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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온두라스는 중미 카리브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서쪽에는 과테말라, 남서쪽은 엘살

바도르, 남동쪽은 니카라과와 접경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다른 중미 국가와 마찬

가지로 온두라스는 16세기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스페인어와 스페인 문화가 정립

되어 있는 국가이다. 온두라스는 1821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독립 이후

에도 접경국과의 국경 및 영해문제를 겪어왔다(CIA 2016).    

  온두라스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어 있는 열대기후이며, 저지대는 아열대 기후

이고, 고지대는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다. 온두라스는 국토의 80%가 산으로 형성되어 

있고 수도인 테구시갈파도 해발 1,000m의 고지에 위치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지리적

으로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 위치해있다. 온두라스의 지진은 대체적으로 강도가 

약하지만, 캐리비안 해안 주변지역은 허리케인, 홍수 등에 취약한 편이다. 

  온두라스는 농업용도의 벌목 및 토지정리로 인한 산림 벌채, 무분별한 개발과 부적절한 

토지 이용으로 인한 토지 황폐화 및 토양 침식, 광업 및 중금속으로 인한 온두라스의 

가장 큰 수자원 공급원인 ‘라고 데 요호아(Lago de Yojoa)’ 호수 및 하천 오염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종의 다양성(Biodiversity), 교토 프로토콜 중 기후

(soojung09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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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Kyoto Protocol-Climate Change), 사막화, 멸종위기 동물보호, 해상법, 해상쓰레기, 

오존층 보호, 선박오염 등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다(CIA 2016). 

그림 1.  온두라스 지도

과테말라

자료: Googlemap (maps.google.com).

  온두라스는 공식적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아메르디언 원주민 언어도 상용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97%가 카톨릭 신자이고, 3%는 개신교로 이루어진 기독교 국가이며, 

90%의 메스티조계 인종과 7%의 아메르디언, 3%의 흑인 및 백인 계통의 인구가 거주

하고 있다(CIA 2016). 온두라스의 인구는 2016년을 기준으로 약 910만 명에 이르고, 농촌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온두라스의 경지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9.1%, 농지면적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온두라스의 인접국가인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와 비교해보면, 온두라스에는 

과테말라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니카라과 다음으로 큰 국토면적을 갖고 

있다<표 2 참조>. 온두라스는 전체인구의 약 45%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나, 농업

GDP는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국토면적은 

온두라스의 1/5수준이고, 농촌인구도 온두라스의 절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의 

농업 GDP는 엘살바도르의 농업 GDP보다 낮다. <표 2>와 같이 온두라스의 농업 GDP는 

2016년 기준 총 GDP의 13.5%로, 니카라과에 이어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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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온두라스의 경제 및 농업환경
구분 단위 2010 2013 2014 2015 2016

총 인구 백만 명 7.6 8.1 8.3 9.0 9.1
농촌인구 백만 명 3.7 3.8 3.8 4.1 4.1
농촌인구비중 % 48.7 46.9 45.8 45.0 45.0 
총 GDP 백만 달러 15,839.3 18,496.4 19,385.3 20,844.3 21,516.9
1인당 GDP 천 달러 2.1 2.3 2.3 2.3 2.4 
농업GDP 백만 달러 1,978.5 2,426.0 2,676.4 2,578.1 2,630.2 
농업GDP 비중 % 12.5 13.1 13.8 13.6 13.5 
국토면적 천 km2 111.9 111.9 111.9 111.9 111.9 
농지면적 천 km2 32.3 32.3 32.3 - - 
경지면적 천 km2 10.2 10.2 10.2 - - 
경지면적 비중 % 9.1 9.1 9.1 - -

자료: World Bank Data (World Development Indicator).

표 2.  온두라스와 주변국의 농업환경 비교(2016년 기준) 
구분 단위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총 인구 백만 명 16.6 6.1 6.3
농촌인구 백만 명 8.0 2.5 2.1
농촌인구 비중 % 48.0 40.9 32.8
총 GDP 백만 달러 68,763.3 13,230.8 26,797.5
1인당 GDP 천 달러 4.1 2.2 4.2
농업GDP 백만 달러 7,185.0 2,061.6 2,713.1
농업GDP 비중 % 10.7 17.3 11.0
국토면적 천 km2 107.2 120.3 20.7
농지면적 천 km2 35.4 42.1 77.3
경지면적 천 km2 9.3 15.0 7.5
경지면적 비중 % 8.7 12.5 36.2

  주: 농지면적 및 경지면적은 2016년 데이터의 부재로, 2014년 데이터를 이용함.
자료: World Bank Data (World Development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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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두라스 농축산물 생산과 교역

2.1. 농축산물 생산

  온두라스는 커피, 팜유, 바나나 생산국으로 유명하다. 온두라스의 최대 생산품목은 

커피로, 2012-14년 평균을 기준으로 온두라스는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생산액이 많은 국가이다. 제 2의 생산품목인 팜유 또한 동기간 인

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콜롬비아에 이어 세계 5번째 최대 생산국이다. 바

나나 생산은 다른 주요 생산국에 비해 생산규모가 적지만, 온두라스에서는 주요 생산 

품목이자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FAOSTAT).

표 3.  온두라스 주요 농축산물 생산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00 2005 2011 2012 2013 2014 2012-14
커피(생두) 283.1 334.1 857.0 1012.8 671.9 709.4 798.0 
팜유 61.9 176.6 326.6 341.0 303.3 384.1 342.8 
우유 205.5 228.9 299.7 302.0 258.7 311.2 290.6 
팜과유 57.4 109.1 289.8 302.1 253.6 308.7 288.1 
바나나 56.1 162.5 265.7 275.4 229.6 203.7 236.2 
옥수수 108.9 90.7 210.0 197.8 187.2 197.7 194.2 
조란 111.2 99.9 124.3 130.5 108.7 125.7 121.6 
사탕수수 61.1 79.2 116.6 116.8 101.0 122.9 113.6 
콩(건조) 62.9 46.4 105.1 105.8 100.4 104.2 103.5 
담뱃잎 25.1 25.9 96.1 95.8 79.8 66.4 80.7 
토마토 7.9 51.1 80.7 80.8 68.7 79.5 76.3 
기타멜론 16.3 39.0 73.9 63.8 53.5 66.1 61.1 
파인애플 11.6 42.3 48.7 46.9 39.3 44.8 43.7 
오렌지 2.8 20.0 38.3 38.1 32.2 29.8 33.4 
돼지고기 24.6 21.6 32.9 35.6 29.7 31.6 32.3 
플랜틴 11.7 14.2 25.2 25.0 20.9 23.8 23.2 
쌀 1.6 5.6 24.3 25.9 20.0 21.8 22.6 
수박 2.4 10.4 18.9 18.1 15.1 19.9 17.7 
오이 1.8 10.3 16.1 16.2 13.5 15.1 14.9 
수수 11.9 9.8 16.4 16.9 13.3 12.4 14.2 

  주: FAOSTAT는 온두라스의 무역과 관련하여 2013년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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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과 같이 온두라스는 대표적인 소득 작물 외에도 우유, 조란, 돼지고기 등의 축산

물과 옥수수, 콩(건조), 쌀 등의 식량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사탕수수, 담뱃잎 등과 

같이 가공농산물의 원재료 생산은 수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과실류로는 기타멜론, 

파인애플, 오렌지 등이 생산되고 있다. 

2.1.1. 커피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의 최대 커피 수출국이자 라틴 아메리카 제3의 수출국으로, 

커피 애호가들에게 잘 알려진 국가이다. 온두라스 커피의 61%는 해발 3,900~5,200피트의 

고지에서 생산되며, 23%는 2,900~3,900피트, 16%는 1,600~2,900피트에서 생산되고 있다. 

온두라스의 커피 재배는 전국 298개의 지역구 중 210군데에서 재배할 만큼 온두라스의 

대표 작물로 자리 잡고 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9만 7,000명의 농업인

들이 온두라스커피기구(Honduran Coffee Institute, IHCAFE)에 등록되었고, 사상 최대로 

많은 커피 재배자가 등록되어 있던 시기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로, 약 11만 

3,000명의 농업인들이 커피를 재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근 등록한 커피 농업인 중 

9만 6,608명이 중소농이며, 온두라스 커피 생산의 89%를 차지하고 있다(USDA FAS 

2017).1) 

그림 2.  온두라스커피협회(IHCAFE) 로고

                               자료: IHCAFE 홈페이지(www.ihcafe.hn/#).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온두라스의 커피산업은 약 200만 명에

게 수확, 비료, 빛 관리, 세척, 건조, 상업화, 유통, 금융서비스 등 커피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온두라스 고용인구의 3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온두라스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Honduras, BCH)의 통계에 따르면 커

피는 온두라스 농산물 중 최대 수출품목이자, 외화수입원으로 온두라스 경제에 크게 기

여하고 있다(USDA FAS 2015). 2015년을 기준으로 커피 생산은 온두라스 GDP의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USDA FAS 2017). 

1) 중농의 기준은 연간 커피 생산량이 153~766 bag, 소농의 기준은 연간 커피 생산량이 153 bag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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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두라스 커피 생산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잎녹병(leaf rust) 방지이다. 커피 생산자 

협회와 국제기구들은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설정하여 커피 잎녹병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전략들은 아직 잎녹병 피해를 받지 않은 농장들을 대상으로 적용

되며, 커피 잎녹병 제어를 위한 생산자 교육 캠페인, 커피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

한 기술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커피 잎녹병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는 농장 

재건을 위한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온두라스 농업부와 축산농업정보시스템

(INFOAGRO), 온두라스커피협회(IHCAFE), 국립농업기상서비스(The National Service of 

Meteorology), 국제동식물보건기구(OIRSA)는 2014년에 온두라스의 커피 잎녹병 조기 경

보 시스템을 위한 전문기술위원회를 도입하였다. 이 위원회는 위협이나 전염병 확대

에 대해 경보등급을 설정하고, 방지 및 통제 조치를 위해 커피 잎녹병과 기후, 계절학 등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 시스템은 잠재적인 식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커피 

생산자와 전문 기관들에게 즉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USDA FAS 2016a). 

그림 3.  커피 잎녹병 조기경보 알림지도와 커피 잎녹병

  

자료: IHCAFE 홈페이지(www.ihcafe.hn/#).

  온두라스 커피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인 IHCAFE는 초기에 정부

산하에 있었으나, 급변하는 커피산업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0년 

민영화되었다. 정부산하에 있던 커피협회는 커피산업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른 대처를 수행하기 위해 민영화되었다. 대신, 정부

산하기구인 국립커피위원회(NCC)가 설립되었고, 온두라스 커피산업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 IHCAFE와 NCC는 커피의 생산, 수확, 수출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IHCAFE의 경우, 

생산 및 생산성, 온두라스 커피 품질, 프로모션, 다각화, 커피산업 금융 등 커피 가치사슬의 

모든 가이드라인과 규율들을 제공하며, 상업화 절차와 커피 생산 및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USDA FA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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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두라스의 커피 생산은 개인 생산자와 그룹생산자로 구성되어 있고, 기후와 토질환경이 

다른 6개의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온두라스는 2004년에 처음으로 Cup of Excellence 

(COE)2)에 참가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 온두라스의 DO Marcala Coffee가 처음으로 

COE에 선정되었다. 당시 온두라스 서부 커피(HWC)가 지리적 표시(GI)로 등록되며 브랜드로 

탄생하였다. IHCAFE의 ‘COE’ 홍보 이벤트는 온두라스의 최고 품질의 커피가 전자 경매를 

통해 세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였다. COE를 통해 온두라스는 커피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온두라스 자국 내에서 ‘제7회 COE’를 개최하여 지역단위 대회를 자국 커피의 품질 향상 

제고와 국제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한 커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USDA 

FAS 2015).     

그림 4.  온두라스 커피 생산지역

자료: IHCAFE 홈페이지(www.ihcafe.hn/#).

  COE를 통한 온두라스의 커피품질 제고뿐만 아니라, 온두라스에는 부가가치 커피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FLO(Fairtrade Labelling Organizations International, 공정무역인증)과 

ORG(Organic, 유기농 인증), Association 4C3), UTZ 인증4), RFA(Rainforest Alliance, 열대우림연합), 

2) 해마다 최고의 커피를 출품하여 5차례 이상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당해연도 최고의 커피 원두에 부여되는 명칭이다.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르완다의 커피 생산농가가 참여하고 있음.  

3) Association 4C는 커피 분야를 위해 개발된 행동강령으로 UN 밀레니엄 목표를 따르고 있으며, 커피 생산자의 삶의 질, 인권, 
노동, 환경보호, 공정한 소득 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음.

4) UTZ Certified는 인증번호 추적을 통해 커피의 전체 유통 경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비료와 농약 사용등록부터 생산자들의 건강, 
안전 및 생산자가족의 교육,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포괄적인 인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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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친화적, 스타벅스카페, JAS(Japanese Agriculture Standard, 일본농업표준) 등의 인증을 

보유하는 고도 3,000피트 이상의 특산커피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USDA FAS 2015).  

2.1.2. 바나나

  온두라스는 바나나 공화국으로도 유명하다. 1920년대에 바나나가 전체 수출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바나나 수출 전성기를 누렸었지만, 이후 바나나 곰팡이 질병으로 인해 

바나나 산업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였다. 온두라스의 농축산당국은 바나나 곰팡이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두라스에는 2만 헥타르의 바나나 농장이 

있고, 이 중 3,000헥타르는 개인적인 생산자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다국적 기업인 

돌(Dole)과 치키타(Chiquita)가 소유하는 농장이다. 대형 농장에서 생산되는 바나나는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돌과 치키타는 온두라스에서 각각 2,500만 

박스(Box)5)와 1,200만 박스를 해외로 수출하였으며, 개인 생산자들도 약 400만 박스를 

수출하고 있다. 

  온두라스의 바나나는 크게 3군데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 중 미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규모는 전체 바나나 수출 중 94.6%를 차지하고 있다(2014년 기준). 두 번째로 큰 교역 

대상지역은 중앙아메리카로, 온두라스 전체 수출의 3.6%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 번째 

대상지역은 EU로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다.6)  

2.1.3. 식량작물과 유전공학(Genetically Engineered, GE) 작물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유일하게 GE작물의 상업적 재배가 허용된 곳이다. 

온두라스에서 생산되는 주요 GE작물은 사료와 식량에 사용되는 옥수수이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온두라스의 옥수수 재배 면적은 3만 8,700헥타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8년부터 온두라스의 생명공학시스템은 식품 및 동식물보건청(National Service of 

Food Safety, Plant and Animal Health, SENASA)의 ‘유전자 변형 식물 중심의 생물안전성 

규제(Biosecurity Regulation with Emphasis in Transgenic Plants)’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SENASA는 GE 제품(식품, 사료, 종자 등) 수입 요청, 현장 시험부터 GE 작물에 대한 상업

재배 요청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USDA FAS 2016b).

  GE 작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생물공학 및 생물안전성위원회(National Committee of 

Biotechnology and Biosecurity, NCBB)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온두라스 국립대학교

5) 바나나 1 박스(Box)는 13kg임.
6) Freshplaza. "Honduras: Fungus could take a toll on banana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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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University of Honduras, UNAH), 온두라스 농업연구재단(Honduran Foundation for 

Agricultural Research, FHIA), 범 미국 농업학교 자모라노(Zamorano) 등 10개의 공립 및 사립 

기관의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NCBB에서 의뢰를 받은 GE제품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조언을 제공하면, SENASA의 기관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승인과 상업재배를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자세한 승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USDA FAS 2016b).

∙NCBB는 해당 기업에 대해 작물 재배주기 내에서 현장 검사를 수행하도록 함. 작물 

재배의 첫 번째 주기는 5~6월, 두 번째 주기는 8~9월에 시작하며 보통 1헥타르의 

재배지에서 현장 검사를 수행

∙현장 검사 단계 완료 후, NCBB는 SENASA에게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사전 상업

재배지역을 1~500헥타르까지 확장하도록 조언

∙NCBB는 90일 이내에 생물 보안성 규정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함. NCBB의 회원들이 

검사결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면 과학적인 권고안을 SENASA의 기관장에게 전달

∙SENASA의 기관장은 NCBB의 결의안과 SENASA의 결정을 해당 기업에 통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은 기업과 GE작물, 용도는 <표 4>와 같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총 7건의 GE작물 재배에 대한 승인 요청이 있었고, 대부분 몬산토(Monsanto)에 

의한 요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온두라스에서 재배되고 있는 GE작물 중에는 옥수수뿐만 

아니라 쌀도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사료, 식량, 종자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010년

부터 온두라스에서 승인된 GE작물은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효력이 지속된다. 

표 4.  SENASA에서 승인된 기업의 GE 작물과 용도
승인연도 회사 작물 용도

2001 몬산토(Monsanto) 옥수수 사료, 식량, 종자 생산
2010 파이오니어(Pioneer) 옥수수 사료, 식량, 배양
2011 바이엘 크롭사이언스(Bayer Cropscience) 쌀 식량
2012 몬산토 옥수수 사료, 식량, 종자 생산
2013 몬산토 옥수수 사료, 식량, 종자 생산
2013 몬산토 옥수수 사료, 식량, 종자 생산
2014 다우 아그로사이언스(Dow Agroscience) 옥수수 사료, 식량, 배양

자료: USDA FAS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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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온두라스에도 GE작물에 대해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다. 이 

단체들은 주로 종자, 농약, 광업 등을 다루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반 GE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GE작물 및 제품과 관련된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인 편이다. 수출용 

과일 공급자와 채소 공급자들은 GE옥수수와 번갈아가며 재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산된 

과일과 채소는 잔류농약과 해충이 적어 지속가능한 농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USDA 

FAS 2016b).       

2.2. 농축산물 교역

  온두라스의 전체 무역수지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에 

전체 수입 규모는 105억 7,400만 달러인 반면, 수출은 84억 7,610만 달러를 로, 약 21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하였다. 반면, 온두라스의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

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산물 수출 규모는 2011년 최고치인 25억 2,740만 

달러를 기록한 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흑자이지만,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흑자 규모도 큰 폭

으로 감소하고 있다<표 5 참고>.

  온두라스의 농축산물 수입 규모는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수입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축산물 수출 규모는 동기간 전체 수입의 약 2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온두라스에서 농업은 온두라스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온두라스 농축산물 무역수지
구분　 단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1~13 

평균
농축산물 수입 백만 달러 419.0 719.3 1,110.8 1,460.1 1,461.3 1,582.7 1,501.4 
농축산물 수출 백만 달러 608.8 844.1 1,657.7 2,527.4 2,439.4 1,980.6 2,315.8 
농축산물 무역수지 백만 달러 189.7 124.8 546.9 1,067.2 978.1 397.9 814.4 

  주: FAOSTAT는 온두라스의 무역과 관련하여 2013년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FAOSTAT.

2.2.1. 농축산물 수입

  온두라스의 최대 수입 농축산물은 시리얼(Cereals, breakfast)이다. 시리얼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1~13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축산물 수입의 18.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입품목이다. 온두라스에는 시리얼 이외에도 기타조제식료품, 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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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음료수, 설탕과자, 유아용 식품, 맥주 등의 가공식품이 수입되고 있다. 식량작물로는 

옥수수, 밀, 쌀, 옥수수가루 등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는 식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사료용

으로도 사용되는 품목이다. 대두박, 음식물사료 등도 주로 사료용으로 수입되며, 돼지고기, 

기타육(통조림)과 같은 축산물과 치즈, 분유와 같은 낙농품도 수입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식량작물과 돼지고기를 제외하고 온두라스는 가공식품을 위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온두라스 농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1~13 
평균

비중
(%)

총 수입 419.0 719.3 1,110.8 1,460.1 1,461.3 1,582.7 1,501.4 100
시리얼(Cereals, 
breakfast) 50.1 132.7 179.3 292.9 269.1 269.6 277.2 18.5
기타조제식료품 64.1 97.0 139.4 173.2 199.1 213.8 195.4 13.0
옥수수 5.9 53.4 80.2 143.0 121.6 105.7 123.4 8.2
대두박 19.3 39.5 65.3 72.5 95.5 99.0 89.0 5.9
페스트리 17.3 27.3 57.8 77.7 82.7 92.0 84.1 5.6
밀 25.7 37.6 49.5 76.7 65.5 89.7 77.3 5.1
쌀 17.9 37.4 46.1 57.1 64.6 57.2 59.6 4.0
음료수 4.2 31.5 38.3 48.6 61.4 56.2 55.4 3.7
돼지고기 7.6 15.8 33.4 36.5 41.3 72.5 50.1 3.3
음식물사료 8.3 23.5 25.1 32.4 34.4 38.8 35.2 2.3
설탕과자 3.0 7.5 20.1 22.9 22.8 54.8 33.5 2.2
담배잎 7.9 13.8 25.8 27.6 28.2 35.4 30.4 2.0
기타육(통조림) 27.6 16.7 23.7 32.0 19.3 34.4 28.6 1.9
옥수수가루 7.7 10.8 21.2 25.2 25.8 30.8 27.2 1.8
유아용식품 7.8 19.5 12.9 22.0 23.2 30.0 25.1 1.7
원료물질 2.5 6.1 25.7 30.0 7.3 33.4 23.6 1.6
수지(Tallow) 5.7 10.1 9.1 17.2 27.3 26.1 23.5 1.6
치즈 8.0 12.5 31.5 37.9 15.7 15.4 23.0 1.5
분유 7.6 5.0 14.9 23.2 19.7 18.2 20.4 1.4
맥주 27.3 17.1 13.4 20.2 21.9 15.2 19.1 1.3

  주: FAOSTAT는 온두라스의 무역과 관련하여 2013년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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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두라스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으로, 2012년을 기준으로 온두라스 전체 농축산물 

수입의 4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두박, 밀, 돼지고기 등은 거의 전량을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고, 옥수수와 쌀의 경우 약 80%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축산물 수입은 주변 중남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식량작물과 축산물은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시리얼, 기타조제식료품, 

페스트리, 음료수 등의 가공식품은 중남미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다<표 7 참조>.  

표 7.  온두라스 주요 수입 품목의 수입 대상국(2012년 기준)
　구분 1위 2위 3위

총 수입 미국
(43.0%)

과테말라
(15.1%)

엘살바도르
(9.6%)

시리얼(Cereals, breakfast) 멕시코
(45.9%)

엘살바도르
(23.4%)

미국
(22.1%)

기타조제식료품 코스타리카
(33.2%)

과테말라
(17.8%)

미국
(16.6%)

옥수수 미국
(79.1%)

아르헨티나
(7.7%)

브라질
(7.3%)

대두박 미국
(99.9%)

코스타리카
(0.1%) -

페스트리 과테말라
(41.6%)

엘살바도르
(32.4%)

멕시코
(7.0%)

밀 미국
(100%) - -

쌀 미국
(86.4%)

엘살바도르
(7.8%)

브라질
(4.2%)

음료수 과테말라
(68.8%)

엘살바도르
(19.6%)

미국
(4.3%)

돼지고기 미국
(99.98%)

코스타리카
(0.02%) -

음식물사료 과테말라
(35.6%)

페루
(26.3%)

미국
(16.2%)

  주: FAOSTAT는 온두라스의 무역 상대국과 관련하여 2012년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FAOSTAT.

2.2.2. 농축산물 수출

  온두라스의 최대 수출 농축산물은 커피(생두)이다. 커피는 2011~13년을 기준으로 

온두라스 전체 농축산물 수출의 50.2%를 차지하고 있다(USDA FAS 2015). 2011년과 2012

년도에는 국제 커피 가격의 상승으로 수출액이 생산액을 상회하기도 하였다.7)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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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두라스의 전통적인 수출품목으로, 온두라스 전체 농축산물 수출의 12.7%를 차지

하고 있다. 바나나 이외에도 주요 생산품목인 멜론, 파인애플 등의 과실류와 콩(건조)이 

수출되며,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설탕, 당밀, 정제설탕도 수출되고 있다. 축산물로는 쇠고기가 

수출되고 있으며, 담배, 페스트리, 시리얼, 기타조제과실, 애완용사료, 기타조제식료품 

등의 가공식품도 수출되고 있다<표 8 참조>.  

표 8.  온두라스 농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1~1
3 평균

비중
(%)

총 수출 608.8 844.1 1,657.7 2,527.4 2,439.4 1,980.6 2,315.8 100
커피(생두) 360.0 329.4 722.6 1,358.4 1,338.2 789.4 1,162.0 50.2
바나나 124.2 134.7 335.4 397.8 206.5 277.9 294.1 12.7
팜유 14.8 56.3 149.8 225.9 279.6 208.1 237.8 10.3
담배 15.8 74.4 105.4 120.1 117.7 139.2 125.7 5.4
기타멜론 1.9 30.3 39.4 50.4 44.2 114.0 69.5 3.0
페스트리 7.5 13.1 26.1 41.7 30.6 54.5 42.3 1.8
파인애플 1.3 19.8 18.0 31.8 32.4 34.9 33.1 1.4
핵과유 6.3 20.7 22.8 27.6 45.9 23.1 32.2 1.4
설탕 0.8 3.3 18.7 33.5 36.8 22.3 30.9 1.3
쇠고기 7.4 22.7 42.7 28.1 32.5 25.1 28.6 1.2
당밀 1.6 2.9 4.7 22.2 33.9 24.1 26.7 1.2
콩(건조) 2.6 5.0 17.8 16.2 17.4 22.1 18.6 0.8
시리얼(Cereal, breakfast) 6.0 1.4 2.6 30.1 3.8 6.2 13.4 0.6
원료물질 0.3 1.7 1.4 10.5 15.2 14.3 13.3 0.6
기타조제과실 4.0 7.4 14.9 11.5 12.4 15.1 13.0 0.6
애완용사료 3.9 3.1 11.1 12.3 9.5 14.6 12.1 0.5
정제설탕 0.5 3.4 8.4 6.5 14.1 15.4 12.0 0.5
밀가루 0.0 0.0 0.0 0.0 22.8 7.6 10.1 0.4
기타조제식료품 0.0 0.0 0.1 8.5 10.4 10.9 10.0 0.4
설탕과자 5.1 6.5 10.3 9.6 6.9 6.2 7.6 0.3

  주: FAOSTAT는 온두라스의 무역과 관련하여 2013년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FAOSTAT.

7)“Coffee Statistics 2011–Coffee Prices Rise in 2011-2012 due to emerging markets”
(https://espressocoffeeguide.com/2011/05/coffee-statistics-2011-coffee-prices-rise-in-2011-2012-due-to-emerging-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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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두라스의 주요 농축산물 수출 대상국도 수입 대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다. 하지만 

수입의 경우와 같이 미국에 크게 의존하기보다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미국으로는 

바나나, 멜론(기타), 파인애플, 설탕, 쇠고기가 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서 

미국은 온두라스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온두라스의 대부분의 수입 대상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반면, 주요 수출 대상국은 아메리카와 서유럽지역의 국가이다. 이는 

서유럽지역의 국가들이 온두라스의 커피(생두), 기타멜론, 파인애플 등의 신선농산물과 

팜유, 핵과유 등의 유지류를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커피는 온두라스 전체 

수출의 약 50%가 독일과 벨기에로 수출되고, 팜유는 온두라스 전체 수출의 28.5%가 

네덜란드로 수출되고 있다. 또한 멜론, 파인애플, 핵과유도 미국과 멕시코,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표 9.  온두라스 주요 수출 품목의 수입 대상국(2012년 기준)
　구분 1위 2위 3위

총 수출 미국
(29.0%)

독일
(18.9%)

벨기에
(10.4%)

커피(생두) 독일
(31.9%)

벨기에
(18.8%)

미국
(17.2%)

바나나 미국
(98.2%)

아일랜드
(0.6%)

독일
(0.2%)

팜유 네덜란드
(28.5%)

멕시코
(20.0%)

엘살바도르
(16.0%)

담배 니카라과
(45.5%)

도미니카
(43.1%)

에콰도르
(4.0%)

기타멜론 미국
(72.1%)

네덜란드
(12.5%)

영국
(11.9%)

페스트리 과테말라
(34.2%)

코스타리카
(21.3%)

니카라과
(19.4%)

파인애플 미국
(69.9%)

네덜란드
(8.3%)

과테말라
(7.9%)

핵과유 멕시코
(55.0%)

독일
(20.2%)

네덜란드
(20.0%)

설탕 미국
(73.0%)

아이티
(8.0%)

대만
(6.4%)

쇠고기 미국
(84.1%)

엘살바도르
(12.6%)

과테말라
(3.0%)

  주: FAOSTAT는 온두라스의 무역 상대국과 관련하여 2012년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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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축산물 수입정책 

  온두라스의 농축산물 수입은 농축산부(Secretariat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SAG)와 

보건부(Secretariat of Health, MOH)에서 담당하며, SAG 산하에서 식품 안전 및 동식물 보건

청(National Service of Food Safety, Plant and Animal Health, SENASA)이 운영되고 있다

(USDA FAS 2016c). 

  SENASA는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GE 작물의 수입 및 재배 승인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온두라스의 전반적인 식물, 동물, 가공식품, 농약, 수의약품과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등에 대한 수입허가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MOH 산하에 있는 보건 규범 감시총국

(General Directorate of Surveillance of the Health Normative Framework, DGVMN)은 소매 및 

도매 판매로 승인된 식품의 위생등록과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USDA FAS 2016c).

①온두라스 규정: 보건법, 위생관리 제품, 서비스 및 위생시설의 관리, 국민이 직·간접적

으로 소비하는 생수 및 얼음의 품질관리, 꿀 가공내용 포함

② 중미 관세동맹(Central America Customs Union, CACU) 규정

➂ CODEX 국제 식품규정

➃ 미국 연방법(미국 식품의약청 규정)

➄ 범미 보건기구(Pan-American Health Organization, PAHO) 규정  

  또한 소비자 보호법과 지방 자치법에서 어느 정도 식품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러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정은 동식물 및 소비자 건강보호, 식품 및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 

온두라스 국내외 식품과 농업무역에 대한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온두

라스의 식품법과 규정범위는 중미 관세동맹(CACU)을 통해서도 개발된다. CACU는 경제

통합 장관회의(Ministers Council of Economic Integration, COMIECO)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회원국들의 상품 원산지 규정의 조화, 관세 조화 및 위생 등록을 조율하고 중미기술규정

(Central America Technical Regulations, RTCA)을 승인하거나 수정한다. COMIECO에 가입된 

국가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이다(USDA 

FAS 2016c). 

  온두라스의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주요 항구와 국경에서 이루어지나, 불법적인 

통로로 유입되는 식품을 통제하기 위해 DGVMN이 도매 및 소매단계에서도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USDA FAS 20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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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온두라스 동식물 보건청(SENASA)

자료: SENASA Honduras 홈페이지(www.senasa-sag.gob.hn/).

4. 맺음말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중미와의 FTA를 추진하여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다. 온두라스는 

한 중미 FTA가 발효될 경우 관세철폐 및 감축의 효력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온두라스의 농축산물 교역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가 

온두라스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은 커피(생두)가 99.9%였고, 온두라스로 수출하는 품목은 

대두, 기타조제식료품, 페스트리, 기타얼음물 등이 있었지만, 대부분 7,000달러 미만의 

규모였다.    

  농업 기술이전과 같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측면에서도 

온두라스와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았다. 온두라스와 우리나라가 맺은 주요 협정은 2011년에 

발효된 경제과학기술협정과 2013년에 발효된 코이카 봉사단 파견 협정이 있고, 치안협력, 

새마을 운동, 에너지 산업 협력, 전자정부 양해각서에 불과하다(주 온두라스 대한민국 

대사관). 온두라스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어 교류 자체가 

어렵고, 우리나라가 온두라스에서 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은 오랜 유통기간을 버틸 수 

있는 커피뿐이었을지도 모른다. 온두라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과의 교역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FAOSTAT). 또한 온두라스를 포함한 중미국가들은 중미 관세 

동맹(CACU)과 같이 연합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동안 온두라스와의 단독교류의 기회가 

적었을 것이다. 

  한 중미 FTA는 중미 6개국이 아시아 국가와 맺은 첫 번째 FTA이다. 온두라스는 중미 

국가 중에서도 저개발 국가이지만, 동시에 발전할 여지가 있는 국가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온두라스는 미국과 주변 중미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온두라스의 주요 수입 농축산물인 음료수, 유아용 

식품 등과 같은 가공식품은 우리나라의 대 세계 주요 수출품목이기도 하다. 지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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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상관없이 오랜 유통기간을 견딜 수 있는 가공식품을 위주로 온두라스 시장을 

공략한다면 온두라스 내에서 한국 식품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두라스

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광활한 농지가 존재한다. 이번 FTA를 통해 온두라스의 빈곤과 

식량안보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인도적 차원의 농업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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