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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농업 개황
1.1. 일반현황
그림 1. 국기와 지도

표 1. 국가 개황
국

명

콜롬비아공화국(Republic of Colombia)

위

치

남미 북서부,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과 접경

수

도

보고타(Bogota, 8.3백만 명)

행정구역

32개의 주(‘departamento’)와 주와 동격인 1개 수도로 분류

기

열대(해안), 온대(초원)

후

주요자원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구리, 에메랄드

종

족

메스티소 및 백인(84%), 물라토(10%), 흑인 (4%)

면

적

1,139천 ㎢(한반도의 5배)

인

구

48.2백만 명 (2015년)

GDP
1인당 GDP

2,742억 달러(2015년)
5,687 달러(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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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공화제)

대외정책

경제 중심 실리외교

독 립 일

1810년 7월 20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통화단위

Peso(Ps)

종

가톨릭(90%)

언

스페인어

교

어

자료: World Bank의 Colombia Country Data Profile를 관계부처합동(2013)에서 재인용,
한국수출입은행 국가 개황(2015년 기준) 발췌.

○ 남미 북서부에 위치하여 중미 파나마, 남미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브
라질, 페루 등과 접경하고 있는 콜롬비아 공화국(Republic of Colombia)
는 한반도의 5배가량의 면적에 인구는 남한과 비슷한 약 4,800만 명의
나라이다.
○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체제로 오랜 양당 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
나 반군과의 무력충돌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마약, 강도, 납치 등 범죄
가 만연하여 치안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 2016년 8월 24일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지도자 로드리고 론도뇨(Rodrigo Londoño)
가 평화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52년 만에 내전이 종식되었으나, 10월
초 국민 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아직 최종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은
완성되지 않았다.
○ 2015년 GDP 성장률은 3.1%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중남미 평균
치(-0.7%)에 비해 큰 성과를 이룩하였고, 국가신용등급도 한 단계 올
라갔다(한국경제신문 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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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의 1인당 GNI는 2012년 기준으로 7,000달러에 가까울 정도
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치안불안 등 사회적 여건이 악화되면 국
민들이 경제적 위기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인디오들을
중심으로 소득이 불안하고 빈부격차와 실업도 높다.

○ 콜롬비아 농축산업 부문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제공하는 중
요한 위치를 점해왔다. 토지소유권과 부의 편중이 극심하며(지니계수
가 189개 지역단위는 0.8 이상이며 409개 지역단위는 0.70~0.79 사이)
빈곤층 농민 비율이 약 64%로 매우 높은 편이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
(FARC)과 정부군의 무장충돌이 오랜 기간 전개되면서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만 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공식 집계되었다
(http://www.bbc.com/mundo/noticias/2015/10/151019_colombia_desparecidos_cuantos_son_nc: 2016. 11. 7.).

1.2. 농축산업 생산 환경
□ 기후
○ 콜롬비아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국토의 지리적 구분이 가능하다. (1) 3개
의 안데스 산맥과 계곡 저지대로 이루어진 안데스 고지대, (2) 카리브
해안 저지대, (3) 파나마 협곡의 늪지로 카리브 해안 저지대와 분리되
는 태평양 해안 저지대, 그리고 (4) 안데스 산맥 동쪽으로 뻗는 대평원
에 해당하며 아마존의 일부분인 콜롬비아 동부이다(<그림 2> 참조).
콜롬비아 인구의 대다수가 안데스 고지대와 계곡지대에 가장 많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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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며 그 뒤를 잇는 곳은 카리브 해안 저지대이다. 태평양 해안지대
와 동부 평원, 아마존 지역의 인구 밀도는 매우 낮다. 안데스 고지대가
국가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며 보고타(Bogota), 메데인(Medellin), 칼
리(Cali) 등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시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특히, 안
데스 고지대 중에서도 충적토양이 풍부한 카우카(Cauca) 계곡지대, 사바
나 데 보고타 지역, 안티오키아 고지대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그림 2. 지형지도

자료: fao.org(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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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가 적도에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열대와 등온선기후대에
속하지만 연중 강우량은 변동이 심하다. 연중 강우량이 가변적인 것은
콜롬비아 평균 해발고도가 높고 북동풍과 남동풍의 근원인 주요 공기
층이 형성하는 열대수렴대가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아마존의 열대우림지역, 북쪽 태평양 해안, 중부 막달레나 계곡의 기
후는 연중 강수량이 2,500mm가량에 이르며 연중평균기온도 섭씨 23
도를 상회한다. 남부 태평양 해안, 카리브해안 지대, 낀디오 주, 비야
비센시오, 메타 주 등지에서 열대몬순기후가 나타난다. 열대몬순기후
대에서는 통상 한 달 혹은 그 이상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지만 그럼
에도 열대우림 식생의 생장을 뒷받침할 정도의 충분한 습도와 강수량
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열대 사바나 지역은 애틀랜타 해안 저
지대의 주요한 특징을 보인다. 건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이며
우기는 5월부터 10월까지이다. 이러한 기후는 동부평원과 야노스
(Llanos) 지방, 그리고 막달레나 상류 계곡지대에서도 부분적으로 나
타난다. 연중 강수량이 1,000mm에서 1,800mm까지에 이르며 연중기
온은 통상 섭씨 23도를 넘는다. 더 건조한 사바나 기후가 콜롬비아 카
리브해안 지역을 따라 나타난다. 주로 4월과 10~11월, 각각 짧은 두
기간에 비가 내리지만 연중 760mm의 강우를 넘지 않는다. 평균기온
은 대략 섭씨 27도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습도가 낮은 곳은 일교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기후는 막달레나 상부 계곡지대 일부와 파티아
(Patia), 카우카(Cauca), 치카모차(Chicamocha), 줄리아(Zulia) 강의 깊
은 협곡에서 나타난다.

콜롬비아의 낙농업

5

○ 기온은 고도와 직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은 약 섭씨 0.6도씩 내려간다. 해발 900m까지를 고온지대(hot
lands), 해발 900m 이상 2,000m 이하를 온대(temperate lands), 2,000m
이상 3,000m 이하를 한랭지대(cold lands)로 구분한다.

○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안데스 산맥 지역은 해발 900~3,000m에 속하는
온대, 한랭지대에 해당한다. 온대지역은 적절한 양의 비가 내리며 기
온도 연중 섭씨 18~24도 사이를 맴돈다. 수도인 보고타 시의 고지대는
해발 2,640m에 위치하며 연간 223일가량 비가 내린다. 강수량은 연간
1,000mm 정도이며 평균기온은 약 섭씨 14도이다. 해발 3,000~4,600m
에 위치한 높은 산악지대에서는 연중 평균기온이 섭씨 10도 아래를
기록한다(Vera 2006).

□ 농촌인구
○ 콜롬비아의 농촌인구는 대략 1,159만 명(2010년 기준)으로 집결되며
이는 국가 전체 인구(약 4,592만 명)의 25.2%에 해당한다(FAOSTAT
2016. 10. 18.). 산업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에도 콜롬비아의 농촌인구
비율은 여전히 높은 축에 속한다(<표 2> 참조).

○ 콜롬비아 농촌인구 비중은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왔다. 196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약 55%가량이 농촌인구에
해당하였으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촌인구 비중이 약 25%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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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으며,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는 23.6%를 기록
하였다.
- 이에 반해, 콜롬비아 총인구수는 1960년대(1,648만 명, 1960년)부터
2010년대(4,822만 명, 2015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해당 기간 3배가량 증가하였다.
- 콜롬비아의 농촌인구 비율 변화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에서 쿠바,
멕시코, 페루와 유사한 양상을 띤다(data.worldbank.org: 2016. 10. 17.).

표 2. 농촌인구
1980

1990

2000

2010

2015

총인구(천 명)

27,737

34,272

40,404

45,918

49,529

농촌인구(천 명)

10,202

10,566

11,142

11,594

11,671

36.8

30.8

27.6

25.2

23.6

구 분

농촌인구 비중(%)

자료: FAOSTAT(2016. 10. 13.).

□ 농업부문 종사 인구
○ 콜롬비아 농업부문의 고용비중은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표 3> 참조).
-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16%까지 감소하였다.
-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는 2000년대 중반 감소하였다가 2010년대
에 접어들며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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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농업부문 고용 인구수 및 비중
2001
농업고용 비율(%)
농업인구(명)

2004

2007

2010

2013

22.2

19.8

17.8

18.5

16.9

3,661

3,305

3,035

3,549

3,549

자료: FAOSTAT(2016. 10. 12.)

□ 농지면적
○ 콜롬비아의 농지면적(agricultural area)은 2013년 기준으로 국토 총면
적의 40.4%를 차지한다.
- 콜롬비아 토지면적은 1억 1,095만 ha이며 그중 농지면적은 4,481만
ha이다(2013년).
- 콜롬비아의 토지면적 대비 농지면적의 비율은 라틴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아르헨티나(53.9%)나 멕시코(53.0%)보다는 낮지만 브라질
(32.5%), 칠레(21.2%), 페루(16.8%)보다는 높은 축에 속한다.
- 목초지 중 78%는 경작하며, 약 22%의 목초지에서만 목초가 자연
적으로 자란다.
- 절반 이상의 콜롬비아의 주(행정구역)에서 50% 이상의 농지는 가
축 방목지로 쓰인다(OECD 2015: 65).
- 농지면적 대비 높은 목초지 비율은 다른 남아메리카 국가와 유사하
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는 농업분야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중요
도와 비중이 높다는 점과 직결된다. 토지 소유의 심각한 편중도 높
은 목초지 비율을 일정 부분 설명한다. 가축방목지로 쓰이는 토지
의 1/4 정도가 작물을 생산하기에 적절한 땅이다. 보전지역이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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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보전될 수 있는 지역의 땅도 방목지로 쓰이는 실정이다. 가축
방목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면서 토양 침식과 수자원 및 산림파괴가
일어난다. 반면, 작물생산을 위한 경작지는 토지이용도가 매우 낮
다. 작물경작에 적합한 2,150만 ha 가운데 450만 ha만이 작물생산
에 이용되고 있다.
- 광업이 확대되면서 농지는 점차 작물생산을 위해 쓰이지 않고 타
용도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광업용 토지가 580만 ha에 이르렀으며
광업활동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면서 원주민 공동체 토지 사용권을
위협하거나 농지에 환경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OECD
2015: 67).

○ 경지면적은 농지면적의 3.7%에 불과하다.
- 4,481만 ha의 농지면적 가운데 경지면적은 168만 ha에 불과하다
(<표 4> 참조).
- 270만 ha가 다년생 작물 경작지, 3,920만 ha가 목초지로 이루어져있다
(MADR 2014: 65).
표 4. 농지면적
단위: 1,000ha

1998

2003

2008

2013

국토면적(country area)

114,175

114,175

114,175

114,175

토지면적(land area)

110,950

110,950

110,950

110,950

45,543

42,051

42,614

44,815

41.0

37.9

38.4

40.4

2,551

2,264

1,830

1,682

구 분

농지면적(agricultural area)
토지면적 대비 농지면적 비율(%)
경지면적(arable land)
자료: FAOSTAT(201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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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GDP
○ 콜롬비아 국내총생산액(GDP)에서 농업 분야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이래로 최근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여왔다. 이는 국가
경제가 점차 성장하면서 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고 농업 생산비중
이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와 함께 발생하는 현상이다(<그림 3> 참조).

그림 4. 산업부문별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자료: http://data.worldbank.org: 2016. 10. 17.

○ 콜롬비아의 농업 분야 총생산액은 2013년 기준으로 128억 1,386만 달
러를 기록하였다(<표 5> 참조).
- 농업 전체 생산액 가운데 축산업 분야 생산액은 동년 63억 2,1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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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달하여, 대략 농업 분야 전체에서 축산업 생산액이 49%를
차지한다. 1차 산업에서의 축산업의 비중과 중요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 200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주요 축산물의 생
산액 동향은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 농업 및 축산업 생산액 동향
단위: %, 천 달러(2004~2006년 고정달러)

2001

2004

2007

2010

2013

8.98

8.62

7.83

7.10

6.08

농업 생산액

973,160

1,071,001

1,184,089

1,126,013

1,281,386

축산업 생산액

437,869

477,114

553,015

554,325

632,117

농업생산액 비율(%)

자료: FAOSTAT; data.worldbank.org(2016. 10. 12.).

표 6. 주요 축산품목별 생산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2004~2006년 고정달러)

2001

2004

2007

2010

2013

우유

1,428

1,461

1,524

1,425

1,464

소고기

1,377

1,505

1,740

1,515

1,762

닭고기

943

1,092

1,415

1,625

1,944

달걀

451

476

527

620

708

돼지고기

180

237

323

359

444

437,869

477,114

553,015

554,325

632,117

축산업 전체

자료: FAOSTAT; data.worldbank.org(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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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축산업 정책 및 제도
○ 정부의 농업부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크게 농업정책 이행과 농업부
문 기관 운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농축산업 기관
○ 농업부문 관련 제도는 여러 공공, 민간, 혼합적 성격의 다양한 기관과
법인들이 각 세부부문별 목적을 이행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
축산업 부문 총괄기관은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Desarrollo Rural: MADR)이며 그 역할은 농업부문 경쟁
력을 높이고 농림축산어업과 농촌의 개발과정에 지속가능성을 보장하
는 정책을 형성하고 조율하며 평가하는 것이다.

○ 농림축산업 관련 기관의 구성 체계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에
제시된 관련 기관들은 법적 권리능력, 운영자율권, 고유자산을 지니며
각 기관이 담당하는 세부부문의 정책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콜
롬비아 대다수의 지역(departamentos)에서 사무소 등 대표기관을 운영
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큰 편이며 국가 내 기관 간 조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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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농림축산업 관련 기관 체계

자료: Ministerio de Agricultura y Desarrollo Rural(2013) 일부 발췌 및 번역.

○ 농업농촌개발부는 공공정책 총괄기관으로서 농림축산업 분야 국제협
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발협력
사업 이행을 위한 통합예산 형성, 부처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간 조율
과 협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콜롬비아와의 농림
축산업 협력을 구상할 때 일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콜롬비아의 낙농업

13

○ 부처 산하기관들은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농촌 또는 농
업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기관들이다.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의 여러 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업하는 것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최종수혜자 그
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 농림축산업 부문 기관체계에 속한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공공적 성격과
경제 및 금융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국영 산업
및 무역회사의 체제에 맞게 운영되면서 그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 공공 성격의 유관기관 외에 농림축산 부문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목적
의 복합적 비영리법인들도 콜롬비아 농업부문의 한 축을 구성한다. 과
학과 기술 연구를 통해 농림축산업 관련 지식을 창출하는 CORPOICA
(콜롬비아농축산연구법인)가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기관은 중남미지
역 타 국가의 주요 농림축산업 관련 과학기술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CORPOICA는 특히
EMBRAPA(브라질 농업연구법인), CIRAD(프랑스 국제개발농업연구
센터), CIAT(국제열대농업센터)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농업정책에 관여하는 중앙정부 단위의 공공부문 기관은 농업농촌개발
부(MADR) 외에도 국가기획청(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on:
DNP), 환경·지속가능발전부, 교통부, 무역산업관광부, 노동부, 광업
부, 정보통신기술부, PROCOLOMBIA(콜롬비아 무역투자진흥청), 국
립감사원 등이 있다. 지역 단위의 공공기관은 농업·농촌개발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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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공급체인지역협의회 등이 농업정책 지원을 위하여 활동한다. 한
편, 농업부문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생산자 연합이 구성
되어 있다(OECD 2015: 130).

○ 콜롬비아 농림축산업부문 기관체계에 제시된 각 기관에는 국제협력과
관련한 행정업무와 정보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자가 있다.
농업부문을 포함하여 콜롬비아의 국제개발협력 전반을 관장하는 기관
은 콜롬비아 외교부와 콜롬비아 국제협력단(Agencia Presidencial de
Cooperacion Internacional de Colombia: APC), 국가기획청(DNP) 등이다
(http://www.apccolombia.gov.co: 2016. 10. 5.).

○ 콜롬비아에서 생산자연합(‘gremios’)은 농업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하
는, 농축산업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 몇몇 품목의 생산자조직은 지역 단위에서 매우 견실한 구조로 운영
되고 있으며 정부 프로그램 이행을 담당하기도 한다.
- 농축산업 생산자연합들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농산물 품목
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생산과 수출입 활동이 가장 활발한
품목을 위주로 견실한 생산자연합이 조직되어 있다(<표 7> 참조).
- 생산자연합은 공급체인(supply chains)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공급체인 지원 제도를 통하여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며 가치사슬 전 단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생산자연합
이 기여한다.
-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기술전수, 연구, 기술원조, 마케팅 등의 구체
적인 농업 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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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농민사회(Sociedad de Agricultores de Colombia: SAC)는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주요 농업부문 연합이다. SAC는 농산물 품목
별로 구성된 약 48개의 생산자연합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농업
정책의 전반적인 이행사항을 평가하기도 하며 생산자들을 대신하
여 공동의 이익에 따라 무역협정 협상에 참여하기도 한다.
- 각 품목별 생산연합은 국가 농업부문 정책토론에서 생산자의 통일
된 의견을 제시하며 연구나 기술이전, 농업기자재 공동 사용과 신
용보증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그러나 지역단위
별로 생산자연합의 운영수준은 차이가 크게 난다(OECD 2015).
표 7. 농축산업 주요 품목별 생산자연합
품목

생산자연합 이름(약어)

품목

생산자연합 이름(약어)

쌀

FEDEARROZ

감자

FEDEPAPA

곡물

FENALCE

커피

FEDECAFE

바나나(수출)

AUGURA

화훼

ASOCOLFLORES

카카오

FEDECACAO

팜(야자)

FEDEPALMA

쇠고기

FEDEGAN

우유

ANALAC

돼지고기

ASOPORCICULTORES

닭고기

FENAVI

자료: OECD(2015: 134-136).

○ 농식품 산업은 콜롬비아국가비즈니스연합(ANDI)에서 담당한다.
ANDI는 가금, 소, 돼지사육, 사료산업, 양식업 등 여러 부문의 기업
체를 한데 모아 ‘전문회의소(Specialized Chambers)’를 구성하여 운
영한다. 농업의 각 부문별 경제성 평가가 이 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루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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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업 제도
○ (가격 지원정책) 가격지원 정책으로는 면화 최저가격보장제와 면화,
팜유, 사탕수수, 카카오, 소고기, 우유 생산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
여 생산자연합에서 관리하는 가격안정화기금이 있다.

○ 한편, 1990년대 초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국가들이 무역자유화에 대항
하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가격등락제한제도(price bands)는
콜롬비아 농업 지형에 큰 영향을 준 정책 중 하나이다.
- 국제 농산물이 최저가격에 도달하면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국제가
격이 최고가격에 도달하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 국내시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국제가격 등락폭을 완화하여 민감
품목에 한하여 교역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 가격등락제한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은 국가별 FTA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이 생기지만, 12개의 품목(우유, 닭고기, 돼지고기, 대
두, 쌀, 보리, 옥수수, 밀, 비정제대두유, 비정제팜유, 비정제당, 정
제당)이 콜롬비아의 민감 품목(marker products)으로서 주로 등락
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다(OECD 2015: 172).
- 무역 보호 수준에 관하여 콜롬비아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이
제도는 농축산업 부문 주요 가격지원정책으로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 (투자 지원정책) 콜롬비아의 주요 농업신용체계 중 하나는 농축산업지
원기금(FINAGRO)이다. FINAGRO가 농업은행(Banco Agrario)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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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콜롬비아 소매금융기관에 자금을 제공하고 이 금융기관들은 농민
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시스템이다.
- 2013년 FINAGRO의 총 집행액은 약 67억 달러에 달하였다.
FINAGRO는 여러 가지의 농축산업 금융정책과 금융서비스를 이
행한다.
- 농업 위험관리, 농촌투자진흥, 마케팅, 기술원조, 기술혁신 등을
포함한 생산 활동 지원, 채무상환 재조정 및 채무면제 지원이 주
요 활동이다.

○ FINAGRO가 관리하는 농업분야 금융기관은 농업보증기금(Fondo
Agropecuario de Garantias: FAG)과 소액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농업은행(Banco Agrario) 등이 있다.

○ 그 외의 투자 지원 정책 및 제도로는 보험정책, 농산물 가격 헤지 프로
그램, 통화 헤지 프로그램 등의 농업보험이 있다.

○ 생산협약(Alianzas Productivas) 프로그램은 농촌 소득 창출, 일자리 창
출, 빈곤 농촌공동체의 사회적 응집력 도모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이다. 공식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소규모 농가가 특
정한 농산물 시장을 조직할 수 있도록 소농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
원하며 농업 생산 활동과 관련한 프로젝트와 사전타당성조사에 필요
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투자 보조금, 고정자
본형성을 위한 보조금, 농업현장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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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부문 생산협약 프로그램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 낙농부문 프
로그램을 통하여 정부는 우유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
소규모의 농가들과 농산업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맺도록 지원한다.
2013년에 우유 부문이 농업세부분야 중 가장 자금 지원을 많이 받
은 부문으로, 지원액이 약 410만 달러에 달하였다.

○ 1993년에 콜롬비아축산업연합(Federacion Nacional de Ganaderos:
FEDEGAN)이 운영하는 축산업기금(Fondo Nacional de Ganaderos)이
설립되면서 콜롬비아 축산업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낙농업
농가에 기계, 인프라, 농자재 등의 투입물을 분배하며 전략적 파트너
십을 형성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장려하는 것이 축산업
기금의 주된 역할이다.
- 축산업기금을 운영하는 콜롬비아축산업연합(FEDEGAN)은 (1) 위생,
(2) 판매(상업화), (3) 연구개발(R&D), (4) 교육훈련, (5) 소비촉진을
5대 축산업 이슈로 내세워 콜롬비아 축산업 발전을 이끌어갔다. 다
른 의제보다도 축산업의 위생과 식품안전 부문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7년부터 정부가 구제역 백신프로그
램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는 콜롬비아가 적절한 백신접종 조치를 시행하여
구제역 청정국가가 되었다고 선포하였다. 브루셀라병 백신접종을
통하여 발병 비율을 현저히 떨어뜨린 것도 주요 축산업 개혁성과로
꼽힌다. 축산물 위생에서의 진전을 거두면서 콜롬비아 소고기 수출
시장이 확대되었다(http://www.fedegan.org.co: 201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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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콜롬비아의 축산업은 1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과 교역 비
중과 중요성이 커서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를 비롯하여 관련 공공
기관이 축산업과 낙농업에 중점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특히, 콜롬비아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안데스 고지대에 속한 수도 보고타와 꾼디나마르까 주를 중심으로
우유와 유제품 생산이 활발하여, 콜롬비아 정부를 비롯하여 EU, 네
덜란드 정부 등 여러 해외 공여국과 국제개발협력기관들이 콜롬비
아 낙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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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농업 수급 동향
2.1. 생산
○ (낙농제품 생산 비중) 콜롬비아 농축산업 생산에서 우유 및 유제품, 소
고기가 차지하는 생산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특히, 낙농제품 가운데서도 우유의 생산량은 약 645만 7,398톤에
달하여 농축산물 생산량 2위를 차지한다.
- 생산액 기준으로는 2013년 소고기(24억 2,539만 달러) 다음으로
우유 생산액이 총 20억 1,510만 달러에 달하여 농축산물 전체의
2위를 기록하였다(<표 8> 참조).
표 8. 주요 농축산물 생산량 및 생산액
단위: 톤(생산량), 천 달러(생산액), 2013년 기준

순위

품목

생산량

생산액
2,425,390

6,457,398

우유(액상)

2,015,102

플랜테인

3,306,740

닭고기

1,818,666

4

카사바

2,490,789

사탕수수

1,104,864

5

감자

2,129,319

커피

701,728

6

바나나

2,098,625

플랜테인

614,054

7

쌀

1,996,580

바나나

591,037

8

닭고기

1,276,788

달걀

542,812

9

팜유

1,040,835

쌀

411,156

10

생과일

976,464

팜유

373,702

11

소고기

897,835

돼지고기

340,819

12

토마토

683,538

생과일

309,102

사탕수수

2

우유(액상)

3

34,876,333

품목
소고기

1

자료: FAOSTAT(201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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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생산성 증가) 콜롬비아의 우유 및 유제품 생산은 품목을 불문하
고 꾸준히 증가추세다. 2008년 콜롬비아 우유생산성은 대략 젖소 한
마리당 하루 6리터가량으로 집계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역내국가인 멕
시코와 아르헨티나에 비하여서는 콜롬비아의 생산성이 낮으나 브라질
에 비하여서는 높다. 연간 우유 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과 2008년 사
이에 가장 높아 8.4%에까지 이르렀다. 이 수치는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 세계 주요 우유생산국의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Business Bridge 2015).

○ 생산성 증가율이 높음에도, 콜롬비아의 낙농업부문 생산성은 라틴아
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에 비해서는 생산성이
8배 낮으며, 유럽연합에 비하여 5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멕시코에
비하여 4배가량 낮다. 주된 원인은 높은 투자비용, 열악한 물류운
송 인프라, 공급사슬에 관여하는 수많은 중개상 등으로 분석된다
(FEDEGAN 2013).
- 더불어, 사료 저장과 가공을 위한 시설 장비가 부족하거나 낙후되어
있어 가축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우유의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 우유 생산성이 비교적 높은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도 사료 저장 및
가공 시설 현대화를 주요 낙농업 지원정책으로 전개하고 있다
(Gobernación de Cundinamarca 2016: 2).

○ (생산량)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다음으로 목축업 규모가 큰 나라이다. 세계 9위의 소고기 생산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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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 지역에서는 최대 생산국이다. 우유 및 유제품 생산만을 목적
으로 사육하는 소의 비율은 6%에 불과하고 59%가 육류 생산에 특화
된 소이다. 35%는 육류와 우유 생산을 겸하기 위하여 사육된다. 2013년
우유 및 유제품의 생산량은 645만 7천 톤, 소고기 생산량은 89만 8천
톤에 이르렀다(<표 9> 및 <그림 5> 참조).
표 9. 우유 및 유제품, 소고기 생산량(2001~2013년)
단위: 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우유 및
6,301,750 6,553,820 6,652,120 6,446,792 6,319,939 6,817,272 6,725,440 7,431,480 6,285,413 6,285,126 6,285,126 6,284,149 6,457,398
유제품
소고기

701,290

674,641

641,935

766,466

819,797

878,009

886,482

919,504

811,259

771,775

831,475

916,247

897,835

자료: FAOSTAT(2016. 10. 24.).

그림 6. 우유 및 유제품, 소고기 생산량(2001~2013년, 톤)

자료: FAOSTAT(2016. 10. 24.)를 토대로 작성.

- 콜롬비아 주(departamento)별 우유 생산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안티오키아 주가 17.2%, 꾼디나마르까 주 13.3%, 보야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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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꼬르도바 주 7.2%, 쎄사르 주 5.6%, 막달레나 주 4.9%로 나
타난다(DANE, 2014). 우유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주로 안데스 산
맥이 위치한 중부지역의 주들이다. 전체 우유 생산량 대비 각 주의
생산 비율은 아래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주(departamento)별 우유 생산 비율
순위

주명

비율(%)

1

안티오키아

17.2

2

꾼디나마르카

13.3

3

보야까

7.5

4

꼬르도바

7.2

5

쎄사르

5.6

6

막달레나

4.9

7

산탄데르

4.5

8

카께따

4.3

9

볼리바르

3.9

10

톨리마

3.4

11

수크레

3.3

12

나리뇨

2.5

13

아라우카

2.4

14

바예 델 까우까

2.2

15

우일라

2.2

16

라과히라

2.2

17

까우까

2.1

18

노르떼 데 산탄데르

1.7

19

깔다스

1.5

20

아틀란티코

1.2

자료: FEDEGAN(2016: 76).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콜롬비아 우유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에 있었으며 이 추세가 2010년 이후에도 지속되어, 2011년에 62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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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2013년에는 646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농축산업 관계자들
은 지속적인 우유 생산량 증가는 유전자 개량, 가축사료, 영양 프로그
램 등 국제적인 기술 도입에 힘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우유 생산액) 우유 생산액은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 2013년에 이르
기까지 14억 달러대에 머물렀다. 소고기 생산액 또한 큰 변동은 없었
으나 2000년대 초반 13억 7천만 달러에 비하여 2013년 17억 6천만 달
러를 기록하며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표 11> 및 <그림 6> 참조).
표 11. 우유 및 소고기 생산액(2001~2013년)
단위: 백만 달러(2004~2006년 기준 고정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우유

1,428 1,485 1,507 1,461 1,432 1,545 1,524 1,684 1,424 1,424 1,424 1,469 1,463

소고기 1,376 1,324 1,260 1,504 1,609 1,723 1,740 1,805 1,592 1,515 1,632 1,798 1,762

자료: FAOSTAT(2016. 10. 24.).

그림 7. 우유 및 소고기 생산액(2001~2013년, 백만 달러

자료: FAOSTAT(2016. 10. 24.)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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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생산자조직) 우유 생산자들은 품목수급이나 운송서비스 협상을
위한 생산자연합, 집유와 가공회사의 주문량 달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
는 생산협동조합, 그리고 유제품 생산과정에서의 협력을 위한 가공협
동조합 등의 조직을 결성하고 이에 참여한다. 상대적으로 가공협동조
합 형태는 다른 조직에 비하여 수가 적은 편이다. 콜롬비아에서 이러
한 생산자조직 자체가 보편화되거나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우유 생
산 하위의 세부부문은 특히나 조직화되지 않았거나 유가공산업 전체
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소규모 생산자들이 효
율적인 생산방법이나 협상력을 갖추기 어려우며 소득을 높이기도 힘
든 구조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낙농업 종사농가가 하나의 견실
한 경제적 이익집단으로 거듭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신선한 액상우유처럼 쉽게 상하는 상품을 운반하고 유통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 운송체계가 부족하며,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하여
종종 발생하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 또한 우유 생산의 변동성을
심화하는 요인이다.
○ (생산주기와 낙농가 생산 준비) 우유 생산은 건기와 우기 간 계절적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계절변동은 농축산용수 가용성이나 목초
지 상태를 결정짓기 때문에 가축사료의 질과 양에도 영향을 주고 궁극
적으로 우유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콜롬비아의 여름철에는 목초
의 질이 악화되면서 우유 생산량이 떨어진다. 반면, 겨울철에는 목초
에 싹이 나기 때문에 양질의 가용 사료가 많아지면서 우유의 생산량도
함께 증가한다. 한편, 강수량이 극심하게 많은 시기에는 가축질병 발
생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목초지에 진흙양이 많아지면서 사료량이
부족하여 결국 우유 생산량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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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의 우유생산자들은 이러한 계절적 변동성에 적절히 대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계절과 기후요인의 변동성으로 인한 생
산량 변화가 큼에도, 생산계획 수립, 풀베기, 가공, 보존 등의 작업
을 시기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풍작시기에 목초를 저장하여 흉작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저장하는 법 등 기초적인 농축산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거
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저장기술과 지식을 활용
하면 여름철에 흔히 나타나는 가축사료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혼합 사료 질을 개선할 수도 있어, 젖소의 건강과 생산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로써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 효과도 발
생한다.

○ (기후요인 대비 수자원관리체계) 소규모 낙농가에는 여름철의 기온과
강수량의 영향, 혹독한 겨울 추위 등의 기후요인으로 인한 피해에 대
비하거나 피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관개시설이 대부분 갖추어져
있지 않다. 관개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폭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수자원관리
체계는 관개시스템보다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 생산량 변화는 기후요인에 주로 기인하므로 국가 차원의 농축산
업 분야 기후변동성 영향 완화를 위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기후
피해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경우 국내소비자의 낙농제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며 유가공산업 전체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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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우유 생산 방식) 신선우유를 생산하는 지역은 콜롬비아 전
체 행정구역 32개 지역 중 22개에 달한다. 콜롬비아에는 크게 2가지의
우유 생산체계가 있는데 하나는 ‘특화(specialized)’방식이며 다른 하
나는 ‘겸용(dual)’방식이다. 특화방식은 우유만을 생산하는 것이며 겸
용방식은 우유를 생산하는 동시에 육류도 함께 생산하는 형태다(<표
12> 참조).
- 콜롬비아 국토를 고도에 따라 크게 열대고지대(해발 2,000m 이
상), 열대중부지대(해발 500~2,000m), 열대저지대(해발 500m 이
하)로 구분할 때, 고지대지역은 주로 우유 생산에 특화하고 중부
지대에서는 우유와 육류 생산을 겸하고 있으며 저지대에서는 육
류생산에 특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12. 겸용방식과 특화방식의 비교 분석(2014년)
겸용방식(dual)

특화방식(specialized)

가축 수

7,900,000

2,400,000

농장 수

174,211(35%)

29,865(6%)

젖소 생산성

하루 4리터

하루 15리터

연간 생산량

364만 리터

297만 리터

우유 품질

우유성분은 특화체계에
비해 양호하나 평균적으로
위생결함빈도 높음

겸용방식보다 우유성분은
덜 양호하나 위생상태 양호

리터당 평균 우유가격

0.28유로

0.31유로(통상 겸용방식
우유가격보다 5~10% 높음)

가축 100마리당
창출되는 일자리 수

5~6개

7~8개

자료: Business Bridge(2015).

○ 일반적으로 특화방식이 겸용방식보다 더욱 집약적이다. 보통 콜롬비
아의 고지대 등 추운 동시에 주요 도시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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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특화방식을 도입한다. 이 지역의 낙농업 농가들은 주로 순수유
용종(乳用種)이나 유럽 혈통의 유전자 비율이 높은 젖소를 이용하여
우유를 생산한다. 사료는 농축사료와 목초를 배합하여 쓰며 집유 주기
는 보통 하루에 한두 번가량이다.

○ 겸용방식은 콜롬비아 중부와 저지대에서 많이 도입된다. 겸용방식의
낙농시설은 주요 도심 시장과 거리가 멀고 가용자원과 인프라가 부족
한 소외된 농촌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우유와 육류 생산을 겸하
는 농가는 우유 생산에 특화한 유용종 소를 교배한, 열대지역 적응 종
을 주로 이용한다. ‘보스 인디쿠스,’ ‘보스 타우루스,’ ‘세부’라는 교배
종이 수적으로 가장 우세하며 상대적으로 품질 낮은 목초를 먹이로 주
기 때문에 우유 생산성과 이익에 한계가 있다.

○ 이러한 겸용방식의 특징은 농민들이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젖소품종의
능력에 따라 우유만을 생산하거나 육류만을 생산할 수 있으며, 또한
때에 따라 두 가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유 가격
이 높으면 젖소를 우유 생산에 이용하고 우유가격이 하락하면 육류
생산에 이용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기술자원과 자본에 한계가
있는 중소규모 농가에는 우유와 육류 생산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겸
용종 품종이 지닌 장점이 크다.

○ (지역별 및 생산유형별 우유 품질) 지역별로 우유의 성분과 품질에 차
이가 나는 것은 주로 젖소의 품종 차이에 기인한다. 카리브 해안 건조
지대에서 사육되는 가축은 자연적으로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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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생산한다. 이 품종은 카리브 해안 건조지역 기후조건에는 적응하
지만 중부와 남서부 우유 생산지나 안티오키아 커피 생산지의 기후조
건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이처럼 젖소 품종마다 우호적인 기후조건이
다르며 기후조건에 따라 생산되는 우유의 성분과 품질도 달라진다
(<표 13> 참조).
표 13. 우유 생산지역별 평균 우유품질
단위: %

2011

2012

2013

2014

중부, 안티오키아 커피생산지역, 남서부(특화방식)
지방

3.6

3.6

3.6

3.7

단백질

3.1

3.1

3.1

3.1

고형물

12.0

12.0

12.0

12.1

카리브해안 건조지대(겸용방식)
지방

3.8

3.8

3.8

3.7

단백질

3.4

3.3

3.3

3.3

고형물

12.6

12.5

12.5

12.5

국가 전체 평균
지방

3.7

3.7

3.7

3.7

단백질

3.1

3.1

3.1

3.1

고형물

12.2

12.2

12.2

12.2

자료: Agronet(http://www.agronet.gov.co: 2016. 10. 12.).

○ (목장의 크기) 콜롬비아의 목장은 수적으로는 많으나 규모가 작은 것
이 대다수이다. 게다가 이러한 소규모 목장들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위
치해있어 집약적 우유 생산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 소규모 농장의 수가 국가 전체 농장 수의 67%에 달하지만 소규모
농장에서 보유하는 젖소 수는 국가 전체 젖소 마릿수의 2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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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규모 낙농가의 생산성은 높지 않다. 소규모로 분류되는 농장
에서 생산하는 우유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23% 정도에 불과하다.

○ (우유 생산자가격) 콜롬비아의 우유 생산자가격은 2000년대 초반 톤
당 180~190달러 수준에 머물다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07년 309달러, 2008년 357달러를 기록하였다. 2010년 초
반에도 생산자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2012년 420달러의 정점을 기록
한 후 2014년에는 우유 1톤당 401달러에 거래되었다(<그림 7> 참조).
그림 7. 우유 생산자가격 변화 추이(2000~2014년, 톤당 달러)

자료: FAOSTAT(201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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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급체계
○ (운송 및 공급 방법) 콜롬비아에서는 생산된 신선우유를 집유소나 가
공회사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크게 3가지 운송방법을 이용한다(Business
Bridge 2015).
- 수조트럭(탱크로리): 대규모 가공회사들은 집유소나 농장에서 대규
모 및 중간규모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우유를 공급받아 이를 냉각 탱
크로리에 채워 운반한다.
- 트럭: 40~140리터의 용량을 가진 플라스틱이나 금속재질의 용기에
우유를 담아, 중소형 트럭으로 집유소나 영세 가공업자, 그리고 농
촌지역 소비자에게 배달한다. 트럭으로 운반되는 우유는 보통 냉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운반된다.
- 생산자 자가 운송수단 이용: 소규모 생산자는 오토바이나 말 등의
자신이 소유한 기초적인 운송수단을 활용하기도 한다. 커다란 항아
리나 플라스틱 병과 같은 규격화되지 않은 용기에 우유를 담아 운
반하기도 한다.

○ (집유소) 콜롬비아에서 가장 전형적인 집유소는 3가지 형태가 있다.
- 협동조합 집유소: 낙농업 선진국과는 대조적으로 우유생산협동조합
은 집유, 가공, 판매 등의 전 과정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Mojica et al. 2007).
- 가공회사 집유소: 가공회사의 집유소로 도착하는 신선우유는 공식
적 판매경로에 포함된다.
- 중간상인 집유소: ‘끄루데로(cruderos)’라고도 알려진 중간상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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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소나 농장에서 바로 집유하여 농촌지역 영세 우유생산자, 소규
모 식료품점, 소비자 등에게 비공식 경로로 우유를 판매한다. 대규
모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오지에서는 중간상인이 주요 판매
채널로서의 역할을 한다.

○ (우유 수매 편중현상) 공식적인 판매경로를 통하여 350여 개의 유가공
회사가 대규모 및 중간규모의 우유 생산농가로부터 신선우유를 공급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전체 우유량의 68%
를 단지 10개 대규모 기업이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이 악
화되는 경향이 있다.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어 우유 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규모 생산자, 심지어는 대규모 생산자들마저도 대규모 기
업과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결과적으로 대규
모 기업이 콜롬비아의 우유 수급을 조절하는 힘을 지닌다.
- 콜롬비아 낙농업(유업)은 크게 대규모(3.3%), 중간규모(2.2%), 소규
모(7.5%) 유업회사, 그리고 영세 경영체 및 낙농가(87.9%)와 같이
네 그룹으로 분류된다(Agrocadenas 2005). 영세 경영체가 대다수이
지만 소비자의 우유 구입은 대규모 유가공회사의 제품으로 심각하
게 편중되어 있다.

○ (품질평가기준 및 방법 표준화) 우유 생산자의 협상력이 약화되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독립적이고 표준화된 품질평가 실험 네트워크가 미
비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우유 품질평가는 우유를 구매하는 회사 측의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품질 평가방법과 기준이 표준화되
어 있지 않아 구매업체마다 실험의 정확도도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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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농업 가공 실태
3.1. 유가공
○ 콜롬비아는 중간가공 상태나 소비자가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의 식
품을 다량으로 수출하는 국가다. 이 중에는 소시지, 향료, 유제품, 아
침식사 대용 시리얼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이러한 농축산
식품군 가공 분야는 원재료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식품 가공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국
내기업들과 제휴를 맺어 식품 판매와 수출시장에 관여한다.

○ (우유제조 농가 및 업체) 최종소비자가 우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판매
전 여과, 살균, 분쇄, 균질, 냉각, 포장과정을 거치는 단계로, 유가공 및
정제공장도 이 가치사슬에 포함된다.

○ 콜롬비아 유가공산업은 최근 몇 년간 가공을 통하여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액을 증가시켜왔으나 아직 콜롬비아 산업 전반의 평균 생
산액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다. 기술 수준이나 상품
가공방식 또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량의 우유가 적절한 가공과정과 시설을 거치지 않으며 시중에 판매
되는 우유의 약 47%가 위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통방식으로 가
공된다(FEDEGA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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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회사의 분류) 유가공회사는 살균, 분쇄, 제품생산 등의 공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우유를 가공하는 양에 따라 가족단위 기업, 영세 유가
공업자, 소규모, 중간규모, 대규모 가공회사로 분류된다. 가공하는 우
유량에 따라 가족단위 기업, 영세 유가공업자, 소규모, 중간규모, 그리
고 콜롬비아 국내 낙농업 시장을 장악한 대규모 회사들이 있다.
- 영세 유가공업자들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농촌 우유생산지역
에 분포하며 치즈를 주로 생산한다.

3.2. 품질 및 안전성 관리
○ (위생 품질관리) 제품마다 위생 품질에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가축
관리와 우유 운송과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지에 있는
우유 생산지 중에서는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전기이용료가 매
우 비싼 지역이 많다. 각 생산농가나 협동조합 차원에서 목장이나 마
을 내에 착유기나 냉각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온도가 높
은 열대저지대 지역에서 집유한 후 적절한 냉각과정을 취하지 못하면
우유 품질과 위생상태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콜롬비아 정부가 정한 위
생기준에 미달하는 우유가 생산되는 이유 중 하나다. 한편, 특화방식
을 취하는 낙농업계보다 이중방식의 생산체계를 취하는 곳에서 위생
기준 미달 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잉여생산량을 판
매하지 못하고 폐기하게 되는 것도 미흡한 위생관리에 기인한다.
- 1990년대 콜롬비아에서 시장자유화가 실시된 이래로, 곡류, 감자,
옥수수 생산자들이 작물을 생산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게 하
락하여 주요 생산 품목을 우유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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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재배하던 토지는 우유를 생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우유 생산과정과 주기에 익숙하지 않은 작물재배농가가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도 제품의 위생 품질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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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농업 유통 및 소비 동향
4.1. 유통
○ (판매처 및 유통경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회경제적 계층과 도
시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우유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다.
- 영세 가공농장: 농촌지역 소비자들은 지역의 영세한 가공농장에
서 유제품을 직접 구매한다. 이러한 유통경로는 비공식으로 분류
된다.
- 주변 지역 소규모 식료품점(tiendas de barrio): 도시와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지역의 소규모 식료품점에서 우유와 유제품
을 구입하는 비중이 높다.
- 대규모 농업물자보급소를 포함한 도시지역 도매중간상
- 소매상(a la Sligro, Makro 등의 대형 슈퍼마켓 포함)
- 대규모, 중간규모 가공회사의 브랜드 매장
- 빈곤퇴치 프로그램 시행 기관(군대, 병원 등)

○ 낙농업 회사들은 도매중간상을 거쳐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소매상
에 직접 납품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콜롬비아의 유가공회사들이 소규
모의 지역상점들과 거래하였기 때문에 지역상점의 협상력이 컸으나,
현재는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대규모 소매 유통기업의 협상력이 가장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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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우유 및 유제품 시장의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시급하게 해결
할 과제는 인접국으로부터의 유제품 밀수입이다. 2013년 상반기에 베
네수엘라로부터 분유 96톤이 콜롬비아로 밀수되었으며 이는 45만 달
러에 상당하는 양이었다.
- 무역규정을 악용하여 유제품 밀반입이 발생하기도 한다. 무관세
적용이 가능한 양을 초과하여 분유를 수입하지만 초과수입량에
관세가 붙지 않은 채로 반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밀반입된 분유를 구입하여 수화(水化)한 후,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신선우유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콜롬비아 유업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

○ 낙농제품 판매과정에서 또 다른 주요 문제는 우유와 유제품 포장과 위
생검수, 제품생산 방식이 오래 전부터 개선되지 않고 정부 차원의 공
식적인 품질보증계획 또한 미비하여 유가공제품 판매에 결함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Gobernacion de Cundinamarca 2012).

4.2. 소비
○ (최종소비자의 소비양상) 우유 소비행태를 지역이나 계층별로 분류하
고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국립낙농업자문위원회의 ‘콜롬비아 낙농업
가치사슬 경쟁력 확보 회의’에 따르면, 주로 개인 구매력, 취향, 유행,
풍습, 생활양식, 광고, 그리고 시장상황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우유
와 유제품 소비 양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onsejo Nacional
Lacteo 2010). 소득수준과 지역 여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콜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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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제품 시장 소비자의 단일한 특성을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거주지
역과 소득에 따라 일정한 낙농제품 소비성향이 나타난다.
- 농촌지역 저소득층 인구는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우유와
지역 영세가공업자가 판매하는 수제 치즈를 많이 소비한다.
- 도시지역 저소득층 인구는 소규모 식품점에서 우유와 신선치즈를
많이 구매한다.
- 고소득, 중간소득 계층의 소비자들은 숙성 치즈, 요거트, 후식류를
포함한 유가공제품과 다양한 종류의 살균우유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한다.

○ (우유 소비 동향) 콜롬비아의 연평균 우유 섭취량은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 대략 절반 이상의 콜롬비아 인구가 매일 우유를 섭취하며 국내
평균 1인당 우유 소비량이 연간 140~145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다. 2013년 FEDEGA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상위계층
은 연간 179리터가량의 우유를 섭취하는 반면, 저소득층의 우유 소비
량은 평균 38리터에 불과하여(Londoño·Segura 2013: 38), 콜롬비아
우유 소비수요의 계층별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 저소득층 인구는 한 주에 1리터 미만의 우유를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
된다.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일부 지역에서도 살균우유 구매가 가
능하며 소비도 빈번하다.

콜롬비아낙농위원회(Consejo

Nacional

Lacteo: CNL)에 따르면,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우유, 살균우
유, 분유 등의 65% 이상을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인구가 소비하였다
(Londoño·Segura 201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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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콜롬비아 경제가 성장세에 접어들고 빈곤율이 점차 줄
어들어 1인당 우유 섭취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유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다. 1,400만 명에 달하는 30%의 콜롬비
아 저소득층 인구가 아직 우유를 자주 섭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 구매력이 향상되면 콜롬비아 우유 소비층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FAO와 유사한 기관과 협력프로젝트를 진행하
는 가공회사들은 우유와 유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을 진행 중이다.

○ (기타 유제품 소비) 살균우유 외에도 콜롬비아 낙농업회사들이 개발한
기타 유제품은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을 주로 겨냥한다. 저소득층 인
구가 치즈, 요거트, 후식 등을 소비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 ‘락토수에로(lactosuero)’는 콜롬비아 시장에서 최근 상품화된 유
제품으로, 우유와 유청을 혼합한 제품이다. 액체나 가루 형태로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유보다 영양가는 낮지만 우유에 비
하여 저렴하다. 특히 콜롬비아에서는 제품의 포장방식이나 타 상
품과 구별되는 제품 구성성분을 표시하는 방식에 대한 규칙이 제
정되어 있지 않다. 상품포장에 나타나는 것만으로 소비자들은 순
수우유를 구입하는지 또는 락토수에로를 구입하는지 정확하게 인
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치즈 소비) 치즈는 콜롬비아의 여러 지역에서 영세가공업자들의 방식
과 지역 특성과 전통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생산, 소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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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농업 수출입 동향
5.1. 수출
○ (수출품 구성) 2000년대부터 콜롬비아에서 수출하는 주요 유제품은
우유, 연유, 분유, 치즈, 유청 등이다(Centro Virtual de Negocios 2014).

○ (수출량 증감 동향) 2008년과 2012년 사이에 콜롬비아 낙농업 수출량
이 현격히 감소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베네수엘라와의 교역 감소였다.
대베네수엘라 유제품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량의 90%를 상회하였다.
- 2006년부터 베네수엘라와의 무역협정이 위기를 맞자, 농축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부문에서 전반적인 대베네수엘라 수출이
감소하였다. 베네수엘라가 콜롬비아의 경쟁국으로부터 값싼 유제
품을 수입하면서 콜롬비아의 대베네수엘라 수출량은 2009년 최
하를 기록하였다.
- 2011년 두 나라 간 무역협정이 새롭게 논의되고 2012년부터는 협
정이 이행되면서 그 해의 대베네수엘라 유제품 수출량이 증가하
는 동시에 전체 유제품 수출량도 증가하였다(<표 14> 및 <그림
8> 참조).

콜롬비아의 낙농업

41

표 14. 우유 및 유제품 수출량(2001~2013년)
단위: 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우유

792

938 1,544 2,893 3,432 6,866 5,098 13,621 9,706

109

170

104

77

유제품
34,125 31,630 36,891 28,290 31,017 29,071 18,658 30,868 15,398 4,356 1,563 1,200 7,146
전체

자료: FAOSTAT(2016. 10. 24.).

그림 8. 우유 및 유제품 수출량(2001~2013년, 톤)

자료: FAOSTAT(2016. 10. 24.)를 토대로 작성.

○ (수출액 동향) 2000년대 초반에 비하여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우유 수
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베네수엘라
수출량이 급감하면서 2010년에는 우유 수출액이 648만 달러, 낙농제
품 전체 수출액은 1,173만 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하였다. 2012년 이후
부터 대베네수엘라 수출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수출량이 점차 회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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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낙농제품 수출액도 다시 증가하여 2013년에는 3,613만 8천 달러
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2000년대 초반의 수출액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표 15> 및 <그림 9> 참조).
표 15. 우유 및 유제품 수출액(2001~2013년)
단위: 천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우유

345

379

572

1305 1,653 3,501 3,275 11,768 8,825

111

179

116

86

유제품 전체
77,752 54,116 55,294 55,551 62,545 57,030 56,422112,054 31,510 11,731 5,217 5,651 36,138
(달걀 포함)

자료: FAOSTAT(2016. 10. 24.).

그림 9. 우유 및 유제품 전체 수입액(2001~2013년, 천 달러)

자료: FAOSTAT(2016. 10. 24.)를 토대로 작성.

○ (수출 대상국) 콜롬비아는 역사적으로 낙농업 수출대상국 편중현상이
두드러졌다.
-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낙농제품 수출 대상국은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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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콰도르,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등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우유와 유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베네
수엘라(64%), 멕시코(13%), 미국(12%), 칠레(4%) 순이었다.
- 분유나 연유 등 소수 품목으로의 수출편중은 국제정세와 기타 요
인의 변화로 인한 타격을 입기 쉽기 때문에 수출 품목과 수출 대
상국의 다양화가 시급하다.

○ (FTA 체결국가) 콜롬비아가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
게 되면서 일정량의 유제품에 대하여 무관세 교역이 가능해졌다. 콜롬
비아는 2015년 초 칠레, 페루, 미국, EFTA 국가(노르웨이, 스위스, 아
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EU 등과의 FTA가 발효된 상태다.

○ (미국과의 FTA) 미국과 FTA를 시작한 이래로 대미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 1월에서 9월 사이 콜롬비아는 미국에 무
관세 적용 가능한 양의 2%만을 수출하는 데 그친 반면, 미국은 이미
무관세할당량의 42%를 콜롬비아로 수출하였다.

○ (EU와의 FTA) EU-콜롬비아 FTA는 2013년 8월부터 이행되었다. EU
는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무관세할당량의 0.5%에 해당하는
4,421톤의 치즈와 기타 유제품을 콜롬비아로 수출하였다. 반면에, 동
기간 콜롬비아는 무관세수출 할당량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연유나
요구르트 등의 낙농제품을 EU 국가로 수출하지 못하였다. 콜롬비아는
FTA 체결을 통하여 EU에 연유와 요구르트 각각 42톤을 무관세로 수
출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식물위생검역, 축산이력제 시행규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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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이 존재하여 콜롬비아 낙농업자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
- EU에 우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유에 항생제, 중금속, 병원균,
기타 오염물질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
지 콜롬비아에는 우유에 포함된 물질을 측정하고 밝혀낼 위생검
역체계가 미비하여 EU로의 낙농제품 수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
는다.

○ FTA를 최대한 활용하고 외부효과로 인하여 낙농제품 수출에 가해지
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낙농업 경쟁국가에 비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위생안전과 식량안보 상황을 결정짓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출대상국의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시급하다.

○ (대상국 및 품목 다양화) 분유나 연유 같은 소수 제품 수출 편중현상
은 국제정세와 경기변동 발생 시 국내 낙농업 시장에 타격을 줄 가능
성이 매우 높다. FTA를 체결한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시장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제품군을 개발하고 주요 수출 품목 인벤토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콜롬비아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멕시코, 칠레,
페루와 같은 전통적 수출 대상국가에 한정하여 유제품을 수출하기보
다는 중동국가, 북아프리카국가,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으
로 수출국을 점차 확대하거나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경기변동으
로 인한 수출위험을 다소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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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수입
○ 2011년 기준으로 콜롬비아가 주로 낙농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
(4%), 아르헨티나(37%), 칠레(30%), 우루과이(11%) 등이다. 스페인과
체코가 새롭게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하면서 2014년에는 각각 콜롬
비아 낙농제품 수입량의 5%, 2%를 차지하였다.
- 미국은 2012년에는 콜롬비아 낙농제품 전체 수입량의 14%, 2013년
에는 47%를 기록하며 콜롬비아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 (주요 수입 품목)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평균 수입 우유와 유제품
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지분유 45%, 탈지분유 19~20%, 액상우유
0~1%, 유청 35%, 치즈 1~2%가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

○ (수입량)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접어들면서 콜롬비아의 낙농제품 수
입량은 2배가량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콜롬비아와 미국 간의 FTA가
발효되기 시작하였으며 분유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면서 낙농제품 수입
량이 갑자기 증가하였다.
- 2001년에는 특히 분유와 유청을 중심으로 낙농제품 수입량이 약
2만 톤에 달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에 급감하였다가 2011~2012년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2013년에는 약 1만 5천 톤의 유제품을 수입
하였다(<표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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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우유 및 유제품 수입량(2001~2013년)
단위: 톤

2001

2004

2007

2010

0

0

전지연유

656

202

166

19

1

전지분유

15,987

0

285

150

2,005

탈지분유

3,884

0

0

100

4,314

유청

6,314

3,280

6,416

4,146

7,226

치즈

72

121

191

202

1,340

합계

20,599

3,603

7,058

4,978

14,887

액상우유

0

2013

361

1

자료: FAOSTAT(2016. 10. 24.).

○ (수입액) 낙농제품의 수입액 또한 수입량과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2000년대 초반에는 낙농제품 수입액이 6,325만 달러에 달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에 감소하여 2010년에는 1,137만 달러에 머무르다가
2011~2012년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수입액도 2013년 기준 5,725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표 17> 참조).
- 낙농제품 수입액 전체에서 우유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
는 추세이다.
표 17. 우유 및 유제품 수입액(2001~2013년)
단위: 천 달러

2001

2004

2007

2010

2013

우유

50,574

4,650

13,162

5721

36,032

유제품(우유 포함)

63,248

6,598

17,630

11,366

57,249

자료: FAOSTAT(201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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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낙농제품 수입업체와 각 수입업체의 주요 수입 품목, 각 업체가
수입하는 품목의 전체 수입량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아래 <표 18>에
제시되어 있다.
표 18. 주요 낙농제품 수입업체의 수입 품목 및 수입 비중
단위: %

주요 수입 품목

주 수입 품목 전체 중
해당 업체 수입 비중(2013년)

Rosmi

전지 및 저지방 분유

23

Nestle

저지방 분유

33

Algarra

저지방 분유

25

Gestion Cargo ZF

저지방 분유

20

전지분유

21

Donucol

유청

64

Ingredientesy Productos
Funcionales

유청

23

Alimentos Leyla

유청

18

Centurion Foods

치즈

생치즈 51

PJ Col

치즈

생치즈 11

Pricesmart

치즈

생치즈 11, 입자상 및 기타 치즈 23

Arcos Dorados Col

치즈

입자상 및 기타 치즈 38

Almacenes Exito

치즈

여러 종류의 치즈 74

Axionlog

치즈

여러 종류의 치즈 37

Premium Choice

치즈

여러 종류의 치즈 25

업체명

CI South Commerce Group

자료: Corporaci n Colombia Internacional (CCI)(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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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농업 정책 및 연구 동향
○ (낙농업 연구개발 현황) 콜롬비아 낙농업부문은 관련 기술과 지식을
창출하여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기적으로 낙농업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다양한 우유
생산지와 생산 공장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우유 생산농가,
낙농기업 직원, 기업경영자, 낙농산업 등 전체 가치사슬에 걸쳐 실용
화할 기술과 지식, 상품이 개발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중소 낙농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수요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로부터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과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 소규모 낙농업 종
사 농가의 생산량 증대와 소득향상에는 주력하고 있으나, 연구개
발 활성화를 통한 장기적인 낙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미
미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 장기적인 낙농업 발전을 위하여 동물보건 및 축산물 위생 품질 관
리를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유와 유제
품, 그리고 소고기의 불순물, 유해부산물, 금속 포함 여부를 감지
할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있지 있다. 축산물 공급 사슬을 따라 이
력제와 같은 생산 기록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연구결과 활용의 한계) 학계나 연구소가 창출하는 지식과 연구결과가
실제 낙농업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다. 대다수 낙농업 개발 프로젝트
는 낙농업 현장의 제약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획되고 이행되는
등 연구개발 관련 기관과 현장 간 시각차가 매우 크다.

콜롬비아의 낙농업

49

- 낙농업 생산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구 관련 기관이나
정부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인
식이 퍼져있다. 또한 각 이해관계자의 가치사슬 참여방식도 명확
히 드러나 있지 않아 낙농업 연구결과를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간극을 좁히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경쟁력 높은 국가와의 FTA 예상 피해) 유럽연합과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FTA) 협상을 체결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이행하게 되면
서 콜롬비아 낙농업계에는 새로운 기회와 함께 해결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중소규모의 우유 생산자들이 상대적으로 효율성과
경쟁력이 매우 높은 유럽 낙농업자들과 경쟁하게 되었다. 콜롬비아 생
산자들의 생산비용이 유럽 생산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생산
성과 효율성이 낮다.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생산자가 유럽연합의 까
다로운 위생검역과 축산이력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FTA 이행과정에서 콜롬비아 낙농업계가 피해를 줄이고 협정을
활용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 (낙농업 피해보전 정책) 콜롬비아 중소규모 낙농업자들이 입을 수 있
는 피해에 대비하여 콜롬비아 정부가 낙농업 경쟁력 발전을 위한 정
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CONPES 3675’라는 법안으로
낙농업 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다.
- (1) 기술 발전과 혁신적 생산 공정 도입을 통한 1차 생산 생산비용
절감, (2) 규모의 경제 실현과 생산, 가공, 판매과정의 협상력 제고
를 위한 생산지의 수직‧수평적 연계 및 통합 전략 추진, (3)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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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단지 조성과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4) 낙농업 가치사슬 전
체의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상품을 합당한 가격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 (5) 우유 및 유제품 생산 및 판매
에 관한 정보 가용성과 정부의 법적 통제와 관련하여 낙농업 부문
의 거버넌스와 기제도적 지원 강화 등이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이다.
- CONPES 정책은 생산, 수출, 수입 등의 세부부문에서 생산 요소
뿐만 아니라 위생 규제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낙농업의
환경적 영향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 낙농업부문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활동과의 연계를 위하여 콜롬
비아 낙농업 가치사슬 조직인 콜롬비아낙농협회(CNL)는 2010년 12월
에 협회의 낙농업 발전 전략을 수정, 보완하였다. ‘2010~2015년 CNL
낙농업 가치사슬 경쟁력 협정’이라 불리는 이 전략은 (1) 기술현대화,
(2) 가치사슬의 정형화, (3) 시장의 가격체계, 품질, 기능 개선 (4) 생산
클러스터 개발, (5) 소비 증진, (6) 국제 수출입시장 개발, (7) 제도 강
화라는 7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콜롬비아 낙농업계는 2013년경 낙농업부문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와
최근 서명한 FTA가 야기할 수 있는 피해에 관하여 정부가 대책을 수
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낙농업계 외에도 다양한 농업부문에서 공
통된 요구를 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농업
부문 활성화와 농촌개발을 위하여 10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기존에 발표된 ‘농업협정(Pacto Agrario)’은 다양한 농업부문 이
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하여 도출된 농촌개발 방식의 이니셔티
브, 활동, 프로그램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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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및 과제
□ 일반 및 농업현황과 정부의 농업부문 지원 배경
○ 콜롬비아는 정부군과 반군 간의 기나긴 무장충돌과 내전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까지 경제적 피해와 사회 불안정, 치안 불안 등의 사회적
피해를 입었다. 최근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콜롬비아 경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국내외에서 콜롬비아 산업의 도약에 거는 기대
가 크다. 여러 형태의 국가 간 협력 사업들이 콜롬비아 현지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세계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교역 증가 등 각종 우호적인 사회경제적 요건을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콜롬비아 정부의 대응도 발
빠르다. 산업을 육성하고 무역을 확대하여 세계무대로 나아가도록 정
부가 노력하는 가운데, 낙농업을 포함한 농업 전 부문은 정부가 국가
발전계획을 통하여 주력하여 지원하는 산업 중 하나이다. 낙농업의 생
산성이 높아지면서 농촌지역의 소득이 증가하고 농촌 빈곤율이 줄어
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측이다.
- 특히, 낙농업은 농업부문 고용의 14%를 차지하며 국가 전체의 고용
시장에서 3%를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는 농촌지역, 특히 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은 오지에 소규모
낙농업 생산자 분포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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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및 유제품 위생 개선
○ 낙농업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있
다. 먼저, 물류운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신선우유와 유제품을 위생
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낙농제품시장에서 제품의 진열기
한을 늘리고 잉여 생산량을 판매하여 추가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집유 후 적절한 살균과 냉각과정을 거치고 최종 판매처까지 제품이
상하지 않게끔 운반하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비공식적 거래
가 왕성한 이유 중 하나는 영세생산자들이 가공, 물류운송 인프라를
이용하여 생산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거나 공식시장까지 제품을 상하
지 않게 운반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 비공식 시장의 공식 시장 편입
○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상품 판매가 시장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또한 콜롬비아 낙농업이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
다. 영세 가공업자나 소규모 낙농가에서는 살균이나 냉각과정을 제대
로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식적인 판매경로에 통합되지 않고 지역 주
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우유나 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 영세가공업자와 소규모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비공식 시장이 크게 형
성되는 현상은 낙농업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비공식적으로 직
거래되는 제품의 위생 상태와 구성성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단기적인 악영향으로, 비공식시장의 제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농촌지역 저소득층 소비자의 보건과 영양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낙농업의 생산, 유통경로가 공식화되지 않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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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이 증대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위
험이 있다.

○ 기존 비공식 시장에서 생산, 가공, 거래되던 큰 비중의 축산물이 공식
적인 시장으로 편입될 경우, 각 유가공기업이 생산, 가공, 유통하는 상
품의 양이 많아지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비공식적
시장의 거래량이 공식적인 경로로 편입되면 더욱 정확하고 신뢰도 높
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우유 및 유제품 수급조절, 교역확대 지원
등의 낙농업 세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낙농업 농가 삶의 질 개선
○ 중소규모 낙농업 생산자와 가공업자의 삶의 질 개선도 콜롬비아 낙농
업부문의 해결과제로 손꼽힌다. 콜롬비아에서 가장 우세한 농업 경영
체 형태인 농촌지역 소규모 가족농가는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생산기
반과 사회 인프라, 교육, 보건 등의 사회적 서비스 수혜범위 바깥에 있
는 경우가 많다. 생산효율을 높이는 생산, 가공 인프라 등 산업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유 및 유제품 판매를 통한 소득을 증대하기가 쉽지
않다.

○ 소규모 낙농가는 축산물 판매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
가의 식량자급 상황도 좋지 않다. 2000년대 중반 경제위기로 인하여
빈곤층 가구의 일일 식품섭취량과 식사횟수가 줄어들기도 하였다. 특
히, 일일 단백질 섭취량이 기준권장량에 못 미치는 인구비율이 30%대
에 머물며 이 수치는 농촌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OECD 201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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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우유 생산지역의 지방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와 식
량안보 보장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규모 낙농가의 생활여건
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낙농업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지원
을 전개한다.
- 콜롬비아 전체의 영양실조나 식량부족 비율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의 다른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보다 높으며 라틴아
메리카 평균치보다 높다.

□ 교역증대와 국제 농축산물시장으로의 편입
○ 마지막으로, 콜롬비아 국내시장에 이미 해결과제가 산적해있지만 새
로운 시장 개척과 확대를 위하여 국제 낙농업시장에 대한 관심과 이
해를 넓혀갈 시기이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경제대국과의 FTA를 체
결하면서 수출입을 통한 낙농업 발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경쟁력
과 생산 효율이 높은 낙농 제품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소규모 낙농업
생산자와 가공업체들은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

○ 무역협정 체결국가의 위생검역조건과 수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FTA 협정으로 콜롬비아가 실익을 얻지 못하며 소규모 생산자들이 교
역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과 보건
위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
(SPS)에 관한 협정 기준을 적용하여 우유와 유제품 공급사슬 전체에
위생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교역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도
농축산물 교역개방 증대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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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콜롬비아의 수입규정이 불명확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
는 점을 시급히 개선하여 농축산물 반입 규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지해야 한다. 불명확한 수입 기준은 콜
롬비아 생산부문에 투자하거나 교역에 참여할 유인을 감소시켜, 장기
적으로는 농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낙농업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및 제품 혁신
○ 앞서 언급한 일련의 콜롬비아 낙농업계의 세부적인 해결과제는 생산
성 향상이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앞선 일련의
조치 외에,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비율을 늘려 정보, 지식, 기술 혁신
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을 낙농업 가치사슬 단계에 적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를 통한 기술혁신이 실제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운용규칙과 투자 지속성 확보방안 등을 담은
낙농업부문 투자계획을 상세히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정보와 기술 혁
신을 통하여 투입 대비 생산량을 늘리고, 점차 다양화되는 국내외의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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