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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유 은 영 * 1)

1. 들어가며
성공적인 농촌 개발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
도 향상시키는 등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문화, 환경, 자연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농촌 개발은 지역 공동체와 지역의 가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문화, 역사적 장소,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농촌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있을까? 어떻게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HISTCAPE(Historic Assets and Related Landscapes-역사적 자산과 이와 관련된 자연경

관)는 유럽 지역 개발 펀드의 지원을 받는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INTERREG IVC) 중 하나이
다.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은 유럽 내의 지역들이 각자의 경험과 혁신적인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의 역사적 자산과 자연경관을
다루는 HISTCAPE 프로젝트에서는 2014년에 ‘문화유산, 자연경관, 그리고 농촌 개발’ 이라
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농촌 지역에 당면한 문제들을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활용하
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우수 사례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보고서이다. 우수 사례에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업에 가치를 더하고, 책임 있는 관광산업을 증진하며,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거나 소득을 다각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한국에서도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 창출원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에 주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HISCAPE에서 제시한 유럽 농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wordtime84@krei.re.kr)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3

의 우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농촌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차례에 걸쳐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정리
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세계농업 8월호에는 농촌지역의 낙후된 전통산업을 지역개발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 사례와 전통 건축양식 및 건축물을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세계농업 9월호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무형유산, 자연경관을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낙후된 전통산업 유산 활용 사례
2.1. 라트비아, 리가트네 시의 낙후된 제지산업 유산 활용 사례
지역사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보존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것을 보존하는
것 보다 중요하다. 문화를 보존하려면 지역사회 공동체가 주변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작은 농촌 마을 중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주요
한 산업에만 의존하여 경제활동을 하다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해당
산업이 몰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요한 산업을 잃는 것은 공동체의 정체성에 위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일자리 등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트비아(Latvia)의 비제메(Vidzeme) 지역에 위치한 리가트네(Ligatne) 시는 유럽 내에서
몇 안 되는 19세기 산업단지가 남아 있는 곳이다. 19세기에 지어진 제지 공장과 목조 공장
부지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박물관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장으로 작동하고
있다. 리가트네 제지 공장은 2014년에 200주년 기념일을 맞이했다. 리가트네 제지산업은
격정적인 정치적 폭동과 두 번의 세계 전쟁, 수많은 화재를 겪은 와중에도 정부, 산업, 주민들
의 노력으로 매번 복원되어 공장을 지속해서 운영해왔다. 현재 제지공장에는 14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일하고 있고, 고품질의 예술 종이 1만 3,000톤이 생산되고 있다. 생산품의 70~80%
는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제지공장과 주민 공동체가 지난 2세기 동안의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리카트네 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일찍부터 제지산업이 실패하면 공동체와 지역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식 등까지 망가질 수 있다고 인식해왔다. 그래서 위기에 대응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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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공동체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을 자연스럽게 갖추었다. 만약 이 중
하나의 요소라도 협력이 되지 않았다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위태로웠을 것이다. 즉,
성공의 핵심 요소를 정리하자면 공동체가 자신들의 취약성과 핵심 산업에 대한 의존성에
대해 바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리가트네 제지공장

자료: LLC“PAPERFABRIKA”LIGATNE; HISCAPE(2014) 재인용.

이러한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리가트네시가 우선적으로 한 것은 지속적인 혁신과 재투자
이다. 최근 들어 제지공장은 환경을 보호하고, 폐지를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속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종이를 만들기 위한 시설 장비에 투자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종이의 질도 높아, 젊은 예술가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또 다른 핵심 실천은 산업 및 환경 투어 서비스를 진행한 것이다. 공장에 방문하는 사람들
에게 종이를 재활용하고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폐지가 어떻게 수집되고,
펄프로 희석되어 정교한 예술적인 종이로 재탄생하는지 전 과정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투어 기간 동안 방문자들은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제지산업과 마을의 역사도 함께 배운다.
방문 후 관광객들은 소매점을 방문하여 특별한 종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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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트네는 자신들이 가진 이러한 산업 문화유산을 보호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부터
이를 역사적 자산으로 규명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공동체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리가트네 제지 공장 마을의 문화적 자산 여행
길’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1년 7월에 리가트네 제지 공장 마을은 유럽 연합의 ‘유럽의
훌륭한 장소’ 경연에서 라트비아의 가장 뛰어난 관광 명소로 꼽히기도 했다. 공동체와 산업
이 함께 전통을 유지하고 동시에 변화를 받아드리면서 리가트네의 혁신은 지속되고 있다.

2.2. 슬로베니아, 코제 시의 농업유산 활용 사례
슬로베니아(Slovenia) 동부에 위치한 코제(Kozjansko) 시의 언덕에선 목초지 과수 재배가
전통적으로 이루어졌고, 한 때 농업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다. 목초지 과수는 토양
침식과 바람으로부터 지형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과수 재배는 농가의 수입을 보충해주고,
과수 생산 문화, 생산품의 다양성 등에 영향을 미쳤다. 농가들은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양한 종류의 독특한 과일을 경작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많은 농가들이 인력
부족과 도시로의 이주, 낮은 이윤 등의 이유로 과수원을 포기했다. 이로 인해 생물 다양성,
전통적 풍경, 문화 등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목초지 과수는 한 때 코제 시의 독특한 풍경이었다. 농부들은 사과, 배, 살구, 복숭아
등 다양한 과일을 경작했다. 과일 나무들은 농가에 부수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영양원을 공급해주었다. 또한 멸종위기의 동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수많은
종류의 새, 벌, 목초지 식물들이 울창한 덤불 속에서 번성했다. 뿐만 아니라 수확부터 과일을
보존하고 판매하기 위한 준비까지 공동체가 이 과정을 함께 축복하면서 나름의 문화적 전통
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자연적인 생산 주기에 의존하고 있고 생산량이 낮다는 점에서 효율적
인 생산방식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과수 재배가 점차 줄어들었고, 이것이 환경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기여했던 가치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되었다.
과수 재배를 보존하는 것은 생물다양성과 풍경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확하는 과정,
수확을 기념하는 행사 등의 이를 둘러싼 모든 문화적인 유산을 증진함으로써 지역의 전통을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다. 2000년도에 공원 경영센터에서는 문화유산을 증진하고, 농업인에
게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산품과 지식을 선보일 수 있는 행사를

6 ∙

세계농업 2018. 8월호

유럽 주요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개최했다. 이것이 발전하여 유럽의 독특하고 유명한 행사인 ‘코제 사과 페스티벌’로 정착하
였다. 초기에는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전문가 회의와 다양한 품종의
사과를 전시하는 개막식을 진행했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시장, 문화 프로그램, 지역주민
과 관광객을 위한 페스티벌 등이 진행되었다. 축제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현재
행사기간은 일주일로 확대되었다.
이 지역에서 사과는 언제나 단순 과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코제 사과 페스티벌의 브랜드명
도 ‘영혼과 함께하는 환경 친화적 시장’ 이다. 페스티벌을 시작할 때부터 공원 경계 내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포괄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사과’를 상징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사과 테마는 초록색, 빨간색, 흰색으로 이루어진 유니폼 색으로도 활용되
었고, 매장의 식탁보 무늬로도 활용되었다. 상징표시나 페스티벌 홍보에서도 이러한 테마가
포함되었다.
<그림 2> 코제 사과 페스티벌

자료: Kozansko Park; HISCAPE(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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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에선 농가, 주민 공동체, 상인, 환경보호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단체들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130여 개의 매장이 설치된다. 다양한 사과를 주제로 한 행사, 레크레이션,
스포츠 게임 등이 개최된다. 예를 들면, 사과 껍질 길게 깎기 경연대회, 스트루들(사과를
잘라 밀가루 반죽에 얇게 싸서 오븐에 구운 음식) 만들기 경연대회, 목초지 재배지 투어,
근처 성까지 달리기 대회, 사이클링 대회 등 다양하다. 2009년부터는 과수원을 가장 잘
가꾼 농가를 꼽는 경연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페스티벌 행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공원 경영센터의 업무는 계속된다. 최근에는 이동하는
과일처리 장비를 구매해서, 농장을 돌아다니며 유기농 쥬스를 만드는 등 과수 재배에 따른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유기농 제품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농가들이
첨가물과 방부제가 없는 건강한 주스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
역사적인 정착지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 포드스레다 마을은 비스트리
카 강 상류 쪽에 위치한 계단식 고원에 있는 마을로, 20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곳은
1377년부터 시장이 있던 곳이다. 공원 경영센터는 이 독특한 중세 스타일의 단층 또는

복층의 건물들을 보존하면서, 페스티벌 기간 동안 과거의 시장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페스
티벌 기간 동안 이곳에 1만 2,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간다. 공원 경영센터는 2013년부터
이 마을에 위치한 포데스레다 성에서 ‘에코 푸드 페스티벌’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코제 시 공원은 풍경과 역사적인 과수 재배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 문화와 삶을 보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발전의 실천 원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꼽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개발하거나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은 현대적인 것, 비즈니스, 엔터테인
먼트와 결합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목초지 과수 재배와
사과 다양성은 문화적 풍경을 보존하는 상징이자, 생물 다양성과 직결되는 서식지 보호의
상징이며, 과거에 나무를 심었던 선조와 현세대를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3. 에스토니아 서부, 사레마 섬의 풍차 활용 사례
에스토니아(Estonia) 서부 사례마(Saaremaa) 섬엔 1890년부터 1,200개의 풍차가 있었다.
1950년대쯤, 전기가 섬에 공급되면서 풍차의 수는 800개 아래로 감소했다. 지금은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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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의 풍차가 있고 20개 정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풍차는 한때 섬의 상징물이었다.

이것들이 풍경을 만들고 각각의 작은 마을들을 위한 포인트 지점이 되었다. 이러한 중요한
상징물을 잃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풍차를 보존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와 주민들은 이 중요한 상징물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방안으로 풍차를 추가
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았고, 공적 자금과 결합된 민간 자금원도 찾았다. 바로 에스토니아
의 상업회의소(Altia Eesti Ltd.)와 사레마 섬의 관광 개발 센터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풍차에는 상업회의소 ‘사레마’(Altia Eesti ‘Saaremaa’)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는 크기로
새겨져 있다. 사레마 관광 개발 센터는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상업회의소에 새로운 가치
제안을 했다. 이들은 단순히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게 풍차의 중요
<그림 3> 사레마 섬의 풍차

자료: Saaremaa Tourism Development; HISCAPE(2014) 재인용.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9

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풍차에 새겨진 ‘사레마’ 브랜드가 섬의 정체성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풍차의 설계도, 역사 등을 기록한 자세한 문서를
가지고 있었고, 섬에 있는 모든 풍차의 상태를 점검한 평가서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상업회의소에게 신뢰를 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2013년에 사레마 관광 개발 센터와 상업회의소는 풍차를 장기간 동안 복원하고 유지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공식적인 합의를 했다. 풍차가 에스토니아와 사레마 섬의 중요한 역사적
기념물이자 독특한 문화적 상징이라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은 풍차를 유지
및 보수하는 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풍차의 복구
작업은 2013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풍차 주변지역을 깨끗이 정화하는 작업도 이어졌고,
전 과정을 기록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풍차를 복구할 때 전통적인 방식을 활용한 점과, 이를 위해 기능공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
램을 운영했다는 점이 이 사례의 또 다른 성공 요소이다. 무형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기능공
을 육성하는 것은 풍차를 계속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 외에도 풍차 복원 프로젝트
가 마무리된 이후 매년 이 곳에서 여름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축제를 통해 사기업, 지자체
정부, 지역 주민이 화합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2014년엔 일라스테(Ilaste) 풍차를 재건축하였다. 이 풍차는 에스토니아의 유명 작가 아듀

힌트(Aadu Hint)가 살았던 마을에 있는 풍차로 유명하다. 이 풍차를 재건하는 것 역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조한 덕에 가능했고, 재건 이후 보존하는 역할을 주민들이
직접 맡아 하고 있다. 풍차가 재건되고 나서, 마을에선 풍차 가까운 곳에서 아듀힌트의
삶과 작품들을 전시하는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3. 건축물 유산 활용 사례
3.1. 포르투갈 북부, 세인트 마틴 수도원(The Mosteiro de São Martinho de Tibães)
교육과 문화는 농촌 공동체의 삶의 질과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역사, 문학, 건축,
예술, 음악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고, 공동체라는 인식을 만들며,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다준다. 이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또한 교육 및 문화 관련

10 ∙

세계농업 2018. 8월호

유럽 주요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그림 4> 세인트 마틴 수도원

자료: Monastery of Tibães, Portugal; HISCAPE(2014) 재인용.

행사는 광범위한 관중들을 끌어올 수 있고, 방문자에게 지역사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유럽의 대부분의 마을은 사용하지 않거나 버려진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장소가 지역 공동체의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증진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버려진
장소가 성공적으로 복구되고, 교육 및 문화 포럼 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포르투갈 북부에 있는 세인트 마틴 수도원은 1060년에 신앙, 농업, 교육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지어졌다. 수도원은 빠르게 번성했고, 주변의 토지를 경작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
기도 했다. 하지만 긴 역사 속에서 수도원은 종교적인 탄압을 받기도 했고, 전쟁과 기근
등으로 인해 폐허가 되기도 했다. 이후 버려진 고대 건축물로 남아 있다가, 1970년대 후반부
터 지역 주민들이 수도원을 다시 복구하여 본래의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1986년에 수도원은 지역의 문화자산이 되었고, 장기간의 광범위한 복구 프로젝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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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복구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지역 주민과 함께 이루어졌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한 복구 프로젝트는 지역의 특성과 중요한 역사적, 사회적,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주민들의 열망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이 장소가 역사적으로 본래 가지고 있던 기능도 복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는 것 역시 성공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신앙, 농업, 교육의 역할을 함께 복구함으로써, 이
장소는 신앙생활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이자 과수원, 경작지로서 가지고 있던 본래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지자체에선 이러한 중요한 장소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전담 인력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로 꾸렸다. 전문가 집단의 노력으로 수도원은 공식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증 받았고, 1994년
엔 주변 지역에 문화유산 보호벨트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수도원의 증진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장기계획이 만들어진 후, 수도원의 물리적인 복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농촌지역의 맥락
에서 이 건축물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수도원이 물리적으로 모두
복구된 이후, 수도원 건물들은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문화적
허브로 사용되고 있다. 수도원에는 교육적 공간, 시장, 도서관, 박물관, 연구센터, 비즈니스
센터 등의 건물들이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은 천주교 성구실과 예배당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수도원은 농촌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 센터, 숙박시설, 레스토랑 등의 시설도 갖추었다.
수도원 관리를 위한 장기 계획이 실천되면서, 농촌 주민의 공동체 의식도 더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었고,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증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 문화, 종교생활 등의 다양한 복지를 제공
해주었다.

3.2. 오스트리아 동부, 슈타이어마르크 주 농촌의 전통 건축양식 보존 사례
농촌 지역의 특징적인 외관은 그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 문화로 형성된다. 그러나 현대적인
건축 기술과 자재가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건축 양식은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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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슈타이어마르크 주의 전통 건축물과 풍경

자료: Rand Eppich; HISCAPE(2014) 재인용.

지역의 특징적인 외관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다. 건축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지자체 당국은 평균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여 전통 양식으로 건물을 짓거나, 현존하는
건물을 복원할만한 능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의 전통
건축물에 대해 존경하는 인식을 높이고, 건축 양식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할 시기이다.
오스트리아(Austria) 동부에 위치한 슈타이어마르크(Styria) 주는 여러 세기에 걸쳐 전통적
인 농업 활동과 전통적인 주택 양식으로 형성된 독특한 풍경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과 문화
적 환경은 마을과 풍경의 외관을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별한
자연과 문화적 경관은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지만,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도 큰 흥밋거
리이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풍경과 건축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관광객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반드
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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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어마르크 주 남부 와인랜드 공원에 속해 있는 지자체 당국은 2006년부터 지역의
전통적인 외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건축 문화 플랫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자체, 건축 산업 분야의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합적인 접근으로 건축 문화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슈타이어마르크 주 남부의 지방 건축 당국이 주관하고 있다. 주요한
목적은 전통 양식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건축 문화 플랫폼을 통해 형성된 네트
워크 주체들은 서로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건축 문화 플랫폼’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 지자체에선 지역의 전통 양식에 따라

짓는 건축물에만 설립 허가를 내린다는 원칙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건축
양식을 통일시켰다. 지자체 당국 내에 건축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자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었고, 이 기관은 건물 설립 허가증을 발급하는 부서를 전문 지원
한다. 자문기관은 전통 건축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로 이루어져있고, 농촌 지역 내의 무분별한 건축 활동을 제한하여 지역의 전통적인 경관을
보호하려고 설립되었다. 자문기관은 건물 기획과 설립 시 필요한 명확한 품질 표준 가이드라
인을 제공하고 있다.
자문기관은 2006년부터 자연 공원에 속해있는 3개의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었다. 현재
는 8개 지자체의 1만 2,000명의 주민들을 위해 3명의 건축가로 이루어진 3개의 자문팀이
활동하고 있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들을 자문팀이 직접 평가하고, 건축물
모양, 주변 경관과의 조화, 전통적인 자재 활용 등과 관련하여 건설업자에게 조언을 한다.
자문기관은 허가 결정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 명이 하지 않고 팀을 이루어 진행하고
있다. 매년 300개 이상의 건축 프로젝트에 자문을 하고 있고, 이것이 초기 건축 설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많은 사례들이 있다.
플랫폼의 또 다른 목적은 건축 문화에 대한 논의가 시민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자연 공원 내에 있는 학교들과 협업하여 학생들에게
지역의 건축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와 지속가능한 건축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가르
치고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전통적인 건축 기술과 건축 자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나이대의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
의 교재도 개발되고 있다. 학교 교육 프로젝트의 목적은 미래에 집을 지어 살게 될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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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통 건축 문화에 대해 배우는 학생들

자료: Naturpark Südsteiermark / Nature Park South Styria; HISCAPE(2014) 재인용.

게 부모와 함께 공유해왔던 건축 문화와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건축 문화 플랫폼에서는 학교 교육뿐 아니라, 전문가와 건축업자들이 서로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행사와 학술 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축 문화에 대한 주제가 지역
신문, 잡지, 다른 대중 매체에서 다루어지고, 지역 주민들도 전통 건축 양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4. 소결
위에서 소개한 유럽의 사례들처럼 농촌 지역의 문화유산과 이와 관련된 풍경을 보존하려
는 노력이 지역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농촌 개발에 있어서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HISCAPE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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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진심으로 아낀다. 그만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농촌 개발을
이루는 일의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자체가 전적으로
주도하여 지역 공동체에게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스스로 혁신적이고 좋은 아이디
어를 만들어내고, 전문가와 지자체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이어
야 한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유지 및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농촌개발은 건축분야, 경관분야, 관광분야, 문화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기획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로 이루어진 지원기관 및 협의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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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의 말산업 동향

유럽 주요국의 말산업 동향
서 명 천 * 1)

1. 서론
2011년 말산업육성법이 제정 및 시행된 이후 국내 말산업의 규모는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말산업의 총 규모는 3조 4,221억 원으로 공식적으로 말산업 실태조
사를 시작한 2013년 3조 2,094억 원에 비해 6.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아직 경마분야가
국내 말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지만 승마분야를 비롯한 말 연관산업의 매출 규모
도 매년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현재 국내 말 두수는 2만 7,210두로 2013년 2만
4,467두에 비해 11.2% 증가하였고, 승마시설 512개소, 정기 승마인구 4만 9,312명, 체험

승마인구 89만 9,402명, 말산업 사업체수 2,470개소로 2013년에 비해 각각 54.7%, 26.9%,
21.6%,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8).

말산업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1) 말의 생애에 따른 다양한 업종들이 분포하고, 말의 용도별 품종별로 부가가
치를 창출하기 위한 산업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제2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승마 수요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 말산업의 기반 조성,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 말산업의 지속 성장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말산업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농촌과 연계한 유소년 승마와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회 공익적 승마지원 확대,
우수한 말을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말산업의 선진사례로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국가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다. 이들

*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 책임연구원 (mcsir@kra.co.kr)
1)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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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은 일찍이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말산업을 육성하여 왔고, 말을 취급하는 종사자나
승마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숙되어 있다. 무엇보
다도 이들 국가는 EU라는 유럽공동체 속에서 말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의 이동과 관리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EU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공감
대2)를 바탕으로 말의 유통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본고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말산업 규모, 승마인구, 승마시설, 승마관광,
재활승마 등 각국의 말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국내 말산업 육성을 위해 시사하는 바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영국은 BETA(2014)와 Lantra(2011)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말산업의 규모와 승마인구, 승마시설 현황을 살펴보았고, 영국포니클럽
과 승마관광 동향은 관련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파악하였다. 프랑스는 국내 말을 관리하고
승마 전문인력 양성을 관장하는 IFCE(2014) 보고서와 관련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프랑스
전체 말산업 규모와 승마인구, 승마시설, 마육산업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승마관광은 프랑스
승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특히 승마인구는 IFCE에서 구축하고 있는 통계자
료를 이용하였다. 독일은 말의 사육, 판매, 조련, 대회 면에서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러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독일인이 아닌 사람들이 직접 독일을 찾지 않고 웹사이트를 통해
서 독일의 승마산업을 이해하거나 관련 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에 독일승마협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승마대회 관련 정보(대회일정, 대회성적,
참가 승마선수 및 승용마) 외에 현재의 독일 승마산업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어 과거보다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수월해졌다. 따라서 독일의 말산업 동향은 독일승마협
회 홈페이지를 비롯한 2014년 독일승마협회에서 작성한 ‘EQUESTRIAN SPORTS AND
BREEDING IN GERMANY’ 자료와 동년 궤팅겐(Gӧttingen)대학에서 작성한 ‘Facts and
Figures on German Equestrians’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일부 내용들은 독일재활승마

협회와 승마시설 홈페이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구성하였다.

2) 2008년부터 유럽 내 모든 말을 유통하거나 이동시킬 때 반드시 패스포트를 가지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EU의 소비자 보호와
방역관리를 위한 것임. 그러나 2013년 1월 아일랜드 식품안전청에서 쇠고기 제품 샘플에서 말의 DNA가 검출되고 영국에서
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말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물론 말 패스포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이를 반영한 EU법을 개정하여 EU 말 등록제도 규정을 마련함. 법 개정의 핵심내용으로 2009년 이후 태어난
모든 말에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하는 것과 2016년 7월 이후 회원국들이 말의 개체식별 정보에 대한 중앙데이터 베이스를
운영하는 것을 담고 있음(윤민중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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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2.1. 개요
영국의 말 두수는 2015년 기준 94만 4,000두이며3) 사업체수는 2011년 기준 1만 9,000개
로 추정되고 있다(Lantra 2011). 사업체수 가운데 승마시설이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위탁사육시설(26%), 훈련 및 대회장(9%), 말 복지관련(6%), 종축관련
(6%), 말 생산(5%), 외승(4%), 말 순치조련(2%), 말 판매(1%) 순이다.
<그림 1> 말관련 사업체수의 핵심활동에 따른 분포(비중, 사업체 유형)
단위: %

승마시설

위탁사육시설
훈련 및 대회장
말 복지관련
종축
말 생산
외승
말 순치조련
말 판매
기타
0

5

10

15

20

25

30

35

40

비중

자료: Lantra(2011).

승마부문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기준 7조 3,100억 원으로 2011년 6조 4,600억 원에
비해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 경마부문은 2013년 기준 5조 8,650억 원으로 나타났
는데, 직접지출액 1조 8,870억 원과 간접지출액 3조 9,780억 원을 합한 수치이다(BETA
2014). 승마용 헬멧, 보호장구, 의류, 서적 및 잡지와 같은 승마용품에 대한 간접지출액은
2011년 9,469억 원에서 2015년 9,52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소매점(구매경험 기준 2011년
3) (http://www.beta-uk.org/pages/industry-information/market-information.php)
4) 각각 48억 파운드(2014년)와 38억 파운드(2011년)에 1파운드당 원화 1,700원을 곱하여 계산함.
(http://www.beta-uk.org/pages/industry-information/market-informatio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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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에서 2015년 97%로 증가)과 온라인(구매경험 기준 2011년 49%에서 2015년 64%로 증가)

을 통한 승마용품의 주문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영국은 다양한 말산업 관련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마관련 협회를 제외하고는
영국승마협회(British Equestrian Federation, BEF)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영국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는 말산업 육성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대신 관련 협회에 대한 일부 후원을

통해 말산업 육성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 과거에는 영국말산업협회(British Horse Industry
Confederation, BHIC)를 통해 영국의 말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영국말산업협회는

일찍이 영국환경식품농무부의 지원을 받아 2004년도에 ‘A report of research on the horse
industry in Great Britain’ 보고서에서 영국 말산업의 정의를 내렸고, 영국 말산업에 직면한

이슈들을 탐색하여 향후 10년 미래전략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1년 후 같은 지원을 받아
2005년도에 ‘Strategy for the Horse Industry in England and Wales’라는 영국의 말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였는데, 승마산업의 사회적 공헌을 비롯한 경제적 역할을 증대시키고,
승마관련 기술과 교육수준, 말의 환경적 영향을 제고하며, 말 품종개량을 통한 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상세히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2.2. 승마인구5)
영국승마업협회(British Equestrian Trade Association, BETA)6)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영국의 승마인구는 270만 명으로 추정된다. 2011년 350만 명에서 22.9% 감소한 수치이며,
정기 승마인구 또한 2011년 160만 명에서 2015년 130만 명대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16세에
서 24세 사이의 승마인구는 2011년 36만 8,000명에서 2015년 40만 3,000명으로 크게 증가
하였다. 승마인구의 성별 비중에 있어서는 정기 승마인구 기준으로 2015년 여성 96만 2,000
명, 남성 34만 6,000명으로 여성이 전체 승마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승마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96%이고, 56%가 클럽에 가입하지
않고도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http://www.beta-uk.org/pages/industry-information/market-information.php)
6) 영국승마업협회는 매 5년마다 영국 승마고객의 지출패턴과 변화추세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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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전 승마인구의 18%가 비용 때문에 승마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말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점도 승마를 포기하게 된 주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전 승마고객 중 34%는 앞으로 승마에 대한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승마에
대한 경험여부가 승마활동에 대한 재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영국은
휴가를 보내는 수단으로 승마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 12개월 동안 약 300만
명이 승마 휴가를 보냈고, 이 중 상당수가 55세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 말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약 44 만 6,000가구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2011년 45만 1,000가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승마시설
Lantra(2011)에 따르면 영국의 승마시설(Riding School)은 7,000여 개이고 위탁사육시설
(Livery yard)은 4,900개로 파악된다. 위탁사육시설은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말을 맡기고

말을 이용하는 형태로써 관리방식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Full Livery는 관리자
가 말 소유주 대신 말을 돌보는 형태로 월 관리비가 가장 비싸다. Part Livery는 관리자가
사료와 물을 급여하고 마방 청소를 해 주지만 운동은 시키지 않는 형태로 관리비는 5가지
유형의 중간 수준이다. DIY Livery는 말 소유주가 전적으로 말을 관리하는 형태로 관리비가
가장 싸다. Grass Livery는 DIY의 형태이지만 마방이 제공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Working
Livery는 말 소유주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해당 승마시설은 이 말을 다른 고객들에

게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은 승마시설에 대한 다양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의 일환으로 영국승마협회는 산하에
승마시설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들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영국말소사이어티 인증승마시
설제도(British Horse Society Approved Riding Schools)가 가장 대표적인 인증기관으로
2018년 기준 영국과 아일랜드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800개의 승마시설을 인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인증제도는 인증(Approved), 추천(Commended), 적극 추천(Highly
Commended) 등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처음 인증 후 매년 재검사 및 갱신을 통해

인증마크를 획득한다. 심사관 방문 시에는 사전 미고지 방문과 사전 고지 방문을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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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함으로써 승마시설과 말의 사육환경, 승마레슨 자세 등 승마시설 경영주와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7)

2.4. 영국포니클럽8)
영국 포니클럽(Pony Club)은 포니와 승마에 관심이 있는 25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위한
자발적인 국제 청소년단체이다. 1929년에 영국에서 설립되어 1997년 1월에 독립적인 자선
단체의 지위를 부여 받았다. 영국에만 345개의 지점과 480개의 센터가 있으며 전 세계
27개국 이상에서 11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청소년

기수(rider)협회이다.
포니클럽의 목표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청소년들이 말과 승마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스포츠(장애물, 마장마술, 경주, 지구력, 폴로 등) 를 배우고 즐기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고, 둘째 승마를 지도하여 잘 익히고 말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청소년들의
강인함과 절제력을 키우기 위해 스포츠맨쉽과 시민정신, 충성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2> 폴로(Polo)경기(좌), 지구력(Endurance)경기(우)

자료: (http://www.pcuk.org/index.php/sports/endurance/endurance_competitions_and_events/)

7) (http://www.bhs.org.uk/professionals/become-bhs-approved/approved-centres)
8) (http://www.pcuk.org/index.php/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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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말 복지9)
영국말복지위원회(National Equine Welfare Council)는 영국 내 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 전역의 크고 작은 말 복지 자선단체뿐만 아니라
승마관련 조직과 수의학 관련 조직들을 포괄하고 있다.
영국말복지위원회는 2009년에 ‘말, 포니, 당나귀를 위한 말산업 복지 가이드라인 개요서’
를 발간하였는데, 잉글랜드와 웨일즈가 제정한 ‘2006년 동물복지법’과 스코틀랜드가 제정한
‘2006년 동물보건복지법’을 반영하여 말 소유주와 사육자의 의무를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자 제작하였다. 말에 관한 높은 건강과 복지의 수준을 달성하고 말을 돌보는데 책임을 완수
할 있도록 말 복지 실행규범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등, 영국 내 말 관련 모든 활동에서
말 복지에 관한 참고자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꾸몄다.
<표 1> 말산업 복지 가이드라인 개요서 일부내용
19조. 말은 자연 상태에서 무리지어 살며, 위험이 닥치면 싸우기보다 도망친다. 말을 다른 말로부터 격리시키거
나 작은 구역에 가둬두는 관리체계는 모두 말의 기본본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말이 무리지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풀어놓는 기회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가
장 좋은 말 사육법이다.

279조. 말 수송에 사용되는 차량은 수송기간 중 말과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우선 말의 상하차가 쉬워야 하
는데, 말이 차에 오르내릴 때 사용되는 경사로는 20도 이하여야 하며, 경사도가 10도가 넘으면 중간 중간에
가로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수송차 뒷문이 아닌 옆문을 통해서 말이 오르내리도록 해야 한다.
자료: Naional Equine Welfare Council(2009).

2.6. 승마관광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승마관광 코스를 구축해 놓고 있으며, 관련기관
또는 여행정보를 통해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외승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홀스라이딩 홀리데
이(Horse Riding Holidays)라고 하여 승마 또는 외승(Horse Trekking)을 주제로 말과 숙박을
제공하는 관광승마가 인기가 있는데, 짧게는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인 또는 단체로 예약을 할 수가 있다. 일반 승마시설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외승 시즌에만 전문적으로 외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10) 잉글랜드는 ‘A Strategic
9) National Equine Welfare Counci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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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Plan for Tourism 2010-2020’에서 농촌을 주요 도시지역 이외 모든 지역으로 간주하

였는데, 이때 잉글랜드 농촌지역의 면적과 인구는 각각 잉글랜드 전체 넓이의 80%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잉글랜드 농촌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를 예로 들고 있으며, 도보관광, 어드벤처스포츠, 승마,
낚시, 보트타기, 전통축제, 탐조, 생태활동, 기업연수, 팀 워크숍 등의 예에 나타나 있듯이
승마는 농촌지역의 대표상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승마협회는 승마시설 밖에서 승마를 즐기는 경우에 승마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영국말소사이어티이다. 해당 기관은 외승으로 인한 사고 정보를 축적하고 고객들에
게 이에 대한 조언을 실시한다. 발생 가능한 승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웹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총소리, 드론, 개 공격, 불꽃놀이, 저공비행기
등에 대한 사고정보를 게시하고 관련 사고지도를 작성함으로써 기승자들에게 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주변환경 요소들을 인지시키고 있다.11) 말과 기승자 모두 눈에 띄는
형광색 의상을 착용시키고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과 기승자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림 3> 영국 외승관련 사고지도(Incident Map)(좌), 형광색 옷 입고 외승(우)

자료: (http://www.bhs.org.uk/safety-and-accidents/incident-map)
(https://pathways.bhs.org.uk/career-pathways/equine-tourism-pathway/)

10) (https://www.ridingholidays.com/about/)
11) (http://www.bhs.org.uk/safety-and-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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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국말소사이어티는 Ride Leader Level 자격제도를 두고 승마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
하고 있다. 예를 들어 Ride Leader Level 2는 비교적 짧은 트레킹 코스를 찾는 고객들을
도울 수 있는 인력으로 기본적으로 말의 건강과 복지를 실천하고 승마관광 운영을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Ride Leader Level 3은 말, 고객 및 직원 교육에도 관여하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이 따르는 자격증이다. Equine Tourism Centre Manager는 직접
승마관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Ride Leader Level 2 이상이면 도전이 가능하며,
직원에 대한 모집과 관리, 교육은 물론 모든 말의 복지와 관리를 책임진다.12)

3. 프랑스
3.1. 개요13)
프랑스의 말 두수는 약 1백만 두에 가까우며 경마(평지경주, 마차경주, 장애물경주), 승마,
말고기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기준 프랑스의 씨암말 두수는 7만 262두
로 최근 6개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용이 전체 씨암말 두수의 36.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승용(프랑스 품종) 30.9%, 역용마 23.1%, 포니 6.6% 순으로 분포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용도의 말들은 IFCE(Institut français du cheval et de
l'équitation)14)의 HARAS(Service des haras, des courses et de l'équitation)15)가 운영하는

말 정보 시스템(Systeme d’Information Relatif aux Equides, SIRE)을 통해 정보가 축적
및 관리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말산업 규모는 약 18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경마 14조 1,700억
원, 승마 9,750억 원, 말고기 4,160억 원, 말 연관산업(사료, 수의, 장제 등) 2조 6,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경마분야에 있어서는 마권매출액이 경마분야 총매출액의 93%를
차지하고, 경주마 조련 및 위탁사육과 관련하여 마주가 지불하는 금액과 경주마 경매시장의
매출액이 나머지를 차지한다(IFCE 2014).
12)
13)
14)
15)

(https://pathways.bhs.org.uk/career-pathways/equine-tourism-pathway/)
(https://breedingnews.com/new-statistics-for-the-french-equestrian-industry/)
IFCE는 프랑스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말들을 관리하고, 종마를 생산하며 승마 지도자를 양성하는 정부기관임.
HARAS는 말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일환으로 혈통등록위원회에 개입하여 개별 말에 대한 여권을 발부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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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프랑스 씨암말 두수 추이(2012~2017)
단위: 두

품종

’12

’13

’14

’15

’16

’17

경주용

26,481

25,915

26,133

26,564

26,922

25,823

승용(프랑스 품종)

26,289

23,505

23,016

23,658

24,588

21,738

승용(외국품종)

3,060

2,672

2,593

2,483

1,300

672

포니

6,199

5,513

5,100

4,972

4,907

4,607

24,364

22,401

20,009

18,357

17,255

16,263

역용마
당나귀
합계

1,545

1,341

1,297

1,205

1,176

1,159

87,938

81,347

78,148

77,239

76,148

70,262

자료: (https://www.ifce.fr/ifce/connaissances/statistiques-et-donnees/)

승마분야의 매출액은 승마교육 및 승용마 위탁관리를 통해 발생한 승마시설에서의 매출
액과 승용마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으로 구성되는데, 승마시설에서의 매출액이 전체
승마 매출액의 86%를 차지한다. 승용마 거래 시장규모는 연간 약 1,300억 원 규모로 거래
건수는 연간 3만 건에 이른다(IFCE 2014).
말고기분야의 매출액은 대부분 말고기를 취급하는 소매상과 정육점, 대형 유통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소비량의 6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말고기 주요 소비국은
프랑스 외에도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꼽을 수 있는데, 대체로 EU 말고기 유통회사를
통해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독일로부터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노경상
외 2015).

3.2. 승마인구
프랑스승마협회(Fédération française d'équidation, FFE)가 발급하는 승마 라이선스 건수
는 2016년 기준 70만 66건에 달하는데, 라이선스 발급 건수 기준으로 프랑스축구협회(179
만), 프랑스테니스협회(103만)에 이어 3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스포츠 전 분야에
서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체 라이선스 가운데 여성이 54만
9,915명(82.9%), 남성 11만 3,257명(17.1%)으로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은 가운데, 전체 승마

라이선스 수는 2001년에 비해 53.3% 증가한 반면에 여성은 72.0%증가, 남성은 0.4% 증가로
여성이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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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승마 라이선스 발급건수 성별 비교
단위: 연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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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ifce.fr/ifce/connaissances/statistiques-et-donnees/)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는 21세 이상이 21만 4,908명(3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고, 그 다음이 10세 이하 16만 3,035명(24.6%), 10∼12세 7만 7,107명(11.6%), 13∼14
세 7만 6,048명(11.6%), 17∼21세 6만 6,871명(10.1%)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연령
가운데 20세 이하가 67.6%로 나타나 프랑스에서 청소년들의 승마활동 참여가 매우 활성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승마 라이선스 발급건수 연령별 비교
단위: 연령,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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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ifce.fr/ifce/connaissances/statistiques-et-don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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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승마관광
프랑스승마협회는 산하에 ‘국립승마관광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외승에 따른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역별 외승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자격증을 소
지한 사람만이 외승을 운영하고 가이드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승마협회는 프랑
스 전역에 승마관광센터로 지정된 300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승마관광센터는
주로 외승코스 주변에 분포하면서 말 대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16)
프랑스에는 총 60,000km에 달하는 외승코스가 있고, 승마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들
이 약 1,600개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지트(gites)라고 불리는 2,000개 이상의 농가민박과
연계하고 있으며 승마고객들이 이용가능한 식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
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Sylvine, P.C. 2015).
프랑스에서의 외승은 대체로 코스의 특성에 따라 말 소유 여부가 달라진다. 자격증 소지자
의 지도 아래 짧은 코스를 단체로 체험할 때는 승마관광센터의 말을 이용할 수 있지만,
험준한 지역이나 장거리 외승의 경우에는 말과 기승자간의 교감과 소통이 안전사고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개인 소유의 말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외승을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이 요구되는데 이는 외승을 통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프랑스 승마협회에
서 개입하는 것으로, 외승기술대회(CRTE)가 대표적이다. 시험과목은 4과목으로써 등급에
따라 시속 20~50km로 속도를 유지하며 지도만 보고 코스를 순회하는 평가부터 자신이
기승한 말과의 교감능력을 보는 평가까지 다양하다(서명천 외 2015).
한편 프랑스승마협회의 전국승마관광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에키란도(Equirando)
가 있는데, 이는 유럽 최대 승마관광 대회이다. 1961년 이후 2년마다 지역을 바꾸어가며
개최하고 있으며, 말과 농촌, 역사, 환경이 어우러진 다양한 테마로 유럽 승마고객들을 유치
하고 있다. 2019년 8월에는 Bréviaires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약 1,000여 명의 승마고객들이
말과 당나귀, 노새를 끌고 참가할 예정이다.17)

16) (https://www.ffe.com/club/Labels/Centre-de-Tourisme-Equestre)
17) (https://www.ffe.com/club/Cheval-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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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프랑스 승마관광센터 라벨(좌), 에키란도(우)

자료: (https://www.ffe.com/club/Labels/(article)/9316)
(https://www.ffe.com/equirando)

3.4. 마육산업
프랑스에서 말고기를 섭취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로 알려져 있다. 고대시대 이후로
주로 농업과 전쟁에서 이용되어 온 말들은 교회와 법률에 의해 식용으로 금지되어 왔는데
1800년대 들어오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1866년에 프랑스 정부는 시민들에게 말고기 판매

를 허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그동안 비싼 쇠고기와 돼지고기 구매를 꺼려했던 노동자들
은 말고기를 선호하게 되었다. 하지만 말고기 판매를 허용하는 법률에는 말고기용으로 도축
하는 두수 관리를 요구하였고, 말고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는 식별을 할 수 있는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그림 7> 파리 최초의 말고기 정육점(좌), 말고기 정육점(우)

자료: (https://frenchmoments.eu/paris-horse-meat-butcher-shops/)
(https://thehorse.com/115310/horsemeat-supply-and-demand-in-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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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의 말고기 도축두수는 현재 감소추세에 있다. 과거 약 20년간의 말고기 도축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4만 4,807두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소비량 감소가
그 원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단체에서 말을 먹지 않도록 캠페인을 벌인 것도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2013년에는 여성을 겨냥한 저지방, 저 콜레스테롤의 말고기
마케팅 강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현재 다른 육고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데, 프랑스 IFCE에서 발표한 말고기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
로 말고기는 kg당 2만 2,000원이다. 참고로 송아지고기는 kg당 2만 600원이고, 쇠고기는
1만 8,800원, 양고기 1만 8,600원, 닭고기 1만 200원, 돼지고기 9,400원 순으로 나타났다.18)
<그림 8> 프랑스 말 도축두수 추이(1999년~2016년)
단위: 연도, 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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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tatscheval.haras-nationaux.fr)

2013년 기준으로 프랑스 가정의 약 16%가 말고기를 구매하고, 소비자의 약 4분의 3이
50세 이상이며, 1년에 약 2만 톤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말고기는 주로 정육점을

통해 주로 판매되며 전체 소비량의 60% 이상을 수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말고기 음식점은 말고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지 않고, 다른 음식 메뉴도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다.20)
18) (http://statscheval.haras-nationaux.fr)
19) 반면, 2012년 10월 휴먼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OM)가 실시한 소비자 구매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응답자의 4%와 벨기에
응답자의 6%가 말고기를 자주 먹는다고 응답하였고, 프랑스 응답자의 16%와 벨기에 응답자의 20%만이 말고기를 가끔
먹는다고 답함.
20) (http://www.businessinsider.com/people-are-lining-up-to-buy-horse-meat-in-france-2013-2)

42 ∙

세계농업 2018. 8월호

유럽 주요국의 말산업 동향

4. 독일
4.1. 개요
독일 소비시장 분석기관인 AWA(der Allensbach markt-und Werbetrӓgeranalyse)에 의하
면 2016년 기준 독일의 말 두수는 약 130만 두로 추정된다. 독일의 10,000개 이상의 기업이
말산업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독일 말산업 전체 규모는 8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된
다. 추정액 가운데 말에 관한 지출은 39%이고 소매 및 서비스는 61%를 차지한다. 2017년
기준으로 승용마 번식협회 경매를 통해 마차용 승용마 921두가 평균 3,150만 원에 판매되었
고, 그 밖에 번식마와 자마 2,621두(포니 921두 포함)가 협회 경매를 통해 판매되었다. 또한
2017년에 2,997명의 승마선수(전년도 3,185명)와 52,757두의 승용마(전년도 5만 3,151두),
2만 5,255두의 자마(전년도 2만 4,525두)가 새롭게 독일승마협회(FN)에 등록되었다.21)

한편 2016년 브라질 리오 올림픽에서 독일산 승용마는 전체 45개의 메달 중 17개를 획득
하였는데, 출전두수 223두 가운데 독일에서 사육된 말은 70두로 전체 두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이 품종별로 전문화된 생산,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품종의 승용마 생산을 유도하는 독일승마협회의 체
계적인 승마수요 창출 노력에 있다고 사료된다.22)
독일승마협회는 승마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승마협회이다.
독일올림픽체육회 가입 회원은 총 68만 7,036명이며, 8번째로 많은 회원 수를 확보하고
있는 스포츠연맹이다. 이중에 78%는 여성 회원으로 주별로 보면 베스트팔렌(Westfalen)(9만
8,636명), 바덴-뷰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9만 7,685명), 바이언(Bayern)(9만
2,043명), 하노버(Hannover)(8만 1,805명), 헤센(Hessen)(6만 8,957명) 순으로 많다.23)

독일승마협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말산업 및 승마 엘리트선수 육성, 학교 승마교육 활성화,
승마 지도자 양성 등 독일의 말과 승마스포츠 관련 모든 영역들을 총괄하고 있다(FN 2014).
독일에는 총 5,000여 권의 말 및 승마 관련 서적이 있고, 60종류의 전문잡지와 일반잡지가
출판되고 있는데, 독일승마협회는 자체적인 승마 출판사(FN Verlag)를 운영하면서 전문서적
21) (http://www.pferd-aktuell.de/)
22) (https://data.fei.org/NFPages/NF/Details/Federation/48/DEUTSCHE-REITERLICHE-VEREINIGUNG-?
CurrentPage=2&ItemsPerPage=20&SortedBy=Name&Type=Members)
23) (http://www.pferd-aktuel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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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출판을 실시하고, 학교 승마교육에 대한 교재 개발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서명천 외 2016).
독일승마협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역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승마 및 말산업에 매년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엘리트 승마 및 학교 승마교육을 위해 재정적으
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승마교육을 위한 지원으로는 학교와 유치원에서의 승마
활성화프로젝트(Förderprojekt: Pferdesport in der Schule und im Kindergarten), 유치원의
승마 연계 프로그램(Kooperation mit Kindergärten), 학교 승마프로그램을 위한 헬멧 지원
(Reithelme für Schulsportprojekte) 등의 사업이 있다(FN, 2014). 헬멧 지원은 2001년부터

총 3,000개 이상의 헬멧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1년 가을 학기부터는 스포츠 장비 회사인
UVEX와 후원 계약을 맺고 헬멧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독일승마협회는 승마시설 개선을

위해서 “우리 승마장이 더 훌륭하다(Unser Stall soll besser werden)”라는 우수 승마시설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서명천 외 2016).

4.2. 승마인구
2016년 기준 독일의 승마인구는 389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비정기 승마인구를

포함한 것으로 주기적으로 승마활동에 참여하는 정기 승마인구는 125만 명이다. 그리고
정기 승마인구 가운데 90만 명은 말을 1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4)
승마인구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승마인구 분포가 독일인구의
지역 분포와 대략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이 승마인구의 74.1%를 차지함으
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승마인구 동향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기 승마인구와 자마인
구에 있어서도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마인구의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는 20대가 2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10대 20.0%, 30대 18.6%, 40대 18.5% 순이다. 정기 승마인구 분포에 있어서는
10대가 25.0%로 가장 높고, 20대 19.6%, 40대 17.8% 순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독일의

경우 10대와 20대에서 승마활동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사료된다.25)
24) (http://www.pferd-aktuell.de/)
25) 2013년도에 독일 소비시장 분석기관인 AWA(der Allensbach markt-und Werbetrӓgeranalyse)는 독일의 승마인구 동
향을 파악하기 위해 14세 이상의 독일 인구(70,326만 명)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이 중에서 샘플을 추출하여 1:1 대면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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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독일 승마인구 유형별 현황(14세 이상)
승마인구

전체
구분

자마인구
(말 소유)

정기인구

(비정기 포함)

%

백만인

%

백만인

%

백만인

%

백만인

100.0

70.33

100.0

3.98

100.0

1.24

100.0

0.89

지
역

독일서부

82.2

57.82

86.2

3.44

88.6

1.10

90.1

0.80

독일동부

17.8

12.51

13.8

0.55

11.4

0.14

9.9

0.09

성
별

남성

49.0

34.46

25.9

1.03

22.0

0.27

36.0

0.32

여성

51.0

35.86

74.1

2.95

78.0

0.96

64.0

0.57

14-19

6.9

4.89

20.0

0.80

25.0

0.31

7.7

0.07

20-29

14.0

9.81

22.4

0.89

19.6

0.24

13.4

0.12

30-39

13.6

9.56

18.6

0.74

16.2

0.20

18.8

0.17

40-49

18.8

13.21

18.5

0.74

17.8

0.22

29.4

0.26

50-59

16.8

11.82

11.7

0.47

11.4

0.14

19.2

0.17

60-69

12.5

8.80

4.8

0.19

5.5

0.07

8.4

0.07

70 이상

17.4

12.24

4.0

0.16

4.6

0.06

3.1

0.03

연
령

자료: AWA(2013); Ikinger, C., Wiegand, K., Spiller A.(2014)에서 재인용.

위 승마인구의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 10대와 20대의 비중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점은
독일의 체계적인 학교 승마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초중등학교
체육 교과과정에 승마를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고, 그 밖에 교내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나
학교 프로젝트, 학교 스포츠, 현장체험, 전일제 학교승마프로그램 등 비교과활동으로서도
승마를 편성하여 활발하게 지도하고 있다.
승마인구의 학력별 분포에 있어서는 대학교 졸업 18.3%, 중등학교 졸업 22.9%로 나타났는
데, 이는 독일 평균수준(대학교 졸업 14.6%, 중등학교 졸업 11.0%)을 웃돌고 있다. 또한
직업에 있어서는 상용직(주 35시간 이상)이 42.0%, 비고용 37.3%, 시간근무제 20.6% 순으로
나타나, 독일 전체의 고용구조(상용직 42.3%, 비고용 43.7%, 시간근무제 14.0%)와 비교해
볼 때 소득활동에 참가할수록 승마활동 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승마활동
이 소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데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을 통한 2만 5,677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독일승마협회는 FN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도 승마인구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내용에 그치고 있어 비교적 자세히 조사된 2013년 자료로 대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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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가계 월소득에 있어서 455만 원 이상을 보이는 가구가 전체 승마인구의 34.8%로 나타
나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이 325만 원∼455만 원으로 27.4%를 차지하는데 이는 여타
소득구간별 분포보다 비중이 높고, 무엇보다도 독일 전체 가구의 월소득 동향(455만 원
이상 24.0%, 325만 원∼455만 원 27.4%)과 비교하여 볼 때도 그 수준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승마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거주지역 규모를 살펴보면 5,000∼20만 명 거주
지역이 3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만∼10만 명 거주지역 30.4%, 10만∼50만 명 거주지
역 14.4%, 5,000명 이하 거주지역 13.5%, 50만 명 이상 거주지역 8.6%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실제 독일인의 거주지역 분포에서 50만 명 이상의 거주지역 인구가
독일 전체 인구의 16.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승마인구는 8.6%를 나타내고 있고, 5,000∼2
만 명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전체 인구의 26.6%를 차지한 반면 승마인구는 이보다 6.5%가
높은 33.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승마시설과 외승로 등이 주로 초지를 기반으로
하여 농촌에 위치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승마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거주해야 하는 입지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3. 재활승마26)
독일재활승마협회는 재활승마와 관련하여 독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독일승마협회와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고, 관련 대학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재활승마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독일의 재활승마는 크게 신체치료(Hippotherapie), 특수교육(Heilpädagogische Förderung),
에르고치료(Ergotherapeutische Behandlung), 스포츠교육(Reiten als Sport) 등 4가지 영역
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인증 승마시설수를 기준으로 특수교육(교육 및 심리)용
재활승마시설이 가장 많다.
먼저 신체치료용 재활승마는 신경계와 근육의 최적 사용을 통해 운동능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중추 신경계와 근골격계의 특정질병 및 상해를 지닌 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사의
26) (https://www.dkthr.d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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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에 근거하여 재활승마 치료자격을 지닌 물리치료사(의사)에 의해 수행된다. 신체치료용
재활승마는 항상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른 처방과 연계되어 진행되며, 말을 활용하여 환자에
게 3차원적인 운동자극을 준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둘째, 특수교육용 재활승마는 말을 활용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정신
및 사회적 발달을 돕는 것으로, 최근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유치원과 일반학교 학생들에
대해 교육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용 재활승마 역시 관련 자격을 보유한 교육자
및 심리치료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말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소통능력, 사회적응력,
관계개선능력, 집중력, 동기부여, 인지능력 등을 개선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림 9> 독일 재활승마의 유형
신체치료

특수교육(교육 및 심리)

자료: (https://www.dkthr.de/de/)

셋째, 에르고(작업)치료는 말을 매개로 한 감각운동, 인지운동 등 운동의 기능적 접근에
기반한 치료를 말한다. 에르고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 행동
에 지장과 위협을 받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예를 들어 물건을 자른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언어에 장애를 지니는 등의 일상생활 행동에 대한 개선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에르고치료 역시 치료자격증을 소지한 치료사에 의해 말이 투입되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교육용 재활승마는 주로 신체치료 및 특수교육용 재활승마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지체 장애나 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비장애인과 동승하여 승마,
지구력경기, 마상체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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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어촌지역 승마시설 경영사례27)
독일의 여러 승마시설 가운데 농촌에 입지한 승마시설 중 호른하이어 승마시설
(Reitanlage Hornhayer)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승마시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에서 북동쪽으로 80km 떨어진 중산간지역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시설은
마사와 패독(Paddock), 실내마장(20×40m), 장애물 연습마장(30×50m), 워킹머신, 원형마
장, 초지(10ha)를 보유하고 있다. 승용마는 큰말 3두와 조랑말 4두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탁
관리 말 8두도 함께 사육하고 있다. 승마시설 경영주는 20여 년의 승마 경력을 지닌 자로
장애물 경기와 승용마 훈련에 있어서 실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부부 중심의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림 10> 호른하이어 승마시설 모습
야외마장에서 승마체험

조마삭 활용 승마레슨

2명의 학생들 승마체험

단체학생 승마체험

자료: (http://www.amerian.de)

27) (http://www.ameri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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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 고객은 학생과 가족이며, 일주일에 40명 정도가 방문하여 이용하고 있다. 점점
회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 100명의 방문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말에 가족단위로
방문하여 아이들을 조랑말 위에 태우고 어른들이 끄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경영주 입장에서는 운영하기 편하고 쉽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다. 부부 노동력으로만
승마시설과 목장을 경영하고 있어 인건비 지출이 없으므로 비록 적은 매출액이더라도 매출
액의 상당부분을 순이익으로 만들고 있다. 해당 승마시설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양한 포니체험이지만, 이 외에도 말 기초조련과 심화조련, 말 위탁관리, 외승, 승마레슨이
있다. 비용은 그룹레슨의 경우 1인당 1만 9,500원, 초보자들을 위한 승마체험은 1인당 1만
9,500원(30분)과 3만 9,000원(1시간), 유아(4∼6세) 승마체험은 1만 6,900원(2시간), 생일파

티는 10만 4,000원(2시간)이며, 이 밖에 말 위탁관리 90만 원(월), 말 기초조련 19만 5,000원
(1주), 말 심화조련 26만 원(1주)으로써 비교적 구체적인 가격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5. 시사점
현재 국내 말산업의 육성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2년 7월에 한국마사회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재는 2차 말산업육성종합계획(2017~2021년)을 수행
하고 있다. 말산업 특구,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승용마 조련강화,
농어촌형승마시설 등 설치, 학생승마체험사업,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고 보조 및 융자, 지방비 보조, 자부담의 형태로
배정된다.
한편 말산업 선진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민간 주도로 말산업 육성을 추진하
고 있으며, 말의 생산과 육성, 유통부문은 정부와 지자체가 개입하여 관리한다. 농촌을 중심
으로 방목지(초지)가 잘 조성되어 있고, 작은 미니어처종부터 대형종까지 다양한 품종이
사육되고 있어 농촌 어느 곳을 가더라도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승마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어릴 때부터 말을 산업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서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여 승마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고,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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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외승로 등의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종사자들의 말의 복지 실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민간협회는 지역
별로 다양한 풀뿌리 승마대회를 개최하여 승마인구로서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으며, 승용마 생산농가와 승마시설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한
승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영유아를 위한 승마프로그램
보급과 초중등학교 정규체육에 승마를 편입하여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
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영국, 프랑스, 독일의 말산업은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국내 말산
업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시민들이 말을 쉽게 접하고 안전하게 승마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드시 기승 위주가 아니더라도 영유아들이
가족과 함께 말과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말과 승마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말의 복지를 실천하는 가운데 고품질의 말 생산·
육성과 안전한 승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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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농가 및 농가경제 동향
이 수 환 * 28)

1. 들어가며
EU의 농업은 타 산업과 비교하면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주로 가족농 형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족농 구성원의 대부분은 각기 다른 시간에 노동력이 투입된다. 둘째,
대부분의 EU 농업인들은 주로 시간제 근무(part-time)로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 외에도
다른 주요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농업의 특성상 농번기에 노동력이 집중 투입되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의 노동력은 단기 고용되는 경우가 있다. 넷째, EU에서 제공하는 농업
통계는 다양한 방법론과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통계 출처에 따라 결과가
상이한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내용은 EU 농업인과 농업의 주요 특징에 대한 질문을
다루기 위해 EU 국민계정(NA), 농업구조조사(FFS), 노동연구(LFS)에서 제공하는 농업 통계를
활용하여 EU의 농가 및 농가경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2. EU 농업 고용인구 및 특성
2.1. EU 농업 노동력
EU에서 제공하는 국민계정(NA) 통계에 따르면 EU의 농업 종사자 수는 2016년 기준으로
1,044만 명이며, 이는 EU 전체 고용 인구의 4.5%를 차지한다. EU 농업 전체 종사자 수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suhwan8352@krei.re.kr)
유럽연합(EU)에서 발간한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statistics 2017 edition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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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3은 루마니아(203만 명), 폴란드(169만 명), 이탈리아(91만 명), 스페인(76만 명), 프랑

스(74만 명), 불가리아(62만 명), 독일(62만 명) 등 7개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루마니아(24.0%), 불가리아(18.0%), 그리스(11.3%), 폴란드(10.6%) 등 4개 회원국은 그 나라
전체 고용 인구의 1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1.4%), 벨기에
(1.2%), 영국(1.1%), 룩셈부르크(0.8%) 등은 전체 고용인구의 2% 미만이 농업에 종사하여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낮다.
농업은 EU 모든 회원국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서 EU에서 관리하는 국민계정(NA)
은 농업 통계를 ‘농업(농축산물 생산, 사냥과 관련 서비스 활동)’, ‘임업’, ‘어업 및 양식업’
등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EU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임업’과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EU의 1차 산업(primary
sector) 전체 종사자 가운데 임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40.2%), 슬로바키아
(34.7%), 에스토니아(29.2%), 라트비아(24.5%), 핀란드(20.8%)만 20%를 초과하며, 어업 및

양식업 종사자 비율은 몰타(23.9%)와 스페인(5.2%)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에서 5% 미만으
로 나타났다.

<그림 1> EU 회원국별 농업 종사자 비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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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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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 인구학적 특성
EU 노동연구소(LFS)가 2016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EU 전체 농업 종사자 가운데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68.2%로 동 연령대의 도시 근로자 비율인 57.6% 보다 10.6%p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 비율은 전체의 9.0%를 차지하여 65세
이상의 고령 도시 근로자 비율인 2.4%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EU의 40세
미만 농업 종사자 비율은 전체의 31.8%로 동 연령대의 도시 근로자 비율(42.4%)보다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EU 회원국의 연령대별 농업 종사자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룩셈부르크(50.0%)와 덴마크
(44.7%)를 제외한 EU 모든 회원국들은 40세 미만 농업 종사자 비율이 동 연령대의 도시

근로자 비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 모든 회원국에서 65세 이상의 농업
종사자 비율이 65세 이상 도시 근로자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 종사자가
도시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EU 회원국 가운데 젊은 연령층에 속하는 15~39세 농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회원국은

룩셈부르크(50.0%)와 덴마크(44.7%) 등이 있으며, 포르투갈의 경우는 젊은 연령층의 농업
종사자 비율이 13.9%로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또한 EU 회원국 가운데 65세 이상
농업 종사자 비율이 15%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은 포르투갈, 아일랜드, 영국,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스웨덴 등 총 6개 국가이며, 특히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의 65세 이상 고령층 농업
종사자 비율은 각각 41.6%와 21.7%로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한편, 룩셈부르크
(45.8%), 포르투갈(44.5%), 덴마크(43.2%)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들은 해당 국가 전체

농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40~64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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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U 회원국별 연령대별 농업 종사자 비율(2016년)
국가명

전체 산업

단위: %

농업

15-39세

40-64세

65세 이상

15-39세

40-64세

65세 이상

EU-28

42.4

55.2

2.4

31.8

59.2

9.0

벨기에

44.1

54.9

1.0

26.9

64.6

8.5

불가리아

40.2

57.8

2.1

35.3

60.7

4.0

체코

41.8

55.8

2.4

32.7

63.8

3.5

덴마크

44.0

52.8

3.2

44.7

43.2

12.2

독일

40.2

57.2

2.7

29.5

62.1

8.4

에스토니아

42.4

52.6

5.0

29.9

64.4

5.7

아일랜드

46.3

50.4

3.3

22.2

56.1

21.7

그리스

40.3

57.9

1.7

24.8

68.4

6.8

스페인

40.6

58.5

0.9

36.9

61.3

1.8

프랑스

42.6

56.1

1.3

30.3

66.0

3.7

크로아티아

46.2

52.3

1.5

23.5

62.3

14.2

이탈리아

35.0

62.7

2.3

32.5

60.6

6.9

키프로스

49.0

48.4

2.5

32.2

52.1

15.7

라트비아

42.7

53.8

3.5

26.5

67.9

5.6

리투아니아

41.4

55.4

3.2

25.7

66.5

7.8

룩셈부르크

48.3

51.3

0.4

50.0

45.8

4.2

헝가리

43.0

56.0

1.0

35.0

62.9

2.1

몰타

53.8

44.5

1.7

-

73.7

-

네덜란드

45.5

52.1

2.4

35.6

59.5

4.9

오스트리아

46.0

52.2

1.8

25.3

61.0

13.8

폴란드

48.2

49.9

1.8

32.7

64.1

3.2

포르투갈

39.5

55.4

5.1

13.9

44.5

41.6

루마니아

44.0

52.7

3.3

35.3

51.1

13.6

슬로베니아

44.6

54.1

1.4

25.8

57.0

17.5

슬로바키아

46.5

52.7

0.8

36.0

62.1

1.9

핀란드

43.3

53.9

2.8

29.6

57.9

12.5

스웨덴

43.7

52.8

3.5

32.4

52.4

15.2

영국

46.0

50.2

3.8

31.2

50.2

18.6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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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여성 농업인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EU 전체 농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 농업인

이 차지하는 비율은 33.3%로 EU의 도시 여성 근로자 비율인 46.1% 보다 12.8%p 낮게 나타났
다. EU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의 여성 농업인 비율은 각각 45.2%와 40.8%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일랜드와 덴마크의 여성 농업인 비율은 15.3%와
21.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2> EU 회원국별 여성 고용인구 및 여성 농업 종사자 비율(2017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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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의 여성 농장 경영주는 2013년 기준으로 약 298만 농가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EU

전체 농장 경영주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EU 모든 회원국에서는 전체 농장 경영주 대비
여성 농장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의
경우 여성 농장 경영주 비율이 각각 47.1%와 45.2%로 EU 회원국 가운데 비교적 높게 나타났
고,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각각 6.0%와 7.9%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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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U 회원국별 여성 농장 경영주 비율(2013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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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 전체 농장 경영주 가운데 농업훈련을 이수하지 않고 실무경험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경영주 비율은 약 70.1%이고, 기초 농업훈련만 이수한 경영주는 20.9%, 전문 농업훈련을
이수한 경영주는 9.0%로 나타났다. EU는 각 회원국마다 농장 경영주의 농업훈련 이수 비율
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50% 이상의 경영주가 농업훈련을 이수 받지
않고 오직 실무경험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루마니아, 그리스,
불가리아는 전체 농장 경영주의 90% 이상이 농업훈련 없이 실무경험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이와 반대로 3.1%만 농업훈련을 받지 않고, 나머지 경영주는 기초 농업
훈련(90.1%) 또는 전문 농업훈련(6.1%)을 이수한 후 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
란드(64.2%)와 독일(53.2%)은 전체 농장주의 50% 이상이 기초 농업훈련을 이수한 반면,
키프로스(7.0%), 그리스(5.5%), 루마니아(3.1%), 불가리아(1.3%)는 전체 농장주의 10% 미만
만 기초 농업훈련을 이수 받았다. 룩셈부르크는 50.0%의 농장 경영주가 전문 농업훈련을
이수 받아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체코(34.6%),
프랑스(29.3%), 라트비아(28.4%), 폴란드(27.6%), 오스트리아(27.2%), 에스토니아(25.7%)도
전체 농장 경영주의 25% 이상이 전문 농업훈련을 이수 받았다. 한편, 몰타(0.9%),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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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루마니아(0.5%)는 전문 농업훈련을 이수한 농장주 비율이 전체 농장 경영주의 1%

미만으로 EU회원국 가운데 전문 교육 이수 비율이 가장 낮다.
<그림 4> EU 회원국별 농장 경영주 농업훈련 이수 현황(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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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2.3. EU 농가유형
EU의 농가구조조사(FSS)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EU에서는 약 2,200만 명1)이 전업농

또는 시간제 근무 형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16.4%는 전업농으로 나타났다.
EU 회원국별 전업농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체코(56.9%), 프랑스(52.9%), 룩셈부르크
(52.5%), 벨기에(51.6%)는 전체 농업인의 절반 이상이 전업농인 반면, 몰타(9.0%), 오스트리

아(8.1%), 키프로스(6.4%), 루마니아(1.5%)는 전체 농업인의 10% 미만이 전업농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루마니아는 전업농 비율이1.5%로 EU 회원국가운데 가장 낮다.

1) 농가구조조사(FSS)의 농업 종사자 수(2,200만 명)와 국민계정(NA)의 농업 종사자 수(1,044만 명)가 다른 원인은 FSS의
농업 종사자는 전체의 약 50%는 전체 노동시간의 25% 미만을 농장에 투입하며, 그 외 종사자들은 노동시간의 50% 이상을
농장에 투입하는 종사자(710만 명)와 전업농(36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NA의 농업 종사자 수는 농장에서의
소득이 주 수입원인 전업농과 노동시간 50% 이상을 농장에 투입하는 종사자 수(1,044만 명)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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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U 회원국별 전업농 구성 비율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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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의 농가유형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EU 전체 농업 종사자를 전업농2)으로 환산

하였을 경우 약 950만 명이며, 그 중 44.1%는 개인농이고 나머지 32.4%는 가족농이다.
그리고 그 외 15.4%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전업농이고, 8.1%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전업농
으로 구성되어 있다. EU 회원국별 농가유형을 살펴보면, EU 회원국의 전업농 대부분이
개인농 또는 가족농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폴란드(93.8%), 슬로베니아(93.7%), 크로
아티아(93.2%), 아일랜드(92.0%)는 전체 전업농의 90% 이상이 개인농이나 가족농으로 구성
되어있어 비율이 매우 높다. 반면, 슬로바키아(27.6%)와 체코(25.7%)는 전체 전업농 가운데
약 4분의 1 정도만 개인농이나 가족농으로 구성되어있고, 나머지는 주로 농장주가 정규직으
로 고용하여 농업을 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폴란드를 제외한 EU 모든 회원국들
은 개인농이 가족농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체코(74.2%), 슬로바키아
(72.4%), 프랑스(59.0%), 에스토니아(53.6%) 등 일부 회원국은 전체 전업농의 50% 이상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전업농으로 구성되어 있다. EU 회원국 가운데 비정규직 전농업인

2) 전업농은 EU 통계국에서 관리하는 AWU(Annual work unit)를 기준으로 변환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이는 농업인 1명당
연간 1,800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를 전농업으로 간주하여 EU 농업인의 전체 근무시간/1800시간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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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국가는 스페인(18.7%), 이탈리아(14.8%), 네덜란드(14.1%) 등을 포함
한 6개 회원국으로 나타났다.
<표 2> EU 회원국별 농가 유형별 비율(2013년)
단위: %

개인농

가족농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고용

EU-28

국가명

44.1

32.4

15.4

8.1

벨기에

46.8

24.1

20.8

8.3

불가리아

42.6

34.0

16.6

6.8

체코

15.7

10.0

70.4

3.8

덴마크

38.1

14.6

43.4

3.9

독일

37.2

24.6

27.5

10.7

에스토니아

27.0

19.4

51.3

2.3

아일랜드

62.7

29.3

6.2

1.9

그리스

54.0

31.2

3.7

11.1

스페인

37.8

22.0

21.5

18.7

프랑스

33.4

7.6

47.4

11.6

크로아티아

42.5

50.7

5.8

1.0

이탈리아

49.5

26.0

9.7

14.8

키프로스

44.7

24.9

22.5

7.9

라트비아

46.4

36.2

17.0

0.4

리투아니아

52.4

26.9

19.1

1.6

룩셈부르크

42.5

25.8

27.5

4.5

헝가리

43.4

29.2

19.7

7.8

몰타

61.6

27.4

9.4

1.3

네덜란드

32.8

25.1

28.1

14.1

오스트리아

56.7

26.9

13.3

3.1

폴란드

44.5

49.3

3.5

2.7

포르투갈

41.8

35.5

15.0

7.7

루마니아

50.4

38.9

4.2

6.5

슬로베니아

43.8

49.9

2.7

3.6

슬로바키아

18.4

9.2

69.3

3.1

핀란드

49.4

24.4

18.3

7.9

스웨덴

44.6

23.8

25.4

6.2

영국

40.1

26.3

26.8

6.8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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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농가들은 농업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2013

년 기준으로 EU 전체 회원국의 농가소득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6.8%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일부 회원국들은 농가소득의 50%
이상이 농외소득 활동을 통해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회원국들
가운데 농외소득 활동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2013년에 전체 농가소득의 60.1%
를 나타냈으며, 그다음은 오스트리아(51.7%), 스웨덴(37.3%), 독일(33.0%), 룩셈부르크
(30.3%), 핀란드(28.5%), 네덜란드(26.1%)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외소득 활동 비율이 10%

미만을 나타낸 회원국은 총 14개 국가로 이탈리아(9.9%), 헝가리(9.2%), 아일랜드(8.6%),
슬로바키아(7.8%), 포르투갈(5.8%), 라트비아(4.6%) 등이 있다.
EU의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활동들 가운데 농산물 가공업이 EU 전체 농외소득 활동의
22.8%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계약업무(19.0%), 기타(16.4%), 임업
(15.9%) 순으로 농외활동 비중이 높다. 한편, 목재가공업(2.3%), 수공예(1.1%), 양식업(0.6%)

은 EU 회원국들의 농외소득 활동 가운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6> EU 회원국별 농가소득 대비 농외소득 비율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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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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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U-28 농외소득 활동 구성 비율 (2013년)

관광업

임업

10.7%

15.9%

목재가공업 2.3%

재생에너지
생산업
11.2%

EU-28

농산물
가공업

양식업 0.6%

농외소득 활동
6.8%

기타

16.4%

22.8%

계약업
19.0%

수공예 1.1%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3. EU 농업 생산 및 가격
3.1. EU 농업 생산액
EU의 농업 생산액은 농축산물 생산액, 농업 서비스, 보조 활동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공식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2017년 EU 전체 농업 생산액은 4,111억 유로로 2010년에 비해
14.6% 증가하였다. EU 회원국별 농업 생산액은 프랑스가 699억 유로로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독일 557억 유로, 이탈리아 503억 유로, 스페인 480억 유로,
영국 293억 유로 순으로 나타났다. EU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18.5%에서 2017년 17.0%로 1.5%p 감소하였으며, 그 외 농업 생산액 2위와 3위

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의 2017년 농업 생산액 비중도 2010년 대비 각각 0.2%p와 0.4%p
감소하였다. 한편, 스페인과 영국 농업 생산액 비중은 2010년 6.3%과 10.9%에서 2017년에
는 7.1%와 11.7%로 각각 0.8%p와 0.7%p 증가하여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농업 생산액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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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U-28 농업 생산액 동향(2010~2017년)
단위: 백만 유로

국가명

점유율(%)

2010

2012

2014

2016

2017

EU-28

358,604

401,741

406,355

405,008

411,129

100.0

100.0

벨기에

7,725

8,765

8,090

7,990

8,466

2.2

2.1

불가리아

3,486

4,161

4,138

4,004

3,825

1.0

0.9

체코

3,977

4,762

4,880

4,918

4,632

1.1

1.1

덴마크

9,592

11,690

10,813

9,733

10,520

2.7

2.6

49,514

56,750

58,338

52,940

55,753

13.8

13.6

614

850

846

750

866

0.2

0.2

5,822

6,837

7,294

7,420

8,364

1.6

2.0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2010

2017

그리스

9,931

9,903

9,877

10,398

10,044

2.8

2.4

스페인

39,215

40,718

42,787

46,807

47,958

10.9

11.7

프랑스

66,163

74,583

73,114

70,350

69,899

18.5

17.0

2,848

2,707

1,970

2,184

2,047

0.8

0.5

이탈리아

45,299

50,134

50,051

53,407

50,296

12.6

12.2

키프로스

654

688

630

686

696

0.2

0.2

라트비아

881

1,246

1,204

1,316

1,321

0.2

0.3

리투아니아

1,940

2,811

2,588

2,835

2,692

0.5

0.7

룩셈부르크

314

382

427

413

398

0.1

0.1

5,994

7,327

7,800

8,309

8,066

1.7

2.0

119

120

120

126

116

0.0

0.0

24,412

25,927

26,240

27,020

28,219

6.8

6.9

5,949

6,886

6,585

6,810

6,844

1.7

1.7

19,618

23,100

22,946

22,411

24,290

5.5

5.9

크로아티아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6,292

6,366

6,643

6,941

7,053

1.8

1.7

루마니아

14,092

13,121

15,229

15,444

16,308

3.9

4.0

슬로베니아

1,104

1,151

1,227

1,211

1,173

0.3

0.3

슬로바키아

1,761

2,273

2,274

2,391

2,145

0.5

0.5

핀란드

3,729

4,292

4,110

4,314

3,906

1.0

0.9

스웨덴

4,987

5,990

5,897

5,959

5,957

1.4

1.4

22,573

28,201

30,237

27,925

29,276

6.3

7.1

영국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표 4>는 2015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EU 농업 부가가치와 농업 요소소득을 구분하여

산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6년 EU 농업 생산액은 4,050억 유로로 전년보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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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 EU 농작물 생산액은 2016년에 2,103억 유로로 EU 농업 생산액의 51.9%를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축산물 생산액(1,589억 유로)이 39.2%, 농업 서비스
(201억 유로) 5.0%, 보조 활동(157억 유로) 3.9% 순으로 나타났다. EU 농업 부가가치는

농업 생산액에서 농업 중간소비를 감액하여 산출하며, 2016년에는 1,656억 유로로 전년보
다 2.0% 감소하였다. EU의 농업 요소소득은 농업 부가가치에 고정자본소모와 세금을 감액하
고 보조금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2016년에는 1,526억 유로로 전년보다 0.1% 감소하였다.
<표 4> EU-28 농업 부가가치 및 요소소득 동향 (2015~2016년)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15 (A)

2016 (B)

변화율 (A-B, %)

구성 비율 (%)

농업 생산액(+)

416,719

405,008

-2.8

100.0

농작물 생산액

215,686

210,282

-2.5

51.9

축산물 생산액

164,342

158,873

-3.3

39.2

농업 서비스

20,317

20,104

-1.0

5.0

보조 활동

16,373

15,750

-3.8

3.9

농업 중간소비(-)

247,658

239,355

-3.4

59.1

= 부가가치

169,060

165,654

-2.0

40.9

61,141

60,803

-0.6

-

5,601

4,877

-12.9

-

50,477

52,628

4.3

-

152,796

152,603

-0.1

-

고정자본소모(-)
세금(-)
보조금(+)
= 농업 요소소득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운데 생산액이 높은 품목은 2016년 기준으로 채소 및 화훼류
(13.2 %), 우유(12.2%), 곡물 (10.7%)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돼지(8.5%)와 소(8.2%) 생산액

도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과일(6.6%), 사료작물(5.8%), 와인(5.4%),
공예작물(5.2%), 감자(3.1%) 등이 EU 농작물 가운데에는 생산액 비중이 높고, 축산분야에서
는 육계(5.3%), 계란(2.2%)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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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U-28 주요 품목별 생산액 비중(2016년)
기타 동물 제품 0.5%
기타 동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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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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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8.5%

축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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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억 유로

농작물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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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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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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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
12.2%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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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0.7%

공예
작물

와인

5.4%

5.2%

올리브 오일 1.2%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 농업 부가가치 및 농업 생산 보조금은 2016년 기준으로 각각 1,657억 유로와 526억

유로로 농업 부가가치 대비 농업 생산 보조금 비율은 31.7% 수준이다. 농업 생산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농업 생산액이 높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독일과 핀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농업 부가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EU 전체 농업
부가가치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인 반면, 농업 생산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2.7%로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핀란드
(2.4%p), 아일랜드(1.8%p), 그리스(1.3%p) 등도 농업 부가가치 점유율 대비 보조금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농업의 보조금 지원형태는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에 따라 특정 작물에 대한 비연계

보조금(decoupling subsidy)과 단일직접직불제도(Single-farm payment) 등으로 점차 변화되
었다. EU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은 2010년에 57억 유로에서 2014년에는 38억 유로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생산지원제도(Coupled payment) 도입에 따른 결과로
농업 보조금 규모가 각각 49억 유로와 53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EU의 농업 생산
에 대한 보조금은 2010년 509억 유로에서 2016년에는 526억 유로로 17억 유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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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EU-28 농업 총 부가가치와 보조금 동향(2010~2016년)
단위: 백만 유로

국가명

농업 총 부가가치

보조금

2010

2013

2014

2016

2010

2013

2014

2016

EU-28

155,593

172,465

172,344

165,654

50,917

52,401

53,484

52,628

벨기에

2,491

2,293

2,142

2,164

691

598

643

611

불가리아

1,356

1,694

1,732

1,777

466

852

821

810

966

1,427

1,486

1,688

1,062

1,059

1,198

1,135

2,665

2,800

3,209

1,938

982

999

964

941

18,236

21,994

21,546

16,986

7,311

6,999

6,961

6,699

235

333

344

151

165

192

168

167

아일랜드

1,389

2,001

2,174

2,316

1,695

1,640

1,603

1,667

그리스

5,617

4,964

5,194

5,210

2,793

2,558

2,518

2,361

스페인

22,366

22,619

22,996

25,497

6,081

5,878

5,944

5,805

프랑스

27,862

26,381

28,979

26,826

8,545

827

8,045

8,178

1,370

1,006

786

968

46

184

265

382

이탈리아

26,448

33,024

30,471

30,577

4,406

4,797

5,918

5,142

키프로스

315

321

268

305

40

51

66

56

라트비아

236

255

298

333

249

304

291

289

리투아니아

651

1,058

1,022

998

199

196

202

170

룩셈부르크

97

103

128

113

65

65

66

64

1,980

2,903

3,231

3,450

1,288

1,574

1,617

1,334

58

56

55

62

25

18

28

6

네덜란드

9,673

10,184

9,965

10,370

922

1,144

1,031

887

오스트리아

2,579

2,736

2,687

2,749

1,547

1,518

1,440

1,461

폴란드

8,236

9,398

8,141

8,588

3,045

3,855

4,077

3728

포르투갈

2,608

2,539

2,486

2,584

724

723

688

1,052

루마니아

6,591

7,621

7,110

6,541

1,012

1,460

1,839

2,628

슬로베니아

404

407

476

474

242

259

251

253

슬로바키아

36

598

602

626

433

469

489

488

핀란드

1,445

1,277

1,272

1,045

1,832

1,738

1,711

1,579

스웨덴

1,548

1,625

1,700

1,641

976

1,068

1,014

946

영국

7,811

10,835

11,844

9,678

4,074

3,931

3,648

3,790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몰타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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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U 농업 노동 투입인력
EU의 농업 노동 투입인력은 농업 종사자를 모두 전업농3)으로 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2016년 EU 농업 투입인력은 약 950만 명으로 산출되어 2005년의 1,280만 명에
비해 약 25.7% 감소하였다. EU 농업 투입인력 가운데 임금이 미지급되는 투입인력은 2005년
1,030만 명에서 2016년 710만 명으로 320만 명(-31.2%)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체 농업

투입인력 감소분의 97.5%을 차지한다. 또한, 임금이 지급되는 농업 투입인력은 2005년 250
만 명에서 2016년 240만 명으로 약 10만 명(-3.2%) 감소하였다. 한편, 임금이 미지급되는
농업 노동 투입인력은 2005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임금이 지급되
는 농업 노동 투입인력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지만, 2012년, 2015년, 2016년에 다소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림 9> EU-28 농업 투입인력 동향(2005~2016년)
단위: 백만 명
14.0

12.0
10.0
8.0
6.0
4.0
2.0
0.0

2005

2006

2007

2008

노동 투입량

2009

2010

2011

임금 미지급 노동 투입량

2012

2013

2014

2015

2016

임금 지급 노동 투입량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 농업 노동 투입인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8.3% 감소하였으며, EU 회원국

가운데에는 폴란드(167만 명), 루마니아(159만 명), 이탈리아(110만 명)가 가장 높은 농업
투입인력을 나타내었다. 2010~2016년까지 농업 노동 투입인력은 슬로베니아(3.8%), 리투아
니아(3.8%), 몰타(2.0%) 등 3개 회원국에서 증가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2016년 농업 노동
투입인력이 2010년과 비교하여 소폭(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8개 회원국 가운
3) 전업농은 EU 통계국에서 관리하는 AWU(Annual work unit)를 기준으로 변환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이는 농업인 1명당
연간 1,800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를 전농업으로 간주하여 EU 농업인의 전체 근무시간/1800시간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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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24개 회원국의 농업 노동 투입인력은 2010~2016년 기간 동안 감소하였으며, 그 중 13개
회원국은 EU 평균 농업 노동 투입인력 감소분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나머지
불가리아(-36.8 %), 에스토니아(-20.0 %), 포르투갈(-19.0 %) 등 11개 회원국은 EU 평균
농업 노동 투입인력 감소분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6> EU-28 회원국별 농업 노동 투입량 동향(2010~2016년)
단위: 천명, %

국가명

증감률

2010

2013

2014

2015

2016

EU-28

10,345.3

9,913.4

9,737.4

9,504.3

9,489.6

-8.3

벨기에

61.9

57.9

57.3

56.8

57.5

-7.1

불가리아

406.5

321.2

297.5

276.4

256.8

-36.8

체코

108.8

105.1

104.9

104.8

104.5

-4.0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54.2

52.7

54.1

55.1

54.0

-0.4

522.0

503.0

504.0

496.0

480.0

-8.0

25.4

22.3

22.0

20.3

20.3

-19.8

아일랜드

165.6

163.6

163.6

163.6

163.6

-1.2

그리스

441.5

467.0

454.5

442.4

430.8

-2.4

스페인

963.8

841.7

824.3

818.7

849.2

-11.9

프랑스

809.1

781.0

774.5

761.6

752.9

-6.9

크로아티아

202.0

191.0

188.0

182.0

174.1

-13.8

이탈리아

1,164.0

1,077.5

1,095.3

1,111.8

1,125.3

-3.3

키프로스

25.4

25.6

25.0

17.7

20.9

-17.9

라트비아

85.9

82.9

76.4

77.9

76.3

-11.2

리투아니아

143.4

144.8

149.9

150.8

148.8

3.8

룩셈부르크

3.7

3.6

3.5

3.5

3.5

-7.5

444.2

444.4

462.9

441.9

434.3

-2.2

4.9

5.0

5.0

5.0

5.0

2.9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150.4

148.2

146.2

146.5

146.4

-2.7

오스트리아

127.9

124.2

121.8

119.7

118.1

-7.7

1,914.8

1,937.1

1,937.1

1,937.1

1,675.8

-12.5

폴란드
포르투갈

309.4

281.3

265.2

258.2

250.7

-19.0

루마니아

1,639.0

1,564.0

1,433.0

1,293.0

1,592.0

-2.9

슬로베니아

77.0

82.8

81.8

81.4

80.0

3.8

슬로바키아

56.1

54.2

53.9

48.9

48.7

-13.2

핀란드

82.1

75.9

81.2

79.4

71.0

-13.5

스웨덴

65.3

62.1

60.8

59.6

58.3

-10.7

291.1

293.5

293.6

294.3

290.9

-0.1

영국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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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EU는 전체 고용인구 가운데 약 4.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루마니아,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불가리아, 독일 등은 농업 고용인구가 50만 명 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 EU는 40세 이상의 농업 종사자가 전체 농업 종사자의 68.2%를 차지
하여 동 연령대의 도시 근로자 비율(57.6%)보다 높으며, 특히 포르투갈, 아일랜드, 영국,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스웨덴 등은 65세 이상 농업 종사자가 전체 농업인의 15%를 초과하
여 농업의 고령화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전체 농업인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3.3%이며, EU 전체 농장 경영주 가운데
27.5%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는 여성이 농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각각 45.2%와 40.8%로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여성 농장주 비율은 리투아니아(47.1%)
와 라트비아(45.2%)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농장 경영주 가운데 70.1%는 농업훈련을
이수 받지 않고 실무경험 만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루마니아, 그리스, 불가리아
는 90%이상의 농장주가 농업 훈련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는 전체 농장
주의 90.1%가 기초 농업훈련을 이수 받았으며, 6.1%는 전문 농업훈련을 이수 받았다.
EU 농업인 가운데 약 16.4%는 전업농이며, 그 외 나머지는 시간제 근무형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체코(56.9%), 프랑스(52.9%), 룩셈부르크(52.5%), 벨기에(51.6%)는 전업농
비중이 EU 회원국 가운데 높고, 루마니아는 전업농 비율이 1.5%로 EU 회원국 중 가장
낮다.
EU의 농가소득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6.8%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덴마크, 오

스트리아, 스웨덴 등 일부 회원국은 농외소득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다. 농외소득 활동은
농산물 가공업이 EU 전체 농외소득 활동에서 22.8%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그 외 계약업무
(19.0%), 기타(16.4%), 임업(15.9%)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농업 생산액은 4,111억 유로로 2010년 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순으로 농업 생산액이 높다. EU 농산물 가운데 화훼류(13.2%), 우유
(12.2%), 곡물(10.7%) 순으로 생산액이 높으며, 농업 생산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농업 생산액

이 높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높게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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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8년 7월 28일에 주요 20개국(Group of 20, G20) 농업장관회의(Meeting of Agriculture
Ministers)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었다. G20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던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및 주요 신흥경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그룹으로 세계 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다<표 1 참조>. 1999년 12월에 독일에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
이 참여한 G20 재무장관회의가 처음으로 결성되었고 이후 정기적으로 경제와 금융 문제들
을 논의하였다.
2008년 11월에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였고, 그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적절한 대응 목적으로 G20
회의가 정상회의(summit)로 격상되어 해마다 열리는 정례회의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G20
회의는 정상과 장관급 등 다양한 정부 수준에서 여러 방면의 주요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방
안을 찾는 장으로 널리 활용된다. 아르헨티나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의장국
으로서 G20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데, 정상회의는 2018년 11월 30일~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글은 2018년 G20 회의 가운데 농업장관회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G20 회의 과정에서
제시된 관련 기관과 단체 및 정부 수준의 평가와 관찰을 제시한다. 특별히 G20 농업장관회의
가 채택한 선언문(Declaration) 전문을 번역해 제시한다.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songsoo@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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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G20 회원국의 구성 현황
분류

국가

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아시아, 태평양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중남미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유럽

러시아, 터키, EU의장(집행위원회+상임위원회)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료: 외교부(http://www.mofa.go.kr/www/wpge/m_3952/contents.do)

2. G20 운영체제와 중점 주제
2.1. 운영체제
G20 회의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참가자의 정부 직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장관(ministers): 해당 부처
 세르파(sherpas): G20 회원국이 선임한 특사
 차관(deputies): 해당 부처 차관급 관료
 관료(officials): 기술적인 수준에서 특정 작업반(working groups)에 참가하는 공무원

장관 수준의 회의나 작업반이 다루는 의제와 그 세부 사항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2018년 G20 장관 및 작업반 의제와 세부 사항
의제

세부 사항

금융(finance)

· 세계 경제와 체제
· 하부구조
· 국제금융구조
· 국제조세
· 금융규제
· 포용적 금융(finance inclusion)
· 지속 가능한 금융

농업(agriculture)

· 세계 수요를 맞추기 위한 건강한 토양,
· 식량과 영양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체제 관련 공동의 도전과제
· 농업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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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의제

반부패(anti-corruption)

세부 사항
· 실질적 협력
· 이익형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 민간 부문의 통합과 투명성
· 공공부문의 통합과 투명성
· 뇌물
· 취약분야
· 국제기구
· 복원 관련 하부구조의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기후변화 및 이

상기후에 관한 적응

기후 지속성(climate sustainability)

· 적절한 디자인에 초점을 둔 장기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개발전략
· 기후 변화에 관한 국가별 기여도(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의 효과적 이행과 장기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개발전략 목적의 국제 기후자금의 원활화

개발(development)

· 초창기 아동 투자(출생 후 1,000일 이내)
· 지속 가능한 환경
· 포용적 비즈니스(inclusive business)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 디지털 포용
· 미래의 일자리 기술
· 디지털 정부
· 중소기업(SME)과 기업가 정신
· 산업 4.0과 농업 기술

교육(education)

· 생활을 위한 기술과 일자리
· 교육 자금 조달

고용(employment)

· 일자리의 미래(생산성, 비공식 경제, 직업 안전성, 사회적 보호 계획)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s)

· 에너지 정책 공조(에너지 그리드(grid) 개발에 초점)

건강(health)

· 항균제 저항
· 아동 과체중과 비만에 초점을 맞춘 영양실조
· 건강체계 강화
· 재난, 참사, 유행병에 대한 건강체제의 대응

무역과 투자(trade and investment)

· 세계 가치 사슬과 농업 부문
· 4차 산업혁명과 Industry 4.0

자료: G20(http://www.mofa.go.kr/www/wpge/m_3952/contents.do)

2.2. 2018년 중점 주제
G20 의장국으로써 아르헨티나는 일과 하부구조 및 미래 식량을 중점 주제로 내세웠다.

이 가운데 식량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의 배경과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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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의 미래(Future of work)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형태의 일을 개발시키고 생산과정을 빠르게 변모시키고
있다.
 기술변화가 생산성, 성장, 일자리,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과정에 교육이 핵심이며,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기술혁신의 새로운 물결이 최대한 포용적이게 하려면 평생 훈련과 기술에 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조세정책이나 구조개혁의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

② 개발을 위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
 세계는 2035년까지 5.5조 달러에 이르는 하부구조 부족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세계의 하부구조 격차를 해소하려면 민간부문의 투자가 중요하다. 기관 투자자들은
약 80조 달러에 이르는 자산 관리를 하고 있으나 수익성은 낮은 편이다.
 자산군(asset class)으로써 하부구조를 개발하려면, (i) 프로젝트 준비 향상, (ii) 금융성과
에 관한 자료 격차 대응, (iii) 하부구조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의 개선,
(iv) 프로젝트 간 동질성 확충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③ 지속 가능한 미래 식량(Sustainable food future)
 식량안보는 안정과 평화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체이다.
 미래 인구의 식량 수요를 충족하려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농업 생산성을 증대해야
한다.
 G20 국가들은 세계 모든 농지의 60%와 세계 식량과 농산물 무역의 80%가량을 차지함
으로써 세계 식량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제한된 비재생 자원으로서 토양은 자연환경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건강하고 비옥하며
생산적인 토양은 식량안보와 사람의 건강에 필요하고, 그 보전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구에서 삶의 핵심이다.

1) (https://goo.gl/8AnX9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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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000만ha의 경작지가 토양침식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식량 생산에 필요한 토지
의 감소는 개발도상국과 식량안보가 취약한 지역에서 더욱 급격하게 비가역적인 생태
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토양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 아래 G20은 산업, 정부, 국제기구, 농업단체,
시민사회 간 민관협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국제 공조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3. G20 농업장관회의
2018년 G20 회의 아래 농업 의제는 크게 두 수준에서 논의되었다. 첫째는 농업차관
(agricultural deputies)이 참가하는 회의로 제1차 회의는 3월 12~14일, 제2차 회의는 7월
26~27일에 개최되었다. 둘째는 7월 27~28일에 열린 농업장관회의이다. 여기서는 농업장관

회의의 주요 내용과 특성에 초점을 맞춰 정리한다.

3.1. 기자회견 내용
G20 농업 장관들은 전체적으로 이 회의의 다양한 주제에 관해 공감하면서 유용한 제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기자회견에 나선 아르헨티나의 농산업부 장관(Miguel
Etchevehere), 독일의 농식품부 장관 (Julia Klöckner), 일본의 농림산부 차관 (Atsushi
Nonaka)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며 다음과 같다.2)

① 아르헨티나 농업장관:
 장관들은 세계의 농식품 의제에 관한 모두 공감하였다.
 세계 전체 농지의 60%를 차지하고 식품과 농산물 무역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G20
그룹의 관점에서 국제적인 사안들, 곧 지속 가능한 식량의 미래, 건강한 토양의 중요성,
정보통신기술(ICT)의 역할 등에 관한 접근에 있어 탄탄한 공조방안을 확인하였다.
 회의는 국내 정책의 고찰, 국내외 수요 충족을 위한 서로 다른 도전과제, 농업 및

2) 이 세 국가의 농업장관은 현재와 직전 및 차기 의장국에 속하므로 “삼인조(troika)”로 불림(https://goo.gl/zQVU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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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산을 통해 잡을 기회 등도 고려하였다.
 회의는 진정한 성공이었고, G20 국가들이 국제 공조를 위한 가장 적합한 포럼임을
드러냈다.

② 독일 농업장관:
 회의 진전을 평가하고 농업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는 농업생산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젊은이들을 농업부문으로 유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③ 일본 농업차관:
 회의의 의미와 중요성이 드러났으며, 강력한 메시지가 도출되었다.
 건강한 토양, 지속 가능한 식량 미래, ICT 등을 포함하여 폭넓은 기반 아래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밖에도 세 명의 장관은 G20의 공동 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진전의 동인으로써 무역을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특히 아르헨티나 농업장관은 보호주의는 따라야
할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직면한 도전에 관한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무역과
교역이 경제를 촉진하고 일자리와 부를 창출한다고 결론지었다.

3.2.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관찰과 평가
독일의 Klöckner 장관은 G20 농업장관회의가 획기적인 결과를 창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Federal Government, 2018). 또한, Klöckner 장관이 G20 회의에 들고 간 6대 의제가 소개되

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의 중요성과 식량 생산에 부가된 가치
 WTO 규정의 준수와 강화가 자유 무역에 관한 공통된 이해와 세계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점
 축산업에서 항균제(antimicrobial)의 책임 있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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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식품농업부(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의 주도하에 경종
농업전략의 개발3)
 농업과 토지 사용의 기능
 정밀 기술 사용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디지털화
캐나다 연방농업부의 Lawrence MacAulay 장관은 캐나다가 주도하는 ALL(Agroecosystem
Living Labs) 접근방식이 G20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소개하였다(Steinbach 2018). ALL

은 과학자와 산업계 대표 및 생산자들이 모여 함께 농업 현장의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개발하고 시험하며 관측한다. 그 중심 원칙은 (i) 일하는 경관에서 현장 중심의 활동, (ii)
최종 사용자와 공동 개발, (iii) 학제 간 및 체제에 기반을 둔 접근, (iv) 가속화된 접근 등이다
(Gray 2018).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농업경관의 복원, 농업환경 성과 개선, 지속

가능한 집약화의 성취 등이다.
중국의 농업농촌부 Yu Xinrong 차관은 G20에서 녹색개발(green development)이 농업의
근간일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의 성과라고 강조하였다(MARA 2018).4) 또한 Yu 차관은
회원국의 공동 노력으로 새로운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FAO는 G20이 지속 가능한 토양관리의 중요성에 관해 폭넓은 논쟁을 촉진한 가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였다(FAO 2018). FAO는 건강하고 비옥하며 생산적인 토양이 식량안보와
사람의 건강 및 그 보존을 위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구에서 인간의 삶에 핵심적
인 기능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지속 가능한 식량 미래에 관한 G20 회의가 OIE의 국제기준
이행이란 중요한 기능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OIE 2018). 이와 관련해 특히 OIE의 관측소
(Observatory)와 항균제 저항(anti-microbial resistance, AMR)가 언급되었다. OIE
Observatory는 그 규정의 이행에 관련해 회원국이 직면한 어려움과 제약을 찾아 관측하고,

궁극적으로 그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설치되었다.5) AMR는 식량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
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G20은 OIE와 FAO 및 WHO가 공동으로 항균제의 적절한 사용지
침 이행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3) 사실 독일은 2019년 G20 회의에서 경종 농업의 발전전략을 제시할 예정임.
4) 중국이 말하는 “녹색개발”은 농업부문의 환경보호와 자원 보존을 뜻함(Xinhua 2018).
5) (https://goo.gl/T9z7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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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PRI의 팬(Shenggen Fan)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은 G20 농업장관회의에서 “인간과

지구의 건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식량의 미래”란 주제로 연설하였음을 밝혔다.6) 그가 제시
한, 통합된 식량 체제 접근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부분은 토양의 건강, 식량 손실과
낭비, 정보통신기술(ICT), 항균제 저항성(AMR), 무역 등이다.7)

3.3. 농업장관회의 선언문
G20 농업장관회의가 채택한 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8)

1. 우리 G20 농업 장관은 G20 지역이 세계 모든 농지의 60%와 농산물 교역의 80%를 차지하

는 세계 식량 체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우리는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촉진하면서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세계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향상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가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행동을 위한 가치 있는 틀로서 획기적인 것임을 상기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기아와 영양실조에 맞서 싸우는 것에는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경험을 공유하
고, 행동을 조율하며, 모든 국내외 활동가들의 공동 노력 등으로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음을 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른 관련 G20 작업계획과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 우리 G20 농업 장관은 식량 체계의 적응력을 강화하면서 농업이 기후 변화와 같은 국제적

인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독일
함부르크(Hamburg) G20 회의에서 지도자들이 채택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상기한다.
“우리는 미국이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에서 탈퇴한 결정에 주목한다. 미국은 현재
6) Fan 사무총장의 연설문 전문은 다음 IFPRI 웹사이트를 참조바람(https://goo.gl/6iN3Sz).
7) 항균제 저항성(AMR)은 감염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등을 제어하는 항균제 약품을 농업에 사용함에 따라 이러한
약품에 내성을 갖춘 미생물 수가 증가함. 이에 따라 AMR은 사람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및 개발을 위협하는 요인
이 되고 있어, UN 등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https://goo.gl/zDQhyA).
8) 저자가 한 번역이며, 일부 표현이나 단어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의역되었다. 선언문 전문(영문)은 다음 G20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https://goo.gl/V7vSEr).

98 ∙

세계농업 2018. 8월호

2018년 G20 농업장관회의

국가 수준에서 결정된 공헌을 곧바로 중단할 것으로 발표하고, 경제 성장을 지탱하고
에너지 안보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면서 배출량을 줄이는 접근방식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에너지에 대한 접근과 안보가 국가적으로 결정된 공헌에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미국은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화석 연료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명시했다.

다른 G20 회원국 지도자들은 파리 협약이 불가역적임을 밝혔다. 우리는 선진국들이 파리
결과와 OECD 보고서 ‘기후에 대한 투자, 성장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Climate,
Investing in Growth)’의 맥락 아래 기후 변화의 완화와 적응 대응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재정 자원을 포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을 다시 말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국가 상황에 비추어 공통되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과 각각의 능력에 따라 그 완전한 이행을 향해 신속히 움직인다는, 파리 협약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I. 지속 가능한 식량의 미래

3. 우리는 수년간의 감소 이후 세계 기아수준이 2016년에 증가했고, 현재 8억 1,500만 명의

세계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약 20억 명이 미량 영양소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우리는 기아를 종식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기에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
가 있는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식량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G20 식량안보와 영양체제(Food Security and Nutrition Framework) 및 세계식량안
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WFS)의 식량안보를 위한 세계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 for Food Security)이 제시한 것처럼 2030년까지 8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세계 인구의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인식한다.

4. 우리는 기아와 영양실조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하며, 이러한 도전이 국경을 초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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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식량 체제의 개발이 사람들의 이탈과 같은
도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속할 수 있고 통합적이며 포용적인 식량 체제의
미래는 우리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역 및 시민 사회, 식량 공급망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 교육과 연구계 등의 협력을 토대로만 달성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기아와 영양실조가 없는 세상이란 목표를 달성하고, 식량안보와
영양에 관한 도전과제에 대응하며, 국가 식량안보와 세계식량안보위원회(CWFS)의 맥락
아래 ‘적정 식량에 관한 점진적 실현(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Food)’을 지지하는 자발적 지침(Voluntary Guideline)을 고려하는 데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 만든 국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농, 소농, 여성, 젊은이들이 모든 형태로 식량안보와 영양실

조에 맞서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통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
한 개발을 달성하고, 취약 계층을 더 잘 보호하려면 다음과 같은 목표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i) 농식품 생산을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성, 생산, 소득, 고용 등의

기회를 개선
(ii) 관련 가치 사슬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통합 증진
(iii)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식량의 안전과 품질의 보장과 촉진
(iv) 재생산 및 지속 가능한 토지, 토양과 물 관리 및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사용의

강화
(v) 더욱 빈번하며 강력하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 등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대한 적응 개선
(vi) 도농 통합 개발과 농업의 연결(connectivity)에 필요한 하부구조 강화
(vii)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고용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viii) 금융체제, 위험 관리 도구, 산출물 시장에 대한 접근 강화
(ix) 농업 생산성과 지속성을 증진하는 다양한 새로운 연구와 기술에 대한 개발과 접근

을 장려하되,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기회를 향상하는 것들을 장려

6. 우리는 농업 개발, 투자와 무역, 개선된 기술의 사용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인간 진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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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어 왔음을 인식한.
그 결과 우리는 농업 생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혁신적 농업방식과 기술 사용을 장려하
고, 농민과 세계 시장에 이런 혁신을 효율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다. 이는 세계의 농민, 특히 농촌 청소년에게 양질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면서 다양한
수단과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우리는 농업의 새로운 도전과
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 국제 작물 건강의 해(International Year of Plant Healthm, IYPH)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7. 우리는 극한 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험 관리에

대한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접근은 특히 가장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위험 감소와 전이, 극한 현상에 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국내외 노력에 대해 지원을 요구
한다. 위험을 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면 농업 부문이 더욱 탄력적이고 역동적이며
책임 투자에 매력적이며 혁신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 국제기구, 시민
사회, 교육 및 연구계, 민간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을 촉진하며 농업에 미치는 극한 기후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
인 대응책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G20 주도의 농업 위험관리기반
(Platform for Agricultural Risk Management, PARM)이 농업 부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

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의제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고, G20 농업
수석 과학자(Agricultural Chief Scientists, MACS) 회의가 가능한 추가 결정을 위해 가용
할 수 있는 위해성 평가와 관리 도구를 개선하는 데 과학적으로 이바지하도록 권장한다.

8. 우리는 변화하는 기후와 생물권에서 식량안보와 영양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는 도전을 공동으로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관리방
식의 채택을 가속하고 지속 가능한 전통 영농체제의 재활을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기후 변화에 대응을 촉진하고, 학제 간 접근을 장려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체제의 공동 개발과 평가에 농민이 참여토록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는 MACS의 2018년 5월 성명서를 환영하며, 특히 농민과 다른 이해 관계자가 긴밀히
협력해 작업하는 ALL(Agroecosystem Living Labs)에 대한 지지를 환영한다. 올바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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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투자 및 기술을 통해 농업은 기후 변화가 초래한 도전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과 생산성을 증가시켜 지속 가능한 식량 미래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가족농과 여성 및 청소년의 이해를 포함해 모든 수준에
서 지속 가능한 농업과 기업가 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관된 정책의
틀에 의해 향상된다. 특히, 우리는 지속 가능한 농업체제의 개발과 평가에 농민을 참여시
키면서 토지 보유권의 안정, 통합 물 관리, 기술 교육,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채택 등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농업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의 향상
을 위해 G20 주도의 분석 틀을 만드는 작업이 진전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G20 회원국
들과 OECD, FAO, IFAD, IFPRI/CGIAR 및 기타 국제기구가 G20을 초월하여 그 배운
교훈을 전파하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 간(South-South) 및 삼각 협력
(Triangular Cooperation)이 G20 이상으로 이 의제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더욱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개발 작업반(Development Working Group)에 의한, 농업에서 농
촌 청소년 고용(Rural Youth Employment) 촉진에 관한 G20 주도에 이바지하겠다는
아르헨티나의 제안을 환영한다.

II.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에서 농업의 역할을 지지하는 건강한 토양

9. 자원에 대한 바람직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붕괴와 손실 및 오염으로부터 토양, 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해 독일의 G20 의장직 아래
취한 약속을 상기한다. 우리는 건강한 토양이 식물의 천연자원의 필수적인 재생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며 식량 생산과 빈번하고 극한 기후 상황에 의한 영향 감소에 주된 역할을
하고, 핵심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토양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사용
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든 측면에서 농업의 기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토양의 기능은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붕괴가 위협받고 있다.
10. 우리는 토양과 강둑의 붕괴 및 비옥한 농지의 손실이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는 여러 지역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산림과 습지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는 생물 다양성을 유지 및 복원하고 극한 기후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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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을 높이며, 탄소 저장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작물
생산, 토양 보존과 비옥도 및 복원, 영양분 규제, 수질과 수량 측면에서 중요한 조치이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의장직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FAO, OECD, IFAD, IFPRI, 세계은행,
WTO가 제공한 배경문서에 수록된 정보를 평가한다. 우리는 G20 회원국들이 생산성

향상 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양, 수자원,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기후 스트레
스에 대한 복원력을 향상하는 지속 가능한 작물 관리에 관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전략을
스스로 채택하고 그 경험과 바람직한 방식을 나누도록 권한다.
11. 우리는 토양의 건강, 토양의 탄소 격리, 붕괴한 토양의 복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토양 사용 등을 촉진하는 국가 정책을 자극하기 위해 적절한 틀을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하는 게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활동은 과학과 실증에 기초해
야 하며, 영양 주기와 적용 투입재의 효율을 높이고, 토양 비옥도를 유지 및 증진하며,
물 사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식량과 섬유 생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토양과 토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 혁신적
인 해결책을 증진하는 수단과 정책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활동의 이행은
2016년 FAO 이사회(Council)이 채택한 지속 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자발적 지침
(Voluntary Guidelines for Sustainable Soil Management)에 의해 적절히 유도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 토양 파트너십(Global Soil Partnership, GSP)와 4 Per Mille 계획:
식량안보와 기후를 위한 토양(Soils for Food Security and Climate)과 같은 노력의
공헌을 주목한다.

12. 우리는 다면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토양 건강을 증진하고, 그 가운데 활동과 계획을

조율하는 제도 강화를 계속 추진한다. 우리는 토양 자료와 정보의 양과 질을 향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토양 건강을 측정, 복원, 재생 및 유지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지지한다. 지속 가능한 토양관리는 개별 국가가 자발적으로 공동의 틀 안에서
자료를 더욱 조화롭게 하고 토양을 계속 관측하기 위한 정보체제의 개선을 통해 지지할
수 있다. 세계 토양 파트너십(GSP), 세계 토양정보체제(Global Soil Information System,
GLOSIS), 세계토양지도(Global Soil Map)와 같은 중요한 세계적 주도는 정보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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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근본적인 논의의 장과 틀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아르헨티나 후후이
(Jujuy) 주에서 있었던 G20 농업 수석 과학자(MACS) 회의가 토양 관련 세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을 추천하고, 그러한 세계적인 주도를 통해 계속 협력해
나가길 요청한다.
13. 우리는 바이오 경제의 일부 영역이 토지와 토양 및 관련된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미침을 인식한다. 그러나 천연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과 농업 폐수의 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경제는 식량안보를 달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농촌 공간과 경제를 개발하고 의욕적인 환경 목표를 충족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토양 사용을 보장하는 생산 체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바이오 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책 수단과 지식에 관
경험의 교환은 지속 가능한 생산 체제의 개발을 촉진하고, 농촌과 도시 경제를 강화하는
조건의 창출과 다양화에 이바지한다.

14. 우리는 토지 사용의 관리와 안전한 토지 보유권이 지속 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가치

있는 도구라고 인정한다. 비옥한 농지를 희생시키면서 종종 수행되는 도시 확장과 하부
구조 개발로 말미암은 토양 불투수(sealing) 등을 비롯한 농지 손실은 잠재적 농업생산과
농업 관련 생태계 서비스를 위협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설정과 진전의 기초로서
지속 가능한 사용 가능성을 촉진하고, 합의 도출을 위해 이 주제에 관한 공개 토론을
장려한다.

III. 정보통신기술(ICT)

15. 우리는 ICT의 빠르고 일정한 성장과 농업 부문의 적용이 농업 생산성과 수익성, 식량안

보와 영양, 지속 가능한 농업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중국의 의장직
아래 시작하고 독일의 의장직이 실행한, 특히 여성과 소농 및 가족농에 미치는 ICT의
잠재적 기회와 영향에 관한 G20 논의를, 과학과 기술적인 문제 및 제도와 상업 및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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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측면을 포함하여 계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동의한다. 또한 ICT 협력체제 구축의
가능성을 더욱 모색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농업 부문에서 ICT의 개발과 사용이
특히 농촌 청소년에게 그 매력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정한다.

16. 우리는 현재의 데이터, 정보, 소통의 급증이 빅데이터와 스마트 분석 접근법 및 데이터

흐름을 해석할 수 있는 숙련된 농민과 전문가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고 주목한다. 진정한 이익에는 더욱 똑똑한 의사결정 지원체제의 개발과 보급과,
R&D 체제와 공동체의 강력한 상호 작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농민과 이해 관계자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확실한 여건을 조성하고 가능한 한 포용적인 디지털화의 혜택
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이다.
17. 우리는 학술과 과학 및 기술 활동을 촉진하고 기관과 협동조합에서 학제 간 경험 교류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미래 농업과 바이오 경제의 필요성, 기회와 도전과제
를 고려하여 농업에서 새로운 세대의 ICT 개발을 향상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화는 토양
과 천연자원의 더 나은 관리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18. 우리는 농업 ICT 적용을 향상하는 논의와 지식 및 의견 교환을 촉진하면서 농업의
ICT 혁신을 위한 학제 간 협력과 기관 간 조정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전의
G20 농업 수석 과학자(MACS) 회의에서 수행한 작업에 주목한다. 우리는 FAO와 다른

기구들에 의한 ICT 전략의 세계 연계(mapping)와 예지력 및 토론 노력을 환영한다.

IV. 식량 손실과 낭비

19. 우리는 ‘식량 손실과 낭비’ 줄이기가 3가지 이득이라 확신한다: (i) 식량안보의 증진,
(ii) 기후, 물, 토지 자원에 대한 압력 경감, (iii) 농민, 농식품 산업, 가계 경제의 소득

증가 등이다.

20. 우리는 농장의 생산 단계부터 수확과 수확 이후, 저장, 운송, 가공과 분배를 거쳐 소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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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이르는 농식품 가치 사슬의 모든 수준을 포함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체제에 이르기
위한 정책 개발의 우선순위로서 방지와 인식 제고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식량 체제 접근
방식이 이 문제에 필요하다고 다시 확인한다.

21. 우리는 식량 가치 사슬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투자와 기술 및 바람직한 방식의 개발에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식량 손실과 낭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장려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자선 단체가 수행한 작업을 인지하고 FAO와 UN 환경 계획(Environment
Program) 간의 협력을 더욱 지원한다.

22. 우리는 G20 터키 의장직 아래 시작된 식량 손실과 낭비 계측과 감축에 관한 기술 플랫폼
(Technical Platform on the Measurement and Reduction of Food Loss and Waste)의

역할을 강조하고, 2017년 6월 20~22일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식량 손실과 낭비에
관한 MACS-G20 워크숍에 이어 더욱 발전된 활동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지식을 창출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과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UN의 특별 의식으로서 국제 식량 손실과 낭비의 인식 관련 세계의 날(International
Day)의 개념을 지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FAO 회원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FAO 내 관련 절차를 시작하도록 권장한다.

V. 무역, 투자 및 농업시장의 투명성

23. 우리는 지속 가능한 식량 미래, 일자리 창출, 기아와 빈곤 퇴치, 그리고 포용적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공급망을 촉진하며, 농업 생산성을 늘리는데 필요
한 책임 있는 농업 투자를 육성하여 증가하는 식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WTO 회원국들
이 합의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4. WTO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주어진 위임사항 아래 농업무역규범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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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계속하기로 동의한다.
25. 우리는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보호주의적 비관세 조치의 사용 증가에 우려한다.

우리는 WTO 협정 아래 우리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동식물 검역조치와 기술 규정을
관련 국제기구에 의한 국제기준과 지침 및 권고 사항에 기초하며, 무역에 필요하지
않은 장벽의 채택을 제한하겠다고 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동물 보건기구(OIE)가 회원국의 어려움과 제약 조건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국가나 지역 수준에서 그 기준을 관측하고 이행하는 관측소(Observatory)를 개발하
기 위해 출범시킨 계획을 우리는 환영하고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써 국제적으로 조화된 전자 식물위생 증명서 기준
(Electronic Phytosanitary Certification Basis, ePhyto)를 개발하겠다는 국제식물보호협

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의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26. 우리는 국가 식량안보의 맥락에서 토지, 수산물, 산림 보유권의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위한 자발적인 지침(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과, CFS가 채택한 책임 있는 농업 투자의

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 OECD-FAO 책임 있는 농업
공급망에 관한 안내서(ECD-FAO Guidance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Supply
Chains) 등이 해당 국가에 적절하고 농민, 특히 여성 소농의 경제 및 사회개발과 다른

분야로 잠재적 승수효과로 이바지할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수용된 원칙과 모범방식의
적용을 통해 책임 있는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책임 있는 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 부문과 기타 이해 관계자가 투자 대화에 참여하는 일관된 노력을 권장하고, 혁신적
인 협력 방식을 환영한다.

27.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농식품 가치 사슬이 생산성 증대, 농가 생산에 대한 가치의 다양화

와 증진, 소득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여 더 공평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발전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 농업 관광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농촌 지역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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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힘입어 G20 노동과 고용 장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와 직업의 공식화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농민이 수지맞고, 소비자와 함께 국가,
지역 및 세계 시장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G20 무역 투자 작업반(Trade and Investment Working Group)의 의제에 세계의 농식품

가치 사슬(GVC) 문제를 포함하는 걸 환영한다. 우리는 G20 농업 장관들이 국가 및 농민의
GVC, 특히 소농의 참여 증진에 더 잘 이바지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등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이들이 식량 생산과 유통 네트워크의 혜택을 누리도록 할 예정이다.
28. 우리는 더 잘 기능하는 시장이 식량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식량안보를 향상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세계 식량 시장의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더 발전
해야 하는 농업시장 정보체제(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를 강화한
다는 우리의 약속을 확인하고, 국제 무역에 중요한 식량 교역의 관측에 관해 더욱 탐구할
것을 고려하겠다. 우리는 정기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AMIS 사무국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 논의를 통해 모든 G20 회원국이 이처럼 독특한
계획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29. 우리는 지구 관찰을 통해 국가와 세계 농업관측의 향상을 위한 GEOGLAM 활동에 계속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투명한 시장과 식량안보를 촉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로 인식한다.
30. 우리는 MACS가 G20 농업장관들로 하여금 세계 농식품 체제의 발전과 관련한 공유된

비전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도전과 주제에 있어 과학에 기반을 둔 통찰력과
기여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한다. 또한 MACS는 농업과 식량안보의
지속성을 위한 공헌으로써 농업 과학과 기술 및 혁신의 주요 분야에서 G20 회원들의
시너지와 과학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공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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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항균제 저항성(AMR)

31. 우리는 잘 개발된 국가 행동 계획에 근거하여 저렴하고 우수한 항균제와 백신 및 진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하나의 건강(One Health)’ 접근방식에서 AMR 퇴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인간과 동물 및 환경에서 AMR 확산을 다루기 위한 2017년 함부르크
정상회의에서 G20 지도자들의 요구를 상기한다.
우리는 주로 ‘하나의 건강에 기반을 둔’ 국가 행동계획을 통해 국가 정책을 구상하고
이해 관계자들에 의한 그 이행을 돕기 위해 사람의 건강, 동물의 건강, 환경, 연구에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와 함께 공동 활동뿐만 아니라 학제 간과 부문 간 접근을 촉진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필요사항을 인정 한다:
i. 보급 활동을 통해 AMR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초기 단계부터 학위 과정에 이르기까

지 모든 관련 직업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
ii. 민관협력을 장려하고, 감염을 예방하고 부적절한 항균제 사용을 줄이는 새로운

항균제와 새로운 기술(예: 신속한 진단과 백신 및 대체 치료)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학계 지원
iii. 농업에서 항균제 사용의 필요성을 줄이고 그것을 최적화하여 치료 용도로만 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우수 사례와 예방 조치 및 건강관리 촉진; 특히 사람에서
치료용으로 중요한 항균제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WHO의
인간 건강을 위한 매우 중요한 항균제 목록과 OIE 육상 동물 건강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6.10장을 고려한 과학적 위해성 평가에 기초한 국가 목록을

고려; 적절하고 책임 있는 항균제 사용에는 CAC/GL 77-2011에 따라 수행된 위험
분석이 없는 경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용을 불포함
iv. 하나의 건강이란 정신 아래 FAO와 OIE의 적극적인 공헌과 더불어 WHO가 개발한

항균제 저항성에 관한 국제 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 on Antimicrobial
Resistance)의 학제 간 접근과 현재 이행을 지원

우리는 FAO와 OIE 및 WHO가 인간과 동물의 건강(육상과 수생), 우리의 공통된 식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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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호하기 위해 항균제의 신중한 사용을 개선하는데 공조하고, UNEP와 같은 다른 기관들
과 협력하여 환경에서 AMR에 관한 지식 격차를 다루는 과학적 공조를 지원하도록 요구한다.

VII. 상황점검(Stocktaking)

32. 우리는 프랑스의 의장직(2011년)부터 시작해 독일 의장직 아래 채택한, G20 농업장관들

이 발족시킨 첫 번째 상황점검 작업을 환영한다. 그 요약문이 이 선언문에 첨부되었다.
우리는 지속성과 관련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의 진전을 계속 관측하
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

4. 과학 20(Science 20, S20) 회의
S20은 2017년에 독일이 G20 의장국일 때 창설한 새로운 작업반으로, G20 논의사항에

관한 과학계의 견해가 중요함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S20은 독립된 그룹으로 정부나
G20이 통제하거나 그 논의 결과를 자동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G20은 S20이

논의를 거쳐 제안한 권고안을 고려하면서 논의나 정책 입안 또는 협상에 임하게 된다.
S20의 주제는 2017년에 세계의 건강이었으며, 2018년에는 의장국인 아르헨티나가 제안

한 ‘식량과 영양안보 분석(Analysis on Food and Nutrition Security, FNSA)’을 주제로 약
200명의 과학자가 모여 이틀간(7월 24일~25일) 논의하였다.9) 2018년 S20이 논의한 두 가지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1. 식량과 영양안보: 토양개선과 생산성 증대(Food and Nutrition Security:
Improving Soils and Increasing)10)
토양과 물 그리고 에너지는 세계 식량안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다. 토양 자원에
대한 인간의 압력은 한계에 도달해 있다. 그 주요 위협요인은 침식, 유기 탄소의 손실, 영양
9) (http://www.s20argentina.org/ program)
10) 이 주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바람(https://goo.gl/hpe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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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염화와 고형화(sodification), 생물 다양성의 손실, 오염, 산성화, 밀집과 도시화 등이
다. 이에 따라 S20은 지속 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바람직한 토양 거버넌스(governance)를 촉진해야 한다. 도시의 확산을 제한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토양관리의 적응 전략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벤치마크 대상지와
영구 관측소에 기초한 토양 관측은 토양 복원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토양 붕괴의 전환점을
찾는 데 필요하다. 토양과 물 및 작물 데이터를 과학에 기반을 둔 모형에 통합하는 것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든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정책 실행,
특히 토양 보전과 보호에 관한 법 규정을 알리는 데 과학이 필요하다. 토양의 필수 역할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는 수단으로 교육(학교와 미디어)을 장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토양관리에 관한 농민 교육 프로그램도 탄탄히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특정 지역의 토양 지식을 촉진해야 한다. 포괄적인 3D 고해상도(30-m) 디지털 지도
(digital mapping)는 토양 속성에 관한 지식과 연구와 관리에 관련된 사항들을 생성하는

데 필요하다. 3D 디지털 토양 속성을 날씨 관측 및 작물 적합성과 통합하면 물과 비료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local)과 지역(region) 여건에 적합한 모범방식을 정의할 수 있다. 디지
털 농업을 촉진하려면 이러한 토양과 작물 적합성 지도가 실시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근접
토양 감지 방법에 따라 보완되어야 한다.
토양에 관한 연구 의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토양 기능 및 식물과 인간의 건강에 관한 토양 미생물과 그 생물 다양성의 기계적
기능에 관한 해독
 비료의 효율과 효과적인 재활용 및 단수 달성의 국제적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장단기 탄소 격리, 토양 유기 물질의 보존, 붕괴한 토양의 복구에 관한 연구
 생태학적 절차에 의한 해충 퇴치를 포함하여 농화학제의 독성을 줄이는 전략, 저독성
및 급속 분해 살충제의 사용, 고도로 표적화된 처방 등의 전략 개발
셋째, 토양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관한 국제 과학협력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 개발도상
국의 전문가와 과학자를 육성하는 박사 및 박사후과정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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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식량과 영양안보의 도전과 기회(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Food and
Nutrition Security)11)
모든 국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SDG)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영양실조 문제와
싸워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IAP(InterAcademy Partnership, IAP)12)가 주관하고 4개
지역(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카데미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환경적
으로 지속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건강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량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 아래 식량과 영양안보에 관한 다양한 과학적 기회에 관해
평가하였다.13) 지역 보고서 4개가 발간되었으며 다섯 번째 글로벌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를 통해 IAP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14)
 건강과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식량 체제 관점을 가지기
 효율, 지속성, 복원성과 관련해 식량 생산과 활용 문제를 이해하기
 생물 과학과 기타 분야에서 거둔 최근의 과학 발전에 투자하기
 건강한 식생활로 전환을 강조하기
 식량-에너지-물-건강을 연계하여 다루기
 과학과 정책의 조화와 정책의 단절에 있어 활동을 촉진하기

5. 결론과 시사점
2018년 아르헨티나의 의장직 아래 G20 농업장관회의는 개별 회원국과 외부기관 및 주요

언론매체가 평가하듯 획기적인 성과, 곧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 선언문의 중점 의제,
곧 ① 지속 가능한 식량의 미래, ②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건강한 토양, ③ 정보통신기술

11) 이 주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바람(https://goo.gl/7gmzMN).
12) (http://www. interacademies.org)
13) IAP는 과학, 공학, 의학 분야의 국제 네트워크로 과학과 기술 및 건강 문제에 관해 독립된 전문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음.
IAP의 활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AP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 http://www.interacademies.org).
14) IAP의 아시아 보고서는 과학과 기술(Science and Technology: S&T)의 장단점을 제시하면서 식량과 영양 및 건강의 혁
신, 농업과 양식업과 해양자원의 혁신 등에서 기대할 기회 요인들을 밝힘(AASSA 2018). 주요 기회 요인에 포함된 것은
기능성 식품과 식품 강화(fortification), 건강한 식생활, 식품안전과 낭비에 있어 식량 과학의 역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작물과 가축 기반의 농업 진전,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과 로봇, 대체 식량 조달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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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④ 식량 손실과 낭비, ⑤ 무역과 투자 및 농업시장의 투명성, ⑥ 항균제 저항성(AMR)

등은 오늘날 세계농업이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G20
이 우려를 표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공동 선언문은 세계의 식량안보와 영양이란 포괄적이고 중대한 목표가 지속 가능한
수단, 곧 천연자원과 환경의 지속성 및 모든 수준에서 모든 당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식량 체제적 접근(system approach)을 통해 달성되어야 함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토양
의 건강이 농업 생산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임을 인정하고, 항균제의 오용과 남용
의 잠재적 위해성을 지적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농업과 농촌에서 촉발되어 소농과
가족농, 여성과 청소년, 취약 계층에 목표화된 이득(예: 좋은 일자리, 소득)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농촌의 관점에서 가속되는 도시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G20 농업장관회의 공동 선언문에 녹아 있는, 더욱 바람직하고 미래 지향적인
농업과 농촌의 가치가 단지 선언적인 특성이나 정치적 행사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서 아쉽다. 많은 권고 사항과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한이나
날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WTO 무역개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관세장
벽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를 나타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
였다.
다만 특정 주제에 관해 관심을 표방한 국가나 과학계 또는 관련 국제기구들이 그에 대한
논의와 개발 및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이를 통해 창출한 지식과 성과 혹은 정책 조치를
세계와 공유하고 보급한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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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무역회담의 농업부문 의제에 대한 이견

 미국은 개최될 EU와의 양자무역회담에서 농업이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기는 반면,
EU집행위원회는 대두 이외의 부문을 무역회담에서 다루기를 거부함.
 2018년 7월 25일, EU집행위원장 Jean-Claude Juncker과 미국 대통령 Donald
Trump는 무역전쟁을 피하고, ‘제로 관세, 무역 장벽 및 보조금’을 위해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각 측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EU집행위원장은 백악관에서 “농업부문에서 EU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대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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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음.
- 반면, 미국 관리들은 다가오는 양자회담에서 모든 농산물 부문에 대한 무역규정
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2018년 7월 26일, 미국 무역대표인 Robert Lighthizer는 상원 분과위원회
(Senate Subcommittee) 공청회에서 “우리는 농업부문에 대해 협상하는 중이
며, 이는 협상 과정의 일부”라고 언급하며, 이번 회담에서 대두 이외에 더 많은
농산물을 다룰 것이라고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국 농업부 장관 Sonny Perdue는 해당 발언을 재언급하며, 앞으로의 논의 과
정에서 농업을 토론의 주제로 만드는 계획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 2018년 7월 27일, EU집행위원회의 대변인인 Mina Andreeva는 기자들에게
“EU는 농산물에 관하여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미국 측의 발언들
을 부인함.
- EU집행위원회의 대변인 Mina Andreeva는 “공동 성명서를 보면 농업에 관한
언급이 없고 농업인들과 대두에 대한 언급만이 있을 뿐이며, 우리는 이 부분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함.
 Juncker-Trump 선언문은 양측은 대두뿐만 아니라 서비스, 화학물질, 의약품, 의료용
제품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투자를 증진하여 미국과 EU 모두가 더 큰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의 소식통에 따르면 집행위원회의 무역 사무총장인 Jean-Luc
Demarty가 각 회원국의 대표들에게 농산물은 논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함.
- 2018년 7월 30일, 미국 농업부 장관은 EU측의 의견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우
리가 이해한 바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으며, “EU는 농업을 논의 대상
에서 제외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농업에 대해 그리고 특히 EU가 계속해서 걱
정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해 논의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항이다” 라고 말함.
 미국 농업부 장관은 상업적 교류를 촉진하고 기존의 관세 측정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단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설립될 집행 실무그룹(Executive Working Group)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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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파트너가 함께 논의할 여러 이슈 중에 하나가 농업이 될 것이라고 명시함.
- 2018년 8월 1일, EU집행위원회는 지난 해 EU가 미국으로부터의 대두 수입이
거의 4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를 발표함으로써 ‘EU-미국의 공동성명에 대
한 최초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대두 수입의 증가는 Junker-Trump 공동 선언
의 결과에 따른 EU의 어떠한 행동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시장 발전에 따라 이뤄
진 점을 강조하며 해당 주장에 빠르게 반응함.

EU의 지리적 표시(GIs) 보호에 도전하는 미국
 미국은 EU의 지리적 표시(GIs) 보호에 대한 주장에 있어서도 EU와 대립함.
- 미국 농업부 장관 Sonny Perdue는 ‘페타 치즈(feta)와 모짜렐라(mozzarella)’
를 예로 들며, “EU가 100년 이상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통 식품명을 상표
로 등록하거나 특허 등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언급함. 또한 “갑자기 지
난 몇 년 동안 EU가 해당 식품 이름을 상표나 특허로 등록하기를 원하여 우리는
해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임.
- 최근 일본과의 무역협정에서 EU는 협상이 발효되면 200개가 넘는 농식품에 대
해 지리적 표시 보호를 가까스로 보장할 수 있었음.
- 한편, 남아메리카 무역연합이 EU 목록에 있는 제품의 80%를 기꺼이 인정하겠지
만 ‘만체고형 치즈(manchego), 파마산 치즈, 코냑, 리오하, 프로세코 와인’과 같
은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는 EU의
현재 진행 중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무역협상을 계속 차단하고 있음.
※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
(https://iegvu.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CO220811/EU-and-USdisagree-on-whether-agriculture-is-part-of-trade-talks)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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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캐나다산 밀가루에 대한 잠정조치 해제
일본, 캐나다산 밀가루에 대한 잠정조치 해제
 일본 농수산성은 지난 7월 20일, 6월 15일부터 국내 제분기업 등에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시켰던 캐나다산 밀가루에 대한 잠정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하였다고 발표함.
- 일본 정부는 수입된 캐나다산 밀가루에 미승인된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를 검
사한 결과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함.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유전자변형 밀의 혼입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방법 수립(7월
9일)에 따라 일본 농수산성은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 기술총합 연구기구에
조사를 의뢰함.
- 2018년 6월 15일 이전에 수입하여 잠정적으로 판매를 중지했던 캐나다산 밀가
루 약 38만 톤(3종목, 18계약)과 2018년 4~6월에 수입하여 이미 제분업체에 판
매되어 현재 시장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약 27만 톤(4종목, 20계약) 전부를
검사하였으며 모두 미승이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캐나다, 일본 농수산성 발표에 따라 사태 수습 선언
 캐나다 정부는 일본 농수산성의 발표에 따라 2018년 7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함.
- 캐나다 농업부 장관은 “캐나다산 밀가루 출하품에 대해 일본이 독자적으로 과학
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거쳐 수입정지를 해제하기로 한 일본 농림수산성의 결정
을 환영한다”라고 발표함.
- 또한 “이번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18년 6월 14일에 Alberta주 남부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혼입되었다는 캐나다의 발표에 기인한 캐나다산 밀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모든 국제무역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밝힘.
 일본 농수산성에 따르면 향후 캐나다산 밀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적 시 검사하여 수입
전에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인 MON71200의 혼입 유무를 검사하고 불검출이 확인된
것만을 수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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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7월 9일 이후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가루에 대한 검사방
법을 검역소에 통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자료: JETRO(2018.07.25.)
(https://www.jetro.go.jp/biznews/2018/07/4c457cdd8edaa916.html)

중국, 대두 수입 1,000만 톤 감소
중국, 기술 개발로 대두 수입 감소
 중국이 신기술 도입, 가축사료의 대체종자 활용, 대두박(soymeal: 기름을 짜고 남은
콩 찌꺼기)의 부진한 수요 등으로 대두 수입 1,000만 톤 이상 감소함.
- 중국 신문에 따르면 특히 가축사료로 저단백질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연
간 대두박 수요를 약 500만 톤 이상 줄일 수 있었음.
- 반면 해바리기, 유채 등과 같은 유지류 대체종자에서 발생하는 가축사료 수입량
이 약 480만 톤 가까이 증가함.
 대두박 수요는 돼지농가의 손실로 인해 향후 몇 달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지난 4월~6
월간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함.

대두박 소비의 느린 성장세
 말레이시아팜유협의회(Malaysian Palm Oil Council, MPOC)가 주최한 Pointers
Palm Oil 인터넷 세미나의 온라인 발표에서 Shanghai Pansun Company 사장 Cai
Neng Bin은 중국의 급속한 대두박 성장세가 끝났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힘.
- 그는 2018/19년 대두박의 수입이 2017/18년의 9,600만 톤에서 9,500만 톤으
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이는 가축사료부문의 대두박 비율 감소, 국내 대
두 생산량 증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따른 것이라 설명함.
 중국은 지난 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에 대응하여 대두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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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함.
- 중국은 2017년 미국으로부터 약 3,300만 톤의 콩을 수입한 바 있음.
 중국은 남미로부터의 대두 수입을 늘릴 계획이지만 2018년에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으로 내수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덧붙임. 결과적으로 대두유 공급 부족으로 다른
대체제의 식물성 오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7263/Chinacould-cut-soybean-imports-by-over-10-million-tonnes) (2018.08.06.)

FAO, 기아 종식을 위해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 강조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 필요
 FAO 사무총장(Jos Graziano da Silva)은 지구 토양의 약 1/3이 퇴화되었으며, 토양
개선은 기아와 영양실조를 예방하기 위한 식량생산 증대에 필수적이라고 밝힘.
- 토양의 중요성은 자주 잊혀 지지만 우리의 일상과 지구의 미래는 토양에 의존하
고 있다고 말함.
 2015년 FAO가 발간한 ‘세계 토양자원 현황(The Status of the World’s Soil
Resources)’ 보고서에 따르면 토양 침식, 토양의 영양 불균형, 토양 탄소 및 생물다양성
손실, 토양의 산성화, 오염, 토양 염화 및 토양 압축 등과 같은 토양기능에 대한 10가지
주요 위협이 있음.
 2018년 8월 13일 개최된 세계토양학회에서 FAO 사무총장은 기아를 제거하고 기후변
화에 대처하기 위한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토양이
필수적이라고 함.
- 토양의 퇴화로 인해 식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기아와 영양실조를 유발
할 뿐만 아니라 식량 가격의 변동성을 증폭시킨다고 함. 또한 토지 포기와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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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이민자를 빈곤층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함.
- 그는 기아와 영양실조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토양관리가 기아종
식(Zero Hunger)의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함.
 FAO 사무총장은 대표단에게 토양을 ‘번영과 평화의 수단’으로 만들 것을 요청함.

탄소 저장
 Jos Graziano da Silva는 FAO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 중 지구상의 유기탄소 지도에
나타난 탄소 격리 및 저장을 위한 토양의 잠재성을 지적함.
- 그는 토양은 오염 물질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하며 강, 호수, 바다 등 수역에 도달
하기 때문에 토양의 탄소축적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 주장함.
- 토양의 잠재성은 오염에 대처하는 용량을 초과하는 오염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
고 강조함.
 세계 토양파트너십(Global Soil Partnership)에서 FAO는 정부 및 기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토
양관리에 대한 기술 역량 개발과 지식 등을 교환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7351/Worlds-s
oils-need-improvement-to-boost-food-production-says-FAO) (2018.08.15.)

일본, AI 활용한 농업 기술 학습시스템 전국적으로 도입
일본 농수산성, AI 활용한 학습지원 시스템 보급
 일본 농수산성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하여 신규 취업농민이 숙련 농업인의 기술을 단기
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지원시스템 보급에 힘을 쏟고 있음.
- 숙련 농업인의 시선이나 행동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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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농민이 테블릿 단말기로 언제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 전국 17부·현의 14산지가 도입하였으며, 숙련 농업인의 기술 계승이 큰 과제였
던 일본 농수산성은 동 시스템을 전국 도·부·현으로 확대할 방침임.
 일본 농수산성은 2016년도에 시스템 보급을 시작하였으며, 그 해 추정 예산 1억 엔을
설정한 바 있음. JA(일본농협)와 제조업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대상으로 시스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조성함.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총 17부·현의 14개의 협의회가 시스템을 도입함.
- 품목은 포도, 귤 등의 과수가 중심이며 약 10품목 이상에 달함.
- 추가적인 지원금 조성은 없으나 일본 농수산성은 14개의 협의회를 모델로 하는
성과를 발표하고 다른 산지에도 도입을 촉진하고 있음.
 14개 협의회 중 귤 산지인 JA미에난키(JA三重南紀; 三重미에현 남부)는 숙련 농업인이
카메라를 부착하고 귤의 가지치기 작업을 촬영함.
- 미숙련 농업인도 카메라를 부착하여 동일한 작업을 하고 그 영상을 테블릿 상에
서 비교함. 이는 숙련 농업인과 미숙련 농업인 작업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작업
개선을 위한 목적임.
 또한 JA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퀴즈 프로그램도 제작함. JA영농감귤과(課)는 학습지
원시스템에 대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숙련된 농가의 기술을 젊은 농업인들이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자료: 일본농업신문(https://www.agrinews.co.jp/44893?page=2）(2018.08.15.)

자료작성 :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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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 농축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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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성 우유 대체상품 시장의 성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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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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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오세아니아
베트남 신선과일 시장 동향
인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기농 시장
인도, 안전 문제로 중국산 우유 및 유제품 수입금지 연장
호주, 신선식품류 수출 수수료 인상안 철회
이라크, 물 부족으로 여름작물 재배 금지령
일본, 계속되는 폭염으로 채소 값 급등

1)

1. 아시아/오세아니아
□ 베트남 신선과일 시장 동향
▪베트남 기후 특성상 사과는 재배가 어려우며 배, 포도, 딸기는 베트남도 재배가
가능하나 한국산 종과는 맛과 품질이 크게 차이나 한국산 과일의 인기가 매우
높음.
▪한국의 지자체, 농업협동조합,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한국산
과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수출 지원을 하고 있어 최근 베트남 내 한국산
과일 인지도가 매우 크게 증가함.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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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과일군은 최근 몇 년간 베트남에서 수출이 크게 늘어난 품목 중 하나임.
- 특히 다른 농산품들은 수출이 줄어들고 있으나 신선과일류는 수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음.
▪베트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과일 및 채소류 수출액은 2억 7,600
만 달러, 2017년 전체 수출액은 34억 5,000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2016년
동기 대비 40.5%나 성장한 수치임.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이 베트남의 4대 수출 국가로 각각 75.7%, 3.7%, 2.9%,
그리고 2.5%를 차지함,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최근 수출액이 가장 성장한 국가
로는 일본(70.6%), 아랍에미리트(57.4%), 중국(54.9%)가 있음.
▪중국은 베트남 과일 및 채소의 주력 수출시장으로 전체 수출액의 74.6%나 차지하며,
2018년 1~6월까지 총 수출액은 약 12억 달러로 2017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함.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 과일 및 채소 수입액은 15억 6,000만 달러로
2016년 대비 68.1% 증가했음.
▪2017년 과일 및 채소 수입액 중 과일류는 11억 9,000만 달러, 채소류는 3억 3,400만
달러로 과일 및 채소 수입 통계에서 과일은 78%, 채소는 22%를 차지하여 과일의
수입액이 월등히 높음.
▪2017년 수입된 과일 및 채소의 원산지로는 태국이 56.3%로 가장 높고, 중국이
18.6%를 차지함.
- 2017년엔 미얀마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과일 및 채소의 수입액이 증가함.
▪2017년 전년동기 대비 수입량이 가장 증가한 국가는 태국(전년동기 대비 2.2배)으로
인도(92.3% 증가), 그리고 한국(81.7% 증가)이 뒤를 이어 수출액이 증가하는 중임.
▪베트남은 유교 문화 특성상 대부분의 가정집에 조상을 모시는 제단이 있으며 제단에
는 과일, 빵, 과자, 음료 등이 올라가는데 최근 한국산 배 유통량 증가로 다수의 집에서
한국산 배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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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산 배는 저장기간이 길어 다른 과일들에 비해 장기간 유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베트남 소비자에게 접근하는데 수월함.
▪한국산 배의 종은 원황, 신고 등이 있는데, 그 중 대표로 원황은 8월 초~8월 말,
신고는 9월 초~다음 해 6월까지 베트남에서 유통됨.
▪2017년도 중국산 수입량이 대폭 상승해 전체 수입량이 전년도 대비 700% 이상 상승함.
- 그 중, 한국산은 200% 이상 성장세를 보임.
▪이와 같이, 베트남 내 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 2018년도 한국산 수입액은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
▪한국산 딸기는 2016년 2월 베트남 식물검역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 수출이 시작됐
으며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단지에서만 수출이 가능함.
▪한국산 딸기가 수입되기 이전에는 미국산 또는 베트남 국내산이 대부분이고 유통량도
많지 않아 수입산 딸기 시장은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높음.
▪한국산 딸기는 베트남에서 직접 재배되는 딸기에 비해 당도가 높아 한국산 딸기에
대한 선호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 수입액이 2016년도 대비 180% 이상
상승함.
▪중국,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일본 등에서 다양한 사과가 수입되고 있어 한국산
사과의 경쟁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현재 한국산과 일본산 사과가 비슷한 수출액을 보이나 현지 마케팅에서는 큰 차이를
보임.
- 일본산 사과는 최고급 시장을 타겟으로 진출하여 일본산 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으나 한국산 사과는 미국, 뉴질랜드, 일본, 중국산과 비교
하여 맛이나 품질에 대한 특별함이 없는 상황으로 소비자의 인지도가 매우 낮음.
▪베트남 수입 포도시장은 2015년도 까지 미국산 포도 및 베트남 국내산 포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2017년부터 중국산 및 한국산 포도 수입액이 급격하게 증가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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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재 베트남에 유통 중인 한국산 포도 종은 총 3가지 캠벨, 교호(거봉), 샤인머스켓
(청포도)이 있음
▪한국산 3가지 포도종 중에서 샤인머스켓이 베트남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아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반면, 캠벨, 교호는 껍질을 따로 벗겨 먹어야 하고 와인 향이 난다
는 소비자의 의견으로 베트남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샤인머스켓은 베트남 주요 과일 매장 판매가격이 1kg당 원화 2만~3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임에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소득 증가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수입산 과일의 시장 규모도 급증함.
▪베트남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한국산 신선 과일은 네 종류로 적은 편이나 베트남
과일 시장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임.
▪이러한 한국산 과일 수요 증가는 수입과일시장 성장에 따른 증가도 있으나 K-Food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 또한 큰 몫을 하고 있어 앞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한국기업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베트남 시장에 선두주자로 들어온 한국산 딸기나 승승장구 중인 한국산 배는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포도나 사과는 베트남 시장에서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어 베트남 소비자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연구 또는 차별성이 있는 마케팅이 필요함.
▪신선과일은 리스크가 큰 품목으로 수출 시 바이어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신뢰도가 낮은 바이어와 거래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바이어 신용확인 서비스를
사전에 이용 또는 수출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신선과일 수출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
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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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기농 시장
▪인도연합상공회의소(ASSOCHAM)과 Ernst & Young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유기농 식품 시장은 25%의 연평균증가율(CAGR)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400억
루피 규모에서 2020년 1,000~1,200억 루피 규모로 성장할 전망임.
▪인도는 현재 유기농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83만 5,000명에 이르고 유기농 재배면
적은 149만 헥타르로 세계 9위에 수준이지만 세계 유기농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16
년 기준 1%도 미치지 못한 수준임.
▪이에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녹색혁명’과 같이 정부 주도의 시장개발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함.
▪인도 시장의 문제점으로 유기농 농산물은 현재 신뢰를 기반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유기농 제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함.
- 한편 농가측에서는 유기농 인증 및 감사를 받는 것은 여전히 번거롭고 3~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농부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
야 한다고 함.
▪인도 정부는 정부가 유기농산업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NGO 등의 도움이 필요하며 인증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데이
터를 수집해야 한다고 함.
▪인도 내 유기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유기농식
품 산업 박람회 BioFach가 2009년부터 개최되었고 올해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
지 인도 뉴델리 Pragati Maidan에서 개최될 예정임.
▪KOTRA 자료에 의하면 인도 국민소득 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일반 식품브랜드
보다 20~30% 더 비싼 유기농 식품브랜드를 찾는 인도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함.
▪인도에서는 1997년 뭄바이에서 식품점이 최초 개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면 Big Bazaar, Spencers, Nature’s Basket, Fab India 등 전문매장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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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소형 전문매장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7.24.)

□ 인도, 안전 문제로 중국산 우유 및 유제품 수입금지 연장
▪인도 정부는 중국산 우유 및 유제품 수입 금지령을 2018년 12월 23일까지 6개월
연장함.
▪당국은 인도 식품안전기준국(FSSAI)과 대외무역부(DGFT), 국립유제품연구소(NDRI)
와 함께 이 문제를 최근 재논의하였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금지할 것이라고 함.
▪인도식품안전기준국은 멜라민 오염에 대한 우려로 2008년 9월 4일부터 3개월간
중국산 우유 및 유제품 수입을 금지하였음.
- 이 금지령은 2008년 12월 1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되었으며, 초콜릿 제품, 사탕
또는 과자에 우유성분이 있는 식품도 포함함.
▪금지령은 지난 10년간 수정 및 연장되었고, 지역 언론은 정부에 의한 결정이 우유협동
조합에 과잉 재고가 있는 인도의 낙농산업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함. 이로 인해 우유
조달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고 이는 많은 농부들에게 영향을 미침.
▪한편, 인도는 소를 신성시 하는 종교적인 배경으로 인해 소 도축을 거의 하지 않다보
니, 일반 소와 젖소, 그리고 들소로부터 얻는 우유의 양이 많으며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유의 가격이 매우 저렴한 편임.
▪마트에 판매되는 1000ml의 우유는 100루피(한화 약 180원)정도로 매우 저렴한 가격
에 판매 되고 있고, 밀크맨이라 불리는 개인 배달 업자들이 각 가정으로 방문하여
우유를 판매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우유는 250ml에 약 10~25루피(한화 200~500원)
정도임.
▪10년 전 중국의 멜라민 사태로 인한 여파가 아직 인도에 남아 있으나 자국 우유
및 유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령이라고도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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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유제품 가공량은 하루에 약 7300만 리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1억 리터
상당으로 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지난 5년 간 전통, 현대적 유통판매 구조를 통한 인도 우유 및 유제품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22%의 급속한 성장률을 보였으며 3년간의 성장률은 연평균 25%이상이 예측
되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인 판매점이 없어 신규업체에게 진입 장벽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인도는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 세계 1위이나 복잡하고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유통구
조로 인해 외국 브랜드들이 쉽게 진출하기에는 어려움.
- 하지만 최근 변해가고 있는 유통 구조 환경 속에서 시장을 선점할 시 그 가능성
은 높아질 것임.
▪최근 현대적 대형 유통기업들의 인도 건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통적인 개별
소매시장이 차지하고 있던 유통비중이 점차 기업형 대형 유통체인의 시장 점유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7.31.)

□ 호주, 신선식품류 수출 수수료 인상안 철회
▪과일, 채소, 견과류 및 꽃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호주 정부의
계획이 관련 단체의 반발로 취소되었음.
- 호주 정부는 검역, 통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정부 비용을 회수
하기 위해 수출용 농산물에 준조세 성격의 수수료를 징수해 오고 있음.
▪호주 원예수출업자 및 수입업자협회, 호주 망고산업협회, 호주 테이블 포도협회,
AusVeg, 체리농장협, Citrus Australia 및 Summerfruit Australia와 같은 8개
산업협회는 수출용 농산품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호주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
킨다는 연합 캠페인을 진행함.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이던 수수료 인상안은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액을 38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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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에서 78달러로, 원예제품의 경우 협정체결국 수출제품에는 톤당 0.65달러에서
1.70달러, 협정미체결 국가에 대한 수출제품에는 톤당 1.30달러에서 3.40달러로
인상하는 안 등이 포함되었음.
-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35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었음.
▪현재 호주 농산물 수출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산물 제조, 가공용 시설 등록의 경우 간단한 설립(비 프로토콜 시장으로의 수
출)은 연간 3,000달러, 복잡한 설립(프로토콜 시장에 대한 수출)은 연 6,000달
러 그리고 소규모 재배자/수출업체는 연간 6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됨.
- 또한 수출제품의 인증 및 검역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원의 인건비를 회수하기 위
해 15분당 36달러의 검사 및 감사 비용이 청구되고 있음.
▪이 외에도 각종 증명서 등의 전자발급에 서류 당 12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식물 검역증명서에는 문서 당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됨.
- 수동으로 신청한 모든 서류에는 문서 당 1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됨.
▪호주 원예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협회의 최고경영자 도미닉 젠킨(Dinner Jenkin)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호주 농수산부 등 관련 부서가 제공하
는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업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효율적으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2016/17년 호주의 신선식품 수출통계에 따르면 호주는 약 19만 톤, 2억 4,600만
달러 이상의 신선식품을 한국 및 중동, 아시아국가에 수출함.
- 수출액 기준으로 호주 신선식품의 최대 수출국은 4,5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한
싱가포르이며 수출물량 기준으로는 3만 6,700톤을 수출한 UAE로 알려졌음.
- 주요 수출품은11만 1,000톤을 수출한 당근, 3만 8,500톤을 수출한 감자 등이
며, 아스파라가스, 양파 등도 일본을 중심으로 각각 3,100만 달러, 1,800만 달
러 수출되고 있음.
▪호주는 신선농산물 생산 및 수출 강국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이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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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 또한 자국산 농산물 보호를 위해 검역이 까다로워 한국산 신선농산물 중 버섯,
배, 포도, 딸기만 수출이 가능한 제한적인 시장임.
- 따라서 호주 시장 진출 시 호주 시장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출 전략을 세우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7.24.)

□ 이라크, 물 부족으로 여름작물 재배 금지령
▪이라크 농림부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쌀과 밀, 옥수수, 참깨, 해바라기, 목화,
녹두 등 기타 곡물의 재배를 중단함.
- 이는 이라크 내 고온과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국토의 절반 밖에 관개할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임.
▪이에 따라 5명 중 1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이라크인과 바그다드 남쪽의 평야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
▪이라크 내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된 이유는 고온과 가뭄뿐만 아니라 이라크
물의 70%가 상류 국가인 터키에서 들어오는데, 터키가 댐을 이용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의 강물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를 이
용한 작물 재배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물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
▪특히 이라크인들에 의해 ‘왕실 쌀’로 불리는 이라크 호박 쌀 품종은 바그다드 남부의
쌀 벨트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유명함.
▪사담후세인이 축출되고 난 뒤 시아파의 영향력이 강화된 쌀 벨트는 매년 많은 시아파
순례자들이 카르발라와 나자프를 여행하며 방문하는 중간지점으로, 다량의 곡물을
비축하고 있는 장소임.
▪하지만 이번 작물재배 금지령으로 인해 곡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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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에 있을 시아파 최대 축제 ‘아슈라’ 기념기간 동안 난항일 것이라 예상됨.
▪비록 쌀의 일부가 이라크의 바스라를 통해 걸프 만으로 밀수되고 있으나, 수출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작물재배 금지령에 대한 이라크 주민들과 농민들의 경제적
불만이 예상됨.
▪이라크 정부는 자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함.
- 이라크 농림부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로부터 5만 톤의 밀을 구입하고자 함.
▪또한 이라크 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옥수수 수입을 재개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함.
현재 이라크에는 약 10만 톤의 옥수수가 비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 1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재고 부족에 따른 수입재개가 예상됨.
▪이라크의 물 부족 사태로 인해 최소 이번년도 하반기 동안 이라크 내 곡물 자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이라크는 중동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밀을 재배하는 두 번째로 큰 수입국이란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년도 이라크의 밀과 쌀 등 곡식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7.29.)

□ 일본, 계속되는 폭염으로 채소 값 급등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일본의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특히 양배
추, 오이 등의 여름 채소 가격이 상승함.
▪최근 고온 현상과 가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요인임. 홋카이도와 아오모
리현의 무는 6월까지의 일조시간 부족으로 인한 병충해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서일본의 폭우 이후 제대로 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 저수량 감소의 영향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JA전농에 의하면 양배추의 출하량이 전년대비 30%정도 감소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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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의 출하량은 약 10% 감소하였음. 폭염과 물 부족이 계속될 시 채소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음.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격 상승이 채소만이 아닌 축산
물과 수산물에도 영향을 끼치면 소비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음.
▪동일본과 서일본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음. 일본의 기상청은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덥고 8월 상순까지 무더위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올해 관동지역의 장마기간은 195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짧았음. 7월 1일~24일
까지 동일본 각지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3도 높아 관측 이래 가장 높다고 함.
- 서일본도 평년보다 1.8도 높아 1994년 7월 다음으로 높은 평균 기온이라고 함.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 등의 자연재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향후 채소
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7.30.)

2. 아메리카
□ 식물성 우유 대체상품 시장의 성장과 이슈
▪금융기관인 CoBank는 식물성 우유대체(plant-based milk alternatives) 음료시장
이 틈새 유제품 상품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제품목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두 자릿수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함.
- 점점 많은 소비자들이 콩, 아몬드, 코코넛, 쌀 등으로 만든 음료를 찾는 반면,
전통적인 소 우유(Cow Milk) 시장은 매출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음.
▪CoBank의 정보교환부(Knowledge Exchange Division)는 식물성 우유대체 식품
시장은 지난 5년간 61% 매출이 성장하여, 2018년 6월 기준, 1년간 16억 달러의
매출을 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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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소 우유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어 지난 해 약 6%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10년의 장기 슬럼프가 이어질 것이라고 함.
▪Cargill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소 우유를 덜 소비하는 이유는 락토스 부적응(35%),
유제품 알러지(26%), (동물)성장호르몬 섭취를 피하기 위해(24%),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24%) 등인 것으로 나타남.
▪CoBank의 경제학자인 Ben Laine은 “식물성 우유 시장의 총 생산량은 아직은 상대
적으로 적으며, 소 우유 매출 감소의 주요 배경은 아니지만, 식물성 우유는 유제품
업계의 비즈니스 혁신에 일조하고 있다. 식물성 우유상품으로 업계의 고양된 분위기
는 전통적인 우유 제조사들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프리미엄 상품 개발로 차별화하
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함.
- Laine은 유기농, 초식사육(grass-fed), 울트라 필터(ultra-filtered),1) 락토스
프리, A2 우유2) 등 프리미엄 우유들이 틈새 상품으로 우유소비 감소를 보완하
고 있으며, 식물성 우유와 경쟁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함.
▪Laine은 “식물성 우유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90%는 여전히 소 우유를 구입하는데,
주로 유기농이나 프리미엄 우유를 구입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함.
- 일부 소 우유 제조사들은 식물성 우유대체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였는데,
미국의 최대 우유제조사인 Dean Foods사도 최근 식물성 우유·요거트업체인
Good Karma Foods사에 투자하였으며, 뉴욕의 Elmhurst Dairy는 2016년
동물성 우유 생산을 중단하고, 견과류 우유로 대체하였음.
▪CoBank는 그럼에도 제조사들에게 기존 우유와의 차별화 시도는 복잡하다고 함.
“다양한 상품라인들을 운영하는 것은 물류부문에는 도전으로, 예를 들어, 유기농 우유
상품에 초식사육 옵션을 추가하면 목장, 배달 트럭, 병포장에서 소매상 선반 선택까지
전통적인 우유와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쳐야하며, 입점비(slotting fee) 등 마케팅
1) Ultrafiltered milk(UF milk), 또는 diafiltered milk: 우유 단백질 농축액의 일종으로 압력 필터 과정에서 락토스, 물,
미네럴, 비타민 분자 등이 걸러지고, 프로테인과 지방의 함량이 높은 농축형태로 된 우유. 우유지방은 치즈에 주로 사용되
는데, 용도에 따라 지방을 다시 걸러내기도 함.
2) 젖소는 일반적으로 A1 베타카제인(B-casein)과 A2 베타카제인을 가지고 있는데, A2 베타카제인만을 가진 소의 우유.
호주, 중국, 미국, 영국 등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짐. A1 프로테인을 함유한 우유가 해롭
다는 주장도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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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증가한다”라며, 시장 변화에 맞춰 큰 규모의 공급체인을 작지만 다양하고,
특화된 우유 상품 공급체재로 바꿔야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함.
▪한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Group, Inc.)는 2018년 1월, 2014년에 창업한
식물성우유 제조사인 Ripple Foods에 65백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Ripple
Foods는 환경 친화적인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연구해온 업체임.
▪식물성 우유시장이 성장하면서, FDA는 ‘우유’의 기준 재점검과 정체 수립에 고심
하고 있는데, 이는 공중건강과 소비자들에게 바른 정보를 주기 위한 것임.
- 기존의 우유는 ‘소 우유’를 기준으로 하던 것인데, 다양한 식물성 우유 제품들이
나오면서 우유의 정체성을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임.
▪FDA의 위원인 Scott Gottlieb 의학박사는 7월 26일 “식품명을 포함한 식품라벨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의 특징과 본질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식품 라벨에 있는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진실만을 알려줘야 하며, 잘못 판단하게 유도
하면 안 된다. 식품라벨을 통한 소비자들의 선택은 그들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임.
▪Dr. Gottlieb의 코멘트는 7월 26일 메릴랜드의 Rockville에서 열린 FDA의 영양
혁신전략(Nutrition Innovation Strategy)회의에서 언급되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영양 결핍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관해 토론됨.
-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우유의 정의를 재고하게 되었는데, FDA의 ‘우유’는 ‘젖분
비액, 초유와는 완전히 분리된 하나 이상의 건강한 젖소에서 얻은(“the lacteal
secretion, practically free of colostrum, obtained by the complete
milking of one or more healthy cows.”)으로 되어 있음.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유제품부문의 식물성 대체식품으로 이들은 현재 기존의 유제
품(dairy)의 용어(milk, yogurt, cheese)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로 만든 우유
를 공중이 접했을 때, 1938년 FD & C Act에서 수립된 전통적인 ‘우유’ 개념과 혼동이
될 수 있음.
▪또한 비타민, 프로테인 등을 추가한 영양성분이 다른 우유제품들과도 혼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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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Gottlieb는 “이러한 이슈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
쌀음료가 심각한 단백질 결핍증인 카시오커(kwashiorkor)라는 병을 불러일으킨 결
과가 있으며, 유아들이 콩 우유를 소 우유대신 먹음으로써, 비타민 D 결핍으로 생기는
구루병에 걸렸다는 조사도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우유’라는 상표만을 보고 기존의
소 우유와 비슷한 상품으로 짐작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함.
▪FDA는 대중 토론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우유’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
고, 식물성 우유를 포함한 다양한 우유 상품들의 영양학적 특징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FD&C Act의 ‘우유’라는 이름과 기준으로 적용되어 온 300여 가지의 법령이
아몬드 우유나 두유에는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8.07.)

3. 유럽/아프리카
□ 스페인, 즉석조리식품 시장 동향
▪최근 5년간 스페인 내 즉석조리식품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함.
- 스페인 즉석조리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0억 9,100만 유로로 전년대
비 2.3%, 2012년 대비 11.0% 성장함.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1인 가구가 확대되며 간편하지만 맛있게 한 끼를 대신
할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임.
▪피자, 샐러드, 실온보관용 식품 등이 가장 많이 소비됐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샐러드
판매 급증함.
- 2017년 주요 품목별 시장점유율로 샐러드(25.1%), 냉장용 피자(20.9%), 실온
보관용 식품(18.1%), 냉동용 피자(11.2%), 기타 냉장보관용 식품(10.9%) 순임.
- 2012~2017년 주요 품목별 매출증가율은 샐러드(45.9%), 실온보관용 식품
(14.7%), 건조식품(12.2%), 냉동용 피자(1.7%), 기타 냉장보관용 식품(0.2%)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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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멕시코, 중국, 일본식 식품에 대한 수요 큰 편임. 2017년에 판매된 냉장
즉석조리식품 중 이탈리아식 제품 비중은 37.5%로 스페인 소비자들은 간편히 조리해
먹을 수 있는 피자, 파스타, 라자냐 등을 선호함. 그 밖에 멕시코식, 중식, 인도식,
일식 제품 비중도 각각 8.6%, 6.8%, 1.8%, 1.3% 기록함.
▪다수의 유통 및 제조기업이 즉석조리식품시장을 분할 점유함. 2017년 기준 스페인
즉석조리식품시장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은 59.9%로 시장의 절반 이상 차지함.
- 그 외 다수의 중소기업이 나머지 시장 절반을 분할 점유해 특정 기업의 독과점
구조는 포착되지 않음.
▪PB브랜드의 높은 시장점유율 구가함. 시장점유율 상위 10개사 중 Mercadona,
Carrefour, Eroski, El Corte Ingles, Dia 등 5개의 소매유통기업들이 각각 자사
PB브랜드를 취급 중임.
▪Mercadona사는 스페인 최대 슈퍼마켓 체인기업으로 즉석조리식품 시장점유율
13.6%를 기록해 업계 1위임.
▪스페인 즉석조리식품(HS Code 1904.90 기준) 수입규모는 2017년 1,652만 유로로
전년대비 32.7%, 2013년 대비 139.3% 대폭 증가함.
- 주요 수입대상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 등 인근 유럽국가로 전체 수
입 중 EU역내 거래 비중은 약 95.5%에 달함.
▪한국산 즉석조리식품 수입규모는 경쟁국에 비해 미미한 편임. 스페인의 대한 즉석조
리식품 수입액은 2017년 기준 6만 6,000유로로 전체 수입 중 0.004%에 불과함.
▪최근 3년 사이 한국산 제품 유입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임. 스페인 내 한국산 소스 및 드레싱
제품 수입규모는 2013년까지 전무했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
▪스페인에서 판매되는 즉석조리식품 품목 중 절반 이상이 슈퍼마켓을 통해 유통됨.
▪2017년 유통채널별 소스 판매 비중은 슈퍼마켓(51.4%), 할인매장(19.7%), 대형마트
(13.8%), 전통식료품소매점(3.3%), 온라인마켓(2.7%) 순임.
- 한국과는 달리 편의점 채널을 통한 유통 비중은 0.6%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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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식품 취급 전문 수입유통업체가 해외에서 즉석조리식품류를 수입해 현지 시장에
납품함. 식품 수입유통업체가 수입한 제품은 대형 소매유통업체 또는 지역별 도매업
체 등을 통해 일반 소매유통업체 등에 납품됨.
- 일부 대형 소매유통업체는 직접 또는 공식 에이전트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음.
▪유로모니터 경제분석기관은 향후 5년간 스페인 즉석조리식품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 스페인 즉석조리식품시장은 2017년 20억9100만 유로에서 2022년 22억200만
유로로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향후 한식을 기반으로 한 즉석조리식품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한식에 대한 스페인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이해도는 낮은 편임.
- 최근 한국산 소스류가 현지 주요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등지에서 판매되기 시
작해 앞으로 한식에 대해 관심을 갖는 현지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한식을 맛본 현지 소비자들은 한식을 몸에 좋고 건강하며 가벼운 음식으로 여기고
있어 웰빙식품의 인기와 맞물려 한식 기반 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를 예상해 볼 수
있음. 중식이나 일식 등에 비해 한식 인지도는 매우 낮음으로 본격적인 시장진출
전 한국 식품 또는 한식에 대한 문화사회적 마케팅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아시아 식품전문 수입상 및 식품 대형유통업체를 공략해야 함. 스페인에는 아시
아 식품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계 대형 수입유통기업이 활동 중으로 이들은 현지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물론 전국 각지의 소매유통업체에 납품 중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08.04.)

□ 수단, 농축산업 현황
▪세계 16위 면적(186만 ㎢)을 자랑하는 수단은 청나일과 백나일이 만나 관통하는 광활
한 국토에 아랍권 경작 농지의 30%에 해당하는 농토를 보유, 아랍권 최대 농지 보유국
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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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권 경작 면적 비중은 수단이 30%, 모로코가 15%이며 그 외 알제리, 시리아,
이라크, 튀니지, 사우디, 이집트, 리비아 순임.
▪수단 정부도 농축산업 현대화를 경제재건의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농업은
광산업과 함께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로 사우디(Alkafaa), 두바이(Amtar)
등 아랍권 국가들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수단 내 농업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 왔음.
▪수단 내 가축 사육두수도 1억 1,000만 마리로 아랍권 최대이며 축산업은 아랍권
전체 농축산업에서 3분의 1을 차지함.
- 그러나 여전히 아랍권 전체 수요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임. 방목지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은 40% 비중을 차지함.
▪수단 입장에서도 농축산업은 수단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35%,
2017년 31%(제조업 9.8%), 전체 노동인구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대표 산업이며
광산업과 함께 수단 정부가 수출산업화, 현대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임.
수단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업 GDP 중 농작물 생산이 38%, 축산 61%, 임업이
1%로 구성됨.
▪2017년 수단 대표 수출품은 금(15억 2,000만 달러), 양(4억 6,000만 달러), 참깨(4억
1,000만 달러), 원유(3억 2,000만 달러), 낙타(3억 달러), 면화(1억 4,000만 달러),
검아라빅(아리비아고무 수액,1억 4,000만 달러), 수수(1억 달러) 순으로 농축산물이
대표 수출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수단 정부는 2011년 남수단 독립, 유전 상실에 따른 석유 수입 감소를 대체할 대표
산업으로 농축산업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농업의 경우 1990년대까지 타 아랍국에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최대 농업국 지위를
유지했으나 1997년 석유가 생산되면서 석유생산과 수출에 집중함. 2000~2011년
집중된 석유생산 시기에 농축산업을 등한시한 결과 지금은 농축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한국 기업의 협력 진출 여지가 큰 분야임.
▪수단 정부는 석유를 대체할 수출산업으로 제조업 육성과 함께 농축산업,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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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ng) 현대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기계화, 수리답(수리시설로 인해 관개
의 혜택을 받는 논) 비중 확대, 인프라 개선을 천명한 상태임.
▪축산업 역시 농업과 함께 수단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1억 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함.
▪수단은 아랍 및 아프리카권에 대한 주요 육류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음. 주요 사육 가축은
양, 낙타, 소, 염소 등이며 특히 수단산 양과 낙타는 수출물량과 품질로 인정받고 있음.
▪소, 양, 낙타, 염소 등 주요 가축이 살아있는 동물 형태로 사우디, 이집트 등 인근
아랍권으로 다량 수출함.
▪가축류는 목초지가 많은 남중부를 중심으로 넓게 분포되며 다르푸르 31%, 코르도판
26%, 동부주 11%, 중부 26%, 북부 5%, 카르툼 일대에 1% 남짓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축이 유목 형태로 사육되고 있으며 사료, 사료첨가제 사용
비중이 낮은 상태로 현대화 여지가 큰 상태임.
▪수단은 아랍권 최대의 농지 보유국으로 수단 입장에서도 농축산업은 GDP, 노동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산업임.
- 아랍권 투자와 함께 수단 정부 역시 석유를 대체할 수출산업화 가능 산업으로
광업과 함께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임.
▪농업 인프라, 기술 및 농약, 비료, 사료 등의 사용은 낙후돼 현대화가 필요한 상태며
관련 분야 한국 기업들의 진출 기회로 볼 수 있음.
▪정부는 농축산업의 수출산업화, 수확확대를 위해 기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농축산기계, 비료, 가축용 의약품 등의 수요가 늘고 있음. 20년간 이어온 미국발
대수단 경제제재는 2017년 10월부로 해제됐으며 해제 후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수단
농업 활성화를 기대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08.14.)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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