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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의 해외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외국의 스마트 농촌 추진사례를 소개한다. 스마

트 빌리지 정책으로 추진되는 스마트 농촌사업은 ‘ICT기술을 통해 외부와 연계가 강화되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경제활동이 지속·발전되는 공간과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사업이다. 

이에 대한 유럽 사례로 EU의 스마트 빌리지 정책에서 출발하여 영국과 독일의 사례가 

조사된다. 또한 일본의 스마트 농업‧농촌정책이 소개되는데, 여기서는 스마트 농촌이 스마

트 농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농식품산업 동향에서는 지난 12월호에 이어서 일본의 화훼산업 동향이 소개된다. 

일본의 사례는 화훼산업을 농업정책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R&D와 문화정책과 

연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플라워 인테리어 등 건축에서 꽃과 나무의 

유용성을 강조하거나, 꽃과 나무를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소비인식

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호의 국가별 농업자료로는 네팔의 농업이 분석된다. 이번에 분석되는 네팔 사례는 

단순히 농업 현황 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팔의 농업개발정책이 심도 있게 분석되

고, 나아가 ODA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

  국제기구‧연구 동향에서는 WTO의 개도국 지위 논의와 농업통상에의 영향을 다룬다. 

여기서는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가 갖는 의미와 쟁점을 먼저 분석하고, 우리나라

의 지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차기 농업협상

에 대한 전망과 그러한 전망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및 입장까지 기술하고 있다. 

한마디로 심도 있는 분석이 진행된 연구라 하겠다.

  2020년부터는 세계농업 보고서 발간 체계에 큰 변화가 있다. 그것은 발간 체계가 기존의 

월간 발간에서 격월간 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책자 형태의 보고서는 홀수 달에 

발간하고, 짝수 달에는 “e-세계농업”으로 명명되는 온라인 보고서를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할 것이다. 세계농업 독자들은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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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스마트농촌 사례:

EU, 영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심 성 철 * 1)

1. 스마트농촌이란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위기이자 난제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4차산업혁명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농촌의 4차산업혁명 시대가 

무르익었을 때의 미래상으로 스마트농촌을 그려가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스마트농촌에 대한 각국의 관점은 그 나라 언어 차이만큼 다르며 국제사회가 

아직은 학술적으로 정의할 만큼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농촌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이하, EU)은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스마트 빌리지를 ‘지역의 자산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

니스 기회를 창출하려는 공동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

고 ICT와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의 서비스가 향상되는 마을’로 정의하고 있다(EC 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

에 대응하자는 취지의 현황 분석 자료에서 스마트 어촌을 ‘수산업의 쇠퇴, 기후변화, 인구감

소(초저출산, 고령화), 삶의 질 여건 등 어촌사회에 전반에 걸쳐 있는 사회문제를 기술혁신, 

사회혁신, 규제혁신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박상우 외 2018).

  스마트농촌의 상대적 개념으로 스마트도시 또는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scshim@stepi.re.kr). 

본고는 2019년 11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제출된 “국내외 스마트 농촌 관련 정책동향과 핵심과제 도출-스마트 인프

라 통합정책을 중심으로-”용역 최종보고서 중에서 국외 스마트농촌 정책 현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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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스마트도시법｣ 제2조의 

1). 스마트도시의 법률상 개념에서 농촌서비스가 제공되는 농촌지역에 대한 스마트농촌의 

개념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본고는 스마트농촌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스마트농촌을 ‘ICT기술을 통해 외부와 

연계가 강화되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경제활동이 지속·발전되는 공간과 공동체’로 정의한

다(심성철 2019; 임영훈 외 2019). ICT기술에 기반 한다는 점은 스마트농촌의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특징이다.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것들 중 스마트농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공동체(community)라는 정의와 의미 부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농촌의 정의에 부합하는 외국의 사례로 EU의 스마트 빌리지 정책과 영국 콘월

(Cornwall)의 농촌 서비스 활성화 사례, 독일의 디지털마을 프로젝트 사례, 일본의 스마트 

농업·농촌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스마트농촌의 이미지: 미래의 농촌

자료: ENRD(2018)을 심성철(2019), p.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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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연합의 스마트 빌리지 정책

2.1. 스마트 빌리지 정책의 추진 배경 및 개념

  유럽 농촌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2016년 9월초 아일랜드 코크(Cork)에 모여서 유럽 농촌

지역의 미래비전과 정책을 담은 코크 선언 2.0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농촌지역의 비전으

로 ‘농촌지역의 더 나은 삶’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농촌과 도시 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농촌지

역 마을을 디지털화하며 연결하는 IT정책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되, 각각 특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기능적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8:1). 이후 유럽의 정책으로서 첫 조치로 ‘EU Action for 

Smart Villages’가 2017년 봄 유럽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Pilot Project on Smart 

Eco-social Villages’ 프로젝트가 유럽 의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다(Paul Soto 2019).

  EU의 스마트 빌리지 정책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형태의 솔루션 개념이 

아니며, 각 지역의 필요와 잠재력의 토대에서 지역특성에 맞춰 전략 개발 및 투자를 지원하

는 정책으로 인프라나 비즈니스 개발과 함께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조이다(EC 

2017:3). 스마트시티가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도시의 기능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기회에 집중하는 반면 스마트 빌리지는 지역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ENRD 

2018:7). 스마트 빌리지 정의를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려는 공동체와 지역 

서비스가 향상되는 마을’에서는 주체와 지향점을, ‘지역의 자산과 잠재력, 새로운 네트워크 

기반, ICT와 지식을 활용’에서는 스마트농촌의 전략을 망라하고 있다. 

2.2. 스마트 빌리지 정책 추진 현황 

  EU의 스마트 빌리지 정책은 ENRD(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가 정책의 

이니셔티브 탐색 및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ENRD는 2008년 설립된 유럽의회 산하 조직으

로 유럽의 농촌개발 이해관계자로 구성, EU의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 RDP)에 대한 진흥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NRD는 스마트 빌리지 추진 방향을 

아래의 5가지로 잡고 있다(ENRD 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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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2. 공공서비스의 예산 절감과 집중화에 대한 지역 해결책 모색

  3. 작은 마을과 도시 간 연계성 개발

  4. 저탄소, 순환 경제 전환에서의 농촌지역의 역할 극대화

  5. 농촌지역의 디지털 전환 촉진

  유럽의회는 2018년 10월에 스마트 빌리지 정책추진의 하나로 농촌, 산악 및 외곽 지역의 

특정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European Rural Agenda’라는 것으로 구성된 결의안을 채택하

였다. 결의안이 만들어진 배경은 유럽 농촌 인구의 25%가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없고, EU 

영토의 약 30%가 산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가 적은 지역의 성장이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농촌, 산악 및 외딴 지역은 EU 영토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57%가 이들 

지역에 거주하며, 총 부가가치의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있다. 이 결의안은 2014년에서 

2019년까지 활동한 RUMRA Intergroup1)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RUMRA 

& Smart Villages Intergroup으로 발전하여 활동하고 있다.2) European Rural Agenda는 

Smart, Sustainable, Society의 3개 제목으로 요약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 1>  European Rural Agenda

Smart Sustainable Society 

· 고품질 운송, 안정적인 에너지 솔루

션에 대한 투자 및 고속 광대역 구

축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연결 

및 액세스를 향상

· 디지털 및 사회 혁신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스마트 빌리

지를 개발하고 저탄소 분산 에너지 

솔루션의 출시를 장려

·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및 훈련 프로

그램을 통해 인적 자본 및 집단기술

에 투자

· 순환 경제에서 혁신과 소규모 재

생에너지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

여 환경 문제를 해결

· 지속 가능한 관광을 개발하고 농

촌 공동체의 정체성을 홍보함으

로써 문화유산 및 비물질 및 천연

자원을 보호

· 농촌 건물에 비용 효과적이고 깨

끗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여 

탈 탄소 및 대기 질 개선

· 농촌과   도시 파트너 간의 협력을 촉

진하는 통합된 접근 방식을 통해 농

촌 도시 간 격차를 극복하여 공통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

· 사업을 지원하고 각 지역의 강점에 

투자함으로써 시민, 특히 농촌 여성

에게 동등한 경제 기회를 제공

· 기업가 정신과 경제 다각화를 촉진

하기 위한 투자를 통해 젊은 농민과 

농촌 청년들을 지원 

자료: (https://www.smart-rural-intergroup.eu/european-rural-agenda/) (검색일: 2019.12.26.)

 1) RUMRA: Rural, Mountainous and Remote Areas, 산악 및 외딴 지역을 의미함.

Intergroup: 유럽의회의 프로젝트형 조직, 특정 주제에 대한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과 회원과 시민 사회 간의 접촉 촉진을 

목적으로 정치 단체 및 유럽 의회 의원으로 구성됨.

 2) (https://www.smart-rural-intergroup.eu)사이트의 내용을 참조(검색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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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는 디지털 및 사회 혁신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스마트 빌리지를 개발하

고 저탄소 분산 에너지 솔루션의 출시를 장려한다는 것이고, ‘Sustainable’은 순환 경제에서 

혁신과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며, 

‘Society’는 농촌과   도시 파트너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통합된 접근 방식을 통해 농촌 도시 

간 격차를 극복하여 공통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이다.3)

3. 영국 콘월의 농촌 서비스 활성화 사례4)

  영국 콘월(Cornwall) 지역은 EU와 영국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농촌지역의 디지털

화 통합전략을 개발·구현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앞서 서술한 EU의 스마트 빌리지 정책의 

실행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 농촌 역시 외곽지역의 고립, 고령화, 낮은 비즈니스 생산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콘월 지역의 공공 및 민간분야의 관계자들이 함께 

지역 수준에 맞는 디지털화 교육, 지역사회 내 디지털 허브 활성화, E-health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콘월 사례의 다양한 프로젝트는 Citizens Online5), 콘월 농촌 공동체 자선단체(CRCC, 

Cornwall Rural Community Charity) 및 콘월 의회도서관(Cornwall Council Library 

Services), Jobcentrer Plus6), 플리머스대학(University of Plymouth), 팰머스대학(Falmouth 

University) 등 지역 여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3.1. Superfast Cornwall 프로젝트

  영국 정부는 「Digital Economy Act 2017」을 제정하고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범위를 광대

역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보편적 광대역 의무’(제1조 2003통신법)를 규정함으로써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개인·기업의 권리로 법제화하였다.7) 이 법에 의해 2020년까지 영국 전역의 

 3) (https://www.smart-rural-intergroup.eu/european-rural-agenda/) (검색일: 2019.12.26.)

 4) ENRD(2019)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5) Citizens Online: 2000년에 마크 아담스와 CEO 존 피셔가 설립한 디지털 기술 서비스 및 자선단체로 온라인 서비스로의 

전환이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정보격차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대표적 서비스로 Switch가 있음(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s_Online 검색일: 2019.12.28.).  

 6) 영국의 고용지원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우리나라 고용지원센터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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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고속광대역통신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젊은 층의 도시로의 유출로 인한 시골인구 감소, 의료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고립 현안도 

광대역 구축을 통해 해결 실마리를 찾고자 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 특히 노인층, 시골주

민에 대한 디지털 기술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콘월지역에는 약 536개의 마을이 있으며 인구의 56%가 도심 밖에서 거주하고, 42%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2011년 성인의 20%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다수의 

농촌지역이 경제, 사회, 지리적 고립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하지 못하

는 문제와 연관이 있었다.

  Superfast Cornwall 프로젝트는 콘월 전역에 광섬유기반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는 프로

젝트이다. 콘월의 가정·기업의 95% 수준까지 광섬유기반 광대역 통신망을 연결함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콘월 성인인구가 2011년 20%에서 2016년 10%까지 감소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BT(British Telecom), BDUK8) 

및 콘월 의회가 지원하고 Cornwall Development Company가 추진하고 있다. 1단계 구축사

업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EU 프로그램으로 1억 3,200만 파운드(약 2,000억 원)가 투입

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9)

3.2. 디지털 활용을 위한 주민 교육

  지역사회가 광대역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콘월의 57개 

지역에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술 

훈련, 디지털 챔피언(Digital Champions), 디지털 허브, Get Online Week 등으로 구성되었

다. 지역 도서관 및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디지털 교육(Get IT Together)을 진행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도시와 마을에서 5주~7주간 진행되었다.

  2015년에는 공공, 민간, 봉사분야의 다양한 대표자 그룹인 iCornwall을 조직하였다. 이 

조직에는 Superfast Cornwall, 노동부, 국민연금,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주택협회 및 지역봉사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iCornwall은 농촌지역사회가 자체적 

 7) (http://www.legislation.gov.uk/) (검색일: 2019.11.16.)

 8) BDUK(Broadband Delivery UK):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부서 (DCMS)의 일부로 가용자금을 사용하여 민간부문 투자촉

진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전달 수단으로 DCMS의 광대역 정책팀과 함께 광대역 전송 프로그램을 담당함.

 9) (https://www.superfastcornwall.org/current-programme/) (검색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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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무료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 챔피언을 

전 지역에 도입하였다. 디지털 챔피언은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사용을 돕는 사람으로 지역 

디지털 선도자 및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한다.

3.3. 디지털 허브10)

  디지털 허브(Digital Hubs)는 마을회관이나 지역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화가 시골생활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이다. 농촌 디지털화를 위하여 공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디지털 허브를 설계하였다. 디지털 허브 

공간에는 4~8대의 컴퓨터와 무선 인터넷을 갖춘 컴퓨터실과 대화형 화이트보드, 프로젝터

를 설치하고, 디지털 챔피언과 자원봉사자를 두었다. 

  플리머스대학은 국가기관인 ACRE(Action for Communities in Rural England)와 함께 

마을이나 공동체가 디지털 허브를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Digital Venue Toolkit)11)를 개발하

여 보급하였다. 이 가이드는 영국 전역의 홀, 교구 협의회, 주민 센터, 마을 공연장, 마을회관 

등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길잡이를 제공한다.

  펜딘(Pendeen)은 콘월의 Penwith반도에 위치한 외딴 마을로 다양한 지역단체와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곳이다. 이 마을 공동체의 중심장소인 펜딘센터(The Centre of 

Pendeen)는 2015년 Superfast Cornwall과 CRCC로부터 디지털 허브로 전환 지원을 받았다. 

‘Get IT Together Cornwall’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7주간 지역주민 20명 이상 교육하였고, 

55세 이상에게 온라인 비교 사이트를 사용하여 가정 에너지비용 절감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2019년에는 Superfast Cornwall로부터 대여한 최첨단 노트북 3대를 통해 Pendeen 

Online 프로젝트가 포함된 새로운 서비스와 지원을 진행하였다. Pendeen Online 프로젝트

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만큼 컴퓨터 사용을 무상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 

2019년 2월에는 플리머스대학과 함께 150명의 참석한 주민들에게 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의 

10) Pendeen 사례: (https://www.superfastcornwall.org/case-studies/digital-inclusion-case-studies/ bringing-it

-to-the-centre-of-pendeen/) (검색일: 2019.12.26.)

St Breward 사례: (https://www.superfastcornwall.org/case-studies/digital-inclusion-case-studies/st-brewa

rd-institute-and-war-memorial-hall/) (검색일: 2019.12.26.)

11) 가이드는 (https://www.hwrcc.org.uk/downloads/Digital_Venue_Toolkit_Art_Digital01.pdf) 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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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고, 가을에는 전기차 활용,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참여방

안과 같은 지속가능성 주제를 가지고 6가지 팝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펜딘센터에는 

2명의 디지털 챔피언이 IT교육을 원하거나 기술 문제를 겪는 주민에게 매주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림 2>  Pendeen 센터와 교육 세션

The Centre of Pendeen

 

Get IT Together 세션

자료: ENRD(2019), p.2.

  세인트 브레워드(St Breward)는 콘월 북부에 위치한 외딴 마을로 약 1,000명의 인구 중 

다수가 고령이고 지역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리적으로 격리된 곳이다. 이 마을 공동체12)는 

2013년에 시설의 수리와 함께 디지털 허브로의 전환자금을 확보하고 무선 초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스마트 보드, 스피커, 시청각 시스템을 갖춘 2개 공간을 마련하여 그해 가을부터 

2019년 5월까지 123번의 세션을 통해 주민 834명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그림 3>  St Breward의 교육 세션

자료: (https://www.superfastcornwall.org/case-studies/digital-inclusion-case-studies/) (검색일: 2019.12.26.)

12) St Breward Community: St Breward Institute & Memorial Hall을 주축으로 하는 마을공동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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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하는 이 교육과정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중심으로 iPad와 

태블릿 사용, 인터넷 사기방지, 인터넷 사용, 사진 촬영 및 정부기관 및 서비스 처리와 같은 

일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4. EPIC 프로젝트(E-health 프로젝트)

  EPIC13) 프로젝트는 농촌지역의 고립과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ERDF의 270만 파운드(약 4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시작하였다. 지역의 의사, 

간호사, 요양원, 환자, 대학 및 소규모 기업들이 의료·사회복지 분야에서 인터넷, 앱, 로봇 

등을 활용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였고,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사용하여 E-health실험을 

진행하였다. Eventide 요양원에서는 E-health 기술의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로봇 

애완동물들을 거주자들에게 소개하여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E-health 프로그램에서는 60만 파운드(약 9억 원)의 시험 자금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이 

의료팀들과의 협력하여 솔루션 개발하는 데 지원하였고 플리머스대학의 간호학, 의학, 심리

학, 로봇 공학, 경영학, 공공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는 E-health 문제의 해법을 지역사회에서 인식시키고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4>  EPIC 간호로봇

주: (왼쪽부터) Pepper(휴머노이드 로봇), Miro, Paro(치매 환자를 위한 편안한 바다표범), Joy 

자료: ENRD(2019), p.3.

13) EPIC: E-health, Productivity and Innovation in Cornwall and the Isles of Sc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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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의 디지털마을 프로젝트14)

4.1. 디지털마을 프로젝트와 디지털 생태계

  독일의 디지털마을(digitale dörfer) 프로젝트는 독일 내무부와 라인란트팔츠주정부 체육

행정부의 투자로 라인란트팔츠주의 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마켓, 배달, 마을뉴

스, 마을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농촌 디지털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프라운호프 

IESE 연구소가 주관하고, 라인란트팔츠 개발청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라인란트팔츠주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농촌 디지털화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경쟁을 통해 Betzdorf-Gebhardshain, Eisenberg, Gollheim 3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2015

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제안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수행하였다. 2단계 사업은 

2017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19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공동체 네트워킹 서비스 기능

과 지역사회 리빙랩, 어플리케이션의 확대 등의 내용이 강화되었다.

  디지털마을 프로젝트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추구한다. 특정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는 5가지 계층을 구성하는데, 사회, 디지털 

서비스, 기술 플랫폼, 인프라, 유기적 교차계층으로 구분한다. 이 생태계는 디지털과 인간 

활동의 혼합 프로세스이며 단순히 상용 기술 솔루션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 5>  디지털마을 프로젝트의 디지털 생태계 구조

자료: Steffen Hess를 ENRD(2018), p.35에서 재인용함.

14) Digitale Dörfer 프로젝트(https://www.digitale-doerfer.de)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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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igitale Dörfer 플랫폼 

  디지털마을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인 프라운호프 IESE 연구소는 디지털생태계를 위한 네트

워크 기반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해 ‘Digitale Dörfer 플랫폼’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림 6>  Fraunhofer IESE의 Digitale Dörfer 플랫폼의 주요 형태

 

자료: (https://www.digitale-doerfer.de/wp-content/uploads/2018/11/Digitale-Do ̈rfer-Flyer.pdf) (검색일: 

2019.12.26.)

  현재 Digitale Dörfer 플랫폼은 6개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의 LösBar 서비스는 

행정지원 포털서비스로 주민과 지방 행정부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주민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DorfPages 서비스는 마을을 소개하고 그 특징과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마을 웹 사이트이다. 최신 뉴스 및 이벤트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도 포함한다. 

또 하나의 서비스인 DorfFunk는 지역 커뮤니케이션 센터 기능으로 주민들은 상호 도움을 

요청하고 협조를 제공할 수 있고, 사적인 채팅기능도 제공한다. BestellBar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의 장점과 지역 소매인을 통한 쇼핑의 장점이 결합된 서비스이다. 지역 소매점은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과 온라인상으로 주문접수와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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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Fraunhofer IESE의 Digitale Dörfer 플랫폼의 서비스 구성

서비스명 서비스 형태 주요내용

LösBar 행정지원포털 지역민과 행정기관의 소통 체널, 민원 신청

DorfPages 마을 홈페이지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소개

DorfFunk 지역 커뮤니티 센터 주민 간 상호 도움, 채팅

DorfNews 마을 뉴스 여러 출처의 뉴스를 게시, 정보제공

BestellBar 온라인 마켓 온라인쇼핑의 장점과 소매점 기능 결합

LieferBar 배달(택배) 서비스 배송확인 

자료: (https://www.digitale-doerfer.de/unsere-plattform/) (검색일: 2019.12.26.)

  이 플랫폼은 이미 상용화 단계로 마을 규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차이를 두고 있다. 

최대 2만 명까지의 마을의 경우 연간 2,500 유로(약 320만 원), 최대 3만 5,000명까지의 

경우 연간 3,500 유로(약 450만 원), 그 이상의 주민을 가진 경우 별도의 협약이 필요하다.15)  

현재 독일 내 34개 마을이 이 플랫폼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16)

<그림 7>  Digitale Dörfer 플랫폼 도입 지역 현황

자료: (https://www.digitale-doerfer.de/die-digitalen-doerfer-2/) (검색일: 2019.12.26.)

15) (https://www.digitale-doerfer.de/wp-content/uploads/2018/03/2018-03-26-Digitale-Dörfer-Kosteninform

ation.pdf) (검색일: 2019.12.26.)

16) (https://www.digitale-doerfer.de/die-digitalen-doerfer-2/) (검색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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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농림수산성의 스마트 농업·농촌 정책17)

  일본 총리관저는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스마트 농업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총리관저 지역경제·인프라(농림수산업) 정례회의였으며, 이 두 

번의 회의는 농림수산성이 스마트 농업 사회에 대한 정책과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회의였다. 

본 내용은 회의내용 가운데 스마트농촌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였는데 보고된 내용이 스마

트 농업에 국한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한 내용도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5.1. 일본 정부의 스마트 농업 추진 목표

  일본 정부의 스마트 농업 추진 목표는 농업의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해소, 

원활한 농업기술 계승에 두고 있다. 스마트 농업으로 획기적인 혁신을 이루어, 그 결과로 

생산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고부가가치화 등 지금까지의 기술 수준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는 것이다. 로봇 기술과 AI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농사 생력

화·자동화와 숙련자의 노하우를 가시화하고, 농업인의 고령화로 의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

고, 다음 세대에게 축적된 농업 기술의 계승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 분야는 다양한 지역 및 품목에 대응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현장에서 

도입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실천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원격 

감시에 의한 트랙터의 자동 주행 시스템을 실현하고, 2019년까지 무인제초로봇의 프로토 

타입 개발, 2020년까지 과일수확로봇 개발 완료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미 개발한 

100만 엔 수준의 승용예초기를 소형화하여 그 절반 정도의 가격이 되도록 소형무인예초기를 

개발 중이다.

5.2. 스마트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정비계획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동 주행 농기계와 ICT 물관리 등의 스마

트 농업에 대응한 농업농촌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9년에는 그 준비 작업으로 자동 

17) 農林水産省(2019); 農林水産省(2018)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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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농기계 등의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농지 정비 지침서를 작성하고, 전력설비와 

RTK-GPS 기지국 등의 설치를 포함한 사업과 제도개선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 드론을 활용한 물수요 파악·수로의 적정 관리 등 ICT를 

활용한 용수 배분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1년까지 자동 주행 농기계 등의 스마트 농업을 

위한 농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경작지 정비 및 물관리 등의 생력화 기술을 

전체 사업 지구의 80%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총무성과 제휴하여 농업·농촌의 ICT 

활용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환경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8>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업·농촌 네트워크 환경 정비 방안

자료: 農林水産省(2019), p.10.

5.3. 식품유통과 데이터농업의 통합

  농림수산성은 2025년까지 ICT 기술을 활용한 식품유통플랫폼을 구현하고, WAGRI(농업

데이터제휴기반)와의 연계를 통해 ‘수요 데이터를 기반한 농업생산 실현’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물류, 상품관리, 결제 데이터의 개별 플랫폼을 구현하고, 2022년까

지 개별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푸트체인시스템에 연결할 계획이다.

  개별 플랫폼은 물류, 상품관리, 결제 데이터의 공유·활용 및 생인화18)·간소화 조치를 통

해 구현할 계획이다. 물류 플랫폼은 RFID를 활용한 화물 팔레트 관리 등으로 물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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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및 업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 비용 절감과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 상품관리 플랫폼은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거래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적 기능을 향상하고 수요 예측 

등에 근거한 계획적인 발주·출하를 구현한다. 결제 플랫폼은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여 업무

의 공통화를 도모하고, 비용 절감 및 결제 데이터 분석 기능을 구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WAGRI는 비료, 농약, 지도, 농지, 기상, 생육 예측, 토양 데이터 등 농업에 연관된 데이터

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19년 4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19) 

<그림 9>  일본의 식품유통플랫폼과 농업데이터제휴기반의 연계 계획

자료: 農林水産省(2018), p.13.

6. 시사점

  EU의 스마트 빌리지 정책은 스마트 빌리지에 대한 정의에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EU는 스마트 빌리지를 어떠한 ‘농촌지역과 공동체(rural areas and communities)’로 정의하

였다(EC 2017: 3). 따라서 지역의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살고 있는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고, 다른 지역 사회 및 그 구성원과의 협력 및 제휴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국내 스마트농촌 정책 방향도 ICT 기술의 활용분야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발전 전략과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의 균형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 과기정통부의 ‘스마트 

18) 생인화(省人化): 단위 경제활동 당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임.

19) WAGRI는 세계농업 2019. 7월호의 ‘일본의 농업 빅데이터 활용 현황’편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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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기술의 활용을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으로써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향후 이 사업은 공동체의 참여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영국 콘월의 사례는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통해 농촌지역의 디지털화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이를 활용하여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례의 특징은 통신 사업자와 공공 및 민간부문 간의 협력, 지역 주민을 

디지털 챔피언으로 역량 강화, 디지털 허브의 정착 및 활성화, E-health의 혁신 생태계, 

지역사회 게이트키퍼20)들과의 직접 협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농촌 사회에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공간적, 기술적, 공동체적 측면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해결방안 모색이 주효하다는 것이다. 

<그림 10>  영국 콘월 사례에서의 농촌 디지털화를 위한 3가지 측면

자료: ENRD(2019), p.4.

  독일의 디지털마을 프로젝트의 내용과 서비스 수준은 국내의 정보화 마을 사례와 비교할 

때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 그러나 프라운호프 IESE 연구소가 공공재원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과 이를 많은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20) Gatekeeper: 공동체의 핵심인물로 지역에 영향력을 갖춘 사람, 영국 콘웰 사례에서는 디지털 챔피언이 게이트키퍼의 역할

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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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현재 스마트 농업과 스마트 물류의 연계를 통한 이른바 ‘수요에 따른 농업 생산의 

실현’을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農林水産省 2019:13; 農林水産省 2018:13). 

한마디로 필요한 만큼 생산한다는 개념인데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고무적인 목표라 생각한

다. 한편 일본에서는 농촌 공간 및 공동체 관점에서 통합적인 스마트화에 접근하는 정책 

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정책 사례는 탐문하지 못하였고, 반면 스마트 농업의 분야는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스마트농촌의 추진을 농림수산성의 주요 임무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촌이 가진 문제점을 지역과 공동체 관점의 접근이 

없이 농업적 접근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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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훼산업과 기술개발 진흥정책

유 지 은 * 21)

1. 들어가며

  우리나라 화훼산업은 생산비용 증가와 고정된 소비인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

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훼농가는 2012년 9,450호이었던 

반면 지속적인 감소세로 2018년 6,198호까지 약 3분의2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화훼농가를 

살리고 꽃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소비 캠페인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화훼는 일부 용도로만 소비되는 사치재로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일본은 아시아 최대의 화훼 소비국1)으로 최신 기술을 응용한 생산기술 및 품질 

유지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정원박람회 등에서 주요 세션을 차지하는 나라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일본 역시 줄어드는 꽃, 나무 소비와 더불어 염가에 수입되는 

외국산 화훼로 인해 국내시장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화훼 수요 전체를 확대하는 전략을 기획하는 한편 일본산 꽃의 아름다움과 품질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수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외 수요 확대를 위한 일본의 화훼산업 진흥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중앙 정부 주도의 정책과 지방 정부 주도의 시책 간 협력·연계구조 

추진이다. 두 번째는 연례 통계조사를 통해 국내 농가 및 이해관계자, 정책결정자 집단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현황을 전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품질의 꽃과 나무를 생산하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 (youje8@kistep.re.kr). 

본고는 일본 농림수산성 및 유관기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0/2018031000636.html) (검색일: 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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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간을 더 오래 유지하는 동시에 색과 품질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약품, 

분재 소독기술 개발을 위한 R&D조직과 프로젝트를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본고는 국내에서 재배면적 대비 고부가가치산업인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술집약적 

차세대 농업분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참고사례로서 일본의 화훼산업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본 화훼산업의 일반적인 현황을 전달하여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수요확대, 소비 진작을 위한 산업정책과 기술개발 지원정책을 

구분하여 보다 면밀하게 소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일본 화훼산업 일반 현황

2.1. 화훼의 정의 및 구분

  일본 「화훼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화훼’는 ‘관상용으로 제공되는 식물’2)을 

의미한다. 농림수산성(2018)의 분류에 따르면 화훼는 절화류, 화목류, 구안류, 화단용 식물

류, 잔디류, 지피식물류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절화류는 국화, 장미, 카네이션 등 절화, 

야자나뭇잎 등 절엽(切葉), 벚꽃 등 절지(切枝)식물을 의미한다. 화목류는 철쭉 등 정원수로 

쓰이는 목본성 식물을 포함하나, 화분류로 생산된 화목은 제외된다. 구안류는 튤립, 백합 

등이 있으며 식용으로 쓰이는 것은 제외된다. 화단용 식물류는 팬지, 페튜니아 등이 있다. 

잔디류는 조원(造園) 등을 위해 재배되는 식물류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피식물류는 조릿

대, 덩굴 등 지면과 벽면을 덮는 식물류를 의미한다.

2.2. 일본의 화훼 생산·유통·판매현황

 2017년 기준 일본의 화훼류 생산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본 자료는 3절에서 자세히 

설명된 ‘일본 화훼산업 진흥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본 화훼 등 생산현황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화훼는 ‘원예작물의 한 부류로 꽃, 줄기, 잎, 열매 등 관상을 목적으로 심어지는 모든 초본식물과 목본식물’

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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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화훼류 생산 일반현황 (2017년 기준)

구 분

재배면적

(ha)

출하량

(천송이, ha(꽃, 잔디류))

산출액

(억 엔)

재배농가

(호)

2017
전년대비

비율
2017

전년대비

비율
2017

전년대비 

비율
2017

전년대비 

비율

합계 26,834 98% - - 3,687 97% 13,387 -

절화류 14,460 99% 3,704,000 98% 2,078 97% … -

화목류 3,624 96% 70,299 92% 206 96% 8,866 89%

화분류 1,643 98% 221,200 98% 971 100% … -

구안류 304 96% 91,100 95% 18 99% … -

화단용식물류 1,401 97% 609,600 94% 306 96% … -

잔디류 5,312 96% 4,273 104% 75 95% 3,925 90%

지피식물류 91 76% 21,310 86% 33 96% 596 95%

주 1) 화분류, 화분류, 화단용 식물류, 구안류에 대해서는 "화분 생산 출하통계" 및 "생산농업소득통계" 참조하였으며, 화목류, 

잔디, 지피식물류에 대해서는 "화목 등 생산상황조사"를 참조함.

    2) 꽃 생산 출하 통계는 2007년부터 월 기준으로 통일. 재배농가의 수 및 꽃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 못 

미치는 품목의 재배면적 및 출하수량은 조사하고 있지 않음.

    3) 화분류, 화분류, 화분류, 구안류의 산출액에 대해서는 도도부현별로 산출액이 대략 1억 엔 이상의 품목을 추계하고 있으

며, 그 이외의 품목은 ‘기타’로서 일괄 추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이 때문에 도도부현 마다 파악하고 있는 품목이 다르

기 때문에 품목별 산출액의 합계치는 해당 품목을 추계하고 있는 도도부현만의 합계로 추산하고 있음.

    4) 잔디의 출하 수량의 단위는 ha임.

    5) 절화류의 산출액은 "생산농업소득통계"의 절화류 수치에 기타 화류(잔디 제외)를 더하여 추산함.

    6) 화단용 식물류의 재배면적 및 출하수량은 화단용 식물류, 산출액은 화목류임.

    7) 재배면적, 출하수량 및 산출액은 반올림하여 각 구분의 종류별 합계 또는 총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8) 재배 농가수의 합계치는 화목류, 잔디, 지피식물류만을 합계함.

    9) 화목류, 잔디 및 지피식물류의 산출액은 2007년산까지는 생산액, 2008년산 이후에는 산출액을 게재하고 있어 비교 시 

주의 필요함.

    10) "..."는 결측치, "0"는 단위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8).

  2017년 기준 일본 화훼 총 재배면적은 2만 6,834ha이며, 총 산출액은 3,687억 엔이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화훼 산출액과 재배면적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

만 젊은 농업인들의 참여, 선물이나 관상용, 헌화용 등 꾸준한 수요로 화훼산업은 여전히 

일본 농수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총 화훼 재배면적은 2016

년 27,370ha 대비 약 2% 감소하였으며, 산출액은 2016년 3,797억 엔 대비 3% 감소하였다. 

  그 중 특징적인 점은 절화류의 재배면적 및 산출액이 다른 종류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절화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99%인 14,460ha, 산출액은 2,078억 엔(56%)으로 타 

화훼류에 비해 감소폭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절화류의 대표 품종은 국화로, 장례식 

등 업무용 수요가 꾸준하고 많은 편이며 전체 산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화훼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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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에도 국화 등 절화류의 수요-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특징적인 점은 잔디류와 지피식물류의 눈에 띄는 감소세이다. 잔디류의 재배면적

은 5,312ha로 전년대비 4% 감소했고, 산출액은 75억 엔으로 전년대비 5% 감소했다. 더불어 

재배농가는 3,925호로 전년대비 10% 정도 감소했다. 일본의 잔디류는 유럽, 중국, 우리나라 

등 국외시장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생산단가 상승과 중국산 잔디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감소

세를 겪어 전년대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피식물류의 재배면적은 91ha로 

전년대비 24%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농지 당 생산 집약도가 높아지고 판매가격이 다소 

상승하여 산출액은 33억 엔으로 전년대비 4% 정도 감소했다. 다른 종류의 재배농가 데이터

가 없어 비교는 어렵지만 화목류, 잔디류 재배농가가 약 10% 정도 크게 감소한 반면, 지피식

물류의 재배농가는 세 종류 중 가장 소폭인 5% 감소했다.

  다음으로 일본 화훼산업의 생산·유통·판매구조를 살펴보자. <그림 1>은 2018년 농림수산

성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일본의 화훼 생산·유통·판매구조를 집약적으로 

나타낸다. 2017년 기준 일본의 화훼 수급구조의 특징은 첫 번째로 여전히 국외 생산보다는 

국내 생산 화훼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내 농가의 화훼 생산액은 

3,788억 엔으로 수입 생산량인 496억 엔의 약 7.6배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생산·유통비용이 

저렴한 중국 화훼가 공격적인 태세로 한국, 동남아 등 지역에서 각국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감소세는 있지만 일본 내 양질의 화훼에 대한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Kati(2018)에 따르면 일본산 절화류 중 인기가 가장 많은 3종인 국화는 

일본 내에서 15억 그루 출하된 반면, 수입산 국화는 3.4억 그루, 장미는 일본 내 2.5억 

그루인 반면 수입 장미는 0.6억 그루 출하되었다. 장례, 혼례, 교양 등 의례용으로 수요가 

안정적인 품종에서도 여전히 일본산 화훼에 대한 수요가 우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카네이션의 경우 수입 카네이션 출하량(3.7억 그루)이 국내 카네이션 출하량(2.4억 그루)보

다 약 1.3억 그루 더 많다. 이는 카네이션의 주요 수입국인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중국, 

케냐 등의 강세와 유통구조의 고도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유통구조

의 개선, 국내 신수요의 창출,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이 국내 품종의 경쟁력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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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의 화훼 생산·유통·판매구조

주: 조사시기, 표본 등이 상이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계하여 작성된 자료임. 일부 2016년 자료도 포함됨.

자료: Kati(2018)에서 재인용. 월본은 일본 농림수산성(2018). 「화훼 현황에 대하여」 참조.

  두 번째로는 시장 외 거래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화훼 도매시장은 대부분 경매를 통해 

가격을 책정한다. 이에 따라 날씨, 계절 등 기타 외생적 요인에 의해 여타 농산물보다 더 

가격이 급등, 급락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 경매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화훼량이 

23%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시장 외 거래의 주요 채널은 

웹 거래로 농가 직거래, 희귀 품종에 대한 직거래 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개인소비 시장이 비교적 탄탄하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일본 인구는 약 

1억 2,680만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인구 1인당 연간 화훼 소비량이 약 6,843엔에 이른다. 

장례용 등 일반적인 업무용 수요를 배제한 금액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1인당 연간 화훼 소비금액이 약 1만 1,906원(농림축산식품부, 

2018)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약 6배 정도 개인수요 규모가 차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수요 규모가 크다는 것은 생산, 수출입 규모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시장이 우리나

라에 비해 크고, 더불어 문화적으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현황을 바탕으로 일본 화훼산업의 현주소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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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고 있는 화훼의 대부분 품종은 일본 내 생산이지만 수입 규모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품종에 있어서는 수입 규모가 이미 국내 생산을 압도한 바 있다. 이는 장례, 

혼례 등 전통적으로 꽃을 사용하던 행사의 소비규모가 점점 현실화되고 간소화됨에 따라 

국내 소비가 지속적으로 정체 또는 위축되면서 생산 및 유통 단가가 수요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시장은 탄탄한 편이지만, 연간 추세로 

살펴보았을 때, 소비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무엇보다도 시장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국내 생산과 유통 효율화를 통해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종합적으로 일본이 소매 및 직거래를 위축시키는 포장, 유통 등을 핵심 비용 

요소로 보고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유통구조 효율화 및 시스템을 재정비하게 된 

배경일 것이다.

3. 일본 화훼산업 진흥정책

  일본의 화훼산업 진흥정책은 (약칭)‘화훼진흥법’ 제정을 필두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

다. 이는 화훼 이노베이션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한 예산 투입 근거를 마련하고 

농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다. 사업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생산 및 유통구

조 개선에 기여하는 지방 정부와 농가에 대해서는 세계 대회 지원, 상금, 예산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유인을 마련하고 있다. 

3.1. 「화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화훼 진흥에 관한 법률」(2014년 법률 제102호)은 2014년 6월 제186회 정기 국회에서 

화훼산업과 화훼 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4년 12월 1일에 시행된 바 있다. 

화훼산업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7억 5,100만 엔의 예산이 투입되는 동 법률에 따라 

정부는 화훼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정부 시책의 주안점은 

1) 일본산 꽃 품종의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 2) 꽃 생산-유통-활용 및 소비 관련 

업계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실시하는 것이다. 수요에 맞춘 생산·공급 체제를 재정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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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물류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수요 확대방안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다. 2014년 12월에 시행된 법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생산과 수요 

모두를 확대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규모를 키우는 것을 우선순위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트럭 운전기사 네트워크 등 유통 인프라가 부족해 물류비가 급등하거나 수송 수단의 확보가 

곤란해지는 문제점에 주목하여, 상품훼손 문제가 심각한 품목과 품종에 대해서는 유통과정

의 효율성을 높여 신선한 고품질의 화훼상품을 배달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통해 일본은 

궁극적으로 일본산 화훼의 산출액을 2013년 기준 3,785억 엔에서 2020년까지 5,000억 엔으

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훼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일본 

내 화훼산업의 입지를 재정비하고 체계적인 틀 하에 산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동 법률에 근거하여 부수적으로 일본 정부는 ‘화훼산업 진흥조사’, 

‘물류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3.2. 국산 화훼 혁신 추진사업

  2014년부터 추진된 국산 화훼 혁신 추진사업은 예산 규모 7억 200만 엔의 대규모 농업진

흥사업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전국 47도도부현에서 화훼 업계 관계자 협의회를 구성

되었으며, 지역 간 협력사업, 생산·공급 체제의 강화, 지역별 화훼 수요 확대정책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해당 협의회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그림 2>와 같다. 우선 전국의 생산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유통업자와의 제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제휴에 의한 꽃꽂이 가공 유통체계를 공고히 하고, 중앙 정부는 적은 물량의 소매시

장에도 수요규모와 납기에 따라 생산과 재배가 이루어지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도

록 체계를 관리·감독한다. 

  더불어 정부는 산지 조성, 지역 간 제휴, 분재 등을 사전에 격리 재배하는 실증연구, 

수요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지방정부 예산 책정과 동시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써 협의회, 민간단체 등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중소규모의 농가와 

연구소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 개발 

이후에는 중앙 정부가 꽃 기르기 인재를 육성하고, 시장 분석을 통해  해당 성과를 전국적으

로 보급하는 노력을 한다. 아오모리 현, 아이치 현 등 모범사례로 꼽히는 지역에서는 플라워 

콘테스트, 전시회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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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추진사업 전국 추진사업

관계자간 제휴·협력 지원

∙ 지역 간 진흥 시책 검토

∙ 기술 교류회 개최

∙ 기술 매뉴얼 작성

일본산 품종의 강점을 살리는 생산·공급체제 강화

∙ 지역 간 제휴에 의한 꽃꽂이 가공 

유통체계 구축

∙ 물류 효율화방안 추진

∙ 리사이클 시스템 실증

∙ 수출전략 책정

∙ ‘화(花)창한 하루 만들기’ 운동

∙ 꽃나무 생판 제휴 활동

∙ 적은 물량의 안정적인 공급 체제 

구축

국산화 수요 확대

∙ 플라워 콘테스트, 전시회 등의 개최

∙ 학교, 복지 시설 등에서의 꽃꽂이 

체험 추진

∙ 기업, 요양보호시설에서  꽃과 녹

색 식물 활용 추진

(우량 사례 표창 등)

∙ 국산 꽃의 정기 홍보 

∙ 효용 검증 및 보급

∙ 꽃 기르기 실천자의 육성

∙ 신수요 창출 대책 마련

냉장 유통체계를 통한 국산 꽃 유통·수출확대 지원

∙ 냉장 유통체계 구축

∙ 산지 차원의 수출 대책

∙ 분재 등 소독 방법 확립

�
일본산 꽃의 점유율 탈환과 수출 확대

<그림 2>  일본 국산 화훼 혁신 추진사업 추진전략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내각부(2019).

  국산 화훼 혁신 추진사업은 일본 내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방 정부의 시책 수립과 시행 과정은 보다 상향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농림수산

성의 지원 아래 지역 간 협업 네트워크 또한 활성화한다. 이런 시책은 생산지역과 수요지역

간의 유통 기반시설 마련에도 예산절감 등 효율화를 가능하게 한다. 기존 산지 간 연계직송 

등의 한계가 있어 도매시장과 대형업체에만 의존했던 시장구조를 서서히 탈피하여 일본 

내 꽃 소비문화를 다시금 부흥 시키고자 하는 노력일 것이다. 더불어 특정 수요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원 재활용 문제, 품질유지 문제, 소독 등을 국가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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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역

연계 지원 생산·공급체제 강화 국산 꽃수요 확대 수출확대 지원

협의회

운영

기술

교류

지원

유통 

거점 

정비

국내외

공급 

체제

재정비

물류

효율화

 자재

재활용

시스템

재정비

전시회 

등

개최

국내외

꽃꽂이

홍보

꽃

육성

체험

추진

기업,

요양

시설

녹색화

산지

직송

수출

전략

소독 

기술

혁신

실시현수 47 14 1 8 5 5 46 7 46 3 1 3

홋카이도 O O O O

아오모리현 O O O O

이와테현 O O O O

미야기현 O O O O O

아키타현 O O O O O

야마가타현 O O O O O

후쿠시마현 O O O O

이바라키현 O O O

토치기현 O O O

군마현 O O O

사이타마현 O O O

치바현 O O

도쿄도 O O O O O

카나가와현 O O O

야마나시현 O O O

나가노현 O O O O O

시즈오카현 O O O O O

니가타현 O O O O O

토야마현 O O O O

이시카와현 O O O

후쿠이현 O O O O

기후현 O O O O O O

<표 2>  지역별 추진사업 (개요)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산 화훼 혁신 추진사업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추진한 세부사업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기본적으로 동 사업은 지역 간 협업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에의 활발한 참여로 이루어

진다. 이 협의체는 국산 화훼의 수출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시하고, 기술 교류회 등을 통해 

지역 간 생산 격차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공급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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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역

연계 지원 생산·공급체제 강화 국산 꽃수요 확대 수출확대 지원

협의회

운영

기술

교류

지원

유통 

거점 

정비

국내외

공급 

체제

재정비

물류

효율화

 자재

재활용

시스템

재정비

전시회 

등

개최

국내외

꽃꽂이

홍보

꽃

육성

체험

추진

기업,

요양

시설

녹색화

산지

직송

수출

전략

소독 

기술

혁신

아이치현 O O O O O O O O

미에현 O O O

시가현 O O O

쿄토부 O O O

오사카부 O O O O

효고현 O O O

나라현 O O O O

와카야마현 O O O

돗토리현 O O O

시마네현 O O O

오카야마현 O O O

히로시마현 O O

야마구치현 O O O O

토쿠시마현 O O O

카가와현 O O O O O O

에히메현 O O O O

고치현 O O O

후쿠오카현 O O O O

사가현 O O O O O

나가사키현 O O O O O

쿠마모토현 O O O O O O

오이타현 O O O O

미야자키 현 O O O O O O

가고시마현 O O O O

오키나와현 O O O O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내각부(2019).

  지역 추진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꽃 전시회와 플라워 콘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수상작들이 타 지역 꽃 전시회에 출품됨으로써 국내 홍보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다. 이는 화훼에 대한 개인 소비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한

다. 나아가 아이치 현 등 국제 박람회 경험이 많은 지역은 광역 꽃 전시회 개최를 통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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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추진사례

홋카이도 타 산지와의 연계 출하를 위한 기술 교류회 개최

아오모리현 꽃다발용 꽃 생산·유통 체제 재정비, 유치원이나 복지 시설의 꽃 기르기 체험의 실시

이와테현
올림픽 개최 중 현에서 생산한 꽃으로 환영 장식, PR, 부케 만들기 등 꽃 기르기 체험 실시, 물류 효

율화

미야기현 꽃 기르기 교실·꽃 기르기 이동 교실 실시, 원예 시설 재활용 시스템의 재정비

아키타현 타 산지와의 기술 교류회의 개최, 플라워 콘테스트 개최, 수출국에서 PR 및 이벤트 개최

야마가타현 수출에 적절한 품질 유지 대책 마련, 병해충 대책 마련, 대표품종 전시회 개최

후쿠시마현 플라워 콘테스트, 초등학교에서 꽃 기르기 교실 운영

이바라키현 이바라키 꽃 축제 개최, 유치원·초등학교에서 꽃 기르기 체험 실시

토치기현 유치원, 초중등학교 꽃꽂이 체험 실시, 복지 시설에서 원예 복지 체험 실시

군마현 플라워 디자인 사례 콘테스트 개최, 초등학교에서 꽃 기르기 체험 실시

사이타마현 유치원, 초중등학교 꽃 기르기 체험 실시, 복지 시설에서 원예 복지 체험 실시

지바현 식목 전통 수예 기술 등 실연 및 전시, 나리타공항에서 현에서 생산한 꽃 PR전시

도쿄도 꽃 기르기 체험 실시, 기업 및 요양보호시설 플라워 인테리어 추진

가나가와현 가나가와 현 화훼 전람회 개최, 꽃 전시회, 복지 시설에서 원예 체험 실시

야마나시현 초등학교에서 꽃꽂이, 컨테이너 가든 만들기 등 꽃 기르기 체험 실시

나가노현 국제 플라워 포럼 2016에서 홍보 세미나 개최, 안탈리아 국제 원예 박람회 출전

시즈오카현 기업 및 요양보호시설 플라워인테리어 우수사례 표창, 복지시설 꽃꽂이 체험교실 개최

니가타현 수출전략 마련, 스포츠대회 빅토리 부케를 현에서 생산한 꽃으로 전시

토야마현 시내 현 생산 품종 PR전시, 초등학생 대상 꽃꽂이 교육 실시

이시카와현 가나자와 마라톤 2016에서 꽃 전시회 개최, 초등학교, 탁아소 등에서 꽃꽂이 교육 실시

후쿠이현 유통 거점 조사 전면실시, 학교 등 꽃꽂이 교육 실시

기후현 플라워 페스티벌 개최, 초등학교 꽃꽂이 교육 실시

아이치현 화분 폐용토의 재활용 시스템 재정비

미에현 고속도로 꽃 장식, 꽃 기르기 체험 실시

시가현 현산 꽃의 품종 전시 및 품평회의 개최, 플라워 어렌지먼트 교실 등의 꽃 기르기 체험  실시

교토부 꽃 전시회 개최, 초등학교 화단 만들기 등 꽃 기르기 체험 실시

오사카부 꽃 전시회 개최, 학교 및 요양보호시설 꽃꽂이 교육 실시

효고현 플라워 콘테스트 개최, 초등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꽃 기르기 체험 실시

나라현 나무심기, 화분내기 등 콘테스트 실시, 초등학교 꽃 기르기 체험 실시, 분재 등의 소독 방법 개선

와카야마현 꽃 전시회 개최, 현 생산 화훼 전시회 개최, 초등학교에서 꽃꽂이 체험 실시

재배 경험과 신기술, 노하우 등을 전달함으로써 일본 화훼산업 전체가 국제 수준으로 향상되

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표 3>  2016년 지역별 특징적인 사업추진 사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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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추진사례

돗토리현 길거리 꽃 심기 교실, 화훼 연구자 및 전문 강사 초빙 세미나 개최

시마네현 꽃 전시회 개최, 화훼 업계 기념일 지정, 관련 행사 개최

오카야마현 주택 전시장에서 꽃 전시, 화훼 소비 및 유통에 관한 세미나 개최

히로시마현 요양복지시설 꽃꽂이, 꽃 기르기 체험 실시

야마구치현 화분 용토 재활용 시스템 개선, 꽃 기르기 체험 실시

토쿠시마현 현 생산 꽃나무의 품평회, 초등학교에서 길거리 꽃 기르기 체험 실시

카가와현 물류 효율화 방안 마련, 고교생 꽃꽂이 컨테스트 개최, 수출 확대를 향한 분재 소독 방법 개선

에히메현 재활용 시스템 개선, 초등학교 꽃 기르기 체험 실시

고치현 꽃 전시회 개최, 초등학교 꽃꽂이 체험, 관광시설에서의 웰컴 플라워 전시 및 홍보

후쿠오카현 상하이 꽃꽂이 워크숍 개최, 복지 시설에서 원예 복지 체험 실시

사가현 플라워 페스티벌 개최, 초등학교나 복지 시설에서 꽃 기르기 체험 실시

나가사키현 수출처 조사 및 수출 전략 마련, 학교, 복지시설에서 꽃꽂이 체험 실시

쿠마모토현 현 생산 꽃나무를 이용한 꽃 인테리어 체험 실시

오이타현 플라워 페스티벌 개최, 초등학교 꽃꽂이 체험 실시, 미국 시장 조사 및 수출 전략 마련

미야자키현 타 산지와의 기술 교류회 개최, 유럽, 북미 시장 조사 및 수출 전략 마련, 꽃꽂이 체험 실시

카고시마현 학교, 복지시설 꽃 기르기 체험 실시

오키나와현 수출 시장조사 및 수출전략 마련, 학교, 복지시설 꽃 기르기 교육 실시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내각부(2019). 

  <표 2>와 <표 3>의 일본 내 지역 추진사업 중 단연 대표적인 사례는 아오모리 현과 아이치 

현일 것이다. 아오모리 현은 일본 내 화훼 유통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관상용, 

교육용 꽃의 생산‧유통 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유통 구조를 효율화하고 소매, 농가 

직거래 등의 효율화에 기여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아이치 현은 세계 대회 참가 등을 

통해 일본산 화훼의 수출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꽃 기르기 체험을 확대하고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든 꽃, 포장 자재 등의 낭비 방지, 재활용에 

주목하는 등 다방면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

  두 지역의 공통점으로는 국산 화훼 혁신사업이 지방 곳곳에서 활성화되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중앙 정부의 모니터링과 지원 하에 각 지방의 특색을 살려 꾸준히 시행되

고 있는 점, 큰 예산 투입이 아니어도 학교나 요양보호시설, 기업, 공공시설 등에 홍보와 

체험을 확대함으로써 꽃을 문화로서 전파하고 간접적이나마 수요를 확대하고자 미시적인 

부분에서부터 노력한다는 점 등이 있다. 두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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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대표사례 1: 아오모리 현

  아오모리 현에서는 여름철 서늘한 기후를 살려 여름과 가을을 중심으로 고품질 화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오모리 현의 대표적인 품종은 국화, 장미 등이 있다. 아오모리 

현은 2008년도까지는 현 지방정부에서, 2009년도부터는 지방 독립행정법인인 아오모리 

현 산업기술센터 농림종합연구소 화훼 부를 설립하여 아오모리 현 고유 품종의 육성을 실시

하고 있다. 현재는 제비꽃 품종의 개량을 통해 관상용 꽃, 장식, 꽃꽂이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현에서는 지역 농림수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2014년에 ‘아오모리 현 화훼 진흥 방안’을 개정한 바 있다. 현에서 가장 생산자가 

많고 생산면적이 넓은 국화, 터키 도라지 등 2종을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5개  품목을 진흥 품목으로 지정해 생산과 유통체계의 최적화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화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도도부현이 수립하고 있는 ‘화훼산업과 

화훼 문화의 진흥에 관한 계획’의 주요 전략으로 손꼽히고 있다.

  아오모리 현은 꽃 기르기(花育)3) 캠페인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꽃과 

자연 친화적인 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친숙한 자연, 치유의 자연 등을 키워드로 많은 시민들

에게 꽃과 나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꽃 기르기를 통해 지역안의 세대 교류, 지역 

간 협력 교류를 연계하고 있으며 현 정부 화단 꾸미기 등 캠페인 성 시책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3) 일본에서는 꽃 기르기를 ‘花育: 꽃과 자연에 친숙 성장 기회를 통해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을 기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유 개념으로 전파하여 꽃 문화 행사 등의 모토로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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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오모리현 화훼 대표 품종 

주: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국화, 터키 도라지, 장미, 알스트로메리아 순.

자료: 일본 아오모리 현(2019).

  

  아오모리 현은 생산 재배기술의 향상을 위해 지역과 국내외 화훼 생산자들이 대거 참여하

는 ‘아오모리 꽃 축제’를 매년 여름 개최한다. ‘아오모리 꽃 축제’는 관상용 대표 품종의 

홍보뿐만 아니라, 세대가 어우러지는 꽃 기르기 활동, 꽃꽂이 교실, 출품 작품의 모의경매 

등 다양한 활동으로 타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런 모든 활동은 아오모

리현 ‘꽃의 나라 만들기 추진 협의회’ 주관 하에 보조금, 사업 모니터링 등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3.2.2. 대표사례 2: 아이치 현

  아이치 현은 1962년 이후 일본 최대 화훼생산지역이다. ‘꽃의 왕국 아이치현 수요확대 

추진사업’은 아이치 현 화훼 생산자 단체인 실행위원회를 필두로 보다 친근하고 접근성이 

좋은 화훼 소비를 위해 2013년에 꽃 기르기 교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꽃과 자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평소 꽃 기르기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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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기르기에 관심이 있어 일정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등이 꽃 기르기 교사로 등록되고, 

유치원, 학교나 기업 등의 꽃 기르기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도 사설자격증으

로 운영되고 있는 ‘숲 해설 전문가 인증제도’가 있지만, 꽃 기르기, 화분내기 등을 가르쳐주

고 집이나 학교에서 누구나 손쉽게 나무심기, 꽃 기르기를 실천하도록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2016년 기준 아이치 현의 꽃 기르기 교사 등록 현황은 약 2,800여명으로 활동성과에 

대한 현 내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치 현은 인증된 꽃 기르기 교사의 활동들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여 타 지역 및 국내외 꽃 축제 등에서 이를 널리 홍보하는 데 주력한다.

3.3. 화훼산업 진흥 조사

  화훼산업 진흥 조사는 도도부현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에 대하여 재배면적, 출하 수량, 

산출액 및 재배 농가의 수 등 통계 현황을 제공한다. 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화목류를 포함한 

꽃꽂이 산업의 실태를 제시하여 제반정책의 결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산지의 

육성, 근대적인 생산·출하 체제의 확립 등 산지의 상황에 맞는 섬세한 산업지원정책이 이루

어지는 데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례적으로 통계를 신뢰성 있게 쌓아나가고 있으며 여타 국가통계와 같이 

조사 상 주요 개념의 기본 정의,4) 취급 및 해석 시 주의점 등을 제공해 정책결정자, 이해관계

자, 언론 등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조사는 전국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합 또는 연말 기준의 현황으로 연례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199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화훼재배현황’을 작성‧공개하고 있다. ‘화훼재배

현황’ 통계 또한 매년 화훼류 농가, 재배 및 생산현황, 판매 현황 등을 읍‧면‧동 기준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도 단위로 종합하여 작성한다. 

 4) 조사 상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개념은 아래와 같음(일부 예시).

  - 화목류란 관상용 수목(버섯 포함)을 의미함.

  - 묘목은 번식 시점에 비해 대략 2년 미만의 것으로 조원용, 분재용 등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양성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성목이란 대략 2년 이상의 것으로 절가지용의 성목은 제외함.

  - 잔디는 조원용, 토목용 또는 골프장 및 운동장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양성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지피식물류는 성장과 함께 면적을 넓혀가며 땅이나 벽면을 덮어 나가는 식물로 본 조사의 개념에서는 잔디류와 구분하고 

있음.

  - 산출액은 최종 생산물의 품목별 생산량에 품목마다의 선 판매 평균가격을 곱해 합계한 금액을 의미함.

  - 재배 농가는 해당하는 종류를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농가 중 경영 경지 면적이 30a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 금액이 연간 50만 엔 이상인 농가를 추산하고 있으며, 협업 경영체, 주식회사, 유한 회사, 기타 회사, 농협, 기타 

농업단체에서 법인격등 가구 외의 농업사업체를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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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훼물류 시스템 고도화·전환 실증지원 사업 

  화훼물류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일본 식품유통 합리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산지, 

유통업자, 소매업자 등 많은 관계자가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유통에 이용하는 

차량을 통일하고 공동 출하 수송 유통시스템 전환을 실시하는 것이다. 유통에 이용하는 

차량을 통일하는 것은 유통 체계 전반적인 공동활용을 위해 필히 선행되어야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시스템을 생산자 또는 생산농가와 협력구조를 가진 일부 유통업체와 차량이 배달을 

담당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유통 차량 및 시설 낙후, 유통 단가의 상승 등으로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이에 새로운 시스템은 생산지역 주변에서 선택 가능한 유통 

인프라를 선택해 차량을 배치하고 해당 차량이 배달하는 구조를 만들어 이 부분을 개선하고

자 했다. 동 고도화 사업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웹 거래의 실시간 지원 또한 가능하다. 

출하량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하하는 시간대를 분산하고, 가용 

자원을 재배치하여 구매자에게 빠른 시간 내에 화훼의 모양, 색깔에 손실 없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화훼 기술개발 진흥정책

  일본 화훼의 우수품종은 네덜란드의 국제 원예 박람회 품종 콘테스트에서 해마다 최고 

점수를 획득하는 등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유통마진이 매우 저렴한 외국산 

화훼의 수입이 증가해 수출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안정적인 국내 수요의 증대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일본은 일본산 꽃의 생산·공급 체제를 강화하고, 수출이나 수요 확대를 

위해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도 국가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이에 대응한다.

4.1. 제5기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5

  일본의 과학기술 종합전략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유사하다. 국가적 과학기

술 전략을 총망라하는 한편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의 로드맵이자 총괄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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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제5기 종합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1) 이노베이션 창출 기반의 강화, 2)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에 의한 사회 견인, 3)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창출 기능의 최적화, 4)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추진체계 강화가 그것이다. 

  그 중 종합전략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분야 중 하나로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활용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추진’이 선정되었다. 도쿄 올림픽을 쇼 케이스

로 활용하여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국내외에 전파하고, 국내 산업의 세계 전개를 촉진하고

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2020년 이후에도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방아쇠 역할로 

이용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정책분야로 선정된 후 일본 문부과학성 및 관계부처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회를 향한 9가지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을 도모할 것을 확정했다. 9가지 프로젝트는 ‘스마트 호스피텔리티’, 감염 증세 감시 강화, 

사회 참가 지원 시스템, 차세대 도시 교통 시스템, 수소 에너지 시스템, 국지성 호우 등 

자연재해의 사전 예측, 이동 최적화 시스템, 새로운 체험 영상 시스템, 그리고 일본 플라워 

프로젝트이다.

  일본 플라워 프로젝트(Flower Innovation 2020)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여름에도 시들지 

않고 아름다운 일본산 꽃으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시내 곳곳을 꾸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명에도 훼손되지 않는 꽃잎, 적정량의 영양제 투입 및 지속 기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을 활용해 생물 및 화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도쿄의 주요 경기장 및 도로, 공항 등의 현지 상태를 파악하고 

보다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그림 4>  일본 플라워 프로젝트 활동 모습

자료: 도쿄올림픽사이트(https://tokyo2020.org/en/news/notice/20190618-01.html, 검색일: 2020.1.3.).



44 ∙ 세계농업 2020. 1월호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화훼 생산 농가와 화훼 관련 업계가 힘을 모아 일본의 고품질

인 화훼를 세계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생산 및 수출 확대를 가속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의 스트레스 경감, 피로 회복 효과를 기대하며 회장이나 

선수촌 등을 꽃으로 장식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여겨지는 일본의 꽃으로 

거리나 회장을 물색하고 ‘일본다움’으로 연출된 인상적인 대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무더운 여름철에도 오래가는 국산 꽃의 품질을 제고하고 관련 품종과 기술의 대표사

례를 사전에 국내외로 널리 홍보한다. 더불어 대회 의전용 꽃으로는 시각적으로 화려함과 

동시에 심리적인 안정감과 치유효과가 있는 품종 및 품목을 선택해 공항, 도시 입구, 고속도

로 등에 배치한다. 그리고 새롭게 개발한 기술을 국내 타 지역에 전파함으로써, 국내 화훼산

업의 진흥을 함께 도모한다.

  우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일본에서 개발하고자 주력하고 있는 

신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양지 품종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기로 유명한 ‘달리아’ 계통의 품종을 색채, 크기 등 계량하여 일조량이 많고 

맑은 도쿄의 날씨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더운 여름에도 꽃잎이 살아있는 생산

기술이다. 온실 내에서 온도와 습도관리에 따라 꽃잎이 변화하는 것을 수년간 관찰하고 

실험하여 덥고 습한 일본의 여름을 꽃과 나무가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품종 계량 및 영양분 

배합물을 투여한다. 더불어 여름철에는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마트 화단 

관리기술 등도 개발 중이다. 마지막으로 꽃이 피어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품질 

유지제 개발에 힘쓰고 있다. 2주간 개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카네이션을 개발하는 실험을 

통해 개화를 억제하고 적정 시기에 개화해서 최고의 상태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는 

개발은 이미 높은 수준의 단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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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쿄올림픽 경기장 일본산 화훼 배치도 (예시)

자료: 도쿄올림픽 사이트(https://tokyo2020.org/en/news/notice/20190618-01.html, 검색일: 2020.1.3.).

  

  여름철 꽃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술 덕분에 도쿄와 일본에서는 여름철

에도 아름다운 빛깔의 꽃과 나무로 거리를 꾸밀 수 있다. 더불어 치유 효과를 주는 꽃과 

나무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부터 올림픽을 보기 위해 일본을 찾는 국내외 손님들을 대접

한다는 개념으로 ‘스마트 호스피텔리티’와 ‘재팬 플라워 프로젝트’의 협력을 기대한다. 아름

답고 편안한 환경에서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을 즐기고자 함이다.

  이러한 선진기술이 생산현장에 널리 보급되어 생산에 활용되면서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

질 경기장 주변이나 공원 등 일반 공공시설에서 조경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여름에도 

지지 않는 꽃(나쯔바나)’을 모토로 하며 관계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해 경기장 주변

의 시설 관리자 등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해 경기장 설치를 더욱 가속화했다. 그리고 제휴기

관인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식품산업 기술 종합 연구기구를 대표로하는 관련 연구기관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조직 하에 해당 프로젝트의 방향과 추진전략을 고민하도록 한 

점이 주목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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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업 연구소기구 화훼 연구소

  ‘농업 연구소기구 화훼 연구소’는 2016년 4월 1일부터 농업 연구소기구 야채·화훼 연구부

서로 편입되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에는 

이산화탄소 조절 기술을 통해 난지 터키 도라지꽃을 낮은 온도에서도 생산 가능하도록 했고, 

2017년에는 피튜니아 신품종 ‘블루문’의 향기를 극대화하는 실험, 파란 국화 꽃 품종 생산, 

나뭇잎이나 꽃잎의 엽록소 분해에 관여하는 영양성분 최적화 실험, 국화 품종의 유전자 

특성을 알아내 고품질의 개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발현유전자(Expressed Sequenced Tag, 

EST) 분석 등에 성공하여 국내외 홍보 및 보급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실험은 현재 일부 품종에 한정되어 있지만 더욱 널리 보급되어 세계적으로 다양한 

품종에 대한 실험을 거쳐 기술의 신뢰성이 실증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 연구소기구 야채·

화훼 연구부서는 정부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5 하에 화훼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생산농가, 지방정부, 국내외 유수의 연구진이 

함께하는 협력연구를 통해 기술의 보급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4.3. 화훼 기술 및 경영 우수사례 콩쿠르

  일반 재단법인 ‘일본 꽃 보급 센터’는 농림수산성 후원, 사단법인 일본 화훼생산협회, 

일본 화훼도매시장협회, 전국농업개량 보급지원협회 협찬으로 화훼 생산 기술 및 경영의 

우수한 개인 또는 집단을 매해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이 표창의 수상자격은 우선 노지 

화훼 생산농가(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1ha 이상, 시설 화훼의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50ha 이상인 화훼 생산 농가 중 추천을 통해 예비심사 대상이 선정된다. 이 중 

일본 꽃 보급센터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및 업계 관계자 등의 본 심사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농가(개인)가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이 대회는 일본의 농림 수산 축제로서, 

본 표창은 농림수산대신이 수여하는 표창이며, 다음 연도의 천황배 총리 표창 후보로 추천하

고 있다. 이를 통해 화훼생산 기술 및 경영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도모하고 우수사례로 

표창 받은 농가나 개인은 국제 정원 박람회 등에 출품 또는 참여자격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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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제언 및 시사점

  우리나라와 일본의 화훼산업은 전반적인 경제 위축, 인구 고령화 등으로 줄어드는 수요, 

올라가는 생산 및 유통 단가 등으로 산업 전체가 감소세를 겪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부터 보조금 등 제반 정책 정비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화훼산업은 벼농사에 비해 젊은 농업인들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일본은 이런 점에서 화훼산업을 다시 부흥하고자 다양한 진흥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관리한다. 그리고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꽃과 나무에 

대한 수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플라워 인테리어, 플라워 어레인지먼트 등 건축과 

인테리어에서 꽃과 나무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꽃과 나무를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는 캠페인과 활동을 통해 소비인식을 전환하고자 한다. 꽃 전시회에서는 단순

히 꽃을 보는 것 이상으로 꽃의 효용성, 꽃 기르기의 치유효과 등을 적극 홍보한다. 꽃과 

나무의 심미적 기능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 직접적인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이다. 농업 

연구소기구 등은 실험 등을 통해 덥고 습한 날씨에도 예쁘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보급을 통해 지원한다.

  일본의 사례는 다음의 시사점을 준다. 우선 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정책지

원이 필요하다. 일본은 화훼산업에 대하여 단순히 농업정책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

라 R&D, 문화정책과 연계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수요가 줄어든 것 이상으로 화훼산업은 심리적 수요를 진작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꽃과 나무가 실제 생산되는 지역과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산 화훼 혁신 추진사업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부

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예산, 통계 등 정보지원,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지방정부 차원

에서 세세한 활동 등을 연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화훼산업도 염가의 수입산 

꽃과 나무로 인해 국내 시장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보조금 등 예산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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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농업과 개발협력 방향

허   장 * · 이 미 나 ** 5)

1. 농업현황

1.1. 일반현황 및 농업경제 현황

  인도 북부 및 중국 서남부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네팔은 3,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81%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한반도의 약 3분의 2 크기인 14만 7,181km
2
의 국토는 산악지

대(35%), 구릉지대(42%), 평원지대(terai, 23%)로 구분한다. 남부에 위치한 테라이 지역은 

25km 넓이의 긴 띠 모양을 하고 있는 열대성 기후의 평원지대로 대부분의 농작물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다(CBS 2018: 1; 신세린 2016).

  네팔의 2018년 GDP는 261억 달러이며,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7년에도 

성장률이 7.5%로 높았는데, 이는 2015년 1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를 낸 대규모 지진의 

피해로부터 회복되고,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양호한 기후상황으로 농업 생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eojan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mnee@krei.re.kr)

본고는 허장·이미나의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5개 국가를 대상으로(네팔)』(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을 요약한 것임.

 1) 주 네팔 대한민국대사관 웹사이트(http://overseas.mofa.go.kr/np-ko/brd/m_1719/list.do)(검색일: 2019.8.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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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행정지도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https://cbs.gov.np/province-statistics/)(검색일: 2019.5.13.).

  1990년대 중반 이후 20년 동안 네팔 농업의 성장률은 3.2%로 정체상태였다. 특히 

2014/2015년 0.8%, 2015/2016년 1.3%를 기록하였다(GON 2016a: 43). 

  네팔의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GDP 비중과 취업률 등의 지표로 볼 때 

아직도 매우 높은 편이나 점차 감소하고 있고, 해마다 16만 명 이상의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

고 있으며, 농업의 성장률이 불안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네팔의 농업도 변화 과정에 

있다(GON 2016a: 69).

  네팔은 농산물 순수입국가이다. 2015/2016년2)에 수출액은 2억 5,500만 달러이나 수입액

은 13억 7,800만 달러에 달한다. 수출하는 품목은 렌틸콩, 차, 카르다몸(향신료의 일종), 

과일, 생강, 약용 및 방향 식물 등이며, 수입은 과일, 곡물, 채소, 콩, 유제품, 육류, 식품 

가공용 원료 등이다. 교역 대상국은 인도에 집중되어 있다(GON 2016a: 27, 34). 2009~2013

년 중에 인도로의 농산물 수출은 해마다 8% 늘었으나 수입은 27%씩 늘었고, 2016~2017년에

는 수입이 40%나 늘어나기도 했다(USAID 2018: 7). <표 1>은 곡물, 팜오일, 대두유에 대한 

수입액의 변화를 나타낸다.

 2) 네팔의 회계연도는 각 년도 7월 16일에 시작함. 따라서 2015/2016년은 2015.7.16.~2016.7.15.을 의미함.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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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작물 수입액 

단위: 달러(USD)

구분 2015/2016 2016/2017

곡물 346,792,658.9 354,099,357.4

팜오일 25,140,485.6 48,202,109.8

대두유 108,925,292.6 123,195,583.5

총계 480,765,023.4 525,401,660.1

자료: DVN(2018: 17-18)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2. 농산물 생산

  2016년 농경지 면적은 4만 1,210km
2
로 전체 면적의 29%이다.3) 네팔에서는 전체 경작지

의 80%에서 곡물이 재배되는데 쌀, 옥수수, 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예작물의 상업화, 

다각화는 아직 잘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수확후 단계에서의 저장과 운송, 등급화와 

가공시스템 부족 등의 원인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신세린 2016). 

  총 GDP의 7%를 차지하는 벼(쌀)는 농업 GDP에서는 19%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하며, 

채소(13.2%), 낙농제품(12.6%) 등이 뒤를 잇는다. 

  지역적으로는 동부가 차, 카르다몸, 커피 등 상업화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에 집중되어 

있고 평야지역은 쌀, 밀, 옥수수, 콩 등 주식용 곡물, 서부지역은 옥수수, 낙농 및 채소에 

특화되어 있다(GON 2016b: 47; GON 2016b: 47; Ghimire et al. 2019). 

  쌀은 전체의 4분의 3이 평원지역에서 생산되는데 네팔에서 재배면적, 생산량, 소비량이 

가장 많은 식량작물로서 2017년 기준으로 재배면적 155만 ha에서 총 523만 톤이 수확되었

다(ha당 3.4톤). 그러나 생산 증가율은 연간 1.8% 수준으로 인구 증가율 2.3%에 미치지 

못한다(Ghimire et al. 2019). 

  네팔의 쌀은 전체 식량작물 재배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권장 칼로리 섭취량의 약 

30% 이상을 기여하는 식량작물로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쌀은 

네팔 고유의 힌두 문화와 국가적 축제, 결혼식 및 장례식 등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네팔 사람들의 문화, 일상생활, 생계 등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Joshi 2017: 764; Dhital 

2017: 599).

 3) World Bank Data 웹사이트(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19.9.26.)



58 ∙ 세계농업 2020. 1월호

  네팔은 1974년을 시작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으로 가공된 쌀을 

대량 수출하는 수출국으로서 활동하였으나 1991년부터 점차 쌀을 수입하기 시작해서 현재 

99%를 인도에서 수입한다(Dhungel 2017: 78 ; Kaphle 2017: 101: Bhandari et al. 2017: 

720).  

  벼농사는 주로 여름에 이루어지고 봄에도 2기작으로 재배하며, 생산되는 쌀의 종류는 

거친(coarse)쌀, 상미(fine rice), 향미(aromatic rice)가 있는데, 특히 상미, 향미는 일반 쌀보

다 시장에서 50%~100%의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되는 등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GON 

2016a: 31; Ghimire et al. 2019).

  감자는 2017년 기준, 총 269만 톤이 수확되었고 2016년 대비 수확량과 수확면적 모두 

줄어들었다. 생강의 생산량은 2015년 24만 2,000톤에서 2017년 27만 9,000톤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네팔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인도와의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DVN 2018: 15).

<표 2>  주요 작물 생산량 

단위: ton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생산량

보리 27,587 30,240 34,830 33,782 34,824 37,354 32,801 30,510

옥수수 1,855,184 2,067,522 2,179,414 1,999,010 2,283,222 2,145,291 2,231,517 2,300,121

감자 2,517,696 2,508,044 2,584,301 2,690,421 2,817,512 2,586,287 2,805,582 2,691,037

벼 4,023,823 4,460,278 5,072,248 4,504,503 5,047,047 4,788,612 4,299,079 5,230,327

밀 1,556,539 174,5811 1,846,142 1,727,346 1,883,147 1,975,625 173,6849 1,879,191

생강 210,790 216,289 255,208 235,033 276,150 242,547 271,863 279,504

자료: FAO(2010~2017). 「FAOSTAT」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4)

 4) FAOSTAT 웹사이트(http://www.fao.org/faostat/en/#data/CISP)(검색일: 201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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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작물 수확면적

단위: ha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확

면적

보리 26,600 28,461 27,966 29,598 28,173 28,053 28,361 27,370

옥수수 875,660 906,253 871,387 84,963 928,761 882,395 891,583 900,288

감자 185,342 182,600 190,250 197,234 205,725 197,037 199,971 194,115

벼 1,481,289 1,496,476 1,531,493 1,420,570 1,486,951 1,425,346 1,362,908 1,552,469

밀 731,131 767,499 765,317 7653,17 754,474 762,373 745,823 735,850

생강 18,041 19,081 20,256 19,376 24,226 23,826 21,869 22,649

자료:  FAO(2010~2017). 「FAOSTAT」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네팔에서 생산되는 주요 가축은 염소, 소, 닭, 돼지 등이 있다. 전체 가금류 및 계란 생산량

의 40%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가 위치해 있는 3주(Province 3)에서 생산된다. 1주에서는 

우유 및 염소가 중요한 가축 산업중 하나이며 야크치즈는 1주의 구릉지대와 산간지대에서 

생산된다(DVN 2018: 32).

  2010~2016 기간 농축산물의 생산지수를 생산액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표 4>.

<표 4>  농축산물 생산지수(2004~2006=100)

단위: Int.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업

(Agriculture)
113.9 122.8 141.2 131.8 138.6 138.3 140.1

곡물

(Cereals)
98.2 108.8 120.7 108.8 121.4 117 107.5

작물

(Crops)
113.6 123.9 137.8 130.5 139.5 139 139.2

축산

(Livestock)
114.9 119.9 150.5 135.3 136.0 136.6 142.4

자료: FAO(2010~2016). 「FAOSTAT」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5)

  2004년~2006년을 기준으로 볼 때, 2016년 농업 총생산은 40.1% 증가했으며, 그 중 

곡물은 7.5%, 채소와 과수를 포함하는 작물은 39.2%, 축산은 42.4%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

 5) FAOSTAT 웹사이트(http://www.fao.org/faostat/en/#data/CISP)(검색일: 2019.3.11.)

 6) FAOSTAT 웹사이트(http://www.fao.org/faostat/en/#data/CISP)(검색일: 201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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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농업면적 현황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토면적(A) ㎞
2

143,350 143,350 143,350 143,350 143,350 143,350

농경지 면적(B) ㎞
2

41,266 41,210 41,210 41,210 41,210 41,210

농경지면적 비중

(B/A)
% 28.8 28.7 28.7 28.7 28.7 28.7

경작면적 천ha 2,163 2,118 2,114 2,114 2,114 2,114

1인당 경작면적 ha 0.8 0.8 0.8 0.8 0.8 0.8

경작면적 비중

(국토면적 대비)
% 15.1 14.8 14.7 14.7 14.7 14.7

 

자료: WorldBank Data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7)

1.3. 농가경제

  네팔의 농가당 소유 농지의 규모는 영세하다. 전체 국토의 25.4%가 산지이고 농지는 

28.7%이어서 농가당 경작지는 0.6ha이다(GON 2016a: 27). 농가 수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5%가 0.5ha 미만을 경작하거나 무토농이며, 0.5ha 이상 생계농이 26.5%, 1ha 이상을 

경작하는 가구(소규모 상업농)는 20%이다. 80%에 달하는 1ha 미만 경작 농가는 전체 농지의 

절반이 안 되는 46.8%의 농지를 소유, 경작한다(GON 2016a: 83). 무토농이나 과소 농지소유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보다는 비농업 부문의 성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얻는 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GON 2016a: 84).

<표 6>  농지 소유 현황(2011/2012)

구분
농가 면적

천 호 % 누적 % 천 ha % 누적 %

0.5ha 미만 1,987 53.5 53.5 485 19.2 19.2

0.5-1ha 미만 984 26.5 80.0 695.1 27.6 46.8

1-5ha 미만 732.7 19.7 99.7 1,258.1 49.9 96.7

5ha 이상 11.8 0.3 100.0 84.4 3.3 100.0

계 3,715.6 100.0 - 2,522.5 100.0 -

자료: GON(2016a: 83).

 7) WorldBank Data 웹사이트(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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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준, 네팔의 총인구 2,763만 명 가운데 농가인구는 70.4%를 차지하며 감소추세에 

있다.8) 

<표 7>  농업인구 현황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인구 천명 27,041 26,989 26,917 26,906 27,015 27,261 27,627

농가인구 비중 % 72.7 72.3 72 71.3 71 71 70.4

자료: WorldBank Data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9)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15/2016 회계연도로 볼 때에 전체 인구의 54%로, 이는 

1995/1996년 66%에 비해 12%p 감소한 것이다(GON 2016a: 27). 농촌 거주인구는 2010년 

전체의 83.2%, 2017년 80.6%인 2,344만 명이다(GON 2016a: 86).

1.4. 농업기술의 보급체계

  네팔의 공공 지도보급체계는 농업개발부 내 농업국과 축산서비스국에서 각각 담당해왔

다. 기술지도 서비스는 농민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농업국은 전체 농가의 18%, 축산국은 

7% 밖에 담당하지 못해 상당수 농가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국의 

지방사무소는 1999년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에게 지도보급 서비스 기능을 위임하

였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이를 수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예산 집행 권한은 여전히 중앙조

직이 가지고 있는 등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기술 지도가 농가단위까지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GON 2016b: 10-11).

  정부는 생산성 증대에 필요한 기술개발 예산은 전체 농업 예산의 25%, 기술지도 요원 

당 농민은 1,144명인 반면 지난 55년간 농업계 교육기관 졸업생은 1만 3,083명으로 그 

기반이 취약하다고 평가하였다(GON 2016b: 2).

  이에 따라 정부는 네팔농업연구위원회(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ouncil, NARC)

의 연구, 농업국‧축산서비스국의 기술보급, 대학의 교육 등 세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다고 보고, 공공기관이 전담하던 기술보급 체계를 NGO, 민간과 협동조합 등도 담당하도록 

 8) WorldBank Data 웹사이트(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19.9.26.)

 9) WorldBank Data 웹사이트(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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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분야 이행전략 

식량 생산 및 생산성 제고 

- 기후 대응형 농작물 생산 증진

- 가치사슬 개발을 통해 주곡인 쌀 이외의 토착 곡물(수수, 귀리, 보리, 메밀 

등)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 증진 
- 정부의 농업예산 증액 고려

-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및 협동조합 부문의 투자 동원을 위한 환경 조성 

인프라 개발
- 구릉지와 산지는 시장 접근성이 취약함으로 관개시설, 지역 저장고, 운송  

  서비스, 가치사슬을 위한 가공시설, 마케팅 인프라 구축

식량 가용성의 지역화

- 네팔 75개 지역 중 32개 지역의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식량부족 

지역의 생산성 강화(각 지역에 적합한 작물의 생산 및 생산성 강화)

- 각 개발 지역에 종자, 비료, 식용곡물 저장시설 용량 확보

하고 국립농업연구체계를 개편하는 ‘제도적 다원주의(institutional pluralism)’ 방식을 도입

하고자 추진 중이다(GON 2016b: 11).

2. 농업개발정책 및 전략

2.1. ‘기아제로 도전 실행계획’

  ‘기아제로 도전 실행계획(Zero Hunger Challenge Action Plan 2016~2025, ZHCAP)’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기아 종식과 식량안보 달성 및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둔다. 네팔은 국가 헌법에 ‘식량권(Right to Food)’을 명기함으로써 식량주권을 인정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네팔은 4명중 1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고, 약 

500만 명의 인구가 영양실조 상태이다(Ministr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2016: 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농업 생산량 증가를 강조한다. 

ZHCAP의 세부 목표는 ▲ 농업분야의 성장 가속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산 과정 강화 ▲ 

빈곤층의 취업 및 소득창출 기회 확대 ▲ 국민의 식량 및 영양 안보 상황 개선 ▲ 기아, 

빈곤 및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 기아 및 영양실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식량거버넌스 및 서비스 개선 ▲ 식품안전 보장 등 6가지이다

(Ministr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2016: 8-14, 14-21). 

  ZHCAP의 전략적 우선지원 분야 및 이행전략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기아제로 도전 실행계획(ZHCAP)의 우선지원 분야 및 이행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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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분야 이행전략 

농업비즈니스 개발 
- 관련기관, 협동조합, 농민연합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소농 및 무농토  농촌 

빈민의 가치사슬 참여 확대 

고용기회 확대 

- 농업 가치사슬과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 창출

- 비농업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통한 청년층 취업기회 확대를 통해 저숙련   

 된 해외취업 청년층 이주노동자 비율 감소

농업분야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제고 

- 영농을 위한 투입재 보조금 지원

- 영농기계화 인센티브 

- 시장과 연계한 전후방 산업 개발

소농 및 무농토 생산자 지원
- 소농 및 무토 농민에 대한 고정계약을 통한 농지 지원 

- 자영업활동 증진을 위한 대출, 종자, 비료, 관개용수 제도적 지원 마련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 1년에 3개월 이상 식량난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지원 규  

 정을 제안 

- 현대적인 영농방식 도입 제도 마련

- 농작물 및 가축 보험 보조금 지원

-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를 위한 요리법 훈련

식량 거버넌스 개선 
- 식품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

- 공공 서비스 제공의 책무성 강화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al Development(2016: 9-1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2. ‘번영하는 네팔, 행복한 네팔인’

  네팔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향후 5년간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

다. ‘번영하는 네팔, 행복한 네팔인(Prosperous Nepal, Happy Nepalese)’라는 이름의 이 

경제발전 비전이 제시한 주요 정책목표는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를 달성하여 2030년까지 중진소득국가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농업

의 현대화 및 상업화를 추진하고 토지 사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농업생산성을 2배로 증가

시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네팔 근로자의 해외 송출 중단, 수입기반 경제구조에서 생산, 

고용창출, 수출 등의 산업기반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0)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낙후지역 및 소외계층의 지위를 향상시키며, 빈곤을 종식함으로

써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 둘째, 공공·민간·협동조합(cooperative) 간의 파트너십, 생산관

계(production relations)의 변화 및 생산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의 자본을 마련하고 일자리 

1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9: 8; 주 네팔 대한민국대사관 웹사이트(http://overseas.mofa.go.kr/np-ko/brd/ 

m_1720/list.do)(검색일: 2019.8.22.~3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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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표 내용

농업의 상업화, 전문화, 현대화

- 국민의 식량권(right to food) 보호, 빈곤종식, 농민 소득수준 향상 및 국가 

경제기반 공고화를 위한 농업의 상업화, 전문화, 현대화 추진

- 정부는 예산을 토지사용, 관개, 농촌 도로 및 전화 (electrification), 농산물 

시장 및 저장 시설에 편성함. 또한 농업 투입재에 대한 보조금, 농업 사업을 

위한 무상대출, 농업기계화를 위한 장려금 등 관련 프로그램 및 예산을 마련함.

총리주도 농업현대화사업(PMAMB)의 

확대 및 재구조화

- PMAMB 확대 및 재구조화를 위해 71백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함.

- PMAMB 사업을 39개 지역(69천 ha)으로 확장하고, 콩과 메밀을 집중적으

로 생산하기 위한 지역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할 예정  

지속가능한 자급자족

- 식량과 가축생산 증가를 통해 기본식품의 자급자족 촉진

- 계란 및 가금류의 자급자족 지속화, 우유, 생선, 육류, 신선한 채소를 위한 축

산, 어업 및 채소 영농의 증대

- 감자와 양파의 국내 생산 증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시행

토지 개발

- 상업영농, 축산업, 약용식물 재배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수입에 대한 

세금 감면, 기술지원 및 보조금 등이 제공될 예정 

- 평원지역의 농산물 수집, 공동경작, 계약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토지개발

(Land Polling)실시 예정

토양품질 관리

- 화학비료 보조금(기계설치 포함) 약 39백만 달러 증대

- 지역단위의 이동 실험실을 통한 토양품질 테스트 지속 

- 독성살충제 사용 규제 및 관리 예정 

- 도시지역의 가정 생활쓰레기 관리를 통한 유기농 채소의 옥상농업 장려 

농업대출 확대

- 양모, 면화, 실크의 경작 및 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보조금이 지원됨.  

- 제도 개혁을 통한 소농은행(Small Farmer Bank)의 효과적인 농업대출 실

시 예정

- 중소규모 농업경영인의 무상대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8.7십

만 달러 지원 예정

- 사탕수수 재배 농민을 위한 보조금 제공(약 8만 달러) 

과일묘목 생산 및 유통 프로그램 

시행 확대

- 향후 5년 이내에 원예 면적을 두 배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과일 묘목 

생산 및 유통 프로그램 실시 

- 고부가가치 현금작물 및 비수기 작물의 생산, 가공, 포장, 브랜딩을 통한 수

출 장려

창출과 소득을 증대하는 것, 셋째, 양질의 교육, 보건, 식수 등을 아우르는 사회기반 시설 

개발, 농업과 관광 등의 산업 분야에 경제적 인프라 마련, 물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인프라 

개발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것, 넷째, 법의 지배(rule of raw)강화,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개발에 있어 사람들의 참여확대를 통해 시민이 인지할 수 있는 ‘굿 거버넌

스’를 추진하는 것, 마지막으로 자원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협동조합과 민간부문의 

협력 및 연방·주·지역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MoF 2019a: 3).  

  이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분야의 정책적 세부 목표는 <표 9>와 같다. 

<표 9>  네팔 정부의 농업분야 세부 추진 목표



네팔의 농업과 개발협력의 방향

국가별 농업자료 ∙ 65

세부 목표 내용

유기농업 장려 

- 모든 지역(province)에 유기농가 모델 설립을 장려함. 

- 카르날리(Karnarli) 주와 구릉지역의 유기농작물 생산 확대

- 협동조합, 지역사회,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액화 석유가스의 감축을 위한 대

규모 바이오 가스 공장 설립을 촉구 

- 유기비료 생산을 위한 바이오 축분 사용 장려 

- 유기농업분야에 네팔로 귀국한 해외이주 숙련 노동자들 고용장려 

농산물 시장 인프라 구축 

- 협동조합을 통한 농산물 도매 시장 관리 및 농산물 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조금이 마련됨 

- 농민들에게 농업 정보 및 시장 가격에 대해 쉽게 알리기 위해 모바일앱 개발, 

정보 기술의 개발 및 사용에 중점을 둘 예정

- 농민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마련된 냉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

할 예정

건강식품 캠페인

- 건강식품 풀뿌리 캠페인 시행

- 안전한 농약사용 권고, 식품 저장용량 증설, 소비식품의 품질 보장

- 모든 지역(province)에 식품품질검사 실험실 설립 예정

- 저 품질의 농산물 수입 통제

농업분야 전문가 확보 

- 각 지역 단위의 농업분야 전문가(최소 1명) 확보

- 농림연구소 인턴쉽 프로그램 마련

- 농업지식센터 역할 확대: 농축산 관련 기술 및 지식 제공을 위해 설립된 농

업지식센터는 농민들에게 즉각적이고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콜 센터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 

-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대학의 농업연구 활동 장려

- 농업연구센터는 5주(province) 및 극서부 지역에 설립될 예정

- 정기소작제(lease-hold farming), 농작물 수집, 계약재배, 협동조합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를 위해 440만 달러 보조금 제공

자료: MoF(2019a: 11-13)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3. 「농업개발전략 2015~2035」

  네팔 농업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MoAD)는 2015년부터 2035년까

지 20년간 추진할 「농업개발전략(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 2015~2035, ADS)」을 

수립하였다(GON 2016a; 2016b). ADS는 농업분야에 초점을 맞춘 가장 포괄적이고도 중요한 

국가 전략이다. 이 전략은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고 포용적인 농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동하고 생활을 개선하며 식량주권을 위한 식량과 영양안보 달성에 기여한다”

는 비전을 제시하였다(GON 2016a: 61). 이를 구성하는 요소별로 달성하여야 할 목표수준도 

제시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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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ADS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

비전 지표 현재(2015)
단기목표

(5년)

중기목표

(10년)

장기목표

(20년)

자립 곡물자급률 16% 부족 부족률 0%
교역 후 잉여 

0-5%

교역 후 잉여 

0-5%

지속성

상시 관개율 25.2% 35% 60% 80%

토양 유기물 1.96% 3% 3.92% 4%

ha당 농지생산성 3,278달러 4,184달러 5,339달러 8,697달러

경쟁력
농업교역

적자 1,123

백만 달러

적자 1,073

백만 달러

적자 882

백만 달러

흑자 508

백만 달러

농산물 수출 225백만 달러 456백만 달러 814백만 달러 2,598백만 달러

포용성

여성/공동소유 

농지면적 비율
16% 20% 30% 50%

농업서비스 

프로그램 

수혜농가비율

18.2% 22% 26% 32%

성장 농업GDP 성장률 2.23% 4% 5% 6%

생활수준 개선 농촌빈곤율 24.3% 19% 15% 9%

식량영양 안보
영양상태

(저발육 아동)
37.4% 29% 20% 8%

자료: GON(2016a: 64-67)에서 발췌하여 저자 재구성.

  전략적으로는 거버넌스 강화, 생산성 제고, 수익성을 보장하는 상업화 추진, 경쟁력 강화 

등 네 가지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와 동시에 사회적, 지리적 포용성 증대, 천연자원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대, 민간부문과 협동조합 부문의 개발, 시장 인프라와 정보 인프라 

및 ICT, 전력 인프라 등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식량 및 영양안보 달성, 빈곤 감축, 농업교역에서의 경쟁력 확보, 소득제고와 형평성 증대, 

농민의 권리 확보 및 강화 등을 지향하게 된다(GON 2016a: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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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DS의 구조

자료: GON(2016a: 71)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기과제(outcomes)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 계획은 35개의 단기과제

(outputs)와 232개의 추진과제(activities)를 설정하였다. 이들 과제들은 선도(flagship), 핵심

(core)의 두 부류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혁신적이고 다부문적 사업이라서 다수 기관들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가리키며, 후자는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부처, 기관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할 성격의 프로그램들을 말한다(GON 2016a: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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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ADS의 선도과제와 핵심과제

번호 중기/단기과제 선도과제 핵심과제

거버넌스 강화

1.1 정책의 신뢰성 제고 √

1.2 ADS 집행을 위한 조정 기능의 개선 √

1.3 통합적 기획 √

1.4 효과적인 집행 지원 √

1.5 성평등과 사회, 지리적 포용을 위한 메커니즘 수립 √

1.6 적기에 효과적인 점검과 평가 √

1.7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 수립 √

1.8 ADS 조정과 집행에 관련이 있는 기관들의 역량 제고 √

1.9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의 식량 및 영양안보의 개선 √

1.10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 구상 및 시범실시 √

생산성 제고

2.1 농업지도 서비스의 분권화 √

2.2 농업연구 체계의 분권화 √

2.3 농업교육 체계의 강화 √

2.4 효율적, 지속가능한 적정규모 농지의 농장운영 √

2.5 관개 확대 및 개선 √

2.6 농자재 접근성 확대 √

2.7 종자관련 정책 집행 √

2.8 비료 공급 √

2.9 가축 사료 개선 √

2.10 기계사용 선택 제고 √

2.11 농민의 (재해 손실 후) 회복력 개선 √

2.12 지속가능한 농업, GAP, GMP, GVAHP 채택 √

2.13 산림개발 √

수익성 있는 상업화

3.1 투자환경 개선 √

3.2 상업농을 위한 계약영농 √

3.3 상업농 지원을 위한 세제 정책 √

3.4 농업금융 및 보험 √

3.5 경쟁력 있는 농업 가치사슬 √

3.6 농촌도로 네트워크 확대 √

3.7 농업시장 정보 제공 √

3.8 농촌전력화 및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

경쟁력 강화

4.1 시장 인프라 개발 √

4.2 중소규모 농기업체 성장 √

4.3 농식품 수출 성장 √

4.4 식품 품질 및 안전성 제고 √

자료: GON(2016a: 177-178)을 토대로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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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총리 주도 농업현대화사업」

  「총리 주도 농업현대화사업(Prime Minister Agriculture Modernization Project, PMAMP)」은 

농업개발부 차원을 넘어 총리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향후 10년을 사업기간(2016~2025)으로 

정하고 주요 곡물, 과일 및 채소,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6년 12월 착수하였다. 

7개 주(province)의 ‘슈퍼존(Super Zone)’11)을 중심으로 특정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생산하

는 시범 모델을 구축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슈퍼존을 향후 10년 동안 21개를 개발한다.

  사업내용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이 주요 골자이며, ① 농산물 가공센

터, 저장시설, 판매처와 냉장보관시설 설립, 작물 조직배양실험, 농업장비 구입에 50%의 

비용 보조 ② 농업생산물 집하장, 1차 가공센터, 비즈니스 훈련센터 건립에 85% 보조 ③ 

2,100개 구역에 도로망 확장 ④ 농가 신용 대출 ⑤ 보험료 보조 ⑥ 농자재 수입 관세 

1%로 인하 ⑦ 쌀, 밀, 옥수수, 사탕수수 가격보조 등의 안을 담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8a: 7-8).

2.5. 쌀 증산 관련 정책

  정부는 쌀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1956년 첫 번째 

정기계획 설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차 착수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표 12>와 같이 쌀 

생산량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정책 및 목표를 설정하였다. 

11) 농업생산지를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함. 1 pocket: 10ha, 1 block: 100ha, 1 zone: 500ha, 1 

super zone: 1,0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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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쌀 생산 촉진 실행계획」 주요내용

구분 내용 

농업전망 계획  

(1995/96~2014/15)

시행정책

· 1997년 20년 농업전망계획 승인

·녹색혁명을 기반으로 한 농업기술 혁신 전략과 평원지대의 쌀 및 식량곡물 생

산에 중점을 둠. 

· 관개, 비료, 농촌 도로 및 전기화, 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며, 개량종자는 

제외

· 곡물 수출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함.

· 쌀을 포함한 주요 식량작물 연구의 확장, 농업기술 및 투입재에 중점을 둠.

목표 · 관개 및 농촌 도로망 확장 

성과

· ADS에 따르면 2010/11년에 농지 사용률(경작지의 비율)은 80%, 관개를 활

용한 재배면적은 54%

· 농촌 도로망 40,000km, 전략 도로망 20,000km

· 작물을 포함한 농업의 하위 분야에서 생산성이 향상됨.

· 쌀의 종자개량, 화학비료 사용, 품질 및 적절한 가격 등의 효용성은 낮음.

13차 계획

(2013/14~2015/16)

시행정책

· 개량종자, 유기 및 화학 비료, 관개, 농작물 보험, 농기계 및 장비 등에 대한 보

조금 제공을 통한 쌀 생산성 증가 

· 20개 군에서 상미 및 향미 생산 증진 프로그램 실시

· 네팔 15개 군에서 ‘쌀의 대량생산 증진 프로그램(Mega Rice Promotion   

Program)’ 실시 및 국가종자비전(National Seed Vision, 2013-2025) 공식화

· 네팔 정부는 평원지대의 12개의 군에서 쌀 생산을 위한 포켓(10ha)을 개발하

고, 5년 이내 해당지역에 관개시설을 제공할 것을 2015/2016 예산안 발표에

서 선언함.

· 2016/2017 예산안 발표에서 2년 이내에 쌀 생산 자립 국가를 목표로 한 총리 

주도 농업현대화사업(PMAMB)을 발표함.

· 쌀에 대한 최소지지가격(Minimum Support Price, MSP) 선언

  ‘한 마을 한 상품(One District One Product, ODOP)’ 프로그램에 포함된 

바스마티(Basmati)쌀 증진 및 도티(Doti)군에서 ODOP프로그램 실시

목표 · 농업 부문의 연간 성장률 4.5%를 목표로 함. 

성과
· 농업 부문의 연간 성장률은 2.2%에 불과함.

· 쌀 생산량 4,299.07천 톤, 12차 계획대비 쌀 생산량 –4.56% 기록

14차 계획

(2016/17~2018/19)

시행정책

· 상미와 향미의 생산촉진 프로그램

· 농기계화 및 생산기술 개발에 중점

· 기후스마트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작물 생산을 위한 구역개발

목표

· 10개의 슈퍼존(1,000ha) 및 300개의 존(500ha) 개발

- 5,561천 톤의 쌀 생산을 목표로 함. 

- 농업 부문의 연 간 성장률 4.7%로 예상

- 1인당 연간 식량 공급량 389kg를 목표로 함.

성과
· 농업 부문의 연 간 성장률 4.2% 달성

- 2017/2018년 말 기준, 연 간 343kg의 식량이 공급됨.

15차 착수계획서 

(2019/20~23/24)

시행정책
·잡종(hybrid varieties)의 육종을 통한 개량품종 교체율 증가 

· 화학비료 제조업 육성

목표
· 주요 작물의 종자 교체율 25% 증가

- 쌀 생산성 ha당 4.5톤 증가 

자료: Ghimire(201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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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2013 2014 2015 2016 2017

300: 생산 총액 46.62 49.23 50.18 65.99 88.52

310: 농림수산 총액 32.05 40.71 34.16 55.08 70.80

311: 농업 총액 25.47 33.85 31.34 49.29 70.32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4.35 3.10 2.53 3.25 5.92

31120: 농업개발 15.24 21.03 17.62 34.03 51.49

31130: 농업용지 0.22 0.25 0.10 0.13 0.46

31140: 농업용수 0.70 0.37 4.69 3.73 2.23

31150: 농업투입요소 0.26 0.00 - - 0.34

31161: 식량작물생산 1.37 0.53 3.26 0.48 0.77

31162: 경제작물/수출작물 0.31 0.19 0.57 0.24 0.59

31163: 축산 0.06 0.22 0.19 5.76 2.03

31164: 농지개혁 - - - - -

31165: 농업대체작물 - 0.14 0.04 0.14 0.17

31166: 농업기술훈련(농촌지도) 0.17 0.01 - - 0.03

31181: 농업관련교육/훈련 0.32 1.57 0.37 0.47 0.43

31182: 농업연구 1.04 0.42 0.76 0.87 3.10

3. 농업개발협력 현황 및 과제

3.1. 공적개발원조(ODA) 수원 현황

  네팔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2013년에는 ODA 

수원액이 GNI 대비 4.5%를 차지할 정도로 ODA 의존도가 높았다(권율 외 2015: 68). 2015년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정부 재정에서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2016 회계연도에 20.7%에 불과하고 예산의 대부분을 해외원조에 의존하는 

등 개발협력의 중요성이 아직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신세린 2016). 

  농림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총액은 2013년 3,205만 달러에서 2017년 7,080만 달러로 

두 배 이상이 되었다. 특히 농업분야는 같은 기간 2,547만 달러에서 7,032만 달러로 증가하

였다. 농업분야 내에서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농업개발’에 대한 지원액이 73%를 넘어 

가장 많았다. 

<표 13>  농림수산 분야별 원조 지원 현황(2013년~2017년)

단위: 백만 달러(USD), 총지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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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2013 2014 2015 2016 2017

31191: 농업관련서비스 0.16 5.67 1.09 0.14 2.77

31192: 병충해구제 0.75 0.11 0.09 0.05 -

31193: 농업재정서비스 0.13 0.01 - - -

31194: 농업협동조합 0.36 0.19 0.00 0.00 0.00

31195: 축산진료 0.04 0.03 0.02 - -

312: 임업 6.54 6.70 2.82 5.76 0.47

31210: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 2.92 3.94 0.22 4.13 0.02

31220: 임업개발 3.62 2.32 2.33 1.22 0.32

31261: 연료재 및 숯 생산 - - - - -

31281: 임업교육훈련 - - 0.09 0.14 0.13

31282: 임업연구 - 0.45 0.19 0.26 0.00

31291: 임업서비스 - - - - -

43040: 농촌개발 11.34 2.10 1.76 4.61 7.82

자료: OECD.Stat(2013~2017). 「Developmen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12)

3.2. 한-네팔 개발협력 현황

  우리나라의 「제2차 네팔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은 제1차

(2013-2015) 전략이 종료된 이후 2016년에 새롭게 수립되었다. 중점협력 분야는 ① 물 관리 

및 보건위생 ② 교육 ③ 지역개발(농업 및 농촌개발) ④ 에너지 분야로 농업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개발은 농업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촌지역 소득 증대 및 국가 균형발전, 기후변

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과 여성참여 확대 등 범 분야 이슈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발을 

목표로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 

  네팔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ODA 중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서 2017년

까지 9.9%, 36.9%, 7.1%, 9.7%, 34.2%로 특정 사업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중이 

크게 달라져 왔다. 2017년에 제공된 ODA는 1,132만 달러이며 농업 및 농촌개발에는 388만 

달러가 제공되었는데 특히 농촌개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2) OECD.Stat(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3.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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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네팔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업 및 농촌개발 ODA 현황(2017)

단위: 백만 달러(USD)

분야 분야총액 ODA총액 비율

농업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0.34

11.321

3.01%

31120: 농업개발 0.22 1.97%

31161: 식량생산 0.18 1.62%

31162: 경제작물/수출작물 0.03 0.26%

31163: 축산 - -

31166: 비정규농업훈련 0.03 0.23%

31181: 농업관련교육/훈련 - -

31191: 농업관련서비스 0.95 8.41%

31192: 병충해구제 - -

31194: 농업협동조합 - -

31195: 축산진료 - -

다분야 43040: 농촌개발 2.12 18.74%

총액 3.88 11.321 34.24%

자료: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13)

  2013년 이후 우리나라는 한국국제협력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등 

4개 기관이 네팔에 ODA 사업을 시행하였다.14) 사업유형별로는 연수나 세미나, 워크숍, 

연구 네트워킹, 컨설팅 등 개도국의 역량강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활동들이 많다. 

농업분야에서 연수사업의 주제는 식량생산 등 농업기술 관련 이외에도 식품안전, 농업정책

과 행정, 협동조합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농촌개발에서는 새마을운동 등 지역개발에 관한 

연수가 주류를 이루었다. 세미나 등을 통한 역량강화는 식물검역을 위한 워크숍과 농정성과 

확산 컨설팅,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AFACI) 운영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봉사단 파견 사업은 시니어, 청년, NGO 등의 봉사단을 통해 농업 인프라 개발, 농산물 

수출, 농업훈련, 농촌개발 등의 활동이 시행되었다.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형 

사업을 보면, 커피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역량개발 사업은 2015년부터 NGO가 수행하는 

13)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시스템 웹사이트(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검색일: 2019.5.22.)  

14)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시스템 웹사이트(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검색일: 20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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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약초산업의 상업화를 위한 사업도 NGO에 의해 

실시되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과 행정안전부가 각각 지원한 새마을운동 방식의 농촌공

동체 개발사업, 새마을시범마을 사업이 있다. 나머지는 다자성 양자(multi-bi) 사업으로, 

국제기구(FAO, WFP)가 수행한 병해충 예찰 역량개발과 제로헝거 커뮤니티 사업들이 있다. 

  최근에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 KOICA의 

지원 아래 과일과 채소 가치사슬 개발사업을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해외 수입의존도가 

2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채소와 과일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40~50%에 이르는 수확후 

손실을 감축하기 위한 기술 훈련, 시설 지원 등에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 집하장 및 조합의 시설 지원, 농업연구위원회 기자재 지원, 시장가격 정보 

제공용 통신서비스·장비 지원, 농가와 군 단위 인력 대상 기술 훈련과 생산기술 매뉴얼 

보급 등의 세부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18b).

<표 15>  KOICA-UNDP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네팔 UNDP 과일 및 채소 가치사슬 개발사업

대상지역 네팔 중부 및 서부 주 내 2개 주(province)의 40개 지역

사업기간 및 예산 2018-2022 (5년), 550만 달러(KOICA 500만 달러, UNDP 50만 달러)

수혜자
과일, 채소 소농 9,960명, 집하장 및 위성시장 20개소, 협동조합 관리자 및 운영자 150명, 

농촌지도사 등 500명, 정부 관계자 20명

주요 산출물

1.1. 채소 및 과일 재배지역 선정 및 순 마진율 분석

1.2. 농업생산기술 접근성 향상

2.1. 농업연구위원회(NARC) 역량강화

2.2. 농업연구위원회(NARC)를 통한 수확 후 손실 감소 관리기술 개발

2.3. 농업부 및 농가에 수확 후 관리기술 보급

3.1. 집하장 기능 개선

3.2. 시장정보 네트워크 형성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8b)을 토대로 저자 작성.

3.3. 개발협력 중장기 방향과 중점추진 분야

  우리나라가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네팔은 우리나라의 중점협력 

대상국이었고,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양국 간 개발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네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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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농업개발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직적 역량 강화, 주요 품목의 상업화

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의 지원, 식량작물의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앞으로 

한-네팔 개발협력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를 제시한다.

3.3.1.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시스템 

  네팔 정부는 농업개발전략(ADS)에서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업 연구 및 기술지도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지도서비스·농업연구체계 분권화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GON 2016a: 175-178). 

  기술보급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걸쳐 있는 3,157개의 마을단위 위원회(Village Development 

Committee, VDC) 산하에 마을농업지도서비스센터(Community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Centers, CAESC)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CAESC는 독특한 마을자치 기구로서 VDC

가 운영하며, 정부로부터의 초기 종자돈(100만 루피=약 1,100만원)과 마을주민, 지역 농기업

체 등 CAESC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모은 회비 등의 자금으로 기술보급 요원들을 고용한 

뒤, 이들이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자(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들로부터 기술을 습득, 농민들에

게 보급하는 방식이다(GON 2016a: 82, 105, 179-180). 또한 기존에 설치된 378개의 농업서

비스센터(agricultural service centers)와 999개의 축산업서비스센터(livestock service 

center)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범적으로 50,000 농가를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여 우수 

농자재를 구매하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선진 기술을 습득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GON 2016a: 16-17). 

  한편 국립 농업기술 연구개발체계를 개편하였다. 네팔 농업연구위원회(NARC)는 농업기

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정책수립, 국제협력, 국가기준 제정, 연구기획 및 조정, 교육 

훈련 등)로 한정하고, 농업일반, 축산, 원예, 수의, 수산 등 분야별 국립농업연구원(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NARI)들은 기초, 중장기 연구를 담당하며, 권역별 농업연구

소(Regional Agricultural Research Station, RARS)들은 CAESC와 같은 현장 단위에서의 

관련자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NARI와 RARS는 NARC의 지휘를 받아 연구, 

훈련, 인적자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이 된다(GON 2016a: 108, 181).

  네팔 정부는 이러한 기술보급 체계를 통해 지역주민 및 농기업체들의 기술수요가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GON 2016a: 8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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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생산성 증대’ 중 기술개발 및 지도 관련 과제

중기목표

(outcome)

단기과제

(output)
추진과제(activity) 세부내용

생산성 증대
1. 분권화된  

    보급체계

1. 마을농업지도서비스센터 

(CAESC) 설립

CAESC 지침서 작성, 홍보 캠페인, CAESC 설립 

위한 역량개발, CAESC 설립 위한 초기자금, 

CAESC 지도요원 훈련, CAESC 기술지원, 

CAESC 모니터링

2. 농업‧축산업서비스 센터 

역량강화

기술요원 훈련시범, 영농축산을 위한 자원제공, 

센터 인프라 및 장비 개선

3. 지도사업을 위한  바우처 

체계 도입

시범사업 구상과 집행 및 평가, 시범사업 대상 5

만 가구를 위한 예산 확보

4. 농민 마케팅 학교(FMS) 

도입

프로그램 수립 및 강사교육, 우선지원 대상 마을

에 학교 도입

5. 농업지도에 ICT 활용 각 센터에 PC제공, 모바일 앱

6. 농민조직을 금융 기관에 

연결
-

7. 현장 요원 대상 범분야 

이슈와 영양 관련 교육 
범분야 이슈와 영양관련 교육, 여성대표 확대

2. 분권화된

    농업연구체계

NARS 체계 개편(NARC, NRI, 

RARS)

NARF(기금) 설치, NARC 비전 수립, 원예와 축

산 및 내수어업 관련 국립연구원 설립, 산간·중

산간·평야지역 RARS 설치, 농업기계화센터 설

립, RARS 구조 개편

2. 연구개발-교육-지도보급의 

삼각 연계 강화
-

자료: GON(2016a: 101-102).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반부터 중앙 행정기관인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업기술 연구

개발과 농가에의 보급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상호연계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과 산하 시·도 조직 및 시·군 지도조직으로 중앙 집중화한 시스템이어서 네팔의 

분권화 방향과는 다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가지는 효율성이 네팔의 전략, 계획에 

융합되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개발 인력, 지도인력, 

행정인력 등의 역량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기술개발 인력은 중앙정부의 분야별 국립농업연

구원(NARI)과 권역별 농업연구소(RARS), 그리고 민간부문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이

다. 지도인력은 마을 CAESC에서 일하는 기술보급 요원들이며 행정인력은 관련 정부부처의 

인력들이다. 

  둘째, 사업의 안정기까지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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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도입 및 정착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 네팔 정부가 제공하는 100만 루피의 초기 종자돈 이외에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거나, 마을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 인센티브제도 등의 

도입과 추진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으

로 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개발과 지도보급이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과 컨설팅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이 재편되는 연구개발을 위한 NARS 체계

(NARC, NARI, RARS)와 지도보급을 위한 CASESC, 농업서비스센터가 기술개발 수요의 전달,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보급의 두 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가 농촌진흥청과 분야별 과학연구원,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촌지도소, 읍·면 농촌지도지

소 등 조직과 각종 협의 및 대화 채널을 통해 농업연구개발과 보급을 기능적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는 사례로부터 함의를 도출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3.3.2. 가치사슬 개발을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ADS에서는 옥수수, 낙농, 채소, 렌틸, 차 등 다섯 가지를 최우선 가치사슬 개발대상 품목으

로 설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상업적 개발을 촉진하여 소비측면으로부터의 ‘풀(pull)’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유통과 마케팅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을 세웠다(GON 

2016a: 17).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공과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등 가치사슬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 제도,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의 경험을 갖추고 있어서 네팔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이 

가능한 분야이다. 

  네팔의 우선 개발대상 품목별로 주산지를 중심으로 가치사슬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개입지점(leverage point)을 찾아 중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네팔 

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대상 품목과 대상 지역을 

선정한 뒤, 해당 지역 내 대상 품목의 가치사슬 현황에 대한 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 협력사

업이 필요한 지점을 파악한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 전문성, 경험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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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의 세부 내용을 기획하도록 한다. 

  둘째, 가치사슬 개발은 궁극적으로 시장, 소비자 등 유통과 소비 측면으로부터의 수요 

확대로 가치단계별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민간부문의 개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영세 농산물 수집업자와 운송업자, 가공업자, 도‧소매업자, 수출업자 이외에도 네팔의 

농산물 가치사슬에 전후방으로 연계한 외국의 민간업체까지 포함한다. ODA를 통한 개발협

력이 민간업체의 농산물 가치사슬 단계별 사업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줌으로써 

투자와 재투자를 유도하고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3.3. 쌀 생산성 향상

  네팔에서 쌀은 가장 중요한 농산물로서, GDP의 7%, 농업 GDP의 20%를 차지한다

(Ghimire et al. 2019). 1970년대 풍부한 쌀을 해외로 수출하여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

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쌀 산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네팔 정부는 최근까지도 쌀 증산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봄벼 재배를 

권장하는 메가쌀촉진프로그램(Mega Rice Promotion Program)을 2013/2014년부터 2년에 

걸쳐 15개 군(district)에서 추진하였고, 2015/2016 회계연도에는 12개의 평원지역에 쌀 

중점생산지역(rice production pockets)을 개발하고 관개시설을 5년에 걸쳐 설치하도록 하

였다. 2015년에는 2016/2017-2018/2019년도를 목표로 상미·향미증산프로그램을 시행하

였다. 아울러 2016/2017 회계연도를 앞두고 발표된 총리 주도 농업현대화사업(PMAMP)을 

통해서는 2년 내에 쌀 생산 자급을 이루겠다고 선언하고 벼 최소지지가격(MSP) 제도를 

재도입하기도 하였다(Ghimire et al. 2019).

  쌀 산업 육성을 위한 네팔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벼를 포함하여 주요 

작물에 대한 개량·교잡 종자 사용률을 25%로 높이고 쌀 생산성은 ha당 4.5톤으로 제고하는 

내용이 제15차 계획(2019/2020-2023/2024)에 포함되어 있다(Ghimire et al. 2019). 즉 네팔

은 쌀 산업의 개발, 특히 값싼 인도산 쌀에 대응하고 상미와 향미 등 고급쌀의 생산제고를 

통해 소농의 빈곤 감소, 인구증가와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한 부응, 해외 수입에의 의존도 

감축과 식량안보를 이룩하는 것이 큰 과제로 되어 있다(Ghimire et al. 2019).

  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가치사슬 개발을 통해 쌀농사가 이윤이 남도록 상업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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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팔의 핵심 수출 품목이었던 쌀이 생산 및 공급 

부족으로 식량안보를 위협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로의 노동인력 유출이 

늘어나면서 농업노동력이 부족해졌고, 둘째, 농경지 세분화와 지형적 여건으로 기계화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셋째, 벼 생산성 증대 기술은 정체되어 있으며, 넷째, 값싼 인도산 

쌀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벼 재배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다섯째, 산간지역에서의 

쌀 소비 증가 및 도시민의 고품질 쌀 소비 증가 등 전반적인 쌀 소비 확대의 추세가 진행되면

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쌀 다수확 품종의 개발로 쌀 자급을 이룩하였고, 쌀 가격지지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과 생산량 확보,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RPC)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 그리고 농산물 시장 개방과정에서도 쌀 시장 개방의 

최소화 등으로 쌀 산업의 보호와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98%로 100%에 육박하고(농림축산식품부 2018) 대·중·소규모 용수개발과 수리시설 지원으

로 생산기반을 확충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도입한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네팔의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경험과 사례가 될 것이며, 전후방 관련 산업에 위치한 

우리나라 민간업체의 현지 진출을 통한 민관협력(PPP) 형태의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네팔 쌀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첫째, 쌀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생산기반의 조성이 필요

하다. 벼농사 여건이 양호한 평원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계화 영농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품종개발과 농기계 공급, 경지정리와 수리시설 정비 

등 다양한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관련 제도의 도입이다. 일정한 생산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쌀을 전략품목으로 

지정하여 쌀 생산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기존에 네팔 정부가 총리 주도 

농업현대화사업(PMAMP)을 통해 시행한 벼 최소지지가격(Minimum Support Price, MSP) 

제도 이외에도 다수확 품종 보급 지원, 벼 재배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리, 용수개발

과 수자원 관리 조직체 설립과 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분야별 컨설팅, 장단기 교육 이외에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기술협력이 중요한 

협력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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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논의와 농업통상에의 영향

송 주 호 *15)
 

1. 개도국 지위에 대한 WTO의 논의 

1.1.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필요성

  선진국에 비해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정도가 낮은 개도국은 국제 무역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특별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 1947년에 창설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서는 1965년에 협정문에 제4부(무역과 개발, 제36조~38조)를 추가하여 1차 

산품의 수출에 의존하는 개도국이 보다 유리하고 수락 가능한 조건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특별조치를 강구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바 있다. 

  농업이 GATT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UR협상(1986-1994)에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합의(UR농업협정문 서문)하

였으며 개도국들은 선진국에 비해 관세나 보조금의 감축율, 이행기간 등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UR농업 협정은 당시의 관세나 보조금 규모를 인정하고 향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감축한다는 원칙에서 진행되었으므로 구도 자체가 선진국에게 유리한 내용

이었다는 비판이 많았다.1)

  개도국들의 영향력이 강화된 DDA협상에서도 중반까지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는 UR

협상 시 보다 더욱 확대되는 추세였다. 비록 지금은 거의 사장되었지만 2008년의 모델리티 

4차 초안에서는 개도국에게는 관세나 보조금의 감축율, 이행기간 등에서 유리한 대우 이외에도 

 * GS&J 인스티튜트 senior economist (jhsong@gsnj.re.kr). 

 1) 장하준(2002)은 선진국들은 과거 보호관세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는 후진국들에게 자유무

역을 채택하고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강요하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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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급증이나 수입가격 하락 시 자동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특별긴급구제제도(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과 일정비율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DDA 출범초기에 비해 상황이 

변하여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개도국들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국제 시장에서 선진국과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개도국 특별대우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선진국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1.2. 개도국 지위 문제에 대한 그간의 논의

  WTO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정의가 없이 자기선언의 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사실 

개도국 지위 문제는 DDA 출범 당시부터 논란이 된 쟁점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OECD를 

중심으로 개도국 세분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DDA협상의 타결을 위해서는 덮고 갈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였다. 우리나라도 2002년 OECD에서의 개도국 세분화 논의에 적극 반대하여 

개도국세분화에 대한 전문가 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킨 바 있다.

  최근 개도국 세분화가 다시 WTO의 개혁쟁점의 하나로 부상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세계화

의 진전에 따른 선진국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개도국 간의 발전격차 또는 이질성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 내에서도 소득 불평등 심화로 소득 하위층의 생활이 일부 

선진 개도국보다 못하다는 불만이 팽배해졌고, EU-28에 포함된 동구권 국가들이 선진국으

로 분류되어 선진국-개도국 경계가 모호해졌다. 

  우리나라와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일부 개도국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선진 개도국과 

후발개도국과의 차이가 커졌다. 하지만 개도국들은 언젠가는 개도국을 졸업해야 하는 상항

을 우려하여 WTO에서의 개도국 세분화 논의에 반대하여 왔다.

1.3. 최근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미국의 개도국 문제 제기 

1.3.1. 지표에 의거한 개도국 분류 제안서 회람 내용(2019.1.15) 

  미국은 거시경제지표, 무역지표, 기업규모 등 다양한 자료에 기초해 중국, 인도와 같은 

선진 개도국들의 개도국 자기선언을 비판하였다. 1995년과 비교했을 때 많은 개도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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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표에서 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WTO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개도국 분류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세계은행(World Bank)은 1인당 국민소득을 이용하여 저소득국가, 중하위 소득국가, 

고소득국가, 고소득 OECD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UNDP(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기초로 4개 군으로 분류하

는 등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많은 국제기구들은 국가별 발전 정도를 회원국 분류에 반영하고 

있다.2) 

1.3.2. ‘선진국 기준’을 제시하는 제안서 회람 내용(2019.2.14)

  미국은 ① 현재 OECD 회원국이거나 또는 OECD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② G20 

국가, ③ 세계은행에서 고소득국가로 분류한 국가, ④ 세계상품무역(수출+수입) 비중이 0.5% 

이상 국가 등 4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개도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제시한 4개 기준에 따를 경우 기존 WTO 개도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약 35개

국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표 1>.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4가지 기준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터키와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3가지 기준을, 중국은 ‘G20 국가’ 및 ‘세계무역 

비중 0.5% 이상’등 2가지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논란에 대해서는 임송수 외(2003), 임정빈(2014)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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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의한 개도국 분류

구분 OECD 회원국 (7) G20 국가 (10) 고소득국가 (23) 세계 무역비중 0.5% 이상(17)

4가지 기준 

충족 (1)
한국 한국 한국 한국

3가지 기준 

충족 (3)
터키, 멕시코

터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2가지 기준 

충족 (12)
칠레, 이스라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칠레,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홍콩 

싱가포르, 대만, UAE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싱가포르, 대만

UAE, 홍콩

1가지 기준 

충족 (19)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안티구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오만 

브루나이, 마카오 

카타르, 토바고

쿠웨이트, 푸에르토리코

트리니다드, 파나마, 

세이셀, 우루과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주: (  )안은 국가 수.

자료: 서진교 외 (2019). 

1.3.3. 미국 제안서에 대한 WTO 회원국 반응3)

  중국, 인도는 강력 반발하고 대항 제안서를 회람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제안은 WTO에서 

인정하는 원칙이자 협상의 결과인 개도국 우대 조항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인정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에도 불구, 삶의 수준에 있어 격차는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벌어졌으며 

개도국 우대의 필요성은 여전하며 개발의 척도는 1인당 지표이며, 미국의 일방적이고 임의

적인 접근은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고 컨센서스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베네수엘라는 공동으로 미국의 분석에 대한 대항 자료를 제시한 제안서

(WT/GC/W/765)를 회람하였다.

  터키, 브라질, 멕시코 등도 개도국 지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개도국 우대는 

WTO의 핵심적 부분이며, 많은 개도국들에게 민감한 부분인 바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아직도 선진국, 개도국 간 상당한 개발 격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캐나다 등은 실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안서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솔직하고 개방적인 논의를 위한 실용적인 접근이 

 3) 농식품부 내부 자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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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EU, 일본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세분화된 논의를 희망하면서 

미국 제안서에 포함된 여러 주장들에 공감하며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논의의 진행

이 필요하다고 표명하고 있다.

2. WTO 농업협상에서의 개도국 관련 쟁점4)

2.1. DDA협상 경과

  1995년 WTO 출범 이후 2001년부터 DDA협상이 개시되었으나, 농업협상은 2008년 4차 

모델리티 수정안(Rev.4) 채택에 실패하면서 협상 동력을 상실하였고, 미국은 DDA협상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아직도 계속 논의는 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2001년) 이후 인도와 함께 과거 WTO 협상이 선진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왔다는 점을 비판해 왔으며, 개도국-선진국 대결 구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개도국들은 DDA(Doha Development Agenda)는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S&DT)가 핵심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일부 개도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개도국 간 

발전의 격차가 매우 커졌으며, 중국, 인도 등이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를 교묘하게 급속히 

증가시키는 점을 비난하면서 DDA협상에서 개도국 재분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결 구도로 인해 WTO는 기존의 협상 원칙(single-undertaking)을 포기하고 2011

년부터 소규모·부분적 성과 도출((early harvest)을 허용하였다. 농산물 TRQ 관리의 투명성 

및 관리 강화에 대한 발리 패키지(제9차 각료회의, 2013년) 및 농업 수출보조금 폐지에 

대한 나이로비 패키지(제10차 각료회의, 2015년) 등의 성과가 도출된 바 있다.

2.2. DDA 농업협상의 시장개방분야의 개도국 관련 쟁점

  시장개방분야에서는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관세 단순화의 범위, TRQ 신설범위 

등에 대해 주요국간 입장차이가 커서 4차 수정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별도의 의장보고서 

형태로 제시된 바 있다. 특히 SSM에 대한 쟁점은 추가 관세 부과 시 UR양허관세 초과를 

 4) 농업협상은 시장개방, 국내 보조, 수출경쟁의 3축(pillar)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수출경쟁분야는 2015년의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에서 주요 내용이 타결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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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지 여부이며, 또한 발동기간과 연도 말 이월시의 기간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과 농산물 수출국들은 SSM 발동을 쉽게 할 경우 개도국에 대한 수출확대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3. DDA 농업 협상의 국내보조금 분야의 개도국 관련 쟁점5)

  DDA 농업 협상의 쟁점 중에도 국내보조금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구조적인 문제여서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DDA협상이 출범한 이후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현행 WTO 규정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DDA협상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여 미국 등 선진국들의 WTO 

운영에 대한 불만이 크게 누적되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2009년부터는 GDP 규모가 일본을 추월하는 등 

G2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국영기업을 통한 보조금 지급을 늘리면서 선진국 

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현행 WTO 규정이 국영기업의 보조지급 

규제에 실패하자 미국 등 선진국의 WTO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림 1>  주요국 연도별 명목 GDP 변화 추세 
단위: US billion $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인도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19). 

5) 송주호 외(2009), 이상현 외(2016)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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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보조총액측정치(Aggregated Measurement of Support, AMS) 문제

  개도국들은 UR협상에서 너무 선진국에 유리하게 타결되어 국내보조 운용상 제약이 많다

고 불평한다. 모든 선진국은 AMS한도를 갖고 있으나 개도국 중에서는 일부만 있고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AMS가 없어 출발부터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2016년 기준으로도 

농업생산액 대비 AMS 한도가 일본은 42%, EU는 20%, 미국은 5%, 한국은 3%(2015 기준)이다. 

  AMS가 설정되어 있는 국가들은 AMS 외에도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선진국은 생산액

의 5%. 개도국은 10%)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AMS가 없는 국가들은 de-minimis 

범위 내에서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림 2>  국가별 농업생산액 대비 AMS 한도율(%)

    미국     EU       일본     한국

주: 한국은 2015년까지의 자료임.

자료: 주요국의 WTO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요 국가별 AMS 한도 소진율을 보면 미국은 2016년에 20%, EU는 10%, 일본은 16%에 

불과하여 앞으로 크게 감축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도별 

등락이 심한데 2004년까지는 거의 매년 100%에 육박하였으나 2005년 공공비축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크게 낮아져 2015년에는 3%를 기록하였다.6)

 6)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WTO에 2015년까지의 국내보조 실적만 통보함. 2016-17년에는 국내 쌀값이 크게 하락하였

으므로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 AMS 지급실적은 매우 높으리라고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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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별 AMS 한도 소진율(%)

   미국     EU       일본     한국

자료: 주요국의 WTO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AMS 계산 시 국내지지가격은 당년도 가격을 사용하는 반면에 국제가격으로는 

1986-88년도의 고정된 가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의 국제 가격은 1986-88년도 보다 

명목가격 기준으로 약 2배 정도 높아 개도국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격지지 정책은 최근에는 

사실상 과다 계상되는 측면이 있다. 

  시장가격지지(MPS)t = (국내지지가격 t - 고정국제가격) * 적용대상 생산량 t

<그림 4>  식품가격 지수의 변화추세

 명목가격     실질가격

자료: FA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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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생산량(eligible production)의 정의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량을 쓸 것인지, 정부 

수매량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7) 많은 개도국들은 실제 수매량을 사용하

고 있으나 WTO의 분쟁해결기구에서는 생산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3.2. 개도국들의 감축대상 국내 보조 증가에 대한 선진국들의 불만

  국가별, 항목별 감축대상 보조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큰 변화가 보이는데 이는 중국, 

인도 등이 경제 성장에 따라 보조금을 늘리되, UR협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결과이다. 국가별 감축대상 보조의 금액을 보면 2004년도에는 EU, 미국 

등 선진국의 비중이 컸으나 2014년도에는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의 비중이 커졌다. Non- 

Green Box(허용보조가 아닌 보조의 총칭)의 비중도 De-minimis, Development Box8) 등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AMS 한도 내에서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따라서 

선잔국들은 보조금 감축에 관한 개도국 우대 규정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아 보조금부문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7) 우리나라는 UR협상 당시 이행계획서에 쌀에 대해서는 수매량을 적용하여 AMS를 산출하였으므로 이후 AMS 계산 시 쌀에 

관해서는 수매량을 사용함. 하지만 이행계획서에 AMS  계산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대상 생산량으로 

국내 생산량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분쟁해결기구의 일관된 판결임(한국농업통상 50년사 2017). 

 8) development Box(농업협정문 제6조 2항): 개도국에게 농업 투자보조금, 소농에게 제공되는 농업 투입재 보조금, 마약작목 

등의 작목전환 장려금 등은 국내보조 감축약속에서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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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감축대상 보조 비중(국가별, 항목별)의 변화 (2004-2014)

자료: Diwakar DIXIT(WTO Counsellor). WTO 세미나(2019.11.8, 서울) 발표자료. 

2.3.3.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제 운영 문제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제’에 대한 허용여부도 협상의 중요 쟁점이다. 모델리

티 4차 수정안에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에 대해서는 AMS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UR 농업협정문을 수정하도록 제안하고 있고, 별도의 [ ]9)이 명기되지 않아 안정화된 

 9) 모델리티 수정안에는 그 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항목은 [ ]로 표시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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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을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규정된 바대로 조기수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만 조기수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진국들과 수출국들의 반대가 많았다. 결국 2013년 12월의 MC 9에서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에 대해서는 제소를 자제(peace clause)하도록 하고, 2017년 MC 11까지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2014년에 다시 인도가 한시적인 해결책의 기한이 2017년까지 영구해법이 마련되지 않으

면 그 이후에는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제를 활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수정을 

요구하였고, 논의를 통해 2014년 11월 일반이사회에서는 영구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제소자

제가 연장된다고 확인하였다. 

2.3.4. 개도국 내에서의 입장 차이

  현재 개도국의 중심세력인 중국과 인도의 경우에도 AMS 한도가 없는 점은 같지만 이해관

계가 동일하지는 않아서 모든 국가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이 DDA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인도는 AMS가 없는 대신 Development Box 규모가 2010/11년도에 316억 

달러로 green box 185억 달러보다 클 정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

비축제가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 반면, 중국은 WTO 가입시 de-minimis 한도가 농업생산액

의 8.5% 이며, development box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매우 혹독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최근 가입국(Recently Acceded Members, RAM)에 대한 특혜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송주호 외 2009). 

2.4. DDA에 대한 주요국 입장

  2008년 12월 농업 협상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이 제시된 이후 DDA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이 계속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12월 제 10차 WTO 각료회의(나이로비) 

직후 DDA는 죽었다고 발언하는 등 DDA협상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인도 

등 G33 개도국은 2008년 4차 수정안(Rev.4)을 기초로 개도국 우대조치에 집중하여 협상하여

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들은 중간자 입장에서 협상 

진전을 위하여 절충안 제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개도국-선진국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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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협상 타결 의지가 크지 않아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에 대한 입장 변화와 영향

3.1. 개도국 지위에 대한 그 동안의 입장10)

  UR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입장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 폭을 최대로 

축소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DDA협상에서도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임

을 계속 천명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나 전반적인 국제사회에서의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UR 당시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과거 

UR 때에도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1988년 IMF 8조국(일반적 의무 

이행국), 1990년 GATT 11조국(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로의 이행, 1989년 이후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GSP(특혜관세)수혜종료, 1995년 1인당 GNP 1만 달러 달성, 1996년 선진

국모임으로 일컬어지는 OECD 가입, 2007년도에 1인당 국민총생산 2만 달러 달성 등 다른 

개도국들보다 훨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DDA 농업혐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다시 유지하는데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임정빈 등 2008).

  또한 DDA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가 강화되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개도국 기준과 선진국 기준의 적용결과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의 한계편익이 커져서 비용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농산물 수출국들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장개방의 진전이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

들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전통적 공조세력인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도 

우리나라의 개도국 기준 적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EU는 회원국 중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여건이 훨씬 더 열악하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노력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는 DDA협상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결정하는 

10) 송주호 외(2007)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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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논리개발에 

힘써 왔다. 임송수 외(2005)는 식량안보 지표, 농업구조 지표, 경제개발 지표, 무역구조 지표

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시행한 결과 경제개발과 무역구조 지표를 포함하지 않은 시나리오

에서 한국은 선진국과는 다른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진교 

외(2019)에서는 농업부문 고용율, 농림수산업 GDP비중, 농촌인구 비중 등 농업관련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위치는 선진국 그룹에서 중간 정도, 개도국 그룹에서 최상위권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3.2. 개도국 지위에 대한 최근의 입장 변화

  2019년 10월 25일 우리나라 정부는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

고 천명하였다. 이는 개도국 지위 포기와는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과거 WTO협상에서 확보한 특혜까지 포기한다는 의미이므로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

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사항과는 다르며 또한 개도국 지위포기는 ‘특혜’ 뿐만 

아니라 WTO내에서 인정되는 개도국 간 국제협약(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등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나 동 협약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개도국 지위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2019).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우리나라가 농업분야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완강하게 주장해 온 것에 비해서는 크게 물러선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7월 26일 부유한 개도국들이 WTO의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WTO를 개혁할 것을 USTR에 지시하였다. 특히, 90일 이내 개도국 지위 관련 WTO 개혁에 

실질적 진전이 없을 경우 USTR이 개도국 졸업 대상국을 선정, 공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미-중간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고 WTO 개혁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되고 있지만 중국 이외 다른 나라들의 개도국 지위까지 문제 삼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다급한 문제가 되었다. 

  10월 23일은 미국에 개도국 지위 여부에 대한 답장을 하여야 하는 시한이다. 결국 우리나라 

정부는 10월 25일 “미래 WTO 협상에서 민감분야에 대한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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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미국에 통보하였다.11) 정부가 고려한 

3가지 요인은 1)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 2) 개도국 특혜 관련 대외 동향(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등도 포기 선언),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여력이다.12)

  정부는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농업부문 대책도 아울러 발표하였는데, 1) 농업인 소득안

정 및 경영 안정 지원(공익형 직불금 예산 1.4조원 → 2.2조원, 재해보험 제도 개선), 2) 

국내 농산물의 수요 기반을 넓히고 수급조절 기능 강화(로컬푸드, 채소류 가격안정제, 의무

자조금 확대 등), 3) 청년·후계농 육성 적극 추진이다.

3.3.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

(1) 단기적으로는 농업부문에는 아무 영향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차기 협상에서의 우리나라의 협상입지에 대한 결정인 만큼 현재는 농업부문

에 아무 영향이 없으며 차기에 다른 협상이 타결되어야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관세와 

국내 보조금 한도(AMS, de-minimis 10%)는 UR이행기간이 끝난 2004년도를 기준으로 고정

되어 있으며 이는 차기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변하지 않는다, 수출보조금 문제는 2023년

까지 철폐하기로 하였으므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2) 차기 협상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와 같은 개도국 자기 선언 원칙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DDA를 대체하여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출범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며, 만일 협상이 재개된다 하여도 개도국 지위문제

가 매우 엄격해지고 경제 발전 수준에 상응하여 특혜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여부는 사실상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또한 차기 협상은 다자간(Multilateral) 협상이 아니라 의견이 유사한 일부 국가들끼리의 

(likely minded) 복수국간(Plulilateral)협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개도국 여부는 

11) 기본적으로 개도국 지위여부는 WTO와 관련된 사항이며 미국과 양자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님. 하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동차 관세부과 문제와 방위비 분담협상이 걸려 있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

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음(DongA.com, 검색일: 2019.11.25.).

(http://www.donga.com/news/Issue/List/ 010039/article/all/20191025/98065782/1)

12) 2019년 10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향”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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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GATT 시절에도 정부조달협정, 민간항공기 협정, 낙농협정, 

우육협정 등이 있었으며, 현재 WTO에서도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환경상품협정(EAG)

등이 추진되고 있다.

4. 차기 농업 협상 전망과 농업분야 대응 방안

4.1. 시장접근 분야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관세 감축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사실상 협상결과는 우리에

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UR협상에 비해 DDA협상은 관세 감축폭(선진국은 

50%~70%)이 크며, 개도국에 특별품목을 인정하는 등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차기 

협상에서도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유리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개도국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관세 감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관세(100% 이상 HS- 10단위 142개 세 번) 품목이 많아 추가적으로 감축하

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주요국들과 FTA를 통해 관세 

철폐가 되는 품목이 많으므로 WTO에서의 감축영향이 비교적 적을 것이다. 다만 중국, 인도, 

동남아 등과 맺은 FTA에서는 농업부문의 양허 수준이 낮아 이들 국가에서 주로 수입되는 

품목들(채소류, 양념류, 과일류)의 경우에는 WTO의 관세 감축수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관세상한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DDA에서는 선진

국에게도 관세 감축에서 민감품목을 인정하고, 관세상한(100%)도 TRQ 증량을 전제로 예외

를 인정한바 있으므로 회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우리나라가 민감분

야에 대한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전제하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도 사실상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혜조항의 적용을 주장할 권리는 

갖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DDA에서 쟁점이 되었던 개도국 특혜의 긴급수입구

제제도(SSM)도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므로 중요이슈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관세분야 대응방안으로는 WTO체제에서 농식품 관세의 정책적 중요성은 한층 증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농식품 관세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나 바람직한 관세정책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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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온 측면이 있다. 특히나 향후 개도국 우대조

치의 적용이 어렵다면 우리나라 농식품 관세체계의 개편방향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관세부조화의 해소, 품목 세분류화, 종량세 확대, 계절관세의 확대, 양허관세와 기본관세의 

조화, TRQ 물량 및 관리방안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송주호 외 2012).

4.2. 국내보조 분야

  현재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국내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기미

가 없어 차기 협상에서는 현재의 보조금 감축 구도에 일대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협상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려면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AMS한

도 문제는 재검토될 소지가 있으며 30년도 더 지난 1986-88년도의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지지정책의 AMS 계산방식도 손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도국의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개도국 특혜 포기에 따른 특별규정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차기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게 된다. 예컨대, DDA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서는 선진국은 de-minimis를 50%를 감축하여 현행 5%를 2,5%로 낮춘다는 규정(개도국은 

선진국의 2/3만큼 감축)이 있는데, 만일 차기 협상에서도 이 규정이 존치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규정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국내보조 대응 방안으로는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Green 

Box 의 활용도 제고, 특히 감축면제 직불인 비연계소득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의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액 대비 Green Box의 활용 

비율은 15% 내외로써 미국의 33%, 일본의 20% 내외 등 다른 선진국들 보다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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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reen Box의 농업생산액 대비 비율(%)

 미국     EU       일본     한국

자료: 주요국의 WTO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둘째, 품목불특정 보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UR 당시 품목 불특정보조는 선진국은 

생산액의 5%, 개도국은 생산액의 10% 이내에서는 감축의무가 면제된다. DDA 논의에서도 

품목특정적인 보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었지만, 품목불특정적인 보조에는 특별

한 추가 감축 규정은 없었다. 우리나라의 품목불특정 보조 활용비율은 최근 1% 이하에 

머물고 있어 미국과 일본13)보다는 낮은 편이며, 향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림 7>  국가별 품목불특정보조 집행액의 농업 생산액 대비 비중(%)

 미국     EU     일본     한국

자료: 주요국의 WTO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3) 일본은 2007년부터 품목불특정보조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쌀, 밀, 대두, 사탕수수, 전분용 감자의 5개 품목을 대상으로 과거 

3년 평균가격과 당년 가격 차이를 보전하는 품목횡단적 소득보전 정책을 도입하면서 품목불특정보조로 분류하여 WTO에 

통보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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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Blue Box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EU, 일본, 미국 등은 Blue Box의 활용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이 AMS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신 Blue Box 신설을 

통보하였다. 중국은 2018년 12월 WTO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내보조지급실적을 

통보하면서 현행 AMS가 있었다고 자진 신고하였다.14) 또한 새로이 Blue Box를 도입하였다

고 통보하였다.1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만일 AMS 한도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국의 Blue Box 진전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방 확대로 인한 가격위험에 대한 ‘보험 장치’로서 ‘가격변동대응 직불제’의 도입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품목별 의무자조금제도의 확대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졸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가격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미국과 

EU의 방식에 따라 주요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대응 직불제16)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꾀할 수 있는 품목별 자조금 단체의 결성과 활동

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우, 한돈, 인삼, 파프리카 등 10개 품목에 대해 의무자조

금조직이 결성되어 있으며, 과수분야에도 의무자조금 조직 결성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4.3. 농업 통상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

  우리나라가 농업에서 더 이상 개도국 지위에 따른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이제 선진국과 공조하면서 선진국 입장에서 통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

주었다. 2019년에 우리나라 농업통상은 그동안 각종 협상에서 큰 부담이었던 쌀 관세화 

문제(검증 협상의 타결)와 개도국 지위 유지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14) 단, 동 제도는 이미 철폐되었다고 통보.

15) 중국은 2011년의 현행 AMS는 25,883백만 위안으로서 면화와 평지씨(rapeseed)에 대한 일시 수매에 의한 가격지지 정책

이 de-minimis를 초과하여 당년도 AMS에 포함되었고, 2012년도에는 면화, 평지씨(rapeseed), 대두, 설탕, 2013년에는 

옥수수, 면화, 평지씨, 2014-6년에는 옥수수, 면화, 대두 씨의 가격지지 평가 금액이 de-minimis를 초과하였음. 한편, 

2018년에는 면화에 대해 2012-14년 기준면적의 85%에 대해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에 대해 지급하는 Blue Box

를 2017-19년도에 실시하고 있으며, 옥수수에 대해서는 2014 재배면적(고정된 면적과 단수)의 85%에 대해 지불하는 

Blue box를 2016-18년 간 집행한다고 통보함.

16) 이 때 미국의 가격변동대응직불제(CCP 또는 PLC)와 같이 당년 재배면적과 관계없이 기준연도 면적에 따라 지급하여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유인이 최소화되도록 함. 미국의 CCP/PLC 방식에 따르면 이 제도에 의한 지원은 품목 불특정 최소허용보

조가 되어 농업 총생산액의 10%까지는 감축대상보조금한도(AMS)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다만 보전기준가격은 경영위험을 

완충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전제 되어야 과잉생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쌀 변동직불제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해야 될 것임(서진교, 이정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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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무조건적인 보호 방침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호를 많이 받는 품목일수록 역설적으로 발전이 뒤쳐졌고 

경쟁력이 낮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변화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맞춰 통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입 전략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원료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를 낮추고, 고부가가치 가공품 수출에 집중하는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해야 한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여 동식물 검역의 선진화 또한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분야이다. 지역주의, 동등성 인정의 확대와 통상 분쟁에 대비한 과학적인 

검역을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농업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개도국의 농업 전문인력 육성, 해외 적합 품종 

개발 등 그동안 쌓은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확산시키는 노력도 더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안보에도 기여하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 남아도는 농업 기술 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키고 

해외 투자를 확대하여 농정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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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WTO 각료회의 결과와 그 시사점

3월
IPPC 

국제식물검역기구(IPPC) 동향

4월
IFPRI

2018 세계 식량정책과 식량안보

5월
OECD

OECD의 가축질병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동향

6월 국제이주 흐름과 농업의 구조 전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7월
OECD

OECD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현황 및 전망과 경제 분석

8월 2018년 G20 농업장관회의

9월
OECD

OECD 유전체 편집기술 회의: 농업분야의 적용

10월 2018년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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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월별 제   목

11월
OECD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동향

12월 최빈개도국(LDC)의 농정과제

2019년

1월 세계 주요 기관 농업관련 연구 동향

2월 2019 스위스 다보스(Davos)포럼: 농식품 산업의 전환

3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4월 농업용수 고갈에 관한 국제 포럼

5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6월
미·중 WTO 농업보조금 분쟁 결과와 시사점

OECD가 분석한 한국의 농촌 변화 추이

7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8월 세계 산림자원평가의 방법론과 결과 변화(2005-2020)

9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10월 UNCTAD의 농산물 시장과 무역정책 및 식량안보 논의

11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12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세계농업 ｢국제기구･연구 동향｣ 원문자료 (https://www.krei.re.kr/wldag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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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업 정보 (2020. 1)

글로벌

∙ OECD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

미국

∙ 2019년 시장촉진 프로그램 동향

∙ 미국 아동 식품 미보장 현황

∙ 2019 미국의 다양한 가족 농장

유럽 

∙ 2020 전망, EU-미국과의 무역 긴장 고조 우려

∙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CAP 개혁안 평가

∙ 유럽연합 통계청, 2018년 농업생산액 등 주요 통계치 발표

∙ 새로운 공동농업정책 실행, 지연될 가능성 높아

∙ 유럽연합의 농업 관개 현황

아시아

∙ 일본, 농촌진흥정책

∙ 일본, 농업 생산기반 강화 프로그램

∙ 일본, 2019년 10대 농업기술 뉴스

∙ 일본, 2020년 농축산물 트렌드 조사

∙ 중국, 다양한 식품 수입 관세 인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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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ECD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 17)

 개요

� OECD 제173차 농업위원회에서는 △ 국내외 가격차이를 유발하는 정책의 개선을 위한 

과제, △ 2020년 글로벌 농업포럼 계획, △ 식품시스템 관련 작업계획 등이 주로 논의됨.

- (가격 관련 정책) OECD는 시장의 비효율성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시

장가격지지 정책에 대한 개혁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참여국들은 시장가

격지지 정책 개선의 어려움과 향후 OECD 연구 방향 등을 토의함.

- (2020년 글로벌 농업포럼) 기후변화·동식물질병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한 농업부

문의 복원력 향상을 주제로 2020년 4월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임.

- (식품시스템 작업계획) △ 식량안보와 영양, △ 자원 이용과 지속가능성, △ 농촌 지

역 활력과 발전이라는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둘 

계획임.

 가격 관련 정책

� 시장가격지지1)가 시장 및 무역 왜곡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

나 여전히 각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개혁 추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평가함.

- 2010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가격지지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신흥시장국을 중심

으로 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MPS 감축이 어려운 이유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OECD의 기여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출처: OECD 제173차 농업위원회(2019.11.20

일∼21일) 주요 논의 내용, 2019.12.13.)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함.

 1) MPS: market price support, 국내 외 가격차이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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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들은 관세 부과 등 MPS를 유발하는 정책이 재정 투입이 필요한 직불제 보다 

용이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MPS 감축이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하고, OECD가 MPS의 

특성 및 각국이 MPS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할 것을 요청함.

-수출국의 MPS와 수입국의 MPS에 대한 별도 분석 필요성, 각국이 MPS를 감축하

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OECD가 제시 요청, 무역협정을 통한 관세 감축이 MPS를 

낮추지 않는 문제 지적, 생산과잉 품목에 대한 지원이 문제라는 견해 등이 제시됨.

 2020년 글로벌 농업포럼 계획

� 2020년 글로벌 농업포럼이 2019년 4월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농업부문의 복원력

(resilience)을 주제로 개최된다고 공지함. FAO와의 협력을 통해 본 포럼을 준비할 

예정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증가, 동식물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농업부문 복원력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 주제를 선정했으며, 복원력과 관련하여 진행된 

OECD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여 소개할 계획임.

� 일부 회원국은 가격 변동에 따른 복원력 관련 논의도 필요하며, 곡물 외 축산 등 다양한 

농업부문에 대해 고르게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함.

 식품시스템 관련 작업계획

� 식품시스템이 △ 식량안보와 영양, △ 자원 이용과 지속가능성, △ 농촌 지역 활력과 

발전이라는 세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관련 

정책 간 시너지와 상충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일관적인 정책 수립이 필수적인바, 향후 

후속 연구에 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함.

-대다수 회원국은 본 작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특히 2021년 개최될 예정인 

UN 식량 정상회의(UN Food Summit)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작업이 이

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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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년 업무예산계획(PWB)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 사무국은 2019-20년 업무예산계획(Programme of Work and Budget, PWB)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진행 사항을 보고함.

-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보고서) 2019년 보고서에서 인도와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분석 국가 범위를 확대했으며,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분석을 정교화해 나갈 예정임.

- (정책분석틀) 농식품 부문 생산성, 지속가능성, 복원력 관련 정책분석틀(framework)

을 2020년까지 개선할 예정임.

- (기후변화) 농식품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함.

- (농업용수) 물 부족 위험, 물 이용과 오남용, 홍수와 가뭄 관련 위험관리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함.

- (무역) 위생 및 검역 조치(SPS)와 무역 관련 기술장벽에 관한 (TBT) 조치가 무역촉

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방안을 찾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관련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 (항생제내성) 항생제 사용을 최적화(optimizing anti-microbial use)하기 위한 방

안에 집중함.

- (농업전망) 국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충격 요소와 각국 정책변화에 대

해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함.

 기타

� 사무국은 2020년 G20 정상회의 및 농업장관회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며, 

농업부문에서는 물, 식품 손실 및 낭비 등이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함.

- OECD, 민간 컨설팅그룹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

농업개발기금(IFAD) 등이 참여하며, OECD는 그간의 농업분야 물 관련 연구를 바

탕으로 기여할 예정임.

� 독일은 식품 및 농업 관련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for Food and Agriculture, 

GFFA)이 2020.1.16~18일 독일 베를린에서 무역 관련 주제로 개최될 것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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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2018 MFP Rates 2019 MFP Rates 2019 to 2018 Ratio

면화 $0.06/Ib $0.26/Ib 4.33

옥수수 $0.01/Ib $0.14/Ib 14.0

수수 $0.86/Ib $1.69/Ib 1.97

콩 $1.65/Ib $2.05/Ib 1.24

밀 $0.14/Ib $0.41/Ib 2.93

쌀 $0.63/Ib

미국

2019년 시장촉진 프로그램 동향* 2)

� [시장촉진 프로그램 지불금 총액 증가] 2019년 12월 3일까지 시장촉진 프로그램 지불

금은 총 103억 달러로 집계됨.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불금의 50%는 2019년 8월, 25%는 2019년 가을에 지급

되었고, 25%는 2020년 초에 지급할 예정임.

-한편, 103억 달러는 2019년도 시장촉진 프로그램 총 재정금액 145억 달러보다는 

작지만 2018년도 시장촉진 프로그램 총 재정금액 106억 달러에 근접하고, 2018년 

실제 지급된 86억 달러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임.

� [지불금 증가 원인] 2019년도 시장촉진 프로그램을 통한 지불금 증가는 해당 품목 

수의 큰 증가와 함께 품목 지급률도 2018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임.

- 2018년 시장촉진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던 품목 수는 총 5개였지만 2019년에는 7

개 늘어난 총 12개, 2018년 대비 2019년 시장촉진 프로그램 품목당 지급률도 상

승하였음.

<표 1>  2018-19년 시장촉진 프로그램 품목 지급률

 * 미국 farmdocdaily의 “Mapping the Market Facilitation Program”(2019.12.12.)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

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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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2018 MFP Rates 2019 MFP Rates 2019 to 2018 Ratio

땅콩 $0.01/Ib

편두 $3.99/Ib

완두콩 $0.85/Ib

앨팰퍼 건초 $2.18/Ib

건조 콩 $8.22/Ib

병아리콩 $1.48/Ib

자료: 미국 농무부(USDA).

� [지역별 시장촉진 지불금] 시장촉진 지불금 상승률은 서부, 남부, 북동부 지역에서 높았

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중서부 지역으로 나타났음.

-면화 생산을 많이 하는 서부 지역은 면화에 대한 높은 지급률 상승으로 인해 시장

촉진 지불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음.

-옥수수와 콩 생산이 많은 중서부 지역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시장촉진 지불

금이 40~80% 정도 증가하였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아동 식품 미보장 현황* 3)

� [추정방법] 미국 아동 대상 식품 미보장2)은 매년 식품보장조사(food security 

supplement)의 설문 조사로 이루어지며, 가구 내 아동이 있는 성인 응답자에게 식품 

관련 8가지 질문 사항을 질문하게 됨.

- 2018년 기준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11.9%는 저소득으로 인해 식품에 들어가는 비

용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낮은 식품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0.4%는 아동의 한 끼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는 아동의 하루 식사

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의 “Food Insecurity Among Children Has Declined Overall But 

Remains High for Some Groups”(2019.12.2.)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2) 미국 내 아동의 식품 빈곤이나 배고픔에 대한 미보장 문제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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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식품 미보장 현황] 아동 식품 미보장은 점차 개선되고 있고, 소득이 식품 미보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3,760만 가구 중에서 86.1%는 식품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

고, 나머지 13.9%에 해당하는 가구는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음.

- 7.1%에 해당하는 270만 가구는 아동과 성인 모두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고 

0.6%에 해당하는 22만 가구에서는 아동이 매우 낮은 식품 보장을 경험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가구 내 식품 미보장률은 13.9%로 2017년 15.7%보다 낮아졌으며, 

1998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미혼모 가구 내 아동의 15.9%는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였으며 흑인, 

비히스페닉 성인으로 구성된 가정 내 아동의 14.8%가 평균적인 식품 미보장률보다 

높음.

-소득이 식품 미보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연방빈곤기준보다 못한 소득을 가진 

가구 중 21.9%는 아동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미국의 다양한 가족 농장* 3)

� 미국 농장은 대부분 가업을 통해 이루어져 있음. 미국 농가의 98%는 가족 농장이며, 

총 농업생산의 88%를 차지함.

� 소규모 가족 농장은 전체 농가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전체 농경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미국 농업생산의 가장 큰 비중은 대규모 가족 농장이 차지하며, 그 비중은 46%임.

� 일반적으로 미국 농가는 낮은 소득이나 낮은 부를 가지고 있지 않음.

 *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의 “America’s Diverse Family Farms”(2019.12.)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

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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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농가소득의 중간값은 미국 소득의 중간값보다 높지만 미국 자영업자 소득

의 중간값보다는 낮음.

-미국 농가의 43%는 미국 소득의 중간값보다 낮음.

-농외소득은 농가소득의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소규모나 중간규모의 농가에 중요하

게 작용함.

� 환경보전프로그램 직불금은 정부 직불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농가에 지급됨.

-환경보전프로그램 직불금은 곡물 면적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농촌 

은퇴자, 농외 직업, 매출이 낮은 농가에 지급됨.

-정부 직불금은 15만 달러 이상의 농가총소득(gross cash farm income)을 받는 

가족 농장에 지급됨.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 농가는 정부 직불금에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지가

격이나 지대의 변화에 민감한 환경보전프로그램에 비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2020 전망, EU-미국과의 무역 긴장 고조 우려 

� EU 농업과 식품부문은 미국과의 항공기제조사 관련 보조금 분쟁으로 인해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로 타격을 받았으며, 이는 EU 수출 피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야기함.

� 항공기 제조사인 유럽의 에어버스(Airbus), 미국 보잉(Boeing)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

싼 관세 분쟁은 EU-미국 간 무역 긴장을 재점화시켰으며, 2020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로 지난 10월 18일부터 연간 48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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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유로) 규모의 EU 농식품 수입 전반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함.

� 지난 10월 14일, 세계무역기구(WTO)는 EU가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미국이 EU제품에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

하도록 승인한 바 있음.  

- WTO의 결정은 지난 15년 동안 소송을 당한 주요 경쟁사인 보잉사와 같은 미국 제

조업체에게 해를 끼쳤다는 판결에 근거한 것임. 

-미국 보복관세 부과로 인해 EU 농업, 식음료협회 등은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심각

한 수출 손실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이들 각 부문은 전혀 관여되지 않은 무역 

분쟁으로부터 부수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하였음.  

�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가장 유명한 고가의 식료품을 보복관세 목표로 결정하였으며, 

이들은 종종 EU의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s)에 의해 보호받는 

품목임.

-유럽산 유제품, 올리브유, 주류, 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상품임.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해 에어버스 제조국인 프랑스, 독일, 스페일, 영국이 가

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세계적인 식품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또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보복관세 피해 보상을 위한 공동농업정책(CAP) 지원

� 지난 10월 4일 유럽농업수산위원회(AGRIFISH Council) 회의에서 프랑스, 독일, 스페

인, 영국, 이탈리아는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해 최악의 피해를 받는 농식품부문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지난 11월 28일, 유럽의회는 이와 유사한 요구를 제기하며 EU집행위원회가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시장 수단을 동원하여야 한

다”고 촉구함. 

-그 당시 EU집행위원회는 이미 올리브유에 대한 사설 저장지원금(private storage 

aid) 제공에 동의하였고, 수출업체들의 해외 대체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새로운 농

식품 홍보 캠페인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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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보복수단인 보잉관세 

� EU의회와 EU집행위원회는 보복 조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더욱 엇갈렸음.  

-유럽의회의원들은 미국 관세에 대해 EU의 신속하고 조정된 대응을 요구하였지만, 

대부분의 장관은 공격적인 전략이 무역전쟁을 일으키며, 해당 부문에 악영향을 가

져올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전(前) EU 통상집행위원(Cecilia Malmström)은 항공기 분쟁 관련 ‘협상된 해결책’

이 대서양 양측 모두에게 최고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한 대화를 꺼려 EU의 정책입안자들은 반격외에는 선

택의 여지가 없었음. 

� EU는 현재 다양한 식료품을 포함한 총 200억 달러(183억 유로) 상당의 ‘주요 수입품 

목록’을 기반으로 미국 수입품에 대해 자체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 

-그러나 2020년 초에 미국 보조금이 무역기구의 규정을 위반한 보잉사(Boeing)의 

유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WTO의 보복 조치에 대한 최종 승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EU는 해당 시점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임.

� 미국이 잠재적 관세전쟁의 첫 걸음을 자유롭게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경우 

WTO 판결이 9개월 먼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임.

-한편, EU집행위원회는 EU가 승소한 다른 WTO 분쟁에서 일부의 미사용 관세를 

발동할 수 있었음. 

-예를 들어, 스페인은 2006년에 해결된 과세특례(special tax treatment) 사례에

서 미국에 대해 40억 유로의 관세 부과를 제안한 바 있음.

� 지난 2018년 12월 2일, WTO는 에어버스 보조금 논쟁에 대한 EU 입장을 두 번 거부함

으로써 미국의 보복관세 소송을 더욱 강화시켰음.    

-준법 감시위원회는(compliance panel)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유럽 국가

들이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원을 철회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

며, 이에 따라 WTO의 초기 결정에 여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 12월 9일, 해당 판결에 근거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진전의 부족”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s office)는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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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추가 수입품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함. 

-특히, 관세는 곧 100%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관세부과 품목은 치즈, 벌크 상태의 

올리브오일, 와인, 스파클링 와인, 위스키, 햄, 파스타와 같은 다른 농산물로 확대될 

수 있음. 

� EU는 무역 왜곡 보조금(trade-distorting subsidies)이 완전히 환원되기를 바라며, 

이미 준법 감시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항소함.

-그러나 2018년 12월 11일, WTO 상소 기구(WTO’s Appellate Body)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 미국이 새로운 판사 임명을 거부한 결과, 향후 EU 항소가 높은 불확실

성을 떠안게 되었음.

-이러한 교착상태는 새로운 사건과 이미 진행 중인 사건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

며, 이는 곧 EU의 반대 의견을 WTO 상소 기구에서 들을 수 없음을 의미함.

 미국-EU 무역 분쟁의 새로운 국면 

� 2019년 말, 15년 간의 항공기 보조금에 대한 WTO의 판결은 2020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관세 균열을 촉발시켰음. 

- ‘에어버스 관세’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EU-미국 무역 분쟁의 새로운 장을 

열었음. 

� 지난 1년 동안 EU는 세계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음.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은 보복 제재의 위협에 직면한 2020년 초부터 미국 공급업

체를 위한 호르몬 프리 쇠고기 할당량(hormone-free beef quota)의 대부분을 줄

이는 데에 동의했음. 

-한편, EU집행위원회는 EU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은 항상 따라다니는 위험

으로서 유럽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피하고자 미국산 콩을 더 많이 구매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음. 

-이는 미국이 여전히 추가 무역 제재를 보류하고, EU와 ‘제로 관세, 장벽, 보조금’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공언했던 2018년 7월에 전(前) EU집행위원장(Jean-Claude 

Juncker)과 미국 대통령(Donald Trump)의 서약 내용과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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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와 미국 당국자들은 이러한 Juncker-Trump 공동 선언 이후 무역 협정을 위한 

노력을 시도했지만 해당 협상은 EU가 협상 품목에 농산물을 포함하는 것을 거부하

여 결코 시작되지 않았음. 

� 한편,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최초의 ‘트럽프 관세’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EU가 28억 유로 규모의 제품에 부과한 재조정 조치

(rebalancing measures)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의미함.  

�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양측은 스페인 올리브에 적용되었던 초기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놓고 여전히 WTO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음.  

- EU 농식품부문은 또다시 2020년 새로운 관세보복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12월 2일, 미국은 프랑스의 새로운 디지털서비스 세금(digital service tax)

에 대응하여 24억 달러(21억 7,000만 유로) 상당의 샴페인과 그뤼예르(Gruyère), 

파마산, 로크포르(Roquefort)와 같은 특산품 치즈를 포함한 프랑스 수입품목에 대

해 최대 10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위협을 가했으며, 이에 대해 프랑

스 샴페인 생산업체와 수출업체들은 무역 제재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

신들은 해당 분쟁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음. 

- EU집행위원회와 프랑스는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2595/OUTLOOK-

2020-Airbus-tariffs-on-agrifood-products (2019.12.31.)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CAP 개혁안 평가* 4)

�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이하 CAP)은 EU 농업인 토양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유럽환경정책연구소(IEEP)가 발표한 “Getting to the roots of sustainable land management (2019.12.)”를 미래정

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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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CAP은 생산성 향상, 시장 안전성 확보, 적정가격 유지에 집중하였으나, 1980

년대 후반 개혁안부터는 환경 및 기후변화 부문을 고려하기 시작했음.

- 2021년부터 적용될 CAP 개혁안은 EU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에서 당초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전략적 계획] 회원국들은 CAP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목표에 합치되도록 전략적인 

계획3)을 수립해야 함.

- (기회요인) 제1축과 제2축 사업들4)이 하나의 전략계획에서 함께 수립되면서 사업 

간 연계성 증진과 효과적 정책 수립이 가능함.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각 회원국이 

제출한 전략계획을 점검·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음.

- (위기요인)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 CAP 목표를 각 회

원국 필요에 맞는 구체적 사업 목표로 연계시킬 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음.

� [조건성(conditionality)] 농업환경우수조건(GAEC)과 같은 조건 수립은 농경지에서 

나타나는 토양 문제를 다루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임.

- (기회요인) 농업환경우수조건에서 토양 보호 조건이 추가되었으며, 지속가능성도구

(Farm Sustainability Tool for Nutrients, FaST)5) 사용을 제시하면서 농가의 

인식 변화와 행동을 촉구하고 있음.

- (위기요인) 농업환경우수조건에서 기준 및 자격요건 구체화, 토양관리 전략 수립 등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됨.

� [인센티브] 직불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농업인이 지속가능하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기회요인) 회원국들은 환경계획(echo-scheme) 상에서 환경친화적 농법을 실천한 

농가에 직불금을 제공할 수 있음.

 3)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서는 EU 회원국들은 CAP 목적 달성을 위해 자국 여건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음.

 4) 공동농업정책은 크게 제1축(직불정책과 시장정책)과 제2축(농촌개발프로그램)으로 구성됨.

 5) 농업인들에게 지속가능한 비료사용과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농지의 작물, 가축수, 분뇨량 등의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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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요인) 제2축 예산 중 최소 30% 이상을 농업환경기후시책에 사용하도록 하는 

반면, 제1축 환경계획에 할당된 예산은 크지 않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연합 통계청, 2018년 농업생산액 등 주요 통계치 발표*6)

� 2018년 유럽연합의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4,343억 유로로 나타났음. 

2018년 농업생산액의 58.2%(2,526억 유로)는 중간재 소비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총부가가치액6)은 41.8%(1,817억 유로)의 비중을 차지했음.

- 2018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0.6%)하였으나 중간재 소비가 크게 증

가7)(3.8%)하여 총부가가치액은 전년 대비 감소(-3.5%)하였음.

<그림 1>  유럽연합의 농업생산액, 중간재소비액, 부가가치액(십 억 유로)

  중간재 소비액      총부가가치액       농업생산액

 *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Total agricultural output in the EU up by 0.6% in 2018”(2019. 

11.1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6)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는 농업생산액에서 중간재소비액(투입 비용)을 제한 값임.

 7) 중간재 소비액(투입 비용) 중 비료, 토양개량제, 작물보호제 사용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에너지 및 윤활유 소비는 8.7% 

증가했고, 가축 사료 역시 6% 증가했음.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 129

국가
2018 농업생산액

(십억 유로)

변화율(2016년 대비)

농업생산액

(%)

재배업

(%)

축산업

(%)

농업서비스

(%)

부차적 활동

(%)

유럽연합 434.3 0.6 2.7 -2.4 1.9 4.2

벨기에 8.2 -2.3 0.2 -4.3 1.0 1.0

불가리아 4.3 2.6 3.7 0.6 7.8 -15.8

체코 5.3 4.0 4.8 3.1 -1.8 6.3

덴마크 10.1 -8.9 -10.1 -9.5 0.8 2.8

독일 52.7 -6.3 -8.8 -5.0 3.9 3.8

에스토니아 0.9 -3.0 -5.4 -8.4 41.4 35.2

아일랜드 8.6 2.0 14.6 -2.7 19.3

그리스 10.9 -2.9 -3.6 -1.4 -6.2 0.4

스페인 52.2 3.0 5.0 0.0 4.4 0.0

프랑스 77.2 5.6 9.5 -1.0 1.5 21.8

크로아티아 2.3 5.9 11.9 -3.0 1.8 3.2

이탈리아 56.9 3.0 6.9 -2.8 0.3 1.4

� 2018년 농업생산액은 17개 회원국은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나머지 11개국은 전년 

대비 감소했음.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는 슬로베니아(17.9%)이며, 다음으로 

루마니아(8.0%), 크로아티아(5.9%) 순이었음. 반면, 덴마크와 스웨덴은 농업생산액이 

각각 8.9%, 8.8% 감소했음.

-농업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가 농업생산액이 전년 대비 5.6% 증가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역시 증가했으나, 독일은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8년 축산업 생산액 감소(전년 대비 2.4% 감소)의 주된 원인은 축산물 가격 하락8)에 

있음. 품목별로는 돼지고기·우유·쇠고기 생산액이 전년 대비 각각 7.4%, 3.2%, 1.0% 

하락하였음.

� 2018년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9)했음. 품목별로는 와인(23.7%), 포도

(14.2%), 옥수수(11.6%), 감자(8.8%), 과일(7.7%) 생산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

<표 2>  유럽연합 회원국별 농업 총생산액과 구성요소 변화율(2018년)

 8) 축산업의 수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가격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9) 재배업의 수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가격은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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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18 농업생산액

(십억 유로)

변화율(2016년 대비)

농업생산액

(%)

재배업

(%)

축산업

(%)

농업서비스

(%)

부차적 활동

(%)

키프로스 0.7 1.2 -2.2 4.6 2.9 -15.7

라트비아 1.3 -6.0 -12.2 -3.3 -18.4 23.8

리투아니아 2.9 -7.4 -9.0 -2.9 -14.7 -11.4

룩셈부르크 0.4 1.3 7.2 -3.0 7.3 3.7

헝가리 8.4 0.6 0.4 0.9 3.0 -7.3

몰타 0.1 0.2 -2.9 1.8 7.2

네덜란드 28.2 -2.7 0.5 -7.4 -0.9 5.0

오스트리아 7.4 1.2 3.8 -1.9 7.5 5.8

폴란드 25 -2.4 -6.5 1.1 4.4 -23.8

포르투갈 7.7 0.7 1.3 -0.5 5.8 1.0

루마니아 18.6 8.0 12.9 -6.5 27.7 5.7

슬로베니아 1.4 17.9 35.5 0.0 2.3

슬로바키아 2.3 -3.0 -2.8 -9.4 6.8 28.9

핀란드 4.4 2.8 6.5 0.7 2.5 2.5

스웨덴 5.9 -8.8 -10.1 -7.3 -3.8 -16.0

영국 29.8 1.2 0.8 1.5 0.8 1.4

주: 결측치가 있는 경우 공란으로 비워 두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새로운 공동농업정책 실행, 지연될 가능성 높아* 10)

�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0월 현 공동농업정책(2014-2020)을 2021년까지 연장 

시행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의회가 법안을 승인하면 지난 2018년 6월에 발표

한 공동농업정책 개혁안(2021-2027)은 2021년이 아닌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것임.

� 루마니아(유럽연합 이사회 2019년 상반기 의장국)는 임기 말까지 공동농업정책 개혁안 

 * IEG Policy가 발표한 “OUTLOOK 2020: Post-2021 Common Agricultural Policy (2019.12.29.)”를 미래정책연구실

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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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으나 실패하였음. 핀란드(유럽연합 이사회 2019년 

하반기 의장국) 역시 2019년 말까지 합의 도출에 가능한 많은 진전을 이루어내겠다고 

선언하였으나 기대했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회원국들은 전략적으로 2021-2027년 중기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이 확정되기 전에 공동 입장이 채택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예산 관련 논의 또한 지연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연장 시행 법안은 다음 두 가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연성 제안; flexibility proposal) 예산 규정들과 제1축과 제2축 예산 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사회 내 농업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Agriculture)와 유럽의회 농업위원회(AGRI Committee)가 이미 집행위 초안

을 승인했으며, 유럽연합 이사회가 2020년 1월 중 채택할 것으로 보임.

- (과도기 제안, transitional proposal) 공동농업정책 농가 지원책의 연속성을 보장

하고, 전략적 계획으로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과도기 제

안에 대해서는 일부 의회 의원들이 추가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개정될 

가능성이 높음.

� 연장 시행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다수 의회 의원들은 예산 결정이 늦어지고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2022년 개혁안 실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EU 

집행위원회는 장기적 농정 비전 구상에 어려움이 예상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연합의 농업 관개 현황* 11)

� 관개(irrigation)는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하

는 것을 의미함.

 * European Parliament가 발표한 “Irrigation in EU agriculture(2019.12.)”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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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없이 자랄 수 있는 작물이 있기도 하나, 물은 모든 작물 성장에 필수적임.

� 농업은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산업 중 하나임. 물 소비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

킬 수 있으나 수자원 보호 문제가 대두되기도 함. 즉, 농업 생산성 제고와 수자원 보호 

간 상충관계에 늘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관개수 사용량은 작물 유형, 재배 방식, 토양, 관개 기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전통적 농법과 새로운 기술 모두에서 물관리 방식을 개선할 수 있음.

� 유럽연합에서 관개농업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 대부분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남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예: 네덜란드)에서도 관개 

농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유럽연합은 물 사용량 중 40% 이상을 농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그리스, 스페인, 키

프로스와 같은 국가들은 취수(freshwater abstraction)10) 중 대부분을 농업에 사

용하고 있음.

� 유럽연합 내 많은 지역은 가뭄, 기후변화, 수질오염, 과다사용 경쟁으로 농업용수 사용

에 압박을 받고 있음. 미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관리 능력을 

개선하고, 농업인은 책임감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농업정책의 환경적 성과는 시민, 이해관계자,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면밀하게 평가

받고 있음. 유럽연합은 다양한 정책
※
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들 간 적절한 정책 조정이 핵심 성공 요인일 것임.

-예를 들면, 교차준수의무, 통합적 물관리, 물 재사용, 연구･혁신, 환경적 기준 상향 

조정 등의 조치가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1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취수는 자연 혹은 인공에서 취득한 물을 의미함. 농업용 취수는 증발산에 사용되거나 식물에 저장돼 대부분 물로 돌아갈 

수 없는 반면, 전기생산용 취수는 대부분 물로 돌아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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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일본, 농촌진흥정책* 11)

�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위한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며, 

2019년 12월 9일에는 관련 부처 정책을 포함한 농촌진흥 정책을 제시함.

-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침, 

정세변화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하고 있으며 2020년에 새롭게 발표될 

예정임.

 농촌 매력 발산

� [인력 저변 확대] 개인 및 기업이 다양한 방면에서 농촌과 관계성을 확대하기 위해 

타 부처와 연계를 통해 부업·겸업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실현 검토함.

- (부업·겸업 등 다양한 농업 형태) 전업농에 한정하지 않고 반농반×11)생활을 활성

화하고 이에 도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검토

- (다양한 계기로 농촌에 관한 관심 확대) 농촌관광, 특산품, 체험학습 등 다양한 계

기를 통해 농촌에 관한 관심을 확대하여 지역 활동 참여 및 취농으로 연결되도록 

추진

� [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매력 발산] 일본형 직접직불제 등을 활용하여 국토 보전, 수자원 

함양, 문화 전승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 발휘 촉진

-일본형 직접직불제는 크게 다원적 기능, 중산간지역, 환경보전형농업의 세 가지 유

형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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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농업 생산활동을 하며 동시에 예술･지역 활동을 하는 등,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촌에서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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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와 연계하여 계단식 논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행, 경관법 등

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의 매력 발산 추진

� [농촌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 타 부처와 연계하여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매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 국민이 함께 농촌을 유지한다는 가치관을 공유

 농촌 지역별 실태 파악 및 과제 해결

� 농림수산성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의 농촌 실태 및 요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과제 해결책을 찾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및 시정촌(기초자치단체), 민간과 

연계,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서 과제 대응 시 농업 관련 부서뿐만이 아닌 타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업 생산기반 강화 프로그램* 12)

� 일본 정부는 2019년 12월 10일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본부 회의에서 농업 생산기반 

강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 일본 농업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후계자 부족 및 농지 감소,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돼지콜레라(CSF), 농산물 무역 정세변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에 

직면해 있음.

� 일본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농정에 11가지 분야의 농업 생산

기반 강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책정하여 강한 농업·농촌을 구축하고자 함.

 * 일본 수상관저 「農業生産基盤強化プログラム」 (2019.12.10.), 농림수산성 「農業生産基盤の強化に向けた対応につい

て」(2019.12.2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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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령탑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농림수산성에 신설하는 ‘농림수산물·식품수출본

부’를 사령탑으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수출 촉진12)

- (2. 육우·낙농 생산확대) △높아지는 국내외 소고기·유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육우·낙농의 증두·증산 등 환경정비, △생산현장과 연계한 유통개혁 추진

- (3. 원예작물 생산체제 강화) 수출 및 가공용 수요에 대응하여 노동력 절감 기술 도

입 등을 통해 채소, 과일, 화훼 등 생산 확대13)

- (4. 논 농업 고수익작물로 전환) △ 생산지에서 농업·농촌 정비사업을 통한 밭작물 

생산, 기술 도입 등으로 고수익작물로 전환, △ 수요가 있는 보리·대두 생산 확대 

촉진

- (5. 스마트 기술 현장 도입과 디지털 정책 추진) △ 드론 및 IC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농림수산업 현장 도입 추진(전국 69지구에 도입), △ 재해지 및 중산간 지역

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과수 및 채소, 축산 등으로 도입 확대

- (6. 취농 인력 영역확대 및 정착 촉진) △ 50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 연수 지원, 

△ 농촌 지역에서의 신규취농자 수용 체제 내실화

- (7. 중산간 지역 기반 정비 및 활성화) △ 중산간 지역의 논에 밭작물 재배 및 시설

정비 등 종합적인 지원, △ 생산기반 및 영농시설 등을 정비하여 중산간 지역 특색

을 살린 영농 확립, △ 계단식 논 지역 진흥을 위한 체제 정비 및 경관 복원 지원

- (8. 식품산업·벤처기업 등과 연계 강화) △ 식품 관련 사업자와 농업인 협동 촉진, 

△ 수출에 임하는 사업자 및 식품업자 등에 자금 공급 원활화

- (9. 식품유통 합리화) △ 물류 중계 기지 정비 등에 의한 공동수배송 및 수송 방식 

전환 추진, △ 장기저장 등 식품유통 기술 도입, △ 통일규격의 수송 자재 등 도입

- (10. 자연재해 대응 강화) △ 빠른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 △ 재해지에 스마트농업 

도입, △ 농업 하우스 강화, 농업 수리시설·산림 정비, 어항(漁港) 내진화 등 농림어

업 인프라에 관한 방재·감재 추진, △ 수입보험 이용 확대 등 재해 대비 강화

- (11. CSF(돼지콜레라)·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대응 강화) △ 농장 및 

12) 수출국의 요구 및 규제에 대응하여 글로벌 산지 형성 및 수출에 맞춘 생산정비 추진, 수출촉진에 있어 일본의 강점을 잃어버

리지 않도록 와규 유전자원 및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13) 중소･가족 경영의 경영기반 계승 대책 및 토양관리 대책 추진, 장기저장･냉동 가공･가열･물류 등 거점 시절 정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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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병해충 방제

1. 볍씨 온탕소독 

기술 개발

• 도쿄농공대학, 도야마현, 주식회사 사타케, 아키타현립대학 및 신슈대학은 

볍씨를 미리 건조할 경우 고온내성이 강화되는 것을 발견

• 통상보다 5℃ 높은 온도에서 온탕소독할 경우 발아 능력이 유지되면서 키다

리병(ばか苗病), 도열병(いもち病), 세균성 곡물 부패(もみ枯細菌病) 등

에 대하여 농약처리와 동등한 효과를 발휘하는 종자소독기술 개발

• 약제 효과가 없는 내성균에도 효과가 있어 농약 사용량 감소를 통해 친환경 농

업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2. 왕우렁이 전기

로 포획 초음

파로 퇴치

• 국립사세보공업고등전문학교는 외래종인 왕우렁이가 전기에 반응하는 것을 

발견

• 이를 이용하여 논에 설치한 전극 주변에 왕우렁이를 유인·포획할 수 있는 것

을 실증, 포획한 개체는 단시간 초음파조사로 사멸시킬 수 있음을 확인

•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왕우렁이를 구제하는 기술개발로 기대됨.

3. 박쥐 초음파로

하우스에 나방 

침입 억제

• 농연기구, 도호쿠가쿠인대학 및 JRCS주식회사는 박쥐가 내는 초음파를 모방

한 인공 초음파로 나방을 쫓아내는 장치 개발

• 딸기 하우스 창가에 설치하여 나방이 활동하는 시간에 초음파를 발생시킨 결

과 하우스 내에 나방 침입이 감소, 산란 수를 90% 이상 억제하는 데 성공하여 

해충 관리용 농약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지역의 바이오 보안 향상 등 사육 위생관리 강화, △ 야생 멧돼지 대책 강화, △ 사

육돈 백신 접종 확대, △ 물가 검역체제 강화, △ ASF 감시 강화, △ 가축전염병 예

방법 재검토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2019년 10대 농업기술 뉴스* 14)

� 최근 1년 동안 기사화된 민간,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의 농림수산 연구 중 내용이 우수하

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생각되는 10가지 과제를 농업기술 클럽(농업 관계 전문 

일간지 등 28개 회원)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함.

<표 3>  일본 농림수산성 2019년 농업기술 10대 뉴스

 * 일본 농림수산성 「2019年農業技術10大ニュース」の選定について」(2019.12.24.)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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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스마트 농업

4. ICT 활용 자동 

배수 관리시스템

• 국립연구개발법인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이하 농연기구)는 ICT를 

활용하여 최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배수관리 시스템 개발

• 필요한 물의 양에 따라 펌프의 출력을 최적화하여 배수 작업 노동력을 줄이고 

관리비 감소(전기요금 등) 및 절수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5. AI로 과채류 생

산량 예측

• 고치현, 후지쓰 주식회사, Nextremer는 출하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과채류

의 출하량 및 품질, 향후 출하 예측 등을 스마트폰 등에서 관리 및 공유 가능한 

‘고치현 원예품 생산 예측 시스템’ 개발

• 영농지도 고도화, 재배개선, 대규모 예약판매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됨.

6. 중규모 농가를 

위 한 저 렴 한 

소형 돈사세척 

로봇

• 농연기구, 주식회사 나카지마제작소, 가가와대학 등의 연구 그룹은 중규모 양

돈가를 위해 저렴한 소형 돈사 세척용 로봇 개발

• 로봇을 활용하여 돈사 세정 시간을 기존의 3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가능, 

이를 통해 보다 꼼꼼한 세정, 소독을 통해 질병 리스크 감소가 기대됨.

7. AI 활용 무인 

차(茶) 수확기

계 개발

• 가고시마현, 마쓰모토 기공주식회사 및 일본계기 가고시마 제작소는 차 수확 

작업을 자동화 무인 차 수확기를 개발하여 수주 판매 개시

• 차 나무의 위치를 AI로 인식하여 차 수확 작업을 자동, 고정밀도로 수행하며 

옆 이랑으로 이동 시 무인으로 가능하고, 노동력 절감 및 악천후에도 작업이 

가능해 효율성 향상 및 사고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동물 위생

8. 소 백혈병 새로

운 제어법, 항

바이러스 효과 

확인

• 홋카이도대학, 홋카이도립종합연구기구·농업연구본부축산시험장, 도호쿠 

대학, 홋카이도히가시농업공제조합 및 후소제약의 연구 그룹

• 유효한 백신 및 치료법이 없는 소 백혈병에 대해, 체내에서 분비되는 생리활

성물질에 의해 유도되는 단백질 등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

는 것을 해명

• 이러한 생리 활성 물질이나 단백질의 활동을 저해하는 약을 병용하는 것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소 백혈병 바이러스 고도감염 바이러스양을 줄이는 

데 성공

• 소 백혈병을 포함한 소 난치성 질병에 대한 신규제어법에 응용이 기대됨.

9. 소의 유방염 신

규 조기진단 방

법 발견

• 농연기구, 이화학연구소는 우유를 핵자기공명장치(NMR)로 계측하여 유방염

을 조기진단 하는 방법을 발견

• 우유에 포함된 미립자의 표면적(비표면적)에서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유

방염 우유는 비표면적의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

• 수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나기 전 유방염이라도 조기발

견 가능하여 피해 억제에 공헌할 것이 기대됨.

10. 새로운 육종 기술

      ----------

     벼에서 꽃을 크게 만드는 유전

자 발견

• 농연기구, 이화학연구소, 오카야마현 농림종합센터 생물 과학 연구소는 벼에

서 문고병(잎집무늬마름병)에 강하며 꽃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유전자 BSR2 

발견

• 향후 BSR2 유전자를 통해 문고병의 새로운 방제방법 개발을 목표로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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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0년 농축산물 트렌드 조사* 15)

� 일본농업신문에서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농축산 판매 키워드(복수 응답)를 조사

한 결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물류’가 1위를 차지하였음. 트럭 운전사 부족 및 물류비 

상승 영향으로 산지에서 소비지에 공급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응답함.

- 2위는 ‘안정(가격·수량)’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상위를 차지하였음. 국내 생산량 감

소로 인한 자급률 하락 등 생산기반을 과제로 삼는 의견이 두드러짐.

- 3위는 ‘안전·안심’으로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라 국산농산물을 구별하는 대응이 필

요함.

- 농축산물 공급과 연계되는 ‘기상’은 4위를 차지하였음. 최근 빈번한 기상 재해의 영

향으로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워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20년 여름에 개최하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은 5위로 급상승함. 일식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는 기대가 크며, 이에 따라 GAP(농산물 우수관리) 및 HACCP 등 식

품 생산·유통 이력 관리 확보가 중요시됨.

- ‘간편·시간 단축’은 작년과 동일한 6위로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생활

양식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함.

- 9위는 ‘수출·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로 외수 증가를 올림픽 후에도 유지할 수 있

을지가 초점임.

- ‘절약지향’은 전년도에는 10위권 밖이었으나 올해는 10위로 상승하였음. 소비세 증

세 영향도 더해져 저렴한 식재를 찾는 경향이 강해짐.

�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일·EU 경제동반자협정(EPA), 미·일 무역협정

이 잇따라 발효되면서 약 30%의 유통업자가 수입품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함.

� [경기 전망] ‘다소 좋아짐’이 28%로 전년 대비 16%p 증가하였으나 ‘다소 나빠짐’이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올림픽의 영향으로 소비가 다소 증가하지만, 올림픽이 

끝나면 반동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 일본농업신문 「20年農畜産物トレンド　「物流」 1位　対応急務　「東京五輪」も上昇」(2020.1.7.)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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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채소
• 재래품종 및 기능성 등 상품특성을 중시

• 조리가 간편하고 영양가가 높은 브로콜리가 인기

과일

• 고급감과 절약지향의 양극화

• 잇따른 무역협정에서 수입품과 경쟁 심화

• 변함없이 간편함 지향

쌀

• 유메히카리, 쓰야히메 지지 높음.

• 가공용은 맛과 가격의 균형 중시

• 즉석밥 인기 지속

육류
• 도쿄 올림픽에서 브랜드 와규의 외식 수요가 증가함.

• 건강지향으로 소고기(저지방 부위) 및 저렴한 닭고기가 강세

<그림 2>  2020년 농축산물 판매 키워드 10(복수응답)

주: <  >는 2019년 순위이며, <新>은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임.

자료: 일본농업신문.

� [부문별 트렌드] 채소는 조리가 간단하고 영양가가 높은 브로콜리가 주목받고 있으며, 

재래품종, 기능성 등의 특색 있는 품목에 대한 수요가 높음.

-과일의 경우 프리미엄 과일과 낮은 가격 과일 모두를 지향하는 양극화가 진행, 포

도 등 수입 과일이 증가하여 국산 과일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쌀은 맛이 좋은 ‘유메히카리’나 ‘츠야히메’가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간편 조리 

수요에 따라 즉석밥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높음.

-육류는 브랜드 와규가 올림픽 영향으로 외식용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우유·유제품은 신선도 및 지역 프리미엄 원료가 판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임. 화

훼는 일상적 소비를 통한 소비 확대가 기대됨.

<표 4>  부문별 2020년 인기 판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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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우유·유제품
• 소용량, 개별포장이 상승세

• 수입이 증가하여 국산은 ‘신선도’, ‘안전·안심’, ‘산지지정’으로 대응

화훼
• 축제, 일상적 소비 확대 진행

• 안정 공급으로 저렴한 꽃에 대한 기대가 큼.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1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 다양한 식품 수입 관세 인하 계획 

 2020년 1월 1일 이후, 중국은 광범위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 계획임. 

� 관세 인하는 중국과 중국의 무역 파트너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수입 지역의 다각화를 

가속화하여 잠재적으로 세계 경제 전반에 호의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 12월 23일, 중국은 항암제 일부, 비료, 전자부품, 농산물을 포함한 850개의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를 발표함. 

- 냉동 생선, 냉동 주스, 냉동 돼지고기, 견과류, 유장(whey), 치즈, 신선 및 냉동 아

보카도, 코코아, 유아용 조제분유(infant formula)를 포함한 약 86개의 농산물이 

해당 목록에 있음.  

-중국의 관세 인하 계획은 그동안 미국과 무역 긴장 고조 분위기에서 중국의 설 명

절(1월 23일~1월 30일) 동안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돼지고기 관세, 12%에서 8%로 인하

� 순전히 소비량과 성수기를 감안할 때,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인하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음. 

- 돼지고기는 중국 설날의 필수 요리인 전통 만두의 필수 재료임.

� 중국 상무부(Chinese Commerce Ministry)는 두 개의 관세 노선(02032220, 

02032900)이 12%에서 8%로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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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관세 노선은 중국 본토로 수입되는 돼지고기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들은 2019

년 처음 9개월 동안 약 27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였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한 규모임. 

- EU는 총 규모의 거의 60%를 공급했으며, 브라질은 14%, 캐나다는 11%, 미국은 

9%를 공급함. 

� 2019년 지난 1-3분기 총 수입량은 133만 톤에 달했으며, 이는 43.6% 증가한 수치임. 

-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9년 말까지 300만 톤 이상으로, 이는 4,500만 마리의 돼지

에 맞먹는 수준임. 

� 지리적으로 브라질로부터의 수입량은 2018년 기준 미국보다 2배가 많았음. 

- 2019년 1월-10월 간, 브라질(16만 1,048톤)이 계속 미국(11만 954톤)을 앞질렀음.

� 관세 인하는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국내 전략 돼지고기 비축량에서 4만 톤의 고기를 

추가로 방출하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결정임. 

-중국은 올해 동물 단백질의 심각한 적자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는 주로 아프리카돼

지열병(ASF)로 인해 돼지 개체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임. 

 유제품, 유장, 동물사료 

� 유장과 가공, 분쇄 및 분말, 블루 및 경질 치즈를 포함한 10억 상당의 유제품에 대해 

관세가 인하될 것임. 

-중국에서는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200g으로, 치즈부문이 여전히 성장하는 중임과 

동시에 중국은 동물사료 공급과 건강한 단백질 농축 과자 및 유제품 음료를 자체 

생산하여 세계 유장 최대 수입국 중 하나임.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여전히 돼지고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유장 

수입량이 지난 1년 동안 크게 감소함..  

� 2018년 앞서 언급한 모든 제품의 전체 수입량은 62만 3,000톤으로 5.2% 증가함.

-지속되는 ASF로 인해 유장 수입이 21% 급감하여 2019년 1월-10월의 수입은 

18% 감소함.

-유장에 대한 관세 인하는 돼지 농가의 생산비 감소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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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소매가격을 낮출 수 있음. 

� 또한 유아용 조제분유와 이유식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것임. 

-이는 중국이 고령화에 맞서 산아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젊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

는 조치가 될 것임.  

-그러나 IEG Vu에 따르면 중국이 브라질에서 3만 4,000톤을 수입하는 것에 비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수백 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냉동 주스에 대한 관세 인하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2597/China-to-c

ut-import-tariffs-on-a-wide-range-of-food-products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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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2020. 1)

1. 아시아

□ 베트남, 동물사료 시장 고속성장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의하면 베트남의 동물사료 시장은 축산업과 함께 동반성

장하고 있음.

▪2019년 베트남의 동물사료 시장 규모는 6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연평균 10~15% 

성장하고 있음.

-현재 베트남은 전 세계 돼지 개체수 6위, 물새류 개체수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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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9년 베트남의 동물사료 수요는 연간 1억 6,000톤~1억 8,000톤이며 금

액기준 약 60억 달러임.

-베트남은 매년 30억 달러의 동물사료를 수입하고 있음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는 2020년 베트남의 동물사료 시장 규모가 

105억 5,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함.

-또한 베트남의 동물사료 수요가 약 2억 5,000톤~2억 6,000톤으로 늘어날 것이

라 밝힘.

▪태국의 CP그룹은 베트남에 진출하여 총 10개의 동물 및 물고기 사료공장을 설립함.

- CP Vietnam은 연평균 420만 톤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음.

▪한국의 축산기업 선진은 2019년 하남(Ha Nam) 성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자사의 네 번째 사료공장을 준공함.

-선진의 공장은 흥옌(Hung Yen) 성, 띠엔장(Tien Giang) 성, 동 나이(Dong Nai) 

성에 위치함 

▪또한 말레이시아의 사료가공업체 Leong Hup도 2018년 12월, 네 번째 동물사료 

공장을 설립함.

▪베트남의 마산그룹은 프로콩코(Proconco), 앙코(Anco), 그린피드(Green Feed)를 

인수하여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동물사료 생산기업으로 성장함.

※ 자료: 무역협회(2019.12.31.)

 □ 호주, 최악의 산불로 원유공급차질 우려

▪1월 6일 기준 호주의 낙농생산지역 중 1/3가 이상 피해를 입었으며 가축 4,000여 

두 폐사함.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은 호주 낙농가들이 이번에는 사상 최악의 산불

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국인 호주의 원유공급에 차질이 우려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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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은 3년간 가뭄에 직면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의 남부해안과 빅토리아의 

깁슬랜드 동부지역의 주요 낙농지역을 휩쓸었음. 

-데어리 오스트레일리아에 의하면, 이번 산불로 영향을 받은 지역은 호주 원유생

산량의 1/3에 해당될 만큼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남. 

▪Scott Morrison 총리는 6일 이번 산불로 약 4,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고 발표함. 

호주의 최대 가공업체인 베가치즈는 “이번 산불로 직접적으로 생산시설에 피해를 

입진 않았으나, 일부 낙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함. 

-또한 많은 농가들이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호주국립은행의 농업분석가인 Phin Ziebell은 “아직도 산불이 계속되고 있어 

전체 피해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함. 

※ 자료: 낙농협회(2020.01.07.)

 

 2. 아메리카

 □ 미국 USDA, 2019년 식품 농약 잔류량 보고서 발표

▪1991년 이후 28년간 매년 발표되고 있는 미국 농업부(USDA)의 농약 데이터 프로그

램(Pesticide Data Program, PDP) 2019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실험 

대상 식품의 절반 이상이 잔류농약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 미만은 

법적 허용가능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 PDP보고서는 2018년에 수집된 표본샘플들의 분석 결과를 담고 있으며, 

그 결과는 최근 몇 년간 발표되었던 수치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음.

▪샘플들은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메릴랜드, 미시간, 뉴욕, 노

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텍사스, 워싱턴에서 수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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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은 국내식품과 수입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유아와 아이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중점을 두고 수집함.

▪PDP를 통해 분석된 표본샘플 10,545개(샘플 중에서 신선 또는 가공처리된 과채류가 

87.8%를 차지함) 중에서, 47.8%는 잔류농약성분이 없었고, 21.0%는 1종류의 잔류

농약성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31.2%는 1개 이상의 잔류농약성분을 가지고 있었음. 

▪표본샘플 중 99% 이상이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서 기준하는 잔류농약 허용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PDP 보고서 상으로 2018년에는 909개의 잔류농약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총 

704개의 샘플이 추정 허용오차위반으로 FDA에 보고되었음.

▪아스파라거스(7 samples), 고수잎(8 samples), 케일(19 samples) 등을 포함한 82

개 샘플에서 법적기준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약잔류량이 검출되었음. 

-이 82개 샘플 중 39개가 수입식품이었음. 

- 642개의 샘플(신선 과채류 444개, 가공처리된 과채류 151개, 쌀 30개, 밀가루 

17개)에서는 기준허용치가 확립되지 않은 농약잔류성분이 검출되었음. 

▪PDP 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환경보호청은 식이 위험을 평가하고, 식품의 농약 잔류성

분이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농무부는 농약 잔류성분과 

농업관행과의 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환경보호청에서 잔류농약 허용치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은 FDA이며, PDP는 

매월 잔류농약 테스트 보고서를 FDA와 EPA에 전달하여, 샘플들이 허용치를 초과하

고 있는지 또는 법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잔류농약성분이 있는지를 통보함. 

▪한 관련산업 단체인 Alliance for Food and Farming는 "이번 결과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약의 사용을 규제하는 엄격한 법률과 법규를 과채류를 재배

하는 농가에서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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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베트남의 농축산물 수입관세 인하 요구 

▪베트남 재무부(MoF)는 미국이 베트남에게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관세 인하를 요구했

다고 밝힘.

-미국이 베트남에게 요구한 수입관세 인하 품목은 닭고기, 돼지고기, 아몬드, 포

도, 밀, 감자임.

▪베트남의 대미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베트남 정부의 개정된 시행령 제125호에 의해 

발효될 예정임.

▪관세 인하 제품 목록, 수출관세 부과 일정, 특혜 수입관세 부과 일정, 일괄세율, 복합세

율, 관세할당률이 시행령 제125호에 명시될 것임.

▪미국은 베트남에 미국산 닭고기 및 가공 닭고기에 대한 수입관세를 현행 20%에서 

2020년 14.5%, 2028년 0%로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함.

-또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관세율을 현행 25%에서 2020년 18.9%, 2027년까

지 0%로 내릴 것을 요청함.

▪2020년까지 미국산 사과와 포도에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밀과 가공 감자

의 수입관세를 2020년 6%, 2021년에 0%로 인하할 것을 요구함.

-하지만 베트남 재무부는 베트남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관세를 인하할 수 없을 것이

라 밝힘.

▪베트남이 CPTPP 발효 첫해에 적용한 관세 수준과 동일한 세율을 미국산 농축산물에 

적용할 것이라 밝힘.

▪미국산 닭고기와 가공 닭고기의 경우 18%, 미국산 사과와 포도 8%, 밀 3%, 감자 

12%, 돼지고기 22%로 관세를 하향조정할 예정임.

▪베트남 재무부는 농축산물 관세 인하로 인해 연간 300만 달러의 세입이 감소할 것이

라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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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년 1월~11월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556억 달러로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임.

※ 자료: 무역협회(2020.12.27.)

 □ 미국 낙농업계, 우유 소비량 감소로 어려움 겪어

▪세계 최대 낙농국가인 미국이 식습관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가정의 냉장고가 우유가 아닌, 주스, 탄산음료, 아몬드 우유 등 대체음료로 채워

지고 있고, 아침식사로는 시리얼 대신 프로틴바, 요거트 등 좀 더 간편한 식단을 선호

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일인당 우유 소비량이 1975년 대비 40%이상 감소하며, 폐업하는 목장들

이 늘어나고 있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유가공업체 중 하나인 Borden Dairy

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총 2,730개의 목장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남.  

▪남아있는 농가들은 원유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유업계에서는 월마트 등 큰 경쟁

업체의 압박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Boarden Dairy는 신제품 출시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Dean Food에 이어 최근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음.

※ 자료: 낙농진흥회(2020.01.09.)

 □ 미국 유제품수출위원회, 2020년 세계 유제품시장 8대 이슈 발표 

▪미국 유제품 수출위원회(USDEC)가 올해 미국 및 세계 낙농시장에 영향을 미칠 8대 

이슈를 발표함.

▪1.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과 미국-일본간 1단계 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유제품 수출이 늘어날 전망임. 

-작년 12월 타결된 USMCA가 올해 비준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이고, 일본과의 

1단계 무역협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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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러시아의 금수조치로 2015년 이후 산더미처럼 쌓였던 EU의 분유재고가 

상당부분 소진됨. 

-올해 EU의 수출은 작년에 비해 10만 톤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

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됨.        

▪3. 작년 12월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로 올해 미국의 유제품 중국 수출이 늘어날 

전망임.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 대한 유제품 수출손실은 

총 수출량의 10%에 달함.

▪4.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위축된 중국의 유청 수입이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됨. 

-작년 전 세계 돼지 사육두수의 25%를 감소시킨 ASF로 중국의 사료용 유청 수입

이 급감한 바 있음.

▪5. 아시아의 유제품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세계 낙농업계의 주요 관심사임.

- 2016년 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세계 유제품 무역성장에 75%나 기여할 정도

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6. 유제품 가격이 올라 유제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받쳐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오세아니아의 전지분유가격은 이미 톤당 3,200달러, 탈지분유는 2,950달러까지 

올라 있어 최근 도매업자와 소비자들의 유제품 구매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

황임.

▪7. 2020년 전 세계 우유생산량은 약 1% 성장에 그칠 전망임. 반면 유제품 소비는 

1.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 유제품 시장은 수급균형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보임. 

-이는 최근 몇 년간은 공급과잉이었다는 의미임.

▪8. 글로벌 경제의 회복여부와 잠재적 불안요인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중요한 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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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2020년은 성장이 부진했던 2019년에 비해 세계 경제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무역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고, 사회․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며, 낮은 투자 전망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음.

※ 자료: 낙농진흥회(2020.01.17.)

 3. 유럽

 □ EU, 동물 관련 식품 안전 규제 강화 예고  

▪유럽연합(EU)은 식품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안전한 식품을 위한 더 똑똑한 

규칙( Smarter Rules for Safer Food, SRSF)’을 시행할 예정(2019.12.12.)이라고 

밝힘.

▪해당 규칙은 동물 및 동물유래 제품(Products Of Animal Origin, POAO) 거래와 

관련된 사업체에 적용하는 공식 통제 규정(Official Controls Regulations, OCR)과 

식물, 종자, 목재 및 식품 생산과 제조, 공급 및 규제와 관련된 사업체에 적용되는 

식물 위생 규정(Plant Health Regulation, PHR)임.

▪본 사항은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RASFF)시스템과 식품 사기 네트워크(Food Fraud 

Network)와 같은 신규 공식 통제정보관리시스템(IMSOC)에 연동될 예정임.

-이에 모든 국경검사항과 지정반입소는 국경관리소 역할을 할 것이며, 관련 수입

업체는 근무일 기준 하루 전, 최소 4시간 이전에 사전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수입업체는 공통 수의 통관서류, 공통 통관서류를 대체할 공통위생 통관서류를 

작성해야 함.

※ 자료: 식품안전정보포탈 식품안전나라(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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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낙농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공동협력 착수

▪EU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작년 농업분야 주요 기업들이 공동협력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다논의 주도로 3년간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동물약품회사인 MSD Animal 

Health를 비롯해 총 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 연구소

도 연구 및 자문 역할로 참여하고 있음.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소비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고 농업과 

관련한 환경 및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농가들의 생산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

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시작됨. 

-이에 따라 이 계획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자원 보존 및 재생, 동물복지 향상, 장기

적인 농가의 자립경제 보장 등을 위해 낙농가들이 생산관행을 바꿀 수 있도록 도

울 예정임. 

-또한 각기 다른 유형, 규모 그리고 지리적 차이에 따라 목장별로 우수하고 혁신적

인 운영방법을 제시할 계획임. 

▪당초 EU,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25개 목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번 계획은 2년 후 

2,500개 목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제휴 파트너사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행 가능한 

농가운영 방법을 공유할 계획임.

※ 자료: 낙농진흥회(2020.01.14.)

 □ 러시아, 중국산 감귤류 수입 규제

▪2019년 12월 30일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 웹사이트 공지에 따르면, 1월 6일부터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은 중-러 감귤류 수입 규제를 시작함.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은 중국 측과의 감귤류 공급에 대한 논의 중 러시아 측에서 

요구하는 감귤류 공급에 필요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중국 측에서 해결하지 못하였다

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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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감독청은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하여 검역 대상 물품으로 

간주하고 체계적인 식별 작업을 진행 중임.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은 중국 측으로부터 적절한 대응이 있기 

전까지 2020년 1월 6일부로 중국발 러시아 감귤류 공급에 대한 임시 규제를 강

제 시행하였다고 밝힘.

▪지난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이 중국산 식물

제품에 대해 수행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하여 비 적합 판정이 

내려짐. 특히, 중국 내 농장에서 포장 공장으로 제품의 이동 시 검사를 실행하는 시스

템이나 기관이 없고, 표준 안전 및 제품 품질 보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조만간 동식물위생감독청은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는 공식 문서를 중국 측에 

보낼 계획임.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은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러시아 식물 위생 요건을 준

수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제안을 기다리고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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