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문위원 
∙ 편집자문위원장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마 상 진 연 구 위 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김 종 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학 균 연 구 위 원

서 울 대 학 교 임 정 빈 교 수

전 남 대 학 교 김 윤 형 교  수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김 수 석 선임연구위원

∙ 자문위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박 준 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경 필 선임연구위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허    덕 선임연구위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정 정 길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 경 택 연 구 위 원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017. 6.

제 202호

 03-2017-6



｢세계농업｣은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어 명 근 명예연구위원 myongeor@krei.re.kr TEL 061-820-2364 / FAX 061-820-2407

김승애  연 구 조 원  sakim0912@krei.re.kr   TEL 061-820-2055 / FAX 061-820-2407



CONTENTS
세계농업 2017. Vol.202

 2017년 세계농업전망01
ABARES 2017 농업전망
ABARES 2017 농업전망: 세계 및 호주 경제 전망 ······· 노수정 ❙   3
ABARES 2017 농업전망: 곡물‧유지작물‧설탕‧면화부문·· 민경찬 ❙  17  
ABARES 2017 농업전망: 원예부문 ································· 이수환 ❙  35  
ABARES 2017 농업전망: 축산부문 ································· 윤영석 ❙  47  
ABARES 2017 농업전망: 농가소득 ································· 김윤정 ❙  71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02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III
4차 산업혁명과 농업부문 해외 관련 기술 및 연구동향··· 이종원 ❙  99
4차 산업혁명과 우리 농업의 미래 ································ 김연중 ❙ 121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03
4차 산업혁명과 농업기술 III
세계 3D 식품 프린팅 기술 및 산업 동향과 미래 전망·· · · 박현진･김현우 ❙ 147

 국가별 농업자료04
세네갈
세네갈의 농업 현황 ····················································· ···· 최은지 ❙ 171

 국제기구 동향05
FAO
농식품 부문이 직면한 미래의 도전과제 ······················· 임송수 ❙ 197

 국제 농업 정보06  ························································· 233

 세계 농업 브리핑07  ························································· 249





PART01

ABARES 2017 농업전망

ABARES 농업전망 2017: 세계 및 호주 경제 전망 | 노수정

ABARES 농업전망 2017: 곡물‧유지작물‧설탕‧면화부문 | 민경찬 

ABARES 농업전망 2017: 원예부문 | 이수환 

ABARES 농업전망 2017: 축산부문 | 윤영석

ABARES 농업전망 2017: 농가소득 | 김윤정

2017년 세계농업전망





2017년 세계농업전망

세계농업 제202호 | 3

ABARES 2017 농업전망: 

세계 및 호주 경제 전망 *
노 수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세계 경제성장 전망1) 

1.1. 2017~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7년 3.3%에서 2018년 3.4%로 성장

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에는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3.1%를 기록했다. OECD 국가의 평균 GDP 성장률도 2016년 1.6%에서 2017년 

1.8%, 2018년 1.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非) OECD 국가의 GDP 성장률은 2017년 

4.4%, 2018년 4.6%로 전망된다. 세계 무역액은 2014년 말에서 2016년 말까지 이어진 유가 

하락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러시아연방, 남아메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된 비(非) OECD 수출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7년은 상품 가격 회복

으로 무역액이 증가함으로써 신흥 경제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OPEC 회원국 중 일부는 지난 2017년 석유 생산을 감축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유가 상승 압력이 예상된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 전망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단기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와 영국(브렉시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치적 변화가 세계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 (nosu303@krei.re.kr). 본고는 호주 농업‧수산업‧임업분야의 정책연구기관인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의 2017년 농업 전망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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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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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a는 ABARES 전망치.

  자료: ABARES; 국제통화기금.

그림 2.  세계 상품 교역 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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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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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9~2022년

  2019년 세계 경제는 신흥시장의 회복에 힘입어 약 3.5% 성장하고, 이 중 OECD 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1.8%로 전망된다. 2020~2022년 OECD 국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1.7%로 추정되며 강세를 보였던 유로존과 일본의 성장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성장 동력인 비(非) OECD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에 4.7%에서 2020~2022년

에는 4.6%로 둔화될 전망이다.

그림 3.  세계 지역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8

6

4

2

0

%

비(非)OECD          동유럽, 러시아연방,
  아시아 b               우크라이나

2016

2017a

2018a

2019-22a

OECD 라틴아메리카 세계

    주: a는 ABARES 전망치. b는 중국 포함. 

  자료: ABARES; 국제통화기금.

2. 호주 주요 교역국의 경제성장 전망

2.1. 중국의 경기둔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5년 6.9%에서 2016년 6.7%로 둔화되었고, 2017~2018년에는 

각각 6.4%, 6.2%로 낮아져 2022년까지 약 5.6%로 하락할 전망이다. 서비스부문은 

2016년에 7.8% 성장하였으나 광공업 생산은 정부의 단기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6.1% 성장하는데 그쳤다. 중국의 단기 경제성장의 위협요인은 주택시장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과 재정 부담 증가, 자본유출에 따른 시장변동성 등이다. 중기적으로는 중국의 

개혁 어젠다 이행과 높은 부채 비율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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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국 산업별 GDP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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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2. 미국의 노동시장 개선에 따른 경제 성장

  미국의 2016년 경제성장률은 1.6%로 추정되고 중기적으로 완만하게 성장세를 지속

하여 2021~2022년 경제성장률은 약 2%로 전망된다. 2016년 미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간소비 증가, 노동시장 여건 개선 등이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향상에 

따른 내구재 지출 증가폭이 컸다.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지수(The University of 

Michigan’s Index)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소비심리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실업률은 2016년 4.7%로 하락했는데 4/4분기에는 2007년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2016년 고용비용지수(임금상승률 측정)는 전년대비 2.2% 증가하여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국 달러 강세로 2016년 수출 성장은 저조했으나 실질 무

역액은 2015년 10.7%, 2016년 3.9%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2018년 미

국의 수출여건은 미국 달러 강세가 지속되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출 수요와 원유 

가격 하락으로 2016년 제조업 투자는 4.8% 감소한 반면, 광업 투자는 4% 증가했으며 

향후 원유가격 상승은 미국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노동시장 강세와 인플레이션 기대에 따라 2016년 12월 

공식금리를 0.5~0.75%로 인상시켰다. 또한 미국과 세계 경제 여건 개선에 따라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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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중기적인 통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는 재정 부양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실제 경제 

정책의 방향에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2.3. 일본의 완만한 경제 성장

  일본의 2016년 경제장률은 0.9%였으며 향후에는 2017년 0.6%, 2022년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6년 0.4%로 지속된 약세를 보였으나 2017~ 

2018년에는 정부의 민간소비 촉진 정책으로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실업률은 2016년 7월에 최근 21년 중 최저치인 3%대로 떨어졌다. 노동인구 참여

율도 부분적으로는 추가 복지수당을 포함한 정부 정책(어린이 보육 및 노인 요양 보조

금)으로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6년 수출액은 세계 수요 감소와 엔화 강세로 전년대비 7.4%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6년 11~12월 미국 대선과 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가 다소 하락하여 2017년 일본 

수출과 산업 등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제는 중기적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며 자동차, 컴퓨터 등 고부가가치 부품

을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하여 수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의 

2019년 소비세 인상 계획으로 2020년 이후 성장에 제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일본 분야별 GDP 성장 기여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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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일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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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非) OECD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 

  2016년 비(非) OECD 아시아 국가 경제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수출 수요 감소로 

완만한 성장을 하는데 그쳤다. 2016년 원자재 가격 개선과 미국 대선 이후 일부 비(非) 

OECD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수출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부채 상당 부분이 미국 달러로 표시되므로 통화가치 하락은 부채

관리 비용을 인상시켜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림 7.  아시아 국가 환율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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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2.5.1.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2016년 4.8%로 추정되고 2017년 4.9%, 2018년 5.0%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 동남아시아 경제는 국내 수요 증가와 

수출의 점진적인 회복에 따라 평균 성장률은 4.9% 수준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정부소비 및 수출 위축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에 힘입어 2016년 4.9%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2017~ 

2018년은 완화된 통화 정책과 예산 증액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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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인도

  인도 경제 성장률은 2016년 7.5%로 추정되며, 2017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도 정부는 부패와 범죄 방지를 위해 두 종류의 고액 지폐 사용을 중단하고 2016년 

말까지 합법적인 통화로 교환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지폐는 인도에서 유통되는 현금의 

86%를 차지할 만큼 많은 거래에 이용되므로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불편이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인도의 부패 척결과 사업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림 8.  비(非) OECD 아시아 국가 경제 성장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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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a는 ABARES 전망치.

  자료: ABARES.

3. 호주 경제 전망

  호주의 경제 성장률은 2015~2016년 2.7%에서 2016~2017년 가계 지출 및 순수출 성장률 

감소로 다소 둔화되나, 2017~2018년에는 2.8%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3/4분기 가계 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으며, 특히 내구재 소비 성장이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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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호주 GDP 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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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호주 통계청.

그림 10.  호주 가계소비 및 가처분소득 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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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호주 통계청.

  주거용 건축은 2017~2018년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나, 성장 기여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비광업 투자는 차입비용이 낮고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서서히 증가

하고 있으나 광업 투자 감소로 GDP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2016~2017년 농산물을 포함한 비광업 수출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하였다. 

2017~2018년 수출량은 낮은 호주 달러 가치와 액화천연가스, 철광석 등 천연자원 수출 

증가 및 아시아 국가의 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 교육, 제조업, 농업 분야 교역의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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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018~2019년과 2021~2022년 GDP 성장률은 3%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림 11.  호주 광업 및 비광업 수출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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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호주 통계청.

3.1. 소비자물가

  호주는 낮은 임금 성장과 소매 분야의 경쟁 촉진, 주택비용 완화 등의 결과로 인플

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으며 이는 2014년 말~2016년 초 국제 유가의 급락 등 세계 

경제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2016~2017년 인플레이션율은 1.5%에서 2017~2018년 

1.9%, 2018~2019년 2.5%로 전망된다. 

3.2. 금융

  환율은 2016~2017년 평균 0.75US달러/호주달러이고 교역 가중치1)는 64호주달러이며, 

2017~2018년 환율 평균 0.73US달러/호주달러, 교역 가중치는 62호주달러로 전망된다. 

향후 중기적으로 호주 달러는 평균 0.74US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 비율)은 2016년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4% 호전되었다. 석탄,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향후 호주의 교역조건을 향상

1) 교역가중치(Trade-weighted index)는 국가별 수출 및 수입 상품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통화 바스켓(주요 통화를 가중 평균한 

인위적인 국제 통화 단위)의 가중 평균을 나타내며, 이는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됨. 양자 환율이 

다른 경향을 보일 때 해당 국가 통화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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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 가격은 중국 등의 탄광 폐쇄로 인한 공급 차질로 생겨 

2016~2017년 여러 차례 상승하였다. 2017~2018년에는 일시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되는데 이는 세계 경제의 성장과 안정화로 호주의 교역 조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양호한 경제 상황과 금리 상승은 호주 달러 약세를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미국 금리 인상은 호주 달러 가치의 약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2.  호주 교역조건 및 환율 추이

140

120

100

80

60

index USc/A$

교역조건지수

2013~2014=100

교역가중치

(A$)May 1970=100

환률, USc/A$

(오른쪽 축)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140

120

100

80

60

자료: 호주 통계청, 호주 중앙은행.

표 1.  호주 거시경제 전망

구분 단위 14~15 15~16 16~17a 17~18a 18~19a 19~20a 20~21a 21~22a

경제성장률 % 2.4 2.7 2.0 2.8 3.0 3.0 3.0 3.0

인플레이션율 % 1.7 1.4 1.5 1.9 2.5 2.5 2.5 2.5

이자율 b % 연간 4.3 4.1 3.9 4.0 4.5 5.5 5.8 6.0

명목환율(US$/A$) US$ 0.84 0.73 0.75 0.73 0.74 0.74 0.74 0.74

교역가중치(A$) c 지수 67 62 64 62 63 63 63 63

  주: a는 ABARES 전망치. b는 미지불 신용에 대한 대기업 가중평균 변동금리. c는 1970년 5월=100 기준. 

자료: 호주 통계청, 호주 중앙은행.

3.3. 농수산물 수출 

  2017~2018년 호주 농산물 생산량은 2016~2017년보다 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2017년은 곡물 및 유지종자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해가 될 것으로 



2017년 세계농업전망

14 | 2017. 6.

예상된다. 평균계절조건을 가정할 때 농업 생산은 향후 서서히 증가하여 2016~2017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7~2018년 호주의 농산물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기간 농산물 수출 가격(호주달러 기준)은 양모, 유제품, 설탕, 와인, 양고기, 보리, 유채, 

랍스터 등은 상승하고 면화, 병아리콩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2021~2022년에 많은 종류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산물 수출의 

수익률도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2017~2018년 호주의 농산물 수출로 인한 수익(earnings)은 약 487억 달러로 2016~2017

년 477억 달러보다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3.1. 곡물

  호주의 2017~2018년 곡물 수출에 따른 수익(earnings)은 2016~2017년 268억 달러에서 

1.1% 감소한 26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6~2017년 양호한 기상여건

으로 밀과 보리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밀의 2017~2018년 수출 수익이 

전년보다 9% 감소하고 조곡류 11% 감소, 유채 6% 감소, 병아리콩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설탕 수출 수익은 전년대비 10% 증가하고 면화는 35%, 와인은 5%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3.2. 축산물

  축산물 수출로 인한 수익은 2017~2018년 222억 달러로 2016~2017년 209억 달러보다.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뉴질랜드와 EU의 생산량 감소로 세계 유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치즈와 탈지분유 수출액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호주의 양모 생산량 증가와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수출액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소고기와 송아지고

기의 2017~2018년 수출 수익이 전년보다 1% 증가하며, 유제품 11%, 양모 10% 증가, 

양고기(lamb)는 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3.3. 수산물

  수산물 수출은 2017~2018년 15억 달러로 전년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요 증가에 따라 랍스터와 참치의 수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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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호주 주요 농수산물 수출 전망

    주: f는 ABARES 전망치.

  자료: AB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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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전망기간 동안 달러의 강세는 미국의 밀 수출 경쟁력에 계

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세계 표준가격 하락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2017/18년 세계 밀 생산량은 재배 면적과 평균 수확량 감소로 2% 감소한 7억 3,5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밀 재배 면적은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의 고비용 생산자들은 매년 하락하는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배 면적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다른 주요 생산지역에서는 정부의 보조 정책과 달러 대비 환율 

강세 등의 이유로 밀 재배가 호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흑해, 인도 등 

신흥경제국가를 중심으로 평균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세계 생산량은 2021/22년 

까지 7억 6,000만 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림 1.  세계 밀 전망(20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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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2017).

  2017/18년 세계 밀 소비량은 7억 3,500만 톤으로 크게 증감하지 않을 것이다. 제분용 

밀 소비량 증가는 사료용 밀 소비량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보이며, 중기적으로 세계 

밀 소비량은 연간 약 1%씩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7억 6,2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 제분용 밀 소비량은 전체 밀 소비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향상과 식생활 변화에 

따라 1인당 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제분용 밀 소비량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7/18년 사료용 밀 소비량은 5% 감소한 1억 

4,5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사료용 밀 소비량은 가변성이 크지만, 주요 육류 및 유제품 

생산량 증가로 인해 중기적으로는(2021/22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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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8년 밀의 국제 거래량은 1억 6,500만 톤으로 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은 감소하겠지만 재고량을 포함한 수출 가능한 공급량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이다. 2016/17년 러시아 연방은 유럽연합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이 되었다. 이러한 강세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기반시설 투자와 생산량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기간 동안 세계 밀 재고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곡물 

보유 및 가격 지원 정책에 따라 2021/22년까지 중국이 세계 밀 재고량의 45%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소비 증가에 따라 재고-사용(stocks-to-use) 비율은 2012/22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수출국의 내수 소비량 및 수출량보다 재고량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재고-소진(stock-to-disappearance)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재고

-소진 비율은 수출 가능한 공급이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세계 다른 지역의 재고량을 

자국 내에서 소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1.2. 호주 밀 생산 및 수출 전망

  호주지역의 밀 생산량은 중기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7/ 

18년 호주의 밀 재배 면적은 1,280만 헥타르로 작년대비 1%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평균 계절 조건을 가정할 때 밀 생산량도 2016/17년 3,500만 톤에서 2017/18년 2,400만 톤

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2016/17년 예외적으로 양호한 계절 조건으로 인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예년 생산량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중기적으로도 밀 재배면적은 양과 같은 가축 생산지와 경쟁하면서 소폭 감소할 전망

이다. 하지만 밀은 농가의 주요한 회전 작물이며 계속해서 혼작에 이용되는 작물로써 

재배 효용이 높은 작물이다. 따라서 밀 생산량은 2021/22년 까지 2,500만 톤으로 완만하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평균 수확량의 증가가 재배 면적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7/18년 호주의 밀 수출량은 8% 감소한 2,100만 톤으로 전망된다. 호주산 밀에 대한 

수입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가격과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수입국의 자국 

내 밀 품질이 저하된 결과이다. 특히 2016년 하반기 호주는 대량의 밀을 인도에 수출

하였는데 인도의 수확이 시작되는 2017년 3월까지 이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 

한편 감소된 수출 물량과 국제 가격 약세의 결합으로 2017/18년 수출액는 59억 달러로 

1) 인도정부는 자국의 밀 품질 저하와 재고량 감소에 따라 2016년 9월 밀 수입 관세를 25%에서 10%로 낮췄으며 2016년 12월 밀 

수입 관세를 완전히 폐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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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동안 수출 물량은 약 1,700만 톤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에서 호주산 제분용 밀에 대한 수요는 계속

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주요 수출국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제 

가격의 하락이 실질적인 수출액 감소로 이어지면서 2021/22년 수출액은 44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그림 2.  호주 밀 수출량(2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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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2017). 

2. 잡곡(Coarse grains)

2.1. 세계 잡곡 생산 및 소비 전망

  2017/18년 세계 잡곡의 표준가격(US no. 2 yellow corn, fob Gulf)은 2016/17년의 평균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톤당 157달러로 전망된다. 또한 보리의 세계 표준가격(France feed 

barley, fob Rouen)은 1% 상승한 톤당 155달러로 예측된다. 이처럼 낮은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풍부하며 산업 용도의 잡곡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되는 생산량 증가로 세계 잡곡 재고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재배 면적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는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소화

의 평가 절하와 수출 규제 철폐로 옥수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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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침체는 향후 2021/22년 까지 산업용 옥수수 시장 성장률 감소에 영향을 줄 것

으로 보인다. 반면 전망기간 동안 개발도상국의 가축용 사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세계 잡곡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구 증가 및 개발도상국의 소득 증가는 

식용 잡곡의 수요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세계 잡곡의 재고량은 단기간 감소하겠

지만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18년 세계 잡곡 생산량은 미국, 중국 등의 재배 면적 감소로 인해 3% 감소한 12억 

8,000만 톤으로 예상되지만, 2021/22년에는 13억 7,000만 톤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세계 잡곡 전망(2006-2022)

생산량

소비량

표준가격(옥수수)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Mt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2016/17
$/t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08   /10    /12    /14    /16     /18f   /20z   /22z

자료: ABARES(2017).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7-18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5% 하락한 9억 9,200만 톤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3억 5,900만 톤으로 7% 감소하겠지만 이는 2017/18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평년 수준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재배

면적은 2% 감소한 440만 헥타르로 평균 생산량 또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은 이모작종인 사프리나(Safrinha) 종의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70%이상 증가했다. 이에 2017/18년 브라질의 총 옥수수 생산량은 1% 

증가한 8,65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년 연속 감소한 

2억 600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6년 3월 중국 정부의 옥수수 가격 지원 제도 철폐에 

따른 결과이다. 2021/22년까지 중기적인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11억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의 수확량 개선이 생산량 증가를 이끌 전망이며, 인구 

증가에 따른 식용 옥수수 및 사료용 옥수수 소비 증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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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8년 세계 보리 생산량은 3%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생산량 증가는 

호주와 캐나다 지역의 생산량 감소를 일정부분 상쇄할 전망이다. EU의 보리 생산량은 

2%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2016/17년 저조했던 수확량이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중기적으로 보리 재배 면적과 평균 수확량이 완만하게 증가하여 세계 

보리 생산량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아르헨티나 및 흑해 지역의 보리 생산이 해당 

정부의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와 세계

적인 맥주 소비량 증가가 보리 소비량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017/18년 세계 잡곡 소비량은 13억 톤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옥수수 소비는 산업용도의 옥수수 사용이 줄면서 1% 증가에 그칠 

것이다. 2017/18년 미국의 옥수수 소비는 소폭 감소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육류 소비 

증가와 맞물려 사료용 옥수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7/18년 중국의 옥수수 

소비량은 2억 2,100만 톤으로 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국 내 옥수수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 조치가 반영된 결과이다. 중기적인 세계 옥수수 소비는 

전망기간 말까지 매년 약 1%씩 증가하여 10억 4,6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세계 

축산업의 성장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17/18년 세계 보리 소비량은 1% 감소할 전망

이다. 중기적으로는 연간 1%씩 증가하여 2021/22년 1억 5,200만 톤이 소비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맥주 생산에 필요한 보리 맥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017/18년 세계 잡곡의 거래량은 1억 8,4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약 13% 감소한 4,900만 톤으로 예상되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옥수수 

그림 4.  세계 잡곡 재고량(20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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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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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량 증가로 인해 상쇄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세계 옥수수의 거래량은 증가할 것

으로 보이며 보리 또한 2021/22년까지 3,3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18년 세계 잡곡 재고량은 5% 감소한 2억 4,700만 톤으로 이는 세계적인 소비량 

증가를 반영한 결과이다. 옥수수 재고량은 중국, EU, 미국 등에서 주로 감소하여 총 2% 

감소한 2억 1,700만 톤으로 예상된다. 보리의 재고량은 20% 하락한 1,900만 톤으로 예상

된다. 중기적으로 잡곡에 대한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많을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3년

간 기초재고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2.2. 호주 잡곡 생산 및 수출 전망

  2017/18년 호주의 잡곡 재배 면적은 6% 감소한 520만 헥타르로 예상된다. 재배 면적

이 감소한 이유는 보리 가격의 하락으로 보리 재배지가 콩과 유지작물(oilseed) 재배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2017/18년 보리 생산량은 37% 감소한 850만 톤으로, 이는  

2016/17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평균 수확량으로 돌아간 수치이다. 2016/17년 

크게 감소한 수수(grain sorghum) 재배 면적은 2017/18년 에탄올 생산에 필요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남부 퀸즐랜드(southern Queensland)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

적으로 중국의 사료용 수수 수요는 약화되겠지만 바이주(baijui) 생산에 필요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2021/22년까지 호주의 잡곡 재배 면적은 570만 헥타르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리의 수확량은 연간 1% 상승할 것이다. 2021/22년 총 보리 생산량은 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수수 재배면적도 완만하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017/18년 호주의 전체 잡곡 수출량은 생산량 감소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 호주 보리가 세계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2016/17년 높은 보리 생산

량을 기록하면서 이어지는 보리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17년 수수의 

수출량은 약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수요 감소와 

더불어 수수 생산량이 39% 가량 줄어든 결과이다. 향후 축산업의 성장으로 사료 곡

물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2020/21년 중기에 걸쳐 호주의 잡곡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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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작물(Oilseeds)

3.1. 세계 유지작물 생산 및 소비 전망

  2017/18년 세계 유지작물의 표준가격(US no. 2 soybeans, fob Gulf)은 2% 하락한 톤당 

평균 382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공급 물량의 증가는 전 세계 대두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풍작이 예상되는 남아메리카 지역의 2017년 수확량 증가도 공급 물량 

중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세계 평지 표준가격(Europe rapeseed, fob Hamburg)은 2% 하락한 

톤당 418달러로 주요 수출입국 간 채유 원료 공급이 개선된 결과이다. 식물성 기름 

가격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팜유 수확량 개선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식물성 기름의 

실질 가격은 약간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

아메리카 지역의 지속적 재배 면적 확장과 수확량 증가는 향후 유지작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5.  세계 유지작물 표준가격(199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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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2017). 

  

  2017/18년 세계 유지작물 생산량은 목화씨 및 평지(rapeseed) 생산량 증가로 인해 소폭 

증가한 5억 5,5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평지 생산량은 EU의 계절 조건 개선을 

고려하여 3% 증가한 7,000만 톤으로 예측된다. 중기적으로 세계 유지작물 생산량은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남아메리카 지역의 대두 생산 면적 확대는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 평지 생산량은 2021/22년까지 매년 1%씩 증가하여 7,3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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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8년 압착 가공에 필요한 세계 유지작물 소비량은 2% 증가한 5억 5,600만 톤으로 

매우 많을 전망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지작물이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유지작물 

제품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축산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2017/18년 유지작물 가루(oilseed meal) 소비량이 3% 상승한 3억 2,600만 톤으로 

예상된다. 2017/18년 세계 식물성 기름 소비량은 2% 증가한 1억 9,000만 톤으로, 최근 성장

하고 있는 식용 및 산업용도의 수요 증가를 반영한다. 중기적으로 식물성 오일과 가루(meal)

에 대한 수요 증가는 압착 가공에 유리한 유지작물의 수요를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2021/22년 유지작물의 소비량은 연간 2%씩 증가하여 6억 800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바이오디젤과 식용을 위한 식물성 기름에 대한 수요도 중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 바이오 디젤 지원 정책이 만료되는 2018/20년 이후에는 식물성 오일보다 동물성 지방과 

재활용 기름 사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식물성 기름의 산업용도 소비량(2006-2022)

50

40

30

20

10

Mt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08     /10     /12     /14     /16   /18f    /20z   /22z

자료: ABARES(2017).

  2017/18년 세계 유지작물 수출은 주요 수출국의 풍부한 공급과 수입국의 수요 증가에 

따라 1억 5,800만 톤으로 소폭 증가할 것이다. 세계 평지 공급은 호주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1,400만 톤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유지작물의 거래는 남아메리카의 

대규모 공급과 수입업자들의 높은 수요에 의해 2021/22년에 1억 6,700만 톤으로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2017/18년 세계 유지작물의 재고량은 소비 성장을 반영하여 9,600만 톤

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평지 재고량은 570만 톤으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평균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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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호주 유지작물 생산 및 수출 전망

  2017/18년 호주의 평지 재배면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지 가격으로 인해 증가할 

전망이다. 밀과 보리와 달리 평지 가격은 2016년 3월 대비 상승하였다. 호주의 평지 재배 

면적은 가을철 강우 시기가 빨라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2017/18년 평지 생산량은 헥타르당 평균 1.3톤의 생산량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11% 감

소한 370만 톤으로 예상된다. 양떼의 증가가 중기적인 평지 재배 면적 감소를 야기할 것

으로 보이나, 완만한 수확량 향상을 고려할 때 2021/22년 생산량은 370만 톤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평지 오일 및 가루(meal)의 내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호주 전체 유지작물 가루(oilseed meal)의 생산량은 이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중기적으로 호주의 유지작물 수입은 연간 1%씩 상승하여 80만 8,000톤으로 

증가할 것이다. 

  2017/18년 호주 평지 수출은 7% 감소한 280만 톤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생산과 꾸준한 

국제 수요를 반영하여 중기적으로 약 280만 톤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평지 수출액은 6% 하락한 16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1/22년까지 평균 15억 달러를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년 평균보다 33% 이상 높은 수치이다.

4. 설탕(Sugar)

4.1. 세계 설탕 생산 및 소비 전망

  2017/18년 세계 원당(raw sugar)의 세계 표준가격은 전년대비 26% 상승한 파운드당 

21센트로 예상된다. 세계 설탕 표준가격은 파운드당 22센트 내외로 평균 5%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설탕 가격의 상승은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재고량과 재고-사용(stock-to-use) 비율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2021/22년 세계 설탕 가격은 평균 23센트로 증가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2019/20년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표준가격과 재고량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

지만, 세계 설탕 소비량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6/17년 세계 설탕 생산량은 2015/16년의 1억 7,300만 톤에서 400만 톤 증가한 1억 

7,7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호주, 브라질, 중국, EU, 미국 등의 사탕수수 재배면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017/18년 세계 설탕 생산량은 4% 이상 증가한 1억 8,310만 톤으로  

설탕 가격 호황에 따른 주요 재배국의 재배면적 증가에 기인한다. 중기적으로 세계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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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세계 설탕 전망(20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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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2017). 

생산량은 연간 평균 1.6% 증가하여 2021/22년 1억 9,800만 톤이 될 전망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2021/22년 브라질의 설탕 생산량은 2016/17년 대비 800만 톤 증

가한 4,800만 톤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에서는 에탄올보다는 설탕 가공에 사용되는 사

탕수수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해온 프로리노바

(Prorenova) 프로그램은 오래된 농원에 사탕수수를 재배하거나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브라질 정부는 처음 3년 동안 7억 7,830만 달러의 자금을 지

원하였다. 이 기간 동안 사탕수수 생산량은 8% 증가한 6억 6,700톤, 재배면적은 18% 

증가한 1,150만 헥타르로 상승하였다. 

  2021/22년 인도의 설탕 생산량은 2016/17년 대비 700만 톤 증가한 3,5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설탕 및 에탄올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사탕수수 재배면적의 증가, 

생산성 향상, 설탕 가공에 대한 사탕수수 비중 증가를 반영한다. 특히 인도의 사탕수

수 생산량은 몬순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중기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력 

생산, 관개댐 건설 등의 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밖에 태국, 중국, EU의 경우에도 정부의 자금 및 기술 지원 정책에 힘입어 사탕수수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설탕 가격 호황에 따라 설탕 가공에 사용되는 사탕

수수 비중이 늘어나면서 설탕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2021/22년 기준 예상 설탕 

생산량은 태국 1,600만 톤, 중국 1,400만 톤, EU 2,200만 톤으로 2016/17년 대비 약 

350~600만 톤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2016/17년 세계 설탕 소비량은 300만 톤 증가한 1억 8,400만 톤으로 예상되며, 개발

도상국의 식품 가공 및 음료 산업의 설탕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2017/18년에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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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소비량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체 가능한 고강도 감미료 

및 고과당 옥수수 시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설탕 가격으로 인해 설탕 소비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세계 설탕 소비량은 연평균 

2.3%씩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2억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라질, 인도, 인도

네시아, 러시아 등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17년 세계 설탕 수출량은 3% 증가한 6,000만 톤으로 예상되며 특히 호주, 브라질, 

멕시코 지역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2017/18년 세계 설탕 수출량은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7% 늘어난 6,4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도 세계 설탕 수출

량은 연평균 2%씩 성장하여 2021/22년에는 6,9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2016/17년 

세계 설탕 재고량은 10% 감소한 6,600만 톤으로, 재고-사용(stocks-to-use) 비율은 4% 감소한 

36%로 하락할 전망이다. 2017/18년에도 재고량은 6,5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중기적으로도 이어져 2021/22년 재고량은 6,300만 톤으로, 재고-사용 비율

은 32%까지 감소할 것이다.

그림 8.  세계 설탕 재고량(20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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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2017). 

4.2. 호주 설탕 생산 및 수출 전망

  예상되는 세계 설탕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여 호주지역 사탕수수 재배농가의 수익은 

2016/17년 20% 증가한 사탕수수 1톤당 평균 52달러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도 세계 설탕 

가격의 상승은 이어질 전망이므로 2017/18년 재배농가의 수입은 4% 상승한 평균 54달러, 

2021/22년에는 평균 56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16/17년 호주 설탕 생산량은 

2015/16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510만 톤으로 예상되며, 평균 수확량은 계절적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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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2015/16년에 비해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7/18년 호주 설탕 생산량은 수확 

지역 확대로 인해 1% 상승한 520만 톤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사탕수수 재배 면적은 

평균 1%씩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42만 헥타르를 기록할 전망이며 사탕수수 생산량은 

3,8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21/22년 호주 설탕 생산량은 평균 

2.1% 증가한 약 56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2016/17년 호주의 설탕 수출량은 약 9% 성장한 430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7/18년

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출액은 설탕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16/17년에는 41% 

증가한 26억 달러, 2017/18년에는 10% 증가한 28억 달러로 예측된다. 중기적으로도 설탕 

생산량 증가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의 강한 수요에 힘입어 2021/22년 호주의 설탕 

수출량은 470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2021/22년 호주 설탕 수출액은 30억 달러로, 

2016/17년 전망치보다 18%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호주 설탕 전망(20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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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2017). 

5. 면화(Cotton)

5.1. 세계 면화 생산 및 소비 전망

  2016/17년 세계 면화 표준가격(Cotlook ‘A’ index)은 파운드당 평균 78센트로 전년 대비 

11%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5/16년 세계 면화 생산량이 19% 감소한데 따른 공급량 

감소를 반영한다. 2016/17년 말까지 세계 면화 재고량은 6% 감소한 1,970만 톤으로 예상

되며, 2017/18년 면화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운드당 면화 가격은 

3% 상승한 80센트까지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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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적으로 세계 면화 가격은 2018/19년 파운드당 76센트로 하락하였다가 2021/22년  

평균 80센트로 상승할 전망이다. 2017/18년 생산량이 8%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있을 전망이지만 중기적인 세계 면화 소비 성장률이 향후 생산량을 계속해서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세계 면화 소비 증가는 비 OECD 의류 생산국의 지속적인 원면 수요 

확대와 세계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폴리에스테르 가격의 인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016/17년 세계 면화 생산량은 전 세계 면화 재배면적이 4%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8% 증가한 2,3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주요 면화 생산 국가의 계절 조건이 개선되면서 

세계 린트(lint) 수확량이 13% 증가할 전망으로, 특히 호주,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미국 

등지에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7/18년 세계 면화 생산량은 2,470만 톤

으로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면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인해 재배면적이 증가

할 전망이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주요 생산국에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세계 면화 생산량은 연간 약 2%씩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2,8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인 세계 면화 재배면적은 연평균 1.2%씩 증가하여 

2021/22년 3,500만 헥타르에 달할 전망이다.

세계 최대 면화 생산국인 인도는 수확량과 품질이 향상되어 중기적으로 생산량이 증

가할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해충 방제 프로그램을 통해 면화 생산을 장려하고, 몬순 

기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관개 및 전기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기계 사용 등의 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

그림 10.  세계 면화 전망(20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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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제202호 | 31

이고 있다. 반면 세계 두 번째 면화 생산국인 중국은 정부의 보조금 삭감, 생산비용 상승, 

다른 작물로의 대체 등에 의해 생산량이 중기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16/17년 세계 원면(raw cotton) 소비량은 합성 섬유와의 경쟁으로 인해 소폭 증가한  

2,40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2015년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원유 가격으로 인해 

합성 섬유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이유다. 면화 소비는 방글라데시, 중국, 터키, 베트남에서 

증가하고, 인도, 파키스탄, 미국 등지에서는 감소할 전망이다. 2017/18년 세계 면화 소비

량은 7% 증가한 2,610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쟁 섬유 가격 상승과 비 OECD 국가의 

원면 수요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소비는 모든 주요 면화 

소비국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세계 면화 소비량은 평균 2.4%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2,87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비 OECD 의류 생산 

국가의 원면 수요가 강화되면서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의 섬유 산업은 

유럽, 미국, 일본, 호주의 의류 및 직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급속도록 강화될 것이다. 

또한 월드뱅크에서 2022년 원유 가격을 배럴당 약 102달러로 예측하고 있어 합성섬유 

가격은 중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1/22년 면화는 이전 2014/15, 

2016/17년 사이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큰 면화 소비국인 중국의 면화 소비량 증가 속도는 면사 및 직물 수입 

증가와 의류 수출 둔화로 인해 더디어질 것이다. 국제 섬유 시장에서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인접한 저비용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2016/17년 세계 면화 수출은 1% 증가한 780만 톤으로 예상되며, 미국과 호주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면화 수입은 주로 방글라데시에서 증가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에서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7/18년 원면수출은 6% 증가한 820만 톤

으로 예상되며, 미국, 인도, 호주 등의 수출 물량 증가와 방글라데시, 터키, 베트남 등의 

강력한 수요가 맞물리면서 증가할 것이다. 중기적으로 이 추세는 계속 유지되어 

2021/22년 세계 면화 수출량은 연평균 1.6% 증가한 920만 톤으로 예상된다.

  2016/17년 면화 재고량은 7% 하락한 1,970만 톤으로 예상되며, 상당부분의 재고량 

감소가 중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중국의 면화 재고량은 17% 

감소한 1,050만 톤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재고량은 9% 증

가한 92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7/18년 면화 재고량은 7% 감소한 1,830만 

톤으로, 면화 재고-사용(stocks to use) 비율은 70%로 감소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도 

면화 재고량 감소가 계속되어 2021/22년 약 1,600만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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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세계 면화 재고량(20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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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2017).

5.2. 호주 면화 생산 및 수출 전망

  2016/17년 호주 면화 재배농가의 수익률은 7% 증가한 린트 한 꾸러미(bale) 당 590

달러로 예상되며, 2017/18년 재배농가의 수익은 평균 597달러로 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단기적인 수익 증가는 세계 면화 가격 상승에 의한 것이다. 중기적으로도 

면화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재배농가의 수익률은 2021/22년 592달러로 예상된다.

  2016/17년 호주 면화 생산량은 64% 증가한 100만 톤으로, 면화 재배면적은 2배 이상 

증가한 55만 7,400헥타르로 늘어날 전망이다. 호주의 면화 재배가 증가하게 된 요인

으로 관개 시설 개선, 높은 토양 함수량, 수익률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같은 기간 관개 

가능한 습식 재배지역은 34만 8,000헥타르로 66% 증가하였고, 건식 재배지역은 20만 

9,000헥타르로 248%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더 낮은 수확률을 보이는 건식 재배지 증가는 

헥타르당 평균 린트 수확량을 1.85톤으로 21% 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17/18년 호주의 면화 생산량은 9% 증가한 110만 톤으로며, 면화 재배면적은 2%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2021/22년 호주 면화 생산량은 연간 평균 1%씩 증가하여 100만 톤을 

유지할 전망이며 이는 2015/16년 이후 10년 평균치인 63만 6,000톤에 비해 매우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호주의 헥타르당 린트 수확량은 약 2톤으로 중기적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는 현재 유전적으로 개량된 면화 품종이 전체 호주 면화 재배의 98%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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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면화 수출량은 2016/17년에는 44% 증가한 77만 4,000톤이 될 것으로 생산량 

향상과 고품질 호주산 면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이다. 2016/17년 호주 면화 수출

액은 약 20억 달러로 전년대비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18년 수출량은 37%

까지 증가하여 110만 톤, 수출액은 27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호주 면화 수출 강세는 

중기적으로도 지속되어 2021/22년에는 약 100만 톤을 수출하어 24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호주 면화 전망(20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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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RES 2017 농업전망: 

원예부문 * 
 1)이 수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2017년 호주 원예부문(Horticulture) 수급 전망 

  호주의 원예 생산액은 유통연도를 기준으로 2015/16년에는 9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에도 점차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약 100억 달러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와인용 포도를 제외한 과일, 견과류, 채소류 등 신선 원예 작물의 수요 증가와 자유

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인하 등으로 원예 수출 여건이 점차 호전되어 중장기 관점에서 

원예 생산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종묘장, 화훼, 잔디 생산액은 2021/22년

까지 약 13억 달러에 달하여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원예 부문의 단기 생산량 전망은 특히 관개된(Irrigated) 원예 품목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6년에는 전역에서 이례 없이 많은 봄비가 내려 저수지 수위

(Water storage levels)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 남동부 머레이강

(Murray river)과 달링강(Darling river) 주변 분지의 저수지 용량이 2017년 1월 말 기준으로 

79%를 나타내어 작년 동기간의 37%에 비해 매우 높았다. 한편, 2016년 11월 이후 머레이

(Murray)와 무럼비지(Murrumbidgee)지역의 저수지 평균 보안용수 할당량(Security water 

allocations)은 100%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 (suhwan8352@krei.re.kr). 본고는 호주 농업･수산업･임업분야의 정책연구기관인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의 2017년 농업전망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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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호주의 원예 분야 생산액 동향(2002/03년~20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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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f 는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의 전망치이고, z 는 호주농업자원경제국 추정치임.

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2. 원예 수출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호주의 2015/16년 원예 부문 수출액은 27억 달러였으며, 2021/22년에는 33억 달러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일본,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호주산 원예 품목의 

수출 관세율은 점차 인하되고, 이로 인해 호주 원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점차 향상

되기 때문이다. 호주—중국 FTA는 2015년 12월에 발효되었고, FTA 발효 후 약 1년 동안의 

對 중국 원예 수출액은 FTA 발효 전보다 약 68%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 12월에 발효된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도 발효 된지 2년 만에 한국으로의 원예 수출액이 약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호주산 원예 품목의 중장기 수출 전망은 ① FTA 이행에 따른 수출 

관세율 인하(또는 철폐), ② 새롭고 향상된 원예 기술시장의 접근, ③ 호주 달러 약세 

등으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원예부문 수입은 원예 가공식품의 수요 증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예

부문 수입의 약 78%를 차지하는 가공과일과 가공채소는 2015/16년에 약 18억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호주 달러의 약세 등으로 향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신선 과일과 채소류 교역 동향은 과일과 채소 생산이 많은 시기(계절)에는 공급 

초과가 발생하여 수출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 외 시기에는 주로 신선 과일･채소를 수입

하여 소비한다. 신선 농산물 수요는 1년 내내 지속되고, 신선 과일･채소가 출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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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이외 기간에는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없어 수입품으로 대체하기 때문

이다.

3. 과일 및 견과류 수급 전망

  호주의 2016/17년 과일1)과 견과류 생산액은 전년대비 2% 증가한 37억 달러로 전망

되며, 2021/22년에는 3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생산액 증가 전망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과일과 견과류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수출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수출 관세율 인하 효과는 

호주의 과일과 견과류 수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2.  호주의 생식용 포도(table grape) 수출 동향(2010/11년~2015/16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1     /12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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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

베트남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중국

2016/17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3.1. 과일 

  과일 수출액은 2016/17년에 12억 달러에서 2021/22년에는 15억 달러로 약 25%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달러의 약세, 중국･일본･한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관세 

감축 등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기회 요소들이 점차 개선되어 과일 수출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과일 생산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16년 과일 

수출액은 11억 달러로 최근 5년 동안 5억 달러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0/01년부터 

2009/10년까지 약 10년 동안 수출액이 감소한 것과 비교되는 성과이다.

1) 과일 생산액은 와인용 포도를 제외한 생산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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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2015/16년에 1억 9,000만 달러의 과일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과거 20년 동안 

최대 수출국이었던 홍콩(1억 7,300만 달러)을 제치고 최대 과일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중국

으로의 과일 수출액은 2014/15년에 전체 과일 수출액의 9%를 차지하였지만, 2015/16년

에는 1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도 호주의 

주요 과일 수출 대상국이다.

  호주는 2015/16년에 생식용 포도(Table grape)를 가장 많이 수출하였으며, 그다음은 

오렌지, 만다린(감귤류), 체리 순이다. 생식용 포도는 2015/16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였다.

  2013/14년 신선 포도의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은 베트남이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2015년부터 호주산 신선 포도에 대해 생물안전성 규제(Biosecurity restrictions)를 취함으

로써 호주산 신선 포도 수입을 일시 금지 하였다. 베트남의 호주산 신선 포도 수입 

금지 조치는 2015년 7월에 해제되었고, 그 후 호주산 신선 포도 수입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일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4년부터 생식용 포도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호주의 과일 수입액은 2015/16년 13억 달러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 과일 수출액보다 약 

2억 달러 이상 수입하였다. 호주의 과일 수입은 주로 과일 통조림이나 냉동 과일 등 가공 

과일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호주 내 가공 과일 생산 비용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신선 과일 수출액은 2015/16년 9억 8,800만 달러로 2010/11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

하였으며, 이는 신선 과일 수입액을 5억 2,000만 달러 초과한 수치이다. 2015/16년 호주의 

주요 신선 과일 수입 품목은 신선 포도(6,600만 달러), 아보카도(6,400만 달러), 키위(5,000만 

달러) 등 계절적 교역 거래가 포함된다. 2015/16년 가공 식품 수입액의 3분의 2는 가공 

과일 수입이 차지하였으며, 주로 뉴질랜드, 미국, 중국에서 수입한다.

3.1.1. 감귤류(Citrus)

  호주의 오렌지 생산량은 2012/13년과 2014/15년에 작황 부진에 따른 단위 면적당 

수확량 감소로 평년보다 6만 2,000톤 감소한 33만 8,000톤이었다. 최근 오렌지 주스에 

사용되는 농축물의 수익성 저하로 주스에 주로 사용되는 발렌시아(Valencia) 오렌지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네이블(Navel) 오렌지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오렌지 과수원에서도 발렌시아 오렌지 나무 대신 네이블 오렌지 나무로 바뀌고 

있어 향후 네이블 오렌지 생산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0/11년 이후 

오렌지 나무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기 전망에서도 오렌지 나무 수는 더 이상 



세계농업 제202호 | 39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16/17년에는 최근 식재한 오렌지 나무의 단수 

증가로 오렌지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오렌지 나무 수가 감소함에 따라 

오렌지 생산량은 2021/22년까지 약 31만 5,000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호주의 만다린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 식재한 만다린 나무에서 과실이 맺기 

시작하면서 2008/09년부터 2014/15년까지 연 평균 2%씩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만다린은 

2014/15년에 10만 1,000톤이 생산되었으며, 2021/22년까지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여 약 

1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2017/18년에 약 22만 톤의 감귤류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5/16년 

수출량과 비교하면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수출 증가 요인은 호주산 

수출용 감귤의 품질 향상과 아시아 국가의 호주산 감귤에 대한 수요 증가로 판단된다. 

한편, 2015/16년에는 일본, 홍콩, 중국 등으로 가장 많은 감귤을 수출하였으며, 아시아 

국가의 호주산 감귤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호주산 감귤류 관세 인하로 

호주산 감귤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주요 호주산 오렌지 수입국의 관세 인하 스케줄(2014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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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a 는 4월과 9월 사이의 계절관세이고, b 는 6월과 11월 사이의 계절관세임.

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3.1.2. 사과(Apple)

  사과 생산량은 2004/05년부터 2014/15년까지는 연차별로 다소 변동성을 나타냈지만, 

약 30만 톤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21/22년까지는 현재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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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6년 호주의 사과 수출량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총 4,700톤에 이르며, 

수출액은 약 1,200만 달러에 달하였다. 특히 사과 수출 증가분의 50%는 태국과 영국이 

차지하였으며, 그 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호주의 사과 수입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2015/16년에는 619톤을 수입하여 

전년도 사과 수입량인 751톤에 비해 감소하였다.

3.1.3. 바나나

  호주는 2016/17년에 약 37만 톤의 바나나를 생산하여 2015/16년 추정한 결과치보다 

약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기상 조건이 양호하여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인구 수 증가에 따른 바나나 수요 증가 등으로 

2021/22년까지 바나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바나나 생산량 단기 

및 중기 전망은 병충해 및 기상 이변에 대한 위험 등으로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파나마병(Panama disease)과 TR4(Tropical race 4)는 매우 위험한 전염병으로서 바나나 

나무를 시들게 하고 과일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균류 포자 (Fungus spores)는 

수년 동안 토양에서 생존 할 수 있어 박멸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질병들은 2015년 

3월에 호주 털리(Tully) 바나나 농장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호주 정부는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검역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바나나 생산량 감소

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들의 발병은 중기적 전망으로 볼 때 

바나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호주에서 생산되는 바나나는 주로 내수용으로 사용되며, 극히 일부만 수출한다. 수입산 

신선 바나나는 여전히 생물학적인 안전 위험이 존재하여 호주 정부에서는 수입을 허용

하지 않는 상태이다.

3.1.4. 체리(cherries)

  호주의 체리 수출은 2010/11년 1,500만 달러에서 2016/17년에는 7,5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호주와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은 같은 시기에 체리를 생산하고 있어 체리 

수출 경쟁국에 속한다. 하지만, 항공료 운임이 점차 낮아지면서 호주의 체리 수출업체

들은 남미의 체리 수출업체들에 비해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추게 되었다.

  2015/16년 태즈메이니아산 체리(Tasmanian cherries)가 병해충이 없는 상태로 생산되어 

다른 주에서 재배되는 체리보다 약 80% 정도의 프리미엄이 적용되어 거래되었다. 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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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니아산 체리의 가격은 약 17.42달러/kg로 호주 내 평균 가격인 9.57달러/kg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과 한국은 현재 과일 초파리 위험으로 인해 

호주 본토에서 생산되는 체리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일부 체리 수입국들도 

초파리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재배되고, 온도를 기반으로 세척된 체리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과일 초파리 흔적을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은 

근절 비용을 줄이고 호주 본토에서 여러 시장으로의 수출 용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과일 초파리 제거 기술과 아시아 국가의 

체리 수요 증가는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호주산 체리의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및 그 외 지역의 체리 수출 동향(1999/2000년-2015/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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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3.2. 견과류 

  호주의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마카다미아의 생산량은 2010/11년부터 2014/15년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아몬드 생산량은 83% 증가하여 6만 3,000톤이며, 마카다

미아 생산량은 38% 증가하여 4만 톤이다. 2000년대 후반에 식재한 견과류 나무가 성숙

하여 열매를 맺을 때 까지 견과류 생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16년 견과류 수출액은 최근 5년 동안 약 4배 이상 증가하여 9억 4,500만 달러

이다. 또한, 2016/17년 견과류 수출은 전년 보다 감소하여 7억 6,000만 달러로 전망되며, 

이 수치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견과류 수출액이다. 한편,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캘리

포니아의 가뭄으로 인해 견과류 생산 및 수출에 일정 부분 제한 요소로 작용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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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호주 견과류 수출 동향(2005/06년-2021/22년)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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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달러

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올해부터는 미국과 견과류 수출 경쟁이 본격 재개 될 예정이다. 호주의 견과류 수출은 

2021/22년까지 약 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중기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3.2.1. 아몬드

  2006년과 2007년에 아몬드나무를 대규모로 식재하여 최근 5년 동안 아몬드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5/16년에는 약 8만 톤의 아몬드(탈각 기준)가 생산되었으며, 단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1/22년까지 9만 톤 이상의 아몬드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아몬드산업은 수출 지향적이며, 2015/16년 아몬드 생산량의 약 3분의 2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였다. 호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몬드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다. 하지만 

2015/16년 호주의 아몬드 수출량은 미국 아몬드 수출량의 10% 미만인 약 5만 5,000톤에 

불과하였다. 인도와 스페인은 2015/16년에 호주의 아몬드 최대 수출시장이 되었다.

  2014년 중반부터 2015년 중반 사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호주의 아몬드 가격은 60% 이상 상승하였다. 만약 캘리포니아의 물 부족이 해결되어 생

산량을 회복할 경우, 호주의 아몬드 가격은 중기적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아몬드 수출은 세계 아몬드 소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1/22년까지 

약 6만 5,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연합(EU)은 아몬드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경제 공동체로서 2005/06년부터 호주의 

아몬드 수출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15년 11월 호주 정부와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호주산 아몬드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미국산 아몬드와 마찬가지로 낮은 상태이므로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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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호주 아몬드 수출 동향(2005/06년-2015/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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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체결로 아몬드 수입 관세율을 낮추거나 철폐하는 것이 미국산 아몬드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3.2.2. 마카다미아

  호주의 마카다미아 생산량은 2003/04년부터 2013/14년까지 약 10년 간 3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후 마카다미아 나무를 더 많이 식재하여 2014/15년에는 4만 톤으로 증가

하였고, 향후에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중국의 호주산 마카다미아 수입 관세 인하 스케줄(2014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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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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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마카다미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다. 2015/16년에는 중국으로 

5,500만 달러를 수출하여 중국이 호주의 가장 큰 마카다미아 수출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호주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호주산 마카다미아의 수출 관세율은 기준 관세율 

24%에서 2019년에 완전 철폐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마카다미아 

수입 관세율을 종전 24%에서 19%로 인하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중국에서 호주산 

마카다미아에 적용하는 수입 관세율은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2017년 현재 

9.6% 수준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아 중국 시장에서 호주산 마카다미아는 경쟁적 

우위를 가질 것을 전망된다.

4. 채소

  호주의 2015/16년 채소 생산액은 약 37억 달러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수출 수요의 

확대로 채소 생산액은 더욱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4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된다.

  2015/16년 채소 수출액은 감자, 당근, 아스파라거스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보다 16% 

증가한 3억 4,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체결한 FTA로 주요 채소 

수출시장의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해 졌으며, 수출 관세율 인하는 호주의 채소 수출 증가

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16/17년 채소 수출액 전망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3억 8,500만 달러로 예상하며, 수출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약 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  호주 채소류 생산액 동향(2002/03년~20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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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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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6년 채소 수출액의 약 70%는 당근, 감자, 아스파라거스, 양파 등 신선 채소위주

이며, 주요 채소 수출대상국은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일본, 말레이시아 등이다. 

2015/16년에 2억 3,000만 달러의 신선 채소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호주의 신선 채소 

수입액의 약 2배 수준이다.

  호주의 2015/16년 신선 채소 수입액은 전년보다 약 9% 증가한 8,500만 달러를 기록

하였다. 호주의  주요 신선 채소 수입 품목은 마늘, 버섯과 계절 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아스파라거스 등이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과 멕시코 등이다. 호주의 가공 채소 

수입은 대부분이 가공 감자와 기타 가공식품 형태이며, 2015/16년에는 가공 채소가 10억 

달러 수입되어 전년대비 9% 증가하였다.

4.1. 감자

  호주의 감자 생산량은 최근 15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4/15년에 약 120만 톤

이었다. 감자 생산량 감소는 감자 가공업체의 호주산 감자에 대한 수요 감소 때문이

다. 2014/15년에는 가공 감자의 약 절반 정도만 호주에서 생산된 감자를 사용하였다. 또

한, 가공 감자 생산에 필요한 감자의 수입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공용 감

자의 생산량은 2021/22년에 약 110만 톤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감자 가공 산업은 

지속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감자 가격2)은 2016년 9월 중순부터 2017년 1월 중순 사이에 약 두 배 이상 상승하였

으며, 이러한 가격 상승세는 향후 1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호주의 감자 주산지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 호주의 

그림 9.  호주 감자 가격 지수 동향(2014년 1월~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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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2) 감자 가격은 세척감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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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메이니아 북서부 지역과, 2016년 10월 SA리버랜드와 머레이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와 

국지적 홍수는 감자 생산량 감소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호주 정부는 생물안전성 위험(Biosecurity risks)을 이유로 신선 감자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산량 감소 부분을 수입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한다. 그리고 감자 공급량 감소는 단기적으로 감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하지만, 감자 생산량은 작황 회복으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감자 가격도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4.2. 브뤼셀 스프라우트(Brussels sprouts)

  호주의 브뤼셀 스프라우트 수출은 2014/15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브뤼셀 스프라우트

의 수출단가는 아시아 국가의 수요 증가와 호주 달러 약세 등으로 최근 10년 동안 약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또한, 최근 FTA 체결로 인한 수출 관세율 인하는 호주의 브뤼셀 

스프라우트의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호주 FTA가 2014년 12월에 

발효 된 이후 호주산 브뤼셀 스프라우트에 적용되던 수입 관세율은 WTO 기준 관세율 

27%에서 2017년 11.5%까지 하락하였다. 한국은 호주의 브뤼셀 스프라우트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호주산 브뤼셀 스프라우트의 수입 관세율이 완전 

철폐될 예정이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은 호주의 중요한부뤼셀 스프라우트 수출시장

으로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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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RES 2017 농업전망:

축산부문 *
윤 영 석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

1.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전망

1.1. 가격 전망

  2016/17년 호주의 소 산지경매가격(saleyard price)1)은 kg당 540센트로 2015/16년 대비 

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평년 대비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 도축용 소 공급이 

제한된 결과이다. 평년수준의 계절조건을 가정하면, 2017/18년에는 사육 규모를 회복

하기 위해 특히 입식용 소에 대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호주의 주요 쇠고기 수출시장의 쇠고기 가격 하락으로 암소와 비육우의 생산자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2017/18년 소 산지경매가격은 2016/17년과 동일한 

kg당 540센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2021/22년 소 가격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2016/17년 

달러 기준으로 평가한 실질가격은 kg당 465센트로 하락할 전망이다. 동 기간 동안 도축용 

소 공급은 사육 규모 확대를 위한 국가의 정책이 반영되어 차츰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 (jnu7213@gmail.com). 본고는 호주 농업‧수산업‧임업분야의 정책연구기관인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의 2017년 농업 전망을 바탕으로 작성됨.

1) 산지경매가격은 지역별로 개설된 경매시장에서 생축이 거래되는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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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산 전망

  2016/17년 호주의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생산량은 도체중(carcase weight) 기준 200만 

톤으로 2015/16년 230만 톤 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쇠고기 생산 

전망 감소분은 도축두수 감소(750만 마리, 전년대비 15% 감소)가 도체중 증가(전년대비 

3% 증가)로 인해 일정 부분 상쇄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평년수준의 계절조건을 가정하면, 2017/18년 성우 및 송아지의 도축두수는 사육 규모 

회복을 위한 농가들의 노력으로 공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략 750만 

마리로 전망된다. 한편, 암소와 암송아지 도축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상대적

으로  평균도체중(average slaughter weights)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7/18년 호주의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생산량은 2016/17년 대비 소폭 증가한 210만 

톤으로 전망된다. 

  2021/22년에는 도축두수가 향후 5년 간 증가추세를 지속하여 2016/17년 전망치보다 

17% 증가한 880만 두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 기간 동안 평균도체중은 암소와 

암송아지 출하물량 증가로 감소되어 도축 증가분 일부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1/22년 호주산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생산량은 2017/18년 이후 연간 대략 3%씩 

증가하여 2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호주의 성우와 송아지 평균 도체중 변화(2007/08년 ~ 20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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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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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출 전망

1.3.1.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수출

  2016/17년 호주의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수출액은 71억 달러로 2015/16년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수출량도 선적중량(shipped weight) 기준 98.5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도축 및 쇠고기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출 공급 제한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6/17년 대(對) 미 수출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일본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의 점유율은 26%로 성장할 것

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쇠고기 생산 확대는 호주산 쇠고기 수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 고조로 인해 수출 수익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어, 평균 수출

단가를 동 기간 동안 하락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1/22년 호주의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수출액은 약 71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호주의 쇠고기 주요수출국별 수출량(2007/08년 ~ 2021/22년)

2007/08    2009/10    2011/12    2013/14    2015/16    2017/18f    2019/20z     2021/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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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가. 일본

  2016/17년 호주의 對 일본 쇠고기 수출량은 2015/16년 대비 3% 감소한 26만 톤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 쇠고기는 일본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선･

냉장 쇠고기 부문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이 2013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연령 제한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2016/17년 상반기에 일본의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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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쇠고기 수입량은 전체 쇠고기 수입의 47%를 차지하여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일본의 쇠고기 수입은 자국의 쇠고기 생산량 감소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호주산 쇠고기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미국산 쇠고기와의 경쟁 심화로 더욱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18년 일본에 대한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은 2016/17년 

대비 2% 감소한 25.5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 물량은 2021/22년까지 약 24만 톤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나. 미국

  2016/17년 호주의 對 미 쇠고기 수출량은 선적중량 기준 19.5만 톤으로 2015/16년 대비 

4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18년에는 추가적으로 2.6% 감소하여 19만 톤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수입 가공 쇠고기에 대한 수요 감소가 반영된 결과이다. 

  중기적으로 호주의 대(對) 미국 쇠고기 수출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21~22년에 

이르러 21만 톤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미국의 수요는 미국 내의 쇠고기 가공품의 공급 증가로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망 기간 내 호주산 쇠고기의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은 브라질2)을 비롯한 다른 

수출 국가들의 수출이 증가하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한국

  2016/17년 호주의 對 한국 쇠고기 수출량은 2015/16년 대비 4.5% 증가한 19.8만 톤

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국의 소득 증대로 인한 수입 쇠고기 수요의 증가를 반영한 결과

이다. 동 기간 한국의 쇠고기 수입은 전년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주의 쇠고기 수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7/18년에는 

20.6만 톤, 2021/22년에는 23.2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기적으로 한국의 소득 

호조 전망에 따른 쇠고기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한국 내 쇠고기 생산의 지속적 감소가 

수입량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중국

  2016/17년 호주의 對 중국 쇠고기 수출량은 9.9만 톤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 2016년 7월 브라질 제품의 질병과 관련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철회된 이후 미국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은 2016년 9월에 

재개되었음.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규모는 수입초기에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값싼 평균 수입단가로 인해 성장세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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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호주의 수출 가능한 쇠고기 물량이 제한적이고 남아메리카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브라질과 우루과이와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2016/17년 상반기에 

중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중 브라질산과 우루과이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28% 증가

하였다. 동 기간 호주산 쇠고기의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5.40달러로 브라질산 쇠고기의 

평균 수입단가인 4.45달러/kg를 21% 상회하였으며, 우루과이산(3.24달러/kg)보다는 

66%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적으로 호주의 쇠고기 수출 공급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18년 중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량은 10만 톤으로 증가하고 2021/22년에는 대략 12.6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동 기간 호주산 쇠고기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남미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2. 생우 수출

  2016/17년 호주산 비육용 소와 도축용 소의 수출은 91.5만 마리로 2015/16년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기간 동안 마리 당 평균 수출단가는 1,230달러로 전년

대비 7%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6/17년 호주산 비육용 소와 도축용 소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2% 하락한 1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호주산 생우 수출액 중 절반 이상을 수입하여 호주산 소의 최대 수입 시장으로서 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호주의 생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7/18년에는 95만 

마리, 2021/22년에는 105만 마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인도

네시아는 높은 수준의 소득 증대로 상대적으로 견고한 수입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호주산 

생우 수출의 주요 시장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호주산 생우 수출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과 중국과 

같은 새로운 대체 시장으로의 생우 수출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수입규제 하에 호주 남부산 생우만을 제한적으로 수입하고 있어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생우 수입 원천인 호주 북부산과는 직접적으로 경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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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호주의 생우 수출량 및 평균 수출단가(2008/09년 ~ 20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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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표 1.  쇠고기와 송아지에 대한 전망

구분 단위 2014/15 2015/16s 2016/17f 2017/18f 2018/19z 2019/20z 2020/21z 2021/22z

산지가격 a 호주 센트/kg

 -명목 호주 센트/kg 364 505 540 540 536 531 527 523 

 -실질 b 백만 두 375 513 540 530 513 496 480 465 

사육두수 cd 백만 두 27 26 27 27 28 28 29.0 29 

 -육우 c 천두 25 23 24.0 25 25 26 26 27 

도축두수 킬로톤 10,103 8,796 7,450 7,525 7,750 8,000 8,300 8,750 

생산 e kg 2,662 2,344 2,033 2,091 2,156 2,181 2,216 2,296 

1인당소비 킬로톤 28 25 23 25 26 26 26 25 

수출량 g 킬로톤 1,376 1,196 985 1,000 1,010 1,025 1,045 1,095 

 -중국 킬로톤 129 129 99 100 101 108 115 126 

 -일본 킬로톤 294 265 260 255 250 248 243 240 

 -한국 킬로톤 165 189 198 206 213 220 227 232 

 -미국 킬로톤 470 336 195 190 195 200 205 210 

수출액

 -명목 호주 백만 달러 9,040 8,495 7,100 7,195 7,295 7,435 7,610 8,005 

 -실질 b 호주 백만 달러 9,298 8,619 7,100 7,061 6,984 6,945 6,935 7,117 

생우 수출 천두 1,295 1,114 915 950 1,015 1,025 1,033 1,050 

 -명목 호주 백만 달러 1,163 1,280 1,124 1,167 1,237 1,239 1,239 1,249 

 -실질 b 호주 백만 달러 1,197 1,299 1,124 1,145 1,184 1,157 1,129 1,111 

  주: a 지육중량. b 2016/17년 호주달러 기준. c 6월 30일 기준. d 젖소 포함. e 도체중량. f ABARES 전망치. g 선적중량(냉장, 

냉동육 포함). s ABARES 추정치(estimate). z ABARES 추정치(projection).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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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고기와 양모 전망

2.1. 가격 전망

2.1.1. 새끼 양 가격

  2016/17년 호주의 새끼 양 가격은 kg당 평균 585센트로 2015/16년 대비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도축 감소 및 강력한 재입식 수요 등이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18년 새끼 양 가격은 전년대비 3% 올라 평균 600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도축이 소폭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평년수준의 계절조건을 가정

하면, 지속적인 양 사육 규모 확대를 위한 농가의 재입식 수요 유지는 새끼양의 산지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동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수요 증가와 호주 달러 약세도 새끼 양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새끼 양 가격은 2017/18년 이후로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겠지만, 새끼 양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2018/19년을 기점으로 차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22년에는 kg당 507센트 (2016/17년 달러 기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호주의 새끼 양 도축두수 및 산지가격(2002/03년 ~ 20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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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양 가격

  2016/17년 호주의 양 가격은 kg당 380센트로 2015/16년 대비 20% 오를 것으로 전망

되며, 이러한 전망은 사육 규모 회복을 위한 농가들의 노력으로 재입식 수요와 가임 

암양 보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7/18년 양 가격은 전년대비 4% 상승

한 kg당 395센트를 기록 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가임 양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년수준의 계절조건을 가정할 때, 출하두수 감소 경향과 

확고한 재입식 수요를 근거로 한다. 

  2017/18년 이후 양 가격은 사육두수와 출하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22년에는 kg당 329센트(2016/17년 달러 기준) 수준으로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호주의 양 도축두수 및 산지가격(2002/03년 ~ 20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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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2.1.3. 양모 가격 전망

  2016/17년 호주의 EMI(Eastern Market Indicator) 양모 가격은 kg당 1,360센트로 2015/16년 

대비 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제한된 공급에 대응한 고급 모직물에 대한 가공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016년에는 평년수준 보다 우수한 계절조건

으로 양 영양 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양모 섬유가 두껍고 뻣뻣하며 평년보다 약간 더 

넓은 양모가 생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질 좋은 양모 비율이 경미하게 감소하여 평균

적인 질의 양모 가격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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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8년 양모 가격은 수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6% 오른 kg당 640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같은 주요 양모 소비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중국의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여 호주산 양모, 특히 고급 양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기적으로 2021/22년 EMI는 kg당 1,262센트 (2016/17년 달러 기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호주의 주간 EDM(Eastern Market Indicator) 양모가격(2012년 7월 ~ 2017년 1월)

EMI

EMI(미국달러)

거래량

1,500

1,200

900

600

300

센트/kg 천 베일

50

40

30

20

10

  Jul    Jan    Jul    Jan    Jun    Jan    Jun    Jan    Jun    Jan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2.2. 생산 전망

2.2.1. 새끼 양고기(lamb) 생산

  2016/17년 새끼 양 도축두수는 양 사육 규모 회복을 위한 목축업자들의 노력으로 

2015/16년 대비 3.2% 감소한 2,20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끼 양고기 생산량

은 평균 도체중 증가가 도축 감소분을 부분적으로 상쇄하여 전년대비 2.5% 감소한 

50.3만 톤으로 예상된다. 2017/18년은 계절조건이 평년수준으로 유지되고 사육 규모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가정할 때, 전년대비 1% 증가한 2,260만 마리의 새끼 양이 도축

되어 50.7만 톤의 새끼 양고기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기적으로 새끼 양 도축두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21/22년에 2,530만 마리에 이르고, 이에 따라 새끼 양고기 생산

량은 56.9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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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양고기(mutton) 생산

  2016/17년 1년 이상 된 양 도축 두수는 650만 마리로 2015/16년 대비 20%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되며, 이는 번식을 위해 암양을 유지하고 도축을 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양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15.8만 톤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가적인 양 사육 규모 회복 노력으로 도축두수는 2017/18년까지 650만 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양고기 생산량은 도체중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 15.6만 톤으로 

미미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양 도축은 생산자가 가임 암양 보유를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도축두수는 차츰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71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양고기 생산량은 17.1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3. 양모 생산

  2016/17년 호주의 양모 생산량은 34.1만 톤으로 2015/16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상반기에 계절조건이 평년수준 보다 크게 개선되어 양 사육두수와 양털의 

평균무게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림 7.  호주의 양모 생산량과 가격(1997/98년 ~ 20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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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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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8년 양모 생산량은 전년대비 4% 증가한 35.3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양모 가격으로 주로 양모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거세 숫양 사육두수의 대폭적인 

증가가 생산량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7/18년에는 평년수준

의 계절조건으로 양털의 평균무게가 전년대비 0.5% 감소하여 양모 생산량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22년 양모생산량은 39.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3. 수출 전망

2.3.1. 새끼 양고기(lamb) 수출

  2016/17년 호주의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새끼 양 도축 및 생산량 감소로 2015/16년 대비 

3% 줄어든 25.3톤(선적중량 기준)으로 전망된다. 수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고기 수출 

실적은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2% 증가한 18억 달러로 예상된다. 2017/18년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양고기 생산량 증가로 전년대비 0.5% 증가한 25.5만 톤이 예상되며, 수출

액은 18억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 살펴보면, 새끼 양 수출은 새끼 양 도축과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촉진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1/22년 호주는 28.9만 톤의 새끼 양고기를 수출하여 18억 

달러(2016/17년 달러 기준) 상당의 수출액(export proceeds)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호주의 새끼 양고기 주요수출국별 수출량(2002/03년 ~ 20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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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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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미국은 물량 및 금액 모든 측면에서 호주의 최대 새끼 양고기 수출시장이다. 미국에 

대한 호주의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2010/11년 이후 5년 동안 급격히 성장하여 2015/16년 

6.3만 톤을 기록하였다. 2016/17년 상반기 미국으로의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미국 경제

의 약세와 수출 공급 물량 감소로 전년대비 12% 하락한 2.7만 톤을 기록하였다. 하반기 

수출은 미약하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2016/17년 연간 수출량은 전년대비 8% 감소한 

5.8만 톤으로 예상되며, 수출액은 전년대비 6% 하락한 5억 8,000만 달러로 예측된다. 

  중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호주의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2021/22년에는 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호주 자국 내의 수출 공급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나. 중동

  중동(서남아시아)은 호주의 주요 양고기 수출시장으로 성장해왔다. 이는 지난 10년간 

소득 증가, 중산층 확대 및 이민자 증가로 양고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6/17년 호주의 對 중동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이 지역 일부 국가의 소득 감소와 

수출 공급 물량 감소로 2015/16년 대비 2% 감소한 2.6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7년/18년 

양고기 수출량은 수출 수요와 수출 공급 물량 증가로 전년대비 5% 증가한 6.9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기적으로 중동으로의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이 지역 경제의 성장세와 수출 공급 

물량 증가를 반영하여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22년에는 7.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 중국

  중국은 인구 증가, 소득 및 소비자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호주의 주요 양고기 수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으며, 중국시장 내에서 호주산 양고기는 시장수요가 확대되어 뉴질

랜드 산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산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2016/17년 

4.4만 톤(전년대비 3% 상승)에서 2017/18년에는 4.5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결과는 세계 최대의 새끼 양고기 수출국인 뉴질랜드의 수출 공급 물량 

감소3)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최근 뉴질랜드는 건조기후가 지속되어 암양 사육두수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끼 양고기 수출량도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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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적으로 중국의 양고기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호주의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2021/22년에 5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뉴질랜드와의 경쟁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의 양 고기 수출국이자 세계 양고기 시장에서 호주의 경쟁국

이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비교하여 주요 시장인 중국과 EU시장에 대한 뚜렷한 장점이 

있고 환율 조건 또한 유리하다. 

  EU시장에서 두 나라 간 양고기 수출 조건을 비교해 보면, 무관세 쿼터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뉴질랜드는 EU에서 228,254톤의 무관세 수입 쿼터를 적용받고 있지만, 

호주는 19,186톤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중국 시장에서는 뉴질랜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양고기 수출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주산은 중국과 호주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2023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지만, 2017년 현재는 8~15.3%의 관세를 부여 받고 있다.

  뉴질랜드는 주요 양고기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조건 상 비교우위에도 불구하고, 양고기 

생산과 수출 실적은 지난 10년 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Beef + Lamb New Zealand의 전망에 

따르면, 2016/17년 뉴질랜드의 총 새끼 양 도축두수는 18.35만 마리로 2015/16년 대비 

2.7%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뉴질랜드의 새끼 양고기 생산량과 수출량은 

북섬에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남섬을 중심으로 양 사육에서 젖소 사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에 대한 뉴질랜드의 양고기 수출 감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호주산 양고기 

수출은 EU 의 수입쿼터를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2. 양고기(mutton)4) 수출

  2016/17년 호주의 양고기 수출량은 양고기 생산 감소로 2015/16년 대비 20% 감소한 

12.5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6년–17년 양고기 수출량은 번식 및 사육 규모 회복을 목적

으로 암양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3% 더 감소한 12.2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양고기 수출량은 2018/19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13.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4) 이 단락의 양고기는 1세 이상의 양고기(mutton)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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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호주의 양고기 주요수출국별 수출량(2002/03년 ~ 2021/22년)

기타국

북 아메리카

중국

서남아시아(중동)

200

150

100

50

킬로 톤

2003/04     2006/07     2009/10     2012/13     2015/16    2018/19z     2021/22z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2.3.3. 양(생축) 수출 

  2016/17년 호주의 양(생축) 수출은 수출용 양의 공급 증가로 인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육가공 업자들과의 공급물량 확보 경쟁으로 인해 향후 2년 동안 양 

수출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17/18년 양 수출은 양 사육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190만 마리로, 전년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공급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중기적으로 양 수출은

그림 10.  호주의 양(생축) 주요수출국별 수출량(2002/03년 ~ 20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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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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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츰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23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중동지역으

로 수출은 이 지역 경제의 점진적인 번영을 반영하여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3.4. 양모 수출 

  2016/17년 호주의 양모 수출량은 양모 생산 증가로 2015/16년 대비 2% 늘어난 42.6만 

톤으로 전망되며, 수출액은 양모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3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2017/18년 양모 수출량은 전년대비 4% 증가한 44.2만 톤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성장 추세는 중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1/22년 

호주의 양모 수출량은 49.2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  호주의 양모 주요수출국별 수출량(2002/03년 ~ 20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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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표 2.  양고기와 양모 전망

구분 단위 2014/15 2015/16 2016/17f 2017/18f 2018/19z 2019/20z 2020/21z 2021/22z

가격

새끼 양 a

-명목 센트/kg 518 533 585 600 595 590 580 570 

-실질 b 센트/kg 533 540 585 589 570 551 529 507 

양 a

-명목 센트/kg 332 316 380 395 390 385 380 370 

-실질 b 센트/kg 341 321 380 388 373 360 346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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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단위 2014/15 2015/16 2016/17f 2017/18f 2018/19z 2019/20z 2020/21z 2021/22z

EM c

-명목 센트/kg 1,102 1,253 1,360 1,440 1,435 1,430 1,425 1,420 

-실질 b 센트/kg 1,133 1,272 1,360 1,413 1,374 1,336 1,299 1,262 

양 사육두수

총 두수 d 백만 두 71 69 74 77 79 80 82 83 

털 깎은 양 백만 두 77 73 75 78 81 84 85 87 

두당 산모량 kg 5 4 5 5 5 5 5 5 

도축두수

새끼 양 천 마리 22,867 23,131 22,400 22,623 23,211 23,848 24,564 25,317 

양 천 마리 9,022 8,127 6,500 6,500 6,635 6,782 6,933 7,094 

생산 e

새끼양고기 천 톤 507 516 503 507 521 535 552 569 

양고기 천 톤 214 196 158 156 159 163 167 171 

양모생산

-털깎기 천 톤 346 325 341 353 367 378 385 392 

-기타 g 천 톤 81 79 73 74 76 78 80 83 

-계 천 톤 427 404 415 427 443 456 465 474 

1인당소비

새끼양고기 kg 9 9 9 9 9 9 9 9 

양고기 kg 1 0 1 1 1 1 1 1 

수출

새끼양고기 수출량 h 천 톤 254 261 253 255 262 270 279 289 

새끼양고기 수출액

-명목 백만 호주 달러 1,779 1,771 1,800 1,855 1,890 1,933 1,964 1,997 

-실질 b 백만 호주 달러 1,830 1,797 1,800 1,820 1,810 1,806 1,789 1,775 

양고기 수출량 h 천 톤 180 156 125 122 126 130 132 136 

양고기 수출액

-명목 백만 호주 달러 824 699 613 621 634 643 649 647 

-실질 b 백만 호주 달러 848 710 613 610 607 610 592 575 

생축 수출량 천 마리 2,180 1,859 1,875 1,900 1,950 2,025 2,125 2,250 

양모 수출량 천 톤 459 417 426 442 458 470 482 492 

양모 수출액

-명목 i 백만 호주 달러 3,154 3,283 3,605 3,972 4,106 4,199 4,289 4,349 

-실질 b 백만 호주 달러 3,244 3,331 3,605 3,898 3,931 3,922 3,909 3,867 

  주: a 산지경매가격(지육환산). b 2016/17년 호주달러 기준. c 양모가격(세척양모 환산). d 6월 30일 기준. e 지육중량. f 

ABARES 전망치. g 양모 있는 양피, 양피에서 제거한 양모, 도축과정에서 제거한 양모 포함. h 선적중량(냉동, 냉장육포함). 

i 국제수지기준.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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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돼지고기 전망

3.1. 가격 전망

  2016/17년 호주의 돼지고기 도축장 거래가격(over the hooks price)5) 가중 평균은 kg당 

370센트로 2015/16년 대비 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가격에 비해 상대적

으로 비싼 다른 적색육 가격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신선 돼지고기 수요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호주의 돼지고기 생산과 도축장 거래가격(2008/09년 ~ 20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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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중기적 돼지고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쇠고기 및 양고기 등 다른 적색육의 공급 증가로 

이들 적색육 가격이 하락하여 소매단계에서 적색육 소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호주의 돼지고기 가격은 2017/18년 357센트/kg, 2021/22년 320센트/kg로 지속

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3.2. 생산 전망

3.2.1. 암퇘지 사육두수

  2016/17년 호주의 암퇘지 사육두수는 2015/16년 대비 3% 증가한 28.2만 마리로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호주 자국 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돼지고기에 

대한 강한 수요가 반영된 결과이다. 

5) 도축장 거래가격은 생축이 도축장으로 직접 운송되고 그곳에서 중량을 측정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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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적으로 호주산 신선 돼지고기 수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이며, 전국

적인 사육규모 확대가 점진적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1/22년 호주의 

암퇘지 사육두수는 29.4만 마리로 2016/17년 대비 대략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2.2. 돼지고기 생산

  2016/17년 호주 돼지고기 생산량은 39.3만 톤으로 2015/16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17/18년에는 전년대비 3% 증가한 40.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년간의 

생산량 증가는 주로 도축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료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평균 도체중도 증가하여 생산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호주의 돼지 도축두수 및 평균 도체중(2008/09년 ~ 20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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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중기적으로 돼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사료

가격은 생산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2017/18년과 2021/22년 사이에 돼지 

도축은 연간 약 1.8%씩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560만 마리의 돼지가 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평균 도체중은 2021/22년 76.8kg으로 2015/16년 보다 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돼지고기 생산은 중기적으로 점차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4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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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출입 전망

3.3.1. 수출

  2016/17년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액은 1억 3,400만 달러로 2015/16년 대비 5%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평균 수출단가 상승과 수출량 증가(전년대비 0.1만 톤 증가)를 반영한 결

과이다. 중기적으로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평균 수출단가가 하락하면서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액은 2017/18

년 1억 3,300만 달러, 2021/22년 1억 2,100만 달러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3.2. 수입6)

  2016/17년 호주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선적중량 기준 15.9만 톤으로 2015/16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량 감소는 주요 소매업자들의 보관관리방법 변경으로 

수입업체의 냉장 보관 재고물량이 감소될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2017/18년에는 낮은 

수준의 기초재고로 수입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돼지고기 수입량은 

16.2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낮은 사료 국제가격과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의 생산량 증가로 돼지고기 수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수입량을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1/22년 호주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18.7만 톤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4.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입 물량(2008/09년 ~ 20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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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6) 호주는 수입 돼지고기의 안전성 문제로 오랫동안 신선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해왔음. 이에 따라 호주에 수입된 돼지고기는 보통 

베이컨, 햄 등으로 가공품이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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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비 전망

  2016/17년 호주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6.8kg으로 2015/16년 대비 대략 3%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 감소분은 호주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50%를 차지

하는 수입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18년은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

하면서 1인당 소비량도 전년대비 1% 가량 증가한 27.0kg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가공된 수입 돼지고기와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 돼지고기의 1인당 소비량은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쇠고기 및 양고기와의 적색육 소비 경쟁이 치열

해짐에 따라 소비 증가세는 점차적으로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1/22년 

호주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7.8kg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돼지고기 전망

구분 단위 2014/15 2015/16 2016/17f 2017/18f 2018/19z 2019/20z 2020/21z 2021/22z

도축장 거래가격 a

 -명목 호주 센트/kg 317 366 370 364 368 365 361 360 

 -실질 b 호주 센트/kg 327 371 370 357 353 341 329 320 

암퇘지 사육두수 c 천 마리 270 275 282 287 290 291 293 294 

도축두수 천 마리 4924 5000 5150 5300 5430 5510 5570 5620 

생산 천 톤 371 378 393 405 415 420 425 430 

1인당 소비 1kg 27 28 27 27 27 27 28 28 

수입량 e 천 톤 160 167 159 162 167 173 180 187 

수출량 e 천 톤 29 28 29 298 30 30 30 30 

수출액

 -명목 백만 달러 110 128 134 136 137 136 135 136 

 -실질 b 백만 달러 114 129 134 133 131 127 123 121 

  주: a 지육중량. b 2016/2017년 호주달러 기준  c 6월30 기준. d 도체중량. e 선적중량. f 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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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닭고기 전망

4.1. 생산 전망

  호주의 닭고기 생산량은 2010/11년부터 2015/1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씩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15/16년에는 115만 톤에 달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생산량 증가는 주로 

국내 닭고기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계를 늘려온 결과이다. 한편, 

가금류 도계수수는 2010/11년과 2015/16년 사이 13% 증가하여 6억 2,300만 마리에 이르

렀다. 

그림 15.  호주의 닭고기 생산량 및 도계수수(2011/12년 ~ 20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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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전망 기간 내 닭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6/17년 

120만 톤에서 연평균 3%씩 성장하여 2021/22년에는 1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해 가금류의 도계수수는 7억 2,40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며, 평균 도체중은 

1.9kg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의 평균 도체중은 2016/17년 1.8kg에서 2021/22년 1.9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우수한 품종의 부화용 수정란을 수입함으로써 유전학적으로 품종개량이 

이루어졌으며, 선택적 육종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최근에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7) 또한 사육업자들이 성장률 및 수확량, 사료 요구율(feed conversion rat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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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복지 및 생식적 적합성(reproductive fitness)9)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생산성 향상에 

대한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4.2. 수요 전망

  닭고기 생산량은 호주 내의 닭고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쇠고기, 양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

으로 보인다.

그림 16.  호주의 육류별 소비자 가격지수(1995/96년 ~ 2015/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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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전망기간 중 호주의 육류 소비 중 닭고기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10),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15/16년 47.0kg에서 2021/22년 49.6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2021/22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5.4kg, 돼지고기는 27.8kg, 양고기는 

9.3kg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7) 현재 육계는 3.4kg의 사료를 투입하고 대략 35일 동안 사육하여 이상적인 도체중에 도달하지만, 1970년대의 육계는 4.7kg의 

사료를 투입하고 대략 64일 동안 사육해야만 이상적인 도체중에 이르렀음.

8) 사료 요구율은 단위 체중 증가에 필요한 사료섭취량을 의미함.

9) 생식적 적합성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그런 성향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10) 닭고기가 전체 축산물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16년 42%에서 2021/22년 4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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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호주의 1 인당 육류 소비량(2011/12년 ~ 20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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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4.3. 수출 전망

  2016/17년 호주의 닭고기 수출량은 선적중량 기준 3.3만 톤으로 2015/16년 대비 24%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2017/18년에는 3% 더 증가한 3.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호주산 가금육 제품에 대한 무역 금지 조치를 해제한 파푸아 뉴기니 정부의 

2016년 2월 결정에 따라 파푸아 뉴기니11)에 대한 수출이 재개되면서 전체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기적으로 호주산 닭고기 수출은 매년 3%씩 증가하여 2021/22년에 이르러 3.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주로 수출용으로 소비되는 냉동 부분육 또는 닭발, 

신장, 간 등의 부산물 공급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12). 특히, 이들 수출 품목의 수요는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파푸아 뉴기니는 2015/16년 호주산 닭고기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가장 큰 수출 시장임.

12) 호주의 닭고기 수출은 냉동 부분육 또는 닭발, 신장, 간 등의 부산물이 호주 전체 닭고기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수출 품목들이 국내에서 보다 해외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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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호주의 닭고기 주요수출국별 수출량(2011/12년 ~ 20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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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표 4.  닭고기 전망

2014/15 2015/16 2016/17f 2017/18f 2018/19z 2019/20z 2020/21z 2021/22z

생산 a 천 톤 1,116 1,150 1,196 1,228 1,273 1,310 1,360 1,401 

1인당소비 kg 46 47 47 47 48 48 49 50 

도축두수 백만 마리 591 623 652 664 672 688 704 724 

수출량 b 천 톤 34 27 33 34 35 36 37 38 

수출액

 -명목 백만 달러 54 47 48 49 53 54 56 57 

 -실질 b 백만 달러 55 48 48 48 50 51 51 51 

  주: a 도체중 기준. b 선적중량 기준. c 2016/17 달러 기준. f 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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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RES 2017 농업전망:

 농가소득*
김 윤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

1. 호주의 농업13)

  브로드에이커(Broadacre)라 불리는 호주의 대규모 경작지는 호주 전체 농장 면적의 

65%를 차지하며 2015/16년 농산물 생산량의 60%를 차지한다. 대규모 경작지는 일반적

으로 1) 밀과 기타 곡물 농장 2) 곡물과 가축 혼합 농장 3) 양 농장 4) 소 농장 5) 양과 소 

혼합 농장 등을 모두 포함한다. 호주 전체 농장의 57%가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에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농장 형태이다.

  2016/17년, 작물 생육에 적합한 기후가 지속되며 호주의 겨울 곡물 생산량이 증가

하였으며, 소와 양의 식량이 되는 목초 생산량 또한 증가하였다. 2016/17년 호주의 농축산물 

생산량은 1996/97년 이래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15년과 2015/16년, 건기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농산물의 품질이 저하

되어 가격이 하락하였다. 북 호주 지역의 농가는 쇠고기 가격 인상을 통한 소득 회복을 

목표로 쇠고기 비축량을 줄였다. 2015/16년,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빅토리아

(Victoria), 남호주(South Australia)와 태즈메이니아(Tasmania) 지역에서도 이 같은 농업 소득 

회복 전략을 시행하여 2017년 호주의 쇠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kyj4835@krei.re.kr). 본고는 호주 농업‧수산업‧임업분야의 정책연구기관인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의 2017년 농업 전망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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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작물, 콩류 등 겨울철 작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양, 양모, 양고기의 가격이 농업 

투입재 가격과 대출 이자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14/15년과 2015/16년의 농가 

평균 소득이 증가하였다.

2. 호주 대규모경작지와 낙농업의 수익 및 비용 전망

2.1. 농가수입(Farm Cash Receipts)1)

  호주의 쇠고기 사육 농가들은 2013/14년부터 3년 동안 소 평균 사육 두수의 감소를 

목표로 도축량을 늘려왔다. 그러나 2016/17년 들어 온화한 기후가 예상됨에 따라 호주 

농가는 소 도축량을 줄이고 사육 송아지 두수를 늘리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의 소 사육 두수가 증가하였다. 소 사육 농가들은 2016/17년도에 쇠고

기의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자 소를 경쟁적으로 사들였다.

  2016/17년 겨울작물인 유지작물와 콩류 생산량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 보리, 유지작물 등의 가격이 하락했지만 생산량이 증가했고, 수수 생산량이 감소하

였지만 콩류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 수입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 

양모, 양고기 가격이 상승하여 호주의 농가 평균 수입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016/17년, 남호주 지역의 평균 우유 농가수취가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가의 사육 젖소 수와 낙농업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우유 생산량과 우유 판매로 인한 농가의 소득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2. 농가비용(Farm Costs)2)

  2016/17년 대규모 경작(Broadacre) 농가의 평균 투입 비용은 전국적으로 약 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 저장 비용, 소와 양의 사육비용, 화학비료 및 유기비료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가의 평균 투입 비용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6/17년 겨울 

작물 수확량이 늘어남에 따라 곡물 수송, 취급 및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전망된다. 

2015/16년, 빅토리아, 남호주, 태즈메이니아 지역의 관개시설 부족과 농작물 생육이 

어려운 건기 기후 때문에 가축 농장의 사료 구입비용은 증가되었다. 하지만 2017년 

1) 농장수입이란 회계연도 기간의 모든 사업 수입.

2) 농가소유주, 경영자, 파트너 및 가족 노동자를 제외한 영구 또는 임시직 고용비용, 농장 운영을 위한 자재, 서비스, 재정비용을 

포함하여 지불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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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과 초여름의 좋은 기후와 관개시설의 개선, 젖소 사육 두수 감소와 더불어 건초와 

곡물 사료 가력 하락 가격으로 2016/17년 낙농 지역의 농장 평균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년에 비해 농작물과 목초 생산성이 개선되었다. 이에 사료 수요가 줄고 사료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의 사료 구입비용을 15% 절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된다. 같은 기간 농장의 대출 이자비용 또한 2%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3. 농가 소득(income)3)과 이윤(profit)4)

  대규모 경작 농가의 최근 연 평균소득은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농가 소득은 2014/15년 약 16만 달러에서 2015/16년에는 약 18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올해(2017년)는 약 21만 달러의 소득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대규모 경작 농가의 

평균소득은 태즈메이니아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기록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가의 산업‧지역 간 평균소득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소득(farm cash income)은 생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발생하는 

농장에 대한 투자, 소비 등의 지출도 포함한다. 농가 소득에는 이자지급 비용이 포함

되지만 감가상각 및 가족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된다. 이러한 농가 소득의 측정 

방식은 단기간 농가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며 감가상가 및 재고 변동은 고려되지 않는다. 

농가의 장기 이윤은 농장 감가상각비와 가축, 사료, 곡물 및 양모 재고량 등의 모든 

변화를 고려하여 측정한다. 정리하면 농가 소득은 감가상가 및 재고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인 성과이며 농가이윤 또는 농가 비즈니스 이윤은 모든 변화를 고려한 장기

적인 성과를 말한다.

  2016/17년 들어 거의 모든 지역의 육우(beef cattle)와 양 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장 

내 곡물 재고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농가의 재고 자산(inventory values)과 장‧단기 농가 

소득이 급증할 전망이다. 호주의 대규모 경작 농가의 비즈니스 이윤(business profit)은 

올해(2016/17년) 농가당 평균 약 11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전망치를 

달성할 경우, 지난 20년 동안 가장 높은 농가 이윤을 기록하는 것이다.

3) (전체 수입 – 전체 비용).

4) (농가 수익 + 주식거래 – 감가상각비용 – 귀속된 노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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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14/15 2015/16 2016/17

전체 수입 호주달러 505,800 548,500 594,000 

전체비용 호주달러 346,150 366,000 377,000 

농가 소득 호주달러 159,640 182,500 216,000 

손해 보는 농장 % 14 14 13 

농가 비즈니스 이윤 호주달러 24,300 68,600 112,000 

전체지분의 이윤

구분 단위  2014/15 2015/16 2016/17

자본을 제외한 가치상승 호주달러 65,040 110,000 152,000 

자본을 포함한 가치상승 호주달러 195,050 398,500 na 

농장 자본(6월 30일 기준): 임대한 공장 및 장
비 제외

호주달러 4,451,650 4,976,300 na 

순추가자본 호주달러 58,580 62,500 na 

농장 부채(6월 30일 기준) 호주달러 536,450 560,500 571,000 

부채변화(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 % 5 7 1 

자산(6월 30일 기준) 호주달러 3,698,840 3,977,700 na 

자산비율 % 87 88 na 

농장 유동자산(6월 30일) 호주달러 194,190 209,300 na 

농장 관리 보증금(6월 30일) 호주달러 58,910 66,000 na 

농장관리보증금의 농장지분 % 26 27 na 

수익률(7월 1일 기준)

구분 단위  2014/15 2015/16 2016/17

자본을 제외한 가치상승 % 1.5 2.4 3.1 

자본을 포함한 가치상승 % 4.5 8.6 na 

농장주와 협력업체의 농외소득 호주달러 36,860 36,200 na 

표 1.  호주의 대규모경작 농장의 재정 상태

주: 2015/16년에는 예비추산결과이며 2016/17년 값은 예상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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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호주의 대규모경작 농가의 소득 및 이윤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
/99      /02      /05      /08      /11      /1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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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사업이윤

2016-17
$‘000

  주: 2016/17년은 예상치임.

자료: ABARES Australian Agricultural and Grazing Industries survey.

2.4. 수익률

  대규모 경작 농장에서 가치상승으로 얻은 이익을 포함한 농장자본의 평균 수익률은 

2000/01년부터 2006/07년까지 높았지만,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서 

농가의 전체 자본 가치를 상승시켰다. 하지만 2007/08년부터 5년 동안 일부 지역에서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이 기간 토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경작 농장과 

낙농장에서의 자본수익률은 총 농장 자본에 대한 예상평균자본수익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2014/15년부터 2015/16년에는 높은 강수량으로 인해 목축지역에서 

토지가치가 약간 상승하였다. 그 기간 동안 쇠고기와 젖소의 가격 또한 상당히 상승

하였다. 대규모 경작 농가에서는 농가의 자본 가치가 상승하였으며 평균 수익률은 

2014/15년에는 평균 3%, 2015/16년에 평균 6%가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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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가 소득 농가 비즈니스 이윤

자본 가치상승 제외한 

수익률

자본 가치상승 

포함한 수익률

2014/15 2015/16 2016/17 2014/15 2015/16 2016/17 2014/15 2015/16 2016/17 2014/15 2015/16

단위 호주달러 호주달러 호주달러 호주달러 호주달러 호주달러 % % % % %

뉴사우스
웨일스

140,970 180,900 203,000 27,390 95,300 106,000 1.6 3.0 3.0 3.4 11.9

빅토리아 98,210 80,300 135,000 -16,580 -33,100 48,000 0.3 -0.1 2.1 6.1 4.7

퀸즐랜드 116,030 187,700 222,000 -48,540 71,600 144,000 -0.1 2.2 3.3 1.8 8.4

서호주 317,490 312,700 340,000 137,530 168,000 165,000 3.7 4.1 3.9 4.5 5.6

남호주 228,650 216,400 258,000 84,750 79,900 118,000 2.9 2.5 3.1 9.8 10.2

태즈메이니아 144,490 147,800 103,000 24,940 11,500 30,000 1.4 1.0 1.4 3.2 4.5

북호주 823,580 2,032,400 2,098,000 455,360 1,222,800 2,051,000 3.0 6.3 9.5 9.2 14.9

호주 159,420 182,500 216,000 24,190 68,600 112,000 1.5 2.4 3.1 4.5 8.6

낙농업

호주 156,780 125,100 105,000 63,110 -10,200 -48,000 3.2 1.3 0.3 6.5 5.8

표 2.  호주의 대규모경작농업의 재정

주: 2015/16년에는 예비추산결과이며 2016/17년 값은 예상치임.

표 3.  농장 규모별 자본가치상승을 제외한 수익률

(단위: %) 

산업 분야 농장 규모
5년 평균

(2010/11 - 2014/15) 
2015/16 2016/17

밀과 기타작물

소 –0.5 –0.5 1.1 

중 3.2 2.1 4.9 

대 5.7 6.0 6.8 

가축 및 작물 혼합

소 –0.4 –0.3 1.5

중 2.8 1.8 4.2 

대 4.5 3.7 4.8 

양

소 –0.3 –0.9 0.5 

중 2.9 1.8 4.5 

대 4.9 4.1 7.0 

소

소 –0.9 0.0 1.0 

중 1.6 2.4 4.0 

대 2.0 4.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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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산업 분야 농장 규모
5년 평균

(2010/11 - 2014/15) 
2015/16 2016/17

양과 소 혼합

소 –0.1 0.7 3.2 

중 2.1 2.3 4.4 

대 3.5 4.6 6.7 

대규모 경작농가 1.8 2.4 3.2 

낙농

소 0.5 –0.9 –2.5 
중 2.8 0.3 0.2 

대 4.8 2.9 1.5 

전체 낙농장 3.7 1.3 0.3 

  주: 2015/16년에는 예비추산결과이며 2016/17년 값은 예상치임.

자료: ABARES Australian Agricultural and Grazing Industries Survey.

  올해(2016/17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산업은 대규모 쇠고기 사육 농가로 

2010/11년에서 2014/15년의 평균 수익률은 2%, 2015/16년에는 4%로 상승하였으며,  

2016/17년에는 7.6%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3. 지역별 전망

  호주의 농장 형태는 규모별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규모 

농장(Small farms)은 45만 달러의 생산 가치를 가지며 전체 농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70%의 소규모 농장은 호주 전체 농산물 생산의 24%를 생산하며 농외소득(Off-farm 

income)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전체 농장의 20%를 차지하는 중규모 농장(Medium 

farms)은 45만~100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얻으며 전체 농산물 생산의 27%를 담당한다. 

또한 가족 중심의 농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는 대규모 

농가(Large farms)는 전체의 10%를 차지하며 호주 농산물의 49%를 생산한다. 가족이 

경영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로 복합 소유권이 대다수이다. 전통적으로 대규모 농장은 

1,000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고 농외소득은 미미한 수준으로 오로지 농업에 종사

하여 충분한 소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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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호주의 대규모 경작지역 구분 및 지역구분

목초지대

밀-양 지역

높은강수지

  주: 지도의 숫자는 지역 번호를 의미함.

자료: ABARES.

그림 4.  호주 주(state)별 지도

빅토리아주
VIC

뉴사우스웨일즈주
NSW

퀸즐랜드주
QLD

북부
특별지구

NT

 남호주주
SA

서호주주
WA

태즈메이니아주
TAS

오스트레일리아
수도주 ACT

인도양

코럴해

태평양

인도양

시드니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퍼스

다윈

캔버라

호바트

멜버른

  주: 2016/17년은 예상치임.

자료: ABARES Australian Agricultural and Grazing Industrie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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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지역

  2014/15년의 주(state)별 농가 소득은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이 높았고 2015/16년에는 

호주 전 지역의 농가 소득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이 쇠고기가격의 

상승과 곡물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가장 높은 농가 소득을 기록하였다. 2016/17년에는 

지속적인 쇠고기 가격과 양, 양고기와 양모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겨울 작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 전 지역에서의 농가 소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2016/17년, 이 지역의 대규모 경작 농장의 평균 농가 소득은 약 20만 달러로 예상

된다. 이는 지난 2006/07년부터 2015/16년의 10년 동안보다 150% 성장한 것이며, 1996/97년 

이래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뉴사우스웨일스와 퀸즐랜드의 농가 소득

(단위: 1,000호주 달러)

뉴사우스웨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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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02        /05       /08      /11       /14     /17y 

  주: 2016/17년 값은 예상치임.

자료: ABARES.

3.2. 퀸즐랜드(Queensland)

  2014/15년과 2015/16년, 퀸즐랜드지역 농가는 높은 쇠고기 가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쇠고기 

도축량을 늘리고 사육 마릿수를 줄여 가격을 조정한 결과, 소득이 증가하였다. 달링다운

(Darling Downs)과 센트럴 하이랜드(Central Highlands)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육우로 인한 

소득이 적었다. 또한 밀과 보리 가격이 하락했지만 겨울작물 생산량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이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6/17년의 사탕수수 재배지와 겨울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인 곡물 수익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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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의 대규모 경작 농장은 몇몇 지역의 쇠고기 판매비용의 증가로 인해 평균 수익은 8% 

증가하였으며 평균 지출 또한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농장 지출 비용의 증가

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판매비용의 증가로 인해 평균 농가 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된다. 그 결과, 대규모 경작 농장은 올해 약 22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지난 10년(2006/07-2015/16년) 동안 140% 성장한 것이며 20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것이다.  

3.3. 빅토리아(Victoria)

  2014/15년과 2015/16년의 빅토리아 주의 위메라(Wimmera) 지역의 유난히 길었던 건기로 

인해 유지작물와 콩류인 겨울작물의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규모 경작 농가 소득이 

줄었다. 하지만, 2016/17년에는 최고 생산량을 기록한 콩류와 밀과 보리의 가격 하락

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작물 소득이 60% 상승하여 농가 당 평균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쇠고기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도축량을 줄임으로써 그 이익이 기대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빅토

리아주에서는 양, 양고기, 양모의 수익과 곡물 수익의 증가로 대규모 경작 농장의 농가 

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농가 소득은 약 14만 달러로 예상되며 이것은 

10년 전(2006/07년)보다 65% 높다. 

그림 6. 빅토리아와 태즈메이니아 의 농가수익

(단위: 1,000호주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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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02       /05      /08       /11      /14     /1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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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16/17년 값은 예상치임.

자료: AB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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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태즈메이니아(Tasmania)

  2015/16년에는 건기가 길었기 때문에 작물과 양모의 생산이 줄었고 2014/15년에 이어 

육우 가축 두수가 도축량 증가에 의해 감소하였다. 육우 가축 두수 감소와 높은 가격으로 

인해 농가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농작물, 양, 양모 생산의 감소로 전체 수익은 줄어들

었다. 2016/17년, 태즈메이니아 축산 농장을 쇠고기 가격 회복을 목표로 소와 양의  사육 

두수를 회복하기 위하여 도축량을 줄였기 때문에 농장 수익의 감소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곡물 가격이 낮기 때문에 곡물 수확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적으로 대규모 농가의 평균 소득은 2016/17년 약 10만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전년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10년(1995/96~2015/16년) 평균보다는 27% 높다.

3.5. 남호주(South Australia)

  2014/15년의 대규모 경작 농가의 수익은 증가추세였으나 낮은 곡물 생산량과 밀과 

보리의 가격 하락에 따라 2015/16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올해는 농가당 소득은 

약 26만 달러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지난 2006/07년부터 2015/16년의 

10년 평균보다 80% 상승한 수치이다. 올해는 겨울 작물이 최고 생산량을 기록하였고 작물

경작지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남호주 전체 지역의 평균 농가  

그림 7.  남호주와 서호주의 농가수익

(단위: 1,000호주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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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16/17년 값은 예상치임.

자료: AB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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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향상을 초래하였다. 2015/16년과 2016/17년의 남호주 지역의 머레이랜드(Murray 

Lands)와 요크반도(Yorke Peninsula)에는 렌틸콩의 수익률 향상에 따라 농가 소득 전체에 영

향을 주기도 했다. 반면에 서리, 돌풍, 장마 등의 영향으로 봄에는 곡물 생산량이 적었고 

몇몇 농장은 농가 수익에 커다란 영향을 받기도 했다. 

3.6. 서호주(West Australia)

  2015/16년 서호주 지역에서의 저품질 밀과 보리의 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낮게 책정되

면서 곡물 생산량 또한 감소하였다. 이것은 서호주 지역의 대규모 경작 농장의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곡물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육우와 

양모 수익이 증가하면서 농가 수익을 만회할 수 있었다. 올해 역시 밀과 보리의 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확량이 증가하여 작년보다는 농가 소득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된다. 서호주 지역의 중앙과 남쪽 밀 벨트(Central and South Wheat Belt)의 동쪽 지방은 

봄철 서리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2015/16년에 유통된 곡물을 올해 이월

하여 수령한 수익으로 인해 밀과 보리의 수익 감소가 벌충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

으로 농가 수익은 예상보다 적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농업에 경우, 육우와 양, 

양고기 가격의 증가에 따라서 농가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서호

주의 대규모 경작 농가의 농가 소득은 2015/16년 평균 약 31만 달러에서 2016/17년 약 

34만 달러로 상승될 전망이다. 이것은 지난 2006/07년부터 2015/16년 10년 평균의 90% 

향상된 결과이다.       

3.7. 북부특별지구(Northern Territory)

  북부특별지구에서 다수의 농장은 인도네시아로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쇠고기 

수출 수익 증가는 2013/14년과 2014/15년의 소 사육 농가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2015/16년의 

육우의 가격은 평균 50% 증가하였으며 육우의 판매 숫자는 10% 증가하였다. 육우 구매, 

고용, 계약, 운임 및 가축 판매비용이 높아서 전체적인 가축 농가 비용이 증가하였지만 

농가 소득은 15%만큼 상승하여 높은 비용을 만회하였다. 올해에는 육우 가격이 추가로 인상

되면서 북부특별지구의 가축 농가의 평균 농가 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토리아 

강(Victoria River) 지역과 케서린(Katherine) 지역에는 육우 도축의 감소로 인해 농가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에는 올해에 약 210만 달러의 평균 소득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지난 10년(2006/07-2015/16년) 평균인 약 42만 달러와 비교하여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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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2016/17년에는 온화한 날씨와 쇠고기 브랜드화의 높은 비율, 

농장 자산의 이전 및 쇠고기 구매 증가로 소 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재고가치가 상승하고 농장 비즈니스 이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
 /99        /02         /05         /08       /11       /14       /1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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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북부특별지구의 농가 소득

(단위: 1,000호주달러)  

  주: 2016/17년 값은 예상치임.

자료: ABARES.

4. 산업별 성과

  호주 전체 농업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농장의 일반적인 생산 품목 1) 밀과 

기타 곡물  2) 곡물과 가축 혼합 3) 양 4) 소 5) 양과 소 혼합 등을 모두 포함한다. 호주의 

2015/16년의 농장의 재정 성과와 2016/17년의 예상 실적 및 기록적인 결과를 예측해 볼 

때 농산업의 품목별･지역별･규모별로 그 성과가 현저하게 다르다.    

4.1. 밀과 기타 작물

  2014/15년과 2015/16년의 밀과 기타 작물의 농가 소득은 곡물과 유지작물의 가격 

하락에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5/16년의 전체 곡물 소득의 감소는 콩류의 소득 

증가로 인해 만회되었다. 하지만, 평균 농가 소득은 지난 2년 동안 큰 폭의 증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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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진 않았다. 2015/16년의 밀과 기타 작물의 농가 소득은 농가 당 평균 약 3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올해의 밀과 기타 작물의 소득은 평균 약 4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호주 전 지역에서 주요 곡물 생산이 늘어나면서 농가 지출의 

증가와 곡물과 유지작물의 가격 하락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농가 수익은 

지난 10년의 평균보다 70% 상승하였고 최근 20년 이래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9.  곡물 산업별 농가 소득

(단위: 1,000호주달러)  

밀과 기타작물

가축과 작물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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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16/17년 값은 예상치임.

자료: ABARES.

4.2. 가축과 작물 혼합

  2015/16년 가축과 작물 혼합 농산업은 길었던 건기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줄었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평균 농가 소득은 약 13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육우와 양고기, 

양모의 수익이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곡물의 낮은 수익률을 만회하지 못하였다. 빅토리아 

지역의 농가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경작지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작물 생산이 줄었고 

전체적인 농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는 겨울 작물 생산량 증가와 육우, 

양, 양고기, 양모 등의 수익 증가로 전체 농가 소득은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료와 부채이자 비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겨울 작물의 수확 비용과 마케팅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농가 소득은 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6/17년의 가축과 

작물 혼합 산업의 농가 소득은 약 18만 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10년(2006/07

~2015/16) 평균보다 35% 정도 향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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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 산업별 재정 성과

(단위: 호주달러)

내용 농장수익 농장비지니스수익(예비추산)

연도 2014/15 2015/16 2016/17 2014/15 2015/16 2016/17

밀과 기타곡물 315,990 318,900 398,000 121,810 186,500 206,000 

가축과 작물 혼합 172,330  131,100 184,000 38,240 19,000  66,000

소 93,490 159,300 163,000 –31,550 48,100 96,000 

양 118,900 105,000 133,000 22,730  5,700 51,000 

소-양 128,330 182,200 202,000 16,870  77,300 144,000 

대규모경작 농장 159,640  182,500 216,000 24,300 68,600  112,000 

낙농업 156,780  125,100 105,000 63,110 –10,200 –48,000 
밀과 기타곡물 3.6  4.3 4.3  8.1  8.7  na 

가축과 작물 혼합 2.1 1.5  2.5 6.1 4.7  na 

소 –0.2  1.6  2.4 1.6 11.1 na

양 1.4 0.9  2.3 3.4 6.5 na

소-양  1.0  2.2  3.6  4.2 9.4  na

대규모경작 농장 1.5  2.4  3.1  4.5  8.6 na

낙농업  3.2 1.3  0.3  6.5 5.8 na 

  주: 2015/16년에는 예비추산결과이며 2016/17년 값은 예상치임.

자료: ABARES.

4.3. 양 목장

  2014/15년의 양고기와 양, 양모는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양

목장의 농가 소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2015/16년에는 농가 당 양모 생산이 평균 약 

10만 달러로 줄어들어 전체 농가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에는 양고기, 양, 양모 

가격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농가 수익이 약 13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10년(2006/07-2015/16년) 평균과 비교하여 70% 상승한 것이며 지난 20년 이래로 

가장 높은 가격이다.

4.4. 양과 소 목장

  2015/16년 양, 양고기, 양모의 판매 수익이 소폭 증가한 것과 함께 육우의 판매 수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육우의 도축 숫자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우, 양, 양고기, 양모 

등의 가격이 높게 치솟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4/15년에는 육우의 도축은 더 건조한 

조건의 지역의 호주 일부 지역에서 그 숫자가 늘어났다. 그 결과, 양과 소 농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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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은 약 18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올해의 양과 소 중심의 가축 산업의 농가 

소득은 육우 도축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모, 양고기, 양과 육우의 가격 상승으로 평균 

약 20만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것은 10년(2006/07-2015/16년) 평균보다 130% 증가

하였으며 동 산업에서 최근 2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것이다.  

그림 10. 가축별 농가 소득

(단위: 1,000호주달러)

양-소

양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
 /99       /02      /05      /08       /11     /14      /17y 

250

200

150

100

50

2016/17’000
  

  주: 2016/17년 값은 예상치임.

자료: ABARES.

4.5. 쇠고기 산업

  2014/15년의 쇠고기 가격 상승과 건조한 기후로 인한 생산 부족, 지난 30년 간 가장 

많은 수의 육우가 도축됨에 따라 농가 소득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3/14년도 농가 

평균 수익은 약 6만 달러에서 2014/15년에는 약 9만 달러로 상승하였다. 2015/16년에는 

예년의 건기로 인한 낮은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서 몇몇의 농가는 소 사육 마릿수를 

이전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했다. 이후에, 수익성 높은 소의 숫자가 감소

하면서 농가의 쇠고기 도축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도축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의 재고 축적에 의해 육우의 산지가격은 상승될 전망

이며 2015/16년에는 결과적으로 농가는 30%의 이익이 증가하였다. 그 해 농가당 평균 소득

은 15.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6/17년에는 평균 16.3만 달러로 약간의 증가세롤 보여줄 

전망이다. 육우 도축과 가축의 수출은 향후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나타

나는 수익의 감소는 육우 가격의 소폭 증가로 만회 될 것이다.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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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사육소의 높은 브랜딩 비율과 도축량 감소를 통해 사육소의 수를 늘릴 예정

이다. 이것은 농장의 재고자산 증가와 상대적으로 농장 비즈니스의 상당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림 11.  쇠고기 산업의 농가 소득

(단위: 1,000호주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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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16/17년 값은 예상치임.

자료: ABARES.

4.6. 낙농업

  2015/16년의 빅토리아, 태즈메이니아, 남호주 지역의 우유 평균 농가수취가격의 감

소와 불충분한 생산량으로 인해  평균 농가 소득은 감소하였다. 건조 기후는 빅토리아와 

태즈메이니아 지역에서 사료비용과 우유 생산 비용의 증가를 가져왔다. 2014/15년의 낙

농장의 평균 소득은 약 15.2만 달러에서 2015/16년에는 약 10.5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반대로, 서호주지역은 우유 생산량과 가격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 퀸즐랜드에서는 고비용 생산자의 이탈로 인해 농가 비용은 감소하고 우유 

가격은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농가 소득이 증가하였다.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에서는 우유의 농가수취가격이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농가 소득이 

많이 개선되었다. 빅토리아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농가 소득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올해

에는 농가 당 평균 소득은 7.5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전 지역에서의 올해 

농가 소득은 젖소의 선별 판매와 육우와 다른 유제품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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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각 지역별 낙농업 농가 소득

(단위: 1,000호주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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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16/17년 값은 예상치임.

자료: ABARES.

소득의 증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낮은 우유 판매 수익률을 만회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호주의 봄과 여름의 온화한 기후, 관개시설의 확보와 함께 곡물 사료의 

가격이 떨어져 농가에서 필요한 비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즈메이니아의 경우 

농가 비용은 2015/16년에 약 13.4만 달러에서 2016/17년에는 14만 달러로 농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폭으로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호주 낙농업에 대한 평균 

수익은 2016/17년에 농가 당 10.5만 달러로 예상되며 이것은 지난 10년(2006/07~2015/16

년) 평균의 11%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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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지역별 낙농업 농가 소득

(단위: 호주달러)

구분 농가 소득 농가 비즈니스 이윤
자본 가치상승 제외한 

수익률 

자본 가치상승 

포함한 수익률

년도 2014/15 2015/16 2016/17 2014/15 2015/16 2016/17 2014/15 2015/16 2016/17 2014/15 2015/16

뉴사우스웨일스 179,210 183,700 166,000 78,660 55,900 4,000 3.3 2.6 1.4 5.8 6.3

빅토리아 152,080 105,400 75,000 63,820 -39,100 -74,000 3.3 0.6 -0.4 7.5 6.7

퀸즐랜드 91,780 137,600 167,000 -8,050 63,600 40,000 1.3 3.0 2.2 4.0 5.7

서호주 236,810 334,300 337,000 152,980 201,200 158,000 2.8 3.4 2.7 3.8 4.0

남호주 146,270 131,700 111,000 10,570 18,200 -70,000 2.2 2.1 0.1 3.9 2.9

태즈메이니아 221,750 133,900 140,000 112,620 -700 -33,000 4.1 1.8 1.3 5.6 1.9

호주 156,780 125,100 105,000 63,110 -10,200 -48,000 3.2 1.3 0.3 6.5 5.8

자료: ABARES.

5. 요약

  호주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농가의 올해(2016/17년) 소득은 평균 약 21.6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1996/97년 이래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15년과 2015/16년의 호주 기후는 작물의 생육이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호주 지역에서는 올해(2016/17년)의 겨울 작물의 생산량이 기록적으로 높았으며 쇠고기, 

양, 양고기, 양모의 가격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태즈메이니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기록적인 농가 소득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태즈메이니아 지역

에서는 향후 가축 가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축량을 줄여 올해(2016/17년)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태즈메이니아 지역을 제외한 호주 전체 농업의 소득 상승이 

예상됨에도 올해(2016/17년) 낙농업의 수익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어 낙농가 소득이 

전국적으로 17% 하락한 약 10.5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우유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우유 농가수취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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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농업부문 해외 

관련 기술 및 연구동향 *
이 종 원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연구초빙교수)

1. 4차 산업혁명과 농업5)

  UN 경제사회국(DESA 2013)은 세계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800년 10억 명에서 

2012년 70억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96억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수십 년 동안의 큰 기근을 예방하고 25억 명 이상

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050년에는 식량 생산이 70% 정도 증가해야 할 것

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농업은 에너지 비용의 상승, 지

속적인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 고갈, 도시화에 따른 농지 감소 및 환경규제,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 

담수는 불과 2.5%에 불과하지만, 이 중 70%가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세계 

육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농지의 비율은 2000년 11.7%에서 2012년 12.0%로 다소 증가

하고 있지만, 도시화에 따른 농지 감소를 고려하면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수자원과 농지를 전제로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은 투입 

에너지 최소화와 수확량의 최대화라는 숙제를 안게 된다. 국내 농업 또한 경지면적 

및 농가인구의 감소, 농가인구의 고령화, 농가의 실질 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업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농업이 대두되어,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스마트팜에 대한 연구와 보급이 진행되었으나, 농업 선진국인 

 * (leewon@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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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1)는 20세기말부터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스마트팜을 강조

하고 작물관리기술 확보, 시설 작물에 대한 최적 환경제어모델 개발 및 복합환경제어를 

통한 온실환경의 최적화를 구현해 왔다. 

  스마트 농업을 위한 IT 관련 핵심기술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사물지능통신(Machine to Machine, M2M), 빅데이터

(Big Data), RFID 등 이다.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외에서는 정밀복합환경제어온실, 

정밀가축사양, 정밀농업이라는 용어로 행해졌으며, 국내는 스마트팜으로 통용되고 

있다. 2016년 1월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제로 논의가 이루

어지면서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농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업 4.0’ 또는 

‘디지털 농업’이 대두되었다. 

표 1.  농업 세대별 특징

구분 농업 1.0 농업 2.0 농업 3.0 농업 4.0

농업

특징
노동집약

녹색혁명

(화학농법)

정밀농업

(스마트팜)

무인자율구동

(로봇･인공지능･빅데이터)

농작업 축력 보행형경운기 승용형원동기 IoT활용

자료: 저자 작성.

2. 주요 국가별 스마트 농업의 특성

2.1. 미국

  미국 농업은 막강한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농산물 생산량 및 교역량 측면에서 세계

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대한 토지와 초지를 바탕으로 옥수수, 밀, 콩, 건초 등 

조방적인 곡물류에서 이상적 농업생산 구조의 강점을 발휘하고 있으며, 19세기 후반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농업기반시설 구축 연구 및 지도사업, 기계화 등을 통해 

농가의 규모화, 품목의 전문화⋅농작업의 기계화 등을 달성하고 있다. 

1) 농민신문(www.nongmin.com). 농촌에 젊은 층 유입위해 ‘스마트 파밍’ 확대해야. 2016. 11. 23. 

  - 피터 밴 후트 네덜란드 남부농업･원예농협(키새)차장은 “네덜란드 시설하우스 농가는 100%, 축산 농가는 30~40%가 스마트 

파밍을 실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네덜란드 농가들은 유럽 농가들보다 평균 6배나 농업 생산성이 높다”고 강조하였음. 이어 

그는 “세계적으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문제 되고 있는데 스마트 파밍은 농사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향후 농촌에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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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농업 R&D는 농무부(USDA)의 정책목표에 따라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고

비용의 기반기술개발을 위한 R&D 연구 과제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농업 기술과 나노 

기술의 융합을 통한 나노 농약(농약 사용량을 최소화시켜 환경을 보호하고 작물 생산

비용을 절감), 나노 제초제, 나노 비료, 나노센서 및 감별기(토양분석, 축산 번식관리, 

스마트 유통시스템 등에 활용)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립기상서비스(National Weather Service)와 농무부(USDA)가 오픈 데이터 

정책 추진을 통해 각종 농업관련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일례로 ‘The Climate 

Cooperation’은 250만 개의 기상데이터와 과거 60년간의 수확량 및 1,500억 곳의 토양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작물별 수확 피해 발생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농가를 

위한 맞춤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근 인공위성으로부터 받은 위치 정보를 이용해 밭을 가는 무인트랙터로 농장을 원격 

관리한다. 이제는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농장을 관측하고 필요한 제어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농업은 노동집약적인 l차 산업, 즉 직접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이라고만 여겨

졌으나, 스마트 농업은 이에 더 나아가 유통과 소비 분야까지도 확대되고 있다. 

2.2. 일본

  2001년의 ‘e-Japan 전략’, 2004년의 ‘u-Japan 전략’ 등 일본의 IT 융합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지방에도 저렴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농업에 유비쿼터스 기술의 접목이 시도되었다. 

이후 2011년에는 ‘i-Japan 2015 전략’을 수립하면서 농업이 IT 융합 기반의 시스템 혁

신산업 육성을 위한 6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i-Japan 2015 전략’은 디지털 기술이 경제사회 전체를 포용하고 생활의 풍요로움과 사람의 

연결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 총무성은 미래 

일본의 지역성장과 경제대국 유지를 위한 ‘녹색 분권 개혁 추진계획’과 ‘ICT 유신 비전’을 

포함한 ‘하라구치비전’을 2010년 4월에 발표한 바 있다. ‘ICT 유신 비전’은 지식정보혁명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의 가치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지역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고용을 창출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ICT에 의한 농업 및 의료개혁을 통해 지역 실정에 근거한 농업

분야 ICT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IT와 농업이 결합된 농업방식을 IT농업, ICT농업, 정밀농업, AI(Agri- 

Informatics)농업 등 다양한 용어들로 혼재되어 불러지게 되었으나, 2013년 11월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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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성 주도로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연구회’가 만들어지면서 용어들이 ‘스마트 

농업’으로 통일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농식품 ICT 융합 기술 개발의 주요 목표는 기계화·자동화 등을 통한 생력화, 

편리성 도모, 수익향상, 건강증대 및 안전성 확보 등이다. 이러한 농식품 ICT 융합의 

주요 기술은 Smartagri 시스템, 영농 정보관리 시스템(Farm Management System, FARMS), 

농업 클라우드 솔루션, 에너지절감시스템 및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도입, 고품질 감귤 

생산시스템, 방목용 음용수 공급시스템, 무선 분만·발정 감지시스템, 드론 및 무인헬

기를 이용한 리모트 센싱 기술, 농용차량 자율 직진주행시스템, 트랙터 로봇 등이 있다. 

Smartagri 시스템은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환경, 생체 등) 수집, 분석 및 디지

털화를 통해 식물 생육을 최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며, FARMS는 농작업 이력 축적 

및 DB화를 통해 GIS의 지도정보와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종합적 관리 시스템으로 작업 

진척상황 파악을 통한 작업 계획 수립 등 대규모 영농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시스템

이다. 그리고 최근 일본 스마트팜의 대표적인 기술은 농업 클라우드 솔루션이다. 농업 

클라우드 도입의 장점은 농업 경영에 관한 기술 노하우·경험의 축적이 적은 신규 농가

에게 농업 클라우드를 이용함으로써 단기간에 기술을 습득하여 생산성을 올릴 수 있고, 

초기 도입 비용이 적게 드는 점이다. 농업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으로 영농인들이 모든 

면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입 초기에는 데이터 축적이 필요

하며, 이러한 데이터 축적에 의해 생산공정의 개선 사항이 명확하게 되고, 이것을 개량

하여 다음 생산에 활용하여 검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농업 클라우드는 

빅데이터의 분석과 처방(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활용하여 쉽게 농업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한다. 

2.3.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면적의 1/2에 부과하지만 ICT를 활용해 한계를 극복한 대표

적인 농업 수출 국가로 농산물 수입액의 1.5배를 수출하고 있다. 축산물과 화훼가 농업 

총생산의 74%를 차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네덜란드 농산물 수출액은 

세계 2위로 동식물성 원료(화훼구근, 씨앗 등 포함), 치즈, 담배 등이 상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훼류 및 채소류는 각각 수출액의 10%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네덜란드의 농업 

부문 중 특히 시설원예는 1990년 이전까지는 생산성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이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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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 가능성은 에너지와 노동력 

투입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특히 화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용수와 

토지 사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농업’을 표방하고 정부 

주도 아래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 생육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현재 네덜란드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나머지 5%가 노동력이라고 할 만큼 첨단화되어 ‘창조농업의 본산’으로 불린다. 네덜

란드는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농업의 기계화가 가장 잘 진전된 국가 중 한 곳으로 매우 

효율적인 농업이 실시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의 농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 ICT와 로봇공학을 적극적으로 농업 경영

에 도입하여 농업 비즈니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ICT 기술융합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농업 ICT 융합 R&D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정밀화 사업

(Programma Precisie Lanbouw, PPL)이다. PPL은 민관 파트너십형 사업을 통하여 농업의 

정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을 개선하는 ICT 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와 조직의 

형성 등을 다루고 있으며, 농업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에너지 사용량의 억제 및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① GPS 등을 

활용한 지도정보와의 융합을 통한 보다 상세한 작물의 재배 관리, ② 센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미네랄, 수분, 질소 등)에 기초하여 안내되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

로의 비료 공급 및 살수를 통한 토지의 비옥화, ③ 작물의 보호(제초와 전염병 예방)의 

3가지 테마에 대처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PPL사업은 제 2기를 완료한 단계

에서 72개의 사업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사례는 ① 경작지에 

적합한 재배 관리 시스템 개발, ② 농작업 지시정보 교환 시스템 개발, ③ 기계적 제초 

시스템 개발이 있다. 또한 네덜란드 농업은 클라우드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플리

케이션을 통하여 농업 운영에 종사하는 복수의 오너가 농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농가가 농학자나 농업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는 것이 가능해

졌다. 클라우드 시스템의 이용에서는 육류의 공급체인 전반에 걸쳐 데이터간의 호환

성을 꾀하고 실시간으로 유통 상황을 파악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는 업

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술과 기존 서비스의 실체를 파악하고 프레임워크를 정리한 

단계이다.

  농업･식품과학의 ‘지식의 인프라’로, 푸드밸리를 설치해 농업기술 연구개발의 지속

적인 진화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 중심에 와게닝겐 UR인 국립 및 민간연구기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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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주변에 연구소를 마련해 일상적인 정보교환, 연구자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이 

선보이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이나 새로운 농업기술에 정통한 컨설팅을 생산자가 활용함으로 생산성

이 향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가 농업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성공 요인은 ‘ICT 기반의 경매시스템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의 결합’이다.

  이미지 경매를 통해 기존 경매시계를 전자 스크린으로 대체, 경매장 내 컴퓨터와 

입력기를 통한 클릭만으로 경매에 참여가 가능하다. 스크린과 실물이 없는 공간에서도 

가상 경매 시스템을 통해 입찰이 가능해 인적‧물적 이동의 최소화 및 경매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24시간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직거래(Direct Trade) 시스템 활성화하여 중간 

유통의 비효율성 및 불합리성을 차단한다. 전자주문시스템(Electronic Ordering System) 

구축을 통해 판매자-구매자 간 전자정보교환방식(EDI) 규격의 전자납품서로 의사전달, 

신속 정확한 소통 및 거래 촉진을 현실화하였다.

2.4.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사막의 땅에서 수출 농업을 일궈냈다. 국토 절반이 사막인 이스라엘은 

연평균 강우량이 300mm로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세계적인 선진 농업 국가로 

성장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의 농업 인구는 1960년대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는데 농업 

생산성은 크게 높아졌다. 첨단 기술과 농업을 접목해 25년 동안 농업 생산성을 16배나 

높였다. 사막 환경으로 인한 제한된 경지면적, 농업용수 부족과 같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설채소, 화훼, 종자, 비료 및 농약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하이테크 농업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집약적 

온실생산체계를 이용하여 겨울철에도 신선채소, 과일, 절화를 생산하며 유럽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클러스터화 

및 지식 기반 구축에 집중적이고 장기 투자를 통해 산업단지와 연구 단지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 중심의 Agrexco-Camel을 통해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 ‘Agrexco- 

Camel’은 수출활동 전개 및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며 소비자 조사, 수출용 상품 포장 개발, 

마케팅 및 홍보 판촉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발전과 식량안보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관심과 막대한 지원은 이스라엘 

농업생산성과 생산량을 증가시킨 한편, 과학자, 농업인, 농업 관련 산업 간 긴밀한 협동과 

원활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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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첨단 농업 기술 사례로는 ‘파이텍 무선식물 생장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 

파이텍은 작물과 경작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개발, 이스라엘 오렌지 

농장 등에 적용하고 있다. 식물성장량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관수 주기, 관수량 등의 재배법 

개선에 이용한다. 식물에 직접 부착되어있는 센서들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읽혀지며 

케이블이나 무선연결을 통해 재배자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전송된다. 소프트웨어는 식물의 

컨디션을 최적상태의 녹색부터 최악생태인 적색까지 그래프와 색깔로 표시한다. 이스라엘

의 대표적인 농업분야 ICT 융합 사례는 다음과 같다. 

  관개부분에서 보면 전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80%를 재활용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동관개 조절장치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고 농업 수자원 계획 부문 상수

공급 하수처리 시스템, 폐수 활용부문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점적

관수 기술을 개발한 네타핌(Netafim)이 있다. 네타핌社는 이스라엘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농업 관수 관개 및 그린하우스 부문의 글로벌 리더 기업(관수 분야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이다.

3. 주요 분야별 융합기술 개발 및 활용 현황

  선진국의 농업부문 ICT 융합 기술 개발 및 활용 현황은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소비, 

농촌지역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별 농업 및 농식품 산업과 

농촌사회의 차이에 따라 ICT 융합 및 기술 활용 현황도 차이가 크다. 즉, 축산, 시설

원예 등 주요 분야별로 네덜란드, 독일, 이스라엘, 일본,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선진국

에서는 자국 농식품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IT 융합을 

적극 활용 중이지만, 국가별 ICT 융합 기술 활용 내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축산의 

경우 국가별 축종의 차이에 따라 ICT 융합 기술의 개발 및 활용상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시설원예, 노지 농업 등은 자연조건, 작부체계별 차이가 크다. 

3.1. 정밀농업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Precision Farming)은 1929년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농경지의 세분화 관리를 통하여 농자재 투입량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서 처음 제기

되었다. 이후 50여 년이 지난 1980년대 말 미국 토양학자로부터 정밀농법에 관한 아이

디어가 나온 뒤 항공사진과 토양도를 이용해 비료를 변량 살포하는 장비가 처음으로 

개발돼 농가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1995년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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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밀농업 단계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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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DA Interrobang 90호(농진청 2012).

급진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정밀농업은 관찰(조사) →처방(분석) →농작업→결과분석 

단계로 이루어지며 단계별로 ICT 융합기술이 적용되게 된다<그림 1 참조>.

  유럽 농업 연구의 중심지라 불리는 네덜란드에서는 정밀농업을 정밀화 사업(Programma 

Precisie Lanbouw, PPL)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와게닝겐 UR(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 Centre)에서는 다양한 센서를 농지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와게닝겐 

UR의 시험용 온실에는 땅속에 고정된 센서가 각종 무기염류, 필수영양소, 수분의 양, 

산성도를 점검하며, 공기중의 이산화탄소 양, 온도, 습도 등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트랙터

와 같은 농기계에 부착된 센서는 작물의 잎과 열매의 영양상태나 성숙도, 특정 성분의 

양 등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산출물을 얻으려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은 현재 전체 농가의 약 40% 이상이 정밀농업을 활용하고 있으며, 독일, 덴마크 

등 유럽에서는 정밀농업 인증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 역시 벼농사 중심으로 정밀농업 

기술이 1990년대 중반부터 개발되어 현장에 보급된 상황이고 중국과 인도도 정밀농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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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밀농업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ICT 융합기술은 빅데이터, 센서, 어플리케이션, 

드론 등이며, 기술별 개발 및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1. 빅데이터를 이용한 처방농법

  최근 미국의 농업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고도로 발달된 첨단 ICT와 빅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처방농업은 농기계와 농경지 이곳저곳에 

센서를 최대한 장착하고 이들이 수집하는 방대한 자료를 ‘빅 데이터’기법으로 분석, 

해당 지역에 최적 농법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해상도가 10m×10m(100㎡)인 경우, 6,000 

에이커는 구역을 2,400분의 1로 세분화된 맞춤 관리를 받게 된다. 처방농법은 농부들

에게 토양정보, 일기예보, 작물의 생장 상황은 물론 곡물 시세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몬산토에 따르면 농부는 곡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작물 선택, 파종 시기, 

시비량 조절 등 40가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가운데 한두 가지만 정확하게 

이뤄지더라도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다고 한다. 그리고 처방농업이 미국 전역에서 

전면 실시될 경우, 옥수수 농가의 에이커 당 생산량은 4,352kg에서 5,440kg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곡물의 최적 생산으로 추가되는 부가가치도 연간 

200억 달러(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아직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전체 

농민의 60% 가랑이 한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운행되는 농업용 트랙터의 80%에 데이터 송수신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2013년 몬산토가 9억 3,000만 달러(1조 원)를 들여 Climate Corporation을 인수한 뒤 

이용자의 급증으로 처방농업의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몬산토가 인수 

이전 서비스를 이용한 농지는 1,000만 에이커로 미국 전체 농지(1억 6,100만 에이커)의 

16분의 1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6,000만 에이커로 전체 농지의 3분의 l로 늘어

났다. 한편, 빅데이터 기술의 농업 분야 응용에 우려를 보내는 견해가 적지 않다, 남한 

면적(9만 9,000㎢)의 6.5배에 달하는 미국 전역 1억 6,000만 에이커(64만 7,000㎢) 농지에 

첨단 센서를 설치하고 여기서 수집되는 자료(에이커 당 1기가바이트)를 실시간 분석

하려면 막대한 자본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새로운 농업 혁명은 

몬산토(종자), 존디어(농업장비), 듀폰(농자재·비료) 등 대기업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기존 주력 업종은 제쳐놓고, 농업 관련 빅 데이터 처리업체로 자처하며 

농업 정보망 구축에 매달리고 있다. 몬산토는 클라이 밋 코퍼레이션을 바탕으로 ‘필드 

스크립트’라는 정보망을 개발했고, 듀퐁도 인공 위성 위치정보와 기상정보를 결합시킨 

‘프로그레시브 파머’라는 시스템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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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정밀농업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정밀농업을 위한 장치는 해당지역의 30년 기후와 토질, 토양의 수분함량 및 파종될 

종자의 특성을 빅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깊이로 파종을 할 수 있도록 

파종기를 조절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씨앗이 뿌려지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모니터

에는 토양의 비옥도 정보가 실시간 제공된다. 파종 후 컴퓨터 화면에서 농장을 구글

(Google) 지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 한 구석에 날씨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가운데 파종한 옥수수 품종 번호를 입력하면 예상 수확일자와 수확량은 물론이고 

톤당 가격까지 제공된다. 이러한 정밀농업을 위한 대표적인 시스템은 Climate Corporation의 

‘Climate Fieldview Pro’와 Trimbl社의 ‘ConnectedFarm’ 등이 있으며, Climate Corporation에 따르면 

프로그램 이용료는 에이커 당 15달러이지만 시스템 덕분에 에이커 당 수익이 100달러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정밀농업시스템

Climate Pro ConnectedFarm 정밀농업장치를 탑재한 농기계 내부 모습

자료: Climate Corporation, Trimble Co. 및 JohnDeere 각 홈페이지.

  이러한 서비스는 콤바인 내부에서도 가능하지만 스마트 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더욱 더 증가하여 Climate Corporation사가 몬산토에 인수한 2015년 프로그램 

이용료는 에이커 당 3달러로 인하됨과 동시에 사용자들은 더 많은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① 몬산토의 필드스크립트(FieldScripts)

  필드스크립트(FieldScripts)은 농업회사인 몬산토가 옥수수, 대두, 면화, 밀, 카놀라, 수수, 

사탕수수 종자를 제공하며 좋은 품질의 종자 유전학과 첨단 형질 기술로 데이터를 분석

해서 각 농가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몬산토는 식물육종연구로 유

전적 수확량을 극대화하여 옥수수의 가치를 높였고 이로 인해 농가는 안정적으로 옥

수수를 재배할 수 있었다. 종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법으로 유전체학(Genomics),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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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석(crop analytics), 표지육종(marker-assisted breeding) 등의 첨단육종기법을 이용한다. 

또한 필드스크립트(FieldScripts)는 종자 유전학과 정밀한 장비를 사용하여 경작지에 적합한 

품종과 파종량을 재배하도록 돕고 토질과 질병의 이력, 강수량 등의 데이터를 통해 

농지의 재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시스템의 도입효과는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점과 맞춤형 수확을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시스템 사용자의 중요한 데이터들이 유출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영향력이 있는 농업

회사에서 경쟁력 있는 품종을 개발하게 되면 시장을 장악하여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박로운 외 2015).

② 존디어(JohnDeere)의 시드스타 모바일(SeedStar Mobile)

  시드스타 모바일(SeedStar Mobile)은 모바일 장비를 사용하여 파종 작업을 실시간으로 

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트랙터 좌석에서 행 단위로 파종 수행 작업을 제공하여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획득한 정보는 설정을 최적화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진단하며 필드를 정찰하고 농업 운영의 다른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준다<그림 3>. 또한 화면의 메뉴는 실제 인구, 싱귤레이션(singulation), 파종 간격, 

다운포스(downforce), 승차감, 게이지 바퀴의 폭, 다양한 것들에 맞추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 시스템은 문서를 시각화하고 실시간으로 파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

으며 작업의 정밀도와 정확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실행되고 있고 생산자가 사무실

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와이파이 및 셀룰러데이터와 연결하여 MyJohnDeere의 운영

센터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이 시스템의 도입효과로는 작업 수행 중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과 파종작업 향상 및 생산성 증가, 작물 수확량의 

그림 3.  시드스타 모바일

 자료: (https://ww.dee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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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를 유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고화질 지도 등의 공간정보와 연계

하여 가시화된 형태의 정보제공, 영농 정보의 기록·이력관리를 통한 체계화된 영농관리 

및 개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③ 듀퐁(DuPont Pioneer) 파이오니어의 Pioneer Field360 Select

  듀퐁사는 1999년 종자 회사 파이오니어를 인수한 후 식량산업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2013년 기상데이터 분석 플랫폼 ‘Field360’ 공개 이후 웹 기반 경작기 관리 

도구인 ‘Field360 Select’, 모바일 앱 ‘Field360 Notes’ 등을 상용화하였다. Field360 Select는 

수십년간 축적된 토양 및 기상, 강우량 정보를 바탕으로 경작지별 데이터와 실시간 농경･

기상 정보와 결합하여 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이며, Field360 Notes는 GPS 태그로 

메모 및 사진 활용 기능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농장 데이터에 접속해 농경관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경작자의 경험에 의해 파종, 

재배, 수확 등이 이루어지는 일반농업에 비해 축적된 데이터와 외부 환경 정보를 결합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과학적인 영농을 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농경관리로 

농가의 수익성이 향상되며 농지에 나가지 않고도 데이터 접속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가에게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스템 사용자의 데이터들이 경쟁 지역의 생산자에게 알려질 경우 

농가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박로운 등 2015).

그림 4.  Pioneer사의 Field360 Tools

출처: 농림·식품 분야의 新ICT융합전략(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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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타트업

  농업 관련 스타트업의 약진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농업과 IT가 결합한 회사들이 약진하고 있다. 미국 농업과 식품 관련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 자금은 인터넷 기업에 투자된 금액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편이기 하나, 다우존스 벤처소스 집계에 따르면 2014년 벤처캐피털이 농업과 식품에 

투자한 자금은 4억 8,600만 달러(5,300억 원)로 54% 급증하였다. 농업 관련 스타트업의 

약진 배경으로는 무선 기술의 저렴화, 데이터 수집과 작물 모니터링 툴의 개선, 세계 

인구 증가로 인한 늘어난 식량 수요에 관심을 갖는 사업가들이 생겨났으며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는 파머스 비즈니스 네트워크(Farmers Business Network), 팜로

그스(FarmLogs), 온팜(Onfarm), 크롭엑스(cropx), 픽트레이스(Picktrace), 애그릴리스트(agrilyst), 

640 Labs, 시투센스 등이 있다.

  파머스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2014년 2월 구글 출신 프로그램 매니저가 창업한 회사로 

종자와 토양 데이터를 분석해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비절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회사는 컴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인과 공공의 농작물 수확량, 

날씨변화, 재배방법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축적된 자료를 통해 농부들에게 맞춤형 

비료, 농약 사용방법 등을 제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현재 미국 17주에 있는 700만 

에이커의 경작지와 16종의 농작물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구글의 벤처

캐피탈 구글벤처스, 벤처캐피탈 필드&바이어스 및 DBL에서 1500만 달러(164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아 사업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팜로그스(FarmLogs)는 한 해 농사를 계획하는데 필요한 날씨 정보와 예상되는 날씨 

변화가 기존의 수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등의 시장전망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를 기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농부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한해의 성과는 어떠할지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온팜(ONFARM)은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농장의 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작물 

생산에 따른 정보를 자동으로 습득하여 분석을 통한 재배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정밀

농업을 위한 솔루션이며, 센서, 날씨 등의 위젯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본인에 맞게 설정이 

가능하며, ESRI(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의 매핑 기능을 통해 미국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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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armLogs 그림 6.  ONFARM

자료: FarmLogs 및 ONFARM 홈페이지.

대한 USDA(미국 농무부) 토양정보와 사용자가 설정한 정보에 따라 서리, 수분부족, 높은 

풍속 등 위험 상황 시 사용자에게 이메일 또는 메시지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크롭엑스(cropx)는 관개 설비의 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다. 

토양의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2~3개의 센서를 설치하고, 통신망과 앱을 통해 지속해서 

토양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센서의 설치는 미국 농업연구청(USDA)의 맵을 

활용해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물 사용량은 줄이되 생산량은 높이는 기술을 

보유한 ‘크롭엑스’에 구글은 9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투자하였다. 센서가 지형, 토양을 

구성하는 성분, 현재 수분량 등을 읽어 들여 크롭엑스 서버로 보낸 후 데이터가 분석

되고 나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농장주에게 각각 토지에 얼마만큼 물이 필요

한지 알려준다. 이를 통해 25%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7.  cropx 센서

자료: (http://www.crop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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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640 Labs Platform

자료: (http://www.chicagotribune.com/bluesky/originals/chi-640-labs-acquired-climate-corporation-bsi-story.html).

  2013년에 설립된 ‘시투센서(c2sensor corp)’는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 기계공학과의 

울벤(Ulven)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주축이 돼 만든 스타트업으로 농장에 설치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였다. 이 센서는 도토리 크기로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씨앗과 

함께 땅에 들어가 씨앗 가까이에 있으면서 토양 수분, 영양분, 염의 농도 등 다양한 

성분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확인할 수 있다. 토양을 샘플링하거나 탐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분 분석을 해오던 기존의 센서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채용하고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다. 극소형 칩을 통해 데이터

를 무선 송신하는 장치로 배터리 없이 작동이 가능하다. 시투센서는 농지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토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센서를 개당 50센트(560원)에 판매할 목표로 상용화를 위해 농민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림 10.  시투센서

 자료: (http://www.newswise.com).

3.3. 로봇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농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존디어社와 

같은 세계 최대의 농기계 생산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생산기반을 통해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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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농업용 로봇을 보유·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 경우에는 토마토 적엽 로봇과 파프리카 수확 로봇의 상용화에 매진하고 있다.  

표 2.  미국 주력 분야 제품 및 기술

분야 제조사 기능 및 용도

로봇 트랙터 John Deere Co.
자율 주행 가능한 다목적 차량 및 트랙터

GPS 정보를 이용

잡초제거로봇·원격조종 

무인트랙터
Univ. of Ilinoins

<잡초제거로봇>

적외선·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 잡초와 옥수수를 구별

<무인트랙터>

원격 조종을 통해 움직임, 장애물 감지 기능

과수·원예작물을 위한 

통합 로보틱 솔루션
CMU

사과·오렌지를 위한 로봇시스템 개발

(2008년부터 4년간, 천만불)

자율주행·작물상태평가·수확

작물의 질명·병해중 조기감지

작물의 건강상태, 상품가치평가

작물의 손상방지

머신-비전 기반의 

농업로봇
Vision Robotics Co.

오렌지, 사과 수확·포도 나무 가지치기 로봇 개발

카메라를 이용해 과실의 상태를 검사하는 로봇과 수확을 

담당하는 로봇으로 구분

딸기 수확로봇
Robotics 

Harvesting LLc.

자율주행·자동포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딸기를 인식하고 로봇 팔을 이용하여 수확

소형 다개체 원예로봇 MIT
방울토마토의 물주기·수분·수확 작업 가능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로봇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협동작업

표 3.  해외 농업용 로봇 개발 사례

연구기관 농업 로봇

미국
오렌지 수확 로봇(플로리다 대학), GPS를 장착한 트랙터로봇(일리노이대학), 

AgBots(technovelgy)

일본 오카야마대학 오이, 포도, 딸기수확 로봇

영국 Silsoe연구소 양송이 수확 로봇, 제초로봇, 양치기 로봇

호주 시드니대학 양털깎기 로봇

이스라엘 농업연구소 주스가공로봇(껍질 있는 열매에서 주스생산)

네덜란드 와게닝대학 젖소용 착유 로봇, 치즈 가공로봇

프랑스 Cemagref 비접촉 과일 당도측정 로봇, 사과 및 포도 수확로봇

덴마크 알버그대학 GPS를 이용한 제초 로봇

스웨덴 제초 로봇

자료: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추진 전략: ICT 융합(이주량 2014)(미발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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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클라우드 서비스

  일본의 스마트 농업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농업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농업 

클라우드 서비스 중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아키사이(Akisai), NEC와 네폰 2개 회

사는 각자가 가진 장점(NEC: 소프트웨어, 네폰: 하드웨어+농업현장)을 살려 공동으로 

솔루션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 클라우드 솔루션은 후지쯔와 NEC, 

히타치 등 주요 솔루션 업체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되어 왔으며, 쿠

보다 등의 농기계, 농업기기 제조업체, NTT 퍼실리티 등 타 업종에서도 진출하고 있

는 중이다. 각사의 농업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후지쯔는 생산 관리뿐만 아니라 경영 관리, 판매 관리 등과 일체로 수행

할 수 있는 식·농 클라우드 아키사이(Akisai)를 제공하고 있다.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Akisai 검증·테스트를 위해 노지 재배와 시설 재배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쿠보다는 벼농사를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 'KSAS'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사의 

농기계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콤바인 등의 농기계에 수량, 

수분, 단백질 함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하고 농기계에 대한 정보와 수확한 

쌀에 대한 정보(수확량, 단백질, 수분 함량)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NTT 퍼실리티는 농업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 ‘agRemoni(아그리모니)’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물 관리와 에너지의 가시화로 다져진 모니터링 기술을 농업에 응용

하고 있다.

  이 밖에 농림수산성 등 국가 기관에서는 저비용 생산 기술을 확립하거나 ICT를 활용한 

효율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실증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농업 클라우드는 도요타, IHI, 컴퓨터 시스템 등의 사업이 채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요타는 쌀 생산 농업 법인 전용으로 「풍작 계획」을 개발하여 작업의 효율화, 품질 

향상을 위한 실증 실험을 하고 있다. "풍작계획"은 자동차 사업에서 축적된 생산 관리 

기법과 공정 개선 노하우를 농업에 응용하여 농사 계획을 자동 생성하고 추적 할 수 

있으며, 작업 데이터와 품질 데이터를 축적·분석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맛있는 쌀 만들

기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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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해외 주요 국가의 농업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ICT 융합기술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해외 주요 국가의 ‘농업 4.0’이 추구하는 목표는 투입 에너지

의 최소화와 주어진 조건에서 생산성 극대화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IOT, 빅 데이터 등을 이용한 정밀농업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무인자율

구동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 네덜란드 등은 대규모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

되어 있으며, 생산시설 또한 첨단형이 많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에는 소규모의 농업 생산기반과 

노후화된 생산시설이 많은 관계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기반 정비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ICT 융합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농업 시장은 선진국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및 한국 등이 가장 큰 시장이나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시장 또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내의 영세한 시장구조를 고려할 때 농업분야 ICT 

융합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있어 국내 및 국외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과 실증을 

통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③ 정밀농업을 비롯한 스마트 농업을 위한 ICT 융복합 기술 개발 및 보급 시 선진국의 

단위기술을 무작정 따라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네덜란드, 미국 및 일본 등)의 농업 

정책, 농업 구조적 특성, 농민의 요구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접목 가능한 부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등 농경지가 넓은 곳의 정밀

농업을 위한 단위기술(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맞춤형 농기계 및 로봇 등)은 농경지가 

넓지 않은 국내 여건과 맞지 않은 관계로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미국과 일본의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9년 농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농업에 진출한 일반법인 수는 2010년 175개

사에서 2014년 1,712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이 많은 장애에 부딪히면서 좌초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진국의 대기업 

진출 사례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국내에서도 농업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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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미국, 일본, EU 등은 스마트 농업을 위한 개발에 필요한 연구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농업 분야 ICT 융합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부처별 

협력 미비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연구에서 연구비 

규모에 상관없이 단위기술개발, 실증 및 산업화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 실용화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처별로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부처별 기본

연구와 부처별 기능에 맞는 사업을 명확히 한 후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업시스템과 개발, 보급 및 활용의 일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발된 단위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국내외 테스트 베드 구축과 실증 사업에 

있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협업, 분야별 공동요소기술(센서 국산화, 

플랫폼, 클라우드시스템 등) 개발은 미래창조부의 기본연구로 하는 등의 부처별 

기본연구, 협업 및 일괄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ICT 융합기술의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선순환구조형의 R&D시스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⑥ 일본의 클라우드 시스템은 생산 분야 뿐만 아니라 농가 경영관리, 판매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시설원예 분야의 생산단계에서의 

환경 모니터링 및 정보 저장 단계에 국한되어 있으며, 양질의 자료를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와 선도 농가의 재배노하우를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일반화시켜야 되는 

등의 숙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국내 농업 여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타당성 

유무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조치의 예는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타당성이 있다면 이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국내보다는 해외를 겨냥한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이라면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기술 개발, 축적된 정보의 

활용 및 분석을 위한 전문가 양성 또는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시스템 개발 등 이다. 

 ⑦ 미국의 경우 농업 관련 스타트업의 약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업과 

IT가 결합된 회사들이다. 미국의 경우 정밀농업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많다. 미국은 농업관련 스타트업은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농업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⑧ 생산 및 유통분야에서 해외 주요국의 ICT 융합기술은 국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상용화된 사례도 있으나, 확산이 되지 못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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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 적합한 필요기술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분야 ICT 융합기술의 

생태계 조성이 어려운 요인과 국내 농업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ICT 융합기술의 

개발의 방향성을 재정립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농업 4.0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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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우리 농업의 미래 *

2)김 연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4차 산업혁명 농업부문에 도입 필요성 

  세계는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21세기 시작과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이 출현하고 있다. 

제46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2016.01.)의 핵심주제가“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으며 

글로벌 위기의 극복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 농업은 농가소득의 정체, 곡물자급률 하락,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더 나아가 기후변화 심화 등으로 인해 작물 생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심화로 농산물의 작황 및 생산량이 일정하지 못해 

가격 역시 심하게 등락하고 있으며 이에 농산물의 소비자인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확

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은 2001년 32조 원에서 2012년 44조 원으로 급성장하였으나, 

2012년 이후 최근 2016년에는 44조 원으로 정체 수준이다. 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2001

년 11.3백만 원에서 2015년도 11.3백만 원으로 15년간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농가인구 

또한 2000년 4.0백만 명에서 2015년 2.6백만 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농업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성과는 크다고 보이나 여전히 농업이 한 단계 

* (yj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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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 생산, 유통, 소비, 전후방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견인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부문에 적용 시 생산, 유통, 소비, 전후방 부문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생산부문과 결합되었을 때 노동력 절감, 단수 

증가, 품질향상, 사료비 절감, 질병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유통부문에는 물류

비 절감, 원산지 표시, 수급안정 등의 효과가 예상되며, 소비부문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효과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정밀농업으로 적재적소에 비료･농약을 적기에 

적량을 살포하게 되어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딥

런닝,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된 로봇, 드론, 자율주행 농기계, 농촌 

원거리 의료 등을 최종수요자(end user)인 농가･농촌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보급하여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후방산업의 가치창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다루고 있는 물리적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 중에서 농업부문에 생물학 기술 도입에 R&D 투자를 확대

한다면 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고 농업의 외연적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농업･농촌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항만, 항공, 조선, 물류 

등 어떤 분야에 적용되어 발전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도입과 동시에 긍정적인 요소는 

크게 확대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2. 농업과 4차 산업혁명 우리 정책 

2.1. 농업부문의 정책   

  우리 정부는 농업의 성장을 위해 스마트팜 보급·확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

다. 그러나 스마트팜과 농업부문의 4차 산업혁명과는 큰 차이가 있다. 스마트팜은 

주로 생산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스마트 농업은 생산, 유통, 소비, 전후방 산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스마트 농업･농촌은 스마트 농업에 농촌을 포함시키는 개념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4차 산업혁명 접목은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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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자율농기계 등의 기술을 농업･농촌에 적용하여 기존의 스마트팜을 뛰어 넘는 

개념이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닐하우스･축사･과수･노지작물 등에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의미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물 생육정보와 환경정보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 처방을 함으로써 노동력･에너지･

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를 위한 것이다. 

  스마트팜 운영원리는 첫째, 생육환경 유지·관리 소프트웨어(S/W)로 온실·축사의 온습도, 

CO2 수준 등 생육조건을 설정, 둘째, 온습도, 일사량, CO2, 생육환경 등을 자동으로 수집해 

환경정보를 모니터링, 셋째, 자동·원격으로 냉·난방기 구동, 창문개폐, CO2, 영양분·사료 

공급 등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을 보급･확산하여 농업부문에 

노동력, 비료, 농약 및 에너지 등의 투입 요소를 최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

력을 한층 높이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견인하자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농업부문 도입은 농업과 ICT의 융합으로 생산분야 이외에 유통･소

비･전후방 및 농촌생활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식품의 가치사슬(value-chain)에 ICT를 융복합하여 생산의 정

밀화, 유통의 지능화, 경영의 선진화 등 상품, 서비스, 공정 혁신 및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기계화에 기반한 농업생산, 

POS-Mall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 유통,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기반한 농

산물 이력추적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www.kahis.go.kr)을 통해 질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히 방역 대를 설정하고 취약

농가 소독, 이동제한 등 효율적 방역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스마트팜 맵(농경지 

전자지도) 기반으로 주요 품목 수급을 위해 재배면적, 생육현황 및 생산량 예측 등을 

원거리에서 정밀한 작황 추정도 가능하다. 

2.2. 농업부문의 스마트팜 정책 

2.2.1. 농업과 ICT 융합을 위한 정책 

  우리나라는 ICT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IT 839전략1)’의 일환으로 여러 

1) 2004년 3월 국민 소득 2만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가 수립한 IT산업 개발 전략. 8은 8대 신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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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에 걸친 유비쿼터스-IT(u-IT) 기술 검증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업분야에서도 

지식경제부(정보통신부) 주관으로 ‘u-Farm 선도사업’을 실시해 25개 시험모델을 운영

(2004~09년)하였다. 센서를 활용한 최적 생장환경 구현과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이

력추적시스템 등 농식품분야와 IT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소규모 실증실

험 단계에 머물렀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로 ‘농수축산분야 u-IT사업’이 이관되면서 농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 생산 정밀화 모델 개발이 본격화되고,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가 가시화되었다. 

매년 ICT 융복합 모델 발굴사업을 진행하여 시설원예, 축산, 유통 등 총 20건의 모델 

개발 및 현장 실증을 추진(2010~13년)하였다. 

  시설원예 분야는 관련 모델 발굴사업이 가장 많이 시도되었고, 기술개발도 진전되

면서 토마토, 파프리카 등 일부 품목은 확산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축산분야는 

시장 규모가 큰 양돈을 중심으로 사료 자동급이 시스템 등 핵심 시설과 운영모델 등이 

현장적용 단계에 진입하였다. 

  한편, 시설원예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는 선도농가

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유리온실과 관리 S/W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사례도 

등장했으나, 국내 기술은 R&D 수준에 머무르며 시설현대화와 연계되지 못하였다. 

2.2.2. 농업의 스마트화 본격 추진 

 그 동안의 R&D 지원으로 농업 현장에 확산 가능한 스마트팜 모델이 정립됨에 따라  

정부는 시설 증·개축 등 하드웨어(H/W) 위주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ICT를 접목한 

농업의 스마트화를 중점 추진하였다.

  2013년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을 마련하여 생산, 유통, 소비 등 부문별 ICT 

융복합 현황을 진단하고, 스마트팜 보급, R&D,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정책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2014년부터 시설원예,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팜의 본격적인 현장 확산을 추진

하였으나 첫해 보급실적은 시설원예 60ha, 축산 30호(목표: 330ha, 80호)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추진기반이 요구되었다. 

   이후 2015년 1월 창조농식품정책관실 출범과 더불어 농식품부 내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스마트팜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원예, 축산 등 관련부서와 함께 시설현대화

스(휴대인터넷, 홈네티워크 등), 3은 3대 인프라(광대역통합망,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등), 9는 9대 신성장 동력(차세대 이동

통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함.



세계농업 제202호 | 125

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한 현장 보급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지원, R&D, 교육·훈련, 관련기업 육성 등 스마트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ICT기반 첨단 농업·행복한 농촌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2.2.3. 스마트팜 정책 목표 및 방향

  정부의 정책 목표는 스마트팜을 집중 보급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팜 관련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2017년까지 시설원예 4,000ha(시설현대화 면적의 40%), 축산농가 700호(전업농의 

10%) 및 과수농가 600호(과원규모화농가의 25%)에 스마트팜을 보급할 계획이다. 

표 1.  2017년 스마트팜 보급목표

분류 목표 내용

시설

원예

첨단수출형 600ha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 첨단온실에 기반한 주요 수출품목 시설면적 

전체(100%)

연동복합형 2,400ha 오이, 딸기 규모화･현대화가 진전된 연동형온실(7,853ha)의 30% 수준

단동간편형 1,000ha 참외, 수박 주산지 단동형온실(10,719ha)의 10% 수준

축산

양돈 310호

주요 축종별 전업농의 10% 수준낙농 230호

양계 160호

노지 과수 600호 규모화된 과원 농가의 25% 수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박근혜 정부 농정 중간보고서(2016).

  시설원예 부문에는 ICT 융복합 시설 설치가 가능한 현대화된 시설(’14년 기준 11,700ha)의 

40% 수준까지 스마트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축산부문에는 양돈･양계 중심에서 

젖소, 한우 등 축종별 모델 개발을 순차적으로 확대 진행하여 축산 전업농의 10% 수준인 

700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지분야에는 과원규모 1.5ha 이상, 농산물 판매액 

1억 원 이상 농가(2,582호)의 25% 수준인 60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보급 확대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교육 등 현장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스마트팜 도입농가의 생산성을 30% 향상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스마트팜에 대한 

정부 투자 및 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정부 주도의 스마트팜 확산 및 우수사례를 창출하여 스마트팜 수요를 확대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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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스마트팜의 전체적인 단가 인하를 이끌어 스마트팜을 보급 

확대하고자 하며, 시설설치 지원, R&D 등 정부의 초기 투자가 시장 확대로 이어져 관련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산업으로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스마트팜 정책의 기본방향은 정책자금 지원, R&D, 교육훈련, 기업육성 등의 

종합적 접근과 스마트팜 확산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여 스마트팜 보급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현대화 사업과 스마트팜 보급을 동시에 추진하여 ICT 융복합 시설 도입

이 가능한 기반 자체를 확대하고, 농가의 투자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스마트팜 도입

에 따른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등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홍보하여 농업인이 자

발적으로 스마트팜을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관련 기자재 및 생육관리 등 스마트

팜의 핵심 부품 및 기술을 국산화·표준화하여 우리 농업 환경 및 여건에 맞는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만들고 단가를 인하한다. 넷째, 농업인과 관련 인력이 ICT 활용 능

력 및 작목별 전문성을 갖춰 현장에서 스마트팜의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하

고 농업인에게 꼭 필요하나 기업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후관리(A/S)와 같은 핵심 기

능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농가의 애로사항도 해소하고, 관련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2.3.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사업 

2.3.1.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활성화 목표에 따라 정부는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보급’ 지원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목적은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

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환경관리 부문은 온도‧습도‧CO2·광량·풍속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생장관리 부문은 측장‧난방 등 환경제어와 양액 등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관리, 마지막으로 정보분석 부문은 축적된 생육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이 이 사업에 해당된다. 

  근거법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며, 연도별 재정투입은 2014~2016년까지 각각 

200억 원, 2017년 이후는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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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시설원예)

단위: 백만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이후

합계 20,000 20,000 20,000 84,000

국고 4,000 6,000 4,000 16,800

융자 6,000 6,000 6,000 5,040

지방비 6,000 6,000 6,000 5,040

자부담 4,000 4,000 4,000 16,8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사업대상자는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며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등을 통한 ICT 시설

기반 구축사업 동시추진 농업인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인 센서장비(외부 

온도‧풍속‧강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영상장비(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제어장비(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등이다. 

  지원형태는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되며 융자금 

일부는 지방비 대체가 가능하다 지원의 상한액은 2억 원(총 사업비 기준 1백만 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으로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게 

되어 있다. 

2.3.2. 축산분야 

  축산부문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목적은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 지원” 이다. 구체적으로 환경

관리 부문은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사양관리 부문은 사료빈 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마지막으로 경영관리 부문은 생산관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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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등이 이 사업에 해당된다. 

  근거법령은 시설원예 부문과 마찬가지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며, 2016년 재정

투입은 135억 원이고 2017년에는 15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표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축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이후

합계 7,200 9,000 13,500 15,300

국고 2,160 2,700 4,050 4,590

융자 3,600 4,500 6,750 7,650

자부담 1,440 1,800 2,700 3,0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사업대상자는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분야 농업경영체로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돈사이며 1,000두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700두 이상)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양돈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으로 

외부환경(온습도‧풍속‧풍향) 및 내부환경(온습도, 정전, 화재 등)의 모니터링 장비, 사육

단계별 사료자동급이기, 돈선별기, 사료빈관리기, 돈방별 음수관리기 등이 이에 해당

된다. 지원형태는 국고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로 구성되며 융자금 및 자부

담을 지방비로 대체 할 수 있다. 지원한도액은 1,000두를 기준으로 1억 원 수준이며 

시설 및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함. 또한 사업비의 상한액 기준은 5억 원이다.

  현재 정부의 많은 정책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농가 및 농업관련업체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수요자에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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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농업의 문제와 4차 산업혁명 연계  

  한국 농업의 핵심 이슈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농업관련 현안으로는 크게 쌀 문제, 구제역과 조류독감, 축산분뇨와 냄새처리문제, 농산

물의 수급 불균형문제, 기후변화 및 농촌 고령화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빌려서 해법을 찾는 것이 농업부문에 진정한 4차 산업혁명 도입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농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자원이며, 데이터 품질이 

경쟁력인 시대이다. 우리 농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즉 사물인터넷(IoT)이 최대로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이 확충되어야 한다. 컴퓨터 용량이 메가바이트(MB)에서 에타바이트(EB) 더 나아가 제

타비이트(ZB)로 용량이 커져야 하며 이렇게 큰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초고속 5세대(5G)통신망, 더 나아가 6세대, 7세대 통신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3.1.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 효과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위해 먼저 생산, 유통, 소비, 전후방, 농촌 분야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IoT, IoE, ICT,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로봇, 드론, 3D 프린팅, 인공지능(AI), 상용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결합할 수 있다.

그림 1.  농업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적용기술

적용 분야  기술 분야

1. 농업 생산부문

(시설원예, 축산, 노지, 과수, 벼 등)      

2. 농산물 유통부문

(산지, 도매, 소매, 직거래, 전자상거래 등)  

3. 농식품 소비부문

(안정성, 원산지, 이력제 , 브랜드 등)

4. 정책, 제도, 보급, 운영, 교육 등         

↔

1. IoT, IoE, ICT 등 

2.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3. 로봇, 드론, 3D 프린팅

4. 인공지능(AI등)

5. 상용화 application 등

자료: 저자 작성.

  생산부문에서는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 품질향상, 사료비 절감, 질병 예방 등이 

있다. 유통부문에서 스마트 폰을 활용한 전자경매 시스템이 있다. 이는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상호간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고, SNS 

등을 이용하여 전자결재, 직거래 등을 통해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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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는 출하계획, 품질관리, 소비지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도 농산물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유통인은 생산된 농산물을 자동으로 선별, 포장이 가능하여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비파괴 기술을 이용하여 선별을 균등하게 하여 품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유통업자가 

기상에 따른 작황, 수확예상 시기 및 물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구매 및 

판매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  4차 산업혁명 적용기술별 성과

자료: 저자 작성.

3.2. 우리 농업의 문제점과 4차 산업혁명 적용기술 

  각 분야별 문제점 등을 정리해 보면 생산단계(시설원예, 노지채소, 노지과수, 축산), 

유통･가공부문, 소비부문으로 나눠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분야는 소비자가 농산물 생산정보를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잔류농약, 원산지 

등 농산물 안정성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 모든 국가에서 

GAP와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 유통 단계별 정보를 바코드 

등의 표기를 이용하여 기록･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잉여 발생하고, 이력관리 주요 식별수단으로 바코드, RFID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QR코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세계농업 제202호 | 131

3.2.1. 생산부문: 시설원예 

  시설원예 생산분야의 문제점은 크게 생산성 증대, 생산비절감(인건비 절감, 광열비 

절감), 품질 향상을 들 수 있다. 

표 4.  생산부문의 시설원예 작물 문제점, 적용기술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해결해야 할 문제점 적용기술 4차산업혁명 대응기술

생산성 증대

(단수 증가) 

인공광원 활용기술 빅데이터

온도, 습도 정밀 제어 정밀농업

탄산가스 시비 신재생에너지

냉방 제습 관리 스마트에너지그리드

관수, 시비제어 IoT, ICT  

복합환경 제어 관리 IoT

공간재배 기술 USN(센서 네트워크)

생육진단 예측기술 App. AI 

원격 전문가 지원 클라우드, AI

생산비 절감

인건비 절감

원격 제어관리 IoT, ICT

파종-수확 자동화 로봇 

온-습도 자동제어 IoT, ICT 

개폐 자동제어 IoT, ICT 

양액 자동제어 IoT, ICT 

원격 제어 관리 IoT, ICT 

농작업 데이터 관리 IoT, ICT 

광열비 절감

생육시기별 온습도 관리 빅데이터

기상데이터 결합 IoT

신재생에너지 이용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통합관리 스마트에너지그리드

국소 냉방, 난방 기술 IoT

품질 향상 

정밀 생육환경 조절 빅데이터

생육 진단과 처방 IoT, ICT 

병해충 예찰(화상) 정밀농업

전문 컨설팅 클라우드, AI

소비자 니즈 빅데이터

기능성 강화 BT융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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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인공광원 활용기술, 온도･습도 정밀 제어, 탄산가스 시비, 

냉방 제습 관리, 관수･시비제어, 복합환경 제어 관리, 생육진단 예측기술, 원격 전문가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빅데이터, 정밀농업,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에너지그리드, IoT, USN(센서 네트워크), App. 클라우드, AI 등이 

있다. 

  생산비 절감 중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원격 제어관리, 파종･수확 자동화, 온･습도 

자동제어, 개폐 자동제어, 양액 자동제어, 원격 제어 관리, 농작업 데이터 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oT, ICT, 로봇 등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광열비 

절감을 위해서는 생육시기별 온습도 관리, 기상데이터 결합, 신재생에너지 이용, 에너

지 통합관리, 국소 냉방, 난방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빅데이터, IoT,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에너지그리드 등이 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정밀 생육환경 조절, 생육 진단과 처방, 병해충 예찰(화상), 전문 

컨설팅, 소비자 니즈, 기능성 강화 등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빅데이터, 

IoT, ICT, 정밀농업, 클라우드, AI, BT융합 등이 있다. 

3.2.2. 생산부문: 노지채소 

  노지채소 생산분야의 문제점은 크게 생산성 증대, 생산비절감(인건비 절감, 자재비 

절감), 품질 향상을 들 수 있다.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우량품종개발, 지력향상(토양성분), 기상데이터 활용, 군락 

엽면적지수 관리, 적정관수, 시비제어, 원격컨설팅 등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

은 BT와 연계,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생산비 절감 중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파종, 수확작업기, 관수, 시비제어, 제초, 

병해충관리 등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봇, 자율주행기계, IoT, ICT(IR)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자재비 절감을 위해서는 우량종자 개발, 생분해성 멀칭코팅, 

완효성 코팅비료 기술 등이 필요한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은 BT와 연계될 수 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생육 진단과 처방, 병해충 예찰(화상), 적기 수확, 소비자 니즈 

등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빅데이터, IoT, ICT, 정밀농업, 

클라우드, AI, BT융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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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생산부문: 노지과수 

  노지과수 생산분야의 문제점은 크게 생산성 증대, 생산비절감(인건비 절감, 자재비 

절감), 품질 향상을 들 수 있다.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우량품종개발, 지력향상(토양성분), 기상데이터 활용, 광반사 

멀칭, 군락 엽면적지수 관리, 적정관수, 시비제어, 원격컨설팅 등이 필요하다. 4차 산업

혁명 기술은 BT와 연계,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생산비 절감 중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파종, 수확작업기, 관수, 시비제어, 제초, 

병해충관리, 영상 원격감시 등이 요구된다. 로봇, 자율주행기계, IoT, ICT, 페로몬트립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필요하다. 자재비 절감을 위해서는 우량묘목 개발, 생분해

성 멀칭코팅, 맞춤형(BB)비료, 광반사 알미늄 멀칭, 완효성 코팅비료 기술 등이 필요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BT와 연계될 수 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생육 진단과 처방, 병해충 예찰(화상), 작업단계별 적기 실행, 

소비자 니즈, 시기별 영양관리, 수분관리, 방상팬, 가습 냉방장치, 원격 컨설팅 등이 

필요한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빅데이터, IoT, ICT, 정밀농업, 클라우드, AI, USN 등이  

적용될 수 있다. 

3.2.4. 생산부문: 축산 

  축산의 생산분야의 문제점은 크게 생산성 증대, 생산비절감(인건비 절감, 광열비 

절감), 품질 향상, 축분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종축개량, 사료관리, 축사 내 환경관리, 가임 적기 판정, 폐사

율관리, 방역 등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BT와 연계,  

빅데이터, 정밀농업 등이 있다. 

  생산비 절감 중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축사 내 환경관리, 급이기 자동관리 및 개량화, 

돈선별기, 음수기 및 군사사양관리 등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봇, 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광열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육시기별 환경제어, 신재생

에너지 이용 등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IoT, 빅데이터 

등이 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질병예찰, 사육진단과 처방, 가축행동탐지, 컨설팅, 소비자 니즈 

등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빅데이터, IoT, ICT, 정밀농업, 

클라우드, AI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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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분 관리는 분뇨처리 기술과 악취 제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퇴비화, 에너지화 

등의 기술과 BT와 연계, 빅데이터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2.5. 유통･가공 분야 

  유통･가공분야 문제점은 수급안정, 유통효율화(물류시스템, 판매촉진),  품질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예측, 수요예측, 계약재배, 저온저장시설, 저장 및 가공기술 

등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이 

있다. 

  유통 효율화 중 물류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경매 플랫폼, 원격구매, 

온라인 직거래, 전자 주문시스템, 입출고 물류창고제어, 운반차량관리, 웹(이미지)경매 

등이 요구된다. 빅데이터, ICT, 클라우드, 로봇, IoT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구매패턴 분석, 스마트 상점, 판촉 등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IoT 등이 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저온저장시설, 수확 후 관리, 소비자 니즈, 가축이력 추적 등 급 

판정 등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AI 등이 있다. 

3.2.6. 소비분야 

  소비분야 문제점은 고품질, 안전성, 가격안정, 구입편의 등을 들 수 있다. 고품질을 

위해서는 선별, 환경제어, 품질모니터링, 예찰 및 방제, 시비, 물관리, 가축질병예찰, 

수확 후 저장기술, 소비자 니즈 등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이 있다. 

  안전성을 위해서는 이력제, 원산지 표시, 잔류농약검사, GAP 인증, HACCP, 천적/매개

곤충 이용, 친환경농자재사용, 동물복지인증, 판촉, 구매패턴분석, 스마트상점 등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BT, 로봇, 

IoT 등이 있다.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기상분석 및 예측, 수급안정시스템, 수입농산물 직접생산, 유통 

업태별 시장정보, 국내외 농산물 이동 추적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AI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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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 편의를 위해서는 병원식, 고령식, 유아식, 최적 배송체계, 가상현실 구매 등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AI 등이 

있다. 

4. 4차 산업혁명 농업분야 시사점 

  우리나라 농업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개발 보급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많은 연구자와 관련자의 언급이 많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언급할 정도이고,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구

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명백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가차원, 지자체 차원에서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소개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문제 및 농업에 적용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데이터

의 수집·저장·분석이다. 수집･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농업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프리바(priva)는 한국에 원예농가에 많은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농가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한국형 시설을 설치하고 수출

하고 있다. 반면, 우리 시설농가는 농가 자체 데이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 시

설농가 스스로 개선된 영농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농가나 농업법인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쉽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런칭 

프로그램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농가나 법인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나 인허가 문제, 

작목선정 문제, 기술문제, 자금지원문제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필요하다. 

  우리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보급･확대하기 위해 기술을 소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다. 기술 개발자의 경우도 스스로 장비를 설치하여 실험하

는데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개발된 기술이 수요자인 농가가 실현하기에는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하다. 이를 한 장소에서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농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ICT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관련 사업은 개별적 지원보다는 품목별, 축종별 대단위로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다. 대규모로 여러 농가를 동시에 지원할 경우 관리자는 농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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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별 농가의 경영성과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다 더 나은 한국형 기술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는데 우리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개발 보급된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드론 등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규모화, 집단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농가당 경영규모가 작고 분산되어 있어 쉽게 기술을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 분야별 협업이 있어야 한다. 농업분야의 

기술은 공학기술, 생물학 기술, 경제적인 마인드, 정책분야 등 많은 분야가 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모든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 농업·농촌 관련 현안을 해결하면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고, 기술 개발 및 보급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은 농업부문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가능한지 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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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D 식품 프린팅 기술 및 

산업 동향과 미래 전망 *
박 현 진 ･ 김 현 우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박사과정)

1. 머리말2)

  최근 글로벌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첨단과학기술 등이 각 분야 간 전면적인 융･복합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더 이상 한 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진화 앞에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한계를 넘기가 어려우며, 연관분야 간의 이종 결합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도모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식품･외식산업 또한 이와 같은 흐름에서 예외일수는 없으며, 이미 관련 기업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낙후되어 기업의 존망을 위협받는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다양한 기업에서 융‧복합을 통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물인

터넷(IoT),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여 식품 생산과 

유통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3D 프린팅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3D 프린팅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해 3D 프린팅 산업을 신시장 창출의 핵심기술로 

본격 육성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1)을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 (hjpark@korea.ac.kr).

 1) 3D 프린팅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당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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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추진 중에 있다. 정부가 3D 프린팅 활용기술을 적극 지원함에 따라 식품을 원료로 

하는 프린팅 기술도 발전할 전망이다. 

  이미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산업 분야별 최적화된 다양한 3D 식품 

프린팅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3D 식품 프린터가 언젠가 전자레인지만큼

이나 유비쿼터스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2) 기존의 3D 프린터 

선도업체들만 해도 초콜릿, 설탕, 식품 페이스트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3D 식품 프린

터를 선보이고 있다. 일부 마니아층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레시피와 디지털 디자인을 

공유하고 자신만의 재료로 새로운 식품을 창조해내기에 이른다. 더 나아가 단순히 맛과 

모양뿐 아니라 개인에 맞게 칼로리를 조절하여 식품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단계

까지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3D 식품 프린팅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 식품생산 형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3D 식품 프린팅 기술이 안착하여 연관 산업에 녹아들기 위해 해결

되어야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음식을 3D 프린팅 하는데 있어 가장 큰 한계는 음식

재료 자체에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들은 대부분 압출을 통해 식품을 증착하는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페이스트로 만들 수 있는 식품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과정에서의 번거로움 또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3D 식품 

프린팅이 지속가능한 미래형 식품가공기술로 관련 산업에 안착하기 위해서,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요를 고려한 기술개발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필연적이고 현실에 마주한 산업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3D 식품 

프린팅 산업의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기술이 가져올 혜택과 

적용분야를 제시하여 향후 개발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식품관련 

종사자, 정책당국의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헤럴드경제(2015. 5. 13.) 기사를 직접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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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D 식품 프린팅의 개념 및 기술 분류

2.1. 3D 식품 프린팅 개요

  3D 식품 프린팅 기술은 CAD 나 3D 스캐너를 통해 만들어낸 3차원 디지털 디자인을 

바탕으로 식품구성 비율, 영양학적 데이터 등을 반영한 후 식품원료를 한층 씩 적층

하여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식품 제조 기술이다. 3D 프린터의 원리는 잉크젯 프린터의 

원리와 유사하다. 2D 프린터라고 할 수 있는 잉크젯 프린터는 디지털화된 파일을 전송

받아 잉크분사 노즐을 X축과 Y축으로 이동 시키면서 종이에 잉크를 분사하여 활자나 

그림 등의 2D 이미지를 인쇄하는데, 3D 프린터는 여기에 Z축 방향의 움직임을 더하여 

3차원 입체 형상을 구현한다.

  3D 식품 프린팅 기술은 단순히 식품의 제조 공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와 질감 그리고 완전히 개인에게 맞춰진 식품을 디자인하는 것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이 기술을 통해 곡류, 육류, 채소류와 같은 필수적인 식품과 3D 프린팅을 통한 

새로운 구조적 특징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다. 3D 식품 프린팅은 기존 식품의 형태와 질감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 구성성분, 맛과 향미 등이 완전히 다른 개별적인 식품을 생산할 수 있어 다양한 

식품 산업에 응용될 수 있다. 특히, 3D 식품 프린터에서 3차원 디자인만 수정하여 프린팅 

하면 다양한 식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의 식품생산 시스템으로서 의미가 깊다.

  3D 식품 프린팅의 기초공정은 모델링, 3D 프린팅, 후가공의 3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모델링 공정에서는 원하는 디자인을 CAD 등의 디자인 소프트웨어 또는 3D 스캐너를 

통해 3차원 디지털 도면을 제작한다. 완성된 도면은 3D 프린터가 적층할 수 있도록 

층별로 분리한 후 코드로 변환하는 슬라이싱(slicing) 작업을 거친 후에 3D 프린터로 

전송된다. 이후 3D 프린팅 공정에서는 식품 소재를 소결, 용융하여 프린팅이 용이한 

형태로 만들어 한층 한층 쌓아 입체적으로 재구성 한다. 이때 각 층별로 원하는 재료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여 영양소와 향미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3D 프린팅 공정은 

토출 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특히 사용되는 노즐 사이즈가 정교할수록, 요구되는 

배열 층이 많아질수록 추출 속도가 지연된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 된 식품을 굳히

거나 섭취할 수 있는 상태로 조리하는 후가공 공정을 거치게 된다. 식품을 완전히 경화

시킬 필요는 없지만, 자체 무게에 변형되지 않을 수준의 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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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겔화 등의 추가공정이 요구된다. 흔히 섭취하는 곡류, 육류 등이 포함되는 식품

소재는 모양이 만들어진 후 삶거나 굽는 등의 가열조리를 통해 비로소 섭취 가능한 

3D 프린팅 식품으로 탈바꿈 된다.

그림 1.  3D 식품 프린팅의 기초공정

자료: “Extrusion-based food printing for digitalized food design and nutrition control." Journal of Food Engineering(2017).

2.2. 3D 식품 프린팅 기술

  초기의 3D 식품 프린팅은 치즈, 초콜릿 등으로 조형물을 출력하는 수준에 국한 되었

지만, 최근에는 산업 분야 및 용도의 확장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3D 프린팅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3D 식품 프린팅 기술은 운용방식에 따라 크게는 압출 

적층형과 파우더 베드형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조형원리에 따라서 단순 

압출방식, 겔화 압출방식, 용융 압출방식, 잉크젯 방식, 바이오 프린팅, 파우더 베드 

방식 등으로 더욱 세분화된다. 각각의 조형 방식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장단점이 

상이하여, 사용하는 식품 소재의 목적과 제형에 따라 유리한 기술 유형이 존재한다. 

보다 자세한 기술 유형별 특징과 조형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압출 기반 3D 프린팅

  압출적층조형 방식들은 식품으로 구성된 잉크를 3차원 구동이 가능한 압출기에 충전

하고 스크루, 피스톤, 유압 등으로 사출하면서 증착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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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식품이 비교적 다양하고 유지보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이를 채용한 

3D 프린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사용되는 식품의 물리적 특성, 상변화 혹은 화학

반응에 의존한 적층 메커니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 할 수 있다.

표 1.  압출 기반의 3D 식품 프린팅 기술

기술 분류 적층 메커니즘 및 특징 식품 소재

단순 압출성형
∙ 상변이 일어나지 않음
∙ 식품 자체의 형상 유지능력에 의한 구조 형성

치즈, 쿠키 생지

용융 압출성형
∙ 용융 후 냉각에 의한 상변이 (액체⟶고체)
∙ 경화시간 단축을 위한 냉각장치 필요

초콜릿, 캔디류

겔화 압출성형
∙ 이온화 또는 효소에 의한 가교결합
∙ UV 조사를 통한 광중합

잔탄검, 젤라틴

잉크젯 방식
∙ 식품 자체의 응집력 또는 건조에 의한 형상 유지
∙ 2D 프린팅에 가까움

초콜릿 시럽, 딸기잼

조직배양 프린팅
∙ 세포 자체 증식에 의한 조직 형성
∙ 바이오프린팅의 원리와 동일

근세포, 미세 조류

자료: "3d printing technologies applied for food design: Status and prospects." Journal of Food Engineering(2016).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순 압출조형 기술은 온도 조절이나 재료의 상변이 없이 

식품을 단순 증착하여 성형하는 기술이다. 이에 사용되는 식품 소재는 미세노즐을 통해 

사출이 가능할 정도로 부드러우면서, 3D 프린팅 후 자체 무게에 붕괴하지 않고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점탄성을 보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식품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잔탄검(Xanthan Gum), 구아검(Guar Gum)과 같은 증점제3)를 사용하여 

물리적 특성을 조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3차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소재의 점도와 

경도를 증가시킬수록 압출에 요구되는 출력 또한 필연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또한, 

보다 정밀한 노즐을 사용할수록 요구되는 출력은 배가되기 때문에, 단순 압출형 3D 

프린터에서 압출출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용융압출 성형기술은 가열을 통한 재료의 상변이에 의존하여 식품을 적층한다. 이는 

기존에 ABS나 PLA등의 플라스틱 폴리머(Polymer)4)를 가열 후 상온에서 응고시키면서 

적층하는 방식의 3D 프린터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 식품의 경우 설탕이나 초콜릿을 

이용하여 장식용 조형물을 출력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상온에서 경화되는 시간이 플라

스틱 소재에 비해 길어 보다 세심한 조작이 요구된다. 또한 노즐의 크기, 사출속도, 

3) 용액 따위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물질(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4) 한 종류 또는 수 종류의 구성 단위가 서로에게 많은 수의 화학결합으로 중합되어 연결되어 있는 분자로 되어 있는 화합물(도금

기술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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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이동속도에 따라 해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적의 프린팅 조건을 설정하기가 

까다롭다. 그럼에도 액상으로 토출되는 재료의 특성상 가장 정밀한 노즐을 사용할 수 

있고, 경화된 후에는 형상 유지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복잡하고 정교한 디자인의 조형

물을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겔화 압출성형은 액상의 재료를 사출직전 또는 직후에 겔화시키면서 증착하는 원리로 

화학적 가교결합, 또는 이온성 가교 결합 등의 겔화 메커니즘을 제어하여 상변이를 

유도한다. 다시 말하면, 연속 증착 공정에서 초기에 사출된 층을 지지층 겔로 전환시키

면서 형체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식품 자체만으로 이러한 반응을 유도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알긴산(alginic acid)이나 잔탄검과 젤라틴의 혼합물 등의 겔화 소재에 식품을 

일부 혼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잉크젯 방식은 노즐 분사장치를 사용하여 분사하고 용매를 증발 시킨 후 다시 분사

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입체물을 형성한다. 주로 시럽이나 소스를 활용하여 피자나 케이크 

등에 낮은 입체감의 형상을 구현하는데 활용된다. 

  조직배양 프린팅 기술은 인공육 등을 제조하는 데 활용된다. 원재료인 동물 근육세포

나 미세조류에 영양분이 포함된 지지체 겔을 혼합하여 증착한 후에 배양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용도에 맞는 고기조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2.2. 파우더 베드 기반 3D 프린팅

  파우더 베드 방식은 베드 안에 미세한 두께로 식품 분말을 도포한 후 선택적으로 가열 

하거나 접착물질을 분사하여 소결 또는 용융시키면서 증착하는 원리이다. 압출조형방

식과는 다르게 소결되지 않은 파우더 자체가 지지층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를 

갖는 정교한 형태의 디자인을 쉽게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출력 후에 베드 안에서 식품 

조형물을 분리하고 파우더를 털어내면 바로 섭취가 가능하다. 식품 파우더의 소결방

식에 따라 접착제 분사, 레이저 소결, 열풍 소결 방식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리퀴드 바인딩 기술은 파우더 베드에 점착제를 도포하여 인접한 파우더를 접착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잉크젯 프린터와 같이 다양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다. 가열이나 화학

반응을 통한 재료의 상태변화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식품이 다양하다. 

반면에 파우더 입자의 크기와 작고 고를수록 정밀도가 높아지는 기술의 특성상 가용 

소재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게 되며, 점착된 부분에 인접한 파우더가 오염되기 쉬울 

뿐더러 남은 파우더를 재사용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렴하고 쉽게 

오염되지 않으면서 색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설탕 파우더가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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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레이저 소결은 레이저를 열원으로 사용하여 분말 입자를 용융하여 소결 시

킨다. 입력된 3차원 도면에 따라 레이저를 조사하여 특정영역의 파우더를 융합시킨다. 

그 후, 파우더 베드를 단일층 두께 만큼 낮추고 새로운 입자를 도포하여 상기 공정을 

반복하면서 조형물을 만들어낸다. 레이저 소결에서 출력물의 해상도와 질감(texture)은 

가공변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레이저의 파장과 출력, 파우더의 종류 및 입자 크기 등 

기계적 변수뿐만 아니라 파우더의 성질도 변수가 된다.

  열풍 소결방식은 뜨거운 공기를 분사해 선택적으로 파우더를 융합시키는 방법이다. 

기체상의 열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리퀴드 바인딩 기술이나 레이저 소결방식에 비해 

정교한 제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기체상의 열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넓은 부위로 

열이 전달되고 출력물의 표면이 매우 거칠게 된다. 또한 가용소재에도 한계가 있어 

현재까지 설탕 파우더를 이용한 일부의 시도가 있을 뿐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

된다. 

표 2.  파우더 베드 기반의 3D 식품 프린팅 기술

기술 분류 적층 메커니즘 및 특징 식품

리퀴드 바인딩
∙ 결착제와 파우더간의 물리적인 접착 
∙ 화학반응을 통한 접착력 형성 

파우더형 식품

레이저 소결 방식
∙ 레이저로 재료를 가열하여 응고
∙ 조형물의 물리적 특성은 레이저의 파장과 출력에 의존

설탕, 초콜릿 파우더

열풍 소결 방식
∙ 열풍에 의한 파우더의 융해와 소결
∙ 정교한 제어 어려움

설탕 파우더

자료: "3d printing technologies applied for food design: Status and prospects." Journal of Food Engineering (2016).

3. 세계 3D 식품 프린팅 산업 동향

3.1. 3D 식품 프린팅 기술 개발 연혁 및 주요 기업

  2006년 미국 코넬대학교 호드립슨 교수 연구실은 초콜릿, 쿠키, 치즈를 원료로 하는 

최초의 3D 식품 프린팅을 선보인다. 이에 사용된 3D 식품 프린터 Fab@Home 모델은 

시린지에 식품을 넣고 출력하는 압출기반의 3D 프린터로 현재까지 출시된 제품들의 

모태라 할 수 있다. 식품을 활용한 3D 프린팅의 가능성에 영감을 얻은 각국의 3D프린터 

선도기업과 연구그룹들이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계량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

으며, 개발 기술에 특화된 소재 개발 역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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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파이스바이트 프로젝트 결과물(좌)와 3D 프린팅된 파스타(우)

자료: TNO 홈페이지(https://www.tno.nl).

그림 2.  3D 식품 프린팅 기술 개발 연혁 및 주요 기업 

자료: TNO 홈페이지(https://www.tno.nl) 자료 가공.

  네덜란드의 응용과학기술연구소(TNO)는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식품

과학을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식품생산을 위한 초현대 기술개발을 목표로 스파이스 

바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는 레이저 소결방식을 이용해 밀가루, 설탕 및 유지를 

기본으로 카레, 계피, 파프리카 등 향신료를 첨가하여 다양한 맛과 모양의 식품으로 재

탄생시켰다. 특히 카레 맛 큐브에는 동결 건조된 밀웜(mealworm) 파우더를 밀가루 대신 

사용하여 식재료의 선택에 제약이 없음을 강조했다. 기존에 조합이 어려웠던 다양한 

영양성분을 하나의 식품으로 융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TNO는 식품회사와 협력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성을 고려한 3D 프린터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파스타 제조업체인 바릴라(Barilla)와 협업하여 단순 

압출방식을 사용한 파스타 제조에 성공하였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3D 프린팅된 파스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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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아름답고 먹기 좋은 외관적 특징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조리되고 

소스를 잘 머금어 맛과 식감까지 재구성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3D 프린터 선도국인 미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3D 식품 프린터가 개발되고 있다.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3D 시스템즈사(3D Systems)에서 출시한 셰프젯(Chefjet)으로 

리퀴드 바인딩 방식의 3D 식품 프린터이다. 셰프젯은 원래 슈가랩(Sugar Lab)으로 불리는 

웨딩소품용 설탕장식 제조업체에서 개발되었다. 이를 3D 시스템즈에서 매수하고 레스

토랑과 전문 요리사를 위한 조리장비로 다시 브랜드화 하였다. 셰프젯은 일반용과 전문가

용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문가용은 다양한 색감의 출력물에 초콜릿, 바닐라, 박하, 

체리 맛 등 여러 가지 향료로 맛을 더할 수 있다. 가격은 일반형이 약 112만 원, 고급형은 

옵션에 따라 약 561~1,123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명 초콜릿 제조회사인 허쉬(Hershey’s)와 협력해 용융 압출방식의 코코젯

(Cocojet)을 개발하여 운용 중이다. 화이트, 밀크, 다크 초콜릿을 재료로 사용하며,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신의 얼굴 형태도 초콜릿으로 출력할 수 있다. 초콜릿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고 냉각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간당 한입 크기의 

초콜릿을 5개 정도 출력하는 수준이다. 아직은 시작품 단계지만 3D 시스템즈는 이 제품을 

전문 베이커리 업체를 대상으로 출시 계획을 준비 중이다.

그림 4.  셰프젯의 출력물(좌)과 코코젯 초콜릿 3D 프린터(우)

자료: 3D 시스템즈 홈페이지(https://www.3dsystems.com).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스타트업 회사인 네추럴머신스(Natural Machines)는 단순 압출

방식의 3D 식품 프린터인 푸디니(Foodini)를 개발하였다. 케이터링(catering) 서비스가 가능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최초로 음식재료를 스테인리스로 된 캡슐에 투입하는 방식을 

채용한다. 또한 최대 5개의 식품 캡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는 프린팅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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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보쿠시니 프린터 헤드(좌)와 1회용 식품 카트리지 캡슐(우)

자료: 보쿠시니 홈페이지(https://www.naturalmachines.com).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직접 페이스트 형태로 식재료를 가공하고 식품 

캡슐에 넣은 후 터치패드에서 디자인을 선택한 다음 여러 가지 식재료를 조합하여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파스타, 쿠키, 햄버거, 피자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출력할 수 있으며, 자체 내장된 조리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자신만의 

조리법으로 수정하여 활용 가능하다. 푸디니의 가격은 약 170만 원으로 미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및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5.  푸디니의 출력 모습(좌)과 스테인리스 카트리지 캡슐(우)

자료: 네츄럴머신스 홈페이지(https://www.naturalmachines.com).

  독일 프라이징(Freising) 지역의 연구팀에서 개발한 보쿠시니(Bocusini)는 가열된 프린터 

헤드에 재료를 밀어 넣는 용융압출방식의 3D 식품 프린터용 카트리지이다. 다시 말해 

기존에 상용화된 플라스틱용 3D 프린터의 카트리지 헤드부분을 보쿠시니로 교체하면 

바로 3D 식품 프린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프린터봇

(Printrbot)”과 네덜란드 “얼티메이커 2(Ultimaker 2)” 등에 교체가 가능하다. 보쿠시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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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부분은 1회용 캡슐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와이파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인터넷 플랫폼과, 식품 

재료 공급, 마지막으로 식품 디자인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디자인까지 제공한다. 

가격은 약 3,75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고가이다. 

3.2. 3D 식품 프린팅 활용 사례

3.2.1. 전투식량

  미국 육군은 전투식량을 원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전장으로 수천 

마일을 운송하는 전투식량의 공급 여건상 다양성은 물론 맛과 영양을 보장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 육군 네이틱솔져(Natick) 연구센터는 

3D 프린팅 기술에 주목하였다. 병사들의 전투복에 생리학적 또는 영양적 상태를 측정

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 후 데이터를 베이스캠프로 전송하여 이를 기반으로 식품을 

출력한다. 아직 연구 초기단계이지만 기본적인 식품 구성요소를 출력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 내에 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3.2.2. 우주식품

  3D 프린터는 우주공간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텍사스주 오

스턴에 위치한 시스템즈 앤 메테리얼 리서치 코퍼레이션(SMRC)는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의 지원을 받아 우주식품용 3D 프린터를 개발하였다. 이에 사용되는 식품은 

완전히 분말화된 상태로 공급되며 출력 직전에 물과 기름을 혼합하여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낸다. 분말형태의 식재료는 우주공간에 오래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장 

30년까지 보존할 수 있다. 또한 3D 프린팅의 장점은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는 정밀한 장비로 가득한 우주선내에 필수적 요소가 된다.

3.2.3. 고령자용 물성연화식품

  한편 고령친화식품을 연구하는 독일의 식품회사 바이오준(Biozoon)은 고령자가 쉽게 

씹을 수 있으면서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식품을 제조하는 방안으로 3D 프린팅에 주목

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고령자 5명 중 1명은 씹는 것과 삼키는 것이 어려운 섭식장애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들에게는 분쇄된 형태의 음식물이 제공되는데, 맛이 없을 

뿐더러 외관적으로 식욕을 저하시켜 2차적인 영양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분쇄형 식품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다시 당근, 닭다리, 스테이크 모양으로 재구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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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장애 고령자들도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실제로 독일의 일부 

요양원에서 시범운용 결과, 지금까지 제공되던 죽이나 퓨레형의 식품보다도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양배추, 완두콩, 닭고기, 당근, 감자 등을 이용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음식을 프린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3.2.4. 레스토랑

  지난해(2016년) 영국 런던에는 푸드 잉크(Food Ink)라는 3D 프린팅 레스토랑이 오픈해 

주목을 끌었다. 이 레스토랑은 애피타이저에서 디저트까지 모두 3D 프린터로 출력된 

코스요리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의자나 테이블, 식기에서 주방도구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3D 프린터로 인쇄된 물건들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음식들은 출력된 후 요리

사가 그릇에 내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데, 3D 프린팅 과정을 손님들이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고객들은 완벽한 나선형과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정교한 디자인의 음식을 

출력하는 과정을 보며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총 9가지로 구성된 코스 요리 가격은 1인당 

약 37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되는 레스토랑이지만 뜨거운 호응

으로 세계 각지에서 추가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 3D 프린팅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서 먹고, 공유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3.2.5. 식용곤충 

  기후 변화와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식량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식용곤충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번데기와 메뚜기 등의 곤충을 즐겨먹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곤충은 매우 귀중한 단백질원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영양가가 높고 안전

하게 가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곤충의 모습 그대로는 좀처럼 수용하기 쉽지 않다. 이에 

식용으로 사육된 곤충을 3D 프린터 재료로 가공하여 보다 식용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재가공 하는 방법이 이슈가 되고 있다. 건조된 곤충 분말에 향신료를 넣고 버터와 크림, 

물이나 증점제를 섞어 3D 프린팅 재료로 가공한다. 식(食)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현대에 식품 자체의 외형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식량 부족 문제에 대응

하는 곤충 음식과 관련된 3D 식품 프린팅 기술 개발은 향후 중요한 연구 분야로 성장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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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발전 방향 및 시사점

4.1. 개인 맞춤형 식품 디자인

  이처럼 3D 식품 프린팅 기술은 식품산업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요즘과 같이 대량생산으로 똑같은 식품을 쏟아내는 시대에서 3D 식품 프린팅은 개인 

맞춤형 식품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식품의 맛과 외형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요구와 신체 능력에 부흥하는 궁극적인 의미의 맞춤형 식품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3D 식품 프린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순간이 이 같은 변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스마트폰 및 IoT 기반의 웨어러블 기기 등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과 융합

하여 우리 몸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이 섭취

해야할 영양소를 산출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기기에서 출력버튼만 누르면 

완전한 맞춤형 식품이 만들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보충제나 기능성

식품들은 개인의 요구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반면, 3D 식품 프린터는 자신만의 영양

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식품을 완전히 분쇄하여 재구성하는 3D 식품 

프린팅은 기능성 성분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유당불내증이나 글루텐 알레르기 같이 특정 성분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를 

제거하거나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D 식품 프린팅은 식품의 고유한 본질 때문에 변화되기 힘들었던 식품의 형태와 

물성을 소비자의 신체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이용

하여 음식을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연하장애 환자나 저작이 어려운 영유아 및 고령층을 

위한 영양식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2. 유통구조의 변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대부분은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공급되어 왔지만, 

개인의 취향을 최대한 반영시킨 맞춤형 주문제작 서비스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맞춤형 식품들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높아 하나의 사치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이 3D 식품 프린팅 기술에 의하여 

식품을 만드는 행위가 디지털 영역으로 이행해 감에 따라 크게 바뀌어 가고 있다. 종래의 

대량생산과 소량생산이라는 이항 대립을 넘어 소비자 개인취향에 대응 가능한 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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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소량생산이라는 개인에 특화된 식품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식품생산의 디지털화는 식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외식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구조와 

생활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된 동일한 음식 

설계도를 바탕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라도 완벽하게 동일한 맛과 식감의 음식을 

생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레시피를 업로드하여 공유

하거나 다운받아 식품을 제조하는 등 식품공급 체인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즉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4.3. 기술 표준화 및 기준/규격

  현재 세계 각국의 다양한 업체와 기관에서 3D 식품 프린터와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사용하는 식품소재는 물론 3D 프린터 자체도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다. 3D 프린터용 

소재는 자체 무게에 의해 붕괴되지 않고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성을 보유하

면서 노즐을 통해 쉽게 압출될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의 경우, 인쇄 후 변형거동을 정량화 하고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지금

까지도 이것을 명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또한 식품 산업 중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세부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적용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소재의 성질은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3D 프린터용 식품의 가공방법을 연구하는 것과 동시에 적용 

분야를 구체화하고 각 분야에 특화된 식품 소재개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재의 3D 프린팅 적합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물질의 선정과 이를 

정량화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유변학적 특성 규명이 필수적이다. 또한 적용 분야에 따른 

특성, 적층 허용 범위, 성상, 물성 등에 대한 표준/규격을 설정하여 3D 프린터에 사용 

되는 ‘식품잉크’의 표준화를 통한 개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소재된 3D 식품 프린팅에 대한 접근들은 대부분 별다른 가공 없이 그 자체로 

적층 가능한 식품을 이용해 단순히 3차원으로 형상화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의 식품과의 융합에서는 외형적 형상화뿐만 아니라 출력된 식품의 기능성이 중요

하지만, 현 기술 수준에서의 성급한 시도와 제품화로 인해 오히려 제대로 된 개발 방향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기존 식품이 갖고 있는 특성과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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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유지한 상태로 3D 프린팅에 적합하게 소재화하는 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할 것이다.

  또한 식품 산업 중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세부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적용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식품소재의 성질은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3D 프린터용 

소재기술을 연구하는 것과 동시에 적용분야를 구체화 하고 해당분야의 니즈에 특화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식품을 완전히 연화시켜 원하는 경도(硬度)와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는 3D 프린팅의 장점은 기존의 고령자용 물성연화식품 제조기

술의 한계를 타개할 수 있는 미래 식품기술로서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다. 이과 같은 

특정 산업군을 타깃으로 하여 최적화된 소재기술 개발을 개발한다면 관련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과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섭취하는 행위에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고 번거롭지만은 않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진보된 디지털 요리 기구를 통해 모두가 

식품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요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이 

반드시 사회적인 적용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3D 프린팅은 원래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등의 소재로 3차원 조형물이나 부품을 제조하는데 이용되었기 때문에 

식품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완, 관련 정책 및 법규 마련 등 넘어야할 난

관들도 많다. 

  그럼에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적, 환경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점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식품 3D 프린팅에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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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의 농업 현황 *

최 은 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박사과정)

1. 세네갈 일반현황5)

1.1. 개황

  세네갈공화국(Republic of Senegal, 이하 세네갈)은 아프리카 최서단 해안 지역에 위치한 

국가이다. 동쪽으로는 말리, 남쪽으로는 기니비사우와 기니, 북쪽으로는 모리타니와 

접경하고 있으며 서쪽은 서양과 맞닿아 있다. 세네갈 영토의 중앙에서 남쪽에는 감

비아가 가로로 위치하고 있다. 국가 면적은 19만 6,722km²로 한반도 면적과 유사하며, 

삼림지 인 남부를 제외한 세네갈 부분의 지역은 사하라 사막의 영향권에 있는 사

헬(Sahel) 지 로 모래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후는 건조하고 큰 일교차를 보이는 

사하라 사막성 기후이나 우기(7~10월)에는 아열 성 기후가 나타난다. 과거 프랑스의 

서부아프리카 식민지의 중심이었던 세네갈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인구는 약 1,363만 명이며 인구의 95%가 이슬람교도이다. 세네갈의 이슬람교는 ‘이슬람 

신비주의’로 알려진 수피즘을 바탕으로 하는 세네갈 고유의 회교 종파로 주요 종파로는 

하드리아(Qadria)파, 티쟈니아(Tidjania)파, 무리쟈(Mouridia)파가 있다. 보다 자세한 국가 

정보 및 지도는 다음과 같다.

  * (ejchoi@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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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네갈 국가정보

국명 세네갈공화국(Republic of Senegal)

위치 서부아프리카 대서양 연안

면적 196,722km²(한반도 면적과 유사)

기후 열대성 기후(건기 12~5월, 우기 6~11월)

수도 다카르(Dakar)

인구 1,363만 명(2014년 7월 기준)

주요 도시 다카르, 카자망스, 까올락, 생루이

민족구성 Wolof(44%), Peul(23%), Sereres(15%)

언어 불어(공용어), Wolof어, 기타 토속어

주요종교 이슬람교(95%), 기독교(5%)

건국(독립)일 1960년 4월 4일(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민주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국가 원수 Macky SALL(대통령, 2012년 4월 취임)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외교통상부(2015).

그림 1.  세네갈 지도

                    자료: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1.2. 정치 및 사회 동향

  세네갈은 과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국가이다. 식민 지배 이전인 17

세기말부터 세네갈의 해안지방 지배권을 놓고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



세계농업 제202호 | 173

기도 하였다. 특히 다카르 서쪽 해안에 위치한 고레섬(Île de Gorée)은 300여 년간 아프

리카 연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예무역항으로 악명 높았던 곳으로 포르투갈, 네덜란

드, 영국, 프랑스에게 잇따른 지배를 받았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고레섬과 또 다

른 노예섬이었던 생루이(Saint-Louis)섬을 시작으로 세네갈 전 지역이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후, 시인으로 잘 알려진 레오폴드 세다르 셍고르

(Léopold Sédar Sénghor)를 초  통령으로 한 세네갈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레오폴드 셍

고르 통령은 이후 1980년까지 20년간 집권하며 다당제를 도입하는 등 세네갈 민주

주의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통적인 아프리카인의 가치와 사상을 계승･발전하기 위

한 흑색주의(négritude) 문화 운동을 창시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세네갈

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로서 “서아프리카 민주주

의의 창구”로 평가되고 있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래 한 번도 군사 쿠데타

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확립되었다. 

  2012년 3월, 마키 살(Macky Sall) 현 세네갈 통령이 통령 선거에서 제4  통령

으로 선출되었다. 마키 살 통령은 결선 투표에서 65.8%로 당선된 이후 확고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세네갈의 정치 및 경제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마키 살 정부는 

쌀 등 주식 가격과 주택 임 료의 안정,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세금 삭감, 보편적 의료

보장제도 도입, 전력난 완화, 생활 물가 안정 등의 성과를 내었다. 또한 전 통령 아들의 

부정축재 관련 반부패척결법정을 설립하였으며, 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하고 3선을 금지하는 등 민주주의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마키 살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견고히 하며 이를 바탕으로 2014년에 발표한 ‘세네갈 

도약계획(Plan Sénégal Émergent, PSE)’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정치적 안정, 보건, 빈곤 등의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딘 

발전 속도에 한 국민들의 좌절감이 커져가고 있으며 경제 및 사회 개발의 가속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세네갈 내 치안 불안요소가 되어온 카자망스 지역의 분리 독립 운동의 세력도 

약해지는 추세이다. 세네갈 남부이자 감비아 아래에 위치한 카자망스 지역은 포용적 

정치를 추구했던 셍고르 통령이 사임한 1980년 이후부터 지역분리 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 지역은 광물과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인구의 95%가 회교도인 세네갈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가톨릭과 토속신앙이 주를 이룬다. 여러 차례 정전이 합의되었지만, 

2014년 카자망스 민주해방운동(MFDC)의 지도자가 세네갈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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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휴전을 선언하기까지 세네갈 정부와 반군 간의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져왔다. 

2014년, 카자망스 지역은 휴전협정의 가로 세네갈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였다. 

2015년 3월, 마키 살 통령은 이 지역을 세 번째로 방문하여 카자망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카자망스에는 여전히 자치권이 아닌 독립을 

주장하는 일부 과격파가 활동 중이며, 이로 인한 잠재적인 불안요소가 남아있는 상황

이다.

1.3. 경제 현황

  세네갈의 주요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했던 2011년을 제외하면 경제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

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2015년 세네갈의 경제성장률을 

5.1%로 추정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6.0%, 6.5%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

였다.1) 이러한 성장추세는 농업 생산성 향상에 따른 농업 부문의 성장과 세네갈 도약

계획(PSE)의 추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 건설업, 에너지, 정보통신산업, 금융

서비스 등의 활성화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한 투자 증 가 기 됨에 따라 경제 

성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외경제 측면에서는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더 많은 경제 구조로 인해 계속해서 

상품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31억 달러였으며 

2016년 적자 예상치는 약 23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식이 되는 

쌀과 주요 생필품 및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 구조의 변화 없이는 경상

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네갈의 주요 수출품은 금, 시멘트, 수산물 등이며, 

주요 수출 상국으로는 말리, 스위스, UAE, 프랑스 등이 있다. 한편, 주요 수입품은 

정제석유, 원유, 쌀과 밀 등의 농산물, 약품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중국, 인도 등이다. 한국-세네갈 간의 무역규모는 약 180억 달러(2014년 

기준)로 2007년 비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양국 간의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이다. 세네갈은 우리나라로부터 특수사 및 로프, 자동차, 기계류, 화학제품 등을 수

입하는 반면 어류, 어육류, 조제품 등 수산물을 수출한다. 세네갈의 주요 경제지표 및 

한국과의 교역 추이는 <표 2> 및 <표 3>과 같다. 

 1) AfDB, OECD, UNDP(2016). African Econom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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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네갈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국
내
경
제

GDP 억 달러 142 150 157 140 152

1인당 GDP 달러 1,037 1,059 1,079 935 986

경제성장률 % 4.4 3.6 4.7 5.1 5.9

재정수지/GDP “ -5.2 -5.5 -4.9 -4.7 -4.2

소비자물가상승률 “ 1.4 0.7 -1.1 0.6 2.1

대
외
거
래

환율 (달러당, 연중) XOF 510.5 494.0 494.4 593.1 617.4

경상수지 백만 달러 -1,476 -1,513 -1,398 -836 -865

경상수지/GDP % -10.4 -19.2 -8.9 -6.0 -5.7

상품수지 백만 달러 -2,508 -2,877 -3,100 -3,018 -2,361

수출 “ 2,621 2,746 2,599 2,678 2,307

수입 “ 5,129 5,624 5,699 5,696 4,668

서비스수지 “ -124 -68 -72 -72 -191

외환보유액 “ 2,082 2,200 2,038 1,984 ‥

외
채
현
황

정부채무/GDP % 43.4 46.6 53.1 55.0 56.0

국내정부채무/GDP “ 12.4 14.2 13.7 19.3 18.2

해외정부채무/GDP “ 31.0 32.4 39.4 35.7 37.8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8,762 10,592 10,188 10,214 11,017

총외채잔액/GDP % 61.1 68.6 70.0 71.7 71.3

단기외채 백만 달러 293 525 656 622 ‥
외채상환액/총수출 % 7.0 7.3 8.7 9.5 7.0

  주: 2015년 및 2016년은 예상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2015).

표 3.  한국-세네갈 교역 추이
단위: 만 달러(USD)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3,278 4,117 4,197 4,437 6,273 5,723 7,529 12,712

수입 871 725 659 1,294 2,102 3,962 6,181 5,304

자료: 외교통상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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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요 산업 현황

  2016년 추정치 기준, 세네갈 전체 GDP 비 주요 산업별 비중은 농업 15.6%, 제조

업 24.1%, 서비스업 60.3%이다.2) 서비스 부문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최근 교통 및 통

신 부문의 성장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서비스 

분야가 없고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지속적인 성장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건설, 화학 등 일부 부문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제조업을 위한 인프라 부족 문제에 기인하며, 지속적

인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세네갈 국민의 49.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은 세네갈 경제에 중요한 산업

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수 비 농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

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다. 세네갈 농업은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세네갈의 최  외화 획득원인 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노동인구

의 약 17%를 고용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또한 수산업은 세네갈 수출 총액의 약 10%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품으로는 참치, 문어, 오징어, 가다랑어, 새우 등이 있다.

  이 밖에 세네갈 광업의 주요 생산품은 금과 지르콘이다. 세네갈은 서아프리카 지역

에서 공업이 발달한 산업화된 국가 중 하나이나, 높은 생산단가, 각종 규제 및 국내시

장 협소 등으로 공업 분야 경쟁력은 낮은 상황이다.3)

1.5. 식량안보 현황

  2013년에 진행된 세네갈 ‘국가 식량안보 현황 조사(National Food Security and Nutrition 

Survey)’에 따르면 세네갈 전체 가구 중 약 18.8%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식량안보가 매우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4) 2016년 세네갈의 식량안보 주요 

지표5)를 살펴보면 식량구입능력은 28.6%로 세계평균보다 약 44% 낮은 수준이다. 식량

공급능력과 품질･안전 수준 또한 세계평균 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각각 26.9%, 

35.7%로 나타난다. 수도인 다카르(Dakar) 및 중서부 지역에 주요 산업이 집중되어 있

 2) C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g.html).

 3) 외교통상부(2015). 세네갈 개황.

 4) S. D’Alessandro et al(2015). Senegal: Agricultural Sector Risk Assessment.
 5)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EIU의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자료에 따른 것으로 EIU는 식량구입능력(affordability)을 소비자가 양질의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 식량공급능력(availability)을 해당 국가의 식량공급 수준 및 식품에 대한 접근 가능성, 품질･안전 

수준(quality and safety)을 식품안전과 섭취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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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며 특히 도농간의 소득수준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보

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식량안보 문제 또한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

히 남부지역에서 식량안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식량 공급 측면에서 

도시의 경우 15.1%가 식량불안정 상태에 놓여있으며 농촌의 경우 25.1%에 달한다. 

  세네갈의 식량안보 문제는 다양한 ･내외 요인으로부터 기인한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취약한 생산여건, 불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 쌀, 밀, 옥수수 

등 주요 식량의 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높은 외의존도 등은 세네갈 식량안

보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특히 식량자급에 있어 높은 외의존도는 과거 프랑스의 식

민지배 통치 전략과 관련이 있다. 프랑스는 전략적으로 세네갈의 농업을 땅콩 생산에 

특화시켜 수확한 땅콩 부분을 유럽으로 수출한 반면 필요한 식량은 해외로부터 수

입하도록 했다. 세네갈의 농업은 수출을 위한 환금작물 생산에 집중되어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표 4.  식량안보 주요 지표 현황(2016년)
단위: %

구분 세네갈 세계평균과의 비교

식량구입능력(Affordability) 28.6 -43.9

식량공급능력(Availability) 26.9 -33.4

품질과 안전(Quality and Safety) 35.7 -20.6

자료: EIU Food Security Index(http://foodsecurityindex.eiu.com).

2. 세네갈의 농업 현황

2.1. 농업 현황

  세네갈의 GDP에서 농업은 17.5%를 차지하며 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인 약 24%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은 세네갈 전체 노동인구의 약 50%가 종사하는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반면 1인당 경작 가능 농지면적은 0.2ha이며 농가당 평균 농지 규모는 1~2ha 수준

으로 가족농 중심의 소규모 영농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주요 생산 작물은 땅콩, 사탕

수수, 면화와 같은 환금작물이며 이 밖에도 쌀, 기장, 옥수수 등의 자급용 곡물과 토마토, 

망고 등의 과채류 등도 일부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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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체 GDP 대비 농업 비중
단위: %

연도 2011 2012 2103 2014 2015

농산물 부가가치 비중 14.7 15.6 15.7 15.4 17.5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data.worldbank.org).

  세네갈의 전체 농지 면적은 950만 ha로 이는 국토의 약 46%에 해당된다. 경작 가능한 

농지 면적은 320만 ha이며 이 중 연간 250만 ha가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다. 전체 

농지 중 관개 면적은 6만 3,000ha에 불과하다.

  주요 생산 작물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북부 지역 세네갈리버밸리(Senegal 

River Valley)에서는 쌀과 채소류가 주로 생산되며 서양과 맞닿아 있는 서부 지역의 

니아예(Niayes) 지역의 80% 이상에서 원예류가 생산된다. “땅콩 유역(Groundnut Basin)”

으로 불리는 중부 지역에서는 땅콩과 기장이 생산되며, 북동부 지역의 산림축산

(Silvo-Pastoral) 구역에서는 목축업이 행해지고 있다. 주곡인 쌀은 세네갈리버밸리와 카

자망스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세네갈의 주요 농산물이 재배되는 지역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주요 농산물 생산지도

  

원예 및 어업
벼(세네갈리버밸리)
땅콩(땅콩분지)
산림목축
식량작물
카사바
땅콩 및 면화

     자료: FEWSNET(http://www.fews.net/sites/default/files/documents/reports/SN_Livelihood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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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갈의 관개지는 전체 농경지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자연 강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강우량이 부족할 경우 그 해 생산량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연속적인 가뭄과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홍수로 인해 토질도 악화되고 있다.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던 2006년과 2011년, 세네갈의 농업 성장률이 각각 -8.4%, -14.8%를 기록

하기도 하였다. 과거 세네갈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1980년 에 Manantali

댐과 Diama댐을 설립하였으나 원주민 강제 이주, 인근 지역의 농업 생산성 악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였다. 다른 사헬 지역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네갈에서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1968년부터 강우량이 감소하여 물 부족량은 20-40%에 달한다.6)

표 6.  세네갈 농업 성장률 동향
단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업 성장률 5.8 -14.8 8.9 1.8 2.4 18.1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data.worldbank.org).

  반복되는 가뭄과 불규칙적인 홍수 외에도 사막화 또한 농업생산을 위협하는 요소

이다. 땅콩 생산 중심의 세네갈 농업은 토양의 비옥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땅콩 생산지역의 토질이 저하됨에 따라 농민들은 새로운 땅콩 

재배지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땅콩 재배를 위한 삼림 벌채는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도시화 등과 더불어 세네갈의 사막화를 가속화하는 요

인이 되고 있다. FAO에 따르면 세네갈 삼림 파괴 규모는 연간 4만 ha에 달하며 이는 

2.1%의 GDP 감소에 해당하는 규모이다.7) 

  농산물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쌀, 옥수수, 밀, 양파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 상국은 인도, 프랑스, 태국, 아르헨티나 등이다. 특히 세네갈은 쌀, 밀, 옥수수 

등 곡물에 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주요 수입 곡물류의 수입 현황은 

<그림 3>과 같다. 반면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수박, 열 과일(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토마토, 채소류, 땅콩 등이 있으며 주요 수출 상국은 말리,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기니비사우 등이다.8) 

 6) 한국개발전략연구소(2015).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협력방안 연구: 세네갈.

 5) SENENEWS(2016.05.24.)(https://www.senenews.com/2016/05/24/deforestation-le-senegal-perd-chaque-annee-

40-000-hectares-soit-21-du-pib_158686.html).

 8) 한국개발전략연구소(2015).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협력방안 연구: 세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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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요 수입 곡물 수입 현황

      2010          2011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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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톤

           자료: FAOSTAT(http://www.fao.org/faostat/).

2.2. 주요 작물 및 특징

  세네갈의 농업은 수출용 환금작물 재배에 집중되어 있다. 식량자급을 위해 쌀, 옥수수 

등의 작물이 경작되고 있으나 수요 비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세네갈의 표적인 생산 작물은 땅콩, 쌀, 기장, 옥수수, 

수수, 양파, 토마토, 망고, 감자 등이다.

표 7.  세네갈 주요 식품 식량수급표(2013)
단위: 천 톤

구분
국내 공급 국내유통

생산량 수입량 재고변화 수출량 식용 가공용 사료용 종자용 폐기 기타

곡식(맥주 제외) 1,127 1,899 50 139 2,483 3 33 35 173 209

-밀 - 565 1 28 527 0 0 0 11 0

-쌀 291 1,120 -214 88 1,022 1 0 6 18 63

-보리 - 65 0 18 0 2 0 0 0 45

-옥수수 226 145 53 5 365 0 18 4 25 7

-기장 515 0 135 0 417 0 15 21 102 95

뿌리작물 203 76 0 1 228 0 5 1 35 8

-카사바 146 8 0 0 119 0 5 0 22 7

-감자 20 68 0 1 78 0 0 1 8 0

-고구마 37 0 0 0 31 0 0 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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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국내 공급 국내유통

생산량 수입량 재고변화 수출량 식용 가공용 사료용 종자용 폐기 기타

사탕수수 890 0 0 0 0 890 0 0 0 0

설탕&감미료 111 181 0 2 258 0 0 0 0 33

유료작물 509 34 169 47 83 273 0 31 11 267

땅콩 474 0 158 28 45 254 0 28 11 267

식물성유지 136 144 23 21 239 0 0 0 0 43

채소 716 195 0 84 769 0 0 0 64 0

과일 252 109 1 17 306 0 0 0 39 0

육류 219 5 0 1 223 0 0 0 0 0

-쇠고기 80 4 1 0 83 0 0 0 0 0

-양/염소고기 45 0 0 0 45 0 0 0 0 0

우유(버터제외) 211 108 0 72 238 0 0 0 11 0

수산물 470 11 16 159 338 0 0 0 0 0

자료: FAOSTAT(http://www.fao.org/faostat/).

2.2.1. 사탕수수(Sugarcane)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네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은 사탕수수이다. 세네갈 

리버밸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탕수수는 세네갈 최  규모의 민간기업이자 최초의 

농식품 복합체(agri-food complex)인 CSS(Compagnie Sucrière Senegalaise)가 생산을 독점하

고 있다. CSS는 세네갈 전체 사탕수수의 75%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네갈 정부가 

CSS에  9,000ha 이상의 사탕수수 재배를 위한 토지를 제공하고 있다. CSS의 헥타르당 

생산량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약 135톤에 달한다.

  최근 몇 년간 CSS의 사탕수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세네갈 전체 사탕수수 생산량은 

감소하였다. 이는 세네갈 정부가 2009년부터 설탕 수입을 허용하면서 저렴한 설탕의 

수입이 증가한 것과 사탕수수 재배를 위한 토지 면적 확  허가를 둘러싼 CSS와 정부 

간의 갈등과 관련이 있었다. 최근 정부와 CSS 간 갈등이 완화되며 CSS는 최근 사탕수

수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세네갈의 사탕수수 생산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CSS는 세네갈 정부의 식량 자급률 제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를 밝혔

으며, 세네갈 설탕 자급을 위해 2017년까지 생산 역량을 15만 톤으로 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설탕 주요 수입업체이기도 한 CSS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설탕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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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네갈 사탕수수 생산량 변화 추이
                                                                                           단위: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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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FAOSTAT(http://www.fao.org/faostat/).

중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으며 아울러 설탕 수입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상공

인연합과도 설탕 자급을 위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2.2. 땅콩(Groundnut)

  세네갈은 세계 10  땅콩 수출국 중 하나로 땅콩 재배면적은 세네갈 전체 경지면

적의 약 40%를 차지한다. 세네갈의 땅콩 재배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농업에 종사하는 세네갈 인구 다수가 땅콩 재배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가공된 땅콩오일은 세네갈의 주된 수출 농산품이다. 세네갈에서 땅콩 재배가 본격적

으로 시작된 것은 프랑스 식민지배 시절 땅콩기름에 한 프랑스 시장의 수요가 높아

지면서인데 1960년  독립할 무렵 노동인구의 약 87%가 땅콩 관련 산업에 종사할 정도로 

번창하였다. 세네갈은 역사적으로 땅콩 및 땅콩기름 수출을 통해 쌀과 밀 등의 곡물 

수입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해왔다. 식품의 수입 증가와 더불어 땅콩 및 땅콩기름의 

수출 감소는 세네갈의 국제수지를 만성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땅콩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농산물 재배에 유리한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2014년 비 2015년 생산량은 

약 60만 톤에서 약 100만 톤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전년 비 5% 정도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9) 세네갈 정부는 세네갈 도약계획(PSE)의 

 9) Jeune Afrique(2016.04.28.)(http://www.jeuneafrique.com/321574/economie/senegal-production-arachidiere-atteint-

1-million-de-tonne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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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세네갈 땅콩 생산량 변화 추이

                                                                                            단위: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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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FAOSTAT(http://www.fao.org/faostat/).

일환으로 땅콩 생산 목표를 2017년까지 100만 톤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기후적인 요인을 

감안하면 정부의 목표치와 비슷한 수준의 땅콩 생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2.3. 쌀

  쌀은 세네갈의 주곡으로 국민 1인당 연간 94kg의 쌀을 소비한다. 전통적인 주식은 

수수와 기장이었으나 식민지 시 의 왜곡된 무역구조로 인해 땅콩 재배가 농업의 중심

이 되면서 전통 곡물 생산 기반이 붕괴되었다. 차츰 수입쌀에 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쌀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쌀은 주로 세네갈 북부 세네갈리버밸리 유역과 남부 카자망스 지역에서 소규모 농가

들에 의해 생산된다. 부분 우기에만 경작되고 있으나 관개농업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

지는 세네갈리버밸리에서는 이모작도 행해진다. 반면 저지 인 남부 지역의 경우 논 

용수를 자연강수에만 의존하는 천수답의 형태이며, 불충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입

요소 등으로 인해 북부 지역에 비해 생산여건이 불리하다.

  세네갈은 식량으로 필요한 쌀의 약 80%를 태국, 중국 등의 수입 쌀에 의존하고 있

는데 이는 연간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이다. 세네갈 정부는 쌀에 한 수입 의존

도를 낮추기 위해 2017년까지 쌀 자급률 100% 달성 목표를 천명하고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정부는 쌀 자급 

달성을 위한 생산 목표를 160만 톤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생산량은 약 40만 톤 수준에 

그쳐왔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쌀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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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네갈 정부에 따르면 2015년 세네갈 쌀 생산량은 약 90만 

톤이었으며 2016년 생산량은 전년 비 약 5% 증가한 95만 톤으로 추정된다.10) 

그림 6.  세네갈 쌀 생산량 변화 추이
                                                                                                    단위: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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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FAOSTAT(http://www.fao.org/faostat/).

3. 농업 정책

3.1. 세네갈 도약계획(PSE) 농업부문 개발 목표

  세네갈 농정 전략목표는 세네갈 국가발전전략서인 세네갈 도약계획(PSE)에 제시되어 

있다. 2014년 발표된 PSE는 2035년까지 신흥 경제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13년 4% 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018년까지 7.1%로 높이고 GDP 비 5.4%에 달

하는 정부 재정적자를 3.9%로 낮출 것으로 기 하고 있다. 

  PSE는 ① 경제구조 전환 및 성장, ② 인적자원, 사회보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 ③ 거버

넌스, 제도, 평화 및 안보 구축을 전략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업 분야 정책

목표는 첫 번째 전략축인 ‘경제구조 전환 및 성장’에 명시되어 있다. 첫 번째 전략축의 

목표는 신성장 동력 강화, 새로운 경제 성장원, 고용 창출원, 사회 편입(Inclusion sociale)원 

개발, 수출 및 민간투자 유치 역량 개발을 통한 경제 구조 전환이다. 농업 분야 세 가지 

 10) Agence Ecofin(2017.01.02.)(http://www.agenceecofin.com/riz/0201-43519-senegal-la-production-de-riz-a-atteint

-un-niveau-record-e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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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목표는 상업적 농업 개발, 농촌경제 및 농업개발, 통합적 가족농업 개발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또한 세네갈 정부는 PSE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5개년 사업추진계획인 ‘우선순위 

행동계획(Plan d’Action Prioritaire, PAP)’을 수립하였다. PAP는 세네갈 성장을 이끌 6개의 

핵심 분야(인프라, 에너지, 농업, 교육 및 직업훈련, 식수위생, 보건)을 중심으로 하위 

27개의 프로젝트와 17개의 개혁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농업과 관련해서는 고부가

가치 및 축산 분야 사업(100-150건), 곡창지  3-4개 개발, 가족농 지원 소규모 사업

(150-20건), 땅콩산업 재정비, 양식업개발 촉진 등이 추진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표 8.  PSE 농업 분야 주요 목표

[PSE 전략축 I: 경제구초 전환 및 경제 성장]
농업, 목축업, 어업 및 양식업, 농산물 가공

(Agriculture, 　levage, p　che et aquaculture, agroalimentaire)

상업적 농업 
개발

100-150개의 통합농장(Fermes int　gr　es) 조성

재정지원을 동반하는 계약체계 개발로 현대적이고 산업적인 도매업체와 소규모 농업생산자 

조직 연결

장기적 식량안보 달성(2018년까지 쌀 100만 톤 생산)과 곡물(밀, 쌀, 옥수수) 무역수지 적자 

50% 감소를 위한 관개농업용 저수지 개발 및 확대를 목표로 3개의 곡창지대 개발

3개의 농산물 가공단지 조성으로 과채, 기름, 유제품, 곡물, 가금류 가공분야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

설비 갱신, 영세 땅콩기름 생산 구조 조정, 새로운 가공 산업 개발은 위한 유인책 등을 통한 

땅콩 생산(2017년까지 100만 톤 생산) 및 땅콩가공 산업 재활성화

농촌경제 및 
농업개발

중소기업 및 중소산업 육성, 산업 및 판매서비스 분야 지원

생산 활동 구조화 활력 유지 및 강화

통합적 가족농업 
개발

생산성 향상 및 기존 경작활동 가치 최대화를 통한 생산증대 프로젝트(40-50건), 농업소득원 

다각화 프로젝트(100-130건), 고부가가치 창출 생산을 위한 생산자 교육 프로젝트(10-20건) 

등 소규모 프로젝트 150-200건 진행

가족농업과 농업관련 산업(Agro-business)의 시너지 창출

목축 핵심 분야 
개발

목축 분야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목축 시스테 발전에 유리한 환경 조성

목축품 가공･저장･판매 인프라 구축

국내 우유, 가축-육류, 가금사육 및 가죽 분야 구조화

식량안보, 
경제성장, 
고용창출 기여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수산소득 창출 
및 양식개발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공동관리 장려, 산란지역 보존 및 보호 활동으로 지속가능 수자원관리 

및 해양서식지 복원

양식전용 장소 개발, 적절한 생산 인프라 설치, 투자유치환경 조성, 통합적 양식업 구조화로 

경쟁력 있는 양식업 개발

자연번식지 정비 및 치어 방류, 관계자 조직으로 내륙어업 개발

통합 산업단지 조성, 현대적 영세가공 설비 인큐베이터 시행, 어획 후 유실감소로 어획･양식품 

가치창출 확대

자료: 김정민 외(2016) 재구성; R　publique du S　n　g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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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업부문 전략(PRACAS)

  세네갈 정부는 농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세네갈 정부는 2004-2024년을 

기간으로 하며 농림축산업 분야의 장기적 정책 프레임워크가 되는 ‘농림축산기본법

(Loi d’Orientation Agro-Sylvo-Pastorale, LOASP)’을 제시하였다. 농림축산기본법을 토 로 

농업 분야 개발을 위한 다수의 계획서가 마련되었다. 

  세네갈 정부는 농업 관련 PSE 전략 달성 및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기존에 시행

되어온 농업개발 프로그램과의 연속선상에서 농업 분야 개발 전략서인 ‘세네갈 농업 

가속화 프로그램(Programme d’Accélération de la Cadence de l’Agriculture Sénégalaise, PRACAS)’

을 수립하였다. PRACAS는 세네갈의 경제 개발을 주도하며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발전을 비전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PRACAS는 2014-2017년 기간 농업 발전 

목표로 ① 농민교육, 금융 및 농기계 접근성 강화를 통한 가족농 현 화, ② 애그리비즈

니스와 가족농업간의 시너지, 친환경 농업, 가치사슬 개발 등을 통한 농업 및 농촌지역 

산업 육성, ③ 다운스트림 비즈니스 주요 부문 개선, ④ 여성 및 청년들의 농업 참여 

도모, ⑤ 취약계층 회생력 보장을 설정하였다. 

  세네갈 정부는 우선 전략적 농산물에 한 투자 확 를 통해 2017년까지 쌀 자급률 

100%, 2016년까지 양파 자급률 100%를 달성한 후, 땅콩 및 오프시즌 과채류 생산성 

증 를 꾀하고 점진적으로 기타 작물에 한 지원을 확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9.  PRACAS 주요 목표

주요 작물 생산 목표 추진 전략

쌀
2017년까지 169만 톤 생산을 통한 자급 
달성

- 종자 생산 및 수확량 증대
- 고원 및 서부 지역 천수(rain-fed) 쌀농사 도모
- 강 계곡 유역 관개 쌀농사 증대

양파
2016년까지 35만 톤 생산을 통한 
자급 달성

- 종자 생산
- 비성수기 보호

땅콩
생산성 최적화를 통한 100만 톤 생산, 
연간 수출량 10-15만 톤 달성

- 2년 내 종자 재고 재구성
- 종자 가치사슬 내 파트너십 형성
- 기계화 증대

원예 수출량 15만 7,000톤 달성
- 지속가능한 농산업(PPP) 개발 지원
- 비수기 청과 생산, 가공, 마케팅 도모
- 토지관리 해결책 마련 및 이행

자료: 김정민 외(2016) (p.105)재구성; Minist　re de l’Agriculture et de l’Equipement Rural du S　n　g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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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갈 정부는 PRACAS 이행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을 전략적으로 증 시켜 농가 

수익 증 , 식량 안보 제고 및 영양실조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또한 

농업분야 고용 증 는 소득분배와 전체 고용 증 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세네갈의 전

반적 빈곤 감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된다.

4. 맺음말

  세네갈 노동인구의 절반이 종사하고 있는 농업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산 여건, 열악한 

농업 인프라, 낮은 농업 기술력, 특정작물 집중 생산으로 인한 토양 비옥도 저하 등으로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식인 쌀 경작을 위한 농지 부분이 자연

강수로만 용수를 충당하는 천수답 형태이며, 관개된 농지 비율이 매우 미미하고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 세네갈 정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 생산기술향상에 한 투자를 확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곡 생산량은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식량에 한 높은 수입 의존도는 세네갈의 식량 안보를 위협

하는 요소이자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아프리카 민주주의의 창구’라는 명성에 걸맞은 안정적인 정치 상황과 농업을 

성장 동력으로 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굳건한 의지로 인해 농업부문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기 된다. 최근 2년간 유리한 기후 조건과 더불어 농업을 통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전반적인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수출을 위한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생산성 향상과 생산기반시설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 된다.

  농업부문 개발에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와 세네갈 간의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세네갈을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추가하고, 2016년  세네갈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였다. 

  중점협력분야의 하나로 포함된 농업개발은 농업 생산성 증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기후변화 응을 위한 농지 개발 및 관리, 농업 인프라 구축, 영농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2015년 체결된 ‘한국-세네갈 통상ㆍ산업ㆍ투자 협력 양해각서

(MOU)’는 PSE 추진을 위한 한국 기업의 참여 확 , 한국 중고 농기계 수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간의 협력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네갈 정부의 노력에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고 세네갈 국내 식량안보 강화와 경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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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부문이 직면한

미래의 도전과제 *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개요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1) 는 기아와 영양결핍으로

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구현함으로써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수준을 

경제와 사회 및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증진시키는데 그 사명이 있다. 

이처럼 회원국 간 공유된 사명을 이행하려면 오늘날 농식품 부문이 직면한 주된 과제

들을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소개하는 보고서는 FAO가 4년마다 발간하는 전략 체제(Strategic 

Framework) 및 2018-21년 중기 전망을 준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준비되었다(FAO 2017a; 

2017b; 2017c).2) 곧 미래의 농식품 부문이 직면할 변화의 동인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

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모아 제시한다<표 1 참조>. 

  이 글에서는 농식품 부문이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해 온 15가지 주요 문제들과 그 변화를 

주도해 온 요인들을 분석한 후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 특히 지속가능발전과 균등한 사회

* (songsoo@korea.ac.kr).

1) (http://www.fao.org).

2) 특히 FAO가 제시한 5대 전략 목표는 ① 기아와 식량안보 부재 및 영양부족 퇴치에 기여, ②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농림수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공급의 증대와 개선, ③ 농촌 빈곤의 경감, ④ 더욱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농식품 체계 가동, ⑤ 위협과 

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응력 증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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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각 국가가 어떻게 효율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응해 

나가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미래 농식품 부문의 변화 추이와 과제

변화의 추이 과제

인구증가와 도시화 및 고령화
세계경제의 성장, 투자와 무역
천연자원을 둘러싼 경쟁 심화
기후변화
농업 생산성과 혁신
국경 간 병해충
갈등과 위기 및 천재지변
빈곤과 불균등 및 식량불안 상황
영양과 건강
구조변화와 고용
이주와 농업
변화하는 식량체제
식량손실과 낭비
식량과 영양안보를 위한 관리
개발 금융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방식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기반 보장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증가에 대한 대응
극심한 빈곤의 퇴치와 불균등 완화
기아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
더욱 효과적이며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식량체제 구축
농촌에서 소득창출 기회의 증진과 이주문제에 대처
만성적인 위기와 재난 및 갈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체제 구축
국경 간 및 농식품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 방지
일관되고 효과적인 국가 및 국제관리 요건의 대응

자료: FAO(2017a). 

2. 변화의 동인과 전망

  농식품 부문이 경험해 온 변화의 동인들과 미래에 직면하게 될 15  요소들에 해 

정리한다.

2.1. 인구증가와 도시화 및 고령화

  농식품의 수요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인구이다. 특히 

절 적 인구 규모보다는 인구의 역동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그림 1>은 

세계 인구의 성장 추이와 전망을 나타낸다. 중간(medium) 전망치에 따르면 2010년까지 

세계 인구는 지금의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60년  말에 연간 2%로 

정점을 이루었던 세계 인구 증가율은 2015년 현재 1.2%로 하락하였고,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같은 기간에 평균 4.5명에서 2.5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연간 늘어나는 

절  인구수는 8,000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오는 2050년에 세계 인구는 97억 명에 

이르고 2100년에는 112억 명에 다다를 전망이다. 더 큰 우려사항은 소득수준이 다른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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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나리오별 세계 인구 증가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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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2017a).

그림 2.  지역별 인구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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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2017a).

  지역별로 보면, 동아시아의 인구는 2040년 이후부터 감소, 남아시아는 2070년 이후

까지 증가, 남미는 2060년까지 증가, 근동 및 북아프리카는 2080년 이후에야 그 증가

세가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는 유일하게 인구수가 계속 증가해 2040년에 22억 명, 

2100년에 40억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인다. 특히 나이지리아, 감비아, 콩고, 앙골라,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등 중앙 및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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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은 개발의 관점에서 우려할 사항이다. 고용과 소득 창출에서 농업의 기여율이 

높으나 농지와 수자원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소득 국가에서 인구의 증가는 젊은 인구의 도시로 이주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약 35년 전에는 세계 인구의 60% 가량이 농촌에 거주하였으나 오늘날 그 

균형은 역전되어 약 54%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그림 3 참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2/3가 도시민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로 도시 인구가 늘면 가공식품, 육류, 

과실과 채소 등의 수요가 증 될 것이고, 간편식 등도 더욱 확 될 것이다. 이러한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는 식품산업의 변화를 초래해 농업 생산보다 운송이나 도매와 소매, 

가공 등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3.  세계 도시와 농촌 인구의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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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농촌과 도시는 각국의 정의에 따른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공통된 기준아래 설정된 통계가 아님.  

자료: FAO(2017a).

  끝으로, 65세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에 5.1%에서 2015년에 8.3%로 

늘어났다. 이번 세기 말까지 고령인구의 비중은 22.7%까지 확 될 전망이다. 고령화는 

농촌지역에서 더 빠르게 전개될 것이며, 이에 따라 영농기술의 채택이나 농가의 능력

형성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 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부합하도록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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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계 경제의 성장, 투자, 무역 및 식량가격

 세계 GDP 성장률에 관한 전망치는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Riahi 

et al. 2016). 그러나 FAO는 2050년까지 세계 경제가 연간 2.7% 성장할 것으로 가정한 

후 그 GDP가 2005년 가격 기준으로 2005-07년에 50조 달러에서 2050년에 126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같은 기간에 1인당 GDP는 7,600 달러에서 1만 3,800달러

로 연간 1.4%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된다<그림 4 참조>. 중저소득 국가에서 1인당 

GDP는 2,4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상승하여 연간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된 반면에 고소득 국가의 증가율은 연간 1.2%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2050년까지 지역별 1인당 GDP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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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2017a).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저소득 국가의 1인당 GDP는 고소득 국가와 견주어 작을 것

이다. 곧 2005-7년에 8.5% 수준에서 2050년에 16%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다. 

같은 기간에 절대액 기준으로 보면 두 그룹의 격차는 2만 5,500달러에서 4만 달러로 

더욱 확대된다. 중저소득 국가에서 1인당 GDP가 증가하면 그 만큼 식량에 대한 수요 

또한 증대될 것이다. 더욱이 중간 소득계층의 부상은 육류와 유제품처럼 자원 집약적인 

식품의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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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의 경우 지난 25년 동안,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곤 꾸준히 상승해 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영향으로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투자가 급격히 상승해왔다. 

그러나 투자율, 곧 GDP 대비 투자액의 경우 고소득 국가들이 평균 22% 안팎에서 정

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1990-2015년에 28%에서 45%로 증가하였다. 

중저소득 국가들의 투자율도 2000년대 초반 이후 모두 오름세를 보인다. 

  반면에, 농업 투자는 다른 패턴을 나타낸다<그림 5 참조>. 첫째, 지난 20년 동안 

고소득 국가들만이 농업부문의 GDP 비중보다 높은 수준의 농업투자를 해오고 있다.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GFCF)3) 중 농업 GFCF가 차지하는 비중을  

총 GDP 중 농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누어 산출한 “농업투자 성향지수

(agricultural investment orientation ratio)”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들의 비중은 1을 상회하나 

중저소득 국가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5.  농업투자성향지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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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농업투자성향지수(agricultural investment orientation ratio)는 총 고정자본형성(GFCF)에서 농업 GFCF가 차지하는 비중을 

총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나누어 산출한 것임. 

자료: FAO(2017a).

3) 생산주체가 구입이나 생산을 통해 확보한 모든 자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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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지역 간 농업투자 성향지수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지수가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은 고소득 국가, 동아시아와 태평양, 남아시아, 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인 반면에 

중동, 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일부 남미와 카리브 해 국가에선 지수가 내림

세를 나타냈다. 

  만약 이와 같은 농업투자 패턴이 지속된다면 소득 성장과 충분한 식량 접근을 확보

하지 못해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곧 지금과 같은 투자 성향을 

지속할 경우 2030년까지 기아의 정도는 하락시킬 수 있으나, 6억 5,000만 명 이상 또는 세계 

인구의 8% 가량이 영양실조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FAO/WEF/ IFAD (2015)는 기아 

종식의 필요 조건으로 사회보장과 가난한 사람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꼽고 있다. 특히 

후자를 위해서는 세계 GDP의 0.3%, 또는 연간 2,670억 달러의 농업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산물 무역은 상품무역의 패턴을 따라 왔다. 2008-09년 금융위기 때에 무역이 위축

되었다가 회복되었으나 2015년에 다시 줄어들었다. 이러한 추이는 세계 경제의 비즈

니스 사이클에 영향을 받지만, 무역정책과 무역 자유화 협정 등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주요 선진국(G20)은 145개의 보호 조치들을 도

입함으로써 세계무역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다<그림 6 참조>.

  농산물 무역의 빠르게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량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0-20%가 보통이다<그림 7 참조>. 아르헨티나, 호주, 미국의 경우 국내공급의 

50% 이상이 순수출인 반면에 극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입은 국내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국도 식량 순수입국이다. 

  2008년과 2011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실질 식량가격 지수는 1980년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5년까지 육류와 잡곡을 제외한 곡물의 실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된다. 반면에 유제품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미래 식량가격은 자원의 

제약,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단수의 변화, 수요의 증대 등에 좌우될 것인데, 가격을 

압박하는 요인이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정책 조치들은 추가로 생산비용을 초래함으로써 식량가격에 압박을 줄 수 있다.4)

4) 농산물의 중기 가격전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OECD, FAO(2016)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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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제무역 보호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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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지수의 값은 0-10이며 높을수록 더욱 자유화된 정책을 의미함. 

자료: Tumen and Seven(2017).

그림 7.  국내식량 공급(칼로리)에서 순 수입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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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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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천연자원의 경쟁

  천연자원을 직접 활용하는 농업의 처지에서 그 고갈은 우려를 자아낸다. 비록 세계 

수준에서 농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자원의 지나친 채굴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 환경오염 등은 남은 가용 자원에 대한 경쟁을 부추긴다. 뿐만 아니라 

식생활 패턴의 변화, 도시화와 산업개발, 화석에너지 대체를 위한 자원 집약적인 바이

오연료 생산 증대도 역설적으로 농지와 수자원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세계 농지의 33% 가량이 중간 이상의 붕괴 수준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토지붕괴는 

지역 사람들의 삶과 생태계, 식량안보, 기아종식 측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의 농지면적은 49억 ha 내외로 안정되어 있다<그림 8 참조>. 산림

지의 전환도 지속되고 있으나 1990년 이후 그 연간 손실면적은 50%가량 감소하였다. 

농업에 의한 산림지 전환은 전체의 80%에 이른다. 남미에서 산림의 황폐화는 그 2/3가 

상업적인 농업에 의한 것이다. 반면에 아프리카나 열대 및 준열대 아시아 지역에서 

산림 황폐화의 대부분은 생계형 농업에 의한 것이다. 이밖에도 도시화와 산업화로 산림

자원에 대한 압박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농지와 산림지의 변화

 1961             1971             1981             1991             2001             1011 1013

5.1

4.9

4.7

4.5

4.3

4.1

3.9

농지 추세선

농지

산림지 추세선 산림지

y=-0.0001x
2
+ 0.0185x + 4.3967

      R
2
=0.9472

y =-0.0001x
2
+-0.0171x + 4.5149

       R
2
= 0.9991

10억 ha

 

자료: FAO(2017a).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산업부문과 도시에 의한 수요 증대는 수자원의 고갈을 촉발

시키고 있다. 농업은 전체 취수량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

아시아, 인도, 중국 등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농업 생산은 상당한 수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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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므로 강물이나 암반수의 고갈을 초래하고 있다<그림 9 참조>. 이러한 제약아래 

세계의 관개면적 증가율은 1961-2009년에 연평균 1.6%에서 현재 연평균 0.1%로 하락한 

상태이다. 이대로라면 세계의 관개면적은 2013년에 3억 2,500만 ha에서 2050년에 3억 

3,700만 ha로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다.

그림 9.  총 재생가능 자원에서 민물 취수율

 높은 전망치

저
(<10%)

중저
(10~20%)

중고
(20~40%)

고
(60~80%)

최고
(>80%)

  주: 재생 가능한 민물 자원의 25% 이상을 취수하면 물 스트레스를 받는 국가로 분류함. 취수률이 60%와 75% 이상이면 각각 

물리적인 고갈 및 심각한 고갈이라고 말함. 

자료: FAO(2017a).

  도시의 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과제는 중요

하다. 예를 들면, 도시에서 낭비되는 물을 관개 작물에 돌려 공급하는 방안, 내륙 양식

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2021년까지 사람들이 소비하는 수산물 

중 양식을 통해 얻는 물량이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보다 커질 것이란 전망은 식량원의 

다각화와 식량안보의 확충 측면에서도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2.4. 기후변화

  지난 50년 동안 농업(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AFOLU)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거의 2배로 늘었고, 2050년까지 그 물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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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AFOLU에 의한 이산화탄소 상당치의 배출량은 약 10.6Gt으로 주로 축산과 토양 

및 영양관리에 의한 것이다. 그 배출량은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21%를 차지

한다. 단, 산림은 연간 2Gt의 탄소 격리효과를 창출하므로 AFOLU의 순 배출량은 연간 

8Gt이 되는 셈이다. 만약 농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약 0.9Gt)와 식품의 가공, 무역 및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양(약 3.4Gt)까지 합한다면 농업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연간 12.3Gt 또는 전체의 26%로 늘게 된다.

  기후변화는 식량생산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단수의 하락이 우려된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1,090개의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밀, 옥수수, 쌀, 콩의 단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러한 음(-)의 영향은 주로 열대지역에 속한 

중저소득 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그림 10.  기후변화에 의한 단수 변화 전망: 메타분석

2010~2029  2030~2049  2050~2069  2070~2089   2009~2109 
(n=184)       (n=250)     (n=500)        (n=134)       (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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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

0

단수 전망 % (총 1,090건)

단수변화 범위

50~100%

25~50%

10~25%

5~10%

0~5%

0~5%

5~10%

10~25%

25~50%

50~100%

단수
증대

단수
감소

 

자료: FAO(2017a).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에는 소농에 의한 지속가능한 영농방식의 채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농방식의 적응을 통해 단수의 15-18% 개선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농에 대해 적절한 사회보장 체제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식량생산

뿐만 아니라 식량공급 체인의 다른 모든 단계, 곧 가공, 포장, 운송, 보관, 무역 등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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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업 생산성과 혁신  

  2050년에는 2012년 수준보다 50%가량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할 것이다. 곡물의 경우 

그 필요량은 2005-07년에 20억 680만 톤에서 2050년에 30억 90만 톤으로 약 43%가 늘어

난다. 이 증가분의 80%를 단수 증대를 통해 감당한다고 가정하면 2050년까지 단수가 

35%나 늘어야 한다. 이는 연간 0.9%의 단수 증가율에 상응한다<그림 11 참조>.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단수 증대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림 11.  연평균 단수 증가율 추이 

전체 곡물         밀         쌀        옥수수         콩          사탕수수

3

2

1

0

%

자료: FAO(2017a).

  1961~2010년에 생산량 증대의 40%가량을 총 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성장이 기여하였다<그림 12 참조>.5) 특히 선진국의 TFP 성장은 생산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반면에 저소득 국가에서는 농지의 확대가 주로 생산 증대를 설명

한다.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해당 지역 평균보다 높은 

TFP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농업생산성 상승의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미진한 기계화 실적을 들 수 있다. 지속가능한 기계화는 소농의 고된 

5) 총 요소생산성(TFP)은 전체적인 생산 과정의 효율성이 증가하여 농업 생산이 늘어남을 뜻함. 참고로 OECD는 회원국들의 혁신과 

농업생산성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음(https://goo.gl/1m0Wt7). 지금까지 터키, 네덜란드, 캐나다, 브라질, 

호주, 미국 등을 대상으로 발간되었고, 한국의 사례도 발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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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덜뿐 아니라 적절한 시기의 영농작업 시행 및 투입재 효율 향상, 생산 집약화 

등의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보전농업, 산림농업, 작물-축산-에너지 체제의 

통합, 통합 병해충관리 등 지속가능한 영농방식의 채택과 적용에는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농업투자가 보장되어야 한다.6)

그림 12.  소득 그룹별 농업 생산 증가의 동인

세계

3

2

1

0

%

총요소생산성

투입재/농지

새로운 농지

관개

저소득국가 중저소득국가 중상소득국가 고소득국가

자료: FAO(2017a).

2.6. 국경 간 병해충

  국경 간 병해충의 발병 증가는 식량안보의 위협요인이며, 폭넓은 경제와 사회 및 환경 

영향을 가져온다. 조류독감(AI)이나 돼지 콜레라와 같은 가축 질병은 인간의 건강을 

침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식품체인상의 비상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세계화가 추진되면서 작물과 가축의 위험 또한 증대되고 있다. 가축 질병은 

전염성이 높아 국경 간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사람과 동식물 및 농산물의 위험을 증

폭시킨다.   

  식물 병해충으로 인한 연간 작물 손실은 그 생산량의 20-40%에 이른다. 작물 질병과 

외래 해충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각각 연간 2,200억 달러와 7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물 병해충의 발병 추이를 분석한 연구는 아프리카에서 각 해충의 포화도를 

6) 농업투자에 대한 내용은 위 2.5.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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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시아 20%, 북미에선 60%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평균으로 보면 주요 

작물의 병해충제가 이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국가들의 절반 정도를 이미 감염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재배에 필요한 요소들의 이동과 무역 및 여행객들은 작물 병해충의 장거리 이동 

매체로 기능한다. 밀과 커피의 녹병(rust)과 같은 질병과 메뚜기 같은 충은 공기로 운반

되어 바람을 타고 국경 간 쉽게 퍼지게 된다. 또한, 매개충(insect vectors)은 다양한 바이

러스와 박테리아 질병 매개체를 지역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바나나 

송이꼭지병(bunchy top disease), 카사바의 모자이크병(mosaic disease), 옥수수의 괴사병

(necrosis disease) 등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및 남미 사람들의 주식 작물을 위협하고 있다.  

그림 13.  지역별 작물 병해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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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해충 포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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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아시아/태평양

유럽/중앙아시아

남미/카리브해

아프리카/중동

  주: 특정 지역에서 포화도(degree of saturation)는 해당 지역의 평균임. 특정 국가에서 포화도는 현재 존재하는 작물 해충과 

병원체(crop pests and pathogens: CPPs)를 CCPs가 발생할 수 있는 수로 나눈 값임.

자료: FAO(2017a).

  국경 간 병해충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FAO는 질병 

예방 전략으로서 “하나의 건강(One Health)7)”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전문분야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WHO는 농식품 부문의 명확한 책임을 규명한 “세계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8)”을 발전시키고 있다. 

7) (https://goo.gl/kP17Y9).

8) (https://goo.gl/3MpV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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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갈등과 위기 및 자연재해

  갈등(conflicts)은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영양실조를 촉발하는 요인이다. 갈등은 또한 

식량 공급을 줄이고 식량과 건강 돌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며 사회보호 체제를 약화

시킨다. 오늘날 모든 기아의 배경에는 갈등이 내재해 있다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갈

등은 날씨와 연계된 자연재해를 통해 촉발하거나 증폭될 수 있다. 특히 자연재해는 

빈곤의 굴레에 갇힌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2014년에는 총 424건의 정치적 갈등이 발발하였고, 이 가운데 46건은 극단적 무력

갈등으로 분류된다. 시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라크, 리비아, 나이지리아, 소말

리아, 남수단, 우크라이나, 예멘 등 많은 지역에서 내전이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인도적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80% 정도가 갈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세계 가난한 사람

들의 50%가량이 불안정(fragile) 또는 갈등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4>는 개도국의 영양 부족률을 나타낸다. 평균으로 보면, 만성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가에 사는 영양실조 인구의 비중은 다른 저소득 국가보다 3배 가까이 

높다. 2013년 기준으로 만성적 갈등 속에 처한 1억 7,200만 명의 사람들이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세계 전체 영양실조 인구의 20%에 해당한다. 만성적 

갈등 상황에 놓인 총 21개국 가운데 영양결핍 인구의 비중을 절반으로 감축

    그림 14.  영양부족 상태와 만성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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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FAO(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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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자는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 MDG)를 달성한 국가는 에티

오피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갈등은 농촌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생산기반이나 운송시설을 파괴하고, 

농가의 자산과 자본을 탈취하며, 젊은 노동력을 차출함으로써 농가와 농촌의 삶을 피

폐케 한다. 1970~97년에 갈등에 의해 모든 저소득 국가들이 경험한 농업 손실은 연간 

43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받은 개발원조의 규모를 초과하는 수준

이다. 또한, 갈등은 농업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잠재적 성장을 저해한다.

  지난 30년 동안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늘면서 농업부문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그림 15 참조>. 특히 가뭄과 같은 기후학적 사건, 홍수와 같은 수문학적 사건, 폭풍과 

같은 기상학적 사건의 증가가 주목된다. 2003~13년에 저소득 국가들에서 농업부문은 

자연재해의 영향 중 22%를 감당해야 했는데, 날씨와 연계된 재난의 경우 그 비중은 

25%로 증가하고 가뭄의 경우 최대 84%에 이른다. 

그림 15.  날씨와 연계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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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미래에는 자연재해와 재난 및 갈등이 더 자주 그리고 동시에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극단적인 날씨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큰 점,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75% 이상이 삶의 기반을 천연자원에 두고 있다는 점, 기후

변화로 인해 이 가난한 사람들 중 2억 명 정도가 2050년까지 이주해야 한다는 점 등은 

농업이 직면하는 중대한 도전 과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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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빈곤과 불균등 및 식량불안 상황

  세계에서 극단적인 가난에 처한 사람들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그 수가 1990년대보다 더 늘어난 상태이다. 절대 빈곤선(poverty line) 기준인 하루 

1.9달러로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 수는 급속히 줄고 있다. 1990년에 20억 명 또는 세계 

인구의 37%가 극빈 상태에 있었으나, 2015년까지 9.6%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7억 명의 인구가 가난에 처해 있다<그림 16 참조>.

  빈곤을 경감하는 데 있어 농업부문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가족농이 중저소득 

국가의 중심이면서도 대부분 가난한 계층에 속하기 때문이다. 중저소득 국가에서 농

가의 75% 또는 3억 7,500만 호가 1ha 미만의 경작면적을 경영하는 소농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빈곤 경감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소득이 지금 평균보다 60%, 아시아의 경우 

30%가 증대되어야 가지고 있다. 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2015-30년에 연평균 

6%의 성장이 전제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림 16.  빈곤선 이하의 인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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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절대 빈곤선(poverty line)의 기준은 구매력 기준으로 하루 1.9달러임.

자료: FAO(2017a).

  지니 계수로 계측한 세계의 소득 불균등은 1988년에 0.697에서 2013년에 0.625로 감소

하였다.9)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도국과 고소득 국가에서 소득의 국내 불균등은 

9)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전체 소득 계층을 모아 저소득 및 고소득 계층의 비율을 산출해 그 소득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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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커지고 있다. 국가 내 소득 불균등이 경감되지 않는 한 2030년까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 하더라도 극빈을 퇴치할 수 없을 것이란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금의 

추이가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이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가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2.9. 영양과 건강

  영양실조는 ① 영양 부족(undernutrition), ② 미량원소 결핍(micronutrient deficiencies), 

③ 과체중(overweight)과 비만(obesity) 등 이른바 “3대 부담(triple burden)”으로 구성된다.  

 

  ① 영양 부족

  2000-15년에 영양 부족은 감소하였고,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부진은 32.7%에서 

23.2%로 줄었다. 곧 해당 어린이의 수가 1억 9,800만 명에서 1억 5,600만 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2025년까지 발육부진 어린이 수를 40% 감축하기로 목표하고 있으나 

그 감축 속도가 목표에 이를 만큼 빠르지 않은 실정이다. 2015년에 5세 미만 어린이들의 

7.4%가 저체중으로 분류되고, 모든 신생아의 16%가량이 저체중으로 태어난다.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사망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영양 부족에 의한 것이다.

  ② 미량원소 결핍

  세계 인구 중 약 20억 명이 미량원소 결핍에 영향을 받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15~49세 여성 중 5억 명 이상이 철분 결핍에서 비롯된 빈혈로 고통 받고 있다. 빈혈은 

전체 산모 사망의 20%를 차지하는데, 약 5만 명의 여성들이 분만 중 철분 결핍으로 

사망하고 있다. 비타민 A 결핍은 100개국 이상에서 공공 건강문제가 되고 있다. 해마다 

최대 50만 명의 어린이들이 시력을 잃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가량이 시력을 잃은 후 

1년 안에 사망하고 있다. 약 3,800만 명의 영아가 요오드 결핍 상태로 태어나 두뇌 손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연 결핍은 세계 인구의 30%가량에 영향을 미친다.

  ③ 과체중과 비만

  과체중과 비만은 모든 인구 그룹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고열량, 지방, 설탕, 소금 등의 

섭취 증가와 과일이나 채소 및 식이섬유 등의 적절하지 못한 섭취가 원인이다. 이러한 

“영양 전환(nutrition transition)”은 급속한 도시화와 가공식품의 증대,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의 

확산 등을 반영하다. 2014년 현재 18세 이상의 40%가 과체중이며, 이 가운데 1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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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으로 분류된다. 2000-15년에 5세 미만 어린이들의 과체중 비율은 5.1%에서 6.2%로 

늘었고, 2025년까지 11% 또는 7,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식사 패턴의 변화는 공공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2013년에 모든 지역에서 

과일 소비량은 늘었지만, 채소 소비량은 일부 지역에서만 늘어났다. 과일 소비량(그램/

하루/명)은 평균 소득수준에 연동하여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채소 소비량은 

그 반대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1인당 과일 소비량은 세계 평균보다 16% 미달

이었으나 23% 미달로 떨어졌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가공식품의 소비가 신선식품의 

소비보다 더 크게 늘고 있다. 설탕의 단맛이 포함된 음료의 소비도 특히 북미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모든 지역에서 가공육의 소비가 늘어났다. 동아시아에서 붉은 육류

(red meats)의 소비는 크게 늘어난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감소하였다. 동아시아, 남미, 

북미, 서유럽의 붉은 육류 소비 수준은 비슷하다.

  <그림 17>은 고소득 국가 대비 중저소득 국가의 1인당 칼로리 섭취 비율을 나타

낸다. 1961-2011년에 곡물이 전체 칼로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 국가에서 35%

에서 29%로, 중저소득 국가에서 56%에서 50%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과일과 채소의 

비중은 4.9%에서 5.4%로, 3.9%에서 6.9%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런 추이는 2050년까지 

지속될 전망된다. 두 소득 그룹 간 칼로리 공급량 격차는 차츰 줄어들고 있다.   

그림 17.  고소득 국가 대비 중저소득 국가의 1인당 칼로리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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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구조 변화와 고용

  개발의 관점에서 농식품 체제는 더욱 자본 집약적이고 생산적이며 시장을 통해 

다른 부문과 더욱 통합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소농들은 소득원과 고용을 다각화

해야 하며, 규모의 경제가 추구되면서 이주까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림 18>은 지난 

20년간 농업, 산업, 서비스 부문의 고용 비중 변화를 나타낸다. 경제 변환과 농업 전환은 

농촌 타운과 소규모 도시센터를 확장시켜왔는데 이는 농촌에서 사회 경제적 개발의 일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농촌과 도시 경제를 더욱 밀접하게 연계시킴

으로써 빈곤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한다.

그림 18.  산업별, 지역별 고용 비중의 변화

36%

남/동아시아
태평양

1990
1999

2000
2010

21%

43%
38%

46%

59% 60%
48% 53%

34%
41%

64%
69%

47%
53%

21%
27%

22%

23% 21%

27%
25%

21%
17%

29%
26%

24%

43%

22%

35% 35% 31%

18% 19%
24% 22%

45% 42%

7% 5%

29% 25%

농
  업

산
 업

서
비
스

남/동아시아
태평양

남미
카리브해

중동
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고소득
국가

세계

1990
1999

2000
2010

1990
1999

2000
2010

1990
1999

2000
2010

1990
1999

2000
2010

1990
1999

2000
2010

1990
1999

2000
2010

 

자료: FAO(2017a).

2.11. 이주와 농업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현재 국제 이민자는 2억 4,4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2000년도 대비 41%가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가운데 1억 5,000만 명이 이주 노동자로 

추정된다. 국내 이주는 이보다 큰 7억 4,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국제 송금의 40%가

량이 농촌지역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상당수의 이주자들이 농촌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남자들의 이주와 농식품 부문의 세계화 추이는 농업의 여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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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변화하는 식량체제

  식량체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 체제의 구조 변화 속에 도시 중산층의 

부상은 육류와 유제품 선호 기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인구 증가는 농산물 수요를 증대

시키고, 도시화는 저장과 운송을 필요로 하므로 식품가공이 식량체제 전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표준화가 촉진되고 생산의 집중과 농지의 통합

이 가속화된다. 많은 소농들은 농지를 가지지 못한 농업노동자가 되거나 도시로 이주

하게 되어 도시화가 더욱 촉진되는 구조이다.

  2001~14년에 슈퍼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비중이 상위 중소득 국가의 

경우 40% 미만에서 50%, 고소득 국가의 경우 72%에서 75%, 하위 중소득 국가의 경우 

22%에서 27%로 늘었다. 반면에 신선 식품의 경우 슈퍼마켓의 비중은 각각 30%, 50%,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중저소득 국가에서 농식품 체인의 전환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많은 경우 소

규모 생산자와 농산물 가공업체가 이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금융, 시장접근성, 운송, 

표준화, 이력제도, 인증 등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농이 가공업체

나 무역업체와 공정한 계약을 통해 수직적으로 연계된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형들이 정부나 국내

외 가치사슬 조직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참여보장제도, 유통 협동조합, 훈련

센터, 민간 무역업체 및 지역 공공조달체제 등 다양한 제도와 시장 중개체제를 통한 

혁신 조치들도 보탬이 되고 있다. 

2.13. 식량 손실과 낭비

  식량체인 상에서 손실되거나 낭비되는 식량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1/3이나 된다.10) 

곧 연간 손실 또는 낭비되고 있는 식량은 고소득 국가에서 연간 6억 7,000만 톤, 중저

소득 국가에서 6억 3,000만 톤 등 총 13억 톤에 이른다. 식량 손실과 낭비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접근할 수 있다.

  ① 미시 수준(micro level)

  식량공급체인의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주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10) 식량 손실(loss)과 낭비(waste)는 식량의 양 또는 질이 감소하는 것을 말함. 곧 식량 공급량의 감소, 영양 및 경제적 가치의 

감소, 식품안전의 훼손 등을 뜻함. 식품 낭비는 모든 식량공급 체인에서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량을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서 비롯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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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지 못한 수확계획과 타이밍, 미진한 수확, 취급 부주의, 적절한 저장 공간 부족, 

운송장치의 부족, 소비자의 행동 등이다. 

  ② 중간 수준(meso level)

  전체 식량공급체인과 관계되며, 특정 체인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초래

된다. 예를 들면, 부적절한 연대, 너무 긴 체인, 상품 표준의 미충족, 농약 오염된 가

공식품 등이다. 

  ③ 거시 수준(macro level)

  전체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하부구조 부족, 적합하지 않은 법 

규정, 과잉생산을 촉발하는 가격 인센티브와 보조 등이다.

  <그림 19>은 공급체인 상에서 발생하는 식량 손실과 낭비 비중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북미,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약 15%의 식량이 소비와 

배분 단계에서 손실 또는 낭비되고 있다. 반대로 이들 국가에서 수확 및 수확 후 식량 

손실 또는 낭비의 비중은 다른 국가들 수준보다 낮은, 15%가량이다. 

  이러한 식품 손실과 낭비를 줄이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12(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다.11) 또한, 공조된 노력과 보고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그림 19.  공급체인에서 식량 손실과 낭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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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2017a).

11)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람(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nu=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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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발기구들이 이른바 “식량손실낭비 의정서(Food Loss and Waste Protocol)”를 설정

하였다.12) FAO는 세계 “식량손실지수(Global Food Loss Index, http://www.fao.org/plat-

form-food-loss-waste)”를 통해 식량의 칼로리 함량을 공통 단위로 설정하는 방안을 개발

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민간의 동반 관계아래 “식량절약계획(Global Initiative on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13)”이 출범하였다.

2.14. 식량과 영양안보를 위한 관리

  지속가능발전 목표 16은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SDG 관리의 틀은, ① 모든 국가가 새로운 개발방식에 참여할 것, 

② 밑으로부터 제시된 목표들의 설정, ③ 국가재원의 활용과 민간부문의 참여, ④ 정책

의 일관성, ⑤ 기업체에 의한 이행수단 제공, ⑥ 상호 책임의 의무 등과 같은 내재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 

2.15. 개발 금융

  개발 금융의 지형도가 변화고 있다. 지난 10년간 저소득 국가에 대한 OECD 회원국의 

지원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형태의 국제 민간금융이 특히 

중소득 국가에 많이 유입되었다<그림 20 참조>.

 그림 20.  저소득 국가 대상 금융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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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2017a).

12) 이 의정서에는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를 비롯하여 FAO 등 여러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http://flwprotocol.org). 

13) (http://www.fao.org/save-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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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를 달성하려면 적절한 개발 금융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5년에 193개국이 승인

한 “아디스 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14)”는 경제와 사회 및 환경측

면의 도전과제들을 다루면서 국가 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 자원의 가

동에 있어 우선순위를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및 농업과 식량안보 달성

에는 연간 2.2조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이 가운데 저소득 국가에 필요한 추가 

투자는 연간 1.5조 달러(세계 GDP의 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개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빈곤 퇴치에 초점을 맞춘 공공투자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의존에서 벗어나 녹색기후자금(Green Climate Fund, http://www. 

greenclimate.fund)과 같은 새로운 투자재원을 적극 개발, 활용해야 할 것이다.15)

3. 과제와 대응 방향

  2030년 또는 2050년까지 농업부문이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데에는 종합적이면서도 통합된, 

모두가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하는 접근방식도 필요하다. 있다. 이에 10대 도전과제와 

그에 대한 유용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6)

  ①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자원사용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자원보전의 이익을 추구해야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생산체제를 확산해야 하며 농업부문의 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

(Mandre and Devuyst 2015).

  ②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기반 보장

  추가로 필요한 농지의 규모는 제약요인이 되지 않겠지만, 그 공급의 지역 간 차이와 

접근 및 활용에 필요한 하부구조 등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수자원의 부족도 환경 

및 사회적 스트레스를 증대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지, 물 등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보전 간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UNECA 2013). 

14) (https://goo.gl/joVlFr).

15) 녹색기후자금(GCF)은 선진국들이 연간 1,000억 달러를 출연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목표

아래 2010년에 출범하였음. UN 기후변화협약9UNFCCC)의 194개국이 이에 참여하고 있음. 

16) 대응 방향에 관련한 참고문헌을 함께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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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증가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는 극단의 가뭄이나 홍수 등을 빈번히 발생시켜 농업생산에 음(-)의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나 식중독 등의 위험을 증폭시킬 것이다.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위해서는 기후 스마트한 영농방식과 기술이 더욱 빠르게 보급되도록 해야 하고 

국제공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Harvey et al. 2013).

  ④ 극심한 빈곤의 퇴치와 불균등 완화

  지난 30년 간 경제성장과 빈곤 감축은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7억 명의 사람

들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농촌에 거주하므로 빈곤 경감에 

초점을 둔 성장전략에서 농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적자원 구축(교육)과 경영 다각

화가 필요하고, 여성 농업인의 능력형성을 위한 지원 및 사회지원 체제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Gill et al. 2016).

  ⑤ 기아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

  영양결핍, 미량원소 결핍, 과체중 등의 문제는 미래에도 심각한 도전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환경과 건강 측면까지 감안한 식생활 패턴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Tilman and Clark 2014). 

  ⑥ 더욱 효과적이며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식량체제 구축

  대규모 공급체인과 슈퍼마켓과 같은, 자본 집약적이고 수직적으로 통합된 형태의 

배분체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사슬의 틀 안에서 소농들이 도시화로 창출된 

거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Proctor and Berdegue 2016).

  ⑦ 농촌에서 소득창출 기회의 증진과 이주문제에 대처

  미래의 개발과제 중 가장 중대한 것 가운데 하나는 농촌에서 유입되는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일이다. 인구 증가, 세계화, 기후변화, 정치 갈등 

등으로 촉발되는 국내외 이주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대처하려면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고용기회 창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이 필요하다(FA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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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만성적인 위기와 재난 및 갈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체제 구축

  만성적인 위기는 인간에 의한 것뿐 아니라 자연재해, 갈등, 지속적인 식량위기, 삶의 

터전과 식량체제 붕괴, 적절하지 않은 관리와 제도 등에서 비롯되며, 농업과 식량 및 

영양안보 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응하려면 위험에 대한 정보가 강화되어야 

하고, 포용적이면서도 균등하며 탄력적인 개발 과정이 필요하다(Hussein 2017).

  ⑨ 국경 간 및 농식품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 방지

  국경 간 병해충의 전이 빈도와 강도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를 효과

적으로 방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공조 측면에서 미흡하다. 통합 병해충 관리

(Integrated Pest Management) 체제의 확대와 더불어 그 원인 가운데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Chaya 2016). 

  

  ⑩ 일관되고 효과적인 국가 및 국제관리 요건에 대응

  농식품 부문이 직면한 SDG 과제들은 서로 연동되어 있으므로 통합적이고 국제적

으로 공조된 접근과 시너지 추구가 필요하다. 더욱 포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소통을 

촉진하며, 특히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자원 제공, 고용과 이주 문제 대응, 다자무역체제의 촉진, 정보제공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Vo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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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 USDA 예산 감축 제안   

 트럼프 행정부, USDA 2018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행정부가 제안하는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주요 

USDA프로그램들의 예산을 대폭 감축하거나 중단하는 제안이 포함됨.

- 지난 5월 23일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USDA예산은 현재 수준에서 

약 8% 하락한 1,320억 달러로 설정됨.

- 예산안에 따르면 농작물 보험, 농촌지역 개발, 환경보전 등과 같은 분야의 예산을 

대폭 감축하거나 제거되었음.

 총 예산은 2016년도 대비 약 8% 하락하였으며, 약 210억의 임의 기금과, 2016 회계연도 

대비 약 21% 감축된 1,160억 달러의 의무 기금(2017년 9월 30일 종료 예정)으로 구성됨.  

 이번 달 초 제정된 2017 회계연도 통합예산은 USDA와 USDA 프로그램에 209억 달러의 

임의 기금과 1,325억 달러의 의무기금을 제공함.   

 미국 농업부 장관 Sonny Perdue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은 정부 지출의 중복을 피하고 

정부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적이라고 언급하며, USDA 예산 삭감이 예산 적자를 

줄이거나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의무기금 관련 프로그램

 의무기금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은 농업인들의 총소득을 고려하여 농작물 보험료 

보조금과 농작물 관련 지원금 신청 자격을 총소득 50만 달러 이하로 조정하는 것임.

- 행정부는 농작물 보험료 보조금을 농민 당 4만 달러로 제한하고, 상품 작물 관련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총 소득이 50만 달러 이하의 농업인으로 제한함  

- 또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농작물 보험 보조금을 조정된 총 소득이 50만 달러 이

하인 농민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함. 그리고 농작물 보험의 수확가격옵션에 대한 보

조금을 중단함. 

- 수확가격옵션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농민들은 미리 설정된 계약 가격과 수확 시기 

시장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계산된 판매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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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관련 문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수확가격옵션에 대한 보험료 보조금 지급의 

결과는 계속되는 낮은 가격과 낮은 수확량이라고 주장함. 

- 이에 행정부는 조정된 총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인 농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지원 자격 제한에 대한 배경을 밝힘. 

 또한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에 대한 새로운 제한 사항과 저

소득층 식비 지원제도인 푸드스탬프의 예산을 삭감하고 자격 요건을 제한함.

- 행정부는 SNAP에 대해 2017년 예산 785억 달러에서 2018 회계연도에는 736억 달

러로 예산을 감축을 제안함. 

- 예산안에 따르면 SNAP 예산의 감축으로 2018년에서 2027년까지의 재정적자 

1,930억 달러가 절감될 것이라고 함.

 무역, 농촌개발 및 환경 관련 예산 축소

 행정부는 시장접근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 해외시장개발 협력 프로그램, 

바이오매스 농작물 지원 프로그램(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 특수 작물 교부금 

프로그램(Specialty Crop Grant Program)등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함.

- 예산안 삭감으로 농촌 경제개발 교부금 및 농촌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또한 축소될 

것으로 보임. 

 USDA의 지출계획에 따르면 농촌개발사업을 위한 직원 19% 감축과 프로그램 개발 

기금 26% 삭감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마케팅 보조금을 포함하여 일부 관련 프로그램들이 

폐지될 것으로 보임.

 예산 감축 계획에 따라 약 2,400만 에이커의 자원‧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축소될 예정임.  

- 또한 행정부는 자원‧환경 보호을 위한 기술지원금 예산의 21% 감축하고 지역적 

자원･환경 보호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임.

 USDA 예산에 따르면, 자원‧환경 보호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프로그램은 축소되지만, 

정부는 민간부문이 미국자연자원보호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과 

협력하여 자원‧환경 보호 및 보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부문에서 전문적인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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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농업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함. 

- 전미농민연합단체(American Farm Bureau Foundation) 회장(Zippy Duvall)은 성명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은 미국의 농업과 농촌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함. 

- 전국농민연대(National Farmers Union) 회장(Roger Johnson) 또한 농업관련 예산 삭감은 

농업인, 축산업자, 소비자들을 효과적인 안전망 없이 방치하는 것이며, 이는 새로

운 농업법 실행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함.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은 이제 의회로 넘어가서 농촌지역의 정치인들로부터 초당적인 

반대와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식품안전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프로그램 기금의 

8% 감축을 제안함.  

 발표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FDA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업계에서 거둬

들이는 신약 허가 심사수수료(FDA user fee)를 현재 12억 달러에서 25억 달러 수준으로 

약 2배 인상될 계획임.

- FDA 관련 기관의 예산 8억 7,1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대신 심사수수료를 두 배 인

상하는 것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함. 

- 이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업계, 유전자변형 작물 생산자, 육가공식품업계 등의 

FDA 심사 관련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부는 FDA 식량프로그램에 대해 식품안전영양센터(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CFSAN)관련 예산 2,190만 달러를 감축하고, 식품안전 감독을 

위한 현장 직원에 대한 4,910만 달러의 예산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FDA는 식품안전기술 관련 지원 및 연구프로그램과 FSMA 실행 관련 기금을 축소할 

계획임. 또한 주정부 및 지방보건단체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감축할 계획임. 

 동물 사료를 규제하는 수의학센터(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CVM)의 예산을 1억 

5,800만 달러(2017년 기준)에서 1억 700만 달러로 감축하고, 동물성제품 심사수수료를 

3,200만 달러(2017년 기준)에서 2018년 7,500만 달러로 인상할 계획임.

 소비자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을 반대하며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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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Thomas Gremillion은 발표된 예산

안은 정부의 식품안전 프로그램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비현실적인 심사수수료 인상, FDA의 식품안전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계획을 비난함.

 식료품제조협회(Groc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GMA)는 대변인(Brian Kennedy)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가 FDA가 식품의 안전한 유통관리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함. 

※ 자료: Agra Europe (2017.05.24.),  USDA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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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대한 상계관세 
잠정 적용 

 미국,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적용에 대한 잠정적 결정은 미국의 제재(製材)기업 및 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된 목재 국제무역 조사 및 교섭활동 감시위원회(COALITION)의 

주장에 근거함.

-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의 사유림 벌채와 비교하여 캐나다 기업의 국유림 벌채는 

실질적인 정부의 보조라는 주장에 대해 2016년 12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미국 상무부는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와 병행하여 반덤핑

(Anti Dumping)관세 조사도 실시하고 있음. 

- 미국 상무부는 2017년 6월 23일까지 잠정결정한 후, 관세부과 및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2017년 9월 6일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임. 

- 각 기업의 관세는 최종 관세율 결정에 따라 예탁금으로 조정될 것임.

 캐나다와 미국의 침엽수를 둘러싼 대립은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음. 

- 2006년에 체결된 침엽수 목재 관련 협정이 2015년 10월 12일에 만료된 이후, 1년 간 

무역 구제 조치의 발동 제한 기간에 이르러, 2016년 10월 이후에 다시 관련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함.

 미국, 상계관세 잠정세율 적용

 미국 상무부는 캐나다 목재 기업이 미국으로 침엽수 목재를 수출할 경우 다음의 상

계관세 잠정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기업명 상계관세 잠정세율(%)

West Fraser Mills(BC 주) 24.12

Resolute･FP･Canada (QC 주) 12.82

Turkey Marketing and Sales, Turkey Industries (BC 주)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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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기업명 상계관세 잠정세율(%)

Canfor(BC 주) 20.26

JD Irving(NB 주) 3.02

그 외 19.99

 캐나다 임업부문 싱크탱크의 침엽수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J.D. Irving을 제외한 캐

나다 4대 목재 기업은 2016년 캐나다의 목재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함. 

- 또한 캐나다 동부 3개의 주(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Newfoundland Labrador)의 

침엽수는 사유림 벌채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신청을 하였으나, 

미국 상무부의 잠정적인 결정은 이러한 목재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규모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9.88%의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함. 

- 한편, 캐나다 New Brunswick의 주요 목재기업인 J.D. Irving에 대한 잠정세율은 

3.02%로 비교적 낮지만,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워싱턴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소에 약 9,000여장의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대응한 것이 

보도된 바 있음.

 상계관세 소급 적용 

 미국 상무부는 J.D. Irving 및 그 외 기업들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비상사태”의 잠정

결정을 적용하여 상계관세의 잠정세율 적용일로부터 90일 소급하여 예탁금을 지급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자료: JETRO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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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현지 카길공장에서 제조되는 일부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러시아, 카길 현지공장에서 제조된 일부 식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발표

 러시아 당국은 현지 카길(Cargill)공장에서 제조되는 닭고기 제품인 치킨너겟(McNugget)

에서 항생제 잔류물을 발견한 후, 현지 카길공장에서 제조되는 일부 닭고기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함.  

 러시아 수의학청의 Rosselkhoznadzor에 따르면 툴라(Tula)지역에 위치한 카길 Efremov

공장에서 제조된 닭고기 관련 품목에 대해 제3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힘.

- 일부품목의 제3국 수출 제한 조치의 해제와 관련한 문제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요구사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한 후 다시 검토할 예정임.

 카길 Efremov공장에서 제조된 식품은 여전히 러시아 국내 소비자들과 관세 동맹국

들의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는 있으나, 강화된 식품검사를 받아야 함.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 주 러시아 툴라지역의 카길 현지공장에서 제조된 치킨너겟

에서 가금류 기생충 예방약인 푸라졸리돈(furazolidone)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발표함. 

- 카길 러시아(Cargill Russia)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제품의 원재료를 “Belgiumrankorm”

이라는 업체에서 공급받았는데, 이 업체는 항생제 사용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힘.

- 항생제로 분류되는 푸라졸리돈은 EU 및 미국에서 수년 동안 가금류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러시아에서는 기술적으로 가금류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자료: Agra Europe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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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제품 기업, 중국으로 우유 수출 목표

 영국 유제품기업, 중국으로 신선 우유 수출 목표 

 "NEMI Dairy"는 중국의 주요 도시에 셀레늄(selenium)이 풍부하게 함유된 무균화 생산

공정시스템 ESL(Extended Shelf Life) 우유를 판매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NEMI Dairy 설립자이자 전무이사인 Andrew Henderson은 2017년 8월 1일부터 중국

에서 자사의 우유가 판매되길 원하며, 중국으로의 수출은 영국의 모든 낙농업자들이 

안정적인 원유 가격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중국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낙농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원유가격이 

보장되기 때문에 영국 낙농업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중국의 거대한 시장 진출에 따른 매출 확대로 영국 낙농업자들에게 더욱 경

쟁력 있는 가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Andrew Henderson에 따르면 “NEMI Dairy”는 낙농업 전반에 걸쳐 지원을 지속해왔

으며, 자사의 중국 수출시장 개척 계획은 낙농업자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하기 

때문에 많은 공급자들이 참여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함. 

- “NEMI Dairy”는 Cheshire, Lancashire, Shropshire, Staffordshire의 생산자들로부터 우유

를 공급받고 있음.

 R&D 및 유통 협력

 Reaseheath College의 식품생산학부 연구원은 NEMI와 협력하여 ESL시스템의 우유를 

시험하며, 우유의 맛과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함. 

- 신선우유를 중국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시간과 거리로 인해 

분명 제약이 따르지만, MENI는 10여년이 넘는 연구를 통해 유통기한의 연장뿐만 

아니라 우유의 신선한 맛과 영양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처리과정을 고안했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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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초, 중국 대표단들이 Reaseheath College 연구원을 방문하였으며, Andrew Henderson과  

Reaseheath College의 연구원 팀 또한 상하이를 방문하여,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

시스템을 살펴볼 계획임.

 NEMI는 중국 수출시장 진출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파트너

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은 이미 중국에서 냉장 해산물을 공급 및 유통하는 상하이 

현지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함.

- Andrew Henderson은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우유를 수입하고 유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다고 덧붙임.

- “Shanghai Extend Import and Export Co”은 중국시장 진출 확대에 필요한 넓은 유통망과, 

성장하는 중국 소비자 중심의 전문적인 데이터 제공 등으로 NEMI의 중국 시장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냄.

※ 자료: Agra Europe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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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량안보 관련 조기경보시스템 발족

 EU집행위원회, 식량 불안정 지역을 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 발족

 EU집행위원회는 2017년 6월 8일 유럽 개발의 날(European Development Days)을 맞이

하여, 소위 식량생산이 불안정한 지역의 농작물 생산현황의 이상을 탐지하는 새로운 

조기경보시스템을 발표함.

- 조기경보시스템은 월간 보고서 작성을 통해 주요 식량 불안정 국가를 식별하고, 

최대한 신속한 조사와 원조 지원 또는 농촌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조기 계획을 

실행할 예정임.

 조기경보시스템은 약 80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지구 관측 데이터와 기상모형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함. 

- 10일마다 지역단위로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경우 자동 경보시스템을 작동하고, 기술전

문가들을 위한 작물 모니터링 지표를 제공함.

 식량 불안정 국가의 식량 생산의 이상과 관련한 조기경보는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

(ISPC)와 같은 기존의 주요 국제 조정 메커니즘에 반영될 것임. 또한 조기경보시스템은 

작물 생산 모니터링에 대한 조기 경보 등 다양한 측면으로 기여할 것임.

 EU집행위원회는 발족행사에서 1980년대 말부터 JRC과학자들이 최초로 원격 농작물 

모니터링을 위해 지구관측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유사한 시스템들이 동유럽, 

서부 및 남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연속으로 개발되었다고 주장함.

 JRC는 기후변화와 극심한 기상이변이 증가함에 따라 잦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는 계속될 것이라고 함. EU데이터센터의 Copernicus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위성 데이터의 유효성과 적용 범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작물 

생산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EU집행위원회는 2015년~2016년 남부와 동부 아프리카의 엘리뇨 현상과 소말리아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기후변화가 계속 모니터링되고 분석되어야 하는 근본

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임.

※ 자료: Agra Europe (2017.06.08.) 



국제 농업 정보

244 | 2017. 6.

아르헨티나,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MOU 체결

 아르헨티나와 중국 알리바바그룹, MOU 체결

 중국 알리바바그룹 회장(마윈, 馬雲)은 2017년 5월 2일,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아르

헨티나 대통령(Mauricio Macri)과 투자 및 무역에 대해 논의함. 

- 동 회담에는 아르헨티나의 생산부 장관, 농수산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등도 

참석하였음.

 회담을 통해 아르헨티나 투자･통상청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양해각서(MOU)가 체

결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국 알리바바의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농산물 수출을 공식적

으로 인정하고, 알리바바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대(對)

중국 수출을 확대하고자 함.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와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MOU체결은 시험적 

프로젝트로 이미 중국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산 제품을 인터넷쇼핑몰

에서 취급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함

 아르헨티나, 중국 농산물 시장 개척 기대

 아르헨티나 정부는 거대한 중국 농산물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의 60여개 이상의 기업이 2017년 5월 17~19일,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대형 식품박람회인 “SIAL CHINA”에 참가할 예정임.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중국 알리바바그룹과의 MOU체결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구조적 정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냄.

 또한 아르헨티나는 중국 알리바바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대중 수출 주요 농산물인 

대두뿐만 뿐만 아니라 최근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육류 및 해산물 등 신선식품과 

와인 등 다양한 식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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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정부는 특히 중국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와인 소비량에 주목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산 와인의 중국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자료: JETRO (2017.05.12.)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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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2017. 6)1)

1)

1. 아시아

□ 미얀마, 비료시장 전망 

▪미얀마 전체 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이 전체 GDP의 

34%를 차지하는 등 농업은 미얀마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임.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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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정부는 농업 현대화 및 농산물 품질 개선 등 농업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는 농업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농업 투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검토 중임.

▪미얀마 정부는 농업 수출 증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만달레이(Mandalay) 주는 대규모 관개 사업을 진행하여 농지 확보 및 농산물 

증산에 집중하고 있음.

-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는 외국 

자본을 활용한 농업 인프라 개선을 진행하는 등 농산물 증산과 품질 제고에 

집중하고 있음.

▪미얀마는 비옥하고 넓은 토지, 열대성 기후에 따른 풍부한 강수량과 일조량 등 

농업에 적합한 환경일 지님.

- 그러나 농업기술 부족, 다모작(多毛作)으로 인한 지력(地力) 소모 등으로 농사에 

비료 사용이 필수적임.

▪미얀마는 비료 사용에 대한 환경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어 친환경 유기비료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화학비료를 선호함. 

- 또한 미얀마 소비자는 주로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기비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화학비료를 선택함.

- 현지 바이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 중 화학비료가 80% 

이상을 차지함.

▪2011년 기준, 화학비료 중 인산비료의 사용량이 가장 많았으나, 2012년을 기점

으로 여러 성분을 포함하는 복합비료(Compound Fertilizer)의 사용량이 급증하여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됨.

▪미얀마 내에서는 3개 기업이 비료를 생산 중이며, 약 20개 업체가 해외브랜드 

비료를 수입･유통하고 있음.

- 현지 생산업체의 비료 생산량이 많지 않아 전체 농업용 비료 중 해외 브랜드가 

60%를 차지하는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임.

▪현지에서 생산 중인 비료 기업은 Bio Supreme, Armo, Awba이며, 복합비료 50kg 1포대 

기준 3만~3만 5,000차트(22~26달러)에 거래됨.

▪수입산 비료 중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과 태국산 비료의 수요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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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산 비료는 현지 비료와 비슷한 가격인 3만 5,000차트(26달러)에 거래되며, 

중국산 비료는 그보다 낮은 2만 8,000~3만 차트(20~22달러)에 판매됨.

▪2016년, 미얀마 화학비료 수입규모(HS코드 3105)는 약 6,083만 달러로, 전년 동기 

4,940만 달러 대비 약 23% 증가하였음.

- 미얀마의 비료 수입 증가 요인은 미얀마 정부의 농업진흥정책 및 2015년 미얀마 

전역에 발생한 홍수 피해 복수 사업인 것으로 분석됨.

▪2017년 1월 기준, 베트남의 화학비료 수입 규모는 495만 달러로, 전년 동기 334만 

달러 대비 100만 달러 이상 증가하였음.

▪2016년 기준, 한국의 대 미얀마 화학비료 수출량은 기준 약 100만 달러로, 다른 

국가에 비해 수출 규모가 작은 편임.

▪하지만 2010년 이후 매년 수출 규모가 늘어남.

- 특히 2015년 수출량이 전년대비 10배, 2016년에 전년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산 비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5.08.)

□ 중국, 프랜차이즈 식품 판매 증가 

▪중국은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시장 중 하나이며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패턴의 

서구화로 인해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중임.

▪최근 중국에서 호황을 누리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분야는 중국 일반정식, 훠궈

(火锅), 패스트푸드, 단체 식사용 음식(团餐), 양식 및 디저트 등이 있음.

- 2015년 기준, 소비 증가액은 각각 10.8%, 4.9%, 8.2%, 2.1%, 13.3%를 기록함.

▪외식이 중국에서 보편화되며 중국의 요식 업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16년 기준, 중국 내 요식업체는 약 602만여 개이며, 이 가운데 소규모 프랜

차이즈를 포함한 가맹점식 요식업체 수는 324만 개임.

▪매출액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 프랜차이즈 업종은 훠궈이며, 이익률이 가장 높

았던 업종은 패스트푸드로 나타남.

▪중국 레스토랑협회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요식업 소비자의 85%는 18~34세로 

젊은 소비자들이 대부분임.

▪중국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식음료 판매 업체 가운데 미국의 ‘얌차이나’의 약진이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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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차이나는 매년 중국 내 600여 개 신규 매장을 개점하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

으로, 입맛이 서구화된 20~30대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음.

▪2016년, 얌차이나는 67억 5,000만 달러의 수익을 내며 중국 패스트푸드 시장에

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 전역에 7.500여 개의 KFC, 피자헛, 샤오페이양(小肥羊), 동팡지바이(东方

既白)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 중이며, 2017년 초 상하이 린자이주에 타코

벨을 런칭(launching)하였음.

- 타코벨은 미국식 멕시코 음식을 판매하며 오프키친(open kitchen)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도입하여 조리 과정을 모습을 고객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

▪얌차이나는 서양식 또는 퓨전음식의 대표적인 소비자인 20~30대를 겨냥한 홍보 

및 결제 시스템 도입하였음.

-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Alipay(알리페이), WeChat Pay(위챗 페이) 

등을 적용함.

- 또한 할인쿠폰 시스템을 도입하여, SNS 및 위챗을 통해 쿠폰을 제공하며 브랜드

를 홍보하고 있음.

▪소득 증가 및 도시화,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 안전, 위생, 웰빙 음식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식자재 품질 관리 부실, 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중국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은 프랜차이즈 요식업체가 증가하고 있음.

▪2015년 10월 말 기준, 중국에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 매장은 1,814개이며 한식당 

및 분식집(떡볶이･김밥), 치킨 가게, 카페(음료) 등 요식업이 대부분임.

▪중국 요식업계에 진출을 원하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기업은 중국 정부의 환경 및 

위생관련 규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진출 환경을 필수적으로 분석해야 함.

▪또한 따쭝디엔핑(大众点评), 메이투안(美团), 으어러마(饿了吗) 등 인지도 있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면 판매량 증가 및 브랜드 홍보를 도모할 수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5.15.)

□  베트남, 돼지 가격 하락으로 양돈농가 위기 

▪2016년 말 시작된 돼지 산지가격 하락이 올해까지 지속되면서 베트남 양돈농가

들이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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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말 기준, 돼지의 kg당 산지 출하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인 2만~2

만 5,000동(약 0.9~1.1달러)으로 사육비용 3만 8,000~4만 동/kg(약 1.7~1.8달러)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급락한 돼지의 kg당 가격이 중국산 수입 사과의 베트남 현지 판매가격

(약 3만 동/kg, 약 1.3달러/kg에 상당)과 비교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음.

▪돼지 산지가격 하락의 주원인은 사육 마리 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임.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년 4월 말 기준, 베트남 전국에서 사육되는 돼지 수

(추정치)는 약 3,000만 마리로, 베트남 국내 수요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특히 모돈(육질과 상관없이 새끼를 낳는 목적으로 사육되는 어미돼지) 수가 

약 42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임. 

▪돼지 공급량 급증의 발단은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경 소액무역 루트를 통한 

대(對) 중국 돼지 수출 증가에 기인함. 

▪베트남 동식물위생검역실(농업 및 농촌개발부 국제협력과 산하)에 따르면 중국은 

구제역 및 돼지 청이병이 발생한 베트남의 돼지 수입을 정식 개방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자국의 돼지고기 공급부족을 일부나마 개선하기 위해 국경에서의 소액

무역만을 허용함.

- 베트남 법규에서 규정한 중국과의 소액무역 일일 거래액 한도는 1인당 200만 동

(약 88달러)이며, 국경 인접 성(province)의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소액무역업 허가서 

소지자에 한해서만 해당 무역활동이 허용됨.

▪수급 불균형으로 중국 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자 베트남 일부 무역업자들이 

자국 사육 돼지를 수매하여 국경을 통해 중국에 소액수출하기 시작함.

- 이들은 베트남 전국에 있는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산지 출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돼지를 사들이며 당시 돼지를 사육하던 현지 농가 대부분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

▪기존 양돈 농가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돼지 사육량을 늘린 것은 물론, 시류에 

편승해 양돈업에 뛰어드는 농가들이 급격히 증가하며 돼지 가격 폭락을 야기함.

▪최근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농축산물의 식품위생･안전관리에 나선 중국 정부는 

국경을 강화하고 돼지 및 돼지고기의 소액 수입 길목을 차단함.

▪이로 인해 베트남 돼지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던 중국 수출량이 국내 잉여량

으로 전환되면서 현지 양돈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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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4월 베트남의 대(對) 중국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의 10% 미만 

수준인 것으로 집계됨.

▪현재 베트남의 돼지고기 공급량은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에서도 수요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공급과잉에 따른 돼지가격 급락으로 다수 농가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함.

▪베트남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최근 

들어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냄.

- 베트남 통계청이 집계한 2017년 4월 돼지고기 가격의 전월 대비 하락폭은 

3.97%로 산지 출하가격 하락폭 대비 경미한 수준임.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 간 차이 발생한 원인으로 현지 양돈산업의 영세성에 따른 

산지시세 불안정, 복잡한 중간유통구조로 인한 유통마진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음.

▪파산하는 양돈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양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베트남 각 부처로 확산되고 있음.

▪베트남 정부는 시중은행과 신용기관에 축산 및 사료･수의약품 사업자를 위한 채무

구제방안 마련을 지시함.

▪농업 및 농촌개발부는 현지 신선육 및 냉동･가공육 생산･유통기업과 대형 식품 

유통기업 및 군기관을 대상으로 냉동 돼지고기 대량 수매를 요청함.

▪산업무역부는 중앙 직할 성･시 산하에 있는 하위기관에 돼지고기 소비촉진운동 

전개를 지시하는 한편, 축산물 도축･가공기업과 집단 급식소 간 연결 지원, 구내

식당 운영 기업과 양돈농장 간 계약 체결 지원 등 돼지고기 소비확대와 시장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 중임.

▪2017년 4월 말, 농업 및 농촌개발부 응우웬 쑤언 끄엉(Nguyen Xuan Cuong) 장관은 

한명섭 삼성전자 베트남 복합단지장을 직접 만나 삼성 베트남 공장의 근로자 배식 

식재료로 돼지고기를 사용할 것으로 요청하기도 함.

- 삼성 박닝공장에서는 매일 16만 명분의 근로자 배식이 이뤄지고 있으며, 50kg 

중량 돼지 기준 약 100마리의 돼지고기 소비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됨.

▪적체 물량을 단기간에 소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대두된 것은 수출판로 

개척임.

- 2017년 4월 초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축산국(농업 및 농촌개발부 산하) 

관계자는 “돼지고기 정식 수출판로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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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외국산 돼지고기의 베트남 국내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돼지

고기(껍데기와 장기 포함)의 일시수입 관리･감독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함.

- 일시수입(temporary import)은 짧은 기간 안에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하는 

것을 의미함.

▪농업 및 농촌개발부는 양돈농가를 위한 시장 수급상황 정보 제공 강화, 돼지 운송 

및 유통에 용이한 환경 조성 등을 각 지방 성에 요청함. 

▪아울러 축산사료 및 수의약품 생산기업에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생산원가 인하를 

요청하고, 축산업에 투입되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기술 및 관리

방안 도입을 유도하고 있음.

- 특히 축산사료와 동물의약품의 경우 역내 최저 수준의 가격 형성을 목표로 함.

▪산업무역부는 중간비용 절감 및 산지 출하가격과 소비자가격 간 격차 완화 작업의 

일환으로 축산물 도축･가공, 유통, 도매시장 등 중간단계 비용 파악에 나섰음.

▪지방 성들은 각 농가의 돼지 사육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할 것으로 농가에 

요청하는 것과 함께 축산사료공장 신규 설립을 규제하기로 함.

▪소득증가에 따른 동물성 단백질 섭취 증가와 식생활의 서구화, 프랜차이즈 레스

토랑과 패스트푸드점 등의 외식문화 발달로 베트남의 육류 소비량은 매년 증가

하고 있음.

- BMI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의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은 2005년 23kg에서 2015년 

36kg 10년간 56.5% 증가함. 

▪육류 가운데서도 베트남 현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은 돼지고기임.

- 2015년 기준, 돼지고기 소비 비중은 전체 육류(돼지고기, 쇠고기, 가금육) 소비량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됨.

▪양돈업은 베트남 축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2015년 기준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체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가금육) 생산량의 약 78%를 차지함.

- 양돈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부족을 겪는 다른 육류시장과 달리 국내 생산량만

으로 현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임.

▪하 꽁 뚜언(Ha Cong Tuan) 농업 및 농촌개발부 차관은 “베트남은 쌀, 양계, 돼지고기 

등을 중국에 정식 수출하기 위한 판로개척 작업을 품목별로 착수해 진행 중이나, 

수출 정식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식 수출이 가능해

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생산력을 늘리고, 식품 안전성 문제를 유의하는 한편,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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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라고 말해 베트남이 대(對) 중국 수출

을 재개하고 시장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베트남 돼지가격 파동의 표면적 원인은 중국의 비공식적 수출경로 봉쇄이나, 그 

기저에는 ① 현지 육가공 산업의 발달 미비, ② 내수에 편중된 소비시장 및 수출 

미비, ③ 영세한 축산업 구조, ④ 현지 축산규모 및 시장 공급량 통제 관리 불가 

등의 문제 등이 깔려 있는 것으로 지적됨.

▪무엇보다도 실제 시장 수요를 간과한 생산량 증대와 무분별한 수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농축산물 과다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보완과 행정지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양돈농가 급증에 따라 늘어난 축산사료 및 동물의약품 현지 수요는 돼지가격 

파동 및 양돈업을 접는 농가 증가로 '수요 절벽'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양돈업을 유지하는 농가라 하더라도 심각한 적자상황에서 축산사료 및 동물의

약품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베트남 정부 또한 양돈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시장가격 관리에 돌입한 상황이라 동 품목의 대베트남 

수출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됨.

▪따라서 관련 우리기업은 베트남의 축산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 

상황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베트남은 한국의 사료용 조제품 최대 수출시장으로, 2016년 기준 한국의 조제

사료 대(對) 베트남 수출액은 전년대비 21.2% 증가한 약 231만 달러를 기록했

으며, 총수출액의 25.2%를 차지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5.22.)

□ 우즈베키스탄, 인스턴트 라면 판매 증가 

▪2016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라면 총 판매량은 약 2억 6,265만 우즈베키스탄 솜(약 

7만 1,950달러)으로 절대적인 양은 많지 않으나 최근 5년간 약 2.8배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Euromonitor).

▪World Instant Noodles Association(WINA)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라면 소비량은 조사대상 세계 54개국 중 34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두 

단계 상승한 순위임.

▪라면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

이며 우리나라는 전체 7위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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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 국가들 중에서는 우크라이나 23위, 카자흐스탄 26위를 기록함.

▪참고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3,212만 명의 인구를 보유

하고 있으며, 국민 중간 연령이 30세 미만으로 앞으로도 인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임. 

▪우즈베키스탄 라면 소비자들은 주로 닭고기, 소고기 육수 베이스를 선호하는 것

으로 조사됨.

▪최근에는 한국산 해산물 육수 라면이 수입 유통되면서 해산물 베이스 라면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음.

▪2015년 우즈베키스탄 내 라면 판매액은 약 2억 3,198만 우즈베키스탄 솜(약 6만 

3,550달러)이며, 2016년 판매액은 전년대비 13.2% 증가한 약 2억 6,265만 우즈베

키스탄 솜(약 7만 1,950달러)을 기록함(Euromonitor).

▪총판매액의 약 70%가 컵라면 제품으로 2016년 기준 약 1억 8,500만 우즈베키스탄 

솜(약 5만680달러)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봉지라면의 경우 전년대비 13.2% 증

가한 약 7,762만 우즈베키스탄 솜(약 2만 1,265달러)을 기록함. 

▪무게 기준으로는 2016년 7,800톤의 라면이 판매됐으며, 이 중 컵라면이 4,040톤, 

봉지라면이 3,760톤의 판매를 기록하며 5년 전 대비 각각 20%, 10% 판매량이 증가함.

▪제품별로는 한국의 도시락 브랜드(러시아 생산), 러시아 Rolton, Big-Bon 등이 인기를 

끌고 있음.

▪이 가운데 한국의 라면 브랜드인 도시락(Doshirak)이 전체 시장의 약 20%를 점유

하며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라면들이 러시아로부터 수입되기 시작

하면서 한국 라면 브랜드인 Doshirak(도시락)의 소비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2014년까지 증가하던 라면 수입량은 2015년을 기점으로 2년 연속 감소했으며, 

수입국은 러시아에 편중된 구조를 보임.

- 수입량 감소 사유는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장환율의 상승이 

가장 큼.

- 한국 브랜드인 도시락의 경우 러시아에서 생산돼 우즈베키스탄으로 직접 수입

되고 있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으로 집계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인들이 한국이나 러시아 방문 시 핸드캐리로 컵라면 등 라면류를 

반입하거나 기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역내 반입량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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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 라면을 포함한 기타 파스타 품목(HS Code 190230)은 우즈베키스탄 수입 

시 관세 30%, 소비세 50%, 부가가치세 20%가 부과됨. 우즈베키스탄은 해외 수입

억제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자국 내 생산되는 품목을 해외 수입할 경우 높은 관

세･비관세 장벽을 운영함. 

▪우즈베키스탄 내 인지도를 얻고 있는 기업은 Mareven Food Central, Koya, Bolshaya 

Krasnaya Chashka 등임.

▪Mareven Food Central은 러시아 기업으로서, 2016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내 29.3%의 

시장점유율로 면 제품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함.

- 해당 기업의 라면 브랜드 Rollton 및 Big Bon은 우즈베키스탄 내 꾸준한 성장세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며 선호도 2, 3위를 나란히 달리고 있음.

▪Koya는 2002년에 설립된 러시아 기업으로서 주로 마카로니, 스파게티, 라면 등을 

생산함.

-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 선호도 1위인 한국 브랜드 도시락(Doshirak)을 생산･판

매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라면 시장점유율 19.2%로 2위를 차지함.

- 그러나 2014년 이후 라면 Rolton 및 Big-Bon의 상승세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감소세로 전환 중임.

▪Bolshaya Krasnaya Chashka는 2016년 라면 시장점유율 5.13%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1% 이상 성장하며 앞으로의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바쁜 생활을 하는 직장인,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간편식을 찾는 트렌드가 확대됨.

- 우즈베키스탄 라면시장은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설문조사 결과 현지 생산제품인 BIG-BON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경쟁 

심화 현상 및 점유율 확대를 위한 우리 제품의 특화된 소비자 타깃팅, 제품 차별화, 

현지 마케팅 전략이 반드시 요구됨.

▪최근 들어 현지 대형 슈퍼마켓에 신라면, 짜파게티 외에도 너구리, 무파마, 된장

라면 등이 판매되면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지 라면과 비교할 경우 물류비, 

관세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됨. 

▪따라서 10~20대를 겨냥할 수 있는 저가제품 출시뿐만 아니라 중상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라면 출시, 다양한 맛을 보유한 라인 형성 등 다양한 제품의 차별화, 

타깃팅 전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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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지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TV, SNS 등을 활용한 광고, 마케팅 

전략으로 낮은 시장 인지도를 극복해야 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5.24.)

□ 홍콩, 조미료 시장 동향 

▪2016년 기준, 홍콩 전체 조미료 시장 매출 규모는 14억 2,700만 홍콩 달러를 기록해 

2015년 대비 3.3% 성장함.

- 홍콩 조미료 시장은 2012년부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지난 5년 동안 

총 14.4% 성장하였음.

▪홍콩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홍콩의 조미료(HS Code 2103) 수입액은 21억 홍콩 

달러로 전년대비 10.3% 증가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음.

- 홍콩의 최대 조미료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6년 기준 전체 수입의 48.3%를 차지

하며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함.

- 2016년 홍콩의 대한국 조미료 수입액은 3,800만 홍콩 달러로 2014년 대비 58.3% 

급성장하며, 한국은 수입 대상국별 수입 규모 10위에서 7위로 상승했음.

▪홍콩 조미료 시장 상위 6개 업체 중 세 군데가 현지 기업이며 Lee Kum Kee가 

16.9%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Lee Kum Kee에 이어 Amoy, Pearl River가 각각 10.5%, 4.6%로 시장점유율 3위와 

6위를 기록함.

▪홍콩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홍콩 음식에 자주 사용되는 간장 소스와 굴 소스를 

주력상품으로 내세워 높은 시장점유율을 이어가고 있음.

- 그 중 Amoy는 중국 원조 조미료 제조업체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홍콩 소비자의 

높은 충성도를 이끌어내 지난 4년간 시장점유율을 확대했음.

▪반면, 경쟁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하락 혹은 유지에 그쳤음.

- 글로벌기업 Knorr는 고체 육수인 큐브 스톡(cube stock)과 고기에 밑간을 하는 

시즈닝 파우더를 중심으로 12.3%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 McCormick은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를, Heinz는 케첩을 중심으로 각각 8.7%와 

7.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홍콩 음식은 다른 국가 음식보다 조미료를 많이 첨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홍콩 

소비자가 짜고 매콤한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으로 인해 고염분의 조미료 제품의 

수요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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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매콤함은 '알싸한 매운 맛'으로 한국식의 '얼큰하고 

시원한 매운 맛'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홍콩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매운 소스는 굴 소스로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모든 

요리에 매콤한 맛을 더해줄 수 있는 소스로 인식되고 있음.

- 굴 소스는 야채볶음, 해산물볶음 등 볶음요리에 주로 쓰이며 크게 보통 맛과 

매운맛 두 종류가 있음.

- 굴 소스는 지난 5년간 20.8%의 가파른 성장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굴 소스 이외에도 고추를 원재료로 한 다양한 매운 소스가 인기를 얻고 있음.

- 그 중 미국의 핫소스, 태국의 고추 소스 등이 알싸한 매운 맛으로 홍콩 소비자

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 한국의 고추장은 홍콩에서 판매되지만 홍콩 소비자들이 한국식 매운 맛에 익숙

하지 않고 요리방법을 잘 알지 못해 판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홍콩 소비자는 전통적으로 염분이 높은 식단을 선호하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저염식･건강식 조미료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음.

-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고염분의 전통 조미료인 간장 소스와 굴 소스

에서 염분은 줄이고 맛은 그대로 살린 제품이 출시돼 큰 인기를 얻고 있음.

▪또한 유기농 제품만을 사용한 웰빙 조미료 판매는 지난 1년간 10%의 증가하였음.

- 높은 칼로리를 가진 마요네즈의 경우 칼로리를 반으로 줄인 하프마요네즈가 

출시돼 수요가 주춤했던 마요네즈의 판매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무지방과 

제로칼로리를 앞세운 샐러드드레싱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음. 

▪홍콩의 빠른 라이프스타일로 최근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음.

- 요리에 곁들여 먹기만 해도 음식의 맛과 풍미를 극대화 시켜주는 조미료의 

수요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음. 

- 쉽고 빠르게 깊은 육수 맛을 낼 수 있는 큐브 스톡에 대한 수요가 높음.

- 한국에서 널리 이용되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맛있는 육수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홍콩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조미료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홍콩 소비자들은 전통 조미료의 경우 보존 기간이 3년 내외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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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홍콩 전통 조미료의 경우 80% 이상이 유리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간편하게 사용하는 드레싱의 경우에도 유리용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홍콩 주요 소스류 업체들이 플라스틱 또는 PET 용기 제품도 일부 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품들의 경우 보존기간이 1년 내외로 짧다는 단점이 있어 홍콩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음.

▪하지만 홍콩의 가정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용량의 조미료를 출시할 경우 보관이 

어려워 구매를 꺼림.

- 이러한 홍콩의 생활환경에 맞춰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ml 크기의 

미니사이즈 샐러드드레싱으로 진출한다면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됨.

▪현재 홍콩에서 쌈장, 된장, 고추장 등 우리나라의 전통 조미료가 판매되고 있으나 

홍콩 소비자들이 조리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 직접적인 판매로 이어지는 양은 다소 

미미함.

- 반면 홍콩 현지 기업은 자사의 제품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 영상을 

SNS나 기업 홈페이지 등에 제공해 홍콩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미료를 이용한 레시피 영상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를 진행한다면, 높아져 가는 한국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더 높은 판매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홍콩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에 따라 웰빙 식품의 경우 유기

농식품 인증(ORC-cert Organic Production)을 미리 획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유기농식품 인증은 ① 유기농 성분이 95% 이상인 제품, ② 일반 농장에서 유기농 

농장으로 변경한 곳에서 생산된 제품, ③ 유기농 성분이 70~95%인 제품으로 

구분됨.

- 가격대가 비교적 높더라도 이러한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소비자들에 안전

성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음.

▪한국 조미료의 안전성, 철저한 관리와 합리적인 가격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

한다면 홍콩 조미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홍콩 식품라벨링은 열량과 7종의 주요 영양성분(1 + 7규정)을 필수적으로 표기

해야함.

- 모든 포장식품은 열량과 7가지의 핵심 영양성분(단백질, 탄수화물, 총지방, 포화

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나트륨, 당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 건강식품이 아닌 조미료를 포함한 일반 식품의 경우 ‘신체 기능 향상’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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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사용은 금지되며, 한국어로 표기된 정보들은 중문 혹은 영문으로 번역 후 

라벨링해야 함.

-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알려진 8종류의 물질(글루텐을 포함한 곡물, 갑각류 및 

갑각류제품, 계란 및 계란제품, 생선 및 생선제품, 땅콩, 콩 및 콩제품, 우유 및 

유제품, 견과류 및 견과류 제품, 아황산염을 포함한 제품)은 사전 포장식품 성분 

목록에 표기해야 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5.25.)

 2. 아메리카

□ 칠레, 건강 식품 판매 증가 

▪2016년, 칠레 정부는 칠레 내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라벨링법을 적용하기 시작

하였음.

- 라벨링법은 식품에 함유된 포화지방, 칼로리, 당, 나트륨이 기준치를 초과할 시 

제품 전면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해당 식품의 교내 

판매를 금지함.

▪정부의 식품 안전 규제가 강화되며 칠레 소비자의 건강식음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칠레의 유력 일간지 메르꾸리오(Mercuri)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칠레 총 가구의 

99%(전년대비 20% 증가)가 라이트식품(light food)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 기준, 칠레의 건강음료(차, 주스류)의 시장규모는 약 2억 9,000달러에 이르며 

매출액은 전년대비 9% 성장함.

- 특히 천연식품 소재 함유 음료에 대한 선호 증가세가 두드러짐.

▪2015년, 건강식품(곡물･과채류)의 시장규모는 약 4억 달러에 이르며 매출액은 전년

대비 9% 성장함.

- 특히 곡물류의 판매가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음. 

▪칠레 주요 식품기업은 소비자의 건강식음료 선호 트렌드에 따라 트랜스지방, 나트륨, 

설탕 등의 함유량을 줄여 라벨링 미부착 상품의 출시를 가속화함.

- 또한, 건강식품 개발을 위한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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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칠레 건강식음료시장 경쟁이 점차 과열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기업은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칠레 소비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경쟁력으로 칠레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5.12.)

□ 미국, 제철 식품 판매 증가 

▪최근 미국 식품･요식업계는 제철 재료를 첨가한 한정판 메뉴로 소비자들에게 신선

함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정 계절에 생산되는 식재료나 소비자들이 계절마다 즐겨 찾는 맛(flavor)을 스낵

이나 음료에 가미해 일정 기간에만 판매하는 계절별(seasonal) 제품의 인기가 높

아지고 있음.

- 건강 먹거리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맛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신선

함과 특별한 느낌을 주는 계절별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실제로 설문조사 기관인 민텔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78%가 

계절별 식품이나 음료의 구매를 원한다고 답하였음.

▪계절별 제품을 접했을 때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신선함(45%)

이었으며, 편안함(39%), 특별함(39%), 따뜻함(33%), 따뜻함(30%), 향수(27%) 순으로 

나타났음.

▪계절별 메뉴에 대한 수요는 스낵과 커피･차 등 음료뿐 아니라 맥주나 칵테일 같은 

주류 품목으로도 확대되고 있음.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밀레니얼세대(23~40세), i제너레이션(10~22세)이 계절

별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았음.

▪미국인들의 대표 간식인 초콜릿의 계절별 제품 판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내 계절별 초콜릿 매출액은 31억 2,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09% 증가했음.

- 동기간 미국 전체 초콜릿 시장 성장률인 3.47%를 웃도는 수치임.

- 2011~16년, 계절별 초콜릿의 연평균 성장률은 5.53%였던 반면, 동기간 미국 

전체 초콜릿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3.42%에 그침.

▪고급 초콜릿 브랜드에서 주로 출시하던 계절별 초콜릿 제품은 최근 Twix나 Snickers, 

Milky Way 같은 대중 브랜드로도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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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판매 기업은 스낵류, 음료 등에 특정 계절에 즐겨 찾는 식재료의 향을 첨가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도 함.

▪식품 및 요식업계가 계절별 식재료 향을 가장 활발히 활용하는 시기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연말시즌임.

- 가을이 시작되는 9월부터 호박, 사과를 비롯해 계피나 캐러멜 향을 첨가한 제품

들이 출시됨.

- 추수감사절 이후로는 민트, 생강(ginger) 향을 첨가한 제품들이 홀리데이 에디션

으로 판매되고 있음.

- 봄과 여름에는 딸기, 블루베리 등 각종 베리류와 수박, 복숭아 같은 제철 과일 

향을 첨가해 만든 제품들이 한정판 메뉴로 출시됨.

▪계절별 제품은 브랜드와 제품의 관심도를 증폭시키고, 새롭고 신선한 맛을 요구

하는 소비자 의 니즈(needs)를 반영한 것임.

▪계절별 제품은 일정 기간에 판매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 그 자체로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됨.

- 또한, 한정판 계절별 메뉴는 새로운 맛의 시장성을 사전 평가하는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해 시장성이 검증되면 상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신선하고 새로운 맛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며 식품업체들도 제철 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최근에는 SNS를 통해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계절별 메뉴 관련 뉴스와 리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SNS상에서 관심을 받게 되면 품절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이슈가 되고 

있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에게 계절별 제품은 좋은 

홍보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신정까지 이어지는 연말 시즌은 미국에서 소비 규모가 

가장 큰 시즌이고, 식품업계가 계절별 제품을 가장 활발하게 출시하는 시기이므로 

우리나라 기업은 이 기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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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과일 수출 동향 

▪우리나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일 수입 규모가 2000년대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역대 최대치인 86만 3,663톤을 기록함.

▪우리나라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해지고 기후 및 세계무역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수입 과일의 원산지가 다변화하는 추세임.

▪2011년 8월, 한국-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시장진입장벽이 낮아

지면서 과일을 비롯한 페루산 농산물 수입이 점차적으로 증가함.

▪2015년 11월, 페루 농업부(MINAGRI)의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페루산 망고가 한국에 최초 수입되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음.

▪페루 무역센터(CCEX)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페루의 과일 수출량이 증가세를 

지속함. 

▪2016년 페루 과일 수출액이 전년대비 11%(약 2억 900만 달러) 증가한 20억 2,600만 

달러였으며, 수출 규모는 5% 증가한 100만 톤으로 집계됨. 

▪과일류는 페루의 대표적 전통 수출 품목으로 농산물 전체 수출의 43%를 점유함. 

- 페루산 과일의 주요 품종으로는 포도(26%), 아보카도(17.5%), 망고(17%), 귤(8.2%), 

블루베리(2.5%) 등이 있으며, 언급된 5가지 품목이 총 과일 수출액의 70%를 차지함. 

▪지난 2015년 페루산 아보카도, 포도, 귤, 블루베리 품목의 수출규모는 세계 과일 

수출 부문에서 각각 2위, 5위, 7위를 기록함.

▪2016년 페루 아보카도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19만 4,000톤으로, 세계 

1위 아보카도 수출국인 멕시코에 이어 아보카도 2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함.

- 아보카도의 주요 수출 품종은 '해스 아보카도(Hass Avocado)'이며, 페루산 아보

카도 총 수출의 90%를 차지함.

- 주요 수출 대상국인 네덜란드(22%), 스페인(31%), 영국(24%)에서의 수요가 증가

하면서, 페루산 아보카도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특히 페루의 대(對) 중국 아보카도 수출량이 2012년 59톤에서 2016년 1,869톤으로, 

대(對) 홍콩 아보카도 수출량이 524톤에서 1,933톤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페루산 

과일의 아시아 수입과일 시장에서의 입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2016년, 페루의 대(對) 아시아(중국, 홍콩, 태국, 한국 등) 포도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8% 가량 감소함.

- 중국의 포도 생산량 증가와 호주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수입량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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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반면 페루산 블루베리의 수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음.

- 2016년 페루의 블루베리 수출은 전년대비 167% 증가하였으며, 2012년 블루베리 

수출규모 세계 40위에서 2015년 세계 8위로 크게 성장함.

- 국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량 증대 및 2016년 대(對) 중국 수출 개시, 

수출국 다각화 등의 노력이 수출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016년 기준, 페루산 과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27.6%), 네덜란드(26%), 영

국(8.2%), 스페인 등임.

- 미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포도(27%), 바나나(20%), 망고(22%), 아보카도(11%), 클레

멘타인(6%)이며 네덜란드의 주요 수입품목은 아보카도(28%), 바나나(23%), 망고

(22%), 포도(13%)인 것으로 조사됨.

▪최근 필리핀, 미국 등 기존 주요 산지의 과일 수입가격이 불안정한 경향을 보이

면서 페루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 대체 산지로 주목 받고 있음. 

▪또한 페루산 과일은 한국-페루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

보하며 우리나라로의 과일 수출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페루의 과일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에 생산･수확･가공･포장･보

관･유통 등 과일 생산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생산기술 이전, 농기계 수출, 유통 

인프라사업 참여 등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고려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5.18.)

 3. 유럽

□  체코, 차(茶) 시장 동향 

▪2016년 글로벌 커피･차 제조사인 Jacobs Douwe Egberts CZ에서 체코 소비자를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0%가 차를 정기적으로 마신다고 답했으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번, 특히 겨울철에는 하루 두 잔의 차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좌식 테이블 등 동양적인 인테리어로 아늑함을 제공하고 잎차로 우려낸 차를 

판매하는 찻집(čajovna)이 전국에 400여 개 위치함.

- 찻집은 20-30대 소비자 사이에서 차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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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차 전문가에 따르면 체코의 차 문화는 지난 20년에 걸쳐 찻집과 차 전문가가 

늘어나며 지속적으로 발달해왔음. 

▪2016년 기준, 체코 차(茶) 시장규모는 약 24억 5,000만 코루나(약 1억 37만 달러)로, 

2011~16년 기간 연평균증가율(CAGR) 1.8%, 2011년 대비 9.6%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함.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차 수요가 증가하고, 외식과 

함께 밖에서 차를 즐기는 횟수도 늘어남.

▪2016년 9월, 체코 교육부가 학교에서 설탕, 첨가물 등이 들어간 음식 및 음료 판매

(자판기 포함)를 금지하며 탄산음료, 시럽이 들어간 음료를 대체하고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2016년, 체코의 차 수입은 전년대비 11.6% 증가한 약 6억 코루나(약 2,460만 달러)로, 

중동부 유럽에서는 폴란드 다음으로 제2의 차 수입･수출국임.

▪수입되는 차의 60%는 티백 형태이며, 종류별로는 홍차와 발효차(fermented)가 전체

의 68.7%, 녹차가 21.3%를 차지함. 

▪Jacobs Douwe Egberts, Tata Global Beverages 등의 주요 글로벌 차 회사의 혼합

(Blending) 및 포장 시설이 체코에 위치하여, 체코는 아시아에서 차 원료를 수입 후 

근방 유럽국가로 재수출함.

- 2016년 기준, 차 수출액은 수입규모의 35.4% 정도이며, 유럽국가로의 차 수출이 

전체의 98%를 차지함.

▪체코의 최대 차 수입 대상국은 폴란드와 독일이며, 그 외 네덜란드, 라트비아, 

영국 등의 유럽국가에서 주로 홍차(전체 홍차 수입의 79%)를 수입하고 있음.

▪아시아 국가에서는 주로 스리랑카, 중국, 일본, 인도, 한국에서 차를 수입함. 

- 2016년 기준, 체코의 전체 녹차 수입 규모 가운데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된 

녹차의 비중은 43%로, 2014년 32.1%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한국은 체코의 12위 차 수입국으로 대부분 녹차를 수입하며, 체코의 말차(matcha) 

및 녹차의 인기에 힘입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전년대비 107%, 275%의 큰 

성장률을 기록함.

▪체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과일차를 가장 즐겨 마시고 그 다음으로 홍차, 허브차, 

녹차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70%가 간편한 티백 형태를 선호함.

▪체코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정에 6가지 종류의 차를 구비할 정도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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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즐기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종류의 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허브와 과일을 혼합한 차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민트, 생강, 

레몬밤, 세이지 등의 향이 첨가된 차가 인기가 있음.

▪지난 10년간 건강과 체중 관리에 관심이 있는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차 수요가 

증가함.

- 이에 따라 다이어트, 콜레스테롤 감소, 복통 및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 차와 모유수유 여성, 임산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기농 차 수요도 증가함.

▪체코 전체 차 매출에서 잎차 매출이 차지하는 약 10~15%에 불과하나, 찻집에서 

잎차를 접해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말차는 갈아진 찻잎을 모두 섭취할 수 있고, 항산화 효과를 내세운 적극적인 마케팅

으로 점차 인기를 얻고 있음.

▪대표적인 말차 유통업체인 MatchaTea는 카페･식당 및 식료품 온라인 상점을 중

심으로 말차를 유통하고, 2015년에는 직접 자사 제품을 선보이는 매장을 체코 수

도 프라하에 오픈함.

▪체코의 대표적인 잎차 전문 유통･판매업체인 Oxalis에 따르면, 체고에서 과일차 

다음으로 녹차가 많이 판매되며 녹차 중에는 일본과 한국의 녹차가 가장 선호됨.

- 일본과 한국 녹차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 경쟁국 녹차에 비해 고급 녹차로 

인식되어 가격도 높은 편임.

▪한국산 녹차는 잎차 전문 유통점과 찻집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

며, 주로 제주, 하동 및 지리산 녹차 등이 판매되고, 말차의 인기와 함께 한국산 

가루녹차와 말차도 유통되고 있음.

▪녹차 이외에 한국산 홍삼차, 우엉차, 영지버섯 차 등 전통차도 포장된 형태로 현지 

수입파트너를 통해 판매되고 있음.

▪주요 대형마트 및 드로그스토어(drug store)를 통해 유통되는 티백차 시장은 Jacobs 

Douwe Egberts, Tata Global Beverages, Teekanne, Unilever, Mokate의 글로벌 업체가 

56% 점유율로 시장을 선도함,

▪Jacobs Douwe Egberts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허브 과일차 제품군인 Pickwick fruit 

fusion과 기능성 제품군인 Pickwicks Herbalis를 선보여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함.

▪Tata Global Beverages는 레몬그라스 린덴(linden)차와 생강 녹차를 선보여 큰 인기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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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ros와 Mediate가 체코 현지 업체로서 티백차 시장에서 각각 5%, 3%의 시장점유

율을 유지하며 선전하고 있음.

- Leros는 주로 산모와 아기를 위한 차 제품군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음.

▪Oxalis사는 잎차와 커피 전문 현지 유통업체로, 2015년 기준 체코 내에 6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700여 개의 소매점에 제품을 유통하며 27개국으로 제품을 수출해 약 2억 

3,000만 코루나(약 985만 달러)의 수익을 달성함.

- Oxalis사는 녹차(대작, 중작, 세작, 우전), 현미녹차, 흑미녹차 등 8종류의 한국 

녹차 제품을 유통하고 있음.

▪한국에서 체코로 차 수출 시(HS Code 090210/20/30/40) 관세는 0%이며, 체코 내 

VAT는 15%임. 

▪기본적으로 체코 내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은 EU 식품 관련 규정인 General Food 

Law를 따라야 함.

- EU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가운데 안전 검사에 적발된 제품은 대해서는 RASSF(The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공개 및 관리대상

이 됨.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차 제품에 MRLs(Maximum Residue Levels, 농약잔여물 

최대 수치 기준)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은 체코에 차 수출 이전에 반드시 MRLs를 확인해야 함.

- 차 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농약은 디코폴(dicofol), 에티온(ethion), 퀴날포스(qunalphos), 

헥사코나졸(hexaconazole) 등으로 농약 성분별 최대 허용수치 확인이 필요함.

▪농약 이외에도 진균독소(Mycotoxin), 세균, 운반 과정에서의 플라스틱 등의 제품

포장이나 해충으로 인한 오염을 유의해야 함.

▪체코는 차 문화가 타 중동부 유럽국가에 비해 발달하고 근방 유럽국가로의 차 수출 

규모가 큰 편이므로 체코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유럽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체코 소비자들의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차 유통업체들도 이국적

이고 새로운 차를 찾는 것에 적극적이며, 온라인에서는 수요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한국산 녹차 및 인삼, 홍삼차가 인지도가 있는 편이므로 이를 발판으로 한국 전통 

차 진출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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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프리카

□ 수단, 농업 관개설비 시장 동향 

▪수단 경작지는 약 4,100만 에이커로 전체 농업 가능 경지의 20%에 그침.

- 경작지역은 ① 강우에만 의존하는 천수답 지역(2,700만 에이커)과 ② 천수답 

지역에서 트랙터 등 기계를 활용한 경작 지역(1,200만 에이커), ③ 관개지역

(300만 에이커)으로 구분됨.

▪건조한 사막기후인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자원(강우, 하천, 지하수)의 

가용성이지만, 관개시설이 구비된 농경지역은 경작 면적의 5%를 차지함.

▪수단 정부는 농업 기계화 및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정부는 2015-19년 5개년 경제 프로그램(The Five Year Economic Program 2015~2019)'

을 통해 5년 동안 농업 분야가 연 평균 성장률 6.8%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를 위해 살수관개 시스템(Pivot irrigation systems), 태양에너지 양수기 관개 시스템

(Solar pumps irrigation systems) 등의 다양한 관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관개설비는 수단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브라질, 에티오피아, 홍콩 등에서 전량 수입됨.

- 2016년 수단의 관개설비 수입시장 규모는 약 3,400만 달러임. 시장 규모는 관개

설비 및 기계류의 가장 강력한 바이어인 정부의 입찰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지원받은 농업 투자금으로 인해 수입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관개설비는 정부가 농업은행을 통해 입찰을 진행할 때만 수입이 가능하나, 시장이 

아직 포화상태는 아니며 농업 활동의 증가와 경지의 확장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됨.

▪수단 정부는 Arab Food Security Initiative를 통해 아랍 국가의 수단 농업으로의 투자

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임.

▪수단은 농업 국가로 농업이 경제의 중심이며, 나일강을 끼고 있어 경지가 넓고 

비옥함.

- 또한, 국가 식량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로 농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관개설비 및 기계류와 관련된 수입 규제가 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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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 소관인 농업은행이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관개설비 및 기계류를 

수입하기 때문에 다른 무역업체들에 불리함. 또한 관개설비･기계류를 취급하는 

전문가들이 부족하고, 관련 정부기관들의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함.

▪수단에서 주로 사용되는 관개설비 및 기계류 주요 유형은 점적 관수 시스템(Drip 

irrigation systems), 대형 살수 관개 시스템(Central Pivot irrigation systems), 스프링클러 

시스템(Sprinkler systems),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Solar powered systems) 등이 있음.

▪수단은 관개설비 및 기계류를 전량 수입하며 매년 5월, 11월 초순 정부의 관리 

아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됨.

▪수단에서 관개설비 및 기계류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주로 신문에 작은 사이즈로 

광고하고 TV 광고는 드물게 볼 수 있음.

- 관개설비 관련 전시회(International Fair of Khartoum)가 1년에 한 번 개최됨.

▪제품이 수입되기 전에 농업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수단 표준청(SSMO)에 등록돼야 

하며, 문서 확인, 문서와 제품 일치 여부 확인, 관세 지불이 이루어진 후 통관됨.

▪관개설비의 주요 구매자는 농업은행, 농부, 민간기업, 관개 농업 정책(면, 사탕수수, 

기타 경제 작물) 및 천수농업 정책 관련 공공기관임.

- 특히 농업은행이 큰 매입 규모 및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 공공 입찰(National Public 

Tenders)은 진행하며, 일반 구매는 직접 거래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5.17.)

자료작성: 김승애 연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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