대한 꽤 정확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더라도 그 정보습득에 따른 비용(search cost)을 개별 소비자가 감당하기

는 어렵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매우 비효율적인 경제 활동이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생산·유

통업자는 알지만 소비자는 모르는 정보의 격차(information gap)가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비대칭적 정보 상황 하에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게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경제주체

(agent)로 하여금 공공재 성격의 정보를 생산·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학의 일반적인 

정책 처방이다. 표시·인증제도는 비대칭정보 하에서의 시장실패를 개선하는 대표적인 정

책 수단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표시정보를 활용하여 자신들

이 섭취하는 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과정을 유추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표시정보가 농식품의 경험적 혹은 신뢰적 속성을 

탐색적 속성의 영역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kim@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heo0411@krei.re.kr).)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 12월에 발간한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 및 활용도 제고방안”에서 작성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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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이계임 외 2004).

  우리나라는 식품 표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1996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제정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생산자들의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무표시사항을 9종으로 축소하고, 표시위치를 조정 하는 등 수차례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

져오고 있다. 2018년부터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표시사항을 표·단락으

로 하여 소비자가 읽기 쉽게 개선하였다.

  농식품 인증·표시제도나 관련 정책은 미국과 EU가 활성화되어 참고할 만하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농식품 인증·표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기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인증·표시정보 제공 시스템에 대한 정책 시사

점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농식품 표시정보는 제도의 성격에 따라 표시제도와 인증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기가 의무인지 여부에 따라 의무표시와 임의표시로 구분된다. 표시제도

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표시가 존재하며, 인증제도는 대부분 임의표시

에 해당한다. 

2. 미국의 농식품 인증·표시정보 현황 

  미국의 농식품 인증·표시제도는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기 인증 표시제(USDA Certified Organic), 안전 및 품질 인증 

표시제(Verification & Quality Labels)와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품영양 표시제(Nutrition Facts Label)로 구분할 수 있다

(Keenan et al. 2015). 미국의 농식품 인증·표시제도 사용자에 따라서는 소비자, 가공업체, 

포장업체, 산업체 용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소비자 용도의 인증 표시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농무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대상 인증·표시제도는 목적에 

따라 친환경 관련 인증표시, 안전 관련 인증표시, 품질 관련 인증 표시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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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기 인증 표시제 

  친환경 관련 인증 표시인 USDA 유기인증은 유기 기준을 준수하여 농식품, 사료, 식물성 

섬유, 가축을 생산 및 가공한 농장과 농식품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유기식품으로 판매, 

라벨 및 표시 할 수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USDA 2018h). 미국의 유기 인증 대상은 

작물(식품 및 그 원료, 사료, 섬유를 위해 재배 및 수확된 모든 식물), 축산물(식품 및 그 

원료, 사료, 섬유를 위해 길러지고 도축되는 동물), 가공품(단순 포장한 제품, 배합 및 가공 

후 포장된 제품을 비롯한 처리·가공·제조를 한 모든 가공품), 야생작물을 포함한다.   

  USDA의 유기 표시기준은 포장 된 제품의 전면 패널과 정보 패널에 허용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으며(USDA 2018h) 유기성분 함유량에 따라표시에 차별을 두어야 하는데, 유기 

성분 함유량이 100%인 제품의 경우 USDA의 유기 인증마크를 부착은 물론 제품 포장에 

‘100% 유기농(100% Organic)’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유기 성분 함유량이 100% 미만 95% 

이상의 제품의 경우에는 USDA의 유기 인증마크와 ‘유기농 (Organic)’ 표시만 사용 가능하

고, 유기 성분 함유량이 95% 미만 70%인 제품의 경우에는 ‘유기농 OO으로 만든(Made 

with Organic OO)’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USDA의 유기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는 없다(USDA 2018h). <그림 1>은 USDA의 와인에 유기농 표시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1>  USDA의 유기농 표시 사례

100% Organic Made with Organic USDA 유기인증마크

자료: USDA(201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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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VP 인증

자료: USDA(2018a).

2.2. 안전 관련 인증 표시제

2.2.1. 프로세스 인증 프로그램(Process Verified Program, PVP) 

  프로세스 인증 프로그램은 ISO 9001 포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축산 농가와 관련 제품 생산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에 USDA PVP 표시를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ASTM International 2011). PVP를 통해 기업은 특정 생산 과정이나 

처리 과정을 시행하였다는 자체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거나, Never Ever3(호르몬, 항생제 

또는 동물성 부산물을 사용하지 않음)와 같은 확립된 표준을 사용하여 자사의 상품을 차별화 

할 수 있다.

  현재 PVP에는 50개의 기업과 약 190개의 클레임(요청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업이 

다음과 특정 사항을 준수하여 생산하였다는 것을 USDA의 프로그램 검토위원회(Program 

Review Committee)가 모든 공정을 검증한 후 인증하는 방식이다(USDA 2018b). 초기 검증

은 프로그램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며, 이후 매년 검증한다. 

- 항생제 없이 사육됨

- 책임감 있는 항생제가 사용됨

- 채식주의 식단으로 사육됨

- 호르몬 및 스테로이드 없이 사육됨

- 산업 표준에 따른 사육됨

- Non-GMO/GE 

2.2.2. 검증 공인 표시(Qualified Through Verification, QTV)

  검증 공인 프로그램은 안전한 신선 과일과 채소, 그리고 관련 제품의 용이한 제조 및 

유통을 위해 실시되는 자발적 품질 보증 프로그램이다(USDA 2018f). QTV는 생산이 완료된 

후가 아니라, 생산 전이나 생산 과정에서의 공정 결함을 식별 할 수 있도록 한다. 검증 

공인 프로그램을 신청한 업체는 AMS 공장조사, HACCP 교육, 원재료 공급업체 검증, QTV 

계획서 제출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USDA 2018f). 

  USDA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의 기술전문가는 현장 감사를 통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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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QTV 인증

자료: USDA(2018a).

HACCP(위험 분석 중점 관리 기준)계획 및 사전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유효성 

검사를 성공적으로 받은 기업은 USDA AMS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QTV 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된 제품에 한해서 USDA 

QTV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USDA 2018f).

2.3. 품질 및 특성 관련 인증 표시제 

2.3.1. 품질 모니터링 프로그램(Quality Monitoring 

Program, QMP)

  품질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USDA가 신선, 냉동, 포장된 과일 및 채소의 품질에 대하여 

미국의 등급 기준이나 고객 품질 평가를 기반으로 제3자의 위치에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이다(USDA 2018g). 이 인증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되는 자발적인 서비스로서, 상품의 품질과 

상태를 관리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원하는 업체에 의해 이용된다. QMP는 업체가 자사 제품에 대해 USDA 전문가의 

별도의 검토를 거치게 함으로써 기존의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다. 평가는 특정 

품질 요소 혹은 다양한 품질 요소에 중점을 둘 수 있으며, 포장이나 기타 요구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승인된 제품은 라벨에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판매 

될 수 있으나, 모든 QMP 서비스가 QMP 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USDA 2018g). 

2.3.2. 육류 및 낙농품 품질 등급 표시제

  버터와 치즈 등의 낙농품,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등의 가금류, 알, 쇠고기 등 육류 및 

낙농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질 등급표시제가 존재한다. 낙농품 품질 등급 표시는 버터와 

치즈의 풍미, 형태 및 질감과 같은 특징을 기반으로 등급을 매겨 포장에 표시하는 인증제도

로서, USDA는 버터와 치즈의 최종 포장에 등급 인증을 표시하여야 하고, 지정된 등급은 

AA, A, B 또는 C로 구분할 수 있다(ASTM International 2011).

  가금류 품질 등급 표시는 유료로 제공되는 자발적인 서비스로 USDA가 제3자의 위치에서 

제품이 미국의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인증하는 제도이다(USDA 2018e). 품질 등급 표시 

대상에는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비둘기, 기니를 비롯한 다양한 가금류가 포함되고,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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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요리할 수 있는 전체, 일부 또는 가공된 제품이 포함된다. 품목별로 AMS의 가금류 

등급 매뉴얼 따라 A, B, 또는 C의 등급이 부여 된다(USDA 2018e). 

<그림 4>  USDA의 품질 인증 마크

품질 모니터링 프로그램 낙농품 품질 등급 가금류 품질 등급 알 품질 등급

자: US료DA(2018a).

  알 품질 등급 표시는 생산자에게 유료로 제공되는 자발적인 서비스로 USDA가 제품의 

품질과 위생이 미국의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제3자의 위치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단,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난각이 있는 알에만 적용된다(ASTM International 2011). 검사는 

무망검란(캔들링)을 실시하여 알 내부 내용물의 상태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난각, 기실, 

난백, 난황에 따라 AA, A 또는 B의 등급을 부여 한다(USDA 2018c). 

  쇠고기 품질 등급 표시는 USDA가 AMS의 품질 기준에 기반하여 쇠고기 품질이 미국의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등급 표시는 미국의 고품질 쇠고기의 상징으

로 인식되고 있으며, 비즈니스를 용이하게 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ASTM International 2011). 등급은 Prime, Choice, 또는 Select로 구분되고,1) 제품의 최종 

포장에 등급 인증을 표시 할 수 있다(USDA 2018a). 한편,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쇠고기 구입 결정에 도움을 주는 마케팅 차원에서 연한(Tender) 및 매우 연한(Very Tender) 

표시도 시행하고 있다. 인증 표시의 자격을 갖추려면 근육의 부드러움 정도를 결정하는 

슬라이스 전단력 테스트를 통과해야한다(ASTM International 2011).  

 1) 추가로 등급이 매겨지지 않은 브랜드 또는 PB 브랜드 고기로 주로 판매되는 Standard and Commercial 등급과 소매에서 

거의 판매되지 않는 Utility, Cutter 및 Canner 등급의 쇠고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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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 영양성분 표시 마크

 

자료: FDA(2016).

마블링(마른 고기와 함께 

흩어져있는 지방의 양)이 풍부

고품질이지만 Prime보다 

마블링이 적음

품질이 매우 균일하며 

일반적으로 마블링이 고급 

등급보다 희박

근육의 부드러움을 진단하는 

테스트를 통과

<그림 5>  USDA의 쇠고기 품질 등급 인증 마크

자료: USDA(2018a).

2.4. 영양표시제

2.4.1. 의무표시 방식

  영양표시제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주관 연방규정 제 21조 

101.9항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영양

성분 표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 식

품에 대하여 표기하여야 하나, 다만 일부 식품에 대하

여는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안전정보원 2014).2) 식품표시제도에 의하여 제품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열량, 지

방(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탄

수화물(식이섬유 및 당류), 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

(비타민 D, 칼슘, 철 등)을 포함한다. 표시 공간이 충분

할 경우에는 <그림 6>과 같이 세로로 정렬되는 표 형

식으로 표시하여야 하지만,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

우에는 가로형으로도 표기도 가능하다(식품의약품안

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무(Free), 저(Low), 저감

 2) 소규모 업체가 제조한 제품, 음식점에서 제공하거나 가정에 배달되어 바로 섭취하는 식품, 준비한 장소에서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는 육류나 치즈형태의 식품, 제빵 및 당과제품, 식이보충제, 의료용 식품, 신선농산물, 소비자 증정용 등은 영양성분 

표시 면제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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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Less)  등의 강조 표시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각각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는 ‘풍부한(Rich in)’, ‘강화된(Fortified)’, ‘몸에 좋은(Health)’ 등의 강조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2.4.2. 자율표시-Facts Up Front 

  미국의 Facts Up Front는 포장 식품 및 음료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율적 추가 영양표시제도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식료품제조

업체연합(GMA) 및 식품마케팅연구소(FMI)가 주관하고 있으며, 두 기관의 소속 회원 업체들

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열량(kcal), 당(g), 나트륨(g), 포화지방(g)이 기본 표시 대상이며, 

섭취 장려 영양소 2종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3)(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그림 7>은 Facts Up Front 마크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7>  Facts Up Front 표시 마크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2014).

2.5. 미국의 농식품 인증·표시제도 최근 정책 동향  

2.5.1. 식품영양표시 개정(2018.7.26. 의무준수)

  기존의 식품 영양성분표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FDA는 2014년 식품영양표시 개정안을 발표하였

고, 2016년 7월 26일부터 발효되어 적용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FDA 2016).

 3) 포장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열량만 표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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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미국 영양성분 표시 개정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7월 26일부터 식품 업계는 의무적으로 본 

법안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칼로리 표시는 확대, 2) 첨가당 표기 추가, 3) 

비타민 A 및 비타민 C를 제외하고 비타민 D 표기를 추가, 4) 비타민과 미네랄의 %Daily 

Value 뿐 아니라 중량(mg 등) 표기, 5) Daily Value와 열량 참고사항에 대한 설명 추가 

등이 있다. <그림 8>은 영양성분 표시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다. 

2.5.2. 첨가당 표시 개정(2018.9.6. 개정발표)

  기존의 라벨은 과일과 채소같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설탕과 미국식단가이드라인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에서 정의된 첨가당간의 구별 없이 설탕을 총 그램으로 

표시했었다(FDA 2018b).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첨가당은 설탕뿐만이 아니라 꿀 그리고 

메이플 시럽 같은 다른 감미료를 폭 넓게 포함하는데, FDA는 2018년 9월 6일부터 영양표시 

최종 규정에 메이플 시럽과 꿀에도 첨가당 표시가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발표했다(FDA 

2018b). 이와 같이 첨가당의 1일 기준치를 새롭게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이 건강 식단을 

구성하는데 있어 첨가당이 함유된 식품의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FDA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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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의 농식품 인증·표시정보 현황 

  EU의 농식품 인증·표시제도는 명칭보호 표시와 유기인증 표시를 포함한 식품이슈에 관한 

표시제(Labelling for Food Issues)와 영양 관련 식품표시제(Nutrition Labelling)로 구분할 

수 있다(김부영 2016).

3.1. 식품 이슈에 관한 표시제

3.1.1. 명칭 보호 표시 

(1)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원산지명칭보호는 공인된 노하우를 사용하여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고 가공되고 준비된 

농산물 및 식료품을 인증하는 제도로 EU내에서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명칭을 지적재산권으

로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에게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김부영 2016). 특정 지역의 지리적 환경 특성과 전통적 생산방

법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고유의 특성을 지닌 제품인 경우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김부영 2016). 첫째, 원산지가 

특정한 장소, 지역 또는 국가여야 하며, 둘째, 제품의 품질이나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환경 요인에 기반해야 하며, 셋째, 명시된 지리적 지역에서 제품의 생산, 가공, 준비가 이루

어져야 한다.  

  제품명과 PDO 표시를 함께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명칭보호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라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김부영 2016).4)

(2) 지리적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지리적표시보호는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농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인증. 생산, 가공 

또는 준비 단계 중 적어도 하나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EU내에서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4) 지리적 지역에 대한 문장이나 묘사와 소재 회원국을 표현하는 문장, 그래프,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 보호와 

전통 특산물 보증 또한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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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으로써 생산자에게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지리적 환경 특성과 전통적 생산 방법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고유의 특성을 

지닌 제품인 경우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김부영 2016). 첫째, 특정한 장소, 지역 또는 국가에서 유래한 제품 

특성이여야 하며, 둘째, 제품의 품질이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지역에 기반하여야 

하며, 셋째, 명시된 지리적 지역에서 제품의 생산, 가공, 준비 중 적어도 한 단계가 이루어져

야 한다. 지리적표시보호가 원산지명칭보호와 다른 점은 제품의 원재료가 승인된 지리적 

지역 외에서 생산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제품명과 PGI 표시를 함께 표시해야 하며, ‘지리적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라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김부영 2016). 

(3) 전통 특산물 보증(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TSG)

  ‘전통 특산물 보증’은 제품의 구성이나 제작 수단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였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TSG는 특정 성격의 전통 식품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DO 

및 PGI와 달리 본 인증은 해당 식품에 특정 지역에 대한 요건은 없다. 이 표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김부영 2016). 첫째, 전통적인 원재료

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 가공, 준비의 단계로 생산하여야 하며, 둘째, 제품 

명칭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사용해왔거나 제품의 전통적 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제품 명칭이 타 회원국이나 제3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와 차별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의 전통에 따라 제조되었음을 함께 표기할 수 있으며, 넷째, 제품 명칭이 

품목의 보편적인 특성만을 언급하거나 EU의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만을 언급하면 

전통특산물보증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품명과 TSG 표시를 함께 표시해야 하며, ‘전통 특산물 보증(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김부영 2016). 

3.1.2. 유기 인증 표시  

  유기 표시는 농장과 기업이 유기 규정을 준수하여 농산물 및 식료품을 생산하였음을 

인증하는 제도로, 신선 유기 농식품은 100%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만 구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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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생산과정에 있어서는 비유기 농식품 생산과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European Commission 2010). 유기 원재료 외에 유기가공식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가공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생물과 효소제, 천연 향료 물질 또는 천연향료제, 

식육이나 계란에 스탬프를 찍는데 사용되는 색소, 가공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과 소금, 

법적으로 식품에 사용이 요구되는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등을 포함한다(European 

Commission 2008). 

  EU의 유기가공식품 일반원칙(이사회 법규 제19조)을 준수하여야하고 유기 원재료 함량이 

95% 이상인 경우에만 유기인증 표시의 사용가능하다. 유기 농식품을 의미하는 용어가 표시

된 농식품에는 원재료 중 어떠한 것이 유기인지 표시되어야 한다. 

3.1.3. 특정국 사례 – 프랑스의 품질 인증 표시(Label Rouge) 

  라벨루즈는 상품의 생산, 가공, 포장 등의 전 단계에서 법으로 정한 요구 조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토대로 프랑스 농수산부가 상품의 품질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이상현 

외 2016). 라벨루즈 표시 대상에는 해산물을 포함한 축산물, 육가공품, 유제품, 수산물, 청과

물 등 대부분의 농산물 및 식품과 꽃과 같은 비식용 제품도 포함된다. 라벨루즈 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생산, 가공, 포장 등의 모든 단계에서 최소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한다(이상현 외 2016). 품질 입증을 위해서는 성분분석 검사 

및 관능검사가 시행되어야 하고, 축산품의 경우 축사, 살충제, 사료 등 생산 전반에 관한 

항목들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의 관리는 식품라벨·인증국가위원회

(Commission National des Labels et des Certifications de Produits agricols et 

alimentaires, CNLC)에서 보증 받고 국립 원산지 품질 연구소(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Origin and Quality, INAO)에 의해 승인된 인증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이상현 외 2016). 

<그림 9>  EU의 농식품 인증·표시제도 

원산지명칭보호 지리적표시보호 전통특산물보증 유기인증 표시 프랑스 품질인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 이상현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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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양 관련 식품표시제도 

3.2.1. 유럽 의무 표시 방식

  유럽연합의 영양성분 표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식품 보충제, 식수, 발효식초, 식품첨가물 등 일부 식품5)에 대하여는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제품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하

여야 하는 정보는 제품명, 원재료 목록, 함량 및 유형, 알레르기 또는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원재료,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보관법 및 사용법, 식품업체의 사업자명 및 주소, 원산지, 

알코올 함량(1.2%를 초과하는 경우), 영양성분이다(김부영 2016). 영양성분은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및 열량, 당분, 단백질, 나트륨 함유량을 포함한다.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 갑각류 및 생선, 조류의 알, 생선, 땅콩 및 견과류, 대두, 우유 등의 알레르기 성분의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김부영 2016). 신선 과채, 꿀, 축산물 등 특정품목들의 

경우나 원산지 표기가 없을 경우나, 상품명이나 여타 표시로 인하여 원산지를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표시제도에서 업체는 건강에 대한 표시(Health Claims)와 영양에 대한 표시

(Nutrition Claims)를 할 수 있다(김부영 2016). 건강에 대한 표시는 유럽식품안전처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할 수 있고, 신체의 발달에 

대한 기능, 정신적인 또는 행동적인 기능, 체중 조절에 대한 기능 등 기능성 건강 표시와 

콜레스테롤 수치 저감 등과 같은 위험저감 표시, 아동의 성장과 같은 아동발달 표시를 포함

한다. 영양에 대한 표시는 저열량 또는 무열량(low energy and energy-free), 저지방 또는 

무지방(low fat and fat-free), 저설탕, 무설탕, 무가당(low sugar, sugar-free, with no added 

sugars), 저염 또는 무가염(low sodium/salt or no added sodium/salt) 등이 있다.  

  기본적인 표시방식은 공간이 충분한 경우 세로로 정렬되는 표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열 형태로 표기가 가능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

정보원 2014). 식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시되어야 

하고, 글자는 포장이나 라벨에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5) 식품보충제 관련 지침 2002/46/EC”와 “천연광천수 관련 지침 2009/54/EC”의 범위에 속하는 식품, 비가공식품, 숙성이 

유일한 공정인 원료로 구성된 가공식품, 식수, 허브, 식염, 감미료, 발효식초, 착향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물, 식품효소, 

젤라틴, 이스트, 포장 및 용기의 최대 표면적이 25cm2 미만인 식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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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자의 높이가 1.2mm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열량은 kcal, 영양성분 함유량은 100g 

또는 100ml 단위로 표시하며, 미네랄과 비타민은 일일기준섭취량에 대한 비중으로 표시해

야한다.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당, 식염, 포화지방에 대하여 의무 표시방법이 아닌 

다른 형태로 표기 가능하나,6) 의무 표시 사항 공간을 침범하여 표시할 수 없다(식품의약품안

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또한 표시형태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에 근거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림 10>  EU 영양성분 표시 마크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2014).

3.2.2. 회원국 자율 표시 - 독일, 프랑스

(1) 독일 1 plus 4 모델 

  독일의 1 plus 4 모델은 자율적 추가 영양표시제도로 가공식품 포장 전면에 사용가능하고 

비포장식품에도 사용가능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열량(kcal), 당(g), 

지방(g), 포화지방산(g), 식염(g)이 표시대상이며, 식품업계가 설정한 섭취단위 당 함량과 

1일 필요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함량(%)을 표시해야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6) 그림, 그래프, 숫자와 함께 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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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디자인상의 특징으로는, 열량 표시는 다른 영양소 표시보다 크게, 1일 필요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함량(%)은 알아보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포장 중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이 25cm2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에는 최소 열량 표시만이라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11>  독일 1 plus 4 표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2014).

(2) 프랑스 Nutri-Score 

  프랑스 Nutri-Score 모델은 색상을 이용하여 제품의 영양소 수준을 합산하여 표시하는 

자율적 추가 영양표시제도이다(Buzyn et al. 2017). 2017년 10월 31일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유일한 자율 표시제로, 시행 초기 6개의 기업의 참여를 시작으로(Fleury 

Michon, McCain, Danone, Auchan, Leclerc, Intermarché), 2018년에는 33개의 농산물 

관련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발표했다. 소비자는 Nutri-Score색상과 로고를 통하여 제품의 

종합적인 영양 품질을 판단하고, 동일한 범주 내 제품 간의 영양 품질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Buzyn et al. 2017). 녹색,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의 5가지 색과 A부터 

E까지의 알파벳이 영양등급을 표시하는데 사용 된다(Buzyn et al. 2017). 칼로리, 과당, 포화

지방, 나트륨 등은 해로운 성분으로, 과일, 채소, 섬유질, 프로테인 등은 유익한 성분으로 

분류되어 종합 점수가 매겨지고, 녹색의 A와 가까워질수록 제품의 영양 품질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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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프랑스 Nutri-Score 표시

자료: Buzyn et al.(2017).

3.3. EU의 농식품 인증·표시제도 최근 정책 동향 

3.3.1. 소비자 식품 정보에 관한 새로운 EU 법령 

  유럽연합은 식품라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년간의 노력 끝에 기존의 관련 지침이었던 

‘식품의 라벨링, 표시, 광고 관련 지침(Directive 2000/13/EC)’과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한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90/496/EEC)’을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식품표시규정

(Regulation (EU) No 1169/2011)을 2014년 12월 13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김부영 

2016).7) 채택된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은 1) 정보의 가독성 향상(필수 정보의 최소 글꼴 

크기), 2) 알레르기 물질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 또는 배경색 강조를 통하여 정보를 더 명확하

고 조화롭게 표현, 3)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되는 포장되지 않은 음식에 대하여 필수 알레르기 

항원 정보 제공, 4) 대부분의 사전 포장 식품에 대하여 특정 영양 정보 요구, 5)상점 판매, 

온라인 판매, 거리 판매에 있어 동일한 표시 사항 요구 등이다. 

3.3.2. 프랑스의 Nutri-Score 도입 

  프랑스 내에서 영양표시에 사용되는 난해한 용어와 비율 및 수치들이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낮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민간에

서 주관하여 영양표시를 간소화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당류, 나트륨, 지방 함량의 

많고 적음을 색으로 표시하는 Nutri-pass를 운영하기 시작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

정보원 2014). 2006년 민간 업체가 유럽의 전문가 및 관계당국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본 

 7) 단, 영양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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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프랑스를 비롯하여 포르투갈, 폴란드, 벨기에에서 본 표시가 

사용되고 있다.

<그림 13>  프랑스 Nutri-pass 표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2014).

  Nutri-pass는 제품 포장 전면에 열량(kcal), 당(g), 나트륨(g), 지방(g)에 대하여 각각의 

함량에 따라 신호등 형태 - 녹색(적음), 노란색(보통), 주황색(많음) - 로 표시하고, 제품 

포장 후면에 있는 성분 함량표에도 당, 나트륨, 지방은 전면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한다(식품

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표 1>  프랑스 Nutri-pass 색상별 기준

구 분 녹색 노란색 주황색

일반식품 5% 미만 5~25% 25% 초과

조리식품 10% 미만 10~35% 35% 초과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2014).

4. 시사점

  미국, EU의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과 정책동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식품과 영양 표시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식품라벨 규정 관련 기존 지침이었던 식품의 라벨링법과 식품의 영양표시지침을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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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표시규정을 2014년 12월 13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표시를 이처럼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는 하지 않더라도, 인증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동일하다면 부처 간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식품표시들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 중 타 부처와 연계가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공동 마케팅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둘째,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인증표시를 확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소비자들

이 일부 레스토랑과 유사 소매식품 업체에서 칼로리와 영양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과, 

영국에서 주문판매 식품에도 소매 환경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가 웹 

사이트 혹은 카탈로그를 통해 제공 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Bleich et al (2015)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응답자의 69%가 패스트푸드의 영양정보를, 76%가 포장음식의 

영양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이 조절을 하는 응답자가 

해당 음식의 영양정보를 확인할 확률이 더 높았다. 우리나라도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건강 

영양 관련 표시정보 시스템을 식품 구매가 발생하는 다양한 채널로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과 

EU의 농식품 인증·표시제 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상품에는 주요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되, 그 밖에 자세한 정보는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Facts Up Front, 독일의 

1 plus 4 모델, 프랑스의 Nutri-Score 제도와 같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성분에 대한 함량을 도식으로 표기하는 자율적 추가 영양표시제도가 시행되

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여 소비자들의 보다 편리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소비자의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가 사용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영양표시 사용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Grunert et al. 

2010).8)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Grunert et al(2010)는 식품 전면 영양표시의 최적의 형태는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8) Grunert et al.(2010)는 영국 소비자들의 영양표시의 이해 수준은 높으나 사용 수준은 현저치 낮은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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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사용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양표시 

정책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사용하는 광범위한 

영양 정책의 범위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인증을 활성화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산업인증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자발적 품질 인증 프로그램인 검증공인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상품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민간 인증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생산과정, 

제품의 특성 등에 대하여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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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화훼산업: 

주요 동향 및 네덜란드 사례

이 정 해 * 9)

1. 들어가며

  유럽연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훼식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역이다. 꽃의 미적 

가치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발견한 유럽인들은 꽃을 비즈니스화하여 거대 규모의 화훼산업

을 일궈냈다. 특히 네덜란드는 우리에게 튤립의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화훼산업에서의 

독점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면적의 땅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이라는 놀라운 위업을 달성했다.

  본고에서는 최근 유럽연합의 화훼식물 생산 및 무역 등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 네덜란드

의 화훼산업이 발전해온 과정을 돌아본다. 

<그림 1>  네덜란드의 튤립  

자료: 네덜란드 소개 공식 홈페이지(https://www.holland.com;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 바헤닝언 대학교(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농촌사회학 박사과정 (junghae.lee@wu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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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동향1)

2.1. 생산액  

  전 세계에서 화훼·관상식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유럽연합이다. 2016년 명목가

격 기준 유럽연합의 화훼·관상식물 생산액(이하 화훼식물 생산액)은 전 세계의 31%를 차지

했다. 그 뒤를 중국 19%, 미국 12%, 일본 8% 등의 순이다. 유럽연합과 중국의 생산액을 

합치면 전 세계 화훼식물 생산액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상위 4개 지역(유럽연합, 중국, 

미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남미 지역에서 화훼식물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기타 국가의 생산액 비율도 16%나 된다. 아프리카의 케냐가 2%를 차지

한 부분도 눈여겨볼 점이다.

<그림 2>  전 세계 국가/지역별 화훼·관상식물 생산액 비율(2016, 명목가격)

자료: AIPH(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rticultural Producers) / Union Fleurs (International Floriculture 

Trade Association) (http://aiph.org / https://unionfleurs.org: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유럽연합의 화훼식물 생산액은 2008년 약 194억 8,500만 유로(25조 3,305억 원, 1유로

=1,300원 기준)에서 2016년 185억 3,700만 유로(24조 981억 원)로 소폭 감소했다. 프랑스,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17년 11월에 게시한 ‘Working Document – Horticultural Products: 

Flowers and Ornamental Plants Statistics 2006-2016’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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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헝가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원국의 생산액이 감소하거나 2008년 수준을 유지

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화훼식물 생산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네덜란드다. 2016년 기준으로 

생산액이 약 54억 300만 유로(7조 239억 원)인데 이는 유럽연합 전체 생산액의 약 34%에 

해당한다. 화훼식물 생산액 상위 6개 국가(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가 유럽연합 화훼식물 총생산액의 86%를 차지한다. 이들 중 프랑스만 2008년과 비교하여 

생산액이 상당한 수준(4억 1,200만 유로, 약 5,356억 원) 증가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감소했다. 이탈리아는 가장 큰 폭(5억 8,800만 유로, 7,644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림 3>  유럽연합 회원국별 화훼·관상식물 생산액 비율(2016, 명목가격)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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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럽연합 회원국별 화훼·관상식물 생산액

단위: 백만 유로

2008 2010 2012 2014 2016

네덜란드 5,565 5,547 5,379 5,404 5,403

이탈리아 3,113 2,820 2,700 2,598 2,525

독일 2,626 2,287 1,764 2,206 2,344

프랑스 2,104 2,153 2,314 2,530 2,516

스페인 2,282 2,035 1,954 1,989 1,989

영국 1,067 995 962 968 872

벨기에 780 777 814 805 769

포르투갈 462 460 426 405 399

덴마크 442 387 405 401 409

오스트리아 258 253 237 240 246

스웨덴 184 203 255 246 249

루마니아 101 379 213 133 93

그리스 152 128 109 89 89

헝가리 108 107 125 143 146

핀란드 130 126 113 85 68

체코 95 97 98 6 66

폴란드 89 84 93 75 81

슬로베니아 24 26 27 31 29

키프로스 16 13 15 5 6

리투아니아 8 13 12 14 23

슬로바키아 12 12 12 12 12

라트비아 7 4 4 5 5

에스토니아 6 3 2 2 6

룩셈부르크 4 3 3 4 4

불가리아 109 13 20 44 31

몰타 0 0 0 0 0

크로아티아 192 175 120 113 101

아일랜드 51 55 55 55 55

전체 19,485 19,154 18,228 18,665 18,537

 

주: 모든 수치는 Eurostat의 추정치이며, 생산액은 생산자 가격을 반영하며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실질 가격임.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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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산 면적  

  유럽연합의 화훼·관상식물 및 묘목 생산 면적(이하 화훼식물 생산 면적)은 2016년에 18만 

6,000헥타르였다. 2006년과 비교하여 약 4만 9,600헥타르가 증가했다. 2004년 이전에 유럽

연합에 가입한 15개 회원국(EU-15, 주로 서유럽과 남유럽 국가)의 화훼식물 생산 면적이 

15만 6,200헥타르로 유럽연합 전체의 약 84%를 차지한다. 비록 2007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2006년과 2010년 기간 생산 면적의 증감이 불규칙했지만 2010년에 큰 폭으

로 증가한 이후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2004년 이후에 유럽연합에 가입

한 13개 회원국(EU-13, 주로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의 화훼식물 생산 면적은 2만 9,800헥타

르로 2006년(2만 5,600헥타르)과 비교하여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림 4>  유럽연합 회원국별 화훼·관상식물 및 묘목 생산 면적

단위: 천 헥타르 

 EU-28    EU-15    EU-13  

주: 유럽연합은 총 28개국인데, EU-15는 2004년 4월 30일 이전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

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15개 국가이고, 

EU-13은 2004년 5월 1일 이후 유럽연합에 가입한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13개 국가임.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유럽연합 내 화훼식물 생산 면적은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영국 

순이며, 네덜란드가 5만 400헥타르로 유럽연합 전체의 27.1%를 차지한다. EU-13 회원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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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와 헝가리의 화훼식물 생산 면적을 합치면 2만 8,100헥타르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EU-13 회원국 전체 화훼식물 생산 면적의 94.2%이다. 

<그림 5>  유럽연합 회원국별 화훼·관상식물 및 묘목 생산 면적 비율(2016)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표 2>  화훼·관상식물 및 묘목 생산 상위 7개국 생산 면적

단위: 천 헥타르

2008 2010 2012 2014 2016

네덜란드 43.6 43.6 43.8 43.8 50.4

스페인 N/A 25.9 26.6 30.2 29.3

독일 27.3 29.2 28.8 28.1 26.6

프랑스 26.1 26.4 24.4 23.9 24.0

폴란드 15.4 N/A 14.3 20.5 21.2

헝가리 14.7 11.9 9.4 7.6 6.9

영국 13.0 11.0 12.0 12.0 12.0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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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역

2.3.1. 유럽연합 역외 수출입  

  2016년 유럽연합의 유럽연합 외 국가로부터의 화훼식물 수입은 16억 3,950만 유로(2조 

1,313억 5,780만 원)이고 수출은 20억 2,548만 유로(2조 6,331억 3,180만 원)이다. 무역 

수지는 3억 3,598만 유로(4,367억 7,400만 원) 흑자이다. 절화 및 장식용 입의 거래량이 

가장 많다. 수입이 13억 2,522만 유로(1조 7,227억 8,860만 원)이고 수출은 6억 7,711만 

유로(8,802억 4,820만 원)로 유일하게 적자를 본 품목이다. 화분 식물, 침엽수 및 내한성 

다년생 식물, 구근류 및 구경류 등은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중 구근류 및 구경류 품목의 

흑자가 4억 5,447만 유로(5,908억 1,750만 원)로 가장 높았다. 

<표 3>  유럽연합의 화훼식물 품목별 역외 수출입 현황(2016)

단위: 천 유로

수입 수출 수출-수입

절화 및 장식용 잎 1,325,222 (78.4%) 677,114 (33.4%) -640,108

화분 식물 254,169 (15.0%) 552,066 (27.3%) 297,897

침엽수 및 내한성 다년생 식물 25,599 (1.5%) 257,316 (12.7%) 231,716

구근류·구경류 84,515 (5.0%) 538,990 (26.6%) 454,475

전체 1,689,506` 2,025,486 335,980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수입액은 계속 증가했으며 주요 수입 대상 국가별로 보면 케냐에서 가장 많은 화훼식물을 

수입했다. 2016년에 케냐로부터의 수입액은 4억 6,413만 유로(6,033억 6,900만 원)로 전체

의 27.5%를 기록했다. 그 뒤를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이스라엘, 미국 등이 잇는다.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의 아프리카 국가와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의 남미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주요 수입 대상 국가(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의 65.1%를 기록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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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럽연합의 화훼식물 주요 수입 대상 국가별 수입액

단위: 천 유로

2008 2010 2012 2014 2016

케냐 405,322 369,597 408,915 438,906 464,130 (27.5%)

에티오피아 77,935 124,926 157,367 181,737 187,026 (11.1%)

에콰도르 132,769 136,116 154,608 170,916 188,227 (11.1%)

콜롬비아 121,086 121,010 124,765 147,599 154,739 (9.2%) 

이스라엘 128,675 127,346 107,200 88,770 83,091 (4.9%)

미국 82,569 72,473 79,596 65,175 83,162 (4.9%)

코스타리카 90,462 85,212 74,614 64,091 57,701 (3.4%)

중국 54,575 51,597 47,020 47,044 44,608 (2.6%)

우간다 36,407 38,155 43,925 45,003 47,554 (2.8%)

기타 401,166 380,085 383,156 351,290 379,270 (22.4%)

전체 1,530,965 1,506,517 1,581,167 1,600,530 1,689,506 (100.0%)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그림 6>  유럽연합의 화훼식물 주요 수입 대상 국가별 수입액 변화 추이 

단위: 천 유로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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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액도 계속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 국가별로 보면 2016년에 스위스로 가장 많은 

화훼식물을 수출했다. 스위스로의 수출액은 4억 4,002만 유로(6,033억 6,900만 원)로 전체의 

21.7%를 기록했다. 그 뒤를 러시아, 미국. 노르웨이, 중국, 일본 등이 잇는다. 유럽연합 회원

국이 아닌 유럽 국가인 스위스, 러시아, 노르웨이와 유럽연합 가입을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와 

터키로의 수출 비율이 52.7%로 절반을 넘었다. 이들을 제외하면 주요 수출 대상 국가 중 

미국으로의 수출이 12.3%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와 북중미의 주요 수출 대상 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로의 수출액은 전체의 24.8%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국, 터키 

멕시코 등 신흥 화훼식물 시장으로의 수출이 늘었으며, 수출 판로를 다각화하여 기타 국가로

의 수출 비중이 전체의 22.5%로 꾸준히 증가했다.

<표 5>  유럽연합의 역외 주요 수출대상국별 화훼식물 수출액)

단위: 천 유로

2008 2010 2012 2014 2016

스위스 330,681 382,331 414,533 394,206 440,024 (21.7%)

러시아 375,977 334,741 458,512 406,652 374,038 (18.5%)

미국 235,946 198,822 199,512 194,798 249,962 (12.3%)

노르웨이 146,692 150,454 164,226 169,073 156,738 (7.7%)

중국 34,300 47,015 67,934 91,367 115,928 (5.7%)

일본 94,039 71,965 75,428 61,284 62,226 (3.1%)

터키 33,869 32,875 40,572 51,665 60,711 (3.0%)

캐나다 44,405 40,473 37,949 36,570 42,483 (2.1%)

우크라이나 60,166 44,901 69,438 54,959 36,020 (1.8%)

멕시코 25,911 25,189 28,408 29,426 32,225 (1.6%)

기타 262,302 305,505 336,997 397,158 455,131 (22.5%)

전체 1,644,289 1,634,271 1,893,510 1,887,158 2,025,486 (100.0%)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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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유럽연합의 역외 주요 수출대상국별 화훼식물 수출액 변화 추이 

단위: 천 유로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2.3.2. 유럽연합 역내 수출입    

  유럽연합 외 국가로의 수출입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유럽연합 내 국가 간 수출입이 여전히 

유럽연합 화훼무역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16년 유럽연합 내 화훼식물 총수출액은 83억 

3,376만 유로(10조 8,338억 9,060만 원)로 유럽연합 외 수출액의 약 4.1배에 달한다. 2006년

과 비교하여 15억 5,911만 유로(2조 268억 4,430만 원)가 증가했다. 네덜란드가 수출 시장에

서 독점 지위에 올라 있는데 수출액이 55억 9,414만 유로(7조 2,723억 9,370만 원)로 전체의 

67.1%를 기록했다. 그 뒤를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이 잇고 있다. 유럽연합 내 

화훼식물 총수입액은 76억 9,445만 유로(10조 27억 8,500만 원)로 유럽연합 외 국가로부터

의 수입액의 약 4.6배에 달한다. 2006년과 비교하여 10억 8,710만 유로(1조 4,132억 3,390만 

원)가 증가했다. 유럽연합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독일의 수입액이 22억 8,767만 유로(2조 

9,739억 7,360만 원)로 전체의 29.7%를 기록하였다. 그 뒤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

아, 오스트리아 등이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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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유럽연합 화훼식물 역내 수출액

단위: 천 유로

2006 2010 2012 2014 2016

네덜란드 4,597,756 5,038,699 5,518,580 5,070,127 5,594,149 (67.1%)

독일 309,976 475,263 582,853 630,417 697,930 (8.4%)

이탈리아 453,831 502,518 522,908 487,790 551,758 (6.6%)

벨기에 446,321 583,269 609,088 594,351 469,546 (5.6%)

덴마크 434,316 386,027 427,180 395,878 372,987 (4.5%)

스페인 162,170 162,272 172,888 194,360 224,968 (2.7%)

폴란드 49,324 66,281 72,473 78,200 76,577 (0.9%)

프랑스 113,158 95,812 79,200 76,556 77,898 (0.9%)

포르투갈 48,981 57,266 54,078 53,057 74,618 (0.9%)

영국 59,903 45,165 45,979 47,704 54,756 (0.7%)

기타 98,915 119,274 136,593 125,862 138,575 (1.7%)

전체 6,774,651 7,531,846 8,221,820 7,754,302 8,333,762 (100.0%)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표 7>  유럽연합 화훼식물 역내 수입액

단위: 천 유로

2006 2010 2012 2014 2016

독일 1,795,821 2,116,339 2,262,838 2,271,854 2,287,672 (29.7%)

프랑스 1,039,249 1,102,627 941,278 940,571 997,410 (13.0%)

영국 1,139,912 952,980 1,114,889 944,445 978,231 (12.7%)

네덜란드 284,690 338,367 405,767 446,942 474,019 (6.2%)

이탈리아 376,279 429,863 412,513 395,309 433,036 (5.6%)

오스트리아 256,570 320,347 337,726 347,352 308,554 (4.0%)

벨기에 284,505 296,454 308,522 308,257 306,202 (4.0%)

덴마크 215,772 222,427 210,790 230,559 264,477 (3.4%)

폴란드 134,034 212,033 210,805 252,924 256,212 (3.3%)

스웨덴 272,036 207,759 226,587 243,756 243,247 (3.2%)

기타 808,479 887,468 910,951 962,475 1,145,390 (14.9%)

전체 6,607,347 7,086,664 7,342,666 7,344,444 7,694,450 (100.0%)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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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덜란드 화훼산업과 화훼생산자 조합2)

3.1. 네덜란드 화훼산업의 초기 역사

  네덜란드에서 화훼산업이 시작된 것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발단 과정은 튤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튤립은 16세기경 지금의 터키에 자리 잡은 오스만 제국에서 사랑받던 

꽃으로 유럽이 오스만 제국과 활발히 교류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유럽의 상업 중심지인 안트

워프(Antwerp)에 소개되었다. 그 영향으로 네덜란드 북부 일부 및 남부 지역에서 튤립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는 미미했다. 튤립 무역도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당시 무역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17세기 들어 꽃의 미적 가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네덜란드가 경제적으

로 번영하면서 튤립을 사치품으로 구매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암스테르담(Amsterdam), 

할렘(Haarlem), 엔크하우즌(Enkhuizen) 등 네덜란드 주요 도시 상류층 사이에서 성행했으며 

튤립 재배는 농촌 지역보다는 주로 이들이 보유한 도시 내 또는 도시 근교의 정원에서 

이루어졌다. 네덜란드 내에서 튤립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꽃의 색깔, 모양, 패턴 등을 다양화

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네덜란드 레이든(Leiden) 식물원은 당시에 수십 품종의 

튤립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서유럽에서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튤립의 미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왕족, 

귀족, 예술가, 의사, 상인 등의 사람들로 구성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튤립뿐만 아니라 식물과 관련한 지식 및 육종 기술과 식물 수집가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가 활발히 교류되었다. 네덜란드 회사들에 의해 튤립 무역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 17세기는 네덜란드가 튤립을 통해 꽃의 상품 가치를 발견한 시기이며, 

이를 계기로 화훼산업이 싹을 틔우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경제적 네트워크가 형성

되던 때였다.

  18세기부터는 네덜란드의 튤립이 품질 및 다양성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축적하고 유럽 

내 화훼무역을 늘려가던 시기다. 튤립, 수선화 등의 꽃 구근류 생산이 네덜란드 서부의 

 2) 암스테르담 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Andrrew Gebhardt의 책 ‘Holland Flowering – How the Dutch Flower 

Industry Conquered the World’를 번역·요약하고 로얄 플로라홀란드(Royal FloraHolland)의 연차보고서와 웹사이트

(https://www.royalfloraholland.com, 검색일: 2019.11.15.)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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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렘(Haarlem), 노르트베이크(Noordwijk), 아웃헤이스트(Uitgeest), 리써(Lisse) 지역에서 활

발히 이루어졌다. 여기서 생산된 화훼식물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 주로 수출되었다. 

운송 기술의 한계로 원거리 지역으로 절화를 수출하는 것은 어려웠으나 생명력이 강한 꽃 

구근류의 수출 시장은 꾸준히 확장되었다. 

  19세기 중후반까지 네덜란드의 꽃 구근류 생산 면적은 약 600헥타르에 불과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온실이 개발되면서 화훼 재배 기간이 연장되었고 대규모 절화 생산이 가능해

졌다. 20세기 들어 네덜란드의 화훼식물 생산량 및 생산 면적은 빠르게 증가했다.

꽃 구근류를 파종하는 모습

운하를 통해 배로 꽃을 운송하는 모습

<그림 8>  20세기 초 네덜란드의 화훼산업

자료: Royal FloraHolland 홈페이지(https://www.royalfloraholland.com;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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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알스미어(Aalsmeer) 화훼생산자 조합의 등장

  네덜란드의 화훼산업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 알스미어의 화훼 경매시장

이다. 알스미어는 암스테르담 남쪽 근교 지역에 있는 인구 약 3만 명의 작은 지방자치단체다. 

화훼 경매시장이 들어서기 전 이곳의 얕은 호수에서 행해지던 장어 낚시가 유명했고, 19세기 

후반까지 딸기를 주로 재배하던 전형적인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이었다. 화훼생산이 주된 

경제 활동은 아니었지만 19세기 후반에 이미 약 100여 명의 화훼생산자가 이곳에 있었고, 

이들은 백합, 카네이션, 장미 등을 생산했다. 

  당시에는 과잉 생산과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알스미어의 화훼생산자들이 이익을 극대화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생산자들은 생산자 조합을 결성하였고, 조합은 자체적으로 

경매시장을 운영하여 이곳에서 조합원들이 생산한 꽃을 공동판매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구매자 및 무역 중개인들에 의해 정해지던 꽃의 가격을 생산자가 주도할 수 있게 되었고, 

화훼식물의 육종, 운송, 생산 사슬은 생산자들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농촌 빈곤과 이촌향도 현상에서 비롯된 농업 

위기가 화훼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는 화훼생산이 증가하던 

노르트홀란트(Noord-Holland) 주(알스미어가 속한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와 

자위트홀란트(Zuid-Holland) 주(네덜란드의 유리온실 밀집 지역인 베스트란트가 속한 주)에

서 시장거래 수단으로 경매시장이 성행했기 때문이다. 

  알스미어 최초의 화훼 생산자 협동조합(De Vereenigde Tuinbouwers)은 1899년에 설립되

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화훼 경매시장을 암스테르담의 마르닉스스트라트(Marnixstraat)

에 개장하고 암스테르담 시내 중심을 가로지르는 싱헬(Singel) 운하를 따라 지역 꽃 시장을 

개설했다. 이후 알스미어의 다른 생산자들이 알스미어에서 화훼 경매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새롭게 2개의 생산자 협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1911년과 1912년에 

알스미어 지역 내에 개별적으로 화훼 경매시장(Bloemenlust와 Centrale Aalsmeerse 

Veiling: CAV)을 개장하고 지역 꽃 시장을 운영했다. 내수시장과 수출 시장을 동시에 공략했

는데, 두 조직 모두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영국, 스칸디나비아, 스위스 등으로 화훼식물

을 수출하는 독보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고 내수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다. 알스미

어 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노트르홀란트와 자위트홀란트 주의 여러 지역에서 화훼생산자 

협동조합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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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매시장 현장

경매시장 내 꽃 창고 경매시장 창고로 꽃을 하역하는 모습

거래된 꽃을 적재하는 시설 경매시장에서 자전거로 꽃을 운송하는 모습

<그림 9>  20세기 초중반 네덜란드 화훼 경매시장 

자료: Royal FloraHolland 홈페이지(https://www.royalfloraholland.com;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1960년대 중반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알스미어의 두 화훼생산자 협동조합은 네덜

란드 내 경쟁 조직이 늘어나면서 사업 확장의 한계에 도달한다. 또한, 지역 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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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의 기존 합의사항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조합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그리하여 두 조합은 1972년에 합병했고, The 

Cooperative Society Verenigde Bloemenveilingen Aalsmeer(VBA; United Flower Auctions 

Aalsmeer)로 재탄생하여 화훼식물 내수 및 국제 무역 시장의 중심에 계속 자리하게 된다. 

  1970년대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석유 파동으로 알스미어의 화훼생산자 조합은 큰 위협에 

놓인다. 비료 생산, 온실 냉난방, 화훼식물 유통에 막대한 양의 기름과 천연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네덜란드는 석유 파동이 발생하기 약 10년 전에 북해에서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를 발견해 에너지 자원이 여유로웠다. 네덜란드 정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천연

가스를 화훼생산자들에게 제공했고, 네덜란드의 화훼산업은 석유 파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었다. 

  이 시기와 맞물려 조합은 수입 화훼식물이 자신들의 경매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했다. 이스라엘과 스페인에서 대부분 수입했고 첫 10년 동안 수입 화훼식물의 매출량은 

알스미어 전체 경매시장의 8%를 차지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수입 화훼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지만 2000년에 이르기까지 30%를 넘지는 못했다. 2006년부터

는 외국의 화훼생산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들어 국제 화훼시장의 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시장 경쟁도 

치열해진다. 네덜란드의 화훼생산자 조합들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합병을 적극적으

로 추진한다. 대표적인 합병 사례는 2008년에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화훼생산자 조합인 

알스미어의 VBA와 두 번째로 큰 플로라홀란드(FloraHolland)가 합병하여 플로라홀란드 알

스미어(FloraHolland Aalsmeer)가 된 것으로, 나알드베이크(Naaldwijk), 레인스브뤼흐

(Rijnsburg), 펜로(Venlo), 블레이스베이크(Bleiswijk), Eelde(에일더) 등 다섯 개 지역의 조합

과 경매시장도 함께 통합했다. 2011년에 알스미어의 화훼생산자 조합이 설립된 지 100년이 

되면서 왕립(Royal) 명칭을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합병된 생산자 조합은 지금의 로얄플로라

홀란드(Royal FloraHolland)가 된다. 

  이를 두고 독점 체제를 위한 합병이란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제 및 유럽 내 

화훼시장에서 네덜란드의 지위를 굳건히 지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합병이 성사된 후 네덜란

드 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화훼생산자 조합은 Bloemenveiling Oost Nedeland(영어로 직역

하면 East Netherlands Flower Auction)와 Veiling Vleuten(Vleuten Auction House)만이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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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들도 2008년에 합병하여 플라티온(Plation)이라는 조합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2010

년부터 에더(Ede)에서 화훼 경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3.3. 로얄 플로라홀란드(Royal FloraHolland)의 현재

  로얄 플로라홀란드는 오랜 기간 네덜란드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품종의 화훼식물을 

생산하던 생산자 조합들의 합병을 통해 탄생하였다. 일반적인 기업과는 달리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며 화훼산업 분야에서는 거래량, 수익 등 모든 부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이

다. 2018년 기준 4,031명의 생산자 조합원이 있으며 대부분 네덜란드 국내에서 화훼식물을 

생산하는 업체나 개인 생산자다. 일부 해외에 기반을 둔 조합원들도 있다. 연 매출은 약 

46억 유로(5조 9,800억 원)이며 로얄 플로라홀란드를 통해 유통되는 화훼 및 관상식물의 

총거래액은 약 12.1억 유로(1조 5,730억 원)이다. 하루 거래 건수는 10만 건 이상이며 약 

3,000만의 꽃과 관상식물이 판매된다. 연중 거래되는 화훼 및 관상식물의 품종은 30,000종

이 넘는데 장미, 튤립, 국화 등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이다<그림 10>.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가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이다<표 8>. 

<그림 10>  로얄 플로라홀란드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절화 5종 (2018)

자료: Royal FloraHolland 홈페이지(https://www.royalfloraholland.com;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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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로얄 플로라홀란드의 화훼식물 주요 수출 대상 국가별 수출액 (2017/2018)

단위: 백만 유로

2017 비율(%) 2018 비율

독일 1,727 28.8 1,676 27.9

영국 837 13.9 826 13.8

프랑스 785 13.1 782 13.0

이탈리아 320 5.3 665 11.1

벨기에 263 4.4 255 4.2

폴란드 230 3.8 245 4.1

러시아 165 2.8 197 3.3

스위스 191 3.2 192 3.2

스웨덴 179 3.0 171 2.9

오스트리아 138 2.3 143 2.4

덴마크 115 1.9 116 1.9

체코 108 1.8 116 1.9

스페인 90 1.5 92 1.5

미국 98 1.6 91 1.5

노르웨이 70 1.2 68 1.1

핀란드 63 1.0 64 1.1

기타 국가 625 10.4 665 11.1

 

자료: Royal FloraHolland (2019).

  

  현재 조합에서 운영하는 경매시장은 네덜란드 내에 4곳(알스미어, 나알드베이크, 레인스

브뤼흐, 에일더)과 독일에 1곳(라인-마스, Rhein-Maas)이 있다. 알스미어 경매시장은 네덜

란드의 관문인 스키폴(Schiphol)공항과 접근성이 뛰어나 수출 경매시장으로 사용된다. 세계

에서 가장 큰 화훼 경매시장이며 그 규모도 축구장 220개의 넓이와 맞먹는다. 나알드베이크 

경매시장은 네덜란드 내에서 유리온실 밀집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관상식물

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네덜란드 내에서는 알스미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화훼 경매시장이다. 레인스브뤼흐의 경매시장에서는 주로 구근류 꽃이나 여름꽃의 절화

가 거래되며, 에일더의 경매시장에서는 관상용 관목 식물 등이 거래되는 데 독일 구매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독일에 있는 라인-마스 경매시장은 독일 화훼시장으로의 수출 규모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유럽연합의 화훼산업: 주요 동향 및 네덜란드 사례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49

현대화된 경매시장 내 창고 시설

비행기로 운송되는 꽃 경매시장 창고로 꽃을 하역하는 모습

현대화된 경매장 시설

<그림 11>  로얄 플로라홀란드의 현재 모습 

자료: Royal FloraHolland 홈페이지(https://www.royalfloraholland.com;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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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유럽에서 꽃이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지 어느덧 약 300년의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화훼식물의 운송, 육종, 저장 등과 관련한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고 유럽의 화훼생산

자들이 유럽 내외의 화훼식물 소비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유럽연합의 화훼산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유럽의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네덜란드는 전 세계 화훼산업 관계자들의 뜨거운 주목

을 받아 왔다. 한 지역의 생산자 조합이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쳐 세계 최대의 화훼식물 

생산, 판매, 유통 조직이 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물론 오랜 기간 네덜란드가 

쌓아온 화훼산업 분야의 명성과 식민지를 통해 쌓은 막대한 자본이 네덜란드 화훼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무엇보다도 생산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자체적으로 경매시장을 

개설하여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이 네덜란드 화훼산업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조합의 역할이 공동 판매에서 끝나지 않았고, 공동으로 발생한 조직의 이익을 

생산, 육종, 운송, 저장 기술의 발전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현대화된 효율적인 

시스템에서 화훼식물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변화에 발맞추어 유럽 외 신흥 경제 성장 국가와의 수출과 수입을 늘려가며 전 세계적

으로 그 영향력을 넓혀 무역 이익을 늘려가고 있다.

  네덜란드의 화훼산업은 경제적으로 잠재력이 있는 농업 분야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

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사례다. 물론 오랜 시간 신뢰와 협력으로 구축된 네덜란드 

화훼생산자들의 네트워크를 어느 나라에서도 단시간에 재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화

훼식물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업 분야에서 생산자 조합을 결성했거나 하려는 모든 이들이 

네덜란드 화훼생산자들이 보여줬던 연대 정신과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생산자 조합들이 자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기술 보급 등의 일차원적인 지원은 생산자 

간 연대를 강화하기보다는 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유럽연합의 화훼산업: 주요 동향 및 네덜란드 사례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51

참고문헌

EC. 2017. Working Document – Horticultural Products Flowers and Ornamental Plants 

Statistics 2006-2016. (https://ec.europa.eu/info/ sites/info/files/food-farming-fisheries/ 

plants_and_plant_products/documents/flowers-ornamental-plants-statistics-2006

-16_en.pdf)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Royal FloraHolland. 2019. The Strength of the Marketplace - Annual Report 2018. 

(https://yearreport2018.royalfloraholland.com/wp-content/uploads/2019/07/Roya

l-FloraHolland-%E2%80%93-Annual-Report-2018.pdf) (검색일: 2019년 11월 10일)

A. Gebhardt. 2014. Holland Flowering – How the Dutch Flower Industry Conquered the 

World. Amsterdam University Press.

참고사이트

로얄플로라홀란드(Royal FloraHolland) 홈페이지 (https://www.royalfloraholland.com)

네덜란드 소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olland.com/)

국제화훼생산자협회(AIPH: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Producteurs de l’Horticulture) 홈페

이지 (http://aiph.org)

국제화훼무역협회(Union Fleurs) 홈페이지 (https://unionfleurs.org)





남미 화훼산업 발전경로와 동향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53

남미 화훼산업 발전경로와 동향

안 규 미 * 1)

1. 들어가며

  세계적인 화훼 강국으로 누구나 기술력이 높은 네덜란드 같은 유럽국가나 일조량과 대형 

농장이 많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를 떠올림직하다. 그러나 세계 꽃 시장은 실상 그보다 

지리적으로 다채롭다. 이 글은 각각 세계 2, 3위의 꽃 수출국 지위를 차지하는 남미의 두 

이웃나라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만의 화훼산업 발전과정과 동향을 파악한다.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두 나라는 안데스 산맥을 공유하고 역사, 문화적 공통점이 많다. 

기후와 농업환경도 유사해 주로 재배하거나, 품질경쟁력이 높은 작물들이 다수 겹친다. 

대표적인 것이 바나나, 아보카도 등의 열대과채류, 커피, 카카오(초콜릿 가공원료)이다. 꽃 

역시 안데스 산맥의 해발고도가 높고 연중 15도를 오르내리는 지역에서 잘 재배되는데, 

이러한 기후 특성을 두 나라 일부 지역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이웃한 두 나라의 이십세기 후반 정치 경로는 이질적이었고, 농산물 대외무역을 

포함한 여러 경제 정책과 산업 환경 또한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따랐다. 콜롬비아는 1960년

대부터 시장을 적극 개방했고 이 시기 중소규모에서 시작한 화훼농장의 규모화가 이루어졌

다. 화훼 선진국가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외국 자본이 농업부문 전반에 쉽게 유입되었다. 

미국은 한편, 남미 일부국가에서 출발하여 북미와 유럽에 도착하는 마약작물 생산과 유통의 

고리를 끊는 데도 꾸준히 개입했다. 미국은 남미산 꽃의 수입관세를 낮추고 자국 꽃 소비수

요를 맞추기 위해 저가에 꽃을 대량 수입하기 시작했다. 

  반면 에콰도르는 1990년대 일련의 신자유주의 기조의 통화정책과 노사 조건을 도입하는 

 *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Sussex 박사과정 (k.ahn@ids.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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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석유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며 화훼산업에 남미의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다. 느슨한 노동 규제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에콰도르는 꽃 생산과 수출을 

지속해서 확대했다. 특히, 이웃나라 콜롬비아의 정치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내전에 뒤따

르는 폭력과 위협이 빈발하면서 농촌주민들은 에콰도르를 포함한 옆 나라들로 대거 이주했

다. 이 때 콜롬비아 노동력과 화훼산업 투자자금이 에콰도르 화훼 농장으로도 유입되었다. 

  이웃한 남미 두 나라의 화훼산업은 공통적으로, 유럽과 북미의 기존 꽃 생산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비용을 낮추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두 나라의 

화훼산업의 기반을 낮은 노동비용으로도 특징지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저임금 노동

력만이 두 나라의 화훼산업의 발전을 설명하는 요인은 아니다. 

  이 글은 꽃 수출로 유명한 남미 두 나라의 화훼산업이 발전한 경로를 따라가며 최근 

산업 동향을 살핀다. 우리에게 비교적 덜 친숙한 남미의 꽃 산업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이 지역의 화훼 재배에서 가공, 유통까지의 과정을 개괄한다. 이어서 두 나라의 화훼산

업 발전경로가 수출 현황과 역학에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끝으로 노동 실태와 기술혁신 

과제를 짚어보며 글을 맺는다.  

2. 화훼산업 발전경로 

  콜롬비아에서 꽃 생산의 주류를 이루는 농장들은 대부분 대규모 기업형 농장들이다. 지리

적으로도 수도인 보고타를 둘러싼 평원인 ‘사바나 데 보고타(Sábana de Bogotá)’와 안티오키

아(Antioquia) 주에 대형 농장들이 주로 분포한다. 이들은 주로 수출을 목적으로 꽃을 재배하

는 농장이다<그림 1>. 그러나 화훼산업을 본격적으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전 1960년대까

지만 하더라도  콜롬비아의 화훼 농가들은 여느 농가처럼 소규모 가족농이 대다수였다. 

1965년에야 일부 화훼농가들이 처음으로 수출용 꽃을 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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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콜롬비아 화훼농장 전경 

자료: Flowers of Colombia (https://flowersofcolombia.co, 검색일: 2019.12.11.).

  가족노동을 기반으로 하던 소규모 농가가 꽃을 수출하기 위해 규모를 늘리게 된 계기는 

미국의 대외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케네디(J. F. Kennedy) 집권기의 미국은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 정책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정치와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개발 이니셔티브에 개입한다. 콜롬비아는 경제성장을 통한 정치적 안정

을 이루고자 했고,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출 다변화에도 힘쓴다. 

당시 콜롬비아의 합법적 수출품은 커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나서서 꽃을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정부와의 무역협정과 더불어, 친자본주의 

국가들의 산업 부흥을 위한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대한 재정 지원

은 1980년대 콜롬비아 화훼산업의 규모화를 견인하고 빠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1960년대까지 일반적이던 소규모 가족농가들은 자취를 감추고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

지 소수의 기업형 농장 주도의 화훼산업으로 재편되었다. 이 시기 정부의 라티푼디움

(‘latifundium’, 남미의 전통적 초대형농장) 지원도 강화되었다(Castro et al. 2016). ‘돌

(Dole)’과 같은 미국 초국적기업이 콜롬비아 화훼산업에 진입해 기존 국내 꽃 생산 인프라의 

약 25%를 인수하기도 했다(Wright & Madrid 2007). 

  한편, 에콰도르의 꽃 재배업은 1982년 석유호황이 끝난 이후의 미진한 경제상황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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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탄을 보낸 산업이었다. 1987년만 하더라도 화훼수출 비중은 국가 전체 수출 대비 0.2%

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02년에는 5.8%까지 뛰어올랐다(에콰도르 중앙은행 BCE 2003, 

Sawers 2005에서 재인용).

  1980년대 초중반까지 수입대체산업화(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sation; ISI) 개발 

패러다임을 유지하던 에콰도르 정부는 1989년에서 1994년 사이의 국내 경제와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거시경제 개혁과 무역자유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석유호

황기에 축적된 세입의 상당부분이 화훼산업 육성 초기 개발자금으로 활용되었다. 정부 신용

자금이 바나나, 새우, 꽃 등의 에콰도르 주요 수출품을 쉽게 항구와 공항으로 운송할 수 

있게 하는 도로인프라에 투자되었고, 통화정책을 통해 환율 현실화가 이행되었다(Korovkin 

2003; Sawers 2005). 1990년대 초중반에 이르러 에콰도르의 화훼수출이 역동적으로 성장하

면서 이웃나라 콜롬비아의 화훼산업 호황이 시작된 지 약 15년 후 에콰도르도 꽃 수출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3. 기후환경과 재배지역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남미대륙의 북단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태평양을 끼고 있다. 안데

스 산맥이 두 나라를 통과하고 산맥 주변은 해발고도가 2~3천 미터에 달하는 고지대이지만 

해안지역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는데다 적도열대 부근에 위치한다. 기후대가 다양하고 

연중 서늘한 지역이 있는가하면 연중 따뜻한 봄날 같은 지역도 있다. 다만 한파와 강설량으

로 인해 겨울에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 꽃의 개화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편이지만, 기후가 온화하고 일조량과 수자원이 풍부하며 해발고도가 높은 안데스 산맥 주변

지역은 꽃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도 꽃이 잘 자라고 콜롬비아에서 화훼산업이 가장 성행한 지역은, 중부에 위치한 

수도 보고타 주변의 고원지대인 사바나 데 보고타(Sábana de Bogotá)와 북서부의 안티오키

아(Antioquia) 주이다. 보고타 고원지대와 안티오키아 주 사이에 위치한 칼다스(Caldas), 

킨디오(Quindio), 리사랄다(Risaralda) 세 개 주로 구성된 소위 “커피재배벨트(Eje Cafetero)” 

지역도 콜롬비아 최대 화훼생산단지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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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별까지 3천 미터 더 가깝다”고 일컫는 보고타와 근교 쿤디나마르카(Cundinamarca) 

주 소재의 고원지대는 연중기온이 13~21도 사이를 오르내리며 주로 장미, 카네이션, 알스트

로에메리아(alstroemerias)(<그림 2> 참조) 등의 꽃들이 대량생산된다. 보고타 고원지대는 

콜롬비아 전체 화훼 재배면적의 약 71%를 차지하는 화훼 중심지이다. 한편, 이어, 전체 

재배면적의 27%가 분포하는 안티오키아 주는 연중 기온이 18~25도 안팎에 머무르며, 거베

라(gerbera), 데이지(daisy), 폼폰(pompon), 국화류(chrysanthemum) 등이 주로 재배된다. 

농촌주민들이 화훼농장에서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티오키아 주에서는 동네 곳곳 정원이

나 꽃 장식을 쉽게 마주할 만큼 시민들의 꽃 소비 또한 활발하다. 화훼 재배면적의 나머지 

1%가 분포하는 커피재배벨트 지역은 비와 안개가 잦은 산악지대로, 습도와 기온을 활용해 

농민들은 커피뿐만 아니라 헬리코니아(<그림 3> 참조) 같은 이색적인 모양과 색을 지닌 

꽃을 재배하기도 한다.1)

<그림 2>  알스트로에메리아

자료: Flower Meaning (https://www.flowermeaning.com, 검색일: 2019.12.14.).

<그림 3>  헬리코니아

자료: Flores Bogota.co (http://www.floresbogota.co, 검색일: 2019.12.16.).

 1) (https://trendeconomy.com/trade, 검색일: 201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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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콜롬비아 꽃 재배 면적은 약 8,000ha에 달한다. 이 중 7,284ha가 온실 재배 면적이

고 나머지 1,000ha 미만은 옥외 재배 면적으로 보고되었다(PMA 2015). 최적의 기후에서 

재배되는 콜롬비아산 꽃들은 꽃봉오리가 크고 절화수명이 길어, 세계 시장에서의 수요가 

높다. 품종별로는 장미, 카네이션, 수국의 인기가 높다(한수정 2017).

  에콰도르 역시 꽃 재배에 유리한 환경을 공유하고 있다. 수자원과 토지 비용뿐만 아니라 

노동비용이 경쟁국 콜롬비아보다도 낮은 편이다. 에콰도르라는 나라이름에 반영되어 있듯

이 에콰도르는 적도를 지나는 곳으로, 꽃 재배에 유리한 일조량을 갖고 있다. 콜롬비아의 

꽃 재배지는 지형이 평평하고 기후가 균일하지만, 에콰도르 고지대는 평지가 드물고 고도, 

풍향, 강우량이 제각각인, 다양한 범주의 미기후(micro-climate)조건에서 꽃들이 재배된다. 

에콰도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화훼품목은 단연 장미로, 화훼수출의 75%가 장미이고 

카네이션과 국화류 비중은 미미하다(Sawers 2005).

4. 가공과 유통

  화훼업계의 품질관리의 관건은 꽃을 농장에서 수확해 국내외의 판매처까지 이동시키는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수출용 꽃들은 최종 소비자의 손에 닿기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생물인 꽃의 상품특성과 수출중심의 산업특성으로 인해, 꽃은 농장에서 수확되자

마자 주요도시의 공항 근처 가공장으로 운송되고, 노동자들은 절화수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가공처리와 포장 작업을 한다<그림 4>. 이후 운송과정에서 서서히 개화되어 소비시장

에는 개화 중이거나 만개한 상태로 꽃이 도착하게 된다(Paletta & McCla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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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고타 근교 화훼공장 가공작업

자료: Paletta & McClain (2018).

  

  콜롬비아 화훼중심지들은 수명이 짧은 꽃들을 한시라도 빠르게 소비시장으로 운송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도 누리고 있다. 대부분의 화훼농장과 가공장이 수도 보고타와 메데인

(Medellín)의 국제공항까지 한 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다. 농장에서 꽃을 수확하는 즉시 

말이나 트럭에 실어 농장 가까이 있는 가공장의 저온창고로 운송한다<그림 5>. 

 

<그림 5>  농장에서 보관창고까지 말로 운반되는 꽃 상자

자료: Paletta & McClain (2018).  

  운송과 가공 과정에서도 개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가공과 포장이 이루어지는 가공 작업장 

내부 온도도 섭씨 4~5도로 상당히 낮게 유지된다.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작업하는 노동자들을 



60 ∙ 세계농업 2019. 12월호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가공장의 직원들은 저온창고에 보관된 꽃의 꽃봉오리 

아래 25인치 지점을 절단하고 바구니에 담아 꽃잎을 정리하는데, 노동자들은 한 시간 평균 

400송이 이상을 처리한다. 바구니에 담긴 꽃들을 비닐로 싸고 거래처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포장해 종이상자에 담으면 국내 소비처나 공항 등의 다음 목적지로 배송될 준비가 완료된다

(Paletta & McClain 2018).

  콜롬비아의 대형 화훼업체들은 2~30여 년 전부터 공장식 생산 방식을 도입했다. 보고타 

근교에 위치한 한 화훼업체는 직원 9,000여 명을 고용하고 600ha에 달하는 12개 농장에서 

꽃 25종을 생산한다. 해당 업체 면담 결과에 따르면 매년 7억 송이에 달하는 꽃을 국내외에 

판매해 연 2억 5,000만 달러 매출액을 달성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김지헌 2016).

5. 지역 내 소비

  이러한 가공포장 과정을 거친 콜롬비아산 꽃의 96%는 수출용이지만, 약 4%는 국내시장에 

유통되어 판매된다. 국내 꽃 소비는 개인의 일시적 구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가톨릭국가인 

콜롬비아에서 교회나 성당 등의 종교단체도 중요한 꽃 소비주체이며 호텔을 포함한 여러 

민간기업의 행사에도 꽃이 대량 소비된다. 

  여러 국내 판매처 가운데, 점유율이 가장 높은 판로는 키오스크로 불리는 주요 도심의 

꽃 전문 가판대(35%)이다. 전문 가판대는 번화가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성당 등의 종교시설이

나 묘지 가까이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키오스크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은 판로는 

꽃집, 즉 전문매장(19%)이다. 대형 슈퍼마켓(12%)의 입구에 주로 설치된 화훼코너도 국내소

비자가 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이다(콜롬비아 통계청 DANE, 한수정 2017에서 재인용). 

  수도 보고타에만 사백 여개의 꽃집이 운영 중이고 중산층 거주지역에는 꽃을 실은 트럭이 

매일 길거리 판매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꽃 판매처가 많고 다양한 것은 콜롬비아 가정 

문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인구의 95%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콜롬비아에서 각종 예식이나 

의례에 꽃을 올리며, 가정에서도 거실과 여러 공간을 꽃으로 장식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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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콜롬비아 아유라 농장 내 장미로 장식된 신전

자료: Paletta & McClain (2018). 

  지역 내 연간 꽃 소비 추세는 수출 성비수기와 사뭇 다른 경향을 보인다. 콜롬비아에서는 

5월 둘째 주 어머니의 날과 여성의 날(41%)에 연중 꽃 소비가 가장 많다. 결혼식과 기념일의 

꽃 소비가 32%를 차지하며 평소 집이나 사무실 장식용 소비 비중도 27%에 이른다. 밸런타인

데이나 성탄절은 수출 성수기, 특히 대미 수출의 정점을 찍는 기간(연간 수출액 10%)이다. 

그러나 정작 콜롬비아에서 두 기념일을 전후한 꽃 소비 비중은 6%에 불과, 그다지 높지 

않다. 국내소비자의 주요 꽃 구매의사 결정요인은 가격(47%), 상품의 종류와 신선도(32%), 

포장 디자인(5%), 기타(15%) 등으로 나타났다(한수정 2017). 

6. 수출입 

  남미의 화훼산업은 불과 이삼십년 사이 빠르게 성장해 2018년 세계 시장에서 두 나라가 

각각 16.8%, 9.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2018년 전 세계 꽃 수출액이 총 86.3억 달러를 

상회한 가운데, 네덜란드가 43억 달러(49.8%)의 수출액을 달성했다<그림 7>. 이어 콜롬비아

와 에콰도르 꽃 수출액이 각각 14.5억(16.8%), 8.5억 달러(9.9%)로, 세계 2, 3위의 꽃 수출 

규모에 해당한다. 그 뒤를 잇는 화훼수출국은 케냐이다(수출액 5.7억 달러, 6.7%).2) 

 2) (https://comtrade.un.org/pb/, 검색일: 201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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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국가별 세계 화훼 수출 비중(2018년)

자료: Trend Economy (https://trendeconomy.com/trade, 검색일: 2019. 11. 30.).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생산된 꽃은 주로 서유럽(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북미(미국, 

캐나다)와 일본, 러시아 등지로 수출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수출대상국은 단연 미국이다. 

콜롬비아산 꽃의 미국 수출액은 2018년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미 화훼 수출액은 동년도 

콜롬비아 수출총액의 13.2%에 이르며 전체 화훼 수출액의 78%에 달한다. 한편, 에콰도르의 

대미 화훼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대미 비중이 43%에 달하고 에콰도르 수출총액의 4.3%에 

이르는 수준이다.3) 근거리와 관세협정 등의 이점으로 인해 두 나라 모두 화훼산업의 대미의

존도는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

  남미 두 나라의 화훼산업의 높은 대미의존도는 화훼산업 초기단계의 발전역사와 맞닿아 

있다. 코카 등의 마약작물 생산을 약화하고 합법 작물 생산을 유도하려던 미국 정부는 1960

년대 케네디 집권기부터 부시 정권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외(대중남미)정책수단을 활용했다. 

미국은 자국소비시장을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 적극 개방하고 각종 무역거래 규정을 완화

해 합법작물 대미수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부시 행정부 시기 미 의회는 1991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4개국의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안데스무역특례법

(Andean Trade Preference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으로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생산된 

 3) (https://comtrade.un.org/pb/, 검색일: 201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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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에 부과되던 6~8%가량의 수입세가 폐지되었다. 미국 정부와 경제 관료들은 해당 입법으

로 불법작물 생산과 유통이 성행하던 4개국의 경제를 합법화하고 세계경제권 안으로 편입시

키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Hernandez 2015).

  관세혜택에 더해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열리면서, 미국에 비해 훨씬 빠르고 싸게 

생산된 남미 두 나라의 장미들은 미국 슈퍼마켓 등의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소매점에 

대량 구매된다. 정작 콜롬비아나 에콰도르에서는 밸런타인데이를 크게 기념하지 않지만, 

미국소비자의 장미 수요는 매해 이 시기를 전후해 정점에 달한다. 많게는 평소 대미 수출량

의 10배의 주문을 받고 화훼수출업계 연간 수입의 20%를 벌어들인다. 미국 월마트 한 업체

에서 밸런타인데이 수요에 대비해 콜롬비아산 장미 2,400만 송이를 구매한다.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보고타 국제공항에서 화물기마다 백만 송이 이상의 장미를 실은 서른 대의 

비행편이 매일 마이애미로 향한다. 최근 마이애미 공항에는 꽃 천만 송이를 추로 보관할 

창고 증설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Paletta & McClain 2018)<그림 8>. 

<그림 8>  마이애미 국제공항 행 콜롬비아 아비앙카 화훼 화물기

자료: Paletta & McClain (2018).

  미국(주로 서부 캘리포니아 주 일대)의 화훼농장들은 현저히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밀려드

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산 꽃과 거의 경쟁이 불가능했다.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의 화훼재배

지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 주로 분포해 같은 일조량으로도 생장이 빠른 강점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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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배지역도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해 마이애미까지 4시간 안에 화훼품목이 도착한다. 

심지어 미 서부에서 동부 주요도시까지 꽃을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남미산 꽃들이 미국시장에 도착하기도 한다. 

  저가 꽃 구매를 원하는 소비층을 붙잡으려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윤구조와 가격 전략도 

미국 화훼농장이 자국시장에서 버티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저비용으로 생산되어 수입된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의 장미조차도 미국 시장에서의 소비자가격이 십여 년째 동일한 수준

에 머물러 있다. 90년대 이후부터 미국 화훼업계는 시장 개방과 유통 시스템으로 인해 쇠퇴

의 길을 걸었다. 남은 미국 화훼 농장들은 품질고급화 전략을 택해 특별한 수요가 있는 

곳에 소규모로 납품하며 명맥을 잇고 있다(Paletta & McClain 2018). 

  미국 화훼업자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로비해서 1994년부터는 반덤핑규제가 실시되었고 

이로 인해 무관세가 적용되던 남미 화훼수입품은 다시 과세되었다. 실제로 이 규제로 인해 

남미 화훼수출산업이 1990년대 중반 불확실성으로 인해 타격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무역증진협정이 발효되면서 화훼품목 수입관세는 다시 완전히 폐지되었고 특히 콜롬비아 

대미 화훼수출은 수십 년간 지속된 호황 국면에 있다. 

  반면, 에콰도르는 1990년대 초중반까지 수출성장을 지속하다가 중후반부터 성장 역동성

이 서서히 낮아졌다. 여러 요인이 작용했으나 국제 화훼시장의 수요도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기 시작했고 에콰도르 꽃 재배업자의 주 고객이던 러시아 화훼시장이 1990년대 후반의 

일련의 국가재정위기로 인해 거의 무너졌다. 연이어 국제 화훼품목 가격이 하락하고 에콰도

르의 일부 화훼업체는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에콰도르 화훼산업

은 이웃나라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더욱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성장한 케냐 등지에서 생산

된 꽃과도 경쟁에 나서야 했다(Korovkin 2003)(<그림 9> 및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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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주요 화훼수출국 수출액 동향(2006-2018년, 십억 달러(US$))

십억 달러(US$)

자료: Trend Economy (https://trendeconomy.com/trade, 검색일: 2019. 11. 30).

<표 1>  주요 화훼수출국 수출액 동향(2006-2018년, US$)

2006 2010 2014 2018

네덜란드 3,332,398,300 3,692,293,880 4,672,015,016 4,300,170,473

콜롬비아 967,037,234 1,240,481,434 1,374,245,753 1,458,170,487

에콰도르 435,834,047 607,760,851 918,243,09 851,930,753

케냐 274,945,726 396,238,542  - 575,045,215

벨기에 73,501,371 245,499,938 285,633,134 150,937,438

말레이시아 48,467,253 96,854,796 98,099,255 116,333,599

이탈리아 81,884,471 88,734,431 86,733,740 108,424,821

중국 32,955,385 57,013,934 87,731,999 108,199,102

자료: Trend Economy (https://trendeconomy.com/trade, 검색일: 201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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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과 기술혁신

  화훼산업은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산업으로, 기업형 농장과 가공장으로 규모가 현저히 커

졌더라도 일반적인 경종농업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은 편이다. 손상되기 쉬운 품목의 특성상 

거의 모든 생산단계마다 사람의 손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꽃 한 송이를 농장에서 가져와 포장해 거래처로 운반하기까지 총 28단계의 

세부작업을 거쳐야 한다. 각 생산단계에 맞는 다양한 적정 신기술을 보유하고 기계 상용화 

여력이 있는 네덜란드와 같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대다수 화훼주요국들은 자국의 저임금 

노동력에 크게 의존한다(Hernandez 2015). 

  콜롬비아 화훼산업은 8~9만여 명을 직접고용하고 포장과 운송 과정 등에 관여하는 5~8만 

명을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콜롬비아 농촌 여성 일자리의 약 25%가 

화훼산업 관련 일자리이며 화훼산업 여성 고용 비중은 65%에 이른다. 특히 보고타 근교와 

안티오키아 주 농촌의 저소득층 여성에게 중요한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산업 

성장 초기에는 꽃 재배 농가를 비롯한 지역농가의 여성가장이나 자녀들이 주변의 규모화된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례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콜롬비아의 내전과 그에 뒤따른 폭력을 피해 보고타와 메데인 등의 대도시나 

직접적인 내전 피해가 덜한 대도시 주변 지역으로 강제 이주한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국내외 

이주 여성가장들이 화훼업계에 고용되는 비중이 높아졌다(Madrid & Lovell 2007). 남미산 

화훼수출 가운데서도 대미수출이 지속 확대되면서 재배국뿐만 아니라 남미산 수입품이 처

음 도착하는 플로리다 주에도 화훼관련 일자리(주로 가공포장과 운송)가 대거 늘어났다. 

세계은행은 콜롬비아 화훼산업의 고용창출력을 두고 “시장경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능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 평가할 정도였다(Hernandez 2015).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두 나라의 이주민들과 고지대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저가에 활용해 

이익을 내는 화훼산업을 향한 비판(Wright & Madrid 2007) 또한 엄중히 읽혀야 한다.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모두 화훼농장에서의 노동은 엄격한 젠더별 작업 구분 양상을 

보인다. 여성노동자들은 파종, 비료, 수확, 포장 등의 재배과정에 관여하고 남성노동자들은 

제초제를 뿌리고 온실재배시설을 관리하거나 농장에서 공항까지의 운송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그림 10> 참조). 예민하고 부서지기 쉬운 화훼작물을 여성이 잘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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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전통적 성역할관념이 남미 두 나라 화훼업계의 높은 여성고용 비중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Elson & Pearson 1981).

<그림 10>  콜롬비아 화훼농장 노동자 역할분담 

자료: Flowers of Colombia (https://flowersofcolombia.co, 검색일: 2019.12.14.).

  계절성은 남미 화훼산업의 노동 시스템을 설명하는 주요 특성이다. 미국과 유럽 일부 

시장 의존도가 높은데다, 몇몇 기념일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노동력 수요가 극히 높아지고 

연중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시장의 구매수요가 높아지는 수출 성수기에는 별도 근로

계약 없이 일시 고용되는 인력이 많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계약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건강보험 혜택과 여러 안전대책의 

범위 밖에 머물러 있다. 제초제를 비롯한 각종 화학물질 노출 비중이 높고 하루 많게는 

12~16시간까지의 고강도 작업을 요하는 노동환경을 고려하면 안전대책과 보험 부재는 시급

히 개선되어야 하는 조건이다(Ferm 2008). 

  한편, 근로계약에 기초해 고용된 정규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적

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정 최저임금은 가구 기본수요 충족에 필요한 금액의 45%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Max & Lovell 2007). 

  화훼산업 노동이 취약여건에 놓인 여성들의 소득 창출원이 되고 비공식적일자리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던 주민들에게 제도권 경제활동 편입 기회를 주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

적이다. 실제로 두 나라의 화훼산업이 성장하면서 토지가 없거나 토양열화로 인해 자립하여 

농사지을 여력이 없던 농민들은 꽃 재배로 생계를 꾸려갈 수단을 찾았다(Ferm 2008). 많은 

여성농민의 노동력을 흡수하면서 가구 내 젠더역학에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킨 것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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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그러나 화훼농장 노동자들은 가치사슬 형태의 국제무역거래에서 협상력이 매우 

약한 이해관계자이다. 남미 화훼업계의 노동의 질과 여건에 관해 업계와 소비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끊임없는 성찰과 개선이 요구된다.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의 화훼산업이 노동집약적으로 발전했으나 온실 재배시설 비중이 

전체 화훼면적의 90%가량을 차지해, 온실 시설 관련 자재 수요는 꾸준하다.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등 유럽의 농업선진국에서 적극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팜 시설 관련 기술과 투자에 

관한 남미 화훼업자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온도와 습도 자동 조절 시스템, 비료순

환 시스템 등을 도입해 세계 스마트 산업 흐름을 따라 재배시설을 원격과 자동으로 유지 

관리하려는 화훼업체들도 최근 늘고 있다(한수정 2017).

8. 나가며 

  남미 북단의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는 이웃한 두 나라,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의 화훼산업 

발전경로와 현황을 이 글에서 살펴보았다. 접근 가능한 문헌자료의 양과 범위의 차이로 

두 나라 화훼산업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지형과 기후환경을 공유하는 남미의 두 

나라가 어떤 계기와 동력으로 세계 2, 3위의 화훼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 개괄했

다. 두 나라는 농업환경에 유사점이 많지만 20세기 후반 이질적인 무역정책과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채택했고 이것이 두 나라의 화훼산업, 특히 꽃 수출의 갈림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계 화훼시장에는 안데스지역 국가 외에도 케냐와 에티오피아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도약하고 있다. 전통적인 화훼강국이었던 북미와 유럽의 화훼농가들도 품질고급

화 전략을 택해 세계 소비시장을 다시금 매혹하는 데 나섰다. 

  소비자 관점에서 꽃은 식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농산물과 구별되지만, 생산자 관점에

서는 여느 농작물처럼 기후토양환경을 고려하고 노동을 투입해 키우는 생물이며 중요한 

가구소득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에콰도르의 안데스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농과 내전피해를 

비롯해 불안정한 정치, 경제 상황에서 탈피하고자 이주한 콜롬비아 농촌주민들에게 화훼산

업이 성장국면에 접어들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화훼산업의 눈부신 성장

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노동을 제공

한 여성과 농촌주민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점에 이견이 많지 않다. 세계 화훼시장의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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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과 생산비용 저감 경쟁은 이어질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섬세하고 고된 노동으로 

피어난 남미의 꽃들이 세계시장에서 계속 활약할 수 있으려면, 노동처우 개선과 적정한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기반이 견고하게 다져져야 한다. 

참고문헌

김지헌. 2016. ‘<한-콜롬비아FTA> ②커피만 있다? 꽃·과일·당류 등 강세| 연합뉴스’. (https:// 

www.yna.co.kr/view/AKR20160926081700009) (검색일: 2019. 12. 1).

한수정. 2017. ‘콜롬비아 화훼산업 활짝 피다’. EMERiCs. (http://www.emerics.org/mobile/ 

business.do?action=detail&brdctsno=232579&systemcode=06) (검색일: 2019. 12. 1).

Castro, Laura Rodriguez, Barbara Pini, and Sarah Baker. 2016. ‘TheGlobal Countryside: 

Peasant Women Negotiating, Recalibrating and Resisting Rural Change in 

Colombia’. Gender, Place & Culture 23(11): 1547–59. (https://doi.org/10.1080/ 

0966369X.2016.1219322)

Elson, Diane, and Ruth Pearson. 1981. ‘“Nimble Fingers Make CheapWorkers”: An Analysis 

of Women’s Employment in Third World Export Manufacturing’. Feminist Review 

7(1): 87–107. (https://doi.org/10.1057/fr.1981.6)

Ferm, Nora. 2008. ‘Non-Traditional Agricultural Export Industries: Conditions for Women 

Workers in Colombia and Peru’. Gender & Development 16(1): 13–26. (https:// 

doi.org/10.1080/13552070701876078)

Hernández, Sara. 2015. ‘Shocks to the Flower Industry and Education in Colombia’, 44.

Korovkin, Tanya. 2003. ‘Cut-Flower Exports, Female Labor, and Community Participation 

in Highland Ecuador’. Latin American Perspectives 30 (4): 18–42.

Madrid, Gilma, and Terry Lovell. 2007. ‘Working with Flowers inColombia: The “Lucky 

Chanc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30(3): 217–27. (https://doi.org/ 

10.1016/j.wsif.2007.03.003)

Paletta, Damian and Matt McClain. 2018. ‘Roses Are Cheap on Valentine’s Day – Becauseof 

Where They Come From’. Washington Post. 2018. (https://www.washingtonpost.

com/news/business/wp/2018/02/10/feature/colombia-rose-trade-industry-valenti

nes-day (검색일: 2019. 12. 3).



70 ∙ 세계농업 2019. 12월호

PMA. 2015. ‘Colombia Floral Market Final.Pdf’. PMA. (https://www.pma.com/content/ 

articles/2015/04/colombian-floral-industry-overview).

Sawers, Larry. 2005. ‘Nontraditional or New Traditional Exports:Ecuador’s Flower Boom’.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40(3): 40–66. (https://doi.org/10.1353/lar.2005.0063)

Wright, Caroline, and Gilma Madrid. 2007. ‘Contesting Ethical Trade in Colombia’s 

Cut-Flower Industry: A Case of Cultural and Economic Injustice’. Cultural Sociology 

1(2): 255–75. (https://doi.org/10.1177/1749975507078190)

참고사이트

콜롬비아 통계청 DANE (https://www.dane.gov.co)

에콰도르 중앙은행 BCE (https://www.bce.fin.ec)

Flowers of Colombia (https://flowersofcolombia.co)

Flores Bogota.co (http://www.floresbogota.co)  

Flower Meaning (https://www.flowermeaning.com)

Trend Economy (https://trendeconomy.com/trade)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pb/)



�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월

양계산업

세계 양계산업 동향

일본의 양계산업 동향

호주의 양계산업과 주요 정책

2월

견과류산업

세계 견과류 수급 동향

미국의 견과류산업 동향과 전망

터키의 견과류산업

3월

베리류산업

미국의 베리류산업 동향

폴란드의 베리류산업 동향과 관련 정책

일본의 딸기산업과 관련 기술 동향

4월
자몽산업

세계 자몽산업 동향 

5월

초콜릿산업

세계 초콜릿산업 동향

스위스의 초콜릿산업

6월

차(茶)산업 I

스리랑카의 차산업 동향

인도의 차산업 동향과 정책

7월

차(茶)산업 II

케냐의 차산업 동향

중국의 차산업 동향

8월
대두산업 I

주요 대두 수입국들의 수급변화와 관련 정책

9월
대두산업 II

미국의 대두 수급 변화와 대두관련 정책

10월
라면산업

세계 라면산업 동향과 우리나라의 라면산업

11월

조경수산업 I

일본의 조경수산업 동향과 지원제도

중국의 조경수 시장 동향

12월

조경수산업 II

네덜란드의 조경수산업 지원제도

미국의 조경수 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HISTORY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71

�������	�
�� �������



�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7년

1월
고령친화식품 산업

일본의 개호식품 산업 동향

2월

커피산업 I

세계 커피산업의 생산 및 소비 동향

중국의 커피시장 동향

3월

커피산업 II

세계 커피산업 동향

세계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

4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기술 I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특징과 농업 적용 기술

5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기술 II

해외 기후스마트농업 연구동향 및 적용 사례

6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기술 III

세계 3D 식품 프린팅 기술 및 산업 동향과 미래 전망

7월

종자산업

인도의 종자산업

중국의 종자산업

8월
가축분뇨처리 I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9월
GM작물

세계 GM작물 재배 동향

10월

가축분뇨처리 II

일본의 가축분뇨처리 기술 동향

유럽의 가축분뇨처리 정책 동향

11월

곤충산업 I

세계 식용곤충 시장 및 가공기술 동향

식용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12월

곤충산업 II

유럽의 식용곤충 소비와 정책 동향

일본의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2018년 1월

바이오에너지 Ⅰ

오스트리아의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식용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72 ∙ 세계농업 2019. 12월호

(계속)



�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8년

2월
바이오에너지 Ⅱ

미국·브라질의 바이오에탄올 산업

3월
바이오에너지 Ⅲ

필리핀·태국·인도 바이오에탄올 산업 동향과 시사점

4월
농기계산업 Ⅰ

동남아 주요국의 농기계 시장

5월

농기계산업 Ⅱ

일본의 농기계산업 동향

중국의 농기계산업 동향

6월
열대과일 I

주요 열대과일의 세계 생산 및 교역 현황: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7월
열대과일 Ⅱ

기타 열대과일의 세계 생산 및 교역 현황: 아보카도, 파파야, 코코넛

8월
말산업Ⅰ

유럽 주요국의 말산업 동향

9월
말산업Ⅱ

일본의 말산업 동향

10월
말산업Ⅲ

미국, 호주의 말산업 동향

11월
유기농식품

미국 유기농식품 현황과 시사점

12월
가정간편식(HMR) I

유럽의 가정간편식(HMR) 산업현황 Ⅰ -영국,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2019년

1월
가정간편식(HMR) II

유럽의 가정간편식(HMR) 산업현황 Ⅱ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를 중심으로

2월
가정간편식(HMR) III

일본의 가정간편식(HMR) 산업 현황

3월
대체육류

세계 대체육류 개발 동향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HISTORY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73

(계속)



�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9년

4월
반려동물산업 I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 현황

5월
반려동물산업 II

일본의 반려동물 정책과 산업 현황

6월
토마토

세계 토마토 생산 및 교역 동향

7월
감자

세계 감자산업 동향

8월
차(茶)산업

일본의 차산업 동향과 시사점

9월
대마산업

미국의 대마산업 합법화 배경과 시사점

10월
대체당류

대체당류 산업 동향: 스테비아를 중심으로

11월
향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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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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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세계농업 2019. 12월호

(계속)



Part 3

국가별 농업자료

칠레

칠레의 농업 현황 | 강형준





칠레의 농업 현황

국가별 농업자료 ∙ 77

칠레의 농업 현황

강 형 준 * 4)

1. 칠레의 일반현황

1.1. 개황1)

  칠레공화국(República de Chile, 이하 칠레)은 남아메리카의 남서부에 위치한 나라로 태평

양과 안데스산맥 사이의 남북으로 기다랗게 뻗은 영토를 가졌으며, 국토 면적은 약 75만

7,000km
2
 정도이다. 북쪽으로는 페루, 동쪽으로는 볼리비아 및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태평양을 마주보고 있다<그림 1>. 

  또한 동쪽의 안데스산맥과 더불어, 칠레 북부에 위치한 아타카마 사막, 남부의 파타고니아 

및 서부 해안을 형성하고 있는 태평양 등 사방이 막힌 다소 고립된 국토를 가지고 있다. 

국토의 폭은 대략 175km 정도인 데 반해 길이는 약 4,300km나 되는 특이한 국토 형태 

덕에 매우 다양한 기후를 지니고 있다.

  칠레는 위도에 따라 아열대, 사막, 지중해성, 한랭 기후 등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 칠레

의 북부지역(남위 17° -32°)은 사막 및 아열대성 기후를 지녀 연평균 기온 16도를 유지하지

만, 남부지역(남위 38° -54°)은 한랭 기후로 강우량이 풍부하며 춥고 다습하다(연평균 기온 

9도). 또한, 중부지역(남위 32° -38°)은 건기, 우기로 나뉘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 여름철

에 따뜻하고 겨울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덜 추운 편이다. 이러한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칠레 인구의 대략 3/4은 중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 강원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과정 (94hyungjun@naver.com)

 1)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C%B9%A0%EB%A0%88, 검색일: 2019.10.29.)와 한국농어촌공사

(2015. p. 47-58)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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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칠레 지도

자료: 외교부(2018, p. 3).

1.2. 정치 및 사회 동향2)

  칠레는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아 1818년 2월 12일 스페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후 칠레는 1881년 아르헨티나와 조약을 맺어 마젤란 해협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고 1879년부터 1883년까지 약 4년간 페루·볼리비아 연합군과의 전쟁에 

승리해 북부 아타카마 사막을 병합했다. 이후 1891년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분배를 놓고 

내전이 일어나고 1924년 루이스 알타미라노 장군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20세기 초까지 

칠레의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었다. 1932년 헌정질서가 복구되고 중산층을 대변하는 급진

당이 정권을 장악하였지만 중대한 개혁은 없었고, 이후 기독교민주당이 정권을 잡아 교육, 

주택, 농지개혁, 농업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 등 광범위한 정책을 수행했다. 1970년 살바도르 

 2) 김진오·김효은(2019, p. 3-1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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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옌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계 최초로 선거에 의해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하게 된다. 

아옌데는 민간 기업과 은행의 국유화를 단행하고 농지개혁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미국의 지원을 받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1973년에 일으킨 쿠테타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

  정권을 탈취한 피노체트 장군은 4두 체제의 군사정권을 수립하고 16년간 군부독재를 

이어나갔으나 이후 1989년 민주화 운동의 압력을 받아 치러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물러나

고 마침내 칠레는 문민정부로 복귀하게 되었다. 

  칠레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자국의 정치 및 사회문제와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도 

연평균 5~6%의 매우 건실한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다. 그러나 바첼렛 정부 집권 2기(2014

년~2018년) 동안 저성장과 고환율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수출품인 구리가격 

하락과 바첼렛 정부가 추진한 세제 및 노동 개혁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칠레의 

연평균 성장률은 1~2%로 주저앉았다. 이후, 집권 1기(2010년~2014년)에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한 바 있는 피녜라 대통령이 재선됨으로써 국민들은 다시금 성장 동력의 회복

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칠레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빈곤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인구의 13%가 여전히 빈곤하며,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칠레의 지니계수는 2011년 0.471, 2013년 0.465, 2015년 0.454, 2017년 0.46으로 점진적으

로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지니계수 개선

율3)은 2015년 기준 4.83%로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율의 

경우, 칠레 사회개발부가 실시한 사회경제수준조사(CASEN)에 따르면 칠레의 빈곤인구는 

2006년 16.5%에서 2015년 8.1%로, 극빈곤인구는 2006년 12.6%에서 2015년 3.5%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차를 세전 지니계수로 나눈 값으로 조세제도 등의 재정정책이 소득분배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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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칠레 주요경제지표

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p

명목GDP (10억 US$) 243.9 250.3 277.6 298.2 300.9

1인당 GDP (US$ at PPP) 22,776 23,499 24,686 25,967 27,057

GDP성장률 (%) 2.3 1.6 1.5 4.0 3.2

실업률 (%) 6.3 6.5 6.6 6.9 6.4

무역수지 (100만 US$) 3,427 4,863 7,359 4,668 4,293

경상수지 (100만 US$) -5,648 -3,960 -5,964 -9,158 -8,364

물가 상승률 (%) 4.4 2.7 2.3 2.1 2.7

국가채무 (GDP에서의 비중) 17.3 21.0 24.5 26.1 26.4

금리 (%) 3.1 3.5 2.7 2.5 3.4

환율 (페소/US$) 707.34 667.29 615.22 695.69 676.86

주: p는 전망치

자료: Economic Intelligence Unit(2019, p. 11).

  오늘날의 칠레는 남아메리카에서 상당히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국가다. 1인당 국내총생산

(GDP)이나 국민총소득(GNI) 등에서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이어 남아메리카 3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빈곤율 및 부패 정도를 지녔으며 인간개발지수

(HDI)4)도, 2017년 기준 0.843으로 세계 38위, 남아메리카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반면에 칠레는 경제와 사회 양면에서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외경기변동에 취약한 광물자원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에서의 탈피와 지속적으

로 문제시되어 온 소득불균형 완화 등이다.

 4) UN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국의 문자 해독률, 평균 수명, 1인당 실질국민소득 등을 조사해서 각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로서 (기대수명지수*소득지수*교육지수)^(1/3)의 공식을 통해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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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 산업동향

  칠레는 구리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서 국가 경제에서의 구리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여 전체 GDP의 8%,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5)

 2016년 칠레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 중 주택·고용·공공부문의 비중이 2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상업·외식·호텔 11.2%, 제조업 11%, 사업서비스 10.4%, 부가가치

세·수입세 8.6%, 운송·통신 8.2%, 광업 8.1%, 건설 6.6%, 금융업 4.9%, 농수산업 3.9%, 전기·

가스·수자원 3% 등의 순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중 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1%로 이는 제조업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건설과 금융업, 농수산업 등 많은 

산업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봤을 때 

여전히 칠레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칠레의 산업구조(2016)

자료: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검색일: 2019.10.29.).

 5) 칠레 광업 수출액 중 구리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92%에 달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구리의 비중은 

2003년 36.3%에서 2017년 50%로 증가하였음(외교부, 2018.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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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칠레의 농업 현황

2.1. 일반현황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다르게 칠레의 농촌인구는 2000년 약 214만 명에서 2018년 233

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농촌인구 성장률 또한 –0.92%에서 0.80%로 

상승하였다. 반면, 농촌인구 비중은 2000년 13.93%에서 2018년 12.44%로 감소하였다. 국토

면적에서 칠레의 농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0.32%에서 2016년 21.17%로 증가하

였으나 같은 기간 경지면적은 17.5%에서 12.7%로 감소하였다.6) 한편, 농업 GDP는 2000년 

41억 8,000만 달러에서 2018년 109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농업이 전체 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38%에서 3.64%로 감소하였다. 

<표 2>  칠레 농업 일반 현황

지표 2000 2010 2012 2014 2016 2018

농촌인구 (만 명) 214 221 223 225 229 233

농촌인구 성장률 (연%) -0.92 0.60 0.52 0.61 0.83 0.80

농촌인구 비중 (%) 13.93 12.93 12.81 12.70 12.58 12.44

농지면적 (천km
2
) 151.10 157.43 157.55 157.61 157.42 -

농지면적 비중 (국토면적 중 %) 20.32 21.17 21.19 21.20 21.17 -

경지면적 (천km
2
) 17.50 12.71 12.83 12.89 12.70 -

경지면적 비중 (국토면적 중 %) 2.35 1.71 1.73 1.73 1.71 -

국토면적 (천km
2
) 743.5 743.5 743.5 743.5 743.5 743.5

농업 GDP (십억 US$) 4.18 7.90 8.83 9.72 10.00 10.90

농업 GDP 비중 (%) 5.38 3.62 3.30 3.73 3.99 3.64

고용에서의 농업 비중 (%) 14.44 10.60 9.98 9.40 9.48 9.15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19. 10. 28).

  칠레는 2007년 기준7) 301,376 농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농규모 10ha 미만의 소농이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 영농규모 20ha 미만 농가는 

 6) 경지면적(arable land)은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농지면적(agricultural area)은 영구경작지(permanent 

cropland) 및 영구목초지(permanent pastrues)까지 포함하는 개념임(WIKIPEDIA, 검색일: 2019.12.20).

 7) 2007년에 실시된 국가농림축수산업총조사(VII National Agricultural, Livestock, and Forestry Census) 이후 칠레 통계

청과 농림정책연구소는 2020년에 재조사를 실시해 규모 및 지역별 농가 특성에 관한 정보를 최신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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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73.4%에 달하며 20ha에서 100ha 사이 농가는 19%이고, 100ha보다 큰 농가는 7.6%

이다. 반면, 1,000ha 이상의 대농은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이와는 반대로 농지 소유 

정도는 1.1%에 불과한 대농이 전체 농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러한 비대칭적인 농가 경영 구조는 칠레의 고질적인 소득 불평등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표 3>  칠레 영농규모 별 농가 분포 (2007년)

영농규모(ha) 농가  비율(%) 누적비율

0 1,824 0.6 0.6

0.1 – 4.9 125,334 41.6 42.2

5 – 9.9 48,711 16.2 58.4

10 – 19.9 45,338 15.0 73.4

20 – 49.9 40,275 13.4 86.8

50 – 99.9 16,972 5.6 92.4

100 – 499.9 16,741 5.6 98.0

500 – 999.9 2,722 0.9 98.9

1000 이상 3,459 1.1 100.0

합계 301,376 100.0 -

자료: ODEPA(PANORAMA DE LA AGRICULTURA CHILENA 2019, p. 27).

2.2. 생산 및 소비 현황

2.2.1. 곡물

  국가 차원에서 칠레의 가장 중요한 농작물은 밀과 옥수수, 귀리 등으로 전체 농경지의 

75%를 차지하며 대부분 칠레의 남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밀과 

옥수수는 생산량과 생산액이 가장 높은 작물에 속한다. 밀은 칠레 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곡물 중 하나로서 2017/18년도8) 칠레 밀 생산량은 146만 9,003톤으로 2016/17년도 대비 

8.8% 가량 상승하였다. 생산량이 이같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밀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로 

인한 농가의 재배면적 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8/19년 밀 생산량

은9) 151만 542톤, 경지면적 24만 3,100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ha당 평균적으로 6.2톤의 

 8) 2017/18년도(Marketing Year 2017/18)는 2017/18 유통연도를 의미하며, 콩과 옥수수의 유통연도는 2017년 9월 1일

부터 그다음 해인 2018년 8월 31일까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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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이변과 병해충 등으로 인한 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 재배면적과 수확면적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9/20년 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플라스틱 곡물 포대의 사용증가로 인해 밀 생산량은 2.6% 증가한 15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는 국내 밀 소비량이 국내 밀 생산량을 상회하는 밀 순수입국이다. 밀 소비량은 연평

균 1%씩 증가하는데 이는 칠레의 인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1인당 밀 소비량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지만, 칠레는 여전히 독일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빵을 많이 소비하

는 국가(연간 소비량)이며 1인당 연간 96kg 가까이 소비한다.

<그림 3>  칠레 밀 수확면적 및 생산량

 생산량(톤)     수확면적(ha)

자료: USDA FAS Grain and Feed Annual Report(2019, p. 3).

  칠레 통계청에 따르면, 옥수수 수확면적은 2016/17년 9만 4,668ha에서 2017/18년 8만 

9,058ha로 감소하였다(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 그러나 옥수수의 평균 산출량(단수)이 

11%가량 증가한 덕분에(2017/18년 12.5톤), 총생산량은 같은 기간 106만 2,589톤에서 111

만 608톤으로 증가하였다. 2018/19년 옥수수 생산량은 그해 매우 더웠던 여름철 날씨와 

관개용수의 사용 가능성 감소로 인하여 2017/18년 대비 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9) 모든 공식적인 밀 생산량 추정치는 2007년에 실시한 국가농림축산어업총조사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음 2019-2020년에 

실시될 다음 총조사에 기반하여 공식적인 밀 생산량 추정치는 최신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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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칠레 밀과 옥수수 수확면적 및 생산량

구분 2016/17 2017/18 2018/19p

밀
생산량(톤) 1,349,492 1,469,003 1,510,542

수확면적(Ha) 225,042 236,415 243,100

옥수수
생산량(톤) 1,062,589 1,110,608 1,048,390

수확면적(Ha) 94,668 89,058 88,100

주: p 추정치

자료: USDA FAS Grain and Feed Annual Report(2019, p. 3-7).

<그림 4>  칠레 옥수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생산량(톤)     수확면적(ha)

자료: USDA FAS Grain and Feed Annual Report(2019, p. 7).

  칠레의 옥수수 소비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옥수수 소비량 중 90%는 가금육과 연어, 돼지

고기 생산을 위한 사료용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10%만이 식량과 종자용으로 소비되는 실정

이다. 칠레는 가금육과 돼지고기 생산 등 축산업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옥수수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칠레 사료생산업체들은 해외 수입을 통해 옥수수를 충당하고 있다.

2.2.2. 과실류

  칠레 농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칠레 내 과실류 재배면적은 2008년 24만 9,544ha에서 

2018년 32만 1,590ha로 10년 동안 28.9% 가까이 증가하였다. 품목별 과실류 재배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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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포도가 칠레 내 전체 과실류 재배면적 중 14.9%로 가장 넓은 

재배면적을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호두(11.5%)와 사과(10.6%), 체리(9.4%), 아보카도(9%) 순

으로 나타났다.

  칠레의 2018/19년도 포도 수확면적은 미국시장에서 페루산 포도와의 경쟁 심화로 인해 

2017/18년도 대비 0.2%가량 감소한 4만 5,900ha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칠레에는 

총 1만 6,300개의 포도 과수원이 있으며, 과수원 규모는 중소과수원이 대부분이다. 재배면적

이 5ha 미만인 과수원이 전체과수원 중 85%에 달하며, 전체 재배면적 중 73%를 차지한다. 

2018/19년 칠레 포도 생산량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87만 4,600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7/18년도 여름의 심각한 더위로 인한 산출량 감소 및 특히 코피아포 계곡(Copiapó 

valley) 북부에 위치한 주요 포도 생산지 주변의 재배면적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칠레는 포도 생산량 중 80%를 수출하며 남은 20%를 국내에서 소비하는데 2018/19년 

칠레 내 포도 소비량은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18만 4,900톤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8/19년도 칠레 내 사과 생산량은 농업용수 부족 및 이상기온으로 인해 2017/18년도 

대비 5% 감소한 125만 톤으로 예상된다. 재배면적은 3만 4,427ha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4.2%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 원인은 남반구에 

위치한 수출국들과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한 이윤 감소, 소비자들의 새로운 사과 품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칠레 사과농가들의 체리나 호두같이 상대적으로 더욱 수익성이 높은 대체

작물의 전환을 꼽을 수 있다. 2018/19년도 칠레의 사과 소비량은 생산량의 19%에 이르는 

24만 톤 정도일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 생산량 중 23%에 해당하는 28만 6,000톤은 가공용으

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호두는 칠레에서 가장 많이 재배된 작물 중 하나로서 칠레 내 호두 재배면적 중 37%는 

산티아고 수도주(Santiago Metropolitan Region)에 위치하고 있다. 2019/20년 호두 재배면

적은 4만 5,000ha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호두 생산량은 산티아고 수도주 내 가뭄 및 

봄철 추위 등 불리한 기상조건에도 불구하고 2018/19 대비 3.3% 증가한 15만 5,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의 호두 소비량은 전체 생산량 중 단지 2%에 불과하다. 칠레 

사람들은 호두를 주로 간식으로 섭취하며, 제과업체는 초콜릿과 패스트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한다.

  한편 체리는 2017/18년 최적의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기록적인 생산량을 달성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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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년도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20만 1,000만 톤이 생산되었다. 2019/20년도 체리 

생산량은 수확기(11월 및 12월) 예상치 못한 강우나 한파 등이 없는 정상적인 기후조건 

가정하에서 23만 1,0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칠레의 체리 소비량은 전체 생산량 중 

8%밖에 되지 않으며, 2%는 가공용으로 사용된다. 2019/20년도 체리 소비량은 칠레 소비자

들의 신선체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23% 증가한 1만 8,5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칠레의 연도별 과실류 생산량

구분 2016/17 2017/18 2018/19p

포도

생산량(톤) 916,956 915,228 874,600

수확면적(ha) 46,100 46,000 45,900

소비량(톤) 186,056 184,228 184,900 

사과

생산량(톤) 1,310,000 1,300,000 1,250,000

수확면적(ha) 33,600 33,400 33,000

소비량(톤) 285,500 243,059 240,000 

구분 2017/2018 2018/2019 2019/2020

호두

생산량(톤) 127,000 150,000 155,000

수확면적(ha) 33,000 37,777 39,036

소비량(톤) 3,000 3,200 3,300

체리

생산량(톤) 206,741 201,000 231,000

수확면적(ha) 29,000 32,500 35,500

소비량(톤) 15,607 15,000 18,500

주: p 추정치. 

자료: USDA FAS Fresh Deciduous Fruit Semi-annual Report(2019, p. 5-11), USDA FAS Tree Nuts Annual 

Report(2019, p. 12), USDA FAS Stone Fruit Annual Report(2019, p. 7).

2.2.3. 육류

  칠레는 구제역과 같은 가축 질병 이동의 차단역할을 하는 아타카마 사막(북부), 안데스 

산맥(동부), 파타고니아 및 남극(남부), 태평양(서부) 등 천혜적인 자연조건 덕분에 남미에서 

유일하게 가축 질병(구제역 등)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2-17년도 칠레의 축산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우유는 2012년 약 

265만 톤에서 2017년 199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육류의 경우 2012년까지는 

돼지고기가 닭고기보다 더 많이 생산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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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달걀 생산량은 2012년 약 20만 8,000톤에서 

2017년 23만 톤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칠레의 연도별 축산물 생산량

단위: 1,000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쇠고기 198 206 224 225 215 200

돼지고기 584 550 520 524 508 489

닭고기 571 582 572 604 628 638

우유 2,650 2,149 2,149 2,029 1,991 1,991

달걀 208 208 213 226 226 230

자료: FAOSTAT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9. 10. 30).

  칠레의 육류 소비량을 살펴보면,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12년 14.58kg에서 2017년 

17.59kg으로 20.6% 가까이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12년 19.6kg

에서 2015년 17.62kg으로 11.2%가량 하락하였으나 2017년 19.41kg으로 회복하였다. 한편, 

가금육 소비량은 2012년 31.7kg에서 2017년 36k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칠레는 전통

적으로 육류 소비 중 쇠고기를 주로 소비하는 국가로 돼지고기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아그로수퍼(AGROSUPER)10)의 양돈업 진출, 칠레 정부의 돼지고기 

산업육성정책,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고기 가격 등으로 인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

히 상승하였고, 이제는 파라과이에 이은 남미에서 두 번째로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표 7>  칠레의 연도별 1인당 육류 소비량
단위: kg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쇠고기 14.58 17.13 17.59 17.45 18.88 17.59

돼지고기 19.60 19.69 18.02 17.62 18.26 19.41

가금육 31.7 32.3 32.0 33.9 35.9 36.0

자료: OECD DATA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9. 10. 30).

10) 1955년에 설립된 칠레 최대 규모의 육류 생산 및 가공 업체로서 생산-도축-가공-유통의 전 단계를 수직계열화한 글로벌 

식품기업임. 1955년 소규모 양계장으로 시작해 1983년 양돈업에 지출했으며, 현재는 26억 1,700만 달러(2017년 기준) 

이상의 매출을 내는 대기업으로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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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역 현황

  칠레는 WTO와 APEC, 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며 1997년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을 시작으로 60여 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무

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칠레는 TPP 협상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으

며, 2012년 중순에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등 3개 국가와 함께 태평양동맹11)을 결성하였

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FTA를 협상중에 있으며,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FTA를 검토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의 관세동맹 및 FTA를 검토하는 등 자유무역에 있어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에 대한 칠레의 긍정적인 입장은 주로 농식품 

무역에서 칠레가 순수출국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칠레는 농식품 무역에 있어서 과거부

터 수출이 수입을 훨씬 상회하는 순수출국이었으며 2017년에는 5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림 5>  칠레 농식품 수출 (1995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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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수출     농식품 수입

자료: OECD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2019, p. 172).

11) 남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공동체로서, 남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물류 및 인력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교환을 촉진

하고 회원국들 사이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012년 6월에 설립됨. 우리나라 또한 2013년 8월 옵서버 

국가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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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수출

  칠레의 주요 수출품목은 광, 슬랙, 회(ores, slag, ash)와 구리(copper), 생선, 어류(fish), 

과일, 견과류(fruits, nuts) 등이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출이 칠레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칠레의 경제는 세계경기 및 국제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 예로, 

2014년 세계경기 위축 및 국제구리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칠레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정제

된 구리와 광석 등의 수출이 급감하여 칠레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적이 있다.

<표 8>  칠레의 10대 수출품목 현황

순위 상대국 수출액(10억 $) 비중(%)

1 광, 슬랙, 회 20.7 27.4

2 구리 18.6 24.6

3 생선, 어류 5.9 7.8

4 과일. 견과류 5.7 7.6

5 펄프 3.6 4.7

6 목재 2.6 3.5

7 무기화합물 2.2 3.0

8 음료, 알코올 및 식초 2.0 2.7

9 귀석, 귀금속 1.6 2.2

10 육류 0.98 1.3

자료: World’s Top Exports(검색일: 2019.11.1.).

  광물자원을 제외하고 칠레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부류는 과실류이다. 과실류의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2017/18년도 칠레의 전체 포도 수출량은 2016/17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21.4% 증가한 반면 미국에 대한 수출은 4.7%만큼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칠레의 최대 포도 수출대상국으로 2017/18년에 32만 8,081톤만큼 

수출하였다. 한편,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16/17년 대비 21.4%만큼 증가했는데, 칠레의 과일

수출 업체들은 중국 내에서 마케팅과 홍보 자금 확대 등을 통해 대(對)중국 수출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칠레의 2017/18년도 전체 사과 수출은 2016/17년도 대비 8.7% 증가한 77만 8,941톤을 

기록하였다. 콜롬비아는 칠레 사과 수출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이며, 미국과 네덜란드, 인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17/18년도 대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28.9%나 감소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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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상대국 2016/17 2017/18 증감율(%)

세계 731,156 731,258 0.0

미국 344,180 328,081 -4.7

중국 97,334 118,155 21.4

네덜란드 45,728 43,726 -4.4

대한민국 34,343 32,212 -6.2

영국 315,46 32,823 4.0

사과

상대국 2016/17 2017/18 증감율(%)

세계 716,307 778,941 8.7

콜롬비아 80,598 84,510 4.9

미국 87,629 62,325 -28.9

네덜란드 38,719 59,293 53.1

인도 24,102 56,119 132.9

에콰도르 49,402 53,241 7.8

호두

상대국 2016/17 2017/18 증감율(%)

세계 116,821 123,731 5.9

네덜란드와 인도에 대한 수출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각각 2만 574톤(53.1%) 및 3만 

2,017톤(132.9%) 가량 증가하였다.12)

  2017/18년도 칠레의 전체 호두수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12만 3,731톤으로 나타났

다. 칠레 정부 및 호두수출협회는 인도나 중국 같은 신흥시장 개척과 칠레산 호두 홍보캠페

인 등을 통해 해외수요를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터키에 대한 

칠레 호두 수출 의존도는 점차 완화되었다.13) 

  중국은 2017/18년도에도 칠레산 체리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서 전년 대비 19.7% 

증가한 15만 6,888톤을 수입하였다. 칠레와의 우호적인 경제 관계와 중국의 지속적인 신선

체리에 대한 높은 수요 덕분에 칠레의 대중국 체리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칠레산 체리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지만 미국의 칠레산 

체리 수입량은 칠레의 전체 체리수출 중 단지 4%에 불과한 수준이다.

<표 9>  칠레의 과실류 수출

단위: 톤

12) 괄호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량을 뜻함.

13) 2017/18년도 대터키 호두수출은 2016/17년도에 비해 16.8%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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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28,756 23,945 -16.8

독일 17,636 17,877 1.4

이탈리아 12,119 10,508 -3.3

브라질 8,060 8,471 5.1

아랍에미리트 8,462 7,742 -8.6

체리

상대국 2016/17 2017/18 증감율(%)

세계 95,392 185,134 94.1

중국 74,820 156,888 19.7

미국 1,365 7,609 457.4

대만 2,230 3,370 71.1

브라질 2,230 3,195 43.3

홍콩 3,079 2,962 -4.0

자료: USDA FAS Fresh Deciduous Fruit Semi-annual Report(2019, p. 4-9), USDA FAS Tree Nuts Annual 

Report(2019, p. 10), USDA FAS Stone Fruit Annual Report(2019, p. 5).

2.3.2. 수입

  칠레는 국내 밀 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하는 밀 순수입국이다. 칠레의 밀 수입량은 

2016/17년 158만 톤에 이르렀으나 2017/18년에는 11.6% 감소한 약 140만 톤이 수입되었

다. 수입대상국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는 칠레의 가장 중요한 밀 수입대상국으로 

2017/18년에 59만 7,171톤의 밀을 칠레에 수출하였다. 다음으로 밀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2016/17년에는 미국이었으나 대미국 수입량은 9.3% 감소한 반면 대캐나다 수입량은 63.1% 

증가하여 2017/18년에는 캐나다로 변경되었다. 칠레 내 밀재배면적 및 수확량이 지속적으

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칠레의 밀 수입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의 2017/18년 옥수수 수입량은 양돈 및 양계산업의 수요증가에 기인하여 2016/17년 

약 153만 톤에서 20%가량 증가한 183만 톤을 기록하였다. 칠레는 옥수수 벌크를 주로 아르

헨티나와 파라과이로부터 수입하지만 옥수수글루텐박(corn gluten meal)의 경우에는 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아르헨티나의 2017/18년도 옥수수 수출량은 약 169만 톤으로 칠레

의 옥수수 수입시장을 92%가량 점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옥수수 수입

량은 전년대비 23.1% 증가하였지만, 파라과이 및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각각 4.5% 및 

27%씩 감소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가격이 가장 저렴했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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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칠레의 곡물 수입

단위: 톤

밀

상대국 2016/17 2017/18 증감율(%)

세계 1,578,819 1,395,350 -11.6

아르헨티나 920,661 597,171 -35.1

캐나다 277,607 452,661 63.1

미국 328,978 298,281 -9.3

페루 31,318 27,614 -11.8

옥수수

상대국 2016/17 2017/18 증감율(%)

세계 1,528,242 1,833,380 20.0

아르헨티나 1,370,825 1,687,066 23.1

파라과이 120,250 114,814 -4.5

미국 35,221 25,727 -27,0

우루과이 285 4,707 1551.5

자료:  USDA FAS Grain and Feed Annual Report(2019, p. 6-10).

  칠레의 쇠고기 수입은 대부분 남미공동시장(MERCOSUR)14) 가입국들로부터 이루어지며, 

그중 파라과이와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량의 80%(수입액 기준 75%)를 차지한다. 

1996년 칠레가 남미공동시장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체결된 협정에 따라 2006년 1월경

부터 남미공동시장 4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의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2011

년에는 무관세가 되었다. 칠레는 남미 유일의 가축 질병(구제역 등) 청정국 이미지를 부각하

여 위생 기준이 다소 높은 국가에 수출하며, 국내 수요는 남미 인근 국가들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쇠고기를 수입하여 소비한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위생 및 안전성 부문의 우위를 바탕으로 자국의 돼지고기는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반면, 국내 수요는 수입을 통해 균형을 맞추고자 하고 있다. 칠레는 2016년 

돼지고기 수입량 중 42%가량을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인 브라질로부터 수입하였으며, 그다음

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북아메리카 국가들로부터 돼지고기를 조달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순으로 많이 수입했는데, 브라질로부터는 주로 

닭가슴살, 미국으로부터는 주로 닭다리, 아르헨티나로부터는 주로 닭내장을 수입하고 있다.

14) 메르코수르는 1991년 3월 26일 파라과이에서 체결된 아순시운 협약의 결과로서 설립된 남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 공동

체임. 4개의 회원국과 5개의 준회원국, 그리고 1개의 옵서버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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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칠레의 육류수입 (2016년)

단위: US$, 톤

쇠고기

상대국 수입액 시장점유율(%) 수입량 시장점유율(%)

세계 880,383,877 100% 212,627 100%

파라과이 350,728,724 40% 77,180 36%

브라질 305,641,417 35% 93,721 44%

아르헨티나 143,783,792 16% 25,790 12%

미국 46,112,212 5% 9,943 5%

우루과이 28,936,371 3% 5,086 2%

돼지고기

상대국 수입액 시장점유율(%) 수입량 시장점유율(%)

세계 148,922,938 100% 58,779 100%

브라질 53,557,470 36% 24,690 42%

미국 47,920,326 32% 16,459 28%

캐나다 22,227,643 15% 9,797 17%

폴란드 12,797,815 9% 5,784 10%

스페인 11,270,523 8% 1,732 3%

닭고기

상대국 수입액 시장점유율(%) 수입량 시장점유율(%)

세계 169,458,717 100% 135,119 100%

브라질 88,517,917 52% 47,776 35%

미국 61,412,255 36% 77,249 57%

아르헨티나 19,453,913 11% 10,046 7%

자료: USDA FAS Chile Bans Brazil Meat and Poultry Imports Report(2019, p. 2-3).

2.4 정책 현황

  칠레의 농업정책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생산자에 대해 낮은 수준의 지원만 

하고 있으며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농업지원에 있어서 직접지불 대부분은 

소농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농업정책은 

토착농민과 소농의 발전을 위한 정책 도구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개

발청(Institute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DAP)15)이 앞장서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5) 칠레 농업개발청은 1962년 11월 27일에 농림부 산하기관으로서 설립되었으며, 소농의 경제·사회적 능력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조직·상업 역량을 향상시켜 소농이 농촌개발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INDAP, 검색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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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국내정책변화16)

  칠레의 농업정책은 주로 ① 보다 효율적인 관개시스템의 확대, ② 위생 및 식물위생 관리, 

③ 소농과 토착농민(indigenous farmer)의 발전 촉진, ④ 농업분야 혁신 촉진, ⑤ 지속가능한 

지원이용체계 구축(특히 토질저하 방지) 등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칠레 농축산청(Agriculture and Livestock Service, SAG)은 무역을 촉진하고 행정

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검역과정에서 쓰이는 종이 검사지를 모바

일 장비 키트로 대체하고, 단일 검사 저장소(single repository of audits)가 있는 웹/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는 검역과정 현대화 계획을 세웠다. 농축산청은 또한 검역과 수출 절차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를 개선하였다.

  한편, 칠레 농업개발청은 더 많은 소농이 국내 및 국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들 간의 협력을 장려하였으며 소규모 농업제품의 상업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2019년 3월에는 각기 다른 분야의 45개 기업과 2,630개의 소규모 농가들을 포함한 67개의 

생산자협회(productive association)가 조직되었다. 

  칠레는 2018년에 새로운 정부(피녜라 2기 정부)가 집권하면서 아래와 같은 7가지의 

2018-22년 농업정책목표를 규정하였다.

 1. 농촌생활의 질 향상,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사회·교육 등 

정주 여건의 차이 감소 및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 창출 등을 통한 농촌개발 강화

 2. 농가들간의 협력 강화와 기술지원, 다양한 유통채널과 연결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한 

중소규모 농가 육성

 3. 정보 시스템 시장의 투명성과 관리, 불공정 경쟁 억제, 칠레의 국제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국가 이미지 홍보, 식물위생 및 동물위생 보호 등의 향상

 4. 기술 및 생산성의 발전을 목표로, 공공 및 민간 연구센터 간 효과적인 역할 조정을 

통한 국가 수준의 혁신에 대한 투자 증가

 5.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와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운영설계와 시행, 평가, 관리 

및 투명성 등 일련의 메커니즘 개선 등 정부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의 증대를 

16) OECD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2019)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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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한 경영 현대화

 6. 천연자원(특히 물과 토양) 이용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촉진 및 농업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천연자원에 대한 인식개선

 7.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임업 및 농업 생산 촉진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방안 연구

  또한 위와 같은 피녜라 2기 정부의 농업정책목표들은 ①조직의 현대화, ②농가 간 조직화

를 위한 상호 간 연대(associativity), ③천연자원보존을 위한 지속가능성, ④농촌개발 강화 

등 4가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상되었다.

2.4.2. 무역정책변화

  칠레는 한때 여타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특히 제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수입대체모델 정책(1940-73년)을 취하였지만,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칠레 

경제 전체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평가에 따라 개방경제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칠레는 농산물수출모델 정책(1974-2014년)으로 선회하여 자국 농축산물의 해외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칠레는 현재 총 3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7개 협정이 

시행 중에 있다. 칠레는 관세자유화와 지적재산권, 환경조항(environmental provision) 등의 

문제에 대하여 유럽연합과 체결했던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에 관한 재협상을 계

속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브라질과 FTA를 체결하였다.

3. 시사점

  칠레는 2018년 기준 국가 전체 수출에서 농업 분야의 비중이 19%에 가깝고 수출 흑자는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세계 유수의 농업 국가 중 하나다. 칠레는 자국산 농산물의 국제경쟁

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간섭과 지원 없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32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기타 다자간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수출확대를 위한 제반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칠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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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없는 반면 이러한 자유로운 시장 환경 덕분에 농가 간의 경쟁과 협동으로 세계시

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대규모 농가들은 각자 자기만의 브랜드를 구축하여 수출하며, 

중소농가들은 전문 수출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상품을 수출한다. 칠레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20년 전만 해도 15만 톤이던 칠레 과일 수출량은 현재 250만 톤 가까이 대폭 증가하

였다.

  2019년 10월 25일 우리나라 정부가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한다고 

발표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센 상태다. 정부는 국내 농업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와 

영향 발생 시 피해보전 대책 마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칠레의 농업 수출 성공 사례는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脫개도국 흐름에서 농민들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칠레의 호두수출에 있어서 터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최근 일본과 

무역분쟁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의 파프리카 수출에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파프리카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수출액 기준 인삼류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수출량의 99% 가까이가 일본에 편중되어 있어서, 파프리카 수출의 일본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칠레 정부와 호두수출협회의 호두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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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임 송 수 * 17)

1. 서론

  2019년 8월 2일~7일에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열린 제50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50)』 총회는 「기후변화와 

토지(Climate Change and Land)」란 제목의 특별보고서(이후 “SRCCL”)를 승인하였다(IPCC 

2019). 이 보고서의 원제목은 「지상 생태계의 기후변화, 사막화, 토지의 질 저하, 지속 가능한 

토지관리, 식량안보, 온실가스 유동(Climate Change,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Sustainable Land Management, Food Security, and Greenhouse Gas Fluxes in Terrestrial 

Ecosystems」이다. SRCCL은 온도 상승 국면에서 사람과 토지 및 기후 간 복잡한 연계를 

평가한다.

  총 1,300쪽에 이르는 SRCCL은 52개국에서 107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완성한 결과물로 

2015년부터 시작한 제6차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 AR6) 주기(cycle) 아래 추진한 

3편의 특별보고서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한다. 첫 번째 특별보고서는 2018년에 발표된 

「지구온난화 1.5℃(Global Warming of 1.5℃)」이고, 세 번째 특별보고서는 2019년에 발표된 

「변화는 기후에서 해양 및 빙권(Ocean and Cryosphere in a Changing Climate)」이다<그림 

1>.1) 1988년에 IPCC가 결성된 이후 AR6 주기는 가장 의욕적인 결과물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2)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songsoo@korea.ac.kr) 

 1)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 1.5℃」는 산업 이전(1850~1900년)과 견주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 올랐을 때 나타날 영향과 

기온 상승 폭을 1.5℃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관해 논하고 있음(기상청 2019a). 특별보고

서 「변화는 기후에서 해양 및 빙권」은 수자원과 식량 공급, 수산업, 휴양 등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해양 및 빙권이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해수면 상승, 고수온 현상 발생 등으로 차츰 악화되고 있어 적절한 대응책을 논하고 있음(기상청 2019b).

 2) IPCC 평가보고서(AR)는 1990년(AR1), 1995년(AR2), 2001년(AR3), 2007년(AR4), 2014년(AR5), 2019년(AR6)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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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PCC 제6차 평가주기 현황과 미래 일정

자료: 이준희(2019).

  SRCCL은 다음처럼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맥락과 배경(Framing and Context)

② 토지-기후 상호작용(Land-Climate Interaction)  

③ 사막화(Desertification)

④ 토지 질의 저하(Land Degradation)

⑤ 식량안보(Food Security)

⑥ 연계(Interlinkages)

⑦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위험 관리와 의사 결정(Risk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 in Rela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이 가운데 이 글은 SRCCL 제5장 식량안보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의 배경과 연계사항 

및 적응과 감축 조치들을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전해왔음. IPCC 특별보고서의 주제로는 2000년에 「방출량 시나리오(Emission Scenarios)」, 2012년에 「재생 가능한 에

너지원(Renewable Energy Sources)」와 「극한 현상과 재난(Extreme Events and Disasters)」에 이어 2019년에 온난

화, 토지, 해양 및 빙권이 채택되어 해당 보고서가 각각 발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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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배경과 맥락 

  식량체계(food system)는 식량의 생산, 수집, 가공, 분배, 폐기와 관련된 전 범위의 담당 

주체와 그와 연계한 부가가치 활동을 뜻한다(FAO 2019a; 2018). 식량체계는 작물, 축산물, 

임업, 수산, 양식에서 비롯한 모든 식량 관련 제품과 이러한 생산 체계가 내재된 더 큰 

범주의 경제, 사회, 천연 환경을 포함한다. 식량체계는 오늘날 식량체계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면서 10억 명 이상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 농업의 경제 기여도는 국가에 따라 GDP의 

1%에서 60%에 이르는데, 2017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은 4%가량이다. 

  1961년 이후 1인당 식량 공급량은 30% 이상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질소 비료의 

사용량은 800%, 관개를 위한 수자원 사용량은 100% 이상 증가하였다. 농업 생산성의 빠른 

성장은 지금의 식량체계를 지탱해 왔으나, 한편으론 생산과 운송 및 시장 활동에 따른 기후

변화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그림 2>은 기후체계, 식량체계, 생태계(토지, 물, 바다), 사회경제적 체계 간 연계를 나타

낸다. 이러한 체계는 세계 전체와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규모로 작동한다. 식량안보는 사람

들의 복지로 연결되는 식량체계의 산물이며, 사회경제적 체계를 통해 기후 및 생태계와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적응(adaptation) 조치는 기후변화가 식량체계와 생태계에 미치

는 음(-)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감축 혹은 완화(mitigation) 조치는 식량체계

와 생태계에서 비롯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3)

 3) 적응은 기후변화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이고,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대응방

안을 말함(https://www.gihoo.or.kr/portal/kr/change/reduc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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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후체계, 식량체계, 생태계, 사회경제적 체계의 연계

자료: IPCC(2019; p.441).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50%가량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다. 

이는 생물다양성 손실 등을 포함하여 다른 환경 영향과 함께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큰 

폭으로 증대시킬 것이다. 2050년까지 세계의 작물 재배면적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식량 

손실/낭비의 절감 및 더욱 지속 가능한 섭취 등의 개발 경로에 따라 2010년의 15억 6,700만 

ha에서 9,000~3억 2,500만 ha만큼(6~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후변화는 식량체계와 식량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감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서 농업이 사용해야 하는 자원 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매스 생산에 기초한 배출량 저감 기술을 채택하는 것도 토지를 둘러싼 경쟁을 통해 식량 

생산과 식량안보에 압박을 더할 수 있다.

  식량체계의 접근방식 아래 기후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기후변화가 식량안보 및 식량체계

가 적응하고 감축하는 대응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한다. 또한, 이러한 선택사항 

간 상승효과나 상쇄 효과 및 그 채택에 관한 권능 부여 조건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는 

기후변화 감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증량(incremental) 및 변형(transformational) 특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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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이 갖는 역할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지속 가능한 집약화(sustainable 

intensification)와 섭취방식 변화 및 낭비 감소 등과 같은 공급 및 수요 측 조치의 결합이 

지닌 잠재력을 나타낸다.4)

3. 기후변화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식량안보의 정의는 200개나 존재하고 이를 가늠하는 지표 또한 450개에 이를 정도로 

많고 복잡하다(임송수 1999).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의는 1996년 『세계 식량 

정상회의(World Food Summit)』가 내놓은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섭취와 

식량 선호를 만족시키면서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 많은 식량에 물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언제나 접근하는 상태”이다(FAO 1996). 이에 따라 식량안보 4대 축의 의미와 

구성요인을 다음처럼 설명할 수 있다.

① 가용성(Availability)

   - 의미: 생산, 저장, 시장, 운송 측면과 야생에서 얻을 수 있는 식량을 포함하여 식량이 

실제로 혹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

   - 구성요인: 국내생산, 수입능력, 재고량, 식량원조  

② 접근성(Access)

   - 의미: 개인과 가구가 가용성을 갖춘 식량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상태

   - 구성요인: 빈곤/구매력, 운송과 시장, 하부구조, 식량 분배  

③ 활용성(Utilization)

   - 의미: 

     ∙ 식량 가용성과 접근성 아래 가구가 올바른 영양과 에너지 섭취를 극대화하는 것

     ∙ 개인의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 섭취는 바람직한 돌봄과 식사제공 방식, 식재료 

준비, 섭취 다양성, 가구 내 식량 배분으로 나타난 결과

 4) 지속가능한 집약화는 환경에 대한 압력은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을 추가하는 것임. 예를 들면, 기후 스마트농업

(climate smart agriculture)를 통해 생태서비스를 구축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토양 피복의 변화를 

줄이는 것임(임송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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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요인: 기후/가격 변동성, 정치/경제 요인들

④ 안정성(Stability)

   - 의미: 

     ∙ 식량의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측면에 충족한 상태에서 가구가 언제나 식량안보

를 확신할 수 있는 안정된 상태

     ∙ 안정성은 단기의 심각한(acute) 식량 불안정과 중장기의 만성적(chronic) 식량 

불안정과 연관

     ∙ 기후, 경제, 사회, 정치 요인들이 식량 불안정의 요인

   - 구성요인: 식량 안전과 품질, 깨끗한 물, 건강과 위생, 돌봄과 급식

  기후변화는 식량안보의 4대 축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표 1 참조>. 많은 

연구가 주로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가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식량 가격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접근성, 영양의 질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활용성, 극한 기후현상

(extreme climate events)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안정성 문제와 관련한 연구도 

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적응과 다각화 조치에 투자할 자원이 미흡한 저소득 생산자와 

소비자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오늘날 식량의 대부분은 토지에서 얻는다.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소비하는 식량 

697kg 중 83%, 하루 2,884kcal의 93%, 하루 단백질 섭취량 81g의 80%가 육생 생산

(terrestrial production)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지난 50년 동안 작물 단수

와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식량의 절대 공급량은 늘고 있다. 특히 축산물 생산 증대는 사료용 

작물의 활용도를 높여왔다. 1961~2013년에 작물과 축산물의 국제무역은 5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세계 식량 가용량은 1인당 하루 2,200kcal에서 2,884kcal로 증가함으로써 식량 

결핍에서 잉여 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다.

  곡물, 축산물, 유지작물, 채소와 과일 공급량이 늘어난 것은 더욱 풍성한 식생활로 나아가

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변화는 성인의 저체중 유병률이 감소하고 그 과체중과 비만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표 2 참조>. 1961~2016년에 농업생산과 결합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으로 연간 3.1Gt에서 5.8Gt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배출량 증가는 

주로 축산부문과 인공 비료의 사용, 벼 재배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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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저체중이거나 과체중이다. 이는 이들의 식생활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식량안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함을 뜻한다. 기후변화가 

충분하고 영양가 높은 품질의 식품 섭취와 관련해 그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영양 불균형과 타협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표 1>  식량안보와 식품체계 및 기후변화의 관계

식량안보의 축 기후변화 영향 사례 적응·감축 사례

가용성

� 식량 생산과 더불어 저

장, 가공, 분배, 판매, 교

환을 통해 사용에 대비

한 준비

작물과 축산체계 아래 단수 감소와 병해충 증가 적응 방식 개발

꽃가루 매개자 부족과 병해충으로 인한 단수 

감소
신기술, 신품종 및 간과했던 품종 채택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저장과 운송 네트워크 교란 낭비 감소와 섭취방식 조정을 통한 식량 수요 감축

- 작물 단수와 가축 생산성 격차의 축소

- 유통체계를 포함한 위험 관리와 금융보험

접근성

� 가격효과를 포함한 식량 

획득 능력

단수 감소, 농업인의 삶 변화, 식량구매 능력

의 제약

탄력 있는 삶을 가꾸기 위한 통합적인 농업

방식 

가격 상승과 폭등이 식량 구매에 필요한 자

원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 소비자, 특히 여성

과 어린이에 미치는 영향

감모나 손실 감소를 포함한 향상된 공급망 

효율

증가한 극한 현상이 식량 공급과 농산물 무역 

교란 및 운송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더욱 기후 복원형의 식량체계, 공급망 단축, 

섭취방식 변화, 시장 변화 

활용성

� 영양, 요리, 건강을 통한 

식량 잠재력 성취

증가하는 미생물과 독성이 식품안전에 미치

는 영향
향상된 저장과 콜드체인

대기권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영양의 질 

감소

적응적인 작물과 가축 품종, 건강한 식생활, 

나은 보건

홍수 위험의 증가로 설사와 다른 전염성 질

병에 대한 노출 증대
-

안정성

� 식량에 대한 교란 없는 

지속적인 공급과 접근 

극한 현상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로 인한 식

량 불안정성 증대, 식량 가격의 증가와 폭등, 

농업 소득의 불안정성

통합된 체계와 방식, 다각화된 지역 농업, 하

부구조 투자, 시장과 무역의 조정, 식량 손실

과 낭비 감축 등을 통한 복원력

이주와 갈등을 촉발하는 작물 실패의 확산 극한 현상에 대응하는 농업인을 위한 작물 보험

- 탄력적인 체계 개발을 위한 능력 형성

4대 축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종합적인 체계적 

영향 

식량체계로서 증가하는 영양 결핍이 기후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공급 측 감축, 낭비 감소, 섭취방식 면화 등 

증가한 식량체계 생산성과 효율성 

일부 작물에 제한한 적응에만 좁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증가하는 비만과 병구

증가한 건강한 식량 생산과 감소한 에너지 

집약적 상품의 소비

증가하는 환경의 질 저하와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감축, 복원력 조성, 기후변화에 적

응을 통한 기후 스마트 식량체계의 개발

토지에 기초한 이주처럼 토지와 천연자원

의 경쟁 때문에 증가하는 식량 불안정

식량 원조를 포함하여 성과 평등을 고려한 

거버넌스와 제도적 대응

자료: IPCC(2019, 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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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계의 식량 추이

자료: IPCC(2019, p.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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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계의 영양실조 유병률

형태
FAO 세계영양보고서

수(만 명) 비율 수(만 명) 비율

비만을 제외한 과체중 - - 134,000 38.9%

5세 미만 과체중 4,010 5.9% 3,830 5.6%

비만 67,800 13.1% 67,800 13.1%

영양실조(undernourishment) 82,160 10.8% - -

5세 미만 발육 부진(stunting) 14,900 21.9% 15,100 22%

5세 미만 저체중(wasting) 4,950 7.3% 5,100 7%

철분 결핍(15~49세 여성) 61,300 32.8% 61,300 32.8%

주: 1) 발육 부진(stunting)은 영양 섭취 부족으로 아이의 성장 잠재력 대비 키가 자라지 못함을 뜻함.

    2) 저체중(wasting)은 아이의 키 대비 몸무게가 아주 적은 경우임.

자료: FAO(2019b); Global Nutrition Report(2018).

4. 기후변화가 식량체계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는 다양한 경로로 식량안보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요한 경로 가운데 

하나는 기후변화가 단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적으로 물 가용량이나 수질, 병해충, 

화수분 매개자 등을 통해 식량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변화

시켜 바이오매스와 영양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변하는 기후는 운송과 저장 

중 식품안전 관련 위험을 악화할 수 있다.

  변화하는 기후 때문에 농업인들은 극한 온도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극한 기온

에 노출된 사람들의 신진대사 수요와 생리적 스트레스에 기초한 수요 변화는 식량 가용성과 

잠재적 상호 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면, 생산 중에 손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식량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요인은 개인이 처한 

문화적 틀 속에서 식량의 규모나 품질 변화를 통해 육체적 및 문화적 건강 상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4.1. 식량안보에 중요한 기후 요인

  식량안보 및 식량체계와 관련한 기후 요인으로는 기온, 강수량, 이와 다른 변수를 연계한 



114 ∙ 세계농업 2019. 12월호

통합된 지표가 존재한다. 식량 생산과 가용성 관련 기후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모드(modal) 기후변화: 파종 작물의 품종 변화를 이끄는 기후 서식지 변화 

② 계절 변화: 성장 시기를 확대하는 온난화 추이 

③ 극한 현상: 중요한 성장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기온, 홍수 및 가뭄

④ 대기조건: 이산화탄소 농축, 단기 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먼지 등

  식량 생산을 위한 수자원도 강수량과 수증기 변화율, 지표수 수준, 유용성 산소 함유량 

등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 농업생산과 가공 및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에는 태양광, 

바람, 습도, 염류화, 폭풍 해일 등이 포함된다. 내륙과 해안 홍수를 초래하는 극한 기후 

현상은 식량을 얻고 준비하는 사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4>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에 강한 엘니뇨(El Nino) 현상으로 에티오피아 

전역이 심각한 가뭄을 겪은 상황을 나타낸다.5) 가뭄으로 인한 작물 실패로 식생 지수(NDVI)

가 낮아져(원격 감지기 이미지를 나타낸 그림 (d)에서 녹색으로 표시한 면적의 감소) 농업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는 약 1,000만 명의 사람이 식량 

원조를 받아야 했다(USAID 2016).

4.2. 식량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는 식량 생산과 저장, 가공, 유통, 교환 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식량 가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제5차 평가보고서(AR5) 이후 기후변화가 작물 생산 및 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수 제시되었다. 또한, 기후 변수와 작물 단수 간의 관계에 착안하여 

미래 온난화가 작물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연구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Iizumi et al.(2018)은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통해 1981~ 

2010년의 기후변화가 옥수수 단수를 4.1%, 밀 1.8%, 콩 4.5% 감축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5) 엘니뇨는 페루 해안의 중동부 태평양 바다의 적도 지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여 전 세계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함. 약 5년 주기로 발생하는 엘니뇨현상에서 에티오피아는 주로 가뭄 피해를 받아 왔음(FA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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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쌀의 경우 특별한 영향이 추정되지 않았다<그림 5>. 이 연구는 특히 저위도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음(-)의 영향을 만회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적응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음을 지적

한다.

<그림 4>  동아프리카의 비이상적 강수량과 식생의 대응

주: 1) 강수량은 1981~2010년 평균과 비교한 것으로 에티오피아 많은 지역에서 강수량은 평균 대비 1/2에 미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농업 생산성이 급감함.

     2) 정규화 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는 토지 식생의 추이를 나타내는데 2000~2015년 평

균과 비교한 것임.

자료: IPCC(2019, p.451).

<그림 5>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작물의 평균 단수 영향

 평균 단수의 유의한 감소     평균 단수의 유의하지 않은 변화     평균 단수의 유의한 증가

자료: Iizumi et al.(2018, p.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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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의 건조지역 거주지의 경우 식량안보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작물 단수의 하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이다. 건조지역이 

지구 토지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25억 명의 인구의 터전이란 점에는 이 결과에 주목해

야 할 것이다.

4.3. 식량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그림 6>은 “공동 사회경제 시나리오(Shared Socioeconomic Pathway, SSP)”에 따른 가

격, 기아 위험, 토지사용 변화의 전망치를 제시한다. 그림에서 SSP1은 세계의 모든 부문과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녹색” 진로를 말한다(Riahi et al. 2016). 

SSP2은 사회, 경제, 기술 경향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중도” 진로이다. SSP3은 지역 

간 경쟁 및 지역 내 갈등이 있는 “험난한” 진로를 나타낸다.

  모형의 결과를 종합할 때 기후변화는 2050년에 곡물 가격을 1~29%만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시나리오 아래 쌀과 잡곡 가격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SSP1아래 

밀 가격이 유일하게 1%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가용성의 감소는 식량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특히 저소득 소비자의 

구매력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높은 식량 가격은 소비자 수요를 위축시켜 칼로리 

섭취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주요 미량 영양요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게 함으로써 중저소득 

국가의 섭취 관련 사망률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가 

말하는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퇴치하는 목표 달성을 지연시킬 것이다. 충분하지 않은 

에너지 섭취로 2050년에 기아의 위험은 SSP1에서 6%, SSP2에서 14%, SSP3에서 12%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변화는 토지사용의 변화도 초래할 것이다.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면 기후변화가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2050년까지 2%의 추가 작물 재배면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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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50년까지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자료: IPCC(2019, p.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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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식량 활용성에 미치는 영향

  식량 활용성은 식량의 영양 구성, 그 준비, 전체적인 건강 상태 등과 관련된다. 식품안전과 

품질은 식량 활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기후변화는 기온이나 강수량 패턴, 습도, 극한 

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 증가, 오염 운송경로의 변화 등을 거쳐 오염 생물체의 개체 역학 

변화를 통해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량 및 영농체계의 변화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집약화는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

  기후 관련 오염 생물체의 생물학상 변화는 곰팡이 독을 생산하는 균류의 활동 변화, 질병

을 초래하는 수생 식량망의 미생물 활동 변화(예: 와편모충(dinoflagellate), 비브리오(Vibrio) 

박테리아), 장내 미생물(예: 살모넬라(Salmonella))로 초지 오염을 촉발하는 지나친 강우나 

홍수 등을 포함한다. 저장과 운송 중 식량의 질 저하와 부패 또한 콜드체인 밖의 습도와 

온도를 변화시킴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육생 환경에서 식품 매개 독성은 주로 장내 

오염으로 발생하는데, 기후변화와 함께 증가하는 바람이나 홍수의 확산으로 퍼질 수 있다. 

더욱이 관개를 위해 저장한 물은 독성 전파의 중대한 경로가 될 수 있다. 오염된 물과 설사병

은 식량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다.

  기후변화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경로는 인간의 노출 수준을 변하게 

만드는, 식물 생물학 상의 변화이다. 기후가 작물의 중금속 격리 방식이나 해충의 압력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카사바는 초식 동물의 공격에 방어하

기 위해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를 생산한다.

기후변화가 식량의 품질에 미치는 경로는, ① 작물과 동물 생물학 상에 미치는 직접 영향과, 

② 이산화탄소 집약도를 높임으로 인한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4.4.1. 작물과 동물 생물학 상에 미치는 직접 영향

  기후는 작물과 변온 동물의 신진대사를 포함한 생물학적 과정의 범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의 변화는 성장률과 궁극적으로 단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생물체의 성장과 재생

산에 관한 상대적 투자를 변화시켜 영양성분 흡수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는 단백질과 무기물 

영양 집적을 감소시키고 지질 구성의 변화를 초래한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사과는 30~40년

에 걸쳐 더 높은 기온에 노출되면서 더 일찍 개화하는 방식으로 변하였는데, 이는 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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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수분함량 등의 변화와 품질 저하로 현실화되었다. 포도와 같은 다른 과일은 온난화로 

인해 당분 함량이 변화해 색깔과 향에 영향을 미쳤다.

  가금육 부문에서 온열 스트레스의 변화는 지방 침적과 화학적 구성성분을 변화시킴으로

써 단수와 육류의 질, 달걀의 껍데기 품질 및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4.2. 이산화탄소 집약도 상승의 영향

  기후변화는 대기권에서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의 집약 상승으로 초래된다. 작물은 

광합성 과정에서 당분을 형성하는 데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수준의 

증가는 수분이나 질소 공급량의 제한이 없다면 광합성 과정을 증진한다. 이는 이른바 “이산

화탄소 비옥화(CO2 fertilization)”로 일컫는다. 더욱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기체 교환 

시 기공이 일부 닫히므로 증발로 인한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은 

작물의 신진대사와 성장률 및 단수 그리고 영양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집적의 증가는 주요 식량 작물의 아연과 다른 영양분 함량을 떨어뜨

린다. 아연과 철분의 식이 부족은 중대한 건강 문제가 되고 있다. 약 20억 명의 사람이 

이러한 결핍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연간 6,300만 명이 수명 손실을 겪고 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아연과 철분의 주요 식생원으로서 두류에 의존한다. 아연 결핍은 세계적

으로 질병의 큰 부담으로 알려져 있고, 아연 결핍 위험이 큰 사람 대부분이 작물로부터 

식이 아연 대부분을 섭취한다. 2050년까지 아연 결핍이란 새로운 위험에 처할 인구는 1억 

3,800만 명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며, 인도만 

그 규모가 4,8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기권 이산화탄소 집약에 덜 민감한 

작물 품종을 육종하는 게 세계 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길일 것이다.

4.5. 식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식량 안정성은 지속해서 식량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과 관련된다. 기후변

화와 연계한 극한 현상의 증가는 식량 안정성을 교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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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극한 현상의 영향

  FAO에 따르면 극한 기후에 노출된 모든 국가에서 평균 영양 결핍 유병률(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oU)은 1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 변동성에 취약

한 농업생산과 단수를 지닌 국가의 PoU는 20%이고 심각한 가뭄에 취약한 국가의 PoU는 

22.4%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취약성은 농업에 고용된 인구가 많을수록 더욱 크게 나타난다.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태국 방콕은 70년 이래 최대 홍수로 대부분 운송 연결망이 

끊기거나 파괴되었다. 이는 국가 식량 공급망의 교란을 초래하였는데, 식량 공급망이 수도 

중심으로 집중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험은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 도로와 

운송망의 건설 및 관리가 태국의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적응 전략의 중요한 요소임을 부각시

켰다.

  앞으로 극한 현상의 빈도와 지속 기간 및 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는 국제 곡물 무역과 

가격의 불안정을 통해, 특히 8억 명에 이르는 극빈자의 취약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남아시아 지역에서 온열 스트레스는 1950~2000년 대비 2030년까지 12%와 2050년까지 

21%만큼 증가할 전망이다. 

4.5.2. 식량 원조

  식량 원조는 기후 재난 이후 식량안보를 제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5년에 재난-위험 감소, 기후변화, 복원력 형성 활동을 통해 1억 4,500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비상식량 지원을 어떻게 더 나은 방법으로 사용할지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그룹, 지역 및 국가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에는 수원국의 식량 원조 의존도 증가나 가격 상승 등이 포함된다. 

현물(in-kind)로 지원하는 식량 원조가 지역의 식량 생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 현금으로 

지원되면 지역이나 이웃 국가에서 식량을 사는데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지역 농업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도 있다. 또한, 예를 들면,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마셜군

도(Marshall Islands)에서 식량 원조 의존도가 열악한 건강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원조 식량의 낮은 영양 품질이 미래에 만성적 질환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양 측면까지 감안한 원조가 영양 결핍 유병률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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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험 점진적 적응 전환적 적응 권능 부여 조건

�극한 현상과 단기 기

후 변동성

�수자원 스트레스, 가

뭄 스트레스, 건조기, 

극열, 홍수, 짧은 우

기, 해충

�품종, 물관리, 우수저장, 건

조기 보조관개 변화

�파종 시기, 해충 방제, 사료

급여

�이동 방목, 기타 소득원

�토양 관리, 퇴비화

�조기경보체계

�더 안전한 식량 조건으로 

전환하기 위해 계절적 기

후 위험의 계획과 예측

�단작 포기, 다각화

�작물 및 가축보험

�교호작, 간작

�침식 통제

�기후서비스 설정

�통합된 수자원 관리 정책, 

통합된 토지 및 물 거버넌스

�종자 은행, 종자 주권, 종자 

배분 정책

�능력형성과 지도 프로그램

� 온난화 추세, 건조 

추세

�지속적인 열, 장기 건

조주기, 삼림벌채, 토

지의 질 저하로 인한 

작물 생산성 감소로 

식량의 생산과 영양

의 질에 강한 음(-)의 

�반복되는 식량 문제 절감 

전략

�지속 가능한 집약화, 혼농

임업, 보존농업, 지속 가능

한 토지관리(SLM)

�기존 내염 작물과 가축품종 

채택

�계절 대응 작물 생산

�지속 가능한 관개지역 등 

새로운 농업프로그램을 위

한 기후 서비스

�새 작물 등 새로운 기술

�재배와 이주방목 간 전환, 

초지나 삼림을 관개 작물

로 대체

�소규모 가축이나 내염 축

�지역개발 정책의 기후 정보

�신용과 생산자원에 노점상

의 접근

�생산성 증대, 다각화, 전환, 

무역에 기반한 국가 식량안

보 프로그램

�농업과 축산을 지원하기 위

한 예산, 전문지식 등 지역

5.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 조치

5.1. 적응(Adaptation) 조치

  식량체계에서 적응은 필요한 지역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거나 수요의 조절, 낭비 

줄임, 거버넌스의 증진 등을 포함한다. 적응은 그 특성에 따라 ① 자율적(autonomous) 적응, 

② 점증적(incremental) 적응, ③ 전환적(transformational)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량체

계의 자율적 적응은 의도적인 대응 없이 농업생태계, 시장, 복지 등의 변화가 기후 자극에 

반응토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농업인들은 파종과 수확 시기 변경, 조생종 

경작, 간작 채택, 작부체계 변경, 관개시설 투자, 혼농임업(agroforestry)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점증적 적응은 주어진 규모 아래 체계나 과정의 본질과 온전함을 유지한 채 기존 자원과 

관리 방식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끝으로, 전환적 적응은 사회생태 체계의 근본적

인 특성의 변화를 말한다. 곧 새로운 영농체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대안적 삶과 토지사용 

전략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 북서지방의 소규모 벼 농가들은 시장접근 기회

의 감소와 물 고갈로 인해 벼를 사탕수수 생산으로 전환하였다.

  <표 3>은 기후 위험을 다루기 위한 식량안보 관련 적응 대안을 나타낸다.

<표 3>  기후 위험에 대응한 식량안보 관련 적응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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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증가한 병해충 

피해

�가축 비육

�양봉 등 새로운 생태계 기

반 적응

�농업인의 천연자원 관리

�이주 등 노동 재분배

�기존 시장과 무역 경로에 

적응

산 또는 양식업으로 전환

�식량 저장 시설, 식량 전환

�재배지역 변경, 산림화 등 

토지 재활

�새로운 시장과 무역 경로

과 국가 조직 강화

�지역 공동체에 권한 이양, 

여성에 권한 부여, 시장 

기회

�새로운 시장과 무역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유인책

자료: IPCC(2019, p.467).

5.1.1. 공급 측면의 적응

  공급 측면에서 적응은 식량의 생산, 저장, 운송, 가공 및 무역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공급 

측면의 적응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의 최적화와 규모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농가 

수준의 적응에는 토양의 유기물 증대, 농지의 침식 억제, 개선된 가축 및 방목용 토지 관리, 

다른 품종으로 전환, 혼합 양식 및 수경재배의 통합체계 등이 포함된다. 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개량은 온도, 가뭄, 병충해 등의 내성을 포함한다. 식량 운송과 저장, 무역 및 가공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불안정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5.1.2. 수요 측면의 적응

  식량체계에서 수요 측면의 적응은 소비방식, 식생활, 식량 손실과 낭비 감축 등과 관련된

다.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를 달성하는 데에는 공급 측 적응 조치만으론 부족하다. 고소득 

사람들은 더욱 다양한 식생활을 요구하고, 생산하는 데 더 많은 자원 사용이 요구되는 육류 

등의 소비를 선호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모든 나라가 2011년 기준으로 영국의 평균 

섭취와 육류 소비량을 따를 경우 지금 사용하는 토지의 50%가 더 필요하게 된다. 만약 

미국의 식생활을 따른다면, 세계 토지의 178%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식생활 및 단수 추이를 따른다면, 기준선(baseline) 이상으로 55%의 토지가 더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식량 경로로서 식생활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

다. 수요 측면의 적응 조치로서 낮은 동물성 식량의 섭취와 식량손실 및 낭비 절감을 통해 

식량 수요를 줄이면서도 토지를 보전하는 게 중요한 이유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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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감축(Mitigation) 조치

  농업과 산림 및 토지사용(AFOLU)의 감축 조치는 AFOLU가 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와 토지 기반 탄소 격리 측면에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2℃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국가 감축목표와 계획

은 농업부문의 배출 사항을 명백히 포함해야 한다. 농장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전체 식량체계

에서 배출량 감축은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아래(BAU) 작물과 가축에 의한 배출량은 2050년까지 30~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5.2.1. 공급 측면의 감축

  식량체계로부터 배출량은 작물과 축산 및 양식 생산과 관련한 농업활동으로부터 이산화

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배출을 감소함으로써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량 

대비 토지 사용의 절감, 단수의 격차 해소, 가축과 어류의 사육방식 개선, 분뇨 관리의 개선 

등 더욱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작물과 축산 생산방식을 이행하는 게 필요하다. 토양을 

개선하고 탄소 격리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미의 경우 벌채의 감소, 

붕괴된 초지의 복원, 혼농임업 및 무경운 기술의 채택 등이 국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2.2. 수요 측면의 감축

  인구 증가율이 세계 식량 수요를 촉발하고 환경 부담을 더하는 주된 원인이다. 인구를 

포함하여 식량체계의 수요 측면의 관리는 기후변화 해결책으로서 필요요건이다. 소비 단계

에서 식량 낭비의 절감, 과소비 감축, 식생활 선호의 변화는 모든 사람의 건강과 환경 발자취

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림 7>은 대체할 수 있는 식생활 시나리오가 갖는 기술적 감축 잠재력을 나타낸다. 

모든 사람이 축산물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극단적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2050년의 적정 식량 

생산에 지금 사용하는 토지보다 작은 면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산림 재생

이 가능하며 토지 기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상시 기준 대비 1/3로 감축되어 연간 7.8Gt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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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50년까지 식생활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 감축 잠재력

주: “엄격한 채식”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임; “채식주의”는 육류나 수산물을 1달에 1번 섭취함; “플렉시테리언”은 

육류와 유제품 섭취를 제한함; “건강식”은 설탕, 육류, 유제품을 제한함; “적정식”은 동물성 식품을 제한하나 칼로리가 높

은 식품을 섭취함; “해산물채식”은 수산물을 섭취함; “기후육식”은 반추동물과 유제품 섭취를 제한함; “지중해식”은 약간

의 육류와 많은 채소를 섭취함.

자료: IPCC(2019, p.488).

6. 결론과 시사점

  농업활동은 기후와 날씨에 크게 의존한다. 그래서 농업은 기후 변동성과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의 70%가 농업에서 삶을 이루고 있으며, 개도국 경제활동인구의 

거의 절반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식량안보와 빈곤타파 및 윤택한 삶에 있어 

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기구와 국가가 식량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동성과 기후변화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단수 변동률의 20~80%를 기후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고, 연간 5~10%의 농업 생산량이 

기후 변동성 때문에 사라진다(FAO 2019c).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영향 등도 간접적인 

경로로 식량 생산에 음(-)의 효과를 나타낸다. 2050년까지 세계의 식량 수요가 지금보다 

50% 늘어나고 효과적인 기후 대응이 없다는 가정아래 단수가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감축 조치의 시급성을 대변한다.

  SRCCL에 따르면, 농업과 산림 및 토지사용(AFOLU)은 2007~2016년 기준으로 세계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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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출의 23% 곧 12.0GtCO2(±3.0) 환산량을 차지하고, 배출량의 29%, 곧 11.2GtCO2 

(±2.6) 환산량을 흡수한다. 이는 토지사용 정책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가속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물 부족과 토지 황폐화 및 식량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사막화와 토지황폐화를 방지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적응 및 감축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공급 측면의 적절한 대응으로 연간 2.3~9.6GtCO2

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식생활 패턴의 변화를 포함한 수요 측면의 대응 또한 

연간 0.7~8GtCO2의 배출량 감축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65GtCO2 환산량이다(환경부 2019). 

농업분야의 배출량은 0.0212GtCO2로 전체의 3.1%를 차지한다. 논 면적의 감소로 경종부문

의 배출량이 감소한 반면에 육류 소비 증가 등에 따른 축산부문 배출량이 증가한 결과이다. 

2071~2100년에 평균 기온이 2.9℃ 상승하고 강수량이 38.8mm 증가할 것이란 전망과 계절

의 변화와 폭염과 한파 및 결빙 일수의 변화 전망은 미래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과 식량안보에 

커다란 도전과제임이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써 논물관리와 가축 분뇨 자원화 및 저메탄 

사료 공급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제시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R&D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과 감축 방안에 따른 식량안보의 효과에 관한 

논의와 분석은 거의 없거나 빠진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식량안보에 취약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와 연계한 식량안보 확충 방안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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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산업 보증대출이 농산업체 존속에 미치는 영향* 6)

� 소규모 농산업체의 경영성과는 시의적절한 자본조달에 달려있으며, USDA는 기업/산

업 보증대출 프로그램(Business and Industry Guaranteed Loan Program)을 통해 

소규모 농산업체에 유동성을 제공함.

-기업/산업 보증대출 예산은 2017년에 8억 9,2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USDA가 

운용하는 대출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임.

-기업/산업 보증대출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농산업체 사업 확장과 안정화를 통한 고

용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임.

� 농업경제연구소는 1990-2013년 농산업체 중 기업/산업 보증대출 여부에 따른 존속률

을 추정하였음.

-존속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업체 위치, 업종, 직원 수 

등의 요인을 고려하였음.

-기업/산업 보증대출 수혜 농산업체는 미수혜 산업체보다 약 12명을 더 고용했으며, 

평균 6년 더 존속함.

� 기업/산업 보증대출 프로그램과 농산업체 존속률의 관계는 대출 후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특성을 보임.

-기업/산업 보증대출 수혜 농산업체는 미수혜 농산업체보다 2년 후 차기년도에 실

패할 확률이 약 90% 적음. 이는 1,000개의 대출수혜 농산업체 중 약 0.3개만이 실

패함을 의미함. 반면, 1,000개의 대출 미수혜 비교집단은 3개 기업이 실패할 가능

성이 있음.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Amber Waves: Rural Businesses That Receive USDA 

Business and Industry Guaranteed Loans Less Likely To Fail(2019.9.3.)”의 일부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

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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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보증대출 수혜 농산업체는 미수혜 농산업체보다 4년 후 차기년도에 실패

할 확률이 약 79% 적었으며, 6년 후에는 차기년도에 실패할 확률이 약 72% 적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1.2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체험관광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7)

� 농촌체험관광은 농장견학 및 과수체험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하

고 있으며, 특히 초기농, 중소농에게 중요한 부가수입원임.

-농촌체험관광은 농가수입 증대 외에 농촌개발, 농촌에 대한 관심증대, 농촌유산 보

존과 같은 부수적 장점이 있으며, 농촌 지역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함.

- 2017년 농촌체험관광 수입액은 총농가수입액의 5.6% 정도지만 약 9억 5,000만 

달러에 이르며, 2012년에 비해 약 2억 4,600만 달러가 증가하였음.

<그림>  2002~2017년 농촌체험관광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SDA, ERS.

 *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표한“Amber Waves: Agritourism Allows Farms To Diversify and Has 

Potential Benefits for Rural Communities(2019.11.4.)”의 일부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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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제연구소는 농가의 농촌체험관광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음.

-수려한 자연경관에 근접하고 야외활동에 적합한 곳에 위치한 농가는 농촌체험관광

에 참여할 확률이 높으며, 이는 마케팅 확장가능성에 기인함.

-여성 경영주 농가, 지역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농가, 육우 및 말 사육 농가는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할 확률이 높음.

-기업가 정신1)이 높은 농가경영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농가는 농촌체험관광에 참

여할 확률이 높음.

-관광산업이 활성화된 지역과 와인 생산 지역과 같이 방문객 유치확률이 높은 지역

에 위치한 농가는 참여확률이 높음.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로 농업경제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음.

-농촌체험관광의 장애가 되는 요소, 성공요인 및 농가의 참여요인에 대해 개별농가

를 추적 분석하고, 농촌체험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수효과와 지역 농산업체 

집적이 농촌체험관광 참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농업법의 농업보전정책* 2)

� 2018년 농업법에서 보존 관련 예산은 다소 증가함.

- 2018년 농업법의 농업보존정책은 2014년 「농업법」에서 시행되었던 대부분의 정책

이 그대로 포함됨.

-이전 농업법에서는 농업보존정책의 변경이 조금씩 있었지만, 2018년 농업법에는 

기존의 주요 보존정책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정책예산만 조금 수정됨.

 1) 특허율과 비농업부문 고용률로 대리(Proxy) 측정됨.

 *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의 “2018 Farm Act Retains Conservation Programs But Could 

Reduce Payments for Land Retirement”(2019.12.2.)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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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주요 농업보존정책2)은 대부분 환경보존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적인 예산은 2014년 농업법 농업보존정책 예산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보존유보제도의 참여 인센티브가 감소함.

- 2018년 농업법에서는 보존관리제도를 2019년 회계연도에 7억 달러로 예산을 편성

했으며, 이는 최근 연도(2018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2023년까지 매년 10억 달러

씩 점진적으로 증가시킨 반면, 환경질개선지원제도에 대한 예산은 예년에 비해 증

가시킴.

- 즉, 2018년 농업법에서는 보존관리제도보다 환결질개선지원제도에 예산 편성 비중

을 높임.

- 2018년 농업법은 보존유보제도 하에 생산자에게 지불해 줄 수 있는 한 해 평균 지

불금이 감소함으로써 땅 소유자의 보존유보제도 참여 인센티브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미국 농촌 동향* 3)

� [1인당 소득] 지하철 인프라가 없는 비도시지역(nonmetro)의 1인당 소득은 도시지역

보다 낮고 상승세도 저조함.

- 2017년 도시지역의 1인당 소득은 5만 4,000달러로 비도시지역의 1인당 소득 4만 

달러보다 많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1인당 소득 격차는 2010년 이후 더 커졌으며, 1인당 실

질소득은 2010-17년 동안 13.5% 정도 격차가 커졌음.

� [총 농가소득] 비도시지역에 속하는 농촌 지역의 총 농가소득은 최근 계속 감소하고 

있음.

 2) ▴보존유보제도(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환경질개선지원제도(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보존관리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농업보존지역권제도(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 ▴권역보존제휴제도(Region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RCPP).

 *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의 “Rural America at A Glance: 2019 Edition”(2019.11.) 내용을 바탕으

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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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 농가소득은 2013년에 총 1,370억 달러로 가장 높았다가 2016년에는 총 

660억 달러로 52% 정도로 감소, 2017년에는 총 810억 달러로 2013년 수준보다 

낮으며, 이는 지속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이 주원인임.

� [인구수] 비도시지역의 인구수는 201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

- 2018년 7월 기준으로 비도시지역의 인구는 약 4,61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인구 대비 0.4% 정도 감소함.

-비도시지역의 인구 유출은 2010-16년 동안 26만 명, 인구 유입은 2016-18년 동

안 5만 4천 명으로 인구 유입보다 인구 유출이 두드러짐.

� [취업률] 비도시지역의 취업률은 도시지역 취업률보다 낮게 증가하고 있음.

- 2007-09년 금융위기로 인해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취업률은 5% 정도 감소하였지

만 2010-18년 도시지역의 취업률은 연 1.5%인 반면, 비도시지역의 취업률은 

0.4%로 많이 낮음.

- 2019년 2분기 비도시지역의 취업률은 1%에 근접했고, 도시지역의 취업률은 9%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도시지역의 인구증가률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 [노동참가율] 비도시지역의 노동참가율 감소는 취업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임.

비도시지역은 노동참가율이 낮고, 노동 수요 또한 낮아 비도시지역 취업률이 저조함.

� [빈곤률] 빈곤률은 2013년 이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만 농촌 지역이나 고립된 비도

시지역일수록 빈곤률은 도시지역보다 높음.

- 2010-17년 비도시지역의 빈곤율은 2011년과 2013년에 18.5%로 가장 높았으며, 

2017년 16.4%로 가장 낮았음.

-도시지역의 빈곤율은 2011년과 2012년에 15.5%에서 2017년 12.9%로 감소하였

고, 비도시지역의 빈곤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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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 GI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체결

 EU, 지리적 표시(GIs) 보호가 가능한 다자간 국제협약 체결 예정 

� 지난 11월26일, EU가 리스본 협정 제네바 법안의 회원국이 되기 위한 공식 문서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UN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보관됨.

-이는 EU가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ons, GIs)를 보호하는 다자협약 가

입의 마지막 단계로 2020년 2월 26일에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EU농업개발집행위원(Phil Hogan)은 “EU는 국내외의 농민들과 식품생산자의 지적재산

을 보호하며, 성공적인 지리적 표시 정책 개발을 위해 20년 이상의 노력을 투자했다”고 

언급함. 또한 “제네바 법안 아래 국제적 수준의 식품 품질과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증진 약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U 생산자, 소비자, 성장 및 일자리뿐만 아니

라 글로벌 파트너들에게 분명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여 언급함. 

 신속한 등록 절차 

� 2015년 5월, 제네바 조약(The Geneva Act)은 1958년 원산지 명칭 보호와 국제등록을 

위한 리스본 조약(1958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을 현대화하여 모든 GI로 범위를 

확대하고, EU와 같은 국제기구의 가입을 허용함. 

-이 조약은 EU가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자국의 GI에 대해 신속하고 높은 수준의 보

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 표시(Appellations of Origins, AO)에 대한 단

일 등록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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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개의 EU회원국인 불가리아(1975년 이후), 체코(1993년 이후), 프랑스

(1966년 이후), 헝가리(1967년 이후), 이탈리아(1968년 이후), 포르투갈(1966년 

이후), 슬로바키아(1993년 이후)를 포함하여 총 2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른 회원국으로 알제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콩고, 코스타리카, 

쿠바, 가봉, 조지아, 이란, 이스라엘, 멕시코, 몬테네그로, 니카라과, 북한, 페루, 몰

도바,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북 마케도니아, 토고, 튀니지가 있음.  

- EU 가입 후에도 개별 회원국은 여전히 제네바 법의 독립 당국이 될 수 있음. 

� 위원회는 EU GI의 국제 등록 신청서를 제네바 조약을 관리하는 WIPO 국제 사무국

에 제출하고, EU내 제3국의 GI보호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책임이 있음. 

 GIs란?

� GI는 자연적, 전통적, 문화적 요인을 포함하여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해당 지역

과 연계된 품질이나 특성으로 지정함.   

- EU에서는 식품 명칭을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나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로 등록할 수 있음.

-해당 제도는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생산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의 모방 및 오

용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함.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3국의 GI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협상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EU 영토 내에서만 적용됨.

� EU의 전통특산물인정(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TSG) 라벨도 있음.

-이는 생산 방식과 그 구성과 같은 제품의 전통적 측면을 강조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특성 연계성은 없음. 

- 3,000여 개의 EU와 비EU국가들의 와인과 주류 및 식료품 명칭이 현재 EU에 등록

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샴페인, 꽁테 치즈(Comté), 그라나 파다노, 고르곤졸라, 

우조(Ouzo)등이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2328/EU-joins-in

ternational-agreement-to-protect-GIs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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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업용 폐수 재사용 촉진을 위한 규정 합의

� 지난 12월 2일, 유럽의회와 EU집행위원회는 농업용 폐수 재사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EU규정에 대해 비공식적인 합의를 도출함. 

� 새로운 규정은 처리된 도시 폐수(treated urban wastewater)를 관개농업에서 사용하

기 위한 최소 요건과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생산, 유통, 

저장 과정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잠재적 위험 식별 및 모니터링과 재사용 물의 안정성을 보장해야하는  위험 

관리시스템으로 보완될 것임.   

-또한 새로운 투명성 규정은 일반 대중에게 재생수(reclaimed water)의 품질 및 

양, 보장 허가, 적합성 검정 결과 등을 포함하여 EU 회원국 물 재사용 프로젝트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5월, EU집행위원회는 농업에서 잡용수(non-potable water)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재생수(reclaimed water)로 생산된 식품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안을 발의함.

� 신임 EU환경부문집행위원장(Virginijus Sinkeviius)은 관련 합의를 환영한다며, “이번 

잠정 합의로 EU는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확보했으며, 물 절약 및 효율성 대책과 함께 농업부문의 재생수(reclaimed water) 

사용은 수압과 가뭄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함.

� 비공식적인 합의는 이제 유럽 의회와 유럽위원회 양쪽의 공식 승인이 되어야 법률이 

될 수 있음.  

-법으로 제정된다면 해당 규정은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고 20일 후에 발표됨.

 관개 농작물

� 이미 도시폐수처리지침(Urban Wastewater Treatment Directive)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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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처리를 거치고 있는 도시 폐수는 새 법안 아래에서 새로운 최소 품질 요건을 충족

하고, 농업에 적합한 사용을 위한 추가 처리과정을 거치게 될 것임. 

-이러한 최소 표준 요건에는 미생물 수치 한계(예를 들어, 대장균 박테리아 수준)와 

물리 화학적 매개 변수(physico-chemical parameters)가 포함됨.

-재생수(reclaimed water)는 식량 작물 및 가공된 식량 및 비식량 작물을 관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음. 

� 또한 위원회는 규정이 발표된 후 8년 이내에 재생수(reclaimed water)를 다른 방식으

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 EU회원국들은 인간의 건강과 동물 및 환경이 철저히 보호되는 조건에서 산업, 편

의시설, 환경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임. 

 기후변화 적응

� 규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EU전역의 물 부족을 완화하고, 특히나 폭염과 심한 가뭄동

안 밭의 관개를 위해 충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함임. 

- EU 국토의 3분의 1은 이미 1년 내내 물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 문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갈수록 예측이 어려운 기후 변화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농업에 필요한 담수(freshwater)

의 양과 질 모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규제 격차 해소

� 발의된 입법안은 오늘날의 EU의 물 재사용이 담수 이전(freshwater) transfer)과 담수

화(desalination)와 같은 대체 물 공급 방법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성에 훨씬 못 미친다는 EU집행위원회의 견해에서 비롯되었음. 

- EU집행위원회는 단지 6개 회원국만이 법규나 비규제 표준 부분에서 물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요건들의 엄격함의 수준은 상당히 다름을 확

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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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새로운 규정은 도수 폐수 재사용을 위한 EU 전역의 조건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 격차를 줄임으로써 물과 식품에 대한 EU의 기존 법률 체계

를 완성해야할 것임.

� 현재 EU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을 통해 물 재사용을 허용, 권장하고 있음.

-도시폐수처리지침(Urban Wastewater Treatment Directive)은 처리된 폐수는 

필요한 경우 재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EU 물관리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은 강 유역 각각에 대한 대책 프로

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한 방안으로서 물 재사용을 열거하고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2383/EU-lawmak

ers-strike-deal-on-water-reuse-for-agriculture (2019.12.04.)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권고 사항* 4)

�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2018년 6월 제출한 공동농업정책(Post 2020 

CAP) 개혁안(직접지불제, 농촌개발)을 평가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음.

� [직접지불제] 유럽연합의 소득지원방식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새로운 

개혁안에서도 현재와 동일한 (면적 기준의) 지급방식을 따르고 있음.

� 현재보다 조건성(conditionality) 기준을 높임으로써 기후·환경·생물 다양성·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였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수립한 환경계획(eco-scheme)에 농업

인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만, 개혁안에서 직불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상한선 적용에 노동비용 공제) 대농이 직불금을 과도하게 수령하는 것을 예방하기 

 * European Parliament가 발표한 “Assessing the future structure of direct payments and the rural development 

interventions in the light of the EU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2018.10.)”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146 ∙ 세계농업 2019. 12월호

위해 농가당 직불금 수령액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였음. 그러나 상한선 적용 시 

유급 근로자의 급여와 암묵적 노동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인해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공정성 훼손) 회원국별로 농업인 의무 수준이 다를 수 있고, 환경계획에 참여한 농

업인에 (노력에 비해)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득연계지원 (생산과 연

계된 소득지원) 과정에서 시장 왜곡이 발생 수 있음. 

-소득연계지원은 특정 품목 생산과 소득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장 왜곡이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소득연계지원 시에 지원 대상을 엄격히 구분하고, 지원받는 

농업인 비율을 제한할 필요 있음.

- (가이드라인 미비)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순위 목표로 설정하였음에도, 적절한 대응

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음.

� [농촌개발] 농촌개발정책 관련 주요 변화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수립하였다는 점에 있음. 

즉, 현재는 의무준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나, 개혁안에서는 성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전과 같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세세한 자격조건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음. 이를 제외하고 핵심적 원칙이나 범위에서 큰 변화는 없었음. 개혁안에서 농촌개발

(제2축) 관련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정성) 지역별로 이질적 생산환경과 규제조건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정성

을 위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농업 투자 지원) 농업 투자는 농업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수적임. 따라서 CAP 예산

의 일정 수준 이상이 농업 투자 지원에 투입되도록 의무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

음. 지원방식은 시장의 질서를 해치지 않고 WTO 규정에 합치되어야 함.

- (위험관리) 현재 유럽연합의 민간 보험은 농업인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음. 민간 보험과 공공 보험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특정한 

경우(예: 질병 발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홍보를 통

해 위험관리수단에 대한 농업인 인식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함. 예를 들어, 다년생작

물보험(Multi-Peril Crop Insurance)의 경우 다수의 회원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 없이는 높은 가입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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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혁신과 농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개혁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협력 

촉진을 위해 생산자단체(PO) 조직, 품질계획(quality scheme) 수립, 유럽혁신파트

너십(EIP), LEADER 프로그램,3) 산림관리계획,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빌리지, 로컬

푸드를 활성화시켜야 함. 다만 이 과정에서 투자 중복을 방지하여야 하며, 협력 과

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절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정보공유) 농가에 대한 자문서비스(farm advisory service)를 지원하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개혁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전략적 계획에서 자문서비스가 농업지식

혁신체제(AKIS)에 통합될 수 있는 방안과 예산을 제시해야 함. 또한 유럽연합혁신

파트너십(EIP)을 통해 회원국 간에 농업 분야 연구 결과와 지식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지식을 창출하는 단위인 운영그룹(OG)은 프로젝트 결과를 의무

적으로 EIP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회원국별 생산자지원 수준 추정 결과* 4)

� 2018년 EU의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였고, 2021-2027년에는 

28~31%로 하락할 전망이나, 예산규모는 연간 500억 유로가 넘는 금액을 지출할 예정임.

� EU의 농업지원으로 농산물 생산량 증가와 그에 따른 가격 하락, 수입국 여건 악화와 

같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농업이 전체 GDP의 15%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자국 농업부문에 대

한 지원이 어려워,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측면으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에 처하게 됨.

 3) 공공-민간-시민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것으로, 농촌의 지방자치라 할 수 있음.

 *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가 발표한 “New Estimates of Agricultural Support And Un-Common 

Agricultural Policy(2019.11.)”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148 ∙ 세계농업 2019. 12월호

� OECD에 따르면 2018년 EU 평균 %PSE4)는 20%로 OECD 평균을 상회하였음. 다만 

EU의 보조금은 대부분 생산과 비연계되어 있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2017년 EU 회원국별 %PSE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회원국별로 생산자지원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상위 6개국(라트비

아, 그리스,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은 %PSE가 최저치를 기록한 네덜란

드(7.1%)에 비해 4배 이상 높았음.

-공동농업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영국의 지원 수준(18.3%)은 유럽연합 평균

(18.4%)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프랑스(18.8%)는 평균보다 약간 높

았으며, 독일(14.3%)은 훨씬 낮았음.

-벨기에(4.3%), 헝가리(4.6%), 몰타(4.4%), 폴란드(4.8%), 영국(5.0%)은 높은 시장가

격지지(MPS)5) 수준을 보였음.

-시장가격지지(MPS)는 국내외 가격차를 정책에 의한 지지로 간주해 생산자에게 지원된

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추정치로서, 국내외 가격차에 연간 국내 생산량을 곱해 산출됨.

 MPS     Subsidy

 4) PSE(Producer Support Estimate)는 농업지지 정책에 의해 연간 농업인에게로 이전된 금액을 의미하며, 재정지불액과 

시장가격지지(MPS)로 구성됨. %PSE는 PSE를 각국의 생산자총수취액(=농업총생산액+재정지불액)에 대한 비율로 변환한 

수치임.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 149

� 회원국 간 지원 수준 편차는 정책 목적과 무관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농가지원은 면적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면적당 지원액은 과거 생산액, 

영농방식, 청년농업인 수, 생산량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연합 농업부문 고용 실태와 전망* 6)

� 유럽연합 농업 취업자 수는 2003년 1,310만 명에서 2018년 910만 명(Annual 

Working Unit, AWU)5)으로 지난 15년간 약 30% 감소하였음. 동시에 중소농의 감소

와 대농의 증가로 전체적인 농가 수가 줄어들면서 농지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체코나 슬로바키아와 같이 농가 수가 증가한 회원국도 있었음.

� 가족농 형태가 농업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상업농 비중이 높은 지역도 있었

음. 또한, 농업 노동인구의 83%가 파트타임 혹은 부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였음.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역내 인력 1.6%, 역외 인력 2.7%로 아직 낮은 수준이었음.

� 유럽 농업 노동시장은 최근 기술진보, 청년층과 고학력 인구의 농업 종사 기피, 고령화 

등으로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럽연합 농업인들은 기계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낮은 기술 수용력, 노

동 수요의 계절 진폭, 타산업에 비해 낮은 임금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음. 토지 대

장 누락으로 토지 거래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도 있음.

� 향후 유럽연합의 농업부문 노동시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

-기계화의 진전으로 상업농이 증가하고 중소농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임. 한편, 

상업농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신기술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European Parliament가 발표한 “The EU farming employment: current challenges and future prospects 

(2019.10.)”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5) 농업취업자 수는 전체 농업노동력을 정규 연간노동단위(Annual Working Unit, AWU)로 변환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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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농가에 집약적 생산방식이 요구될 수 있음. 중소농은 농촌관광 등 농가수입 

다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농업과 비농업 사이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며, 농지가격 상승으로 신규 진입 인력 

감소가 계속될 것임.

-제한적 일자리, 사회적 인프라 부족, 삶의 질 악화로 농촌을 떠나는 인구도 계속 늘

어날 것이며, 인구유출은 도시 주변 농촌에서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됨.

-근로자 고용 시 임금 규제를 충족시키면서 농가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 부

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계절 근로자와 이주 노동자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면서, 중소농가들이 성수기에도 안정적으로 추가 인력을 접

근·등록·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공동농업정책은 농업·농촌 일자리에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음. 공동농

업정책 내 존재하는 다양한 사업들은 투자 성격과 규모, 경영주 선택, 영농체계에 따라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예를 들어, 경영주의 선택으로 경영주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자본 투자를 할

지, 추가 인력을 고용할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연합 중장기 농업 전망(2019-2030)* 6)

� 소비자들은 과거와 달리 농식품 구매 시 편리성과 가격뿐만 아니라 보건, 동물복지, 

기후변화, 환경을 고려하고 있음. 향후에는 농식품에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기대가 시장

의 형태를 결정할 것임.

-유럽연합 소비자들에게 식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농식품의 가격, 안전성, 

 * 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EU agricultural outlook 2019-30: societal demands driving food market 

developments, combining affordability, sustainability and convenience (2019.12.10.)”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

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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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성, 신념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소비자들의 변화는 로컬푸드,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바쁜 

생활습관으로 인한 간편식 수요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 1인당 식품소비량과 자급률은 증가 추세에 있음.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 창출과 

함께 경쟁 역시 심화될 것임.

-예를 들어 세계 곡물 수요 증가로 유럽연합 밀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며, 동시에 흑

해 지역에서 생산된 밀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것임.

� 향후 유럽연합 농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1억 7,830만ha로 추정되는 반면, 

두류 작물, 사료, 유지 작물 경지면적은 각각 46%, 2%,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유럽연합의 두류 작물은 완두(field pea), 잠두(field beans), 가는잎미선콩(sweet 

lupins)으로 구성됨.

� 식물성 단백질 소비가 증가하면서 기존 육류와 유제품 가격 하락이 나타나 세계시장에

서 육류와 유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유럽연합 내 두류 작물 생산량 증가로 식용 두류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유럽연합 농업

부문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전망임.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인해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럽연합을 포함한 돼지고기 수출국들의 생산량 증가가 나타날 것임. 그러나 유럽연합은 

환경 규제로 생산량 증가에 한계가 있음.

� 젖소 사육마리 수 감소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이나, 농작물 생산량 증가는 

가축 분뇨 사용으로 아산화질소 배출을 증가시킬 것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까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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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정

� FAO에 따르면, 지난 12월 12일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북부 수마트라 지역에서 아프리

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확정함.  

� 지난 9월 말부터 북부 수마트라지역에서 돼지 사망률이 증가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증세가 비슷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로 인한 폐사로 보았으나, 

조사결과 ASF로 인한 폐사로 밝혀짐.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 2만 7,000마리의 돼지가 이미 북부 수마트라에서 ASF

로 죽었으며, 매일 수천마리의 돼지가 폐사되고 있다고 함.

� FAO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와 ASF 차단을 위해 협력 중이며,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음. 

� ASF 확산으로 약 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돼지가 폐사될 수 있으며, 이는 소규모 

농장주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2492/ASF-finally

-confirmed-in-Indonesia (2019.12.16.) 

일본, 식량자급률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7)

� 일본 식량자급률이 장기적으로 감소한 원인은 생활 변화에 따라 자급률이 높은 쌀 소비는 

 *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 「食料自給率及び食料自給力の検証」(2019.11.12.)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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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자급률이 낮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 농산물 생산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임.

� 2025년 목표 식량자급률은 48%, 사료자급률은 40%이며, 2018년도 식량자급률은 

37%, 사료자급률은 25%임. 쌀, 닭고기, 달걀은 목표 생산량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밀, 

대두 등은 기후 영향으로 목표 생산량에 미치지 못했음.

� 대두, 밀, 사료용 쌀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식용 쌀, 노동집약적인 채소·과일, 

서류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음. 또한 경지이용률(총 재배면적÷농지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임.

�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대두, 밀 등은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쌀 감소분을 보전하기에

는 부족하며, 다양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농지 또한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주요 농업인의 농지집약률 증가세도 둔화하는 경향을 보임. 농지 규모화·단지화를 가속하

여 주요 농업인이 더욱 많은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추진해야 함.

� 밀·대두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습해(토양수분 과잉으로 인한 피해)나 연작피해 

등에 의해 단위 수확량이 부진한 상황임. 지역에 따라 논을 중심으로 한 윤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에 맞는 배수대책이 필요함.

� 과일 및 채소는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과 수확량이 안정적인 복합환경제어형 시설 생산

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생산자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최근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안정적 공급이 힘든 

상황임.

-채소는 가공·외식용을 중심으로 정시, 정량, 정품질, 정가격으로 공급이 요구됨.

-기후변화에 대응한 육종개발, 생산안정기술 노동력 감소 재배 기술 확립 및 보급과 

광역연계, 스톡 포인트(stock point)6) 정비 등 일괄된 대응이 필요함.

� 축산물은 모든 품목에서 전망치보다 소비량이 많음. 닭고기와 달걀은 이미 2025년 

생산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원유, 소고기, 돼지고기는 생산목표에 이르지 못했음.

 6) 대도시 지방 중소도시에 합리적인 배송을 위해 설립된 유통 중계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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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해외수요를 예상하여 지속적으로 규모 확대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해 생산기반 

강화 추진하고,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 첨단기술 보급·정착, 농업인과 외부 지원 조

직 역할분담 및 연계, 국산 사료 이용, 가축 배설물 이용 촉진 등이 필요함.

� 재배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으로 감자, 사탕무 등 중노동 작물 재배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남. 

-또한 수확기에 노동력이 집중되는 과일·채소는 임시고용 노동 부족으로 생산에 지

장을 주고 있음. 생산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술의 빠른 보급 등을 통

한 노동력 절감이 필요함.

� 인구감소로 국내 수요가 축소되어 향후 해외수요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수요의 잉여분을 수출하는 발상에서 벗어나 수출을 지향한 산지·유통가공체제가 필요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03.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식량자급률 및 식량자급력 향후 검토 방향*7) 

�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량자급률 및 식량자급력에 대해 검토하여 목표 검증과 논점을 

발표함.

-식량자급력은 농림수산업의 잠재 식량 생산 능력이며, 식량자급력을 지표화한 식량

자급력 지표는 국내 생산만으로 식량을 최대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1인 1일 공

급칼로리로 계산한 것임.

� 식량 소비 동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인구감소·고령화, 식품 

손실(food loss) 감소, 영양·식생활 개선, 관광객 증가 등이 있음. 또한, 농림수산물·식

품 수출 현황, 식사의 외부화7)·간편화 등이 국내 생산 동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 「食料自給率及び食料自給力の検証」(2019.11.12.)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7) 가정 내에서 식품을 조리하지 않고 외식 및 간편식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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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식량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식량 소

비량은 감소하고 있지 않음.

<표 1>  식량자급률 목표 검증과 논점

식량자급률 목표 검증 논점

• 국산 쌀 수요 감소, 국산농산물 소비 감소로 칼로리 기반 식량자

급률 하락

• 생산액 기반 식량자급률은 경기회복 및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큰 변화가 없음.

• 향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수요를 통해 수출이 증가하

면 식량자급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생산 상황 및 목표를 기반으로 국내외 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목표(품목, 생산방식) 설정

• 향후 식량 소비는 인구감소·고령화를 시작으로 해외 관광객 증

가, 식품 손실 감소, 건강지향 선호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

망됨.

• 현재 소비자 식품소비를 기반으로 향후 식품 소

비 동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고려

• 바람직한 식품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대응도 검토

• 사료자급률을 반영하여 식량자급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국내 

생산을 엄밀히 파악 가능함.

• 한편 실제 생산량으로 계산했을 경우보다 식량자급률이 낮게 

산출되기 때문에 소비자 실태와 맞지 않으며, 국산축산물 생산

자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음. 

• 식량자급률 설정 시 사료자급률을 반영하는 경

우뿐만 아니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검토

<표 2>  식량자급력 목표 검증과 논점

식량자급력 목표 검증 논점

• 식량자급력 지표는 2015년 기본계획부터 책정되었으며 일본 

농림수산업의 잠재 식량 생산력을 나타냄.

• 국민의 식량자급력에 대한 이해를 양성하고 식량 안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심화시키기 위해 제시

• 식량자급률과 함께 일본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에 관한 정책 검토 및 운용 시행

• 현재 식량자급력 지표는 거의 농지 면적 감소로 좌우되며, 농업

인 및 농업 기술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과제

• 농지는 식량자급률을 나타내는 주요 요소이지만 

농지의 효율적이고 폭넓은 유지·활용 방법과 함

께 농업인 및 농업 기술 요인 분석에 대해서도 검

토 필요

• 식량자급력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확산되었지만 국

민적 논의 수준까지 심화되지 않음.

• 국내외 식량 사정을 포함하여 식량 안보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국민적 논의 환기 방법 검토

� 생산액 기반의 경우 수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농업생산 실태에 

부합하나 생산액이 높은 작물 생산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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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농촌 소득 증대* 8)

� 일본 농업·농촌은 농업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농업소득 감소로 위기에 처해 있음.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산업을 유지하고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함.

� [농업총생산액] 농업총생산액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15년 이후 

쌀, 채소 등의 수요증가로 3년 연속 증가함. 이로 인해 2017년 농업총생산액은 9조 

3,000억 엔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농업생산액 증가 원인으로는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지속, 와규와 샤인머스켓 등

의 고부가가치 품목 전환, 수출 확대의 영향으로 보임.

- 2013~2017년 농업총생산액을 품목별로 보면 축산물, 채소, 과일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 [농업생산소득] 농업생산소득은 농업총생산액 감소 및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2014년까

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15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증가하였음. 2017년 농업생

산소득은 3조 8,000억 엔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농업소득] 농업소득은 2조 9,000억 엔(2013년)에서 9,000억 엔 증가한 3조 8,000억 

엔(2017년)으로 2025년 목표인 3조 5,000억 엔을 이미 달성하였음. 향후 더욱 농업소

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지 규모화·단지화 및 스마트 기술 현장도입 등에 의한 노동력 

절감, 고수익 작물 전환, 수출 등을 추진해야 함.

� [농촌소득] 농촌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2조 엔이 되었으나 2025년 목표

인 4조 5,000억 엔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함. 향후 식품산업 등 2차·3

차 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해야 하며,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도농 교류 

추진이 필요함.

 *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 「‘農業所得の増大と農村地域の関連所得の増大’の検証について」(2019.11. 

2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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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농업소득 및 농촌소득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25년

농업소득
2조 9천억 엔

(100)

2조 8천억 엔

(96)

3조 3천억 엔

(118)

3조 8천억 엔

(128)

3조 8천억 엔

(128)

3조 5천억 엔

농촌소득
1조 2천억 엔

(100)

1조 3천억 엔

(108)

1조 5천억 엔

(125)

1조 8천억 엔

(150)

2조 엔

(167)

4조 5천억 엔

주: (  )의 숫자는 2013년도를 기준(100)으로 했을 때 비교치임.

�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활동 중 가공·판매 등 7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농촌소득을 

산출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중에서 도농 교류 분야가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에 비해 가공·판매 분야는 부진함.

-가공･판매, 수출, 도농 교류, 의료･복지･식품･농업 연계,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 

지역에서 소비), ICT 활용･유통, 바이오매스･재생가능에너지분야를 대상으로 함.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가공·판매 등을 하는 6차 산업은 전체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또한 향후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 내 수요는 감소할 것

으로 예측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

일본, 농업진흥정책* 11)

�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위한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9일에는 관련 부처 정책을 포함한 농촌진흥정책을 제시하였음.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은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의 중장

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침이며, 정세변화 등에 따라 5년마다 변경하고 있으며 

2020년에 새롭게 발표될 예정임.

 * 일본 농림수산성 「各府省施策も含む農村振興施策の体系的整理」(2019.12.9.)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

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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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고용기회 확대

� [농업경영 확립] 농업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다양한 농가에 적합한 기술을 도입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복합경영 추진하고, 도시만의 강점을 살린 도시농업 활성화를 목표

로 함.

- (조건불리지역 기술개발) 조건불리지역(중산간지역)의 생산 및 수익 향상을 위해 소

형 농기계(노동력 절감, 자동화), 브랜드 품종, 고품질 재배기술, 야생동물 피해 방

지 기술 등을 개발, 농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명확한 연구 목표하에 국가 주도 

연구개발 시행

- (복합경영 추진) 소규모 농가를 포함한 다양한 농가에 적합한 농업경영을 위해 임업

과 조합하는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복합경영 지원 방향을 검토

- (도시농업 활성화) 국토교통성과 연계하여 도시 농지보전을 위한 법률 및 제도를 조

정하고 세제개정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

� [소득과 고용 기회 확대]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수렵육 활용, 농업과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음.

-농촌지역 자원 발굴, 6차산업 활성화, 타 분야와 조합8)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농촌발(發) 이노베이션) 및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촉구

- (농촌관광 활성화) 국립공원, 전통 건축물 보전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타 

부처와 정보 공유 및 정책을 연계하여 농촌관광 추진

� [수렵육 이용 확대] 현재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수렵육 공급을 촉진하고 있으나 포획·처

리가공·공급·소비 각 단계에서 관계자 및 관련 부처 연계가 필요함.

- (농업·복지 연계) 2019년에 발표한 ‘농업·복지 연계 추진 비전’을 기반으로 농업 발

전 및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공생 사회 실현

� [지역경제순환 확대] 지역자원(바이오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역 내에서 생산한 농축

산물·가공품 등을 지역 내에서 소비·활용하여 경제 순환을 확대함.

 8) 농촌을 주제로 한 만화 등 타 분야와의 연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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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여건 정비

� [지역 커뮤니티 기능 유지·강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타 부처와 연계를 통해 생활서비스와 시설을 모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

변 마을과 교통 네트워크로 연결된 ‘작은 거점’ 형성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시설의 기능 다양화(마을 조성, 복지, 

방범 등)

-다양한 연령층의 소통을 통한 농지 및 마을 미래상 설정

� [생활 인프라 확보] 타 부처와 연계하여 농촌에서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

록 주거, 정보기반, 교통 등의 생활 인프라 확보를 추진함.

- (정주 여건 강화 위한 종합적인 활동계획 수립) 정주 여건이 부족한 중산간지역·낙

도 등에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활동계획서작성 지원

� [야생동물 대책·수렵육 활용] 전문가 부족, 서식지 확대로 야생동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야생동물 피해대책 실시 및 수렵육 활용방안을 추진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4.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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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2019. 12)

1. 아시아

□ 인도, 세계 최대 FTA인 ‘RCEP’ 불참 선언

▪지난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된 가운

데, 유일하게 인도만이 불참을 선언함. 

-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및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메가 FTA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총 생

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FTA임.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해당 협정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내 산업 

타격을 우려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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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도 고위관계자는 중요한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발언하였

으며, 인도 정부 소식통은 ‘중국’과 같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수입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없는 것을 언급함. 

▪이에 대해 인도의 농업을 대표하여 아르카넛과 코코아 제조업체인 인도 Campco 

(Central Arecanut and Cocoa Marketing and Processing Co-operative 

Limited)사(社)는 직접 인도 정부에 RCEP이 다루는 분야에서 해당 품목을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또한 인도 농업계는 인도 정부의 불참 입장을 환영하고 있음.

▪한편, 이번 인도 RCEP 불참에 대해 중국 전문가는 “역사적인 실수이며 RCEP에 다시 

참여하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더 많은 인도 국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특히, 타결된 날로부터 2주 후 인도를 방문한 중국 싱크탱크 대표단은 인도의 불

참 선택은 다시 고려돼야 한다며 제조업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힘. 

-또한 중국은 이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이라며 진

정한 산업화를 위해서라면 RCEP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함.   

▪지난 2012년 11월에 RCEP 협상개시가 공식 선언된 이후, 7년 만에 해당 협정이 

타결됨.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인도가 빠졌지만, 세계 FTA 중 가장 큰 규모로 총 20개의 

챕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큰 의미가 있음. 

-이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등 최신 무역규범 조

항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현재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이 편향돼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RCEP 타결과 향후 

발효로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어야 함. 

-특히, 이번 RCEP이 발효되면 원산지 기준이 통일될 것임. 이러한 통일된 원산지 

기준으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에도 특혜관세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

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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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세안 국가와 인적, 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시장 진출 시 각각의 국가가 모두 뚜렷한 정체성

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함. 

▪한편,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가 빠졌으므로 인도의 추후 참여 여부를 두고 

봐야 할 필요가 있음.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12.23.)

 □ 중국, 5년 만에 미국산 가금류 수입 제한 해제

▪지난 11월 14일, 중국은 5년 만에 미국산 가금육 수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힘.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제한 해제 조치로 대중국 가금류 수출

액이 최대 1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미국가금류수출협회(USAPEEC)는 이에 대해 "재수출을 통해 우리의 사업과 축산업

자에게 성장과 가치 창출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표시함. 

▪중국의 이번 해제 조치는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중국산 가금육 수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뒤 취해진 것으로, 현재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협의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타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주장도 많음. 

▪또한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요는 감소하고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허용한 

원인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함. 

▪한편, 중국은 이번 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3억 달러 규모의 닭을 수입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수치임.

▪이번 중국의 미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 해제 조치는 양국의 1단계 무역합의와 이어지

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으나, 여전히 양국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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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백악관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인권법에 서명했다고 밝

혔으며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는 내정간섭이라고 발표함. 

-또한 미국 상무부가 미국 통신망에 위협되는 제품을 조달하는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함. 

▪전문가들은 해당 규제가 중국의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대중 관세 철폐,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양국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국의 무역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12.03.)

 □ 사우디, 2021년까지 식품시장 59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사우디아라비아 총 투자청(Saudi Arabia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SAGIA)

에 따르면, 2021년까지 자국 식품시장이 5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걸프지역의 최대 식품 수입 업체 중 하나인 트루벨(Truebell) 또한 사우디 투자

청의 발표와 트루벨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우디를 가장 주목해야할 식품 시장

으로 선정함.

▪사우디 최대 식품박람회 중 하나인 푸덱스 사우디(Foodex Saudi)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사우디에서는 약 700억 달러의 식품이 소비되었으며 유기농 및 건강 

제품들의 소비는 270억 달러에 달함.

-사우디의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유기농 및 프로바

이오틱스 등 건강 보조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사우디의 인구는 2,900만 명으로 GCC 국가들 중 가장 많고, 그 중 50%가 25세 

미만으로 서구식 식품 트렌드에 민감하여, 시장 성장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음.

▪사우디는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빈 살만 왕세자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외국

인들의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식품시장의 큰 성장이 전망됨. 이에 사우디의 식품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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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비층이자 서구식 식품 트렌드와 건강 문제에 민감한 젊은 층을 겨냥한 시장 

공략 필요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11.30.)

 □ 태국, 소금세 부과 논쟁

▪태국 정부는 설탕세에 이어 작년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소금세 

부과를 추진하였지만 반대에 부딪혀 진행되지 않음. 

-많은 식품업계 전문가들이 소금세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그러나 올해 태국 재무부 산하 소비세국(Excise Dpartment) 사무총장은 현지 언론

과의 인터뷰에서 소금세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공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와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연말까지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사무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소금세가 부과되고 있다

고 언급하며, 소금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

라고 함.

▪소금세는 이미 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설탕세와 비슷하게 인스턴트라면, 냉동식품, 

통조림 등과 같은 가공식품에게 부과될 예정임. 

-조미료로 첨가된 소금(나트륨)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방부제 용도로 첨가된 소

금이나 피쉬소스나 간장 같은 소스류는 제외됨. 

-소금 함유량이 많을수록 소금세를 높게 부과하여 소비자들의 소비습관이 바뀌기

를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소금세 부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음. 

-태국 식품과학기술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태국인의 약 20%는 포장된 음식을 소비

하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요리해서 먹거나 식당 또는 기타 음식점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소금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소금 대체품은 설탕 대체품보다 

기술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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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체들에 따르면 소금세 시행이 확정되고 1~2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주

어지더라도, 제품에 따라 사용하는 소금 종류가 달라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 소금 대체품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함.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소금세는 시행될 전망임. 

- AsiaOne에 따르면 2017년 10월 태국에서 설탕세를 부과한 이후 매년 약 

20~30억 바트(약 773~1,160억 원)의 세금 수입이 발생했다고 함.

-설탕세는 2년마다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고 있는데, 올해 10월 새로 적용되는 설

탕세로 인해 세금 수입은 35~45억 바트(약1,353~1,546억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태국의 소금세 도입에 대비한 저염식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태국에 가장 많이 

수출되고 현지에서도 인기 품목인 한국 라면은 현지 유통매장에서 1봉지에 40~50바

트(1,500~1,9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지만 태국 라면은 6바트(230원)에 판매되고 

있음. 

-태국 소비자들은 라면 1봉지에 40바트 이상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소

금세로 인해 소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태국 소비자들도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것임.

▪태국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임. 

저염, 저설탕, 무설탕 등 건강한 식품의 개발과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감미료 등에도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12.23.)

 2. 아메리카

 □ 미국,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유제품 생산 증가

▪유가공 업체의 파산 및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미국

의 유제품 생산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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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지난 9월 치즈 생산량은 10억 파운드(약 49만 톤)로 

전년대비 2.1%, 8월 보다는 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버터 또한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1.2% 증가함. 분유 및 유청 제품 생산량

도 크게 늘어남. 

-일반 탈지분유(nonfat dry milk)와 단백질 함량이 최소 34% 이상인 탈지분유 

생산량은 각각 7.9%, 4.6% 늘었고, 유청분말 및 유당 생산량 또한 31.5%, 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 낙농산업이 최근 몇 년간의 불황기를 지나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유제품 재고가 줄고, 유제품 가격도 바닥권을 탈출하면서 원유가

격 또한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것임. 

▪그러나 유제품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낙농산업은 우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 낙농업 생산 및 동물치료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 요구 그리고 식물기반 

제품과의 경쟁이 계속되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지난 주 미국 최대 유가공회사인 ‘Dean Food’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낙농업계에 충격을 안겼음. 

- Dean Food는 유명한 우유, 치즈, 버터 및 아이스크림 제조회사로 미국낙농가협

회(DFA)의 가장 큰 고객임.

-미네소타주의 한 주식회사도 분유 및 치즈 공장 두 곳을 폐쇄했다고 발표함. 관계

자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낙농가수 및 원유생산량 감소가 폐쇄의 주원인”이라 

말함. 

▪낙농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여러 낙농관련 기관에서는 산업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

-미국제유제품협회(IDFA) 회장 Michael Dykes는 “우리는 낙농조합들이 경쟁력

을 유지하고, 가공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으며, 소매업자와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식단에서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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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제품이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함.

※ 자료: 낙농진흥회(2019.12.02.)

 □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따른 유제품 무역 전망

▪12월 10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

나다 협정(USMCA) 수정안에 북미 3국이 서명함. 

-이에 따라, 미국은 유제품 수출이 늘어나고, 캐나다는 유제품 시장 개방으로 수입

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협정 서명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낙농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하고, 의회의 

빠른 비준을 촉구함. 

-이 협정 발효로 미국 낙농업계는 유제품 수출이 2.8억 달러(약 5%)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캐나다는 이번 협정으로 약 5.6억 달러(자국시장규모의 약 3.5%)의 유제품시

장을 추가로 개방해야 해야 하고, 클래스(Class) 분류를 통해 특정 우유재료(단백질 

농축물, 탈지우유 등)의 가격을 낮춰오던 정책도 할 수 없게 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 멕시코, 캐나다 상품교역 불균형 해소 등을 명분으로 

NAFTA를 USMCA로 대체하는 작업에 착수함. 

-그 결과 북미 3국은 지난해 10월 USMCA에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멕시코는 지

난 6월 의회 비준을 받은 반면, 미국에선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노동과 환경기

준 강화 등을 요구하며 반대했고, 캐나다는 미국 의회비준과 속도를 맞춘다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였음. 

▪발효가 지연되자 3국은 당초 합의안의 수정에 나섰고, 결국 민주당이 만족할 만한 

새 수정안에 합의하게 됨.

▪한편, 이번 수정안은 이미 원안 비준을 마친 멕시코를 포함해 3국이 의회의 비준을 

마치면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임.

※ 자료: 낙농진흥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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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럽

 □ 러시아에 대한 EU의 유제품 수출 재개될 수 있나?

▪2020년 1월말 러시아에 대한 EU의 경제재제 기한만료를 앞두고, 연장여부와 함께 

EU에 대한 러시아의 유제품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자 EU는 미국과 함께 러시아

에 대해 경제재제 조치를 내린 바 있음.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러시아 또한 유제품을 포함한 EU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함. 

이로 인해 EU산 유제품 수출은 매년 14억 유로 가량 줄었고, 유제품 가격 또한 

장기간 하락국면을 벗어나지 못함.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의 대형 유제품 도매상인 L’Interform은 “최근 소식통에 의하

면 내년 1월 31일 러시아에 대한 EU의 경제재제 기한 만료를 앞두고 EU와 러시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또한 “만약 러시아에 EU 유제품 수출이 재개될 경우, 단기적으로 EU산 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유가공산업에

도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러시아는 현재 매년 25만 톤의 치즈를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량의 대부분을 벨로루스

에 의존하고 있음. 

-수입금지 전, EU는 러시아 치즈 수입의 60%를 점하고 있었음.

▪이탈리아, 헝가리, 그리스, 프랑스, 슬로바키아 등 몇몇 국가들도 EU측에 재제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미국이 EU산 수출품에 대해 광범위한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

짐에 따라, 향후 미국시장에서도 EU산 유제품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러시

아와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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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시아는 올해 9월 2014년 이후 활동을 중단했던 국제낙농연맹(IDF)의 정회원

국 활동을 재개한 바 있음. 

- IDF는 EU의 낙농관련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낙농관련 비정

부 기관으로 알려져 있음. 

※ 자료: 낙농진흥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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