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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음식물쓰레기 감축 활동 *

1)안 규 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

FA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약 3분의 1이 손실되거나 쓰레기로 버려

진다. 식량이 농장에서 생산되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낭비되는 양은 실로 막대

하다. 사실 농축산물은 쉽게 부패하는 특성이 있고 사람이 섭취 가능하도록 적절히 

가공되어야 하므로 수확한 산물이 모두 소비되기는 어렵고 일정량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불가피한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3분의 1

이 버려진다는 보고는 우리의 음식물 소비 행태를 되돌아보게끔 한다. 영국에서 발생

하는 식음료 폐기물 실태만 보더라도, 달걀껍질, 티백, 생선 뼈 같이 통상 사람이 섭취

할 수 없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에 비해 빵 조각, 과육, 살코기처럼 충분히 섭취 가능한

부위임에도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그림 1.  섭취가능여부에 따른 영국 연간 음식물쓰레기양

(단위: 백만 톤)

0% 20% 40% 60% 80% 100%

                      섭취가능     기호와 조리법에 따라 섭취여부 결정     섭취불가

                  자료: Quested & Johnson(2009: 5).

 * (kyumiah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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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낭비는 크게 생산, 가공, 유통단계에서 기술부족으로 발생하는 ‘손실’과 판매와 

소비 단계에서 소비자 행동과 기호로 발생하는 ‘폐기’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이 유효한 이유 중 하나는, 소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권역별 

식량폐기물발생 추이가 유통단계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대륙별 

일인당 연간 식량낭비 양을 소비단계와 소비 전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동남 남아시아, 중남미, 북아프리카 서 중앙아시아 순으로 소비단계 대비 

소비 전(생산, 가공, 유통 등) 단계의 식량 손실 양 비중이 높다.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선진국의 경우, 식품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비중이 확연히 

높다<그림 2 참조>. 개도국의 식량 손실은 수확 후 관리 기술과 설비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부유한 국가에서는 식품 소비행동과 기호로 버려지는 음식물이 식량

낭비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다.

그림 2.  지역별 식품가치사슬 각 단계 식량낭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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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HLPE(2014: 27).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식량낭비를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그 주요국들 가운데, 영국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식량낭비 감축이 언론의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졌고 정부와 학계도 이 문제를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개념과 연결 지으며 민간 기업이나 시민조직사회의 다양한

캠페인과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뒷받침하였다<그림 3 참조>. 2007년부터는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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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식품공급사슬과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대규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정부와 시민사회 개입 이전인 2007년 

대비 2015년 음식쓰레기 양이 약 200만 톤 감소하였다. 영국의 식량낭비 감축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5년까지 2007년 기준 음식쓰레기 배출량의 70% 수준으로 낮추

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본고는 영국이 

펼쳐온 식량낭비 감축활동의 개요를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영국의 음식물 폐기 현황과 원인을 살펴본 후 영국에서 시행된 식량낭비 활동과 제도 

사례를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함의를 도출한다.

그림 3. 순환경제 개념도

원재료 디자인

제조

소비재사용

재활용

순환경제

          

                       자료: Ellen Macarthur Foundation.

2. 음식물 폐기 실태와 원인

영국의 섹터별 음식물쓰레기 배출실태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양이 730만 톤

(71%)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잇는 것이 제조업(170만 톤, 17%)이다. 외식업부문에서도

약 90만 톤(9%)의 음식물을, 소매업에서는 25만 톤(2%)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영국의 가정, 제조업 분야, 외식업 및 소매업계로 나누어 음식물 폐기 실태와

원인을 개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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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국 주요 식품소비주체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중

식품제조
17%

식품소매
2%

외식
산업
9%

기타
1%

가정
71%

                              자료: WRAP(2017: 2).

2.1. 가정(household)

가정에서 섭취하는 음식은 주로 슈퍼마켓, 식당 등의 유통채널에서 구매 또는 포장

하거나 자신이 직접 길러 먹는다. 먹고 남은 음식은 주로 하수구,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

차도 가장자리, 가정폐기물재활용센터 같은 장소에 버려지거나 집에서 직접 분해하여

동물들에게 먹이로 주기도 한다. 이것이 영국의 가정에서 음식물이 소비되고 버려지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이다(Parfitt et al. 2010: 3073). 이러한 경로에 속하는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폐기되는 것으로 본다. 물론 가정에서부터 또는 가정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 

밖에서 먹는 음식물도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로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다.

폐기물 자원행동프로그램(WRAP)는 영국의 음식물쓰레기가 2008~2009년 사상 최대

치에 다다랐다고 보고하였다. 음식물 830만 톤이 해마다 버려졌고 2008년 물가 기준

으로 122억 파운드의 금액에 상응하였다. 매년 영국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가정에서 소비하기 위해 구매한 음식의 약 4분의 1(25%)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Parfitt et al. 2010: 3073).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의 평균적인 식품군 

구성은 나라마다 상이한데, 그 중 영국에서는 ‘음료’가 버려지는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많고 음료 폐기물 중의 상당량이 유제품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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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특성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배출 실태를 밝히려는 연구도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절대적인 양과 무게로만 접근하면, 성인이 어린이에 비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았고,

소규모 가구가 대규모 가구보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더 많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

면, 1인가구는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많고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 없는 집보다 음식물을 

더 많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음식물쓰레

기를 배출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가 하면, 음식물쓰레기 양과 가구소득 간의 상관관

계는 거의 없다는 주장도 많다. 평균적으로 젊은 세대가 음식물을 더 많이 버리고 연

금을 받는 노령인구가 가장 적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음식물쓰레기 연구는 가구의 특성을 결정하는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이 가정 

음식물쓰레기 배출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음식

물쓰레기 감축 노력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음식물 폐기 원인에 대한 

이해이다. 음식 폐기 과정과 이유를 밝히는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보다 식품에 관한 소비자 행동, 소비습관 및 가치, 식품 관련 지식 습득 정

도와 개인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행태 간 관계를 다루었다.

가정에서 음식물이 버려지는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거나 

조리하거나 제공하여 버리게 되거나, 상하기 전에 섭취하지 않아서 버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그림 5 참조>. 두 경우 모두 소비자의 식품에 관한 상식이나 개인행동

과 태도를 변화시켜 쓰레기배출량을 줄일 수도 있고 식품이 가공, 유통, 판매되는 형

태와 과정을 개선하여 배출량을 줄이는 두 가지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림 5.  폐기 원인에 따른 섭취가능 음식물쓰레기 양

(단위: 백만 톤/연)

0% 20% 40% 60% 80% 100%

2.2 2.9 0.24

 음식 과다 제공 및 조리     부패     기타 

                 자료: Quested & Jonhson(2009: 5).

2.2. 외식산업

외식산업에는 직원 식당, 병원 및 보건시설 식사, 주점, 호텔 및 기타 여가시설 등이 

포함된다. 영국의 외식산업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배출하는 음식, 포장재, 비음식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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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한 쓰레기의 양은 약 287만 톤이며, 이 가운데 92만 톤(41%)이 음식물쓰레기

인데 버려진 그 가치를 추산하면 약 25억 파운드에 달한다. 2011년 추산 당시 영국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2016년에는 그 금액이 약 3억 파운드

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Hollins et al 2013: 3).

외식산업계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의 약 75%는 부패하였거나 섭취가 불가능한 부위

여서 불가피하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섭취할 수 있는 부위이거나 신선한 상태에서 버려

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식업계의 음식 제조, 제공 과정을 개선하거나 외식업 고객의

인식과 행동 변화로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양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외식산업으로 분류된 다양한 식음료 제공 업체 가운데서도 특히 식당과 주점이

외식산업에서 발생한 음식쓰레기의 40%를 배출하고 학교와 보건시설이 26%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레스토랑연합(Sustainable Restaurant Association, SRA)는 조사

를 통해 식당에 식사하러 오는 고객 한 사람이 식당에서 남기는 음식물쓰레기는 평

균 480그램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즉, 외식 때마다 한 사람이 평균 0.5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LRS Consultancy and Sustainable Restaurant Association 2013).

여러 종류의 식당을, 일반식당, 패밀리레스토랑, 고급식당, 계약급식업체로 나누어 

보면 일반식당에서는 고객이 남기고 간 음식물쓰레기 비중이 높고 패밀리레스토랑이나

고급식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음식폐기물 비중이 높았다. 주로 

야채껍질, 빵, 토핑, 과일 등이 고급식당의 식재료 준비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이다. 주로 이러한 식당들은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조리를 시작하며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식재료를 다듬고 요리하면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식당에서는 고객이 남기고 가는 음식이 많아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빵이나 포테이토

칩처럼 본 메뉴 외에 같이 제공되는 것들은 어느 식당에서나 남겨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주로 음식을 남기고 가는 고객들은 음식 메뉴의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원하는 양을 

주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계약급식업체는 고객이 남긴 음식과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비중이 비슷하다고 보고되었다. 소비자 수요 조사를 실시해 남겨지는

음식물을 줄이거나 재료공급자에게 조리 계획에 알맞은 재료 형태를 사전에 알려주어

버려지는 음식을 줄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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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식품 공급사슬

외식업체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가공, 유통하는 과정인 

식품공급사슬 안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은 가공과 유통 기술의 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가공기술이 더욱 좋았더라면 사람이 충분히 섭취 가능한 부분까지 폐기될 

가능성이 크고 저장이나 유통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 판매 전 부패가 더욱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제조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은 일반 가정이나 외식업계에서 배출하는 양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제때 소비되지않

는 음식물은 판매 전 단계에 관여하는 기술의 수준이 높아 식재료가 섬세하게 가공

되었거나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더라도 버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공이나 유통과 같은 판매 전 단계에서 나오는 식품부산물은 식료품유통업계에서 배

출하는 식품 폐기물 양으로 추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 식품 공급사슬에서 발생하

는 식료품 폐기물 양은 연간 약 650만 톤에 달하고 그 중 160만 톤은 식료품 소매점

에서, 490만 톤은 식품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식음료 잉여분은 완전히 폐기되지 않고 ‘재분배(redistribution)’

되기도 한다. ‘FareShare’, ‘The Trussell Trust’, ‘The Food Bank’, ‘Real Aid’, ‘Food Cycle’,

‘His Church’ 등과 같은 영국의 다양한 자선단체가 식품 제조 및 유통과정의 잉여 음

식물을 구매하여 사회적 사업에 쓰기도 하는데, 그 양이 5,800톤 정도이다(Whitehead et

al. 2013: 3). 최소 1만 1,000톤의 식음료는 유통마진으로 이익을 남기는 ‘더컴퍼니샵

(The Company Shop)’과 같은 구매업체들이 사들인다. 사실 이 두 경로를 따라가는 음

식물을 폐기물로 분류하기 어렵고 2차 유통된 것으로 본다. 1차 유통과정에서는 소비

되지 않아 잉여분으로 남았으나, 2차 유통과정에서 비록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 손실

이 있을지언정 결국 소비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1)

영국에서는 식품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금전적인 가치를 환산하여

폐기물 배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감축 필요성을 전달한다. 폐기되는 음식물 1톤당 화

폐가치를 추산하는 연구를 통해 매년 식품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영국에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지 보여준다. 제조 단계에서 도매로 넘어가고 도매

에서 식료품 소매업체로 넘어갈수록 가공 정도나 포장 및 운송비용 등이 추가된다. 따라서

제조과정에서 폐기된 식품 및 포장재 폐기물의 톤당 가치(950파운드)가 상대적으로 낮고

식료품 유통소매업의 쓰레기의 톤당 가치(1,200파운드)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 기준으로 

1) (www.fareshare.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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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한 판매 전 단계의 음식물 및 포장재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은 약 

69억 파운드에 이른다(Whitehead et al. 2013: 44).

3. 음식물쓰레기 감축 제도

3.1. 식품 사용기간 표시제 개선

대규모 유명 슈퍼마켓 체인을 위주로 식품 유통업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제품에 유통

기한 표시 제도도 여러 새로운 시도를 통해 고유한 방식으로 발전되어왔다. 제품의 생산

일자나 유통기한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시되어 있으면 소비자의 식재료 활용도가

높아지고 부패로 버려지는 양이 줄어든다. 유통기한 표시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식품 이용 정보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식품

정보 표시제도 개선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환경 개선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

영국의 주요 식품유통업체들은 여러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정부가 권장하거나 

민간 유통기업이 다수 채택하는 표시제 개선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는 

식품유통기업이 영국의 법과 조례 등의 표준에 맞는 라벨을 사용하도록 지침서를 발행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소위 ‘유통기한’이라 통칭하는 식품 소비 기간 안내를 ‘언제

까지 이용해야 하는가(Use by)’와 ‘어느 시점 이전에 식품의 질이 가장 좋은가(Best be-

fore)’로 구분하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은 사실상 식품이 최종소비시장

에서 진열되어 거래될 수 있는 시점(Display until)을 가리키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섭취해도 무방한, 섭취 가능 기한보다 훨씬 이른 시점으로 표기된다. ‘유통기한’

이라는 명칭과 이를 표기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명시된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제품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는

유통기한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음식 섭취가 가능한 시점을 표기하는 ‘Use by’ 표시는 식품 안전과 관계가 있고 음식의맛, 풍

미, 신선도가 가장 좋은 시점까지를 표기하는 ‘Best before’ 표시는 제품의 질과 관련이 있다. 즉, ‘Best

before’ 표시가 안내하는 시점이 지나도 품질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섭취가가능하므로 음식을 버

릴 필요가 없다. 소비자가 맛과 향을 보고 폐기 여부를 판단하도록하는 것이다<그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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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영국 식료품 진열기간 및 사용기한 라벨

                    자료: the food waste network(https://www.foodwastenetwork.org.uk).

유통기한, 사용가능기한, 최상의 품질 보증 기한을 나누어 표시하는 것은 일견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영국의 한 연구결과, 식품 사용과 관련한 이러한 라벨 표시방법을 

달리 하면 소비자가 버리는 음식물의 양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진열 및 판매

기한은 유통업체 등 판매자를 위한 정보라면 섭취 가능 기한이나 품질 유지 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정보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덜 버리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통기한이 제품에 찍혀있으면 사용기한을 나타내는 ‘use by’를 

품질 지표로 인식하는 사람이 25%에서 32%로 증가하였고, ‘best before’를 식품안전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14%에서 20%로 늘어났다. 즉, 진열기한이 제품 사용 기한과 

최상 품질 유지기간과 병기되어 있으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한다는 결과

이다. 영국에서는 서서히 진열가능기간 표시가 제품에서 사라지는 추세이다. 2009년 

조사 시 진열기한 표시가 있는 제품은 식품 전체의 39%였으나 2011년에는 전체 식품의

약 3분의 1만 진열기한 표시가 있었다. 이후에도 식품 이용 안내와 관련한 날짜 표기

방식을 변경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었고 많은 식품유통업체들이 일부 제품군에는 진열

기한 표시를 일절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음식물 섭취 가능 기간과 최적 상태 유지 

기간을 표시하면 식품유통 및 판매업체에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늘

어나, 매장 안에서 판매하지 못한 채 미리 폐기하는 식품 양도 줄어든다(WRAP 2012: 1).

나아가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어떤 식품군에 어떤 라벨이 더욱 적합할 것인지를 

식품판매업체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침서에 결정나무(Decision tree)를 제시하였다(DEFRA

2011: 14). 수많은 식품이 개발되고 판매되기 때문에 개별 제품에 관해 사용기간 안내 

방법이 어떠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제품이 미생물로 인해 부패하기 쉬운지를 

묻거나, 제품의 미생물학적 변화가 사람의 인체에 즉각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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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결정나무에서 묻는다. 식품판매업체가 결정나무에 나타난 식품 특성 묘사에 부합

하는 경로를 따라가서, 업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는 어떠한 사용기한 표시가 적합

할 것인지 직접 판단해볼 수 있다.

더불어, 식품 이용 정보의 표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제품에 찍힌 기한과 일자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2011년 소매업 통계 작성 과정에서 

식품의 최적 상태 유지 기간을 표시한 제품의 8%가 표기한 날짜를 넘기지 말라는 문장을

병기한 것으로 드러나, 표시된 기한의 의미를 정확히 부연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개봉하더라도 제품에 찍힌 사용기간 내에는 소비자가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올바른 보관 방법(온도와 보관 형태 등)을 함께 적시하도록 권한다.

마지막으로, 식품 사용 가능 기한이나 최적 상태 유지 기한을 더 늘려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하다. 식품 가공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으나, 식품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식품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기한 표시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품에 표시된 일자를 기준 삼아 음식물을 채 다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WRAP 2012).

3.2. 음식물쓰레기의 원료자원화

영국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처하는 주요 방안 중 또 다른 하나는 버려진 음식을 

재활용하거나 잔여물 및 폐기물을 연료, 화학물질, 사료 등 식품 외의 제품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사용가능한 일차 천연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고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물 

양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지속가능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거나 가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최종 용도를 지닌 제품을 생산한다는 발상은 점차 구체화되었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

하면서 현실화 되어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타 제품군을 생산하는 데 활용할 계획인 영국 정부와 기업계는 

애완동물 먹이, 가축사료, 화학물질, 연료, 그리고 식량 등은 상품 단위 가치가 매우 

높고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에 착안한다.

영국 정부와 비정부단체는 식량낭비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이니셔티브로, ‘코톨드 

2025(Courtauld 2025)’ 협약2)을 실시하고 있다. 이 협약은 네 가지 목표와 실행과제로 이루

2) 영국의 식료품 부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협약으로, 웨스트민스터, 스코틀랜드, 북

아일랜드, 웨일즈 정부가 재정 지원하며 폐기물자원행동프로그램(WRAP)이 이행을 총괄함. 식료품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관여하는 

주요 유통 및 제조업체들도 협약의 가맹사로 활동하며 WRAP와 협력하여 코톨드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함.



세계농업 제 203호 | 13

어져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식품 제조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폐기물을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고안한다는 것이다.

그 이행방안으로 음식쓰레기나 잔여물로 유제품, 빵 및 과자류, 신선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거나, 학계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식품 부산물이나쓰레기로 

더 큰 제품가치를 형성할 기회를 발굴하며, 잔여음식물의 양, 질, 특성을 분석하여 상품 

부가가치 형성과정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파악한다(WRAP & Lucid Insight 2017: 6-8).

어느 식품군에서나 제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잔여물이 발생한다. 불가피하게 발생하

는 잔여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이용될 만큼 충

분한 양이 확보되는지와 주요 성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양과 성분이 특정 제품을 만드

는 데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추출가능한 양, 주성분, 폐기비용을 기준 삼아 부산물들

을 점수화한다. 이후 활용도가 높은 잔여물을 위주로, 폐기음식물을 분리추출하고 처

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식품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제품의 원료로 상용화하려는 움직

임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순환경제의 활성화

와도 맥락을 같이 하며, 나아가 폐기물을 원료로 부가가치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획기적인 시도라 할 만하다. 그러나 영국 식품시장 공급사슬에서 버려지는 잔여

음식물의 양과 특성, 폐기비용, 추출 및 처리과정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타 제품의 생산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산하려는 제품의 

시장의 크기나 가치, 수급현황, 기술 수준, 물류 및 운송 여건, 최종소비자의 요구 사양,

추가 가공으로 발생하는 최종 잔여물, 환경영향, 사업성 등 다양한 외부 여건을 고려한

후에야 비로소 공급사슬 내에서 파악된 폐기음식물을 타 상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여러 단계의 가치사슬 내외부적 요소에 대한 타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다. 복잡하고 지난한 검토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새로운 원료로 

탈바꿈하기 위해 영국의 기업들이 시도한 두 가지 사례를 아래에 소개한다.

3.2.1. 고농도포도당의 원료로 쓰이는 빵 및 과자류 폐기물

포도당용액의 묽은 특성과 생(生)촉매 활성 단계에서 생성되는 다른 화학물질의 농도가

포도당용액의 상업화를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었다. 최근 버려진 빵을 활용하여 높은 

농도의 포도당을 함유한 설탕용액을 만들 수 있다는 가설이 실험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버려진 빵을 이용하면 더욱 경제적인 비용으로 세균 발효를 진행시켜 숙신산(호박산)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영국 비영리단체인 WRAP은 호비스 사, 체목시 사, 애스턴 대학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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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협력하여 빵 및 과자류 폐기물의 포도당 원료화와 포도당 용액의 상품화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2.2. 영양제 원료로 쓰이는 채소 폐기물

버려진 채소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뿌리

거나 동물사료로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세계에 축적되는 녹색폐기물의 바이오매

스는 실로 엄청나며 중요한 영양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간 잘 알려지지 않

았다. 노팅엄대학교(University of Nottingham)와 그린피컴퍼니(Green Pea Company)는 

이 사실에 착안하여, 완두 덩굴 같은 특정한 녹색(식물) 폐기물을 활용해 영양소가 풍부한 

준세포구획을 분리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녹색식물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들 안에는 각자 고유한 역할과 성분을 

지닌 세포소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녹색식물체에 분포하는 엽록체에는 식물의 

오메가3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A, C, E 등 영양소가 들어 있다.

노팅엄대 연구진은 버려진 완두덩굴을 수집하여 엽록체 분포도가 높은 부분을 실험 

재료로 놓고 필수오메가3지방산, 베타카로틴,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등의 영양소 함량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연구진과 회사는 신선한 완두덩굴 폐기물에서 엽록소가 풍부한 

부분은 오메가3, 프로비타민 A와 비타민 E의 주요 추출원이 된다는 점을 밝혔다. 두 

기관은 영국에서 버려진 완두덩굴을 전부 모아 엽록소가 풍부한 부분을 가공하면 개발

도상국의 2,000여 명의 인구에게 필요한 비타민 A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완두콩폐

기물을 영양제 원료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3).

3.2.3. 웨이트로즈 PB제품 포장재로 변신한 파스타 부산물

테스코(Tesco), 세인즈버리즈(Sainsbury’s), 막스앤스펜서(Marks & Spencer)와 나란히 영국의

대표적 슈퍼마켓 체인을 이루는 웨이트로즈(Waitrose)는 2016년 9월부터 두 종류의 글

루텐 프리 푸실리 파스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완두콩으로, 다른 하나는 붉은렌

틸콩을 첨가해 만들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푸실리를 만들기 위해 납품 받은 완두나 

렌틸의 품질이 파스타 원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콩들을 폐기하는 대신에 파스타

포장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250g 푸실리 파스타를 담는 포장상자는 

목재펄프 55%, 재활용 종이 30%, 콩류(완두와 렌틸) 폐기물 15%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포장재는 파스타와 직접 닿아도 무해하기 때문에 포장재 안쪽에 비닐을 덧댈 필요가 

3) (www.foodwaste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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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기존 파스타 상자보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낮다.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웨이트로즈도 관련 상품 

판매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콩류로 파스타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한 이탈리아 페

돈과 협력하여 글루텐 없는 파스타를 생산하게 되었다. 페돈은 ‘쓰레기를 줄이자(Save

the Waste)’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이었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제품 포장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코톨드 협약 2025’의 가맹사

인 웨이트로즈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유통과 판매 방식을 찾고 있었다. 이탈리아의 

파비니와 루카프린트라는 포장재제조업체가 페돈의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원료

로 포장재를 제작하도록 하였다<그림 7 참조>.

그림 7. 완두 및 렌틸콩 폐기물 활용 파스타 포장재

                       자료: 웨이트로즈 사 홈페이지(www.waitrose.com).

그림 8. 호밀 폐기물 활용 달걀포장재

                             자료: 웨이트로즈 사 홈페이지(www.waitro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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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웨이트로즈가 콩류 폐기물을 활용한 포장재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것을 확대하는

데는한계가 있다. 공급원료 생산량이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콩류를 포함한

폐기음식물 배출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페돈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포장재 원료로쓸

콩류 폐기물 양은 제한적이다. 대신 웨이트로즈는 당사 PB 계란을 담는 포장상자를 재

활용지와 호밀 풀을 섞어 만들고 있다.

3.3.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민간 이니셔티브

영국의 폐기물 자원행동프로그램(WRAP)은 인가 자선단체로 개인, 기업, 공동체 등 

여러 층위의 파트너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오래 사용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2000년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DEFRA)뿐만 아니라 북아일랜드 의회,

제로웨이스트 스코틀랜드, 웨일즈 정부, EU 등 다양한 정부 기관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폐기물자원행동프로그램은 “지금 재활용하라(Recycle Now)”, “음식을 사랑하고 쓰레

기를 싫어하라(Love Food, Hate Waste)”, “너의 옷을 사랑하라(Love your Clothes)” 등 사람

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자원낭비 감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기업, 지역자치단체, 공동체 조직, 개인들이 쓰레기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홍보하는 데 주력

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주요 식품소비 주체별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 식량낭비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추산하는 등, 자원의 폐기와 효율적 활용과 관련한 주제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대중에게 알린다.

WRAP은 최근 몇 년간 영국의 소매업체들과 다양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약 

700개 건설회사가 2012년까지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고 식음료 관련 

협회와 업체들은 WRAP이 주도하는 코톨드 협약(Courtauld Commitment)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축, 포장 간소화, 식품공급사슬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줄이기 위한 각종 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코톨드 협약 가맹회사에는 테스코, 세인즈버리즈, 아스다(Asda)와

같은 영국 주요 슈퍼마켓과 유니레버(Unilever)나 네슬레(Nestle) 같은 초국적 소매기업

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WRAP이 기업들과 실시한 코톨드 협약의 1단계

프로그램을 식량낭비 감축의 가장 효과적인 사례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하였다.4)

4) (www.wrap.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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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코톨드 협약은 3단계에 접어들었고 이 3단계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식음료 폐기물의 양을 5% 줄이고 식품공급사슬에서 배출되는 식재료,

식품, 포장재 폐기물 양을 3% 줄이는 것이다. 향후 식품 생산과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회원사들의 실질 감축 목표는 8%이다. 식품공급사슬, 즉 가공, 유통,

판매과정의 포장 디자인을 개선하여 재활용된 재료로 포장재를 만들거나 만들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WRAP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불필요하게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을 보호하는 선에서 포장을 간소화

해 포장재 제작의 탄소배출량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한다. 회원사들은 예상매출

증가분을 고려해 3%의 포장재 폐기물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5)

식품 폐기물 외에도 WRAP은 의류 폐기물 줄이기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의류

산업계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가능한 의류행동계획(Sustainable Clothing Action Plan,

SCAP)’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의류 디자인 개선, 의류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을 연구

한다. 이처럼 WRAP은 음식물, 섬유제품, 전기전자제품 등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고 쉽게 버리는 상품들을 위주로, 상품 폐기 실태 조사결과를 기업과 대중에게 발표

하여 경각심을 주고 제품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새로운 곳에 활용하는 방법을 널리 홍보

한다. 창립된 지 15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그 이름이

알려져 있고 UNEP이나 UN FAO 등 환경과 농업 분야의 저명한 국제기구들의 프로젝트

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UNEP은 전 세계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생각하고 먹고 줄이자(Think, Eat, Save)’라는 이니셔티브를 발의

하고 이 사업을 WRAP와 협력하여 진행하였다.6)

4. 맺음말

영국의 음식물쓰레기 감축 노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범위를 넓혀

이야기하면, 세계대전 참전 당시 한정된 물자와 식량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정부로부터의 구호와 캠페인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이후 영국에서는 음식물을

비롯하여 옷, 전자제품처럼 사람들이 다량 소비하고 다량 폐기하는 상품을 위주로 생산된 

재화를 가급적 “덜 버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정부, 시민사회, 민간 기업이 협력

하여 구상하고 추진한다.

5) (www.wrap.org.uk/courtauld2025).
6) (http://www.thinkeatsave.org).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18 | 2017. 7.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방안을 궁리하기보다는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고 가진 자원과 재화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 온 영국의 노력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개별 주체의 일시적인 활동

만으로는 소비가 일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경제 순환을 위한 미덕으로까지 여겨지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비껴나, 다른 지향점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과 가정, 외식산업계, 도소매업계 등 다종다양한 구성원이 모두 정부나 

비영리단체들의 문제인식과 이니셔티브에 공감하고 동참하려는 의지를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된 음식물쓰레기 감축 활동은 

가시적인 폐기물량 측면에서나 비가시적인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나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다. 쓰레기 감축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2007년에서 2015년

까지 8년간 영국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약 12% 감소하였다(Parry et al 2014: 21). 대

표적인음식물쓰레기 감축 제도인 코톨드 협약은 1단계의 성공적인 이행 경험을 토대로 

2015년까지의 추가 감축 목표를 설정한 3단계까지 중단 없이 꾸준히 이행되었다.

영국의 음식물쓰레기 감축활동에서 눈여겨 볼 점은, 비영리조직이 먼저 정부의 쓰레기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목표와 관련이 있는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여러 

정부기관이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식품의 유통이나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들이 식량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과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 주요 주체 간 

협약 이행 기간이 끝나도, 이미 영국 전역의 주요 슈퍼마켓에는 식품 제조과정의 부산

물이 포장재 원료로 탈바꿈한 제품, 섭취 가능 기간과 식품의 품질 보장 기간이 달리 표

시되는 제품, 다양한 조리 옵션을 알려주는 제품들로 가득 차 있다. 대학가 공터에서는 근

교지역 농민들이 수확한 후 판매하지 못한 식재료로 햄버거나 피자를 즉석에서 요리해

주거나 수제가공식품을 가져와 저렴하게 팔기도 한다. 일상적이고 사소한 식품 구매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식량자원의 순환적 이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 효과

를 경험토록 하는 등의 친환경적 마케팅은 영국 사회의 식량낭비 감축을 위한 작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현재까지 벌여온 영국의 음식물쓰레기 감축 활

동이 동력을 유지하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 구성원의 쓰레기 배출 실태와 감축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캠페인과 교육, 마케팅 기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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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식품 손실(Food Loss)

현황과 과제 *
신 유 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식품 손실에 대한 관심 증가7)

1.1. 식품 손실에 따른 자원 낭비

“식품 손실(Food Loss)”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토지, 물, 노동력, 에너지, 농자재

(비료, 농약 등) 등에 소요된 다양한 자원들과 상당한 금액이 본래 목적인 사람들을 

먹이는데 이용되지 못하고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 손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1) 조리 시 발생하는 수분 손실과 같은 자연 수축, (2) 곰팡이와 해충 또는 

부적절한 기상으로 인한 손실, (3) 음식물 쓰레기(예: 접시에 남아있는 음식)이다.

Webber(2012)는 음식물 쓰레기(Food Waste)가 미국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

한다고 밝혔다. Hall et al.(2009)은 낭비된 식량 생산에 약 3억 배럴의 석유와 미국 농업에 

소비되는 총 담수량의 25% 이상의 자원이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밖에도 음식

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식량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토지도 낭비된다.

미국의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미국

에서연간 2억 5,000만 톤의 고형폐기물(재활용 전)이 버려졌다. 이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Food Waste)는 약 14%(3,400만 톤)로 추정된다. 음식물 쓰레기의 3% 미만이 재활용되며,

* (shinys@krei.re.kr). 본고는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의 Jean C. Buzby, Hodan F. Wells, 

and Jeffrey Hyman이 발표한 “The Estimated Amount, Value, and Calories of Postharvest Food Losses at the Retail and 
Consumer Levels in the United States”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됨.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22 | 2017. 7.

나머지는 매립이나 소각장으로 보내진다. 2010년 미국의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약 13억 달러가 소요되었다(Schwab 2013). 식품 포장에 쓰인 종이 및 판지 등과 같은 

일부 재료를 재활용한 후 음식물 쓰레기는 EPA에 의해 분류된 도시 고형폐기물 중에서

단일 최대량으로 그 비중은 21%에 달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재활용 전후의 도시 고형폐기물 총량과 품목별 비중(2010년)

재활용 이전(250만 톤) 재활용 이후(161만 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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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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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가죽, 
직물 등 8%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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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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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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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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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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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가죽, 
직물 등 11%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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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18%

 정원쓰레기 
9%

음식물쓰레기 
21%

종이
17%

     자료: EPA(http://www.epa.gov/wastes/conserve/materials/organics/food/fd-basic.htm). 2012. 9. p.2에서 재인용.

1.2. 식품 손실의 부정적 외부효과

식품 손실은 식량 생산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까지 식량 공급망 전체에 걸쳐 

부정적인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발생한다. 경제학에서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나 가격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며, 크게 긍정적인 외부효과

(외부경제)와 부정적인 외부효과(외부불경제)로 구분된다.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물, 토지 및 기타 자원의 일부는 시장가격에 전혀 포함

되지 않는다.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한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축 사육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이다(Lundqvist et al. 2008). 둘째, 농기계와 트럭이 식량을 운송하며 야기

하는 대기 오염을 들 수 있다. 셋째, 농작물과 가축 생산 시 농약과 부영양화8) 유출에 

8) 인이나 질소 따위를 함유하는 더러운 물이 호수나 강, 연안 따위에 흘러들어, 이것을 양분 삼아 플랑크톤이 비정상적으로 번식

하여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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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수질 오염 및 해양과 어업 피해이다. 넷째,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관개 관행에 

따른 토양 침식 및 영양 결핍이다.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할 때 환경에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이 배출되며, 매립

시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혐기성으로 분해되어 메탄가스를 생성한다. 메탄은 이산화

탄소보다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21배나 강력하다. 모든 인간 활동에서 발생

하는 메탄 배출량의 34%가 음식물 쓰레기 매립 시 야기된다.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 

매립은 침출수를 생성시켜 매립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하수를 오

염시킬 수 있다.

1.3. 식량안보 측면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감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유엔(UN)은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9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바이오연료에 사용되는 작물을 제외한 식량 생산이 현재보다 70% 증가해야 됨을 의미

한다.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2,000만 명의 식량 안보가 불안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이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

하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굶주림과 식량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12년 미국의 

3억 5,000만 명이 넘는 인구 중 4,900만 명이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미국 가정의 

15%가 식량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6%는 식량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2. 미국의 식품 손실 현황

2.1. 식품 손실량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ERS)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미국의 소매 및 최종 소비자 

구매 단계에서 식용 가능한 4,300억 파운드의 식품 공급량에서 1,329억 파운드(31%)의

식료품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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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의 총 식품 손실량 추정(2010년)

구분 식품공급
식품 손실량

소매 단계 소비자 구매 단계 전체

단위
10억 
파운드

10억 
파운드

%
10억 
파운드

%
10억 
파운드

%

곡물 60.4 7.2 12 11.3 19 18.5 31

과일 64.3 6.0 9 12.5 19 18.4 29

  - 신선 37.6 4.4 12 9.5 25 13.9 37

  - 가공 26.7 1.6 6 2.9 11 4.5 17

채소 83.9 7.0 8 18.2 22 25.2 30

  - 신선 53.5 5.2 10 12.8 24 18.0 34

  - 가공 30.4 1.8 6 5.3 18 7.1 24

낙농품 83.0 9.3 11 16.2 20 25.4 31

  - 우유 53.8 6.5 12 10.5 20 17.0 32

  - 기타 낙농품 29.1 2.8 10 5.7 19 8.5 29

육류, 가금류, 어류 58.4 2.7 5 12.7 22 15.3 26

  - 육류 31.6 1.4 4 7.2 23 8.6 27

  - 가금류 22.0 0.9 4 3.9 18 4.8 22

  - 어류 및 해산물 4.8 0.4 8 1.5 31 1.9 39

달걀 9.8 0.7 7 2.1 21 2.8 28

견과류 3.5 0.2 6 0.3 9 0.5 15

첨가당 및 감미료 40.8 4.5 11 12.3 30 16.7 41

지방 및 오일 26.0 5.4 21 4.5 17 9.9 38

합계 430.0 43.0 10 89.9 21 132.9 31

자료: USDA/ERS(2014).

소매단계에서 손실되는 식품량은 430억 파운드(10%)이며, 최종 소비자 구매 단계에

서는 899억 파운드(21%)의 식품 손실이 발생한다<표 1 참조>. 일부 품목 데이터의 

제한으로 인해 농장에서의 식품 손실과 농장과 소매 간의 손실은 추정되지 않았다. 만약 

이러한 식품 손실이 포함되었다면, 미국에서 수확 후 식품 손실의 총량은 식품 공급량의 

31%를 초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 생산에서 소매점까지 식용 가능한 신선 

농산물의 약 12%가 먹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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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품목별로 식품 손실량을 살펴보면, 채소 182억 파운드, 낙농품

162억 파운드, 육류 가금류 어류에서 127억 파운드, 과일에서 125억 파운드가 소비(식용)

되지 않고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단계에서의 식품 손실량이 많은 상위 3개 

품목은 낙농품 93억 파운드, 곡물 72억 파운드, 채소 70억 파운드 순이다. 따라서 소매와 

소비자 단계에서 식품 손실량이 많은 품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미국의 품목별 식품 손실량 추정(2010년)

(단위: 10억 파운드)

낙농품
25.4 (19.1%)

채소
25.2 (19.0%)

과일
18.4 (13.9%)

곡물
18.5 (13.9%)

지방 및 오일
9.9 (7.5%)

첨가당, 감미료
16.7 (12.6%)

견과류
0.5 (0.4%)

달걀
2.8 (2.1%)

육류, 가금류, 어류
15.3 (11.5%)

                        자료: USDA/ERS(2014).

<그림 2>에서 2010년 소매 및 소비자 구매 단계에서 총 식품 공급량 중 1,329억 

파운드의 식품 손실(Food Loss)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량이 많은 상위 3개 

품목은 (1) 낙농품 254억 파운드(19%), (2) 채소 252억 파운드(19%), (3) 곡물 185억 파운드

(14%) 순이다. 반대로 식품 손실량이 적은 식품군은 견과류 5억 파운드(0.4%), 달걀 28억

파운드(2%), 지방 및 오일 99억 파운드(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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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매 및 소비자 구매 단계에서의 식품 손실 비교

견과류

달걀

지방 및 오일

육류, 가금류, 어류

첨가당 및 감미료

과일

곡물

채소

낙농품

소매

소비자

0         4         8         12         16        20        24        28
십억 파운드

      자료: USDA/ERS(2014).

<그림 3>은 소매와 소비자 구매 단계에서의 식품 손실을 비교하고 있는데, 지방 및 

오일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식품 손실양은 소매 단계보다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한 후 조리하는 과정(재료손질 과정)에서일부 손

실이 발생하며,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도 손실의 일부가 된다. 이밖에 냉장고에 식재료

를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손실(곰팡이, 수분 수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소매 단계에 비해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식품 손실이 많은 품목은 육류 가금류 어류

(소비자 단계 손실 비중: 83%), 달걀(75%), 첨가당 및 감미료(74%), 채소(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소매 및 소비자 구매 단계에서 미국의 1인당 식품 손실량을 보여주는데,

2010년 1인당 식품 손실량은 429파운드로 나타났다. 이 중 소매 단계에서 139파운드,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290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1인당 식품 손실량이 많은 상위

3개 품목은 (1) 낙농품 82파운드, (2) 채소 81파운드, (3) 곡물 60파운드 순이다.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품목별로 1인당 식품 손실량을 살펴보면, 채소 59파운드, 낙농품

52파운드, 육류 가금류 어류에서 41파운드가 소비(식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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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의 1인당 식품 손실량 추정(2010년)

구분 식품공급
1인당 식품 손실량

소매 단계 소비자 구매 단계 전체

단위 파운드 파운드 % 파운드 % 파운드 %

곡물 195 23 12 36 19 60 31

과일 208 19 9 40 19 59 29

  - 신선 121 14 12 31 25 45 37

  - 가공 86 5 6 9 11 15 17

채소 271 23 8 59 22 81 30

  - 신선 173 17 10 41 24 58 34

  - 가공 98 6 6 17 18 23 24

낙농품 268 30 11 52 20 82 31

  - 우유 174 21 12 34 20 55 32

  - 기타 낙농품 94 9 12 18 19 27 29

육류, 가금류, 어류 189 9 5 41 22 49 26

  - 육류 102 5 4 23 23 28 27

  - 가금류 71 3 4 13 18 15 22

  - 어류 및 해산물 16 1 8 5 31 6 39

달걀 32 2 7 7 21 9 28

견과류 11 1 6 1 9 2 15

첨가당 및 감미료 132 14 11 40 30 54 41

지방 및 오일 84 18 21 15 17 32 38

합계 1,388 139 10 290 21 429 31

자료: USDA/ERS(2014).

2.2. 미국의 식품 손실액

<표 3>은 소매 및 소비자 단계에서 미국의 식품 손실액을 보여주는데, 2010년 소매

가격 기준으로 식품 손실액은 약 1,616억 달러였다. 이 중 소매 단계에서 467억 달러,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1,149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식품 손실액이 큰 상위 3개 

품목은 (1) 육류 가금류 어류 485억 달러, (2) 채소 300억 달러, (3) 낙농품 270억 달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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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의 총 식품 손실액 추정(2010년)

구분 식품공급
식품 손실액

소매 단계 소비자 구매 단계 전체

단위 10억 달러 10억 달러 % 10억 달러 % 10억 달러 %

곡물 36.1 4.3 12 6.9 19 11.2 31

과일 62.2 5.8 9 14.1 23 19.8 32

  - 신선 37.1 4.2 11 10.4 28 14.7 40

  - 가공 25.0 1.5 6 3.7 15 5.2 21

채소 108.7 9.6 9 20.4 19 30.0 28

  - 신선 62.1 6.9 11 13.2 21 20.1 32

  - 가공 46.6 2.8 6 7.2 15 10.0 21

낙농품 91.5 8.3 9 18.6 20 27.0 29

  - 우유 20.0 2.4 12 4.0 20 6.4 32

  - 기타 낙농품 71.5 5.9 8 14.6 20 20.5 29

육류, 가금류, 어류 181.9 8.8 5 39.7 22 48.5 27

  - 육류 83.4 3.8 5 19.3 23 23.2 28

  - 가금류 73.6 2.9 4 12.5 17 15.4 21

  - 어류 및 해산물 24.8 2.1 8 7.9 32 9.9 40

달걀 10.9 0.8 7 2.3 21 3.1 28

견과류 12.1 0.7 6 1.3 11 2.1 17

첨가당 및 감미료 16.4 1.8 11 4.8 29 6.6 40

지방 및 오일 34.2 6.6 19 6.8 20 13.4 39

합계 554.0 46.7 8 114.9 21 161.6 29

자료: USDA/ERS(2014).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품목별로 식품 손실액을 살펴보면, 육류 가금류 어류 397억 

달러, 채소 204억 달러, 낙농품에서 186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량이 가장 많은 품목이 낙농품이며<표 2>, 손실액 기준으로는 육류 가금류 어류

의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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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의 품목별 식품 손실액 추정(2010년)

(단위: 10억 달러)

채소
30.0 (18.6%)

과일
19.8 (12.2%)

곡물
11.2 (6.9%)

지방 및 오일
13.4 (8.3%)

첨가당, 감미료
6.6 (4.1%)

육류, 가금류, 어류
48.5 (30%)

낙농품
27.0 (16.7%)

달걀 3.1 (1.9%)

견과류 2.1 (1.3%)

                             자료: USDA/ERS(2014).

<그림 4>에서 품목별로 식품 손실액 비중은 육류 가금류 어류가 전체의 30%로 가장

높고, 채소 19%, 낙농품 17%, 과일 12% 순 등이다. 육류 가금류 어류의 식품 손실량은 

12%로 높지 않으나<그림 1>, 손실액(소매가격) 기준으로는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육류 가금류 어류의 단가(파운드 당 금액)가 다른 품목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표 4>에서 2010년 미국의 1인당 식품 손실액(소매가격)은 연간 522달러로 소매 

단계에서 151달러,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371달러였다. 1인당 식품 손실액이 높은 상위 

3개 품목은 (1) 육류 가금류 어류 157달러, (2) 채소 97달러, (3) 낙농품 87달러 순이다.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품목별로 1인당 식품 손실액은 육류 가금류 어류 128달러,

채소 66달러, 낙농품 60달러, 과일에서 45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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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의 1인당 식품 손실액 추정(2010년)

구분 식품공급
1인당 식품 손실액

소매 단계 소비자 구매 단계 전체

단위 달러 달러 % 달러 % 달러 %

곡물 117 14 12 22 19 36 31

과일 201 19 9 45 23 64 32

  - 신선 120 14 11 34 28 47 40

  - 가공 81 5 6 12 15 17 21

채소 351 31 9 66 19 97 28

  - 신선 201 22 11 43 21 65 32

  - 가공 150 9 6 23 15 32 21

낙농품 295 27 9 60 20 87 29

  - 우유 65 8 12 13 20 21 32

  - 기타 낙농품 231 19 8 47 20 66 29

육류, 가금류, 어류 587 28 5 128 22 157 27

  - 육류 269 12 5 62 23 75 28

  - 가금류 238 9 4 40 17 50 21

  - 어류 및 해산물 80 7 8 25 32 32 40

달걀 35 2 7 8 21 10 28

견과류 39 2 6 4 11 7 17

첨가당 및 감미료 53 6 11 15 29 21 40

지방 및 오일 111 21 19 22 20 43 39

합계 1,788 151 8 371 21 522 29

자료: USDA/ERS(2014).

소비자 구매 단계에서 1인당 연간 290파운드의 식품 손실이 발생하는데<표 2>, 이는 

소매가격으로 371달러이다. 따라서 식품 손실 0.8파운드는 대략 1달러에 해당된다. 이는 

Buzby와 Hyman(2012)에서 추정한 2008년 1인당 식품 손실액 390달러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또 다른 연구인 Venkat(2012)에 따르면, 2009년 식품 손실액은 198억 달러로 1인

당 400달러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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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국 식품 손실(Food Loss)의 예상 칼로리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ERS)는 미국의 소매 및 소비자 구매 단계에서 식품 손실

(Food Loss)의 칼로리를 처음으로 예측하여 식품 손실의 크기를 원근감 있게 보여주었다.

2010년 미국에서 총 1조 1,758억 칼로리의 식품이 매일 공급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3,869억 칼로리의 식량이 소비(식용)되지 않고 버려진다.

소매 및 소비자 구매 단계에서 각각 1,423억 칼로리, 2,445억 칼로리의 식품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식품 손실은 연간 141조 칼로리에 달한다. 칼로리 손실이 높은 상위 

3개품목은 (1) 지방 및 오일 1,080억 칼로리, (2) 곡물 841억 칼로리, (3) 첨가당 및 감미료

793억 칼로리 순이다.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품목별 칼로리 손실을 살펴보면, 지방 및 오일 478억 칼로리,

첨가당 및 감미료 580억 칼로리, 곡물 513억 칼로리, 육류 가금류 어류에서 389억 칼로

리의 식품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미국의 일일 식품 손실의 총 예상 칼로리(2010년)

단위: 10억 칼로리

첨가당, 감미료
79.3 (20.5%)

견과류
3.8 (1%)

달걀
5.1 (1.3%)

육류, 가금류, 어류
47.0 (12.1%)

낙농품
33.9 (8.8%)

과일
11.9 (3.1%)

곡물
84.1 (21.7%)

지방 및 오일
108 (27.9%)

채소
13.9 (3.6%)

                        자료: USDA/ERS(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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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칼로리 기준에 따른 품목별 식품 손실은 손실량<그림 1>과 손실액

<그림 2>에 대한 비중과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림 4>에서 파운드 당 칼로리가 높은 

지방 및 오일, 첨가당과 감미료, 곡물에 대한 식품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1인당 일일 식품 손실은 총 1,249칼로리(1인당 1일 공급량 3,796칼로리 

중 손실량)로, 이 중 460칼로리가 소매 단계에서 발생하고,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789

칼로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자 구매 단계에서 품목별 1인당 

일일 식품 손실은 첨가당 및 감미료가 187칼로리, 곡물 166칼로리, 지방 및 오일이 

154칼로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미국의 1인당 일일 식품 손실의 예상 칼로리(2010년)

구분 식품공급
1인당 일일 식품 손실의 예상 칼로리

소매 단계 소비자 구매 단계 전체

단위 칼로리 칼로리 % 칼로리 % 칼로리 %

곡물 881 106 12 166 19 271 31

과일 120 10 8 28 24 38 32

  - 신선 63 7 11 21 33 28 44

  - 가공 57 3 6 7 13 11 19

채소 170 12 7 33 19 45 26

  - 신선 72 6 9 22 30 28 39

  - 가공 97 6 6 11 11 17 17

낙농품 367 34 9 75 21 109 30

  - 우유 109 13 12 22 20 35 32

  - 기타 낙농품 258 21 8 53 21 74 29

육류, 가금류, 어류 591 26 4 126 21 152 26

  - 육류 367 16 4 83 23 99 27

  - 가금류 201 8 4 35 18 43 21

  - 어류 및 해산물 23 2 8 7 31 9 39

달걀 50 3 7 13 26 16 33

견과류 83 5 6 7 9 12 15

첨가당 및 감미료 623 69 11 187 30 256 41

지방 및 오일 911 194 21 154 17 349 38

합계 3,796 460 12 789 21 1,249 33

자료: USDA/ERS(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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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 손실 감축을 위한 식품 재생 계층구조(Food Recovery 
Hierarchy)

2010년 미국의 소매 및 소비자 단계에서 약 1,330억 파운드의 식품이 먹지 않고 버려지고 

있는데, 이는 소매가격으로 1,616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식품 손실(Food Loss)을 칼로리로 

환산하면 141조 칼로리가 되며, 이는 미국의 연간 식품 손실이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양적 가치를 지닌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ERS)의 식품 손

실 추정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낮을 수 있다. 가령, 콩 두유 코코넛 밀크 등 다수의 

식품이 분석 시스템(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식품에 대한 손실은 고려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ERS의 식품 손실 추정치가 높을 수도 있는데, 품목별 식품 손실 추정치 중 

일부는 특히 소매 단계에서 높을 수 있다. ERS 식품 손실 추정치는 식품 손실에 잔존

가치나 경제적 사용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식품 손실이 동물 사료나 에

너지 생성과 같은 다른 경제적 용도로 전환될 경우 잔여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사람이 소비하지 않는 가용 식품에 대하여 선호 단계별로 식품 재생 계층구조(Food

Recovery Hierarchy)를 개발하였다.

실제 식품이 재생되는 계층구조를 그려보면, 가장 첫 단계는 과잉 생산되는 식품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모두가 쉽게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

지 않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식료품 목록 작성, 소모품 목록 

작성, 적은 수의 구매와 같은 간단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낭비되는 식품의 흐름을 효

과적으로 방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다음 단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생성되는데, 두 번째 대안은 생산/유통/소비의 전 단

계에 걸쳐 식용가능한 건전한 식품을 회수하여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

는 것이다. 2014년에 3,800만 톤이 넘는 식품이 미국에서 버려지고 있다. 동시에 미국 농무

부에 따르면, 2015년 미국 가정의 약 13%가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로 매립되고 있는 식품의 많은 경우가 실제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태이다. 우

리는 이러한 건전한 식품을 수거하여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

의 리더(leader)가 될 수 있다. 건전한 식품을 기부함으로써 우리는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에

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감소함으로써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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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식품 재생 계층구조(Food Recovery Hierarchy)

식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분배

생산 자체를 줄이기

가축/애완동물 사료화

산업적 이용

퇴비화

소각 및
매립

                           자료: USDA/ERS(2014).

세 번째 대안은 가축과 애완동물을 위한 사료를 만드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농부들은 

수세기 동안 이것을 해오고 있다.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만으로 누구나 동물(가축)에게 먹고

남은 음식물을 줄 수 있다. 동물(가축)을 위한 식품 기부는 농부와 기업의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해 준다. 기업은 애완동물이나 가축의 사료를 만드는 생산자나 동물원에 여분의 식품을

기부할 수도 있다. 동물을 먹이고, 환경을 도우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

네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에너지 생성 등 산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러한 대안들은 자원을 절약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예

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농업 폐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연료 및퇴비

(비료) 등을 생산하는 혐기성 소화조(Anaerobic Digesters)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다.

다섯 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는 토

양을 개선시키고 차세대 작물을 재배가능하게 해주며, 수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준다.

미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퇴비는 2013년 184만 톤(식품의 5%)에서 2014년 194만 

톤(식품의 5.1%)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퇴비화를 통해 2,300만 톤 이상의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되었다. 식품 퇴비 수집 프로그램은 2014년 280만 가구에서 이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나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메탄가스 등)을 미치므로 최후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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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종자산업 *

하 용 현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1. 서론9)

종자는 농업의 시작이자 끝이다. 종자로부터 농업은 시작되고, 농업 활동의 결실은 

종자로 마무리된다. 종자의 중요성은 축산업과 수산업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얻기 위해 사료곡물이라는 형태로 경종이 이루어진다. 이런 만큼 종자는

농업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업에 있어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는 일은 단 한순간도 중요한 지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자가 채종이 이루어지던 과거에도 뛰어난 품질의 생산물은 다음 해 농사를 위해

보관되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매년 새로운 종자가 개발되고 있으며, 종자만을 전문적

으로 취급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출현하였다. 종자 무역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으며,

종자로 인해 발생하는 로열티 규모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 종자산업에 재료

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이 결합하면서 종자산업은 융 복합 산업이 되었고, 전 세계적인

종자 확보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수한 종자 확보가 곧 농업생산성 확보로 이어

지기 때문이다.

 * (leftover@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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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시장이 큰 국가로는 미국, 중국, 프랑스, 브라질, 인도 등이 있으며, 특히 인도의 

종자시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세계적인 농업 생산국이자 인구 10억의 농산물

소비국으로서, 쌀 과일 채소 콩 등 품목에서 높은 생산량과 소비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최근에서야 자급자족의 형태에서 벗어나 영리적인 성격의

영농으로 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인도의 종자시장은 향후 전 세계 종자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인도의 종자시장

2.1. 개황

인도는 미국, 중국, 프랑스, 브라질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의 종자시장을 갖고 있다. 미국

의 120억 달러나, 중국의 99억 5,000만 달러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일본의 20억 달러와 

유사한 규모이며, 독일이나 터키, 네덜란드보다 큰 시장을 갖고 있다. 한편, 한국의 

종자시장 규모는 4억 달러 수준으로, 인도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시장임을 알 수 있다.

표 1.  국가별 종자시장 규모

국가 시장규모(백만 달러) 국가 시장규모(백만 달러)

미국 12,000 호주 400

중국 9,950 한국 400

프랑스 2,800 멕시코 350

브라질 2,625 체코 305

인도 2,120 헝가리 300

일본 2,000 대만 300

독일 1,350 폴란드 280

아르헨티나 1,170 스웨덴 250

이탈리아 990 루마니아 220

터키 767 덴마크 218

스페인 750 그리스 200

네덜란드 590 벨기에 185

러시아 500 핀란드 160

영국 450 오스트리아 145

남아공 428 이집트 140

자료: ISF(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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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종자시장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도의 주요 생산물인 목화가 전체의 28%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과일-채소 종자시장이 전체의 14%, 옥수수가 11%, 쌀이

6% 수준이다<그림 1 참조>. 한편, 인도 재배 목화는 대부분이 몬산토 社의 GM 목화

이며, 지난 2002년 몬산토 社와 인도 마히코 社 합작으로 인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인도

전체의 목화밭 면적은 1,000만 ha 이상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면섬유 수출량은 세계 

최대 규모이다. 이러한 시장 규모로 인하여 인도 정부와 몬산토 社 간 목화 종자의 

기술이전과 로열티 문제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1.  주요 농작물별 종자시장 규모(2014)

기타
41%

목화
28%

쌀
6%

과일･채소
14%

옥수수
11%

                                    자료: Seednet India Portal(seednet.gov.in).

2002년 몬산토 社의 GM 종자가 도입된 이래로 인도의 목화 생산량과 단수가 꾸준히

증가하여왔다. 2002-03년 기준 목화 단수(lint1) 기준)는 302kg/ha 수준이었으나, 2007-08년

521kg/ha를 기록한 이후 계속하여 500kg 이상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생산량 역시 

2003-04년 1,360만 베일(bale)2)에서 2015-16년 4,000만 베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인도는 최대 목화 생산 국가이며, 경쟁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목화 생산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3) 향후 인도는 최대 목화 생산지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갈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인도 정부가 목화종자 생산기업에게 취한 일련의 입장들을 고려

해볼 때, 인도 정부는 목화 종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 목화씨 표면에 생성된 긴 섬유를 일컬으며, 면사의 원료가 됨. 목화에서 씨앗 등을 제거한 후 원면(lint)만을 추출하여 

목화의 생산량을 측정함.

2) 베일(bale)은 한 단을 나타내는 단위로 면화 생산량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1bale은 약 480lb의 무게를 가짐.

3) IBEF(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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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목화 생산성 및 생산량 추이

연도 단수(lint kg/ha) 생산량(백만 베일)

2003-04 302 13.6

2004-05 399 17.9

2005-06 470 24.3

2006-07 472 24.1

2007-08 521 28.0

2008-09 554 30.7

2009-10 524 29.0

2010-11 503 30.5

2011-12 517 33.9

2012-13 493 35.3

2013-14 518 36.5

2014-15 552 37.5

2015-16 537 40.0

자료: ICAC(International Cotton Advisory Committee), CCI(The Cotton Corporation of India).

NSAI(National Seed Association India)에 따르면, 2011-16년 5년 동안 인도 종자산업의 

CAGR(연평균성장률)은 12% 수준으로, 전 세계 종자시장의 CAGR인 6-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종자시장의 성장 요인은 농민들이 자가채종 방식에서 종자를 

구매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특히 목화, 옥수수, 채소 등 인도 

농업 생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들은 교잡종 종자로의 교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3.  2020년 각 품목별 교잡종 종자로의 교체율 예상

품목 목화 옥수수 벼 채소

교잡종종자 교체율 95% 50% 5% 60-90%

자료: Seed Times. 2016. Vol.9.

한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다수의 인도 종자기업들이 설립되고 있으며, 거대 글로벌

종자기업들도 인도 종자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지난 2000-01년, 201개소에 불과하던 

인도 종자회사와, 68개소였던 다국적 종자회사는 2011-12년 인도 종자회사 662개소,

다국적 종자회사 309개소로 크게 증가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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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종자 생산부문

최근 10년간 인도의 종자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1-12년 기본종, 원종,

보급종 모든 분야에서 생산량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2015-16년

생산량은 2005-06년 생산량 대비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시장에 공급

되는 보급종의 생산량은 2005-06년 약 141만 톤 수준에서, 2015-16년 기준 약 344만 톤

으로 200만 톤 이상 증가하였다.

표 4.  분류별 종자 생산량
(단위: 톤)

구분 기본종5) 원종6) 보급종7)

2005-06  6,823  78,000 1,405,000 

2006-07  7,382  79,654 1,481,800 

2007-08  9,196  85,254 1,943,100 

2008-09  9,441  96,274 2,503,500 

2009-10 10,683 114,638 2,797,200 

2010-11 11,921 180,640 3,213,592 

2011-12 12,338 222,681 3,536,200 

2012-13 11,020 161,700 3,285,800 

2013-14  8,229 174,307 3,473,130 

2014-15  9,849 157,616 3,517,664 

2015-16  8,621 149,542 3,435,248 

자료: State of India Agriculture.

한편, 교잡종(F1) 종자의 수요량과 가용량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도에서 생산

되는 주요 품목인 벼, 옥수수, 팥수수 등 품목의 교잡종 종자 수요량과 가용량을 살펴

보면 2012-13년 기준 벼의 교잡종 종자 수요량은 3만 1,600톤 규모인 반면, 2015-16년 

기준 수요량은 약 3만 8,500톤 규모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옥수수의 교잡종 종자 수요

량은 9만 7,000톤 규모에서 10만 1,600톤 규모로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팥수수, 기장,

인도콩, 해바라기, 피마자(아주까리) 등 품목에서 교잡종 종자의 수요량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4) Seed Times. 2016. Vol. 9.

 5) Breeder seed. 품종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배관리가 가능한 육종가 및 시험기관에서 육종하고 생산한 종자.

 6) Foundation seed. 품종의 순도와 유전적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조건 하에서 기본 종자를 재배하여 생산한 종자.

 7) Certified/Quality seed. 원원종이나 원종의 후대로서 대량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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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도 교잡종 종자 수요량과 가용량 추이
(단위: 천 톤)

구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수요량 가용량 수요량 가용량 수요량 가용량 수요량 가용량

벼 31.6 31.4 42.8 34.2 15.1 19.5 38.5 61.4

옥수수 97 103.5 94 96.6 93.5 106.9 101.6 120.5

팥수수(Jowar) 13.3 14 7.9 10.2 15.6 19 17.7 20

기장(Bajra) 24 27.1 23.6 33.2 21 24.8 24.1 26.6

인도콩(Arhar) 0 0 0 0 0.1 0.1 0.1 0

해바라기 6.4 6.6 4.9 5.4 2.9 3 4.4 4.6

피마자(Castor) 4 4.3 3.4 4.3 7.1 8.4 6 6.1

목화 22.4 25.4 15.9 17.9 17.9 21.7 18.7 19.8

합계 198.7 212.3 192.5 201.8 173.2 203.4 211.1 259.0

자료: State of India Agriculture.

2.3. 종자 수출입 부문

최근 인도의 종자 수출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수입액 2,050만 달러,

수출액 6,340만 달러 규모에서 2012년 수입액 1억 760만 달러로, 수출액은 4억 5,310만

달러 규모로 까지 성장했다. 2015년 인도의 종자 수입량은 1억 5,590만 달러, 수출액은 

4억 9,660억 달러 규모로, 수출액이 3배가량 높은 상황이다.

표 6.  인도 종자시장 총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입액 수출액

2001  20.5  63.4

2002  27.7  66.8

2003  27.1  51.1

2004  28.3 124.5

2005  46.1  74.6

2006  43.7 119.9

2007  62.7 172.5

2008  69.3 353.6

2009  84.9 220.4

2010  85.2 217.6

2011  94.9 289.9

2012 107.6 453.1

2013  97.0 544.3

2014 139.2 583.9

2015 155.9 496.6

자료: ITC Trade Map. Genev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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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화훼 곡물 종자의 수출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량은 채소종자 2,340톤,

곡물종자 2만 5,643톤, 수출량은 채소종자 5,709톤, 곡물종자 2만 3,310톤으로, 채소종자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지만 곡물종자는 수입량이 더 많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채소종자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지만 곡물종자의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13배 이상 

많다. 화훼종자의 수출입 물량은 곡물과 채소 종자의 수출입 물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7.  채소･화훼･곡물 종자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2014-15)
(단위: 톤, 백만 달러)

구분
수입량 수출량

채소종자 화훼종자 곡물종자 채소종자 화훼종자 곡물종자

인도
중량 2,340 5 25,643 5,709 175 23,310

금액 67 6 32 44 2 416

미국
중량 15,854 527 275,321 14,526 728 320,545

금액 383 71 832 581 70 981

일본
중량 4,703 188 44,660 1,100 51 7,645

금액 121 21 106 94 23 40

중국
중량 10,044 38 47,000 4,251 453 35,500

금액 152 11 134 176 9 77

한국
중량 2,547 287 30,000 545 - 3,900

금액 79 6 35 39 - 12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인도의 주요 수출종자로는 쌀과 옥수수, 목화, 콩, 해바라기씨, 토마토, 양배추, 멜론 

등이 있다. 주요 수출 시장으로는 쌀(1,230만 달러)은 방글라데시와 네팔, 옥수수(2,910만

달러)는 방글라데시와 태국, 목화(27만 달러)는 미얀마와 한국, 대두(820만 달러)는 캐나다와

미국, 해바라기씨(430만 달러)는 파키스탄과 영국, 토마토(1,160만 달러)는 네덜란드와 

미국, 양배추(100만 달러)는 파키스탄과 세네갈, 수박을 포함한 멜론(80만 달러)은 미국과 

네덜란드 등이다.8)

한편 인도의 환경과 국내 종자시장을 고려해 볼 때, 고추 종자시장이 우리나라 업체

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인도의 고추 재배면적은 약 173만 ha로9) 우리

나라의 고추 재배면적인 약 6만 2,000ha 대비 약 28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넓은 

 8) NSAI. 2013년 기준.

 9) NSAI. 2014-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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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을 소화하기 위해 인도는 매년 고추 종자를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되는 고추 

종자의 대부분이 태국산 고추 종자이며, 기타 칠레, 대만, 그리고 한국에서 일부분을 

수입하고 있다.10) 현재 한국산 고추 종자의 수입 점유율은 3% 수준으로, 향후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한 고추종자의 개발과 현시 시장 조사가 수반된다면, 인도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인도에서 무 재배 면적은 185만 ha이며,11) 인도의 무 종자 수입

량의 74%가 한국산임을 고려하여 볼 때, 인도 무 종자시장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인도에서는 중국산 무 종자를 사용

하는 농가는 거의 없는 상황이나, 최근 중국 내에서 한국산 종자를 카피한 중국산 종자가

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상황이 인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림 2.  인도의 무 종자 주요 수입국(2012-13)

 (단위: 톤,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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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APEDA(The Agricultural and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인도는 종자의 대형 수입국이자 수출국이기도 하다. 인도의 전 세계 대상 수출액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중 채소 종자 수출액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 610만 달러

수준이었던 채소종자 수출액은 2010년 2,200만 달러 규모로 증가한 이후, 2014년 4,

4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13번째에 해당하며, 이러한 인도 채소 

종자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 2013.

 11) 2014-15 기준. N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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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도의 채소종자 수출액 증가추세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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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NSAI(National Seed Association of India).

한편 최근 들어 인도는 아프리카에 많은 양의 채소종자를 수출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아프리카 대륙으로 수출된 인도 종자는 약 3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0년 34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3년 97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10년 이후 아프리카 대륙으로의 채소

종자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채소 종자를 수출한 나라

중 6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아프리카 대륙으로 수입되는 채소 종자 중 4.65%를 차지

한다. 인도의 아프리카 대륙 수출량은 채소 수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 시장으로의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인도의 채소종자 아프리카 수출액 증가추세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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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NSAI(National Seed Association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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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아프리카 대륙으로 수출하는 채소 과일 종자들은 주로 케냐, 탄자니아, 남

아프리카 공화국, 수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현재의 수출량은 아프리카 

대륙의 채소 과일 종자시장 잠재력에 비해 다소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되며,12) 향후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 채소종자의 케냐 수출량은 

117.5톤,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출량이 64.8톤, 수단 수출량은 49톤 수준이다.

  표 8.  인도 채소･과일 종자의 주요 수출 대상국(아프리카 대륙 내)

(단위: 톤)

구분 2013-14 2014-15 2015-16

케냐 52.1 48.5 117.5

탄자니아 2.9 6.0 22.5

남아프리카공화국 46.1 78.2 64.8

우간다 20.6 10.1 18.6

수단 796.9 90.5 49.0

세네갈 0.6 2.2 3.5

리비아 0.0 0.0 25.0

모잠비크 0.7 0.0 10.1

자료: APEDA(The Agricultural and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표 9.  인도의 과일-채소 종자의 수출국별 비중(2014-15)

수출국가 비중(%)

방글라데시 15.9

파키스탄 15.2

미국 14.3

네덜란드 11.1

일본 4.7

케냐 3.5

한국 3.5

태국 3.3

싱가포르 3.3

프랑스 2.7

기타 22.5

자료: NSAI(National Seed Association of India).

12) Seed Times, 2016. Vo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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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수출하는 종자 중 채소와 과일 종자의 주요 수출 대상 국가별 비중을 살펴

보면, 방글라데시가 15.9%로 가장 높고, 파키스탄이 15.2%, 미국이 14.3%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4.7%, 한국은 3.5% 수준에 머물고 있다.

2.4. 인도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

인도 정부는 농업 생산자에게 편리하고 시기적절한 농업신용을 제공하기 위해 NABARD

(National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를 통해 1998년부터 KCC(Kisan Credit

Car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업생산자가 종자와 같은 농업 투입재의 구매를 

보다 원활하게 하여 농업 생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농업생산자들은 키산 신용

카드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표 10.  인도 농업부의 각 부문별 승인 사업 수와 예산 비중(2014-15)

분야 프로젝트 수(개) 예산(루피, 천만) 비중(%)

작물 개발 136 2,415.3 21.1

원예 302 1,203.6 10.5

양잠 68 115.2 1.0

축산업 288 1,099.4 9.6

교육사업 69 311.1 2.7

수산업 153 327.0 2.9

조직화 35 279.8 2.5

병충해 관리 31 45.4 0.4

종자 81 627.5 5.5

비료 25 93.9 0.8

농업기계화 105 952.6 8.3

외연확대 86 338.5 3.0

마케팅 및 수확 후 관리 83 518.3 4.5

비농가 계획 45 97.9 0.9

정보기술 9 94.7 0.8

연구조사 159 208.7 1.8

천연자원 관리 98 867.3 7.6

소규모 관개 125 1,408.0 12.3

유기농업 54 114.1 1.0

유가공 산업 72 302.0 2.6

합계 2,024 11,420.07 100.0

자료: State of India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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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농업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종자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81개의 개별 프로젝트와, 62억 7,500만 루피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인도 농업부 전체 

예산의 약 5.5%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산업(2.9%), 조직화 사업(2.5%), 마케팅 및 수확 후

관리(4.5%) 등 분야에 비하면 높은 비중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NSAI(National Seed Association of India)나, APSA(Asian and Pacific Seed

Association), ISF의 국제 종자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 종자무역에서 인도 정부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NSAI에서는 Seed Times라는 간행물을 발행하는 등, 종자산업 

현황과 기술수준, 교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당 간행물에서는 세계 종자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들과,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소개, 인도 종자시장의 문제

점과 개선방향 및 세계 종자기준과 관련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종자 자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 종자는 ‘인도

종자의 최소 인증 기준13)’ 에 의해 검정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일반 종자 검정기준’14)과

‘특수 곡물 검정 기준15)’으로 세분화되어, 종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

지고 있다.

그림 5.  인도 NSAI에서 발간하는 Seed Times

  자료: NSAI(National Seed Association of India).

13) India Minimum Seed Certification Standards.

14) General Seed Certification Standards.

15) Specific Crop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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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인도의 종자 시장에서 핵심 종자는 목화 종자로 볼 수 있다. 목화종자는 다른 종자와는

달리 교잡종(F1) 종자의 보급률이 95%를 넘어, 자가채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이 

되었다. 재배면적 또한 세계 최대 규모에 이르러 다수의 글로벌 종자기업들이 인도의 

목화 종자 시장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교잡종 종자의 보급, 목화재배면적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종자 사용과 관련한 로열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인도 정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또한 해외 종자 사용이 빈번하며,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로열티 또한 무시 못 할 수준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배추와 같은 품목에서 수입 종자가 확대 보급되고, 그 

점유율이 90%를 넘기거나 하는, 즉 인도의 목화시장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부

유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기후와 소비자 성향에 맞는 한국산 종자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해외 시장 개척과 유지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고추는 대표

적인 환금성 작물로서 종자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인도의 고추 재배 면적은 우리나라의 

28배 수준으로, 고추 종자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태국산 종자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적절한 품종 개발과 보급사업이 이루어

진다면 새로운 종자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인도의 무 종자시장

에서의 한국산 종자의 점유율은 74% 수준으로, 한국산 종자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중국에서 한국산 종자를 카피한 

중국 종자들이 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 시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신규 시장 개척에 있어, 제3세계에 대한 눈길이 필요하다. 인도는 종자 시장 개척을

위하여 아프리카 대륙으로의 종자 수출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며, 인도산 종자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자산업은 선점이 중요한 만큼 우리나라도 종자산업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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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종자산업 *

임 채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서론

종자산업은 농업의 가장 중요한 원천 사업이다. 만약 우량종자를 확보 개발하지 못하여 

수입에 의존한다면, 일국의 농업은 외국(기업)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종자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 종자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자국에서 대규모 식량 위기가 촉발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터미네이터 종자1)의 출현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세기 이후 글로벌 종자기업은 전략적 제휴나 M&A를 통하여 기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산업 내 기업은 점차 소수화 거대화되고 있으며 산업 구조는 과점 형태로 변화

하고 있다. 2007년 기준 세계 10대 기업의 점유율이 1996년에는 14%였으나, 2004년에는 

49%로 증가하고 2007년에는 67%까지 상승하여 매출액은 14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박기환 외 2010)2). 소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함에 따라 향후 종자산업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글로벌 종자기업이 각 국가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종자 시장의 변화 속에서 2016년 2월 중국의 중국화공집단공사(中国化工集
团公司 CHEMCHINA, 이하 중국화공으로 약칭)는 스위스의 신젠타를 인수 합병하였다.

* (herolch@krei.re.kr).

1) 터미네이터 종자는 현재 세대에서만 발아하며, 다음 세대에서는 발아 되지 않는 씨앗을 의미함.

2) 세계 5대 종자기업은 몬산토(23%), 듀폰(15%), 신젠타(9%), 리마그레인 그룹(6%), 랜드 오 레이크(4%) 순임(박기환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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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중국은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원천기술을 다수 확보하였다. 신젠타의 원천기술과

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종자의 다양성, 소비시장이 결합됨에 따라 향후 중국은 종자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신젠타가 중국화공에 인수됨에 따라 한국의 종자산업은 중국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맺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신젠타글로벌이 중국화공에 인수

되면서 신젠타코리아3) 역시 중국화공에 인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중국화공이 국내 종자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중국화공의 신젠타글로벌 인수 합병 이후에도 신젠타코리아의 독립성과 경영권을

보장4)한다는 내부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5)6) 따라서 향후 신젠타코리아는 큰 변화 없

이 국내에서 독자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젠타의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국내 종자산업이 중국의 종자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었다는 점은 향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중국 종자산업의 발전 과정과 최근 10대 이슈

2.1. 발전 과정7)

중국 종자산업의 시장화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늦은 편으로,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시작되었다. 1978년 이후 중국 종자산업은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제1단계는 계획관리 체제 단계(1978년 이전)이다. 제1단계는 중국의 9.5규획 이전으로 

중국 종자산업은 완전한 계획관리 체제 아래에 있었다. 과학연구, 품종 번식, 보급 및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종자산업 발전은 더딘 편이었다.

제2단계는 산업 형성 단계(1978-1995년)이다. 중국에서 ‘종자공정’을 실시한 이후 

종자산업은 산업의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하였다. 종자산업은 점진적으로 시장화되었으며 

3) 신젠타코리아의 설립 연혁은 다음과 같음. 1997년 노바티스 그룹의 서울 종묘 인수, 2000년 노바티스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분리 

합병 이후 신젠타 탄생, 2001년 신젠타글로벌의 신젠타코리아 설립 출범

4) 신젠타코리아의 기업 상호 명에 변화가 없었으며, 기존 인력 고용이 승계되었음. 또한 기존의 신젠타코리아는 신젠타차이나와 

교류 협력이 많지 않았음.

5) 신젠타코리아는 중국화공이 경영권을 보장하였고, 최대 주주가 되어 국내 경영 환경 안정성이 진전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였음. 

신젠타코리아는 경영 환경이 안정됨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경영 전략을 수립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6) 신젠타코리아 전화 인터뷰 결과(인터뷰 일시: 2017년 6월 7일).

7) 박기환 외(2010), 정정길(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2015)를 참고하여 보완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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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가 정비되었고 종자 관련 기업이 설립되었다. 이때부터 종자의 생산-가공

(보급)-소비 등 가치사슬망이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제2단계 시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1978년부터 중국 정부가 행정 구역을 기본 

단위로 중앙급, 성급, 지급, 현급이 서로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때 약

2,700여 개의 종자회사가 설립되었고, 2,000여 개의 종자기지와 6만여 개의 향진(乡镇)

종자공급소가 건설되었다. 중국 국무원은 1989년 “종자관리조례”를 공식 발표하였고,

이어 1991년 중국 농업부는 “실시 세칙”을 발표하였다. 해당 시기에 교배종 옥수수 벼

유채 육종이 시작되었고 면화와 각종 채소 작물도 육종되었다.

제3단계는 전환 발전 단계(1995-2000년)로 종자공정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확립되고 관리감독 또한 강화되었다.

1995년 전국 농업종자업무회의에서 종자공정의 확대 추진이 결정되었다. 이때 30억 

위안에 달하는 투자가 이루어져 국가농작물개량센터와 분소, 국가급 원종장, 농작물 

종자품질검사센터, 국가재난구조 재해대비 종자저장고, 농작물 품종구역시험소, 종자

번식기지, 종자 가공센터, 농작물품종자원보호구가 건립되었고 종자 생산 능력도 향상

되었다. 1997년 중국 국무원은 “식물신품종보호조례”를 공표하고 1999년 농업부가 시행

세칙을 제정하였다. 중국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하여 농작물 품종 

지적재산권 보호법률 체계를 도입하였다.

제4단계는 산업화 발전 단계(2000년 이후)이다. 이 시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관리감독 

위주로 전환되었고 시장화가 정착되었다. 중국 종자기업은 외국 종자기업과 교류 협력

하였고 동시에 규모화가 진행되어 경영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된다.

2000년에는 종자법이 제정되어 종자회사의 경영 범위, 자본 등록, 종자 품종 심사 

결정, 등기 등록, 품종 보호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규정되었다.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도태 합병되었고 종자기업은 규모화가 진행되었다. 종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의 

종자 산업은 시장화 단계에 본격 진입하였다. 2006년 국무원은 “종자관리체제개혁추진

및 시장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을 공표하여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고 종자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방침을 만들었다.8) 동시에 중국 당국은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

하고 종자시장의 관리, 감독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중국 종자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0년 250억 위안에서 2006년 말 500억 위안으로 2배

증가하였고, 옥수수, 벼, 유전자변형 면화, 채소 오이 화훼 종자는 중국 종자시장의 

8) 2000년대 초 등록된 종자경영기업은 7,300여 개, 종자소매상은 약 18만 호, 종자의 육종, 번식, 판매를 일체화한 기업은 100여 

개로 종자 수출입 권한을 갖고 있는 기업은 70여 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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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를 차지하였다. 2001년 부급(국가급) 종자기업은 12개였으나 2008년에는 100여 개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말 외자기업은 49개로 이들은 독자기업, 합자기업, 중외합자,

중외합작 등 다양한 형태로 중국 내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었다.

2.2. 최근 중국 종자산업의 10대 이슈9)

 (1)‘13.5’규획에 종자산업 육성 고려

2016년 7월 28일, “종자산업 자주혁신”이 <13.5 국가과학기술혁신규획>(《“十三五”

国家科技创新规划》)의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포함되었다. 향후 종자산업은

<국가과학기술중대전문13.5발전규획>(《国家科技重大专项“十三五”发展规划》)의

핵심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종자산업은 농작물, 동물, 임업, 미생물의 4대 영역을 

중심으로 분자설계, 육종 등의 현대 종자산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의 식량안전

전략의 기틀을 마련한다. 농작물, 축수산업 및 임업과수와 화훼업을 중심으로 우수 종자를

발굴하고 재배 과정을 체계화한다. 또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대규모 시범 재배 및 종자

가공 등의 핵심 기술을 강화한다. 고생산, 고효율, 고품질의 우량종자를 개발하고 경쟁

력을 갖춘 종자기업을 육성하여 중국 종자산업의 자주성과 혁신 역량을 향상시킨다.

(2) 신종자법(新种子法) 시행   

2016년 1월 1일, 신종자법이 시행되었다. 신종자법은 시장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며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권한을 하부에 이양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 직제 개편과 

업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신종자법이 실시됨에 따라 주요 농작물종자심사방법

(主要农作物品种审定办法), 주요농작물이외종자등기방법(非主要农作物品种登记
办法), 종자품질자원관리(种质资源管理), 종자품질감독표본검사(种子质量监督抽查)

등 관련 세칙이 실시(예정)된다.

(3) 종자산업 기술 혁신체계 구축

2016년 7월 8일 농업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교육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등 관련

부처는 ‘종자산업 인재발전 및 과학기술연구성과권익개선시범사업확대에 관한 지도

9) 중국 농민일보의 2016 종업 10대 사건(2016种业十大事件)을 번역 정리하였음

(http://paper.sdkjb.com/shtml/sdkjb/20170102/92863.shtml: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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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关于扩大种业人才发展和科研成果权益改革试点的指导意见)’을 발표하였다.

시범 사업의 목표는 중국 종자산업의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융합을 확대하여 현대적기

술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 내용에는 종자산업 인재의 발전을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평가 분류에 관한 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합법적이고 정당한 공유를 촉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연구

자의 연구 의지 실현, 과학기술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 성과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시범 사업은 2020년까지 과학기술 연구 조직을 대상으로 기초성, 공

익성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을 주체로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4) 종자의 심사･관리제도 시행

2016년 5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농업식물품종보호목록(中华人民共和国农业植
物品种保护名录)’이 발표되었고 2016년 8월 15일에는 ‘주요농작물품종심사방법(主要
农作物品种审定办法)’이 시행되었다.

전국 농업기술 홍보서비스중심(국가급)에서 실시한 주요 농작물(옥수수, 벼, 보리 등)

심사건수는 114건이었고 이 중 113건의 심사가 통과되었다. 2016년 말까지 신품종 보호

목록에 포함된 재배 작물(원예 작물 포함)은 45종이었다.

(5) 종자기업의 생산･경영 일체화

신종자법의 실시에 따라 종자 생산 및 경영 허가 관리제도가 조정되었다. 중국 농업부는

종자의 생산과 경영을 하나로 합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농작물종자생산경영허가관리

방법(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管理办法)’을 수정 발표하였고 2016년 8월 15일부터 시행

되었다. ‘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 심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 생산 허가증과 종자기업 경영 허가증이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으로 통합된다. 둘째, 지방의 우량종자 생산과 경영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생산경영허가증 심사 권한을 성급 이하 농업 부서로 이양한다. 일반 작물의

종자생산경영허가증 심사 권한은 현급 농업주관 부서로 이양된다. 셋째, 기존에 시행되었던

기업 자금, 고정자산의 선증명후관리 심사를 취소한다. 넷째, 종자생산경영준비 관리 

제도를 구축한다. 다섯째, 기업의 종자생산경영 문서관리 제도를 체계화한다.

(6) 농작물 종자 라벨 및 사용에 관한 관리 방법 실시

2016년 7월 8일, 중국 농업부는 농작물종자라벨 및 사용에 관한 관리방법(农作物
种子标签和使用说明管理办法)을 시범 실시하였고 2017년 1월 1일에 정식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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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을 통해 농작물 종자 정보의 진실성, 전면성, 엄격성, 추적가능성을 실현하며,

생산 경영자 및 소비자, 농민 권익 보호에 힘쓴다.

이 정책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종자 생산 경영자는 종자 생산경영자에 관한 정보,

주요 종자 특성, 적절한 재배법, 적응성 등 재배 조건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며, 사전 위험

고지, 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허위 과장 광고 및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며, 라벨 및 사용설명서에 대하여 책임(진실성)을 다해야 한다.

또한 종자 라벨의 바코드에는 품종 및 품명, 생산 경영자 혹은 수입상의 명칭, 단위 

식별 코드, 생산자 추적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옥수수 종자의 기계화 수확률 향상(중국 황회해 지역)

2016년 가을 옥수수 종자의 기계화 수확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황회해

(黄淮海)10) 지역의 옥수수 기계화 수확률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며, 몇몇 

품종의 기계화 수확률이 25% 이상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치는 신장 위구르 

및 동북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8) 전국 종자 자원의 일제 조사 실시

제3차 전국 농작물 종자 자원 일제 조사 및 수집 캠페인이 광둥성, 장수성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의 목표는 두 가지로 종자 자원의 수집 보존과 종자산업 발전

으로의 활용이다.

첫째, 종자 자원의 수집 보존이다. 《전국농작물유전자원보호 및 이용에 관한 중장

기발전규획(全国农作物种质资源保护与利用中长期发展规划, 2015~2030年)》에 

근거하면, 매년 2만 건 이상의 종자를 수집 보존해야 하며, 2030년까지 총 33만 건의 

종자를 수집해야 한다.

둘째, 수집 보존된 종자는 현대 종자산업 발전에 활용되어야 한다. 수집 보존된 종자

자원은 종자 개발에 활용되어 우량종자 육성 및 유전자 파악에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량종자 확보와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016년에 신규

수집된 전체 종자 수는 8,000만 종으로11) 현재 옥수수와 대두를 중심으로 우량 자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10) 산둥반도 유역의 중국 화북 평원 지역.

11) 옥수수 품종은 1.2만 건, 대두는 8,000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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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국의 종자기지 건설 추진

2016년도 국가 하이난, 간수, 스촨 지역의 종자기지 건설 예산이 3.3억 위안으로 책정되

었다. 하이난난판기지(海南南繁基地)는 중국 현대 종자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진기지로 종자 

육성 개발, 국가의 식량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난판과학기술 연구

개발 종자보호구를 계획 건설하여 동일한 재배 환경에서 종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난판기지를 국가 희소 전략자원 보호의 중심 기지로 만들 계획이다.

간수와 스촨 지역의 종자기지는 중국의 중요 종자개발기지이며 현재 성급(省级)

종자기지가 정식 인가되었다. 35개의 종자개발 현(县)이 지정되었고, 향후 4억 위안의 

중앙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림 1.  하이난 난판기지의 재배 지역 전경

               자료: 중국국가지리(2013).12)

(10) 종자기업 금융지원체계 구축

2016년 인민은행, 농업부 등 6개 관계 부처는 ‘현대종자산업발전금융서비스 완수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做好现代种业发展金融服务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현대 종자

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적 금융 상품 개발, 기업 융자 확대, 관련 제도 정비 등 금융 지

12) (http://www.dili360.com/cng/article/p5350c3d88208937.htm: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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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종자의 개발 육성 일체화 기업

에게 세금 감면 조치(연구개발 경영 소득, 자산 재편 등의 영역에 해당)를 실시하고, 중

국농업발전은행은 종자기업에게 신용대출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종자기업의 합병과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국종자협회는 신뢰할 수 있는 종자

기업 57개를 인증하였고 그 중 10개 기업은 ‘중국종자신용스타기업’으로 지정되었다.

3. 중국 종자산업 규모

중국 종자산업의 규모(시가 총액 추산 기준13))는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률은 기간

별로 차이가 있어서 2010년대 이후에는 성장률은 이전에 비하여 많이 둔화된 양상이다.

1999년의 중국 종자산업의 규모는 330억 위안이었으며, 2006년에는 500억 위안까지 

성장하였다. 이후 2011년에는 990억 위안으로 5년 만에 2배로 성장하였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4.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중국의 종자산업은 이전에 비하여 완만하게(연평균 성장률 4.3%) 성장하였고, 2015년도

의 시가 총액은 1,170.3억 위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1.8% 증가하였다. 최근의 중국 

종자산업은 산업 발전 초기에 비하여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그림 2.  중국의 종자산업 시가 총액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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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중국 농업부(2016)를 편집하여 인용.

13) 종자 사용량과 단가를 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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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종자산업의 품목별 규모

2015년도 중국의 품목별 종자 시가 총액 상위 5대 품목은 옥수수, 벼, 감자, 밀, 대두

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옥수수 종자 사용량은 123.9만 톤으로 시가 총액은 287.13억 

위안이었다. 벼 종자 사용량은 101.9만 톤으로 시가 총액은 180.7억 위안이었으며, 이중

교잡벼와 일반벼의 시가 총액은 각각 124.9억 위안, 55.8억 위안이었다. 감자의 종자 

사용량은 106.0만 톤으로 시가 총액은 160.2억 위안이었다.

표 1.  2015년도 중국의 품목별 종자 시가 총액

(단위: 만 kg, 위안/kg, 억 위안)

　구분 종자 사용량 단가(가중) 시가 총액

옥수수 123,866 23.18 287.13

벼 101,931 -　 180.69

  - 교잡벼(Hybrid) 25,096 49.78 124.94

  - 일반벼 76,835 7.26 55.75

감자 105,999 3.02 160.18

밀 338,585 4.54 153.83

대두 31,688 7.62 24.16

면화 10,504 - 22.30

  - 내륙 일반 면화 1,847 26.55 4.90

  - 신장 일반 면화 7,932 11.74 9.31

  - 교잡 면화 725 107.85 7.82

유채 1,697 - 12.25

  - 일반 유채 496 30.8 1.53

  - 교잡 유채 1,201 89.62 10.72

오이･채소･화훼류 - - 280.00

기타 -　 - 50.00

합계 -　 - 1,170.26

  주 1) 가중 단가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상품 종자 사용량은 천 kg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2) 감자는 종자비는 5:1로 가정하였음.

자료: 중국 농업부(2016)를 편집하여 인용.

3.2. 지역별 종자산업 규모

2015년도 중국의 종자 시가 총액 상위 5대 성시(省市)는 헤이룽장성, 허난성, 산둥성,

스촨성, 안후이성이었다. 헤이룽장성의 시가 총액은 약 77억 위안으로 옥수수와 일반벼

종자의 비중이 높았다. 허난성의 시가 총액은 69.3억 위안으로 밀과 옥수수 종자의 비중이

컸다. 산둥성의 시가 총액 57.5억 위안으로 옥수수, 밀, 감자 종자가 대부분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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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촨성의 시가 총액은 54.1억 위안으로 감자, 교잡벼의 비중이 높았다. 안후이성의 시가

총액은 53.0억 위안으로 밀, 교잡벼, 옥수수의 비중이 높았다. 안후이성은 감자를 제외

하고 모든 품목의 시가 총액이 중국의 상위 10위에 위치해 있었다.

품목별 시가 총액을 살펴보면, 교잡벼 종자 시가의 총액 순위는 후난성, 후베이성,

스촨성, 장시성, 광시좡족 자치구 순으로 컸다. 후난,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각 지역별 

시가 총액은 11억~13억 위안 수준이었다.

표 2.  2015년도 중국의 지역별･품목별 종자 시가 총액

(단위: 억 위안)

구분 교잡벼 일반벼 옥수수 밀 대두 유채 면화 감자 합계
미발표 
금액

헤이룽장성 - 15.10 46.81 - 8.81 - - 5.38 77.04 0.94

허난성 - - 21.72 38.98 1.54 0.65 0.61 - 69.28 5.78

산둥성 - - 23.46 18.86 0.67 - 2.16 11.70 57.45 0.60

스촨성 13.12 - - - 0.96 2.33 - 24.53 54.05 13.11

안후이성 10.86 3.46 9.80 21.80 3.76 0.88 0.98 - 53.00 1.46

네이멍구
자치구

- - 26.30 4.52 2.28 - - 17.95 51.61 0.56

장수성 - 15.80 - 13.66 - 0.81 1.01 - 38.63 7.35

간수성 - - - 6.78 - - 0.48 22.79 37.17 7.12

허베이성 - - 19.30 11.80 - - 2.82 - 36.67 2.75

후베이성 15.30 - - 4.94 - 2.38 2.43 - 36.18 11.13

윈난성 4.67 - 14.18 - - - - 10.43 31.93 2.65

신장위구르 
자치구

- - - 12.50 - - 10.12 - 29.57 6.95

지린성 - 1.89 25.27 - 0.54 - - - 28.06 0.36

후난성 19.23 2.38 - - - 1.12 0.39 - 27.85 4.73

구이저우성 - - - - - 0.42 - 14.70 25.76 10.64

싼시성
(陝西)

- - - 6.66 - 0.88 - 6.62 25.59 11.43

랴오닝성 - 2.35 18.68 - 0.68 - - - 25.16 3.45

광시좡족 

자치구
12.43 1.70 - - 0.57 - - - 23.33 8.63

산시성

(山西)
- - 12.21 - - - - - 18.92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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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교잡벼 일반벼 옥수수 밀 대두 유채 면화 감자 합계
미발표 
금액

장시성 12.82 2.32 - - - 0.81 0.55 - 18.51 2.01

충칭시 5.25 - - - - 0.39 - 6.90 16.48 3.94

광둥성 9.59 - - - - - - - 16.44 6.85

푸젠성 7.81 - - - - - - 6.63 15.82 1.38

저장성 - 0.89 - - 0.79 - - - 8.72 7.04

닝샤후이족 
자치구

- 1.07 - - - - - - 8.45 7.38

  주 1) 오이･채소･화훼류, 기타 품목의 시가 총액은 제외되었음.

2) 표 안의 데이터(숫자)는 어떤 지역의 어떤 품목 시가 합계가 중국의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함. 예를 들어, 

안후이성의 옥수수 시가(9.8억 위안)는 중국 전체 성/시 가운데 10위임.

3) “-”는 결측치 또는 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원문(2016년 중국 종업 발전 보고(2016年 中国种业发展报告))에서 발표 

되어 있지 않은 금액임. 본 표에서는 각 품목별 미발표 금액을 계산하여 “미발표 금액”에 기록하였음. 

자료: 중국 농업부(2016)를 편집하여 인용.

일반벼 종자 시가 총액 순위는 장수성과 헤이룽장성의 순이었으며 두 성 모두 15억

위안을 상회하였다. 옥수수 종자 시가 총액 순위는 헤이룽장성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네이멍구 자치구, 지린성, 산둥성, 허난성, 허베이성, 랴오닝성의 시가 총액은 19억~26

억 위안으로 지역 간 시가 총액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밀 종자의 시가 총액 순위는 허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장수성, 신장위구르 자치구, 허베이성 순이며 장수성, 신장위구르 

자치구, 허베이성의 시가 총액은 12억 위안 내외였다.

4. 중국의 종자 가격 및 품목별 생산 동향

4.1. 종자 가격

중국의 품목별 종자 가격(소매, kg 기준)은 다음과 같다14). 2015년도 벼와 옥수수의 

품목별 종자 가격은 각각 49.8위안과 23.2위안으로 전년대비 2.6%, 1.1% 상승하였다.

2015년도 교잡 면화 및 교잡 유채의 가격은 각각 107.9위안, 89.6위안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일반 유채, 면화, 옥수수의 가격은 20위안을 상회하였다.

14) 품목별 종자 소매가격은 지역별, 계절(시기)별로 차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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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의 품목별 종자 가격(소매, kg 기준)

(단위: 위안, 원)

구분
위안화 원화

증감률
2014 2015 2014 2015

교잡 면화 127.24 107.85 22,267 18,874 -15.24

교잡 유채 86.87 89.62 15,202 15,684 3.17

교잡벼 48.50 49.78 8,488 8,712 2.64

일반 유채 30.14 30.80 5,275 5,390 2.19

내륙 일반 면화 26.61 26.55 4,657 4,646 -0.23

옥수수 22.93 23.18 4,013 4,057 1.09

신장 일반 면화 14.99 11.74 2,623 2,055 -21.68

대두 7.65 7.62 1,339 1,334 -0.39

일반벼 7.22 7.26 1,264 1,271 0.55

밀 4.65 4.54 814 795 -2.37

감자 2.97 3.02 520 529 1.68

  주: 환율은 1위안=175원으로 가정.

자료: 중국 농업부(2016)를 편집하여 인용.

4.2. 품목별 종자 생산 동향

(1) 옥수수

옥수수 종자의 재배 면적은 2003년 이후 2차례 크게 등락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추세였다. 2003년의 재배 면적은 450만 무亩(30만 ha)였고 2006년에는 487만

무(32만 4,667ha)까지 증가하였다. 2008년도 재배 면적은 2년 만에 187만 무(12만 4,667

ha)가 감소하여 300만 무(20만 ha)를 기록하였다. 이후 2012년까지 지속 증가하여 435만 

무(29만 ha)를 기록하였다. 이후 2년 간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는 294만 

무(19만 6,000ha)였다. 2015년도 중국의 교잡 옥수수 종자 재배 면적은 342만 무(22만 

8,000ha)로 2014년 대비 16.3% 증가하였다.

옥수수 종자의 생산 단수(kg/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도 1무 당 생산

단수는 224.7kg이었다. 2015년 현재 교잡 옥수수 종자 생산량은 109.7만 톤으로 2014년에

비해 6만 톤이 증가하였고 생산 단수는 320.5kg이다.

중국의 중서부 지역인 간수성, 신장위구르 자치구, 닝샤후이족 자치구는 중국 옥수수

종자의 주요 산지이다. 간수성과 신장자치구의 재배 면적은 253만 무(16만 8,667h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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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국의 옥수수 종자 생산 추이(2003-2015년) 표 5.  중국의 지역별 옥수수 종자 생산 현황(2015년)
  (단위: 만 무, 억 kg, kg/무)   (단위: 만 무, 억 kg, kg/무)

　구분 재배 면적 생산량 생산 단수

2003 450 12.2 271.1

2004 405 9.1 224.7

2005 423 12.2 288.4

2006 487 15.2 312.1

2007 345 10.5 304.3

2008 300 10.2 340.0

2009 376 13 345.7

2010 388 11.5 296.4

2011 410 13.6 331.7

2012 435 15.7 360.9

2013 384 13.8 359.4

2014 294 10.4 353.7

2015 342 11.0 320.5

구분　 재배 면적 생산량 생산 단수

간수성 149.13 5.31 356.1

신장위구르 
자치구

103.81 3.21 309.2

윈난성 23.04 0.48 208.3

헤이룽장성 12.50 0.34 272.0

네이멍구 
자치구

10.13 0.33 325.8

스촨성 8.96 0.26 290.2

닝샤후이족 
자치구

5.91 0.30 507.6

기타 28.52 0.74 259.5

합계 342.00 10.97 320.8

자료: 중국 농업부(2016)를 편집하여 인용.

전체 재배 면적의 74%를 차지하였고, 종자 생산량 합계는 85.2만 톤으로 중국 전체 

생산량의 77.7%를 차지하였다.

(2) 교잡벼

교잡벼 종자의 재배 면적은 한 차례 큰 등락이 있었으나 대체로 140~160만 무(9만 

3,333~10만 6,667ha) 내외에서 유지되었다. 2003년의 재배 면적은 155만 무(10만 3,333ha)

였고 2006년에는 150만 무(10만 ha)로 큰 변동이 없었다. 2015년 현재 중국의 교잡벼 

종자 재배 면적은 145만 무(9만 6,667ha)로 2014년 대비 3.5% 증가하였다.

교잡벼의 생산 단수(kg/무)는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부터 2009년

까지의 생산 단수는 180kg를 상회하였으며, 특히 2008년에는 221kg이었다. 2015년의 

교잡벼 종자 생산량은 23.9만 톤으로 2014년에 비해 1만 톤 증가하였고 생산 단수는 

무 당 164kg이다.

스촨성, 후난성, 장시성, 장수성 등 중국 중부 장강 유역은 양쯔강이 지나고 있는 

교잡벼 종자의 주요 생산 지역이다. 스촨성, 후난성, 장시성의 재배 면적은 각각 29.5

만 무(19,667ha), 27.8만 무(18,533ha), 19.4만 무(12,933ha)로 전체 재배 면적의 52.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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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국의 교잡벼 종자 생산 추이(2003-2015년) 표 7.  중국의 지역별 교잡벼 종자 생산 현황(2015년)

(단위: 만 무, 억 kg, kg/무) (단위: 만 무, 만 kg, kg/무)

구분 벼 재배 면적 생산량 생산 단수

2003 155 2.5 163

2004 140 2.6 187

2005 150 2.7 180

2006 150 2.7 180

2007 114 2.2 188

2008 95 2.1 221

2009 133 2.4 178

2010 150 2.5 169

2011 168 2.9 173

2012 181 3.5 191

2013 163 2.8 171

2014 140 2.3 162

2015 145 2.4 164

　구분 재배 면적 생산량 생산 단수

스촨성 29.51 5,705 193.3

후난성 27.8 4,613 165.9

장시성 19.39 2,922 150.7

푸젠성 18.33 3,360 183.3

장수성 14.54 1,923 132.3

하이난성 8.65 1,613 186.5

기타 26.84 3,719 138.6

합계 145.06  23,855 164.4

 자료: 중국 농업부(2016)를 편집하여 인용.

차지하였으며, 상위 3개 지역의 종자 생산량 합계는 13.2만 톤으로 전체 중국 생산량의

55.5%를 차지하였다.

(3) 기타 농작물 현황

2015년도 겨울밀, 일반벼, 대두, 감자의 종자 생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겨울밀 종자의

총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각각 1,210만 무(80만 6,700ha)와 506.9만 톤으로 2014년에 비해 

각각 19.46만 무(1만 2,973ha), 1.1만 톤이 감소하였다. 주요 생산 지역은 산둥성, 허난성,

장수성, 안후이성, 후베이성으로 산둥성, 허난성, 장수성의 수확량과 품질이 비교적 

양호했으며, 안후이성과 후베이성에서는 장마가 지속되어 국부적인 피해를 입었다.

2015년도 일반벼 종자의 총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각각 164만 무(10만 9,333ha)와 

81.8만 톤이었으며, 재배면적은 2014년에 비해 29만 무(1만 9,333ha) 감소하였다. 주요 

생산지 가운데 하나인 장수성에서는 일반벼 종자의 성장기 및 수확기에 장마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6년도 종자 가격은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쌀 가격의 하락으로 일반벼 종자 수요도 감소한 결과 예상

했던 투매(投買)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세계농업 제203호 | 73

2015년도 대두 종자의 총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각각 242만 무(16만 1,333ha)와 37.3만

톤이었으며, 감자 종자의 총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각각 446만 무(29만 7,333 ha)와 700만

톤이었다. 감자 주산지인 간수성과 네이멍구에서 생산량과 품질이 하락하였는데, 이는 

간수성에서는 가뭄이 지속되었고 네이멍구에서는 강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5. 중국의 종자기업 동향

5.1. 개황

매년 중국의 종자기업 수(공인 경영허가증 보유 기업 기준)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평균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종자기업은 8,700개였으나,

2015년 말 현재 4,660개로 감소하였다. 부급(部级 국가급), 성급(省级), 시현급(市县级)

경영권을 갖고 있는 기업은 각각 229개, 1,770개, 2,611개로 2014년 대비 각각 46개 증

가, 136개 감소, 314개 감소하였다.

그림 3.  중국의 종자기업의 수(2010-2015)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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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중국 농업부(2016)를 편집하여 인용.

중국의 주요 종자기업은 베이다황, 위엔롱핑, 덩하이, 다화, 중국종자집단 등이다.

2015년도 종자 판매 수익 상위 3대 기업은 베이다황, 위엔롱핑, 덩하이였다. 해당 기업의 

종자 판매 수익은 각각 19.28억 위안, 17.54억 위안, 15.23억 위안이었으며, 종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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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모두 상품 종자 판매로 이뤄졌다.

중국의 상위 10대 종자기업의 소재지는 헤이룽장성, 산둥성, 장수성, 베이징시, 간수성,

후난성으로 주요 종자 산지와 유사하였다. 간수성 둔황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의 종자

기업은 기업 매출액의 대부분이 상품 종자 판매로 이뤄졌다.

중국 중자기업 가운데 판매 이윤 상위 3개 기업은 덩하이, 위엔롱핑, 베이다황 순

이었다. 이들의 판매 이윤액은 각각 5.48억 위안, 4.96억 위안, 4.46억 위안이었다. 판매 

이윤 상위 5개 기업은 산둥성, 동북3성 등 중국 동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쌀,

밀 등 주곡 작물의 이윤이 기타 작물에 비하여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8.  중국 주요 종자기업의 종자판매액과 이윤

(단위: 억 위안, 억 원)

기업 정보 종자 판매액 상품 종자 판매액 종자 판매 이윤

기업명 소재지 순위

금액

순위

금액

순위

금액

억
위안

억 원
억 
위안

억 원
억 
위안

억 원

베이다황컨펑종업주식유한공사

北大荒垦丰种业股份有限公司 헤이룽장성 1 19.28 3,374 1 19.28 3,374 3 4.46 781

위엔롱핑농업고과기주식유한공사

袁隆平农业高科技股份有限公司 산둥성 2 17.54 3,070 2 17.54 3,070 2 4.96 868

산둥덩하이종업주식유한공사

山东登海种业股份有限公司 산둥성 3 15.23 2,665 3 15.23 2,665 1 5.48 959

장수성다화종업집단유한공사

江苏省大华种业集团有限公司 장수성 4 - - - - - - - -

중국종자집단유한공사

中国种子集团有限公司 중국 전역 5 - - 4 - - 10 0.70 123

산둥성펑종업과기유한공사

山东圣丰种业科技有限公司 산둥성 6 - - 5 - - 7 - -

중농파종업집단주식유한공사

中农发种业集团股份有限公司 베이징시 7 9.02 1,579 6 8.96 1,568 - - -

간수성둔황종업주식유한공사

甘肃省敦煌种业股份有限公司 간수성 8 8.65 1,514 10 5.87 1,027 - - -

베이징진서농화종업과기유한공사

北京金色农华种业科技有限公司 베이징시 9 6.83 1,195 7 6.83 1,195 8 0.77 135

러링시선감자산업집단유한공사

乐陵希森马铃薯产业集团有限公司 후난성 10 - - 8 -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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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기업 정보 종자 판매액 상품 종자 판매액 종자 판매 이윤

기업명 소재지 순위

금액

순위

금액

순위

금액

억
위안

억 원
억 
위안

억 원
억 
위안

억 원

지린성핑안종업유한공사

吉林省平安种业有限公司 지린성 - - - 9 - - 4 - -

헤이룽장성신신종자유한공사

黑龙江省鑫鑫种子有限公司 헤이룽장성 - - - - - - 5 - -

랴오닝동야종업유한공사

辽宁东亚种业有限公司 랴오닝성 - - - - - - 9 - -

상위  5대 기업 합계 72.73 12,728 70.61 12,357 17.46 3,056

상위 10대 기업 합계 103.71 18,149 104.82 18,344 21.59 3,778

상위 50대 기업 합계 237.42 41,549 223.96 39,193 38.80 6,790

   주 1) “-”는 결측치 또는 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원문(2016년 중국 종업 발전 보고(2016年 中国种业发展报告))에서 발표되지 

않은 기업의 순위와 금액임.

      2) 환율은 1위안=175원으로 적용함.

자료: 중국 농업부(2016)를 편집하여 인용.

5.2. 종자 판매 수익 및 이윤

중국 종자기업의 판매 수익은 꾸준히 성장하였다. 2015년 중국 종자 기업의 판매 

수익은 792.9억 위안으로 2009년의 368.6억에 비하여 2배 이상 성장하였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13.6%(2009-2014 기간은 16.6%)로 비교적 빠른 속도였다.

그림 4.  중국 종자기업의 종자 판매 수익 추이(2009-2015)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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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중국 농업부(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2015)를 편집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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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판매 수익이 2014년에 비하여 소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중국 내수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2014년 중국 내수 시장의 판매 수익은 634.04억 위안이었으나, 2015년

에는 609.58억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종자기업의 등급별 판매 수익을 살펴보면, 부급, 성급,

시현급 종자기업의 판매 수익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15년도 부급, 성급 시현급

종자기업의 판매 수익은 각각 297.1억 위안, 371.35억 위안, 124.45억 위안으로 2014년 

대비 성급 종자기업의 판매 수익은 13.4억 위안이 증가하였고, 부급, 시현급 종자기업의

판매 수익은 각각 14.5억 위안, 0.5억 위안 감소하였다.

그림 5.  중국 종자기업의 등급별 종자 판매 수익 추이(2010-2015)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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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중국 농업부(2016)를 편집하여 인용.

5.3. 주요 종자기업의 종자 판매

2015년 중국의 주요 종자기업의 종자 판매 수익은 2014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2015년 

상위 5대 기업의 종자 판매 수익은 72.73억 위안이었으며, 2014년 대비 9.96억 위안 감소

하였다. 2010년도 종자 판매 이윤은 45.4억 위안, 2013년에는 70억 위안, 그리고 2015년

에는 75.91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중국 종자기업의 판매 이윤은 점차 규모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에는 5,000만 

위안의 판매 이윤을 기록한 기업은 12개였으나, 2015년에는 20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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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위안 이상을 판매한 기업의 수는 5~7개로 비교적 큰 변화가 없었다. 2015년도 종자 

판매 이윤이 5,000만 위안이상인 기업의 수는 20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판매 이윤이 

1억 위안인 기업의 수는 6개로 감소하였다.

그림 6.  중국 종자기업의 판매 이윤 추이(2010-2015)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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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중국 농업부(2016)를 편집하여 인용.

표 9.  중국 종자기업의 판매 이윤 

(단위: 개)

구분
판매 이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억 위안 ≥ 2 2 1 3 2 3

2억 위안 ≥ 2 3 3 4 3 3

1억 위안 ≥ 7 6 5 5 6 6

5000만 위안 ≥ 12 19 22 19 19 20

2000만 위안 ≥ 42 64 71 77 73 70

1000만 위안 ≥ 99 128 150 164 160 153

자료: 중국 농업부(2016)를 편집하여 인용.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78 | 2017. 7.

5.4. 종자기업의 과학기술 투자 현황

중국 종자기업은 과학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고급 인재가 점차 확충

되고 있다. 2015년 중국 종자기업의 과학기술 투자액은 판매 수익의 약 5%인 39.7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8억 위안 증가하였다.

2015년 중국 종자기업의 임직원 수는 12만 1,325명인데 부급, 성급, 시급 종자기업의

임직원 수는 각각 2만 4,609명, 5만 2,709명, 4만 4,007명으로, 2014년에 비하여 8,653명 

감소하였다. 중국 종자기업의 전체 과학기술 연구 인력은 전체 임직원의 20.96%인 2만

5,434명으로, 전년대비 257명 증가하였다. 부급, 성급, 시급 종자기업의 과학기술 연구 

인력의 수는 각각 5,762명, 1만 2,759명, 6,913명이었다.

과학기술 연구 인력 가운데 석사 박사 학위 보유자의 수는 5,895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5% 가량이다. 부급, 성급, 시급 석박사 학위 보유자는 각각 2,386명, 2,260명, 1,249명

이었다.

표 10.  중국의 주요 종자기업(판매 이윤 기준)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직원 93,577 96,277 91,298 114,612 129,978 121,325

박사 학위자 563 671 697 853 1,201 1,271

석사 학위자 2,518 2,809 3,053 3,627 4,690 4,624

과학기술 연구 13,296 14,537 14,034 16,722 25,177 25,434

자료: 중국 농업부(2016)를 편집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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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국의 주요 농작물 종자 목록15)

2016년도 중국의 국가 비준을 받은 농작물 종자는 126개로 벼(66개), 옥수수(34개),

면화(13개), 대두(13개) 종자가 포함된다.

부표 1.  중국의 주요 농작물 종자 목록(국가 비준 기준)

1. 벼(66개)

비준 번호 품종명 육종자(기업) 품종 기원

国审稻2016001 泸优华占 江西先农种业有限公司 泸香078A×华占
国审稻2016002 C两优华占 湖南金色农华种业科技有限公司 C815S×华占
国审稻2016003 天优812

湖南亚华种业科学院, 

广东省农业科学院水稻研究所 天丰A×华恢812

国审稻2016004 两优3917 垦丰长江种业科技有限公司 HD9802S×R3917

国审稻2016005 早丰优107
北京金色农华种业科技有限公司, 

广东省农业科学院水稻研究所 早丰A×T0107

国审稻2016006 煜两优22

江西博大种业有限公司, 

湖南亚华种业科学研究院, 

中国科学院遗传与发育生物学研究所, 

中国水稻研究所
华煜4127S×中早22

国审稻2016007 中两优206 中国水稻研究所 中18S×R206

国审稻2016008 两优27 湖北荆楚种业股份有限公司 HD9802S×R27

国审稻2016009 泸优257 四川农业大学水稻所 泸98A×蜀恢257

国审稻2016010 内5优907 四川丰禾种业有限公司 内香5A×川恢907

国审稻2016011 德优4923
中国种子集团有限公司, 

四川省农业科学院水稻高粱研究所 德香074A×R4923

国审稻2016012 龙优450 四川西科种业股份有限公司 龙香4A×天龙恢1250

国审稻2016013 内6优138
垦丰长江种业科技有限公司, 

绵阳市农业科学研究院 内香6A×绵恢138

国审稻2016014 鹏两优713 深圳市兆农农业科技有限公司 鹏S×R713

国审稻2016015 旌6优727 武汉武大天源生物科技股份有限公司 08正2174A×成恢727

国审稻2016016 Q6优28 重庆中一种业有限公司 Q6A×R28

国审稻2016017 G优429 贵州卓豪农业科技有限公司 G98A×R429

国审稻2016018 繁优609 重庆帮豪种业有限责任公司 繁源A×帮恢609

国审稻2016019 成丰优918 仲衍种业股份有限公司 成丰A×天恢918

国审稻2016020 德香优146 四川国豪种业股份有限公司 德香074A×绵恢146

国审稻2016021 内5优768
西南科技大学水稻所, 

内江杂交水稻科技开发中心 内香5A×绵恢768

15) 중국 농업부. 2016.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공고 제2424호(中华人民共和国农业部公告第2424号)

(http://baike.baidu.com/item/中华人民共和国农业部公告第2424号: 2017.06.27.).

(http://www.seedchina.com.cn/DefaultInfoDetail.aspx?InfoId=2424&TypeId=87: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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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비준 번호 품종명 육종자(기업) 품종 기원

国审稻2016022 晶两优华占 袁隆平农业高科技股份有限公司, 

中国水稻研究所 晶4155S×华占
国审稻2016023 禾两优348

重庆市为天农业有限责任公司, 

贵州禾睦福种子有限公司 禾1S×R348

国审稻2016024 泸优727 四川省农业科学院水稻高粱研究所 泸06A×成恢727

国审稻2016025 文优198
文山州农业科学院, 

云南隆瑞种业有限公司 文香28A×兴恢198

国审稻2016026 创两优4418 江西天涯种业有限公司 创5S×4418

国审稻2016027 富两优919 安徽省蓝田农业开发有限公司 富1S×R919

国审稻2016028 荃优丝苗 安徽荃银高科种业股份有限公司, 

广东省农业科学院水稻研究所 荃9311A×五山丝苗
国审稻2016029 建两优117 湖南金健种业科技有限公司 建S×常恢117

国审稻2016030 深两优136 湖南大农种业科技有限公司 深08S×R136

国审稻2016031 两优671 安徽省农业科学院水稻研究所 6102S×R071

国审稻2016032 两优820
安徽华韵生物科技有限公司, 

重庆市瑞丰种业有限责任公司 Y8-2S×RH20

国审稻2016033 广两优2388 长沙利诚种业有限公司 广占63-4S×2388

国审稻2016034 鹏两优332 江西科源种业有限公司 鹏S×R332

国审稻2016035 和两优332
清华大学深圳研究生院, 

深圳市兆农农业科技有限公司 和620S×R332

国审稻2016036 徽两优001
安徽理想种业有限公司, 

安徽省农业科学水稻研究所 1892S×R001

国审稻2016037 隆两优1141 袁隆平农业高科技股份有限公司 隆638S×R1141

国审稻2016038 深两优1号 湖南民生种业科技有限公司 深08S×湘恢012

国审稻2016039 广两优7217
中国水稻研究所, 

中国科学院遗传与发育生物学研究所 广占63S×中恢7217

国审稻2016040 惠两优7408 武汉惠华三农种业有限公司 惠34S×R7408

国审稻2016041 吉优353
南昌市德民农业科技有限公司, 

广东省农业科学院水稻研究所 吉丰A×R353

国审稻2016042 深优9577 南宁市沃德农作物研究所 深95A×R6377

国审稻2016043 永丰优9802 广东粤良种业有限公司 永丰A×粤恢9802

国审稻2016044 Y两优900 创世纪种业有限公司 Y58S×R900

国审稻2016045 隆两优华占 袁隆平农业高科技股份有限公司, 

中国水稻研究所 隆科638S×华占
国审稻2016046 荣优华占 广东省农业科学院水稻研究所, 

中国水稻研究所, 江西先农种业有限公司 荣丰A×华占
国审稻2016047 金粳667

江苏省金地种业科技有限公司, 

天津市金泰种业有限公司 津稻1007/津原47

国审稻2016048 圣稻18 山东省水稻研究所 圣稻14/圣06134

国审稻2016049 津稻565 天津市水稻研究所 津稻5号/津稻263

国审稻2016050 淮稻20号 江苏徐淮地区淮阴农业科学研究所 预1128/预1101

国审稻2016051 粮粳10号 新疆九禾种业有限责任公司 新稻6号/06-425//选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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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비준 번호 품종명 육종자(기업) 품종 기원

国审稻2016052 天隆优619 天津天隆种业科技有限公司 L6A×R19

国审稻2016053 松辽838 公主岭市松辽农业科学研究所 M26/秋田小町

国审稻2016601 晶两优1212

袁隆平农业高科技股份有限公司, 

广东省农业科学院水稻研究所, 

湖南隆平高科种业科学研究院有限公司
 晶4155S×R1212

国审稻2016602 晶两优华占
袁隆平农业高科技股份有限公司, 

中国水稻研究所, 

湖南亚华种业科学研究院
晶4155S×华占

国审稻2016603 隆两优534

袁隆平农业高科技股份有限公司, 

广东省农业科学院水稻研究所, 

深圳隆平金谷种业有限公司, 

湖南亚华种业科学研究院
隆科638S×R534

国审稻2016604 隆两优黄莉占
袁隆平农业高科技股份有限公司, 

广东省农业科学院水稻研究所, 

深圳隆平金谷种业有限公司, 

湖南隆平高科种业科学研究院有限公司
 隆科638S×黄莉占

国审稻2016605 晶两优534

袁隆平农业高科技股份有限公司, 

广东省农业科学院水稻研究所, 

深圳隆平金谷种业有限公司, 

湖南隆平高科种业科学研究院有限公司
 晶4155S×R534

国审稻2016606 隆两优1206

袁隆平农业高科技股份有限公司, 

广东省农业科学院水稻研究所, 

湖南隆平高科种业科学研究院有限公司
隆科638S×R1206

国审稻2016607 隆两优1146
袁隆平农业高科技股份有限公司, 

湖南隆平高科种业科学研究院有限公司  隆科638S×华恢1146

国审稻2016608 晶两优1377

袁隆平农业高科技股份有限公司, 

广东省农业科学院水稻研究所, 

深圳隆平金谷种业有限公司, 

湖南隆平高科种业科学研究院有限公司
 晶4155S×R1377

国审稻2016609 隆两优1988
袁隆平农业高科技股份有限公司, 

湖南隆平高科种业科学研究院有限公司 隆科638S×R1988

国审稻2016610 隆两优3463

袁隆平农业高科技股份有限公司, 

湖南隆平种业有限公司, 

湖南隆平高科种业科学研究院有限公司
隆科638S×R3463

国审稻2016611 隆两优149
袁隆平农业高科技股份有限公司, 

湖南隆平高科种业科学研究院有限公司  隆科638S×R149

国审稻2016612 隆两优1319
袁隆平农业高科技股份有限公司, 

湖南隆平高科种业科学研究院有限公司 隆科638S×R1319

国审稻2016613 隆优4945

袁隆平农业高科技股份有限公司, 

湖南隆平种业有限公司, 

湖南隆平高科种业科学研究院有限公司
隆香 634A×R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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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수수(34개)

비준 번호 품종명 육종자(기업) 품종 기원

国审玉2016001 陕单609 西北农林科技大学 91227×昌7-2

国审玉2016002 延科288 延安延丰种业有限公司, 赵汉福 莫改42×黄改6334

国审玉2016003 华美2号 恒基利马格兰种业有限公司 NP01283×NP01200

国审玉2016004 甜糯182号 山西省农业科学院高粱研究所 京140×1h36

国审玉2016005 佳彩甜糯 万全县万佳种业有限公司 糯123×糯128

国审玉2016006 鲜玉糯5号 海南省农业科学院粮食作物研究所 J25-1×B3078

国审玉2016007 珠玉糯1号 珠海市现代农业发展中心 珠选N208×珠选NC06

国审玉2016008 万糯2000 河北省万全县华穗特用玉米种业有限责任公司 W67×W68

国审玉2016009 农科玉368
北京市农林科学院玉米研究中心, 

北京华奥农科玉育种开发有限责任公司 京糯6×D6644

国审玉2016010 金糯102 北京金农科种子科技有限公司 N355-w×TN2055

国审玉2016011 桂甜糯525 广西壮族自治区农业科学院玉米研究所 YL611×WT1791

国审玉2016012 苏科糯10号 江苏省农业科学院粮食作物研究所 JSW1166×wx004

国审玉2016013 美玉9号 海南绿川种苗有限公司 922×980nct

国审玉2016014 金冠218
北京中农斯达农业科技开发有限公司, 

北京四海种业有限责任公司 甜62×甜601

国审玉2016015 石甜玉1号 石家庄市农林科学研究院 TF01×TF02

国审玉2016016 ND488 中国农业大学 S3268×NV19

国审玉2016017 郑甜66 河南省农业科学院粮食作物研究所 66T195×66T205

国审玉2016018 粤甜22号 广东省农业科学院作物研究所 鲜美-1×田杂-1

国审玉2016019 仲鲜甜3号 仲恺农业工程学院作物研究所 T49-3×YDT-5

国审玉2016020 金谷103 沈阳金色谷特种玉米有限公司 金爆10×金爆14

国审玉2016021 沈爆5号 沈阳农业大学特种玉米研究所 沈爆D7×沈爆D14

国审玉2016022 佳蝶117 沈阳特亦佳玉米科技有限公司 TD11×TD7

国审玉2016023 申科爆1号 上海市农业科学院作物育种栽培研究所, 

上海农科种子种苗有限公司 SPL01×SPL02

国审玉2016024 沈爆8号 沈阳农业大学特种玉米研究所 TQ5×沈爆D7

国审玉2016025 京科甜533 北京市农林科学院玉米研究中心 T68×T520

国审玉2016601 隆平208 安徽隆平高科种业有限公司 L238×L72-6

国审玉2016602 农华106 北京金色农华种业科技股份有限公司 8TA60×S121（外引系）
国审玉2016603 垦沃6号 北大荒垦丰种业股份有限公司 KW9F619×KW6F576

国审玉2016604 富尔931 齐齐哈尔市富尔农艺有限公司 H07×Y74

国审玉2016605 大民3301 大民种业股份有限公司 L273×自K10

国审玉2016606 屯玉556 北京屯玉种业有限责任公司 10WY22×T5320

国审玉2016607 东单1331 辽宁东亚种业有限公司 XC2327×XB1621

国审玉2016608 德单1002 北京德农种业有限公司 AA24×BB01

国审玉2016609 秋乐126 河南秋乐种业科技股份有限公司 JN712×JN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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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화(13개)

비준 번호 품종명 육종자(기업) 품종 기원

国审棉2016001 银兴棉28 山东银兴种业股份有限公司 BR98-2变异株系选
国审棉2016002 硕丰棉1号 保定硕丰农产股份有限公司

鲁棉研16号选系SB106×
(1901, 410, 

511的混合花粉)系选
国审棉2016003 中棉所100 中国农业科学院棉花研究所 SGK中9409×库车-6

国审棉2016004 瑞棉1号 济南鑫瑞种业科技有限公司, 

中国农业科学院生物技术研究所 SGK321变异株系选
国审棉2016005 瑞杂818

济南鑫瑞种业科技有限公司, 

中国农业科学院生物技术研究所 08-939×04-4.072

国审棉2016006 锦科707
新乡市锦科棉花研究所, 

中国农业科学院生物技术研究所
（sGK中394×锦科04-8）F

1×棉乡368

国审棉2016007 宁棉2号 江苏神农大丰种业科技有限公司 H128/石远321系选
国审棉2016008 国欣棉16

河间市国欣农村技术服务总会, 

中国农业科学院生物技术研究所 SGK3×TF-1

国审棉2016009 Z1112
新疆兵团第七师农业科学研究所, 

新疆锦棉种业科技股份有限公司 陕5051×97-185

国审棉2016010 新石K18 新疆石河子棉花研究所 自育品系994 

x（822抗ⅹ97-185）F1

国审棉2016011 J206-5 新疆金丰源种业股份有限公司 中49号×(新陆中36号×冀66

8)F1

国审棉2016012 创棉501号 创世纪种业有限公司 豫棉2067×129的杂交后代
国审棉2016013 中棉所99 中国农业科学院棉花研究所 P1528×sGK-中23

4. 대두(13개)

비준 번호 품종명 육종자(기업) 품종 기원

国审豆2016001 合农95 黑龙江省农业科学院佳木斯分院 绥农14/黑河38

国审豆2016002 垦农23 黑龙江八一农垦大学农学院 红丰10号/垦农5号
国审豆2016003 垦豆39

北大荒垦丰种业股份有限公司, 

黑龙江省农垦科学院农作物开发研究所 垦丰9号/垦农5号
国审豆2016004 吉农45 吉林农业大学农学院 吉育47 / 加拿大4号
国审豆2016005 吉育206 吉林省农业科学院 公交96206-11/公交94166-5

国审豆2016006 合农97 黑龙江省农业科学院佳木斯分院 合交02-64/黑农48

国审豆2016007 辽豆32 辽宁省农业科学院作物研究所 Motto /辽21051

国审豆2016008 吉农44 吉林农业大学 CN05-9/CN05-18

国审豆2016009 阜豆15 阜阳市农业科学院 蒙91-413 /阜豆9号
国审豆2016010 圣豆5号 山东圣丰种业科技有限公司 阜7792 /圣4*8480-2

国审豆2016011 潍豆10号 山东省潍坊市农业科学院 G20/潍豆6号
国审豆2016012 泉豆5号 泉州市农业科学研究所 泉系 253-1/泉系97A27-2

国审豆2016013 华夏10号 华南农业大学农学院, 

山东圣丰种业科技有限公司 华夏1号/华春1号
자료: 중국 농업부(2016)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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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농업 정책과 전망 *

16)김 동 걸  
(PT.Sweetyam Indonesia 이사)

1. 들어가며

러시아 농업은 소련의 해체와 구조조정 등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최근 몇 년 사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총 고용의 11%, GDP의 5%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러시아의 농업과 

농축산물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은 곡물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러시아 선진농가들은 기술 및 경영에 대한 투자로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농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농업소득은 실질환율 상승과 무역 상대국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다. 러시아의 2000년대 달러, 유로 등 주요 통화에 

대한 명목환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가격인플레이션(price inflation)이 미국, EU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아 2001-07년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13~14%를 보였다. 이후 러시아의 

서구 식품에 대한 금수조치(food embargo)의 영향으로 심각한 식량 공급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국내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가금류를 제외한 축산물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상황이다.

* (simonkim97@gmail.com). 본고는 유럽의 농업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Agra Europe의 ‘Russia: Policy Impacts on Agricultural 

Production & Trade 2017’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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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농업 정책 

2.1. 러시아 농업 정책의 발전과정

소련 붕괴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의 농업 정책 발전은 1990년대 시장변화, 2000년대 

초 농업 및 농촌 분야의 포괄적인 정책변화, 2000년대 후반의 세계 금융위기, 2014년 

3월 이후 서구 식품에 대한 금수조치(food embargo)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2.1.1. 1990년대 

1990년대 농업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개입이 지속되었지만 공동 소유 농장의 개편,

토지개혁 및 민간부문 개발에 대한 지원 등 농업과 농촌의 제도적 틀이 변화하였다.

소유권과 노동 조직에 대한 개혁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새로운 경영 형태가 점차 제도화

되면서 농업의 산업화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소규모 생산의 확대, 비효율적인 자원의 

재분배, 농민의 동기부여, 농촌의 빈곤 극복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이 동시에 진행

되었다.

러시아의 농장형태는 농가의 비중이 1990년 26.3%에서 2000년 51.6%로 두 배로 증가한 

반면, 농기업의 생산 및 경제적 효율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러시아의 전반적인 농업 생산성과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림 1.  농장형태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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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Int. Jrnl. of Soc. of Agr. & Food, Vol. 21,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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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2000년대 정책변화

농업 발전을 위한 중기적인 국가 정책은 2006년 농업개발법에 기초하며, 국내농업 

생산을 촉진하여 농산물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 향상을 우선하였다. 특히 수입이 증가

하는 축산업에 농업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다.

또한 2009년 국립 곡물회사인 ‘United Grain Company'를 설립하여 곡물 수출을 늘리고 

곡물 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힘썼다.

2000년대 초, 국가적 농업 발전 목표는 축산물 생산 증대, 소규모 농장(농가 및 개인

농장) 진흥, 농업농촌 전문가를 위한 주택 공급 등이었다. 정책은 농산물 생산량 증가,

적자 농기업 수의 감소,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러시아 

총 곡물 생산량은 2000년 6,550만 톤에서 2008년 1억 820만 톤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세계 세 번째 규모의 곡물 수출국이 되었다.

2.1.3. 2008년 금융위기 영향

2008-09년 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의 농업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

되었다. 2008년 이후 식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수출 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후 2008-12년 농업발전 프로그램이 2013-20년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으로 교체되었다. 이는 농산물 국내 총 소비량의 대부분을 국내 생산으로 

충족하고, 축산 및 유제품 생산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무역정책 측면에서는 2010년 1월 1일 러시아와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 

출범이 WTO 가입 외의 중요한 변화였다. 2014년 12월, 러시아는 EU의 對러시아 경제

제재조치에 따른 해외 신용과 투자 중단으로 경제위기를 맞고 2015년 초 높은 인플레이션

과 경기침체에 직면하였다. 경제위기는 농산물 수출 시장에서 러시아 농산물의 가격 경

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도 있었으나 균형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1.4. WTO 가입의 영향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무역 정책 변화, 농업 

지원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농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012년, 러시아는 WTO 가입으로 2020년까지 관세를 전면 인하하게 되어 최종 평균 

관세율은 8.4%가 될 전망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1)

1)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등과 무역협정을 체결함. EAEU 회원국 간 무역에 관세와 기타 국경

조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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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 관세를 적용하고 러시아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2,634개 품목에 해당되며,

2016년 기준 농산물에 대한 평균관세는 14.6%로 전체 평균 관세인 8.3%보다 높다.

2.2. 식량안보 정책

2012년 러시아 정부는 식량자급 달성이라는 목적으로 2013-20년 농업개발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국내외 시장에서 러시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자의 이익을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이 정책을 위해 축산업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축산물

생산량을 2012년 대비 20%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의 식량안보정책은 품목별 자급 목표(곡물 99.7%, 사탕무 93.2%, 유지종자 87.7%,

감자 98.7%, 육류 및 육가공품 88.3%, 우유 및 유제품 90.2%)를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에는 수입 곡물과의 치열한 경쟁과 유제품, 육류,

과일, 채소의 공급부족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산적해 있다. 또한 러시아의 단위당 

평균 수확량은 EU의 절반 수준이며 기후 변화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심한 특징이 있다.

2.3. 수입제한조치

2014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무력개입, 크림반도 강제병합 등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대응하여 같은 해 8월 러시아는  EU,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의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food embargo)를 발표하였다.

2.3.1. 국가별 수입비중의 변화 

수입제한 대상 국가의 농축산식품은 러시아 가구 식품 지출의 2/3에 해당되었다.

금수조치 후 해당 조치를 받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는 등 무역흐름이 변화

하였다. 돼지고기는 수입금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품목이며, 대규모 농장을 위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금수조치의 영향

은 수입원의 변화, 전체 농산물 수입량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對) 러시아

돼지고기와 가금류 수출국 중 브라질의 비중이 급증하였으며, 수입 제재 대상 국가인 

EU 및 북아메리카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대(對) 러시아 주요 식품 수출국들은 러시아의 금수조치 이후에도 무역을 유지할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세계 시장에서의 무역과 생산, 소비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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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4년 수출지역별 축산물 수입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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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c.w.e(Carcass weight equivalent)는 지육중량임.

  자료: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 Inc. (GTI).

2.3.2. 생산 및 무역의 영향

EU와 미국의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제재조치는 2014년 루블화 평가절하와 상당한 폭의 

인플레이션, 수입가격 상승, 소득과 임금 하락을 유발하는 등 거시경제적 문제를 악화

시켰다. 또한,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감소시키고, 불안정한 금융환경 및 고금

리를 유발하여 투자수요를 크게 위축하며 향후 5~6년 동안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EU의 세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다. EU는 2014년 초부터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화와 영토보전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에 항의하는 의미로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의 범위를 확대해왔고 러시아는 특정 EU 국가의 농산물에 대한 금수조치로

대응했다. EU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은 2017년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EU의 러시아에 대한 농식품 수출량은 감소했지만 대체 시장을 발굴하여 손실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 등의 EU회원국으로부터 러시아로

수입되는 닭고기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수입국이 대체되었다.

위의 EU 회원국은 러시아로의 닭고기 수출은 감소했지만 수출대상국의 변화로 수출

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새로운 수출대상국을 발굴해냈고,

육류 수출액은 러시아의 금수조치 이전 수준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러시아는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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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러시아로의 수출이 자유로운 국가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출대상국이나, 러시아는 관료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여 수입국 다변화가 더디게 이루어

지고 있다.

EU공동연구센터(EU Joint Research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의 주요 곡물 자급

률은 충분히 높으나, 축산물에 대한 자급률은 점차 감소하여 전체적인 식품 자급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러시아 농업 생산 

3.1. 곡물

러시아는 곡물 재배와 수출 확대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러시아 총 곡물 생산량은 1억 1,800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6년 러시아 밀 생산량은 7,110만 톤으로 추산되는데, 세계적 밀 재고량이 많고 

러시아의 수출 관세 및 루블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2016/17년 밀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러시아 밀 생산량은 연도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지난 9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3.  곡물 생산량 추이

밀 옥수수

75,000

70,000

65,000

60,000

55,000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천 톤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천 톤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자료: Informa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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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러시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43만 6,000톤 증가한 1,360만 톤으로 전망

된다. 재배면적은 2016년 267만 ha에서 2017년 280만 ha로 증가하여 주요 사료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정책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옥수수는 농경지 정리와 

종자개량 등으로 생산성이 개선되었으며 2011년 이후 생산량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품목이다.

3.2. 낙농

금수조치로 국내의 우유 및 유제품 생산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있으나 최근 2년간

투자 감소로 인해 2017년 전국 젖소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3% 감소한 732만 두로 추정

된다. 2017년은 국내 소비 감소로 치즈와 버터, 우유(whole milk)2), 탈지유의 생산이 전년

보다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낙농업은 가장 산업화가 더딘 분야로 

기업농의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개인농장에서 생산된 원유는 유통이 어려운 문제로 

향후 개인농장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버터 생산량은 24만 5,000톤으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버터의

수익성 감소로 2015년보다 5.7% 감소한 수량이다. 2017년 우유 생산량은 3만 8,000톤,

탈지유는 6만 5,000톤으로 전망된다.

3.3. 축산

러시아의 육우(肉牛) 분야는 자본과 투자 부족으로 낙농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2017년 가축 사육두수가 전년보다 2% 감소하고 쇠고기 생산량도 13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 소비량은 쇠고기가 전년보다 1.3% 감소한 192만 톤,

돼지고기는 전년보다 3.7% 증가한 328만 톤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축산농가가 전체 

축산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쇠고기 생산량은 러시아 소비량의 68~69% 수준을 유지하며, 국내 생산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육우의 사육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고도로 산업화된 돼지 및 가금류 산업과 달리 육우는 수익성이 낮고 

현대화에 필요한 장기자금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2)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원래의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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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쇠고기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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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업       자가소비농가(backyard farms)      소규모 농가  

           자료: Rosstat; 2016 and 2017 FAS/Moscow forecast (Not Official USDA Data).

2017년, 젖소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농장에서는 

우유 생산 시설의 현대화로 우유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어 도축용 젖소가 감소하였다.

돼지 사육두수는 2017년 말까지 2,275만 두로 전년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는 생산성 증대를 위해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 종돈 생산성 및 도축 중량 증대 등 성과지표의 개선이 기대된다. 기업적 

농장은 사육 두수를 늘리지만 소규모 농장의 경우 매출 감소와 생산비 증가 외에도 

질병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등 경쟁력 부족으로 도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러시아 가금류 생산량의 3/4 이상이 대규모 기업농에 의해 생산된다. 2000년 이후 대규모

기업농의 가금육 생산량은 연평균 14%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2015/16년) 러시아 경기

침체기에 가금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금류 생산 업체는 생산과 가공,

유통 등 수직적 계열화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 2016년 러시아 가금류 생산량은 370만 톤으로 전년대비 4%

증가하였고, 2017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0.5% 증가하여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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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금류 생산량 추이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천 톤

 농기업       자가소비농가(backyard farms)       소규모 농가

          자료: Rosstat; 2016 and 2017 FAS/Moscow forecast (Not Official USDA Data).

4. 러시아 농식품 무역 전망  

러시아 농식품 무역 패턴은 향후 10~15년간 러시아 농업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량 증가로 육류 및 유제품의 수입은 줄고, 밀과 해바라기씨 

등 곡물의 세계 주요 수출국 지위는 유지하지만 국내 수요에 따라 그 양은 달라질 것

이다. 농식품 수입은 러시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12-16년, 농식품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수입액은 전체의 16%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곡물 등을 수출하면서 육류 및 가공식품 등 고부가가치 

식품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OECD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러시아 국내 곡물과 유지종자 가격은 세계 시장 가격 이하이고 육류 및 유제품의 국내

가격은 세계 시장 가격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러시아는 수직적 계열화를

이룬 가금류 분야를 제외한 육류 및 유제품의 순수입국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육류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보조금 지급

등 시장개입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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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러시아의 곡물 자급률은 현재 수준보다 낮지만 해바라기씨 및 유채 씨앗을 

비롯한 대부분의 곡물은 자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축산업의 성장은 사료

곡물인 보리와 옥수수의 자급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4.1. 곡물 및 유지종자 

러시아 밀과 보리 생산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해바라기씨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와 보리의 자급률은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곡물 자급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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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JRC report - The agri-food sector in Russia: Current situation and market outlook until 2025.

그림 7.  해바라기씨 생산량 및 수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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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JRC report - The agri-food sector in Russia: Current situation and market outlook unti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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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축산물

보호무역과 국내 수요 증가에 따라 러시아 국내 돼지고기 및 쇠고기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쇠고기 생산

량은 감소하고 국내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

고기의 경우,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소비량 증가폭이 더 크므로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금류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비량 증가폭보다 더 크게 되어 향후

순수출국 위치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 협정에 따라 축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축소되면 국내 생산량이 감소

하고 축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사료곡물 수요도 줄어 국내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증가에 따라 육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쇠고기 생산량 및 수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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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JRC report - The agri-food sector in Russia: Current situation and market outlook until 2025.



국가별 농업자료

104 | 2017. 7.

그림 9.  돼지고기 생산량 및 수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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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JRC report - The agri-food sector in Russia: Current situation and market outlook until 2025.

그림 10.  가금류 생산량 및 수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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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JRC report - The agri-food sector in Russia: Current situation and market outlook unti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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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우유 및 유제품

우유와 유제품은 생산량이 증가하나, 경제 성장에 따라 수요 증가폭이 커 2020년 

이후 국내 가격이 상승하고 순수입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유 생산은 

구조적인 적자와 낮은 품질로 경쟁력이 낮으므로 향후에도 산업적인 구조변화와 인프

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5. 러시아 농업의 잠재력

5.1. 생산량 증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이면서 토지개량과 자본

투입 등으로 향후 생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재배면적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향

상시킴으로써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현대적 기술과 장비를 적

절히 활용할 경우 현재보다 80%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

해서는 농촌지역의 인프라, 교육, 연구 및 생활여건 개선과 농업의 근대화와 수출입

제한 완화 등 안정적인 조건을 갖추어야할 것이다.

그림 11.  농업 예산 지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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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는 2012년 환율인 30루블/달러이고, **는 2014년 환율인 36루블/달러임.

             자료: FAS GAIN report May 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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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는 적절한 투자와 교육이 뒷받침된다면 러시아 농업이 EU 농업보다 전망이 

밝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러시아 농업 생산자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노동력 

확보, 관료주의 극복 등 과제에 직면해있다.

러시아 정부는 곡물 시장의 전략적 발전을 통해 향후 15년 동안 곡물 생산량이 25%

증가하여 1억 3,000만 톤까지 늘고 재배면적은 4,600만 ha에서 4,900만 ha로,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36톤에서 2.74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농가들에게 더 많은 비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림 12.  곡물생산 예산 지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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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는 2012년 환율인 30루블/달러이고, **는 2014년 환율인 36루블/달러임.

      자료: FAS GAIN report May 6, 2014.

러시아 정부는 화학비료 사용 증가가 향후 수년간 곡물 생산 증대를 위한 핵심이라고

여기며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매년 1,800~2,000만 톤의 비료를 생산하여 이중 

국내 곡물 산업에는 전체 비료의 15%인 300만 톤만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ha당

비료 사용량을 현재의 33~34kg에서 100kg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총 곡물 산업에 투입

되는 비료의 양을 800~1,000만 톤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16년 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료의 수출 관세를 높여 국내 시장 비료 가격을 

낮추고 사용을 장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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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농산물 생산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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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FAS GAIN report May 6, 2014.

러시아 정부는 향후 10년간 3,650만 ha의 곡물 재배면적을 4,650만 ha로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토지확대를 

계획하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은 인구가 매우 적으므로 이민자들에게 자유로운 양도와

개발을 허락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류 등 인프라 개발이 덜 된 지역에서는 국가적 인프라 투자가 없이는 곡물 생산은

불가능할 것이다. 러시아 농가의 50%는 높은 생산비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농가가 장기적인 투자로 농기계 및 저장 설비 등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5.2. 생산성 증대

최근 USDA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종자 및 비료 등 생산비 증가와 생산기술의 

부족, 재정적 제약 등은 생산성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미래 농업 정책에 대한 OECD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농업 정책은 농업 생산 및 농식품 수입 대체를 위해 2013-20 농업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작목에서 자급률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식품 

위생 및 기술규정에 근거한 비관세 장벽으로 무역 상대국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정부는 경기침체가 농식품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입경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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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넷째, 농업 투입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종자 생산

및 육종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다섯째, 보조금의 왜곡된 사용 등은 정책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업경쟁력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림 14.  러시아 농식품 자급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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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EU Agricultural Outlook: Prospects for EU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2015-25 European Commission 
 DG Agri December 2015.

6. 결론 

2014년 금수조치에 이후 러시아 국내 식량 생산 증대 목표는 더욱 공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 양호한 기상조건과 국제시장 가격 상승으로 지난 3년간 러시아 곡물 생산과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육류와 유제품 생산은 국내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 금수조

치 이전에 러시아는 이미 다양한 수입제한조치 수단을 통해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다양

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국내 생산 및 자급률 제고를 도모했었다. 역설적이게도 러시아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와 기술 전수는 대부분 서구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2017년 러시아의 곡물 생산량은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지난 40년 가운데 가장 많은 

약 1억 1,700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축산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하고 낙농부

문은 1% 증가할 전망이다. 모스크바 농업연구소(IKAR)는 2017년 농식품 수입액이 235

억 달러로 금수조치 이전인 2013년 432억 달러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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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농식품 수출입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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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Russian customs (2016 figure = IKAR forecast).

러시아의 인구는 세계 전체의 2~3%이나, 농경지는 세계의 10% 이상, 민물자원은 세계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잠재력은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식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낮으며 이는 가공공장 등에 대한 재정적 투자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기계 보급, 수의학 발전, 물류 인프라 개선

과 농업관련 연구의 실질적인 투자와 정치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Agra Europe. 2017. Russia: Policy Impacts on Agricultural Production & Trade 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러시아 경제동향 및 뉴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농업 및 농식품 교역

2월

프랑스 ‧필리핀

프랑스의 농업과 농정

필리핀의 식량자급 정책

3월

덴마크 ‧캄보디아

덴마크 농업의 이해 -농업발전 과정의 도전과 대응사례

캄보디아 농업 잠재력과 정책 방향

4월
인도

인도 농업의 개황 및 정책

5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농업 현안과제와 한국의 투자진출 전략

6월
스위스 

스위스 농업 개황 및 농정개혁

7월

러시아 ‧ 호주

러시아 아무르주 농업 현황

러시아 남부지역 농업 현황

호주 서부지역 농업 현황

8월

탄자니아 ‧ 프랑스

탄자니아 농업 개황

프랑스 농작물 보험제도 동향

9월

영국 ‧ 우간다

영국 농업 동향과 시사점

우간다 농업 개황

10월

르완다 ‧ 칠레

르완다 농업 현황

칠레 농업 현황

11월
태국

태국 농업 개황

12월

네덜란드 ‧ 인도

네덜란드 농업 현황

인도 농업 농정 동향

국가별 농업자료

세계농업 제 203호 | 111

국가별 농업자료 HISTORY



 국가별 농업자료(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4년

1월

라오스 ‧ 스페인

라오스의 화전농업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 현황 및 시사점

2월

러시아 연해주 ‧ 일본 

러시아 연해주 농업현황과 한국의 진출 전략

일본 농업 6차산업화 정책 현황과 과제

3월

호주 ‧ 베트남

호주 쇠고기 생산 동향

베트남 농업 개황

4월

미얀마 ‧ 필리핀

미얀마 농업 현황 및 농업부문 투자정책

식량안보와 필리핀 쌀 사례

5월

우즈베키스탄 ‧ 스위스 

우즈베키스탄 농업개황과 농업 진출 전략

스위스 농업경제 및 정책 동향

6월

콩고민주공화국 ‧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농업 현황과 과제

우간다 농업 현황

7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농업 실태 및 전망

8월

멕시코 ‧ 페루

멕시코 농업 현황

페루 농업현황 및 시사점

9월

이탈리아 ‧ 덴마크

이탈리아 농업 현황

덴마크 농업 현황

10월
모잠비크

모잠비크 농업 현황 및 주요 발전전략

11월
독일

독일 유기농업 현황

12월
터키 ‧ 몽골

터키 농업 현황 및 시사점

몽골의 농림업 현황

국가별 농업자료

112 | 2017. 7.



 국가별 농업자료(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1월

이스라엘 ‧ 파라과이

이스라엘 농업 개황 및 농업정책

파라과이 농업 현황과 시사점

2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농업 현황 및 시사점

3월

볼리비아･대만 ‧ 카자흐스탄

볼리비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대만 농업 현황

카자흐스탄 농업 현황과 시사점

4월

노르웨이 ‧ 뉴질랜드

노르웨이 농업 현황과 시사점

뉴질랜드 농업 현황과 시사점

5월

루마니아 ‧ 콜롬비아

루마니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콜롬비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6월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농업 현황과 시사점

키르기스스탄 농업 현황과 시사점

7월

핀란드 ‧ 쿠바 ‧ 르완다

핀란드 농업과 농정의 특성

쿠바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정책

르완다의 농업발전정책

8월

스웨덴 ‧ 덴마크

스웨덴의 농업혁명과 지속가능한 농업

덴마크 농업 현황과 시사점

9월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타지키스탄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10월

방글라데시 ‧캐나다

방글라데시의 농업현황과 농업정책

캐나다의 농업 및 농식품산업 현황

11월

우간다 ‧르완다

우간다 농업협동조합

르완다 농업 현황과 시사점

세계농업 제 203호 | 113



 국가별 농업자료(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12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아르헨티나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2016년

1월
과테말라 ‧에콰도르

과테말라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에콰도르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2월
니카라과

니카라과 농업현황과 시사점

3월
브라질

브라질의 농업현황과 시사점

4월
미얀마

미얀마의 농업현황과 정책 

5월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농업현황과 정책

6월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농업현황과 정책

7월
쿠바

쿠바농업의 이해와 협력가능성

8월
네팔

네팔의 농업 현황과 정책

9월
불가리아

불가리아의 농업현황 및 정책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현황과 정책

11월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의 농업현황

12월
이집트

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2017년 1월
가나

가나의 농업 현황

국가별 농업자료

114 | 2017. 7.



 국가별 농업자료(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7년

2월
필리핀

필리핀의 농업현황과 정책

3월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농축산업 현황과 정책

4월
일본

일본의 농업현황

5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농업 현황과 정책

6월
세네갈

세네갈의 농업 현황

세계농업 국가별 농업자료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6

세계농업 제 203호 | 115





PART04

EU

EU 목재류 수입 제도: FLEGT를 중심으로 | 배종하

국제기구 동향





국제기구 동향

 

세계농업 제203호 | 119

EU 목재류 수입 제도: 

FLEGT를 중심으로 *
배 종 하  

(주베트남 FAO 대표)

1. FLEGT 도입 배경3)

지구온난화가 글로벌 어젠다로 대두되면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분주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합의된 파리 협정에서 모든 국가들은 2030년

까지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로 약속하였으며, 선진국들은 개도국

들이 탄소배출을 줄일 경우에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산림보전이다. 산림을 건강하게 육성하고

보전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핵심 

방안이 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산림보전과 관리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잘 정비

되어 있고 집행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제도가 미비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력도 부족하여 불법 벌채(illegal logging)나 남벌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 (jonghabae3@gmail.com). 주베트남 FAO대표부 김시현 인턴이 자료 정리에 도움을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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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벌채와 남벌을 막기 위해 EU가 고안한 제도가 FLEGT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이다. FLEGT는 세계적인 불법 벌채를 줄이고 

불법 목재류로 생산된 목재, 가구의 무역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도입되었다.

불법 벌채란 벌목하는 국가의 국내법을 위반하면서 목재가 생산되는 것을 말하는데,

많은 개도국들의 목재와 가구류 수출품 중 상당 부분이 불법 벌채로 생산된다. 2001년

OECD에 따르면 목재에 대한 전 세계 무역 규모는 연간 1,500억 유로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중 상당한 비율이 불법 벌채되는 것이며 그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세계

은행의 산림 정책 검토보고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불법 벌채의 규모가 합법적인 벌목에

못지않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 벌채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벌채는 여러 분야에 폐해를 끼친다. 많은 경우 불법 벌채는 관련 기관의 부패 

및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부 산림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불법 벌채와 

연관된 부패 정도가 커져서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원리와 인권에

대한 존중심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 또한, 불법 벌채와 연관된 무역은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관련 산업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며, 이는 결국 산림업과 관련 산업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또한, 불법 벌채로 인한 탈세는 막대한 양의 정부 세입 유출을 초래하는데, 2002년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는 주요 목재 생산국들의 불법 벌채로 인해 매년 100억-150억

유로 정도의 세입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불법 벌채는 환경 훼손과 

생태계 다양성의 손실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불법 벌채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는

산림을 다른 용도로 쉽게 전환되도록 하고, 산불에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처럼

불법 벌채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저해하며, 산림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

하고 취약한 계층의 생계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개발 및 보전, 산림자원 개발과 관련된 공적 재원 조달, 산림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취약계층 지원 등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그 영향이 심각

하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개최된 지속가능정상회담(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불법목재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는데 여기에서 목재 생산국과 EU, 미국,

일본 등 수입국, 그리고 민간 부문과 비정부기구 대표들은 불법 벌채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참가자들이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EU FLEGT 실행계획이 설정되었고, 이이 따라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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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불법 벌채와 관련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몇 가지 계획을 수립

하였다. 이 행동 계획은 개도국의 거버넌스 개혁과 이를 위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채취된 목재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다자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수요 측면에서도 필요한 보완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EU가 FLEGT 실행계획을 채택한 이후로 다른 주요 국가들도 불법 목재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호주는 불법벌채방지법(Illegal Logging Prohibition

Act)을 도입했으며, 미국은 식물 및 식물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요건을 규정하는 레이

시법(the Lacey Act)에 불법 벌채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U의 목재규제(Timber Regulation)을 실행하기로 하였고 스위스도 

EU 목제규제를 기반으로 불법 벌채 목재 수입을 규제하는 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일본, 한국, 중국도 불법 목재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60%의 국토면적이 산림으로 구성된 국가이지만, 벌채 비율은 낮고 목재와 

목재 관련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12년 도입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내외에서 불법 벌채된

  그림 1.  불법 벌채 해결을 위한 국제적 조치

EU FLEGT 실행계획2003

발리 행동계획2001

지속가능정상회담(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2002

일본의 녹색소비법(Green Purchasing Law)2006

미국의 레이시법 수정(Lacey Act Amendment)2008

중국-유럽연합 양자조정 메커니즘2009

호주의 불법 벌채방지법2012

뉴질랜드의 불법 벌채 및 관련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2009

한국의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2012

러시아의 원목법(Roundwood Act)2013

EU 목재 규제(EUTR) 발효2013

        주: 자세한 내용은 Seoul et al. (2015) 참고(http://www.intagrijournal.org/journal/article.php?code=37975).

      자료: (http://www.flegt.org/flegt-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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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유통 또는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2013년 

현재 28개국과 양자산림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1).

2. FLEGT 연혁 및 주요 요소

2003년에 유럽연합은 EU FLEGT 실행계획을 공표하였고,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자발적파트너십협정(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VPA)으로서 마련되었다. VPA를 

실행하기 위해 FLEGT 집행기구(FLEGT Facility)가 유럽 산림 연구소(European Forest

Institute)의 주도로 2007년 설립되었다.

FLEGT의 양대 주요 요소는 목재 생산국과의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에 따라 실행되는

EU 목재규제(EU Timber Regulation, EUTR)와 수출자격증명제도(FLEGT licensing scheme)

이다.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은 EU와 목재생산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양자협약이다. 이 협약 

하에서 목재 생산국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만 수출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목재 생산국은 목재 수출업자에게 수출자격증명(license)을 발행하며, EU는 수출자격

증명이 발행된 목재류인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EU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하는 EU 목재규제를 시행한다. 모든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에는 목재가 국내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행정절차와 기술적인 인증시스템을 만들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행정 절차와 인증시스템은 각국의 법과 제도, 목재 교역의 성격, 산림

및 토지소유제도, 산림 관련 정책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제도가 추구하는 바는 산림지역 주민에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주민들의 빈곤감소와 연계되어야 하며 목재의 생산, 가공, 유통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

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생산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류

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며, 특히 개도국의 경우 행정시스템이 미비

하여 목재류 생산 과정을 일일이 추적하여 합법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수출자격증명을 얻을 경우에는 까다로운 조치 없이 거대한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입국인 EU는 일일이 번거롭게 수입목재의 합법성을

조사할 필요가 없고, 수출자격증명이 발행된 목재류는 안심하고 수입할 수 있어 번거

1) (http://www.flegt.org/flegt-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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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수입 절차를 피할 수 있다. 또한 EU는 개도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출자격증명 발행에 필요한 제도와 법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도국들을 지원하고 있다.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은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산림 거버넌스를 개선

하고 현실 속에 법률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벌채의 피해를 줄여 

나가며, 자연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보전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여서 작금의 가장

큰 이슈인 기후변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EU는 15개 열대 목재

생산국과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 협상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었다. 이 모든 국가들을 

모두 합하면 전 세계 열대우림의 24%, EU의 열대 목재 수입 공급의 80%를 차지한다.

EU 목재규제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4년 말에는 대부분의 EU회원국에서 

목재규제가 실행되었으며 EU 집행위는 각국이 목제규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 목제규제에 의하면 EU 시장에서 목재를 거래하는 모든 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다. 첫째, 불법 벌채된 목재와 그러한 목재로 생산된 

제품이 EU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둘째, 불법목재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실사(實査) 의무(due diligence)를 지니며, 마지막으로 목재류 제품의 구입 및 판매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FLEGT 연혁

가나와 첫 번째 자발적파트너십협정 체결2009

EU 목재규제 제정2010

카메룬, 콩고공화국과 자발적파트너십협정 체결2010

라이베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자발적파트너십협정 체결2011

EU 목재규제 발효2013

EU FLEGT 실행계획 발표2003

EU FLEGT 집행기구 설립2007

인도네시아와 자발적파트너십협정 체결2013

4월 FLEGT 실행계획 평가보고서(2004-2014) 발행2016

11월 인도네시아 수출자격증명 첫 발행2016

5월 베트남 자발적파트너십협정 협상 완료2017

      자료: (http://www.flegt.org/flegt-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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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LEGT 집행 구조

FLEGT 실행계획은 EU 집행위원회, EU 회원국 그리고 EU시장에 목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이행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불법목재의 수입을 방지하고 합법적

으로 벌목한 목재 공급을 확대하고 책임 있게 관리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의 수요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행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EU 회원국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상 국가들과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EU 집행위원회의 개발협력사무국

(Directorate General of Development and Cooperation)과 환경사무국(Directorate- General for

Environment)이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도 결과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FLEGT 전반을 관리조정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 내부 산림작업반(Council Working

Party on Forest)에서 정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며 보조기구로서 FLEGT위원회, 그리고 

전문가그룹이 있다. FLEGT 실행을 돕기 위해 EU가 FAO와 협력하여 FLEGT 이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 EU FLEGT 실행기구(FLEGT facility)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FLEGT 실행기구는 공식적인 집행 구조의 일부분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도움과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제공하며, 주로 FLEGT 행동 계획에서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EU FAO FLEGT 프로그램은 FLEGT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

들에게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4. FLEGT 실행계획의 중요 요소

1) 목재 생산국에 대한 지원

EU는 불법 벌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산림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에 필요한 기술 지원, 행정시스템 구축, 민간이나 시민

사회가 FLEGT 달성을 위해 일하는 경우 다양한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지원은 목재

생산국의 정부, 시민사회, 목재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정책 개혁, 투명성 제고를 

지향한다.

2) 합법적 목재류 무역 촉진

불법벌채된 목재가 EU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포괄적이고 다자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합법적 목재류에 대한 무역을 촉진한다. 많은 양의 목재를 수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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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EU의 협력이 핵심이며 그 외 중국 시장 등에도 FLEGT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공공조달정책

목재류 소비 중 약 15-20%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공공조달 부문에 불법

목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들의 공공인프라프로젝트에서는 

많은 목재류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EU 19개 회원국이 공공조달에 합법

적인 목재를 구매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 

녹색공공조달정책(Green Procurement Policy Programme)이 확산되면 지속가능한 목재에 

대한 공공조달 정책이 더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 지원

불법목재 공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한데 FLEGT 실행계획을 

통해 민간부문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민간부문이 합법적인 목재를 수입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인증시스템 구축, EU 목재규제의 영향 평가, 개도국 중소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5) 대규모프로젝트의 산림 훼손 방지

목재 생산국에서 대지, 농업 및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불법 벌채의 주요한 

원인이다. FLEGT는 금융기관이 산림분야에 일어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산림을 해치지 않도록 실사(實査) 의무(due diligence)를 지도록 

촉구한다. 특히 토지소유권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6) 적극적인 법제도 마련

필요한 경우 기존 법이나 새로운 입법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 목재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법제도로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과 

EU 목재규제를 들 수 있다. 목재생산국들도 생산과 유통과정에 합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7) 분쟁지역의 불법목재에 관한 대처방안

캄보디아, 미얀마, 콩고 등 분쟁지역에서 반란군들이 불법목재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 FLEGT는 이러한 분재지역의 불법목재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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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U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라이베리아에서 생산된 목재 수입을 금지하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한 바 있으며 콩고, 라이베리아, 미얀마의 분쟁에 

대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이러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FLEGT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2)

2003년 시작된 FLEGT 실행계획에 대한 2003-2014년의 평가보고서가 2016년 5월 발행

되었다. 이 평가보고서는 외부 컨설턴트, 설문조사 및 워크숍, 인터뷰 및 이해관계자

들의 응답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보고서는 FLEGT 실행

계획은 불법 벌채를 방지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혁신적인 방안이며, 모든 관련 국가의 

산림 거버넌스를 향상시켰으며 불법 벌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높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보고서에 담긴 10개의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① FLEGT 실행계획은 당초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산림훼손

(deforestration), 산림의 전용(轉用)과 같은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실행계획의 내용은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예방적이나, 목적과 개입에 대한 논리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핵심 요소와 활동 영역은 유지하되, 생산국에 대한 FLEGT

지원은 수요 중심과 유연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며,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을 지연

시키는 요소들을 해소해야 하며 민간 부문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③ 실행계획은 균형 잡힌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 FLEGT에 대한 전략적 방향

과 점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운영방식과 사후점검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④전반적으로 홍보가 부족하다. 내부적, 외부적인 홍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2) (http://www.flegt.org/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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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행계획은 당초 목적대로 이행되고 있으나 분야별 효과성은 크게 차이가 난다.

실행 분야 내에서, 그리고 분야별로 차별화된 우선순위와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 목재규제 실행과 민간 부문 참여에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⑥불법 벌채 목재 수입을 감소시키는 FLEGT의 직접적인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전 세계적

불법 벌채와 무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아직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 체결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국가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며 국제적 협력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⑦ FLEGT 실행을 통해 모든 국가에서 산림 거버넌스가 향상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거버

넌스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진전이 느리므로 더 효과

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⑧ FLEGT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라는 높은 목표에 대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명확

하지 않으므로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FLEGT가 빈곤 감소에 잠재력 효과가 

있는 것은 밝혀졌으나, 이를 위해서는 국내 목재 시장에 대한 관심과 행동주체들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⑨ FLEGT는 전반적으로 EU와 각국의 정책에 맞추어져 있다.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

을 해당 국가의 입법에 맞도록 하되 국제협약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도 합치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⑩ FLEGT 실행계획은 EU의 시장과 정치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더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 EU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며,

더 정치적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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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베트남의 FLEGT 준비 과정3)

베트남은 지난 10년 동안 목재가공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한 국가로서 80여 개국에서 

목재를 수입하는 한편 주요 시장에 목재 제품을 수출하는 등 주요 목재류 무역 국가

이다. 그러나 불법 벌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며 이로 인해 정부의

세입 감소, 생물다양성 위협, 산촌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베트남은 ‘EU와 자발적 파트너십 협상을 하거나 이미 이행 중인 15개 국가’ 중 하나

로서, 2017년 5월 11일 EU와 베트남은 6년에 걸친 자발적 파트너십(VPA) 협상을 완료

하였다. 아직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남아있지만 이 협정은 앞으로 

베트남에서 인증된 합법적 목재류 제품의 무역을 촉진하고 불법 벌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국은 서명절차를 

완료하고 비준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EU-베트남 공동실행위원회가 합의내용의 이행을 

감독할 것이며 이행 전에 당사자들은 이행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과도기적 

조치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을 실행하기 위해 베트남은 목재와 목재제품이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임을 보증하는 인증시스템(timber legality assurance system)을 개발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내 생산 목재뿐만 아니라 수입된 목재가 합법적으로 수확된 목재임을 검증

하는 시스템까지 포함한다.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이 실행되면 베트남 목재류에 대한 

신인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EU에 수출

되는 목재류에 수출자격증명(FLEGT license)이 발급될 것이며 수출자격증명이 첨부된 

목재류가 EU시장에 들어갈 때에는 수입업자들은 EU 목재규제(timber regulation)에 규정된

실사(實査) 의무(due diligence)를 질 필요가 없다.

합의문의 범위에 포함된 목재 제품의 범주는 EU에 수출되는 모든 주요 제품을 포함

하며, 특히 2005년 FLEGT 규정에 정의된 5개의 의무포함품목(통나무, 제재목(sawn tim-

ber), 철도 침목(railway sleepers), 합판(plywood), 베니어(veneer))이 포함되며 칩이나 입자,

쪽모이 세공 바닥재(parquet flooring),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와 목재 가구 등 많은 

목재 제품이 포함된다.

3) “EU AND VIETNAM COMPLETE NEGOTIATIONS ON A DEAL TO COMBAT ILLEGAL LOGGING AND PROMOTE TRADE IN 
LEGAL TIMBER.”201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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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파트너십 협정의 핵심은 목재인증시스템(Vietnam Timber Legality Assurance System)

이다. 여기에는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목재류 제품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보장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수입, 벌목, 가공, 수출에 이르는 모든 

생산과정(supply chain)을 단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곱 가지 아래 핵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합법적인 목재에 관한 정의(timber legality definition):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라 함은

베트남의 국내법에 규정된 정의에 합치하게 생산되거나 수입된 목재를 말하며,

수입 목재의 경우 생산국의 법에 맞도록 벌목된 목재이어야 한다.

-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재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회사에 관한 것

이고 두 번째는 목재의 생산, 가공 및 유통단계에서 관한 것이다.

- 생산자위험분류시스템(organization classification system): 목재류를 생산 유통하는 

개인 또는 회사의 법률 준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위험 수준에 따라 차별된 

인증수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행정수요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베트남 정부가

고안하여 직접 운영 관리한다.

- 목재 공급사슬(supply chain) 관리: 불법하게 생산된 목재나 합법 증명이 되지 않은

목재가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 공급 사슬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

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입 목재에 대해서는 수입업

자들이 수입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사(實査) 의무

(due diligence)를 지도록 해야 한다. 또 생산 가공 유통 단계의 흐름을 감시하기 위해 

통계를 철저히 관리한다.

- 수출자격증명(FLEGT license) 발급: 위에 열거한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정부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목재류 제품에 대해 EU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자격증명을 발급

한다.

- 감시, 불만처리 등 제도 운영: 정부는 법 위반을 감시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행정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개선 

방안을 강구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의 건의 사항을 검토한다.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국제기구 동향

130 | 2017. 7.

- 평가: 제도 이행, 효율성, 신뢰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독립적 기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제도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기관은 EU-베트남 공동이행위원회에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한다.

7. 맺음말

상품 무역에 있어서는 다양한 무역장벽이 있는데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눌 수 있다. 관세장벽은 관세율로 나타나는 것이고 투명하고 분명하다.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각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자 또는 양자 채널을 통해서 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 반면에 비관세장벽은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계량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다루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다.

공산품의 안전 인증, 식품의 안전성, 동식물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 제품의 용기 

규격, 표시방법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종류가 많으며 이러한 장벽들은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많은 경우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만 때로는 교묘하게 수입을 방해

하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도 

인증이나 규격과 같은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행정 역량이 낙후되어 

있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심각한 무역장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목재의 합법성을 인증하라는 선진국들의 요구는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한다는 훌륭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목재류를 수출하는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인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고 생산, 유통과정을 추적해야 

하는데 뒤떨어진 행정능력, 부족한 예산 등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선진국은 목재 공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개도국은 수출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은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으며, 선진국은 개도국이 인증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해주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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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FLEGT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이 제도는 불법 벌채를 없애고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보존과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제도를 시행하는 수출국들과 수입국들의 정책결정자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EU가 FLEGT 제도를 2003년에 만들었지만 자발적 파트너십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년이 훨씬 지난 2016년에 와서야 최초의 

수출자격증명이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진전이 매우 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

들은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행동계획을 제출하고 있어 불법 

벌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불법 벌채의 뿌리는 워낙 깊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효과적인 제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도 FLEGT는 

제도를 갖추는데 대부분 역량이 집중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이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도 고려하여 도입할 경우 시너지 효과

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주목할 만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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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U와의 FTA 합의 목표로 막바지 협상

m 일본과 EU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EU는 일본에 대해 쇠고기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는 EU산 쇠고기 수입량은 적지만, 원유 생산 조정 폐지를 단행한 EU에서는 

젖소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출 기대가 강함.

- 일본은 EU의 시장개방 요구를 수락하면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요구할 우려도 있어 거부한 바 있으나, 현재 공방이 계속되고 있음.

m 일본이 수입하는 쇠고기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EU산 수입량은 576톤(2016년 기준)과 일본의 국내 유통량의 0.1%이며, 폴란드,

아일랜드, 프랑스산 등은 일부에 그침.

m 한편, EU는 2015년에 원유 생산 할당제를 폐지하였음. 이에 향후 원유 생산 확대와 

함께 젖소 두수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음.

- 관계자에 따르면 수젖소(乳雄)의 쇠고기 생산이 위협이 된다고 분석함.

- EU측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38.5 %) 철폐와 낮은 관세 수입 물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송아지의 수출 확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m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16년 만에 9%

수준까지 낮추기로 합의함.

- 만약 일본이 EU와의 협상에서 TPP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하면, 미국과 

호주가 일본에 추가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짐.

m 일본과 EU협상단은 일본-EU간 자유무역협정의 큰 틀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계속함.

- 농산물시장과 자동차 등의 관세 협상과 비관세 조치, 정부 조달, 지리적표시(GI)

등 7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EU가 파스타와 초콜릿 등 가공식품의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요구하였으며, 치즈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음.

※ 자료: 일본농업신문(日本農業新聞)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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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식품산업계, EU-일본 FTA 타결 환영

 EU-일본간 자유무역협정 타결 

m EU와 일본간의 FTA인 JEFTA가 2013년 협상 개시 이후 4년 만에 타결됨.

- 7월 6일 브뤼셀에서 발표한 EU-일본 간 자유무역협상 타결로 일본은 EU로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수출시장이 열리는 대신 유럽 농산물에 자국 시장을 개방

하는데 합의함.

m JEFTA 공식 발표 이후 EU와 일본 양측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협정문을 만들고,

이후 일본과 EU 각 회원국의 비준을 거칠 예정임.

 EU 식품 및 식음료 산업계 환영

m 유럽 식품 및 식음료 산업계는 일본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단계로 새로운 

JEFTA를 환영함.

m EU 식품 및 식음료 수출부문에서 일본은 4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 2016년 기준 

49억 유로로 2015년 대비 약 5% 증가함.

- 반면 EU는 2016년 기준 일본으로부터 2억 5,700만 유로의 식품 및 식음료제품을 

수입함.

m 유럽 와인생산자협회(European wine producers’ organization, CEEV)는 지난 4년간의 

회담을 마친 무역협정 타결을 환영하며, 일본으로의 와인 수출량이 증가할 것이

라고 확신함.

- 유럽 와인생산자협회장(Jean-Marie Barillère)은 EU 농식품부문에서 최초로 수출한 

품목으로, JEFTA로 인해 현재 와인 수출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장벽이 제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함.

m 또한 그는 일본 와인시장은 약 55개국의 와인이 공급되는 매우 경쟁력 있는 시장

이며, 일본 와인시장에서 유럽의 점유율은 일본 내 관세철폐의 혜택을 받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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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와인과의 경쟁 심화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함.

- 특히 주요 경쟁국인 칠레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일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유럽의회 및 EU회원국 의회 승인 절차

m 일단락된 JEFTA는 유럽의회와 EU회원국 의회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음.

- 유럽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 EPP), 사회당민주당(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S&D), 자유당((European Liberal, Democrat and Reform Party, ALDE),

유럽보수 개혁당(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ECR) 등 4대 주요 정당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유럽의회 승인은 확실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유럽통합좌파 및 북부 녹색좌파연합(European United Left(GUE) group and

the Greens)은 무역협상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주의를 촉구함.

※ 자료: Agra Europe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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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구제역 발생사례 보고

 콜롬비아, 구제역 발생사례 보고

m 콜롬비아는 8년 만에 2013년 이후 남미지역에서는 처음 발생한 가축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DM) 발생 사례를 보고함.

- 이는 2013년 베네수엘라와 2012년 말 파라과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후 남미

지역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사례임.

m 콜롬비아 당국은 세계 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보고

서를 통해 베네수엘라 국경 부근의 아라우카(Arauca)지역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2~3세 사이의 7마리 육우에서 전염성이 높은 구제역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함.

- 구제역은 소, 돼지, 사슴, 염소, 양과 같이 발굽이 갈라진 동물 사이에서 전염됨.

또한 가축간의 접촉, 전염된 동물의 고기 섭취, 농기구 및 차량 등을 통해 전염

될 수 있음.

m 콜롬비아는 2,000만 두수 이상을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예방접종을 통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국가로 인정받아 왔음.

m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인접국 이외 다른 국가로 많은 물량의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았으나, 최근 러시아 등으로 수출을 확대한 바 있음.

m 콜롬비아 구제역 발생으로 페루는 콜롬비아 전역에서 공급되는 쇠고기 수입을 

180일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할 할 것이라고 발표함.

- 칠레 또한 구제역을 이유로 콜롬비아산 쇠고기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함.

m 콜롬비아 당국은 최근 구제역 발병 사례가 베네수엘라 동물의 국경 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음.

- 반면 이전 베네수엘라의 조류독감 확산 방지 대응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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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남미지역은 지역적인 계획을 통해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이 필요 없는 궁극적인 

구제역 근절을 목표하였으나, 이번 콜롬비아 사례로 좌절됨.

- 브라질은 최근 몇 년 동안 구제역 백신 예방 접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시작

하였음.

※ 자료: Agra Europe (2017.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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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지분유 상한가격 인하 합의

 EU, 탈지분유 상한가격 인하 합의

m EU회원국들은 EU지역의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 SMP) 비축분에 대한 가격

인하에 합의함.

- EU 회원국들은 최근 입찰라운드에서 결정된 톤당 상한가격 1,850유로를 받아

들임.

m EU성명서에 따르면 탈지분유는 현재 시장가격에서 톤당 150유로(100kg당 15유로)가 

할인되었으며, 이는 2년이 지난 비축 물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해가능한 수준임.

- EU집행위원회는  처음으로 오래된 탈지분유가 더 낮은 가격을 가져야 한다고 

인정함.

- 지난 12월 이후 처음으로 상용 판매된 물량은 단 40톤이며, 톤당 2,151유로에 

판매되었음.

- 최근 가격은(EU 매입가격인 1,698유로를 감안하여) 재고보관 비용을 제외하고 

톤당 152유로의 프리미엄(premium)을 제공함.

m 벨기에와 폴란드 기업들의 1,340톤에 대한 입찰가에 따라 탈지분유 100톤의 판매가 

합의됨.

- 증가된 판매 자체로 흥미로우며, 이는 식품 및 유제품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이전 두 차례의 입찰에서는 겨우 240톤만이 적용되었음.

- 또한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예상보다 낮은 우유 생산량이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

 생산량 감축

m 독일의 이른 추운 날씨와 남부 유럽의 너무 더운 날씨 등 열악한 환경과 2015-

2016년 역사적인 낮은 우유가격으로 많은 낙농가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생산을 

중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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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민들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EU의 우유 감축 계획을 촉구하였음.

m 최근까지 EU 탈지분유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계약기간에는 톤당 1,925~1,812유로로

하락함.

- 지난 주 IEG Vu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2,000유로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거래시장은 조용한 편이었음.

m 작년 말 탈지분유 판매에 대한 개입이 시작되면서 시장에 탈지분유가 넘쳐날 것

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러한 우려는 보조정책으로 다시 가라앉은 바 있음.

m 그러나 이달 초 EU집행위원회 농업농촌개발 집행위원인 Phil Hogan은 비축된 탈지

분유 공공 물량은 우려할 수준이며, 이는 시장 회복을 지연시킨다고 인정하였음.

※ 자료: Agra Europe(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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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침투외래종 목록 추가 

m EU집행위원회는 EU 전역에서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침투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 목록에 12종의 새로운 종을 추가함.

- EU집행위원회는 침투외래종위원회(Invasive Alien Specoes Committee, IAS) 결정에 

따라 7월 12일 악어잡초(alligator weed), 사향 쥐(muskrat), 너구리(raccon dog) 등을 

새로운 침투외래종으로 지정함.

- IAS는 EU회원국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위원회 대표가 주재함.

m 침투외래종 목록에 포함되는 종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보건비용, 작물수확량 손실, 어류자원 손실 및 기반시설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큼.

m 2015년 1월에 발효된 침투외래종에 관한 규정(Regulation 1143/2014)은 침투 외래

종과 관련하여 EU전역에서 취해야 하는 일련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m EU회원국들은 침투외래종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박멸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 일부 종이 이미 확산된 경우 EU 회원국들은 EU전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m 침투외래종 목록에 12종의 새로운 종이 추가되고 20일 이후부터 침투외래종 관련 

조치 및 규정이 적용될 것임.

m EU집행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는 최근 침투외래종 37종에 대하여 분포 현황을 

발표함.

- 이는 EU회원국들이 침투외래종 관련 EU규정 실행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표적 종에 대한 감시체계를 수립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공유되는 생물지리학적 

지역 내에서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m 최근 Copa-Cogeca 사무총장(Pekka Pesonen)은 AIS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 추가된 

12종 중 3종에 대하여 농업공동체로서의 유감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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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추가된 종의 사회 경제적 이익이 적절하게 평가되거나 고려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m 유럽지주기구(European Landowners Organization, ELO) 사무총장은 환경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도 침투외래종과 관련한 위험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언급함.

※ 자료: Agra Europe (2017.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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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주와의 할랄식품 인증제도 비교 

 할랄식품과 할랄인증제도

m 미국 싱크탱크(Think Tank)의 Pew Rese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현재 무슬림 인구는 

세계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15년 후에는 3분의 1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m 할랄(Halal)4)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며 이슬람법(Shari’a 샤리아) 기준에

따라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함.

- 샤리아는 무슬림 일상 전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무슬림에 있어서 할랄은 결코 

어겨서는 아니 되는 것임.

m 할랄은 식품에도 존재하며, 돼지고기나 알코올 등을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비 할랄성분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이슬람 교주가 계율에 근거하여 적정한 방법

으로 처리 가공한 식품을 “할랄식품”이라고 부름.

- 이슬람 율법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고기 외에도 양서류, 날카로운 

이빨과 어금니를 가진 동물(호랑이, 곰, 코끼리, 고양이, 원숭이 등)의 고기와 

피, 술 등이 할랄에는 없는 대표적인 것으로 규정됨.

m 일본에서도 이슬람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은 많지만, 불교와는 다른 종교상의

율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할랄은 국가에 따라 적용 기준, 제도, 인증 등이 상이함.

m 할랄과 관련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인증제도인 “할랄인증”은 각 국가의 정부

또는 국가 내 주요 이슬람단체가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일된 실용기준이 

없는 상황임.

4) 과일, 채소, 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 어패류 등 모든 해산물과 같이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임.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주로 염소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등이 할랄제품에 해당함. 반면 술과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돼지고기, 개, 고양이 등의 동물, 자연사

했거나 잔인하게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과 같이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을 하람(Haram)푸드라고 함(네이버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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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식품규격 CODEX는 CAC/GL 24-197에서 할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통일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음.

 호주의 할랄식품 수출 제도

m 최근 호주의 무슬림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할랄식품의 증가는 아직 미미한

수준임.

- 2011년 실시된 국세조사(国勢調査)에 따르면 할랄식품은 전체 식품시장의 약 2.2%를

차지함.

m 호주 정부는 농업수출 주력상품인 쇠고기, 양고기 등의 적색육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제도의 법제화에 몰두하여 왔음.

m 호주의 할랄 육류식품 수출에 관한 근거법은 2005년 규정된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관리법”임.

- 호주 농업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호주 정부가 인정하는 할랄프로그램(AGAHP)을 

통지함.

- “AGAHP”에는 할랄 육류식품의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처리, 해체, 가공,

보관, 비할랄 육류식품과의 분리, 이송방법, 증명서의 발행 등)이 규정되어 있음.

m 해외로 할랄식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업부가 관리 감독 및 승인하는 국내 

이슬람단체(AIO, 6월 9일 시점에 23단체가 등록됨)로부터 인증이 필요함을 규정함.

- 또한 AIO가 인정한 이슬람 교주가 계율에 근거한 방법으로 가공 및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함.

m 호주 정부는 할랄 육류식품 관련 법제화로 통일된 기준이 규정하여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호주산 적색육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호주와 일본의 할랄 인증제도 비교

m 호주에서는 정부가 전반적인 할랄 인증제도를 관리하며, 국내의 육가공처리업자가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 효율적 제도가 구축되어 있음.

- 호주는 주요 쇠고기 수출국으로서 무슬림을 겨냥한 쇠고기의 수출 전략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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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현재, 호주 국내의 육류식품 가공처리장의 80~90%은 할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유통하는 쇠고기의 80%이상이 할랄인증을 받은 쇠고기임.

- 일본에서는 할랄 처리만을 구별하여 시행하고 있는 반면, 호주에서는 시설단위로

할랄을 구분함.

m 무슬림을 겨냥한 할랄 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여 수출하고 있는 쇠고기는 약 20~30%

를 차지하며, 쇠고기 수출 시 정부의 위생증명이 필수적임.

- 또한 수출용 할랄 쇠고기 관련 증명서는 AIO가 추가증명을 하여야 함.

m 호주 정부는 스터닝(Stunning; 가공처리 직전 기절시키는 것)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AIO에서 파견된 할랄 슈퍼바이저가 1두 당 스터닝 의한 직접적인 사인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지원함.

- 이는 육류식품 가공처리업자에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임.

m 일본의 경우 민간이 할랄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 육류식품 가공처리업자에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슬람단체마다 인증 기준이 달라 이에 따른 

피해도 발생함.

m 또한 호주의 경우, 일본과 비교하여 국토가 넓고, 돼지 사육두수도 적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오염(혼입)도 문제가 되지 않음.

※ 자료: JETRO(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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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의 가축동물 수의사 부족 문제 

 일본, 가축동물 수의사 편재 문제 

m 일본에서 학교법인 “카게(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됨.

- 수의학부 신설을 둘러싼 총리의 의향 등 절차론에 대한 비판이나 보도를 시작

으로, 정부의 가축 수의사의 편재라는 과제의 본질적인 논의 필요성도 제기됨.

m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가축방역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학의 

수의학부 개설을 통한 가축 수의사 확대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 그러나 가축방역 문제가 대학 개설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며, 가축

수의사의 처우 개선, 가축동물 수의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향상 등

폭넓은 대책이 요구됨.

m 2007년 이후 카게학원과 애히메 현(愛媛県) 이마바리 시(今治市)는 15차례에 걸쳐 

이마바리 시에서 수의대 신설을 요구하여 왔으나,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에 의해 기각되었음.

m 그러나 이마바리 시가 국가 전략 특구로 지정되면서, 국가 전략 특구 자문회의가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함.

- 2017년 1월, 이마바리 시의 수의학부 설립 사업자로 카게학원이 선정됨.

m 카게학원은 가축 전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과 학술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

하며, 수의학부가 없는 시코쿠 지방에 수의학부를 신설한다는 전략을 내세워 특

구로 인가를 얻음.

m 가축수의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치 현(高知県)의 수의사들은 시코쿠에 

수의대가 없기 때문에 수의학부 개설로 가축 질병 대응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환영함.

- 반면 시코쿠뿐만 아니라 동해와 규슈 지방의 가축 수의사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

하다는 지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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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의 지역 불균형 문제 

m 일본 농림수산성은 전국 수의사 수는 2014년 기준 3만 9000명이며, 전반적인 수의사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부적인 직무의 불균형 문제가 심하다고 분석함.

-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가 약 40%로 가장 많은 반면,

소나 돼지 등 가축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수의사는 약 

20%에 그침.

m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동물 수의사 확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 등 심각한 가축 감염성 질병이 발생하면 방역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음.

m 지방에 수의학 대학을 개설하는 것만으로 가축방역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2014년 8월 개최된 국가 전략 특구 워킹그룹의 회의록에 따르면, “지방 대학에 

수의학부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지방 수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 회의록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수의학부가 있는 전국의 16개 대학을 도시형(삿포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근교)와 지방형으로 나누어 입학률과 취업률을 분석하였음.

- 지방에서는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입학하고 타지역에 취업하는 경향을 분석

하며, 지방의 경우 졸업생들이 꼭 그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함.

 일본 수의사협회의 입장

m 일본 수의사협회는 특구에 따른 수의학부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음.

- 대학의 입지나 학생의 증가가 반드시 수의사의 불균형 문제 해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수의사 수급 대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함.

m 또한 수의사협회는 현장에서 가축임상을 교육하는 전임 교원의 확보가 최대의 

과제라고 현 상황을 지적함.

- 수의학부 신설에 대하여 총리의 의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의사협회 키타무라

나오토(北村直人) 고문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를 논할 입장이 

아니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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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동물 수의사 처우개선 필요

m 수의사 교육 개선 등에 힘써 온 식품안전  및 안심재단의 카라키 히데아키(唐木
英明)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수의사라고 하면 반려동물 수의사를 떠올리며,

가축동물 수의사로서의 축산업 및 나아가 식품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직무를 인식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 또한 지방에 가축동물 수의사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급여

및 근무 형태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함.」

※ 자료: 일본농업신문(日本農業新聞)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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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아시아

□ 대만, 디저트 시장 동향  

▪대만은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 下午茶) 문화가 발달한 국가이며, 최근 

장기불황 임금정체로 인해 디저트를 통한 ‘작은 사치, 단맛 힐링’이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였음.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 대만, 디저트 시장 동향

* 싱가포르, 유기농 음료 시장 동향  

* 우즈베키스탄, 수입 비료시장 동향 

* 인도, 식품가공업 급성장

* 중국, 견과류 수요 증가

아시아

아메리카

* 쿠바, 커피 산업 동향

* 미국, 소스 시장 동향

유럽

* 네덜란드, 농업기술 혁신 전시회 개최

* 영국, ‘Free-From’ 식품시장 성장

* 네덜란드, 인삼 시장 동향

세계 농업 브리핑 (201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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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커피 차 소비량이 많은 것도 디저트 시장 발달을 촉진하였음.

- 대만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28억 5,000잔이며, 소비 찻잎 량은 4만 톤임.

▪편의점 세븐일레븐(7-eleven)은 같은 모(母) 기업을 둔 미스터도넛(mister donut)과 

협력해 편의점 매장 내 낱개 도넛 낱개 판매를 추진하였음.

- 2016년 세븐일레븐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2,400만 개의 도넛을 판매하였으며,

도넛 판매 매장 수를 확대해나갈 계획임.

▪또다른 편의점 패밀리마트는 자체 제빵업체 설립(2017년 1분기 양산 개시)해 매장

내 베이커리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

▪대만 소비자의 일본식 디저트에 대한 관심도 구매의향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 이는 대만인의 일본 여행 선호, 일본 여행 기념품인 디저트 제품의 인기, 입소문과

리뷰 추천에 예민한 대만 식품 시장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임.

- 2016년에만 10여 개가 넘는 일본 디저트 전문 업체가 대만에 진출하여 문전성시를

이룸

▪대만의 디저트 시장 규모는 연간 약 600억 대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30~40%는 공동구매 사이트 등 온라인 쇼핑으로 판매됨.

▪디저트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지역별 성별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타이베이시 

거주자와 여성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대만 소비자는 단맛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기보다 원료, 요리법, 매장 분위기 

등을 통해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

- 적당히 달고, 건강한 단맛, 성분과 조리법이 단순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음.

- 오프라인에서는 매장 인테리어, 상품 디자인도 소비자 발길을 끄는 요인으로 작용함.

▪SNS 기반 빅데이터 분석 업체 OpView에 따르면, 대만 소비자의 구매의향 높은 

디저트 맛은 견과류, 과일, 아몬드, 커피, 초콜릿, 설탕 프로스팅, 캐러멜 순으로 

나타났음.

- 화제성(온라인상에서 자주 거론되는 수준)은 캐러멜, 레몬, 아이스크림, 아몬드,

치즈, 버터, 견과류, 말차, 과일 순으로 나타남.

▪국가별 화제성과 구매의향이 높은 디저트는 프랑스 일본산 디저트로 나타났음.

-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한국 태국 디저트는 상대적으로 관심도나 구매의향이 

낮은 편이나 화제성 대비 실제 구매의향을 나타내는 구매력 지수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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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소비자의 실제 디저트 구매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맛, 가격, 편리성

(접근성), 질감, 판촉, 건강 순으로 나타났음.

▪구매 고려 요소 중 제품 본연의 맛이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가운데 가격과 편리성

(접근성)도 실제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침.

- 대만 디저트 시장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은 가격 경쟁력 확보와 유통채널 다변화 

노력 필요함.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인지가치(가격 대비 품질인지도)는 유럽 미국 일본보다 

낮고 대만과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므로 가격책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식품은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효과가 큰 품목으로 단기간에 화제를 모을 

수 있으나 인기를 오래 이어가기 어렵기도 함.

- 일본 오사카 인기 치즈타르트 전문점 Pablo는 2016년 1월 대만에 진출하여 한때 

7초당 1개꼴로 판매될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으나 10개월 만에 에이전트의 계약

해지로 대만 시장에서 철수함.

- 일본 Afternoon Tea는 제휴사를 바꿔 두 번째 진출했으나 최근 잇단 적자 지속

으로 철수 결정함.

- 다방면으로 수익성 개선 노력 있었으나 시장 경쟁 심화 추세 속 차별성 부각에

실패하였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5.29.)

□ 싱가포르, 유기농 음료 시장 동향 

▪싱가포르 정부는 'War on Diabetes', 'Drink Healthy, Get More From Life' 등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유기농 기업의 광고와 교육 세미나, 농장 체험 등과 같은 홍보활동으로 인해 소비

자가 유기농 식품과 일반 식품의 차이점을 알게 되면서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

▪유기농 식품에 대한 초기 수요자는 미국, 유럽 출신의 외국인들이었지만, 현재는 

싱가포르 중산층, 상류층의 현지 소비자들도 유기농 식품을 많이 찾고 있음.

- 또한 젊은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식품과 음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2016년 기준 싱가포르 유기농 음료의 시장규모는 25만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대비

3% 성장했으며, 2011년부터 연평균 4.2%씩 성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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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유기농 음료의 시장규모는 27만 싱가포르 달러에 이르러 2016년 대비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싱가포르의 유기농 음료는 주로 3대 유통 업체와 유기농 전문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2016년 싱가포르의 음료 수입 규모는 5억 7,000만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대비 6%

증가하였음.

- 싱가포르의 유기농 음료는 주로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태국, 일본에서 수입됨.

- 싱가포르의 음료 수입 대상국 중에 말레이시아는 41.4%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였음.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하나, 대(對) 싱가포르 음료 수출 규모가 전년대비 

29.4% 대폭 확대되어 향후 싱가포르 음료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싱가포르 수입 음료 규모는 품목별로 기타 음료, 주스, 커피, 차 순으로 크게 나타

났음.

- 커피는 주로 동남아 미국 유럽에서, 차는 주로 일본 스리랑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주스와 기타 음료는 대부분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됨.

- 한국의 대(對) 싱가포르 주요 음료 수출 품목은 주스임.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음료에 별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단, 모든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성격의 7% GST(Goods & Service

Tax)가 부과됨.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gro-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은 2016년 2월 2일

부터 싱가포르에서 유통되는 모든 유기농 식품(음료)의 생산, 제조, 라벨링, 홍보 

등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

했음.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수입 유기농 식품에 대해 Codex Guidelines를 따르는 타 국가의 

유기농 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에서 요구할 경우 

유기농 인증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은 한국 유기농 인증 또한 인정하고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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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수입 비료시장 동향 

▪우즈베키스탄은 한반도의 약 2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고 육지면적의 약 57%인

약 2,500만 헥타르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의 기후는 전형적인 사막 대륙성 기후로 식생이 부족한 지역이 많으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관개농업이 발달했으며 긴 일조시간 등 농업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일부 갖추고 있음.

▪타슈켄트(Tashkent) 일조시간은 연 2,833시간으로 서울의 연간 일조시간보다 500~

1,000시간이 김.

▪기온의 일교차(여름 최대 약 15도)와 연교차(최대 약 30도)가 크기 때문에 과실의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아 과실이 농업 비교우위 품목으로 평가됨.

▪FAO의 우즈베키스탄 토양분류에 의하면 국토 면적의 47%가 알칼리성이며 하천 

또한 알칼리성임.

- 농지 중 관개면적이 80% 이상 달하며 상당수의 농지가 염분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농지의 평균 관개효율이 40%에 불과하고 관개 및 배수시설의 노후화가 상당수 

진행돼 시설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

(MDB) 자금을 통한 관개망 개선사업 등의 사업이 이뤄지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의 광물 비료 생산을 포함한 화학산업은 정부기관이자 주식회사인 

우즈베키스탄 화학성(UZKIMYOSANOAT)이 통제 관리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의 비료시장 규모는 공개된 데이터가 없으나 화학성이 발표한 광물

비료생산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총생산량이 2012년 대비 4년간 약 25%

증가한 120만 톤을 기록했음.

- 우즈베키스탄 내 유기질 비료 생산은 2016년 1,985만 톤을 기록하였음.

▪2015년 우즈베크 통계청에 따르면, 유기질 및 광물 비료를 사용한 농지 면적은 각각 

310만 헥타르, 309만 헥타르로 우즈베크 내 총 생산량은 유기질 비료가 월등히 

높으나 사용 농지 면적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국가 전체 농지가 2,500만 헥타르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비료가 사용되는 농지 

면적은 약 25% 수준으로, 아직까지 비료를 사용되지 않는 농지가 월등히 많음.

▪비료는 크게 유기물 비료와 광물비료로 나뉘며 유기물 비료는 동물성과 식물성

으로 나뉨.



세계 농업 브리핑

164 | 2017. 7.

- 우즈베키스탄의 유기물 비료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류와 식물성 유박류를 

골고루 사용함.

▪유기물 비료 중 혼합 유기질 비료(식물성 유박과 동물성이 모두 포함된 것)와 식물성

유박에 미량 천연 광물이 첨가된 유기 복합비료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화학성 산하 기업(공장)에서 광물 비료가 생산됨.

▪우즈베키스탄 화학성에 따르면 2016년 광물 비료 생산량은 질소비료 94만 4,000톤,

인산비료 14만 3,000톤, 칼륨비료 13만 8,000톤 순이며, 금액으로는 2조 3,000억 

우즈베키스탄 솜(약 5억 9,800만 달러)에 달함.

-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화학품목 중 가장 해외 수출량이 많은 품목이 광물 

비료임.

▪질소비료의 생산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질소비료 생산량의 12~18%가 

해외로 수출됨.

- 하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질소비료의 해외 수출량 감소가 눈에 띄며 주요 

수출국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 터키 등임.

▪전체 칼륨비료의 약 15~20%는 염소가 없는 칼륨비료이며 주로 포도, 감자 및 

감귤류 재배에 사용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위치는 칼륨비료 11대 수출국에 속하며, 인도에 가장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음.

▪인산비료는 최근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주로 혼합(복합)비료 제조에 

사용되고 있음.

- 수출도 2016년 13만 6,000달러만 기록했으며 조지아, 카자흐스탄에 수출됐음.

▪유기질 비료 생산량은 2016년 1,985만 톤에 달했으나, 수출량은 24만 3,000달러로

소량만 수출이 이뤄지며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판단됨.

▪우즈베키스탄의 비료 수입량은 2016년 기준 유기질 비료, 광물 비료 포함 300만 

달러 이하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비료 양의 약 10% 수준임.

▪질소비료 수입량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반등했으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키르기스스탄, 독일, 카자흐스탄 등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거의 없음.

▪칼륨비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 수입량이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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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입국으로는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리투아니아, 카자흐스탄, 중국 등이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없음.

▪인산비료는 2012년 리투아니아로부터 2만 1,000달러 수입 후 수입량이 없는 것으로 

조회됨.

▪유기질비료는 2013년 이후로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리투아니아, 터키, 이탈리아, 한국 등이 있음.

- 한국으로부터의 유기질비료 수입량은 2013년 649만 달러를 기록한 후 수입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HS Code 31류 비료 품목의 우즈베키스탄 수입 시 관세는 10%, 소비세는 0%, 부가

가치세는 20%가 부과됨.

▪수입 비료가 전체 우즈베키스탄 비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은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세계 각국의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비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로는 Agriscience(터키) 14%, IFODA(중국 주문 생산)

11%, Agro Best Group(터키) 10%, Astra Industrial complex(사우디) 7% 등이며 이외

프랑스, 일본,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등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

- 수출 전략 산업 중 하나로 농식품 산업을 선정해 해당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어 양질의 비료 생산 및 사용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적인 목화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따라 2020년까지 현재 

335만 톤의 원면 생산을 300만 톤으로 감소하고, 감자 등 채소 및 종자, 포도 등 

과일 재배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2016년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 내 농산품무역센터를 개설하며 과일 채소 수출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연간 80만 톤의 과일 채소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5년 4만 8,000톤, 약 

3,300만 달러 규모의 과일 및 야채(건조 및 냉동 포함)를 수출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농산물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음.

▪전체농지의 25% 정도만 비료를 사용하는 낮은 비료 사용률, 자국 생산 비료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관세 장벽(관세 10%, 부가가치세 20%) 등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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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들의 우즈베크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Dupont, Bayer 등 글로벌 기업들도 수입 비료시장에서만 각 4%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전체 비료 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함.

▪하지만 수입 비료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자가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 기업에는 진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현지에서 기술 부족 등의 문제로 생산되지 않는 각종 기능성 복합 비료,

친환경 제품 등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비료는 현지 토양이나 기후에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진출까지 기간이 오래 걸림.

- 또한, 환경 유해 평가 등에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시장 개척이 

어려움을 감안해야 함.

- 이에 따라 적합한 파트너와 협력해 시장 개척을 위한 테스트, 제품 등록, 마케팅,

판매 활동을 실시해야 함.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은 시장인 만큼 시장동향 파악, 제품 반응 

조사, 파트너 발굴 등을 위해 현지 농업 박람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활용 가능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6.08.)

□  인도, 식품가공업 급성장

▪인도의 국토 면적은 1억 5,970만 헥타르(3,946만 에이커)인데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임.

- 또한 인도는 식품가공산업의 원재료를 풍부하게 보유함.

- 인도에서 재배되는 식품가공산업의 원재료로는 망고, 파파야, 감자, 양파, 생각,

병아리 콩, 쌀, 통밀, 땅콩 등이 있음.

▪식품가공산업은 인도 전체 식품시장의 32%를 차지하며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 가운데 하나임.

▪인도 브랜드자산재단(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IBEF)은 회계연도 2015/16에 

기준 인도 식품가공산업 규모(식품유통 포함)가 2,58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까지 4,82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임.

▪2015년 기준, 인도 인구의 평균 나이는 27세임. 20대 소비자는 새로운 가공식품 

구매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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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세계화의 영향을 받아 스낵류 및 아침식사용 시리얼의 구매를 늘리고 있음.

▪인도의 온라인식품 판매 시장은 초기 단계이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리서치 기업인 레드시어 컨설팅(RedSeer Consulting)에 따르면 2016년 온라인 식품

배달산업은 전년대비 150% 성장하면서 총 매출액(Gross Merchandise Value, GMV)

약 3억 달러를 기록했음.

▪하지만 2016년 기준, 인도에서 가장 대중적인 식품유통경로는 여전히 소규모 식료품

점들임.

- 현대식 식료품점이 존재하지 않는 농촌지역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식료품점을 통한 식품 판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6년 6월, 인도 정부는 인도 내(Made in India) 식료품 제조 및 전자상거래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최대 100% 허용하였음.

- 이후 인도 정부는 아마존(Amazon), 그로퍼스(Grofers), 빅바스켓(Big Basket) 등 3개

기업으로부터 총 6억9,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안 받았음.

- 특히 아마존은 식품유통과 관련해 5억 3,800만 달러의 투자를 제안하여 인도 내

입지를 굳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앞서 인도는 2016년 4월에서 12월 사이 9개월 동안 식품가공 부문에서 총 6억 

6,323만 달러의 FDI를 유치했음.

▪월마트(Walmart), 테스코(Tesco), 메트로 캐쉬 앤 캐리(Metro Cash and Carry), 오샨 

그룹(Auchan Group) 등 비롯한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인도 내 지점 설립 의지를 

표명하였음.

▪인도 식품가공부(Ministry of Food Processing, MOFPI)의 할심라트 카우르 바달

(Harsimrat Kaur Badal) 장관은 글로벌 유통업체에 인도의 농어업 부문 인프라 및 

기술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인도 내 지점 설립 허가안을 연방 정부에 제안하였음.

추후 식품가공 및 재무 관련 정부 부처와 상공회의소 등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임.

▪또한, 인도 정부는 비하르(Bihar),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히마찰 프라데시(Himachal

Predesh), 차티스가르(Chhattisgarh) 주 내 5개의 'Mega Food Park' 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했으며 향후 3~4년 내 42개의 추가 식품산업단지 조성 및 236개의 통합형 

저온 유통(Cold Chain) 구조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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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식품안전기준청(The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은 저품질 

제품의 진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7 식품안전 및 수입표준 규제(Food Safety

and Standards Regulations 2017)'를 새롭게 발표했음.

- 해당 규제를 통해 남은 보관수명(Shelf Life)이 60% 미만인 식료품 수입이 제한

되는 등 저품질 제품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식품 라벨링 관련 허가조항

및 통관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간소화될 예정임.

▪2014년에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도농간 소득 

격차를 우려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발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식품가공업은 제조업을 부흥과 농가

소득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 이에 인도 정부는 식품가공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진출 또한 적극 유치하는 상황임.

▪현재 인도 식품산업에서 아침식사용 시리얼, 제과류, 조미된 스낵, 쌀, 면류 및 

파스타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건강식품 및 건강 보조식품 또한 인도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제품군임.

▪식품 및 식품가공 기술, 기술 개발 및 장비 부문에서 대규모 투자 기회가 있는 

상황이며, 주요한 식품가공분야는 통조림, 유제품 및 식품 가공, 특수가공, 포장,

냉동식품, 냉장 및 열처리 기술임.

▪식품가공 기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식품, 음료, 유제품, 치즈, 요

구르트, 육류 및 육가공 제품 및 곡류 부문 관련 가공기계의 수요가 두드러짐.

- 따라서 식품가공과 관련한 기계류 수출 기회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6.22.)

□  중국, 견과류 수요 증가

▪견과류는 당뇨병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뇌세포 활성화, 시력 증강 등 웰빙식품

으로 각광을 받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품으로 부상함.

-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이 웰빙식품을 찾게 됐으며, 고급스러운

웰빙식품으로 인정받은 견과류의 수요가 증가함.

▪2016년, 중국식품공업협회에서는 첫 '9 17 견과류 건강일'을 지정해 건강을 위해 

하루에 견과류 한 줌씩 먹을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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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들은 간식으로 사탕, 과자 다음으로 견과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17년 중국인 간식 소비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40%의 중국 소비자가 전년

대비 견과류 소비를 늘렸음.

- 견과류는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간식으로, 최근에는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풍부한 영양공급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음.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판매된 10대 농산품 중 견과류의 판매액이 100억 위안 이상

으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조사됨.

▪중국 베이징, 광저우, 시안 등 지역에 전문 견과류 도매시장이 있을 정도로 중국의

견과류 시장이 큼.

▪중국 산업발전연구원망(中国产业发展研究网)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중국 견과류

시장 매출액은 2011년 444억 위안에서 2016년에는 780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임. 2017년에는 861억 위안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상업보(中国商报)는 중국의 견과류 시장이 고속성장 중에 있으며 2020년 

시장규모가 1,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껍질 채로 유통되던 견과류가 최근 껍질을 벗긴 제품, 조미료가 첨가된 제품 등

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인기를 모은 싼즈송슈(三只松鼠) 제품 중 대추에 호두를 넣어 

가공한 제품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각광받으며 견과류 업계에서 큰 인기를 끌음.

▪알리바바 플랫폼 판매량 순위 기준, 중국인이 선호하는 견과류는 잣, 마카다미아,

피칸, 호두, 캐슈넛, 아몬드, 해바라기씨, 땅콩, 피스타치오, 콩류, 밤 등이 있음.

▪2016년, 중국의 견과류(HS Code 0802 기준)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9% 감소한 5억 

2,771만2,000달러, HS Code 0200819 기준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34.8% 증가한 1억 

3,451만 5,000달러로 집계됨.

▪2016년 수입액 기준, 중국의 견과류 주요 수입국은 미국, 몽골,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호주, 터키, 이란,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임.

▪2016년,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견과류(HS Code 0802 기준) 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1,220만 4,000달러로 집계됨.

▪한국산 견과류는 이미 중국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중국인이 즐겨 찾는 간식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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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브랜드 길림양행(gilim)의 허니버터아몬드는 2016년 제14회 한국브랜드 

대상 선발 대회에서 견과류 브랜드 중 1등상을 수여함.

▪일반적으로 수입업체가 중국으로 견과류 제품을 수입해 소매점, 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현지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6.22.)

 2. 아메리카

□  쿠바, 커피 산업 동향  

▪쿠바의 주력 산업은 식품 산업이며,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럼(rum), 시가(cigar), 커피

등이 있음.

- 특히 쿠바는 혁명(1953년) 이전까지 고품질 커피 수출국으로 유명했음.

▪쿠바는 최고 품질의 커피를 생산하기에 좋은 기후와 토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국가임.

▪한편, 쿠바는 2015년 생산된 커피(아라비카 커피) 중 8,696포대를 수출했는데,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독일임.

▪최근 들어 쿠바 정부는 최대 프리미엄 커피 수출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16만7,000헥타르 규모의 토지에 커피를 파종했으며, 2020년까지 연간 2만

톤(약 30만 포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Nespresso, Nestle 등 전 세계 커피 업종 관련 기업들은 쿠바의 커피 생산 확대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본 Mitsubishi 상사도 쿠바 커피 산업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음.

▪혁명 이후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쿠바의 커피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여(2015-16년 

생산량 60kg 중량 10만 포대), 국내 소비량(22만 포대)에도 미치지 못해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임.

- 국내 소비되는 커피에 비해 자체 생산량이 부족해 소비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함.

- 주로 브라질 및 에콰도르산 커피를 수입하는 것으로 파악됨.

▪쿠바의 연간 커피 수출액은 2014년 기준 450만 달러이었으나, 2015년에는 260만 

달러로 크게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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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입국은 일본, 독일 및 일부 유럽국가임.

▪쿠바산 커피산업은 혁명 이후 점차 규모가 축소돼 왔으나 Crystal Mountain,

Extraturquino, Turquino, Altura 등 프리미엄급 쿠바 커피에 대한 전 세계 소비자들의

관심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

▪특히 쿠바산 커피는 시가, 럼주와 연계된 기호식품으로 최근 미국-쿠바 관계 개선,

관광객 급증에 따라 수요가 높아져 쿠바의 주요 수출상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쿠바 정부는 커피 증산을 위해 생산, 가공, 포장, 보관설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 등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음.

▪쿠바산 커피는 아직 생산량이 많지 않아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입이 원활치 

않으나, 향후 생산량 확대 등을 대비해 기술 및 인적교류 등을 강화하고 생산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도 관심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6.16.)

□  미국, 소스 시장 동향 

▪미국 소비자의 이국적인 향신료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음식의 인기 및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 내아시안 소매점이 아닌 일반 소매점에서도 쉽게 한국 소스를 발견할 수 

있음.

- 2016년 한국의 소스 관련 제품 대(對) 미국 수출 금액은 전년대비 26.93% 증가

하였음.

▪2016년, 미국 소스 시장 규모는 210억 달러로 향후 5년간 0.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소스 시장은 2016년 전년대비 2.4% 성장한 210억 272만 달러로 2011년 

이후 연평균 1.9% 성장하였음.

▪시장 조사기관인 IBIS World는 2017년과 2021년 미국의 소스 시장 규모를 각각 

210억 2,255만 달러, 210 억 8,106만 달러로 전망하였음.

- 이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건강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임.

▪유기농, 인공 첨가물이 없는 프리미엄 제품, 이국적인 향신료가 미국 소스 시장

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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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별로는 마요네즈 샐러드드레싱이 33%, 건조분말 형태 17.9%, 향료 추출물

액체 향료 17.1%, 소금 후추 향료 16.4%, 바비큐 소스 핫소스 스테이크 소스 등이 

15.6%의 시장점유율을 점유하였음.

▪미국 소스 제조업체들은 원재료를 획득하기 용이하고, 주요 식품 생산자가 근접한

곳에 위치함.

-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텍사스에 집중적으로 분포함.

▪미국의 바비큐 소스 시장 규모는 2016년 전년대비 2.7% 성장한 18억 6,030만 달러로 

향후 5년간 연평균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이후 연평균 2.4% 성장하고 있음.

▪2021년까지 바비큐 소스 업체 수는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업체의 대부분은 소규모 지역적인 특색을 가진 업체일 것으로 전망됨.

- 대표 바비큐 소스 브랜드는 Kraft Original, Heinz Sauce, Bull’s Eye, KC Masterpiece,

Jack Daniel’s 등임.

- 제품별 시장 점유율은 오리지널 바비큐 소스 44.4%, 특수하거나 이국적인 바비큐

소스 38.9%, 건조 러브(rub) 및 마리네이드 제품 16.7% 순임.

▪핫소스 시장 규모는 2016년 전년대비 3.2% 성장한 13억 1,430만 달러로 향후 5년간

연평균 3.8% 성장 전망됨. 2012년 이후 연평균 2.0% 성장함.

- 2017년과 2022년 미국의 핫소스 시장 규모는 각각 13억 6,990만 달러, 16억 

5,360만 달러로 전망됨.

- 대표 브랜드는 Tabasco, Frank’s Red Hot, Sriracha 등임. 제품별 시장 점유율은 순한

맛 58.5%, 중간 맛 24.9%, 매운 맛 16.6% 순임.

▪미국내 주요 소스 업체는 Kraft Heinz Co.(15.5%), McCormick & Company Inc.(8.0%).

- 제품 종류가 매우 다양해 군소업체에 시장이 분산돼 있음.

- 그 외 업체로는 Unilever(1.4%), ConAgra Foods(1.3%), The Clorox Company(1.0%

이하)가 있으며, 아시안 향신료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일본의 Kikkoman, 홍콩의

Lee Kum Kee 등이 있음.

▪2016년 미국의 소스 수입 규모는 13억 9,482만 달러로 전년대비 11.50% 증가함.

- 주요 수입국으로는 캐나다, 멕시코, 이탈리아 등임.

- 2016년 기준, 미국의 국가별 수입규모는 캐나다는 전년대비 13.20% 증가한 3억

2,189만 달러, 멕시코는 전년대비 13.43% 증가한 2억 5,062만 달러, 이탈리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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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1.23% 증가한 1억 8,345만 달러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3,989만 달러로 전년대비 26.93% 증가했음. 이는 

전체 증감률인 11.50%를 상회하는 수치임.

▪2016년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장류(고추장, 된장, 춘장 등)로 전체 

소스 수출 규모의 91.4% 점유함.

▪고추장, 된장, 춘장 등 장류는 전년대비 31.77%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반면, 간장은 337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으며, 수출 금액이 전년대비 8.36% 감소함.

▪미국 내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유기농 및 비 유전자변형 인증이 제품 매출 상승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밝힘.

- 또한 소비자들은 관련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해 더 호감을 가짐.

▪한국식 소스는 이미 많은 소매점에 진열돼 있고, TV 프로그램 노출을 통해 인지

도가 높아짐.

- 그러나 아직 조리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

- Whole Foods Market, Central Market, Publix 등 대형 소매점, Sur La Table, Williams

Sonoma 등의 고급 주방용품 상점에서는 지점에 따라 요리 교실을 운영함.

- 요리 교실을 통해 한국 기업이 만든 소스를 응용한 요리법을 소개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음.

▪미국 소스 시장 진출을 위해 소포장을 고려해볼 만함.

- 예를 들어 McCormick사는 요리 하나를 완성하기 위한 모든 양념을 소포장해 가

정에서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판매를 하고 있음.

- 따로 계량할 필요가 없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소포장으로 돼 있어 

저렴한 가격(1~3달러)에 소비자들이 색다른 요리도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음.

▪온라인의 요리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등 SNS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 대표적인 한국 음식 유튜브 채널로는 Maangchi, Crazy Cooking Lady 등이 있음.

- 젊은 세대는 특히 이국적인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해한국 음식 요리법을 소개하고 제품을 노출하는 것도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음.

▪미국인의 핫소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핫소스의 매운 맛은 우리나라 제품이 내는 맛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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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선호하는 매운맛을 이해해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지인들에 따르면 한국의 매운맛은 향미보다는 통각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므로, 향미를 추가한 제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미국 주요 식품 전시회 참가 및 참관 등을 통해 최근 트렌드를 파악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활동은 현지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6.19.)

 3. 유럽

□  네덜란드, 농업기술 혁신 전시회 개최 

▪2014년부터 시작된 GFIA(Global Forum for Innovations in Agriculture)는 아부다비 

정부가 UN, Bill&Melinda Gates 재단, 세계은행 등 40개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만든 

농업혁신을 위한 전시회임.

▪전시회의 주요 목표는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 수십억 명의 세계인구의 식량공급을

환경 훼손 없이 자연친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임.

▪아부다비에서 2014년도에 시작된 전시회는 2017년 처음으로 유럽으로 확장해 

네덜란드 유트레히트(Utrecht)에서 개최됐음.

▪네덜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네덜란드 기업들의 농업과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에 GFIA Europe을 네덜란드로 유치할 수 있었음.

- 앞으로도 매년 네덜란드 유트레히트에서 GFIA Europe이 개최될 예정임.

▪이번 전시회에서는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등을 염두에 두어 둔 500여 개가 넘는 

제품들이 전시됐음.

- 아부다비 본 전시회보다는 작은 규모였지만, 혁신적인 농업제품들이 가득한 

자리였음.

▪전시회와 포럼 형식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곳곳에서 다양한 강연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됐음.

- 2017년부터 신생기업 전시관과 축산 전시관이 추가됐음.

▪전시회에 참가한 방문객의 31%가 식품 생산 관련 기업 종사자였으며, 18%는 중간

유통업자, 14%는 공급망관리업자, 13%는 정부 및 비영리단체 참가자들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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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들의 주요 관심사는 친환경 재배, 기후스마트(Climate-Smart)농업, 수자원 

관리, 바이오, 해충관리, 비료, 환경제어 시스템이었음.

▪전시회에 출품된 상품 가운데 Veris사의 토양분석기는 일반 경운기 뒤에 부착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농지의 토양성분 채취를 통해 지도를 제작해 토지에 적합한 

작물을 추천해 줌.

- 미네랄, EC, OM, pH 등 다양한 토양성분을 분석하며, 실시간으로 제공된 데이터를

토대로 농가는 토지에 맞는 작물과 비료를 선택해 더 효율적인 경작이 가능함.

▪Ecoroboti사의 완전자동 제초로봇은 태양열로 작동되며 스스로 잡초를 탐지해 필

요한 부분에만 정밀하게 제초제를 분무함.

- 스마트폰으로 처리현황을 체크할 수 있으며, 동체의 무게는 130kg에 불과해 

기동성도 뛰어남.

- 농가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동시에 제초제 사용량을 20배 이상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시킴.

▪증가하는 세계인구와 도심 과밀화에 대비해 여러 기업들은 도심농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수직농장(Vertical-Farming)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때문에 전시회 곳곳에서는 다양한 실내수직농장 시스템 제품을 볼 수 있었음.

▪Urban Crop Solutions사가 선보인 수직농장 시스템은 실내에서 자체조명을 통해 

365일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70일 정도 걸리는 일반작물 재배기간을 21일로 

단축시킬 수 있음.

▪Urban Crop Solutions사의 자동화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동화 재배

방식으로, 180여 개의 작물의 재배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음.

- 기계로 최적 량의 물을 분무하여 기존의 물 사용량 대비 30배 이상 절감시킬 

수 있음.

▪AQUA4D사의 제품은 자기장 수도 파이프 관을 통해 불규칙한 수분입자를 축소

하여 흡수가 잘 되도록 재배열시켜 주는 제품임.

- 규칙적인 수분입자로 재배열된 수분과 비료는 작물에 효율적으로 전달돼 농업

용수와 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작물 생산량도 늘릴 수 있음.

▪전시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음.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재배방법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다각적인 해법이 

관람객의 흥미를 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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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업분야의 트렌드는 도심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수직농장(Vertical-Farming)임.

- 일반경작과 비교하면 가격경쟁력이 부족하지만, 인구 증가와 도시 과밀화로 

수직농장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임.

-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연구로 수직농장과 일반경작의 작물 재배 비용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

▪또한, 많은 농업 기업이 사물인터넷(IoT)을 적극적으로 응용하는 추세였음.

- GPS, 그리고 통신망을 이용해 농기계가 스스로 움직이며 작물을 재배하고, 농가의

효율성과 생산량을 동시에 향상시킴.

▪다음 번 GFIA는 아부다비에서 2018년에 2월 5~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GFIA

Europe은 네덜란드 유트레히트에서 2018년 6월 20~21일에 개최될 예정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6.08.)

□  영국,‘Free-From’식품시장 성장  

▪알레르기 혹은 음식 과민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은 식품을 

표시할 때 'Free-From'이라는 단어가 사용됨.

▪특정 성분 섭취를 거부하는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Free-From' 확인을 거친 후 

제품을 구매함.

- 'Free-From' 품목의 판매 추이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음.

- 채식주의자를 의미하는 'Vegetarian(베지테리언)'이 대표적인 'Free-From' 소비자의

예라고 할 수 있음.

▪유로모니터(Euro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습관 변화에 따라 식이요법을 바꾸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영국 내 'Free-From' 식품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음.

▪‘Free-From’ 제품이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수가 증가하는 것도 판매량

증가의 한 원인임.

- 2016년 기준 ‘Free-From’ 식품의 전체 판매액은 9억 6,850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음.

▪리서치그룹 Mintel이 2015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Free-From’ 제품을 구매했거나 섭취한 사람은 전체 조사인구 중 33%,

글루텐프리(gluten-free) 제품을 구매했거나 섭취한 사람은 22%, 유제프리(da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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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를 구매했거나 섭취한 사람은 19%, 밀가루프리(wheat-free) 및 유당프리(lactose-

free) 제품을 구매했거나 섭취한 사람은 각각 16%로 조사됨.

▪‘Free-From’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해당 제품이 건강에 더 좋은 것으로 느껴진다

고 응답한 소비자가 39%, 체중감량 때문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19%로, 의학적인 

이유가 아닌 생활 습관 및 소비패턴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과거영국 내에서 ‘Free-From’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전문 소매점을 찾아가야 

했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 및 판매 증가로 요즘에는 테스코(Tesco), 세인즈버리

(Sainsbury) 등 대형마트와 일반 슈퍼마켓에서 'Free-From' 제조사의 식품을 쉽게 

구매 수 있음.

▪Alpro UK는 영국 내 시장점유율 1위 ‘Free-From’ 기업으로 아이스크림이 대표 상품임.

Alpro UK의 아이스크림은 일반 유제품 아이스크림보다 설탕과 포화지방 함유율이 

약 30% 낮으며 2016년 9월에 출시된 새 브랜드는 테스코(Tesco) 매장에서 독점으로

판매되기도 했음.

▪시장점유율 2위 기업은 Marlow Foods사로 육류대체 식품으로 유명한 ‘Quorn’ 브랜드

를 소유하고 있음.

▪생활 패턴 및 식습관 변화와 함께 'Free-From' 제품에 대한 영국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

▪2017년 'Free-From' 제품의 전체 판매액은 10억 파운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에는 13억 파운드를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소비 트렌드는 젊은 세대에 의해 견인되고 있으며, 의학적인 이유보다도 

‘건강’, ‘체중감량’과 같은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영국 식품시장 진입을 위해 인증을 획득할 시에는, 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FSA)이 규정하고 있는 관련 지침을 사전에 숙지해야 함. 특히 인증을 획득해 

라벨링을 할 때에는 규정(European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Regulation)에 따라

인증(마크)로고, 성분(함유량),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6.23.)

□  네덜란드, 인삼 시장 동향

▪인삼은 HS Code 121120로 분류되며, ‘날인삼 건조 인삼, 인삼 절편, 가루인삼, 으깬

인삼’의 형태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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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한국 인삼으로 분류되는 인삼은 ‘Korean ginseng’, ‘Chinese/Asian

ginseng’, ‘Panax ginseng’, ‘Panax ginseng C.Y. Meyer’로 불림.

▪한국산 인삼은 네덜란드 인삼시장에서 훌륭한 품질로 유명하지만, 한국 상표제품의

네덜란드 인삼시장 진출이 저조한 상황임.

▪인삼제품은 네덜란드 시장에서 ‘식품보충제(voedingssupplementen)’나 ‘건강보조식품

(gezondheidssupplementen)’군에 포함됨.

▪네덜란드에서는 자연식품 및 슈퍼푸드(super food)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

하는 추세임.

▪최근 네덜란드 소비자들의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트렌드와 맞물려, 의약외품(Over The Counter

drug, OTC)보다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진 전통약초나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

▪네덜란드에서는 통증 완화, 불면증, 기침, 감기, 알레르기, 소화불량, 피부미용, 식이

요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초와 같은 전통치료방식이 흔하게 소비되고 있음.

- 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분야는 소화불량 치료 분야임.

▪전체 약초 및 전통식품 시장은 연평균 2% 확대되고 있으며, 2016년 규모는 2억 

1,800만 유로를 기록함.

- 이 수치는 네덜란드 소비자 의료시장(Consumer Health Market)의 20%를 초과하는 

수준임.

▪EU는 2012년 5월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혼란을 줄 수 있는 의학적 효능

표시를 금지함.

- 약초나 전통치료 제품들은 건강개선효과를 포장지에 표기할 수 없음.

-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약초나 치료법에 대해 이미 약효나 사용법을 숙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음.

▪2010-15년, 전통 약초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는 16.9% 증가했음.

- 같은 기간 인삼 판매는 6.5% 하락세를 보였음. 향후 2016-21년 인삼 시장규모는 

410만 유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네덜란드의 여러 매체에 의하면 한국산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가장 우수한 

종류의 인삼이자 친환경 재배되는 것으로 알려짐.

▪네덜란드에서 판매되는 인삼 종류는 크게 한국 인삼, 화기삼(America ginseng), 가시

오가피(Siberian ginseng)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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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6년, 네덜란드는 총 17개국으로부터 인삼을 수입했음.

- 그러나 2016년에는 한국, 중국, 홍콩, 벨기에, 미국, 독일, 인도, 프랑스, 브라질,

태국 10개국으로부터 인삼을 수입함.

- 눈에 띄게 인삼 수입이 증가한 대(對) 네덜란드 인삼 수출 국가는 한국(61.5%

상승)과 홍콩(151.23% 상)임.

▪2014-16년, 네덜란드가 가장 많은 인삼을 수입한 국가(중량 기준)는 중국이었고,

한국, 벨기에, 홍콩이 그 뒤를 이었음.

▪2016년, 네덜란드는 중국과 벨기에로부터 각각 3톤가량의 인삼을 수입했고, 한국

으로부터 2톤의 인삼을 수입했음.

▪2014-16년, 네덜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인삼의 물량은 50% 감소했음.

- 이는 한국산 인삼의 톤당 가격이 다른 국가의 인삼 가격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임.

▪2014-16년, 네덜란드가 수입한 가공인삼의 톤당 가격은 47.2% 감소한 반면,

2015-16년 기간 동안 한국 인삼의 톤당 가격은 오히려 20.1% 상승했음.

- 같은 기간, 중국산 인삼의 톤당 가격은 53.3% 하락했고, 홍콩으로부터 수입한 

인삼의 톤당 가격은 47.8% 상승했음.

▪수입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한국의 인삼의 가치는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었음.

- 한국 인삼의 톤당 가격은 2015년 14만 2,128.9달러였고, 2016년 22만 8,685달러였음.

▪2014-16년, 네덜란드의 한국산 인삼의 수입량은 50% 감소하였지만 한국 인삼의 

톤당 가치는 상승해 네덜란드의 인삼 수입금액의 50%를 차지했음.

-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홍삼이나 고품질 인삼으로 수요가 이동된 것으로 판단됨.

▪네덜란드 내 약초 및 인삼과 같은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는 주로 자연식품 및 건

강식품 전문 유통업자들에 의해 가공 판매됐음.

▪현재 네덜란드에서 ‘Korea ginseng’, ‘Panax ginseng’, ‘Red ginseng’의 이름으로 판매

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은 Holland & Barrett(영국), NHP(영국), Solgar(미국),

Pure(벨기에), Ortis(캐나다), IL Hwa(한국), Herborist(중국) 등임.

▪일부상점은 네덜란드에서 정제, 캡슐, 로얄제리, 농축물, 차와 같은 형태로 온라인

으로 인삼을 판매함.

▪인삼은 일반(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규정을 

적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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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EU은 2011년 7월부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체결 5년 이내에

양국 간의 모든 산업제품의 관세가 철폐됨.

- 또한, EU는 비EU 국가들로부터의 인삼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네덜란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가 약초류의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짐.

-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네덜란드 소비자들의 관심은 슈퍼푸드 시장의 성장세로 

연결될 것으로 예측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인삼시장은 향후 몇 년간 보합세를 보일 것임.

▪한국산 인삼 종류인 Panax ginseng은 뛰어난 효능으로 더 많이 찾는 제품임.

- 다만 네덜란드 건강 관련 매체들은 아이들의 인삼 섭취에 대해 권장하지 않음.

- 네덜란드 시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인삼제품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현재 네덜란드 소비자들에게 직접 가공된 인삼을 제공하는 한국 업체는 '일화(IL

HWA)'에 불과함.

- 대부분의 한국 인삼은 네덜란드나 다른 국가들의 가공업체에 의해 가공돼 소비자

들에 의해 소비됨.

▪네덜란드에서 소비되는 인삼제품들의 경우 캡슐, 태블릿이 제일 흔하게 소비되는

형태이며 로열젤리나 인삼추출물, 가루 등으로 소비됨(벨기에 GMB Ginseng사는 

커피와 인삼을 함께 포함한 제품을 출시함).

▪네덜란드에서 가장 흔하게 소비되는 건강보조식품인 비타민과 결합하는 방식이 

인삼 소비촉진에 효과적일 것임.

▪네덜란드 소비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가격민감성'임. 필요 이상의 지출은 자제

하며 절제된 소비가 이루어짐.

- 신뢰할 수 있으면서 저렴한 가격대의 PL제품이 네덜란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이미 잘 알려진 현지 PL제품(비타민)과 한국 인삼을 결합하는 형식으로 판매한

다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인삼의 고급 이미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6.23.)

자료작성: 김승애 연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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