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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이번 3월호는 격월제로 바뀐 세계농업 발간체계에서 실제 격월 간격으로 발간되는 첫 번째 

간행물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 다루는 내용의 분량은 이전에 평균적으로 차지하던 

분량보다 많게 되었다. 이는 월간 발간체계 하에 발굴되었던 원고량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연구주제의 기획 및 발굴과정에서부터 책자 중심의 ‘세계농업’과 

웹 중심의 ‘e-세계농업’ 원고를 구별하여 편집계획을 수립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고의 

집중화는 완화될 것이다.

  이번 호의 해외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농촌관광의 새로운 경향에 주목하여 영국의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과 일본의 체험형 농촌관광 내용을 소개한다. 영국의 지속가능한 농촌

관광은 농촌관광을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연계시켜 실제로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체험형 농촌관광은 숙박 형태를 지향하는 ‘농박’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일본이 정책적으로 농박을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익모델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농식품산업 동향에서는 주류 향신료가 아닌 기타 향신료의 산업적 동향이 소개된다. 

즉, 강황, 겨자, 사프란, 생강, 육두구의 생산 및 교역 동향이 분석되는데, 국제적으로 생산과 

교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향신료를 수입하고 있지만, 

생강의 경우에 한국산의 질적 차별성을 특화하여 수출품목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별 농업자료로는 독일의 농업과 농정, 그리고 에콰도르의 식품산업 현황이 소개된

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EU 공동농업정책의 최근 변화를 반영한 독일의 농업정책이 

자세히 소개된다. 

  국제기구‧연구 동향에서는 WTO 농업보조 통보의 투명성과 쟁점을 다룬다. 여기서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국내보조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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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사례와 시사점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3

영국의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사례와 시사점

이 병 오 * 1)

1. 들어가며

  교통수단의 발달과 아울러 ‘관광’은 대중적 관광(mass tourism)과 관광단지 관광(resort 

tourism)을 거쳐, 소규모 테마관광이나 가족여행으로 진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농촌관광’

도 그린 투어리즘, 농촌 투어리즘(rural tourism)으로부터 에코 투어리즘(eco-tourism),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sustainable rural tourism), 푸드 투어리즘, 와인 투어리즘, 헬스 투어리즘, 

체험관광 등으로 다양화하게 진화하고 있다. 

  농촌관광의 지향목표가 환경부하(負荷)나 지역부하를 줄이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

비자 스스로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지역특화 식품이나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농촌관광의 활성화는 저성장, 개방화 시대를 맞아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

라 농촌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밀도 사회(low density society)인 농촌에 많은 도시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자칫 

환경파괴 및 오염, 유형·무형의 농촌자원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촌의 환경과 자원, 

생산기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 특산물이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광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관광객과 지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좀 추상적이라 과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애매할 때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농촌관광의 선진국인 영국의 사례지역을 모

델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이론과 매치시키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bolee@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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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2.1.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가치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WTO)는 1993년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해, 

“미래 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문화의 보전, 필수적인 생태적 과정, 생물다양성, 그리고 생명 

지원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이원희 2005. pp. 1~2). 여기서는 관광의 장기적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3가지 측면의 적정한 균형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개념정리를 해보면, “농촌을 대상으로 한 관광이 

환경적 지속성, 사회·문화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을 잘 유지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현재

는 물론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관광객에게 높은 관광만족도를 제공하며 지속될 수 있는 

농촌관광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되는 것들은,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다원적 기능, 농촌자원 활용, 

소규모 농가 및 농촌경제 지원, 협력과 공생의 농촌공동체 정신, 농가소득 증대, 농촌경제 

활성화, 농가 이익과 지역의 공익(공유가치)을 함께 고려, 높은 관광만족도, 장기 지속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은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지향 가치를 환경적 지속성, 사회·문

화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의 3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표 1>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지향 가치

기준 내용

환경적

지속성

- 인류의 소중한 먹거리 생산 공간인 농촌환경 잘 보전. 특히, 농지와 물(지하수 포함)이 농약 등에 

오염되지 않고 계속 깨끗한 상태로 이용되어,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공간으로 유지

- 생물다양성과 함께 모든 생명체의 건강한 균형관계 유지

- 농촌의 다원적 기능(어메니티 등) → 농촌만이 갖는 차별화된 관광자원

사회·문화적

지속성

- 농업생산의 특성상 가족농과 마을공동체 계속 유지

- 협동(協働, collaboration),1) 배려, 공생을 근간으로 한 농촌 공동체 매우 중요

- 유·무형의 농촌자원(農歌·祭禮·향토음식 등)은 매력적인 관광자원

경제적

지속성

- 농촌관광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 

   소득증대, 새로운 사업 전개, 고용 창출 → 농촌경제 활성화

- 농가의 이익 추구 + 지역발전 균형(활사개공(活私開公),2) 공유가치 창출 CSV)3)

- 높은 관광만족도 실현 ← 친절, 진심, 쾌적성, 차별성, 식품안전성 

자료: 이원희(2005)를 참조하여, 필자가 내용 추가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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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은 이를 간략화 한 것이다. 환경적 지속성에는 농촌환경, 어메니티(amenity), 

생물다양성 등이, 사회·문화적 지속성에는 농촌다움(rurality), 건강한 농촌공동체, 따뜻한 

상호부조 정신, 문화유산 등이, 경제적 지속성에는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재

생(rural regeneration)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의 지속적 생산이 

가능하고, 협력, 배려, 소통, 상생을 근간으로 한 따뜻한 농촌공동체, 매력적인 농촌사회의 

구축이 가능하다. 물론 농촌도 새로운 사업 전개와 고용창출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은 농업인과 마을, 

동·식물이 공존하면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계와 풍요로운 삶을 

후손들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림 1>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3가지 요소

자료: 이원희(2005)를 참조하여, 필자가 그림으로 재구성.

 1) 협동(協働, collaboration)은 농촌 마을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서로 돕고 배려하는 것을 지칭하여, 협동조합처럼 조직 

내(inner circle)에서만 협력하고 대외적으로는 배타적인 협동(協同, cooperation)의 개념과 대비됨.

 2) 활사개공(活私開公)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동·공공의 이익도 배려하는 비즈니스 개념을 말함. 

 3)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기업활동이 지역이나 소비자와 공존하는 경영방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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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광객과 지역민의 지향 목표 조화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에서 중요한 것은 관광객과 지역민의 지향 목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관광객이 너무 자기만족에만 치우치면 자칫 농촌의 환경이나 자원을 훼손할 

수 있다. 환경이나 자원은 한번 파괴되면 다음 관광객이 이용할 수 없어 지속가능성이 감소

한다. 또, 지역민이 너무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하다 보면 관광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

면 관광객의 재방문이 줄고 입소문이 나빠져 지속가능성이 감소한다.

  <표 2>는 농촌관광 주체의 관점별 지향 목표를 예시한 것이다. 관광객과 지역민의 지향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관광객과 지역

민이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 상대방의 지향 목표를 이해하고 존중하다 보면 이러한 괴리가 

줄고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관광만족도가 높아야 관광객이 계속 오고, 그래야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과소한 

농촌지역에 관광객들이 오면 농촌의 삶이 바뀌게 된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젊은 

층이 유입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즉,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은 뒤에 살펴볼 6차 산업화

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재생에 기여하게 된다. 영국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2>  농촌관광 주체의 관점별 지향 목표

관점 관광객 지역민

환경·자원

- 농촌 어메니티 즐기고. healing

- 농촌자원 활용

   (물고기잡기, 과수·가축 오너제도)

- 주변 환경 잘 보존·활용

   (생물다양성확보, 환경오염방지)

- 자원의 보전·재생산

사회·문화

- 농촌에서의 휴식

   (슬로우 라이프, 싱그러움, 따뜻함)

- 농촌 문화체험

   (색다름, 신기함, 재미있음)

- 농촌다움 보전

   (환경, 생활공간, 공동체정신)

- 로컬푸드, 농촌문화 보전·전승

   (특색 식품·음료, 농악, 유적)

경제

- 실용적 가격 + 체재형 관광

- 니즈(needs) 발생

   (초지 걷다가 휴식 필요)

- 이익창출 + 노동력 보완

   (농산물 수확체험, 과일따기)

- 니즈에 부응(농가 티 룸)

상호 교류
- 관광객과 지역민의 상호교류

- 관광객과 지역민이 서로 상대방의 지향 목표를 이해하고 존중

자료: 靑木(2010, p.14) 참조하여 저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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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과 농업의 6차 산업화

  한국에서는 농촌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농촌융복합산업화(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란 “각 지역에 분산된 건강한 소규모 가족

농들이 지역의 부존자원(토종종자와 전통기술 포함)을 발굴하여, 규모는 작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차별화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스스로 가공·판매하고(직판장, 꾸러미 포함), 여기에 

체험관광도 가미하여 부가가치를 올리는 경영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6차 산업화에서 농촌관광은 과소화된 농촌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들에게 6차 산업화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농촌관광의 형태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과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많은 가치를 공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무형의 농촌자원과 농촌 어메니티(rural amenities)4), 농촌다움, 

향토음식, 순박하고 따뜻한 마음, 인간과 동·식물의 공생 등이다. 공유가치가 많다는 것은 

연계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과 농업의 6차 산업화의 공유가치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공유가치 농업의 6차 산업화

∙ 환경적 지속성

∙ 사회문화적 지속성

∙ 경제적 지속성

∙ 차별화된 관광상품

∙ 지역밀착형 관광

∙ 높은 관광만족도

∙ 유·무형 농촌자원

∙ 농촌다움

∙ 농촌 어메니티

∙ 향토음식

∙ 순박하고 따뜻한 마음

∙ 인간과 동·식물의 공생

∙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 혁신+아이디어

∙ 농촌공동체(협력·공생)

∙ 연결의 경제(네트워크)5)

∙ 농가소득 증대(부가가치)

∙ 농촌경제 활성화

자료: 저자 작성.

 4) 사람들에게 휴양적·심미적 가치를 제공해주는 농촌에 존재하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총칭하는 용어임. 여기에는 생물종의 

다양성, 생태계, 지역 고유의 정주패턴, 경작지, 고건축물, 농촌공동체의 독특한 문화나 전통 등이 포함됨(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5) 연결의 경제(Economy of linkage)는 경영체와 경영체가 상호 협력하여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내는 것을 말함. 규모

의 경제(Economy of scale)는 규모확대를 통해 비용감소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것만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이기주의에 빠져, 환경이나 이웃의 존재를 잊기 쉬움.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는 한 경영체 내에서 서로 

다른 부문이 협력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만, 한 경영체 내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지님. 결국 

이 3자가 필요와 부문에 따라 잘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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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사례

3.1. 사례지역의 특징

  사례지역은 영국 잉글랜드 북서부 컴브리아(Cumbria) 지역이다. 호수지역(Lake District)

이라고 불릴 만큼 호수가 많고 경치가 빼어나다. 원래 소, 양을 주축으로 한 축산 주산지이다

(<그림 3>의 왼쪽 참조). 그런데 2001년대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지역경제가 초토화 될 정도

로 큰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논의 끝에,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이 지향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환

경, 어메니티, 전통,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여기에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을 

잘 가미하여 관광자원화 한다. 둘째, 조용하고 여유 있는 여행(슬로우 트래블, slow travel)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셋째,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농촌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킨다. 넷째, 농촌다움을 최대한 살리면서 

소규모 비즈니스(small business)로 연결시킨다. 다섯째, 전체적으로 <그림 2>와 같이, 환경

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림 2> 사례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구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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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경적 지속성

3.2.1. 초지주변 산책로 개방 및 물레방아 제분

  먼저, <그림 3>의 오른쪽에서 보듯이, 목장주들이 연대·협력하여 관광객들이 초지 주위를 

산책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예전에는 사유지인 초지에(설사 주변이라도) 관광객들이 들어

갈 수 없었다. 사진의 관광객 뒤로 보면 작은 나무 출입문이 있다. 목장주들의 초지 개방조치

로 관광객들은 자유롭게 이 초지 저 초지의 주변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 나무 문고리만 

여닫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이 있기 때문에 가축들은 자기 영역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즉, 농촌의 농업생산기반이나 환경의 훼손 없이 관광객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초지는 싱그러운 어메니티가 탁월하고 슬로우 트래블 트렌드와 맞아 

도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그림 3> 컴브리아 지역(좌)과 초지 주위의 산책로(우)

컴브리아 지역의 위치 가축 방목지 주위의 산책로

자료: 저자 작성.

  물레방아 제분소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수력(小水力) 에너지로 맷돌을 돌려 귀리를 제분하

는데, 다소 거친 귀리가루로 빵이나 쿠키를 만들어 제분소 입구의 작은 찻집(Tea Room)에서 

판매한다<그림 4>. 귀리가루도 종이봉지에 넣어 판매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이태리에서 

수입해온 거대한 맷돌이 순수한 물의 힘으로 귀리를 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산업화에 

밀려 사라진 물레방아를 재현한 것도 이색적이지만, 에너지 자립이라는 콘셉트와 함께, 

거칠어서 오히려 위 건강에 좋은 귀리 빵이 관광객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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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물레방아 제분소(좌)와 전통 귀리 쿠키(우)

물레방아 동력의 맷돌 제분소 전통 귀리 쿠키

자료: 저자 작성.

3.2.2. 농가와 환경의 공존-내셔널 트러스트 활동

  예전부터 이 지역에는 재래종 양(Herdwick 종)이 있었는데, 호주와 뉴질랜드의 메리노

(Merino) 종 양에 밀려 사라졌다가 최근 ‘우리 지역 자원 살리기’ 붐을 타고 다시 복원되었다. 

<그림 5>의 왼쪽에서 보듯이, 이 재래종 양의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주변 아름다운 호수의 

수질오염이 우려되자,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에서 농가의 방목지를 매입하였

다. 이 방목지는 다시 농가에 임대되지만, 농가는 내셔널 트러스트가 제시한 친환경 사육방

식(방목 두수 및 방목 일수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래종 양 사육과 호수 환경보전이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공원이나 산림관리사무소(민영)에서는 학생이나 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새 집 짓기, 새 먹이통 달아주기, 먹이 넣어주기, 자연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그림 5>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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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호수(좌) 및 토종 동물(우) 보호

호수보호-내셔널 트러스트 활동 토종 붉은색 다람쥐 보호운동

자료: 저자 작성.

3.3. 사회·문화적 지속성

3.3.1. 농촌다움의 보전 및 활용

  <그림 6>의 왼쪽에서 보듯이, 농가들은 비용을 적게 들이고 농촌다움을 최대한 살려, 

축사 2층 건초창고를 개조하여 티 룸(Tea Room)을 만들었다. 관광객들은 초지를 걷다가 

티 룸에 들어와 경양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쉬기도 하고, 티 룸 유리창을 통해 축사에서 

친환경적으로 키우는 젖소를 볼 수 있다. 관광객들은 자기가 마시는 우유나 유제품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신뢰하게 

되었다. 또는 지하 농기구 창고를 개조하여 축산가공품이나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주변 농가들의 유기 농산물이나 축산가공품, 수공예품도 함께 

판매한다. 농촌공동체의 따뜻함과 상호협력 정신이 살아있다(<그림 6>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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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농가 티 룸(좌) 및 가공품 판매장(우)

농가 티룸-축사 2층 건초창고 가공품 판매장-지하 농기구 창고

자료: 저자 작성.

3.3.2. 농촌자원의 보전

  <그림 7>의 왼쪽에서 보는 것은, 중세에 조성된 초지 주위의 돌담 경계선이다. 예전에는 

기계화화가 되지 않아 이를 치울 수도 없어 그대로 두었지만,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경이로운 

볼거리가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재래종 양의 복원 사례와 같이, 토종 동식물을 복원하여 생태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관광객들에게 호기심과 신선함

을 불러 일으켜 관광만족도롤 제고하게 된다. 이러한 매력이 있어야 그 관광객은 다시 오게 

되고, 주변사람들에게 이 지역 방문을 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7>  초지주변의 돌담(좌) 및 양털 공예품 판매(우)

중세에 조성된 초지의 돌담 재래종 양털 수공예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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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제적 지속성

3.4.1. 지역특산 식품·음료

  앞에서 이야기한 재래종 양고기는 육질이 좀 거칠지만 지방이 적어 웰빙(well-being) 식으

로 호평이며, 양털도 다소 거친 편이지만 그 지역산이라는 측면에서 인기가 좋다. 그동안 

없던 로컬푸드를 개발하여 내방객들에게 선보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또, 그 지역의 

여성그룹은 네트워크(Wool Clip Women Network)를 결성하여, 전통 손뜨개질로 다양한 

양모제품(모자, 스웨터, 방석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그림 7>의 오른쪽 그림 참조). 이 

네트워크는 역할분담 방식의 공동체 경영을 표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와 같이 그 지역 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색 있는 식품이나 음료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허브나 생강이 많이 나면 이를 강조하고 브랜드화한 맥주나 음료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경제 형태는 대기업 중심의 전국단위 브랜

드(national brands)에 익숙한 관광객들에게 매우 큰 흥미를 유발하고, 관광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이런 다양한 지역 특산물(local brands)의 개발과 판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3.4.2. 대여 자전거

  컴브리아 지역은 영국의 중간지점으로써 횡단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으며,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관광객들은 렌트 카처럼 자전거를 빌려(rent bicycle),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중간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에 자전거를 반납할 수 

있으며, 횡단 증명 스탬프도 받을 수 있다.

3.4.3. 산림의 보존과 활용

  영국은 산림청이 민영화 되면서 산림과 국립공원을 시민들에게 대폭 개방하였다. 예전에

는 주로 산림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지금은 보호를 하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예를 들면, <그림 8>에서 보듯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나무 둘레를 싸서 보호하면서, 

짚 와이어(zip wire)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게 하였다. 안전을 위해 조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실제 타기 전에 지상에서 약간의 훈련을 받는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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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 재미있기 때문에, 여성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이렇게 되니까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림 8> 짚 와이어(좌) 및 산악자전거(우) 타기

나무보호 & 짚 와이어 타기 숲 보존 + 산악자전거 코스

자료: 저자 작성.

  그밖에도 난이도에 따라 몇 개의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하여 산악자전거를 대여하는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9>의 왼쪽). 관광객은 산악자전거를 다 

사용 후 지정된 세척장에서 깨끗이 손질을 한 뒤, 대여사무실에 반납한다.

  앞에서 언급한 공원이나 산림관리사무소에서는 또 산림부산물로 목 공예품을 만드는 공

방도 운영하고 있다(<그림 9>의 오른쪽). 관광객이나 시민은 이 공방에서 진행하는 유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목 공예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판매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관광객이나 시민은 이 목 공예품을 살 수도 있다.

<그림 9>  산악자전거 코스(좌)와 목 공예품 공방(우)

렌트 산악자전거 시민들이 만든 목 공예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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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사례의 시사점

  첫째, 농촌자원을 슬로우 트래블 트렌드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다. 큰 시설투자 없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규모 가축질병으로 피폐

해진 지역경제를 부흥시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지 주위 걷기는 슬로우 트래블 

컨셉과 잘 매치가 되며, 관광객들은 농업생산 및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다. 사라져 가던 재래종 양(지역 토종자원)을 복원하여 로컬푸드 건강식으로 개발하였다. 

  둘째, 농촌다움을 최대한 살렸다. 축사 2층 건초창고를 개조하여 티 룸으로 만들었고, 

지하 농기구 창고를 개조하여 유기농산물, 축산가공품, 수공예품의 소규모 판매장으로 활용

하고 있다. 중세에 조성된 초지 주위의 돌담 경계선도 농촌의 역사유산으로서 스토리텔링 

되어 관광객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

  셋째,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소득증대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물레방아 제분소에서 맷돌

로 귀리를 제분하여 빵과 쿠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또, 산림자원을 

보호하면서, 짚 와이어를 설치하거나 산림 부산물로 목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다. 시민이나 

학생들은 공원에서 야생 동식물에 대해 학습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래종 양의 숫자가 늘어나 호수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자, 내셔널 트러스트의 

중재로 농업생산과 환경을 공존시킨 것도 좋은 사례이다.

  넷째, 건강한 농촌공동체 정신이 돋보인다. 농장주들이 연대하여 관광객들에게 초지 주위

를 걸을 수 있게 개방하였고, 농촌 여성그룹은 재래종 양털로 손뜨개질을 하여 수공예품을 

생산하고 있다. 거점 농가의 농산물 직판장에서는 주변 농가의 농산물이나 가공품, 공예품 

등도 함께 판매한다.

  즉, 지역자원, 농촌다움, 지속가능성(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을 잘 살리면서, 차별화 

된 관광자원과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조화시켜 관광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5. 결론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켜, 농업·농촌을 풍요롭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관광객을 맞는 농촌 쪽에서는 영국의 사례와 같이 농촌다움을 최대한 살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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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이 재미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소재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두막 카페, 물레방아 빵집, 짚이나 목 공예품 공방, 마을 뒷산의 나무를 활용한 

그네나 짚 와이어 설치, 논·하천·연못의 물고기·수중 곤충·수초 탐구 등이다.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을 즐기려는 도시민들은 통상 가족, 친구, 동호인 등 소그룹으로서, 

농촌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농민과 교류하면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으려는 성향이 강하

다. 물론 관광객도 농촌의 환경과 자원을 잘 보존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이 더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동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농촌공동체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은 농촌이 갖고 있는 공간과 사회·

문화 등 공유자산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농촌주민들이 서로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평소부터 ‘협동의 기반’이 강화되도록 네트워크 협력 사업이나 지역 공익형(CSV) 

사업을 많이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마을 단위 체험관광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community business)나, 농촌 주부들의 농가식당 공동운영, 농가와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전통식품·공예품 가공 등의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법·제도 정비 

포함)과 소프트웨어적 혁신(협동정신, 농촌공동체, 친절함 등)을 병행하며 차근차근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진과정에서 지나치게 경제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성과를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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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촌관광

마츠키 야스시(松木·靖) * · 신 동 철 ** 6)

  농촌관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일본에서는 농업·농촌 체험을 통한 교류와 농촌에서의 

숙박·체류를 포함한 체험형 및 체류형 농촌관광이 중시, 확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체험형 

및 체류형 농촌관광을 중심으로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홋카이도의 사례를 포함해 일본 농촌

관광의 전개 양상과 현재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농촌관광 정책의 등장

1.1. 농촌관광 진흥 정책 등장의 배경

  일본에서 농촌지역의 관광 진흥이 정책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물론 그 이전에 농촌관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식재료 공급지로서의 농촌의 역할뿐만 

아니라 활기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었고, 과일을 중심으로 한 관광  농원, 낙농 

체험이나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목장 등이 전국 각지에 등장하였다. 동시에 농촌 

경관도 관광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홋카이도의 후라노 및 비에이 지역

으로 대표되는 농촌형 관광지도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의 대부분은 

당일치기 또는 통과형 관광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것이, 후술한 

농촌 관광 진흥 정책의 모델이 된 농가민숙이다. 일반적으로 농가 민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이 1988년에 개업한 홋카이도 시카오이정의 ‘다이소겐노 치이사나 이에(大草原の小さ

な家)’와 신토쿠 정의 ‘요크셔 팜(ヨークシャーファーム)’이다. 또한 행정조직과 연계한 

* 일본 무사시 여자 단기대학 준교수 (matsuki@hmjc.ac.jp).

   ** 일본 홋카이도대학 농학연구원 특임준교수 (sdc1012@agecon.agr.hokudai.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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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리조트’를 추진하는 지역도 등장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 내발적 농촌관광 개발의 

동향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내 농업인 소득이나 농촌지역의 활성화로서의 농촌 관광 진흥책

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농촌 진흥 방안으로서 관광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1992년 6월에 발표된 ‘새로운 식료·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이하, 신정책)’이다. 신정책에서는 “지역 전체의 소득 유지 및 확보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농촌지역에서의 공업 등의 도입1)외

에도 지역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및 확보, 지역 내발형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진흥, 도시에게도 열린 아름다운 농촌 공간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농촌관광 

진흥을 도모한다”고 규정했다. 농촌관광 진흥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과 목적이 있다.

  먼저, 농촌지역의 소득 보장이다. 신정책은 농업 정책에 있어서 일본의 영세한 토지 이용

형 농업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체가 생산의 전반을 담당하는 농업 구조”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는 한편으로 GATT/UR협상 합의를 예측하여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

으로의 식재료 공급”을 의도한 것이기도 하다. 신정책이 지향하는 농업 구조가 실현되면, 

지역 농업은 소수의 경영체에 의해서 유지되겠지만 지역의 농업 소득은 감소하고 농업 생산

에서 이탈한 토지 소유 비농가나 소규모 겸업농가, 고령농가 등은 지역의 생활 기반을 잃어

버리고, 이로 인해 농촌 인구의 감소 및 지역의 활력 저하가 예상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

려면 농업 이외의 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 전체의 소득을 유지 및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리조트 개발에 의한 지역 진흥이라는 

움직임이 존재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버블 경제의 한가운데에 놓여있었으며, 이 시기

에 나타난 소비 활동의 확대는 국민의 여가 활동에 대한 요구의 증대와 다양화를 야기시켰

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 및 행동을 배경으로 레저나 여행 등의 소프트 경제에 의한 내수 

확대 정책으로서 제정된 것이 1987년의 「제4차 전국 종합 개발 계획」과 「종합 휴양지 정비

법」(이하, 「리조트 법」)이다. 

  1962년에 시작된 「전국 종합 개발 계획」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농촌지역

의 공업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외부로부터 농촌지역에 진출한 공장에 의해 농가의 겸업 

 1) 농촌지역내의 농공단지 건설과 같은 맥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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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증가하였고, 앞서 말한 소득 균형 목표가 달성된 지역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종합 개발 계획이 목표로 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은 전국에 두루 미치지 

못하였다. 이른바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개발 대상에 포함하고, 그러한 지역에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앞서 서술한 「제4차 전국 종합 개발 계획」과 「리조트 법」이었다. 

「제4차 전국 종합 개발 계획」은 다극분산형 국토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개발 방식으로서 

‘교류 네트워크 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국민 소득의 증가와 여가 시간의 증대를 배경으로, 

미래의 기간산업으로서 관광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류 네트워크 구상의 구체적

인 예로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제시되었고, 이로 인해 농산어촌이 가지는 지역 자원의 

관광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 것이다.

  교류 네트워크 구상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의 리조트화를 추진한 것이 「리조트 법」이다. 

「리조트 법」은 지역 내에서 기본 계획을 만들고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여 리조트 개발을 

실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로 유치된 것은 골프장, 스키장 등의 여가 시설이나 호텔 

등 대규모 리조트 시설이며, 버블 경제하에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유입되었다. 농촌지역의 

관광 진흥도 이러한 자금 유입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신정책에서 농촌관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까지는 ‘농촌형 리조트’라 불려졌다. 이 때문에 당시의 리조트 개발 정책과 연계

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 확보 대책으로서 관광 진흥이 거론되었다.

  한편, 농촌관광 진흥에는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통해 도시 주민 및 비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목적도 담겨 있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GATT/UR 농업협상

에서의 주요 쟁점은 농업 보조 및 보호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농업은 자유 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의 형태로 공격을 받았고, 

국내농업 무용론, 농업보호 철폐론이 주장되었다. 이에 대해 농업 측이 주장한 것이 국토의 

보전, 수자원의 보호, 자연 환경의 보전, 좋은 경관의 형성, 문화의 전승 등 농업의 경제적, 

정서적, 문화적 기능을 포함하는 다원적 기능이다. 이로 인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시도되었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풍요로운 국민 생활에 크게 공헌한다는 

점이 강조되게 되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교류를 통해서 도시 주민이 아름다운 농산어촌의 

경관과 지역 문화를 접하는 농촌관광도 풍요로운 국민 생활에 공헌하는 존재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즉, 농촌관광 등 농촌에서의 교류 경험을 통해 도시 주민이 농업의 현재의 

모습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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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촌관광의 정의

  신정책은 농촌관광 진흥을 방안으로 내세웠지만, 농촌관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의

가 매우 모호했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성은 ‘1990년도 농업백서(1991년)’에서 농촌관광을 

“유명한 관광지 등이 없는 농촌지역을 걸어 다니는 레크레이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으나, 

시책을 강구하고 실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관광 연구회’가 설치되었고, 신정책 발표로부터 1개월 후인 1992년 7월에 

‘농촌관광 연구회 중간보고’가 발표되었고, 농촌관광의 정의와 전개 방향이 제시되었다.  

‘중간보고’는 농촌관광을 “푸르른 농산어촌 지역에서 자연, 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여유 있는 체류형 여가 활동”으로 정의했다. 이를 토대로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고 지역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등의 인적 교류 측면을 중시하고 농산어

촌의 자연 환경과 사회를　키워야 하며, 농산어촌에서는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서 지역 

내에서의 합의를 거쳐 주체적으로 추진 한다”는 농촌관광의 기본적인 전개 방향과 추진 

내용이 제시되었다.

  ‘중간보고’가 제시한 농촌관광의 정의 및 전개 방향의 요점은 ‘교류’, ‘숙박’, ‘내발성’이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농촌 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로 

대형 버스를 타고 구경하는 ‘매스 투어리즘’이었다. 단기간에 많은 명소, 관광지 등을 둘러보

기 위해, 한 곳에서의 체류 시간이 짧아 분주하게 서둘러 구경하고 사진을 몇 장 찍고 기념품

을 구입하는 형태이다. 즉, 숙박지 이외의 관광지의 입장에선 이러한 관광형태는 통과형 

관광에 불과한 것이다. 

  농촌관광은 방문한 도시 주민들이 농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 일정 시간 체류하여 주민과 교류할 필요가 있다. 이것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나 농촌 문화와 동떨어진 농촌 외부의 개발 사업자·여행 업체에 의한 

리조트 개발과 관광 기획은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즉,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는 내발형 관광 개발이 필요해진다는 논리가 여기에서 태어나

는 것이다.

  어찌 됐건, 중간보고는 농촌관광 추진의 기본 방향이 되어 갔다. 1998년의 ‘농정 개혁 

대강’에서는 농촌관광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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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기 위해 도시 주민에 여유와 평온함을 제공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함과 

동시에, 농촌에 있어서 취업·소득 기회의 창출 등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관광

이 국민운동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건 정비를 추진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위한 대책으로서 그린   투어리즘 진흥이라는 관점은 1999년의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으로 계승되었다.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에서는 목적의 하나로서 다원적 기능의 

발휘(제3조)를 내걸었고, 농촌 진흥에 관한 시책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명시되었다.

2. 체험형 및 숙박형 농촌관광의 활성화와 정체

2.1. 체험형 및 숙박형 농촌관광의 진흥

  농촌관광을 통한 교류 및 체류라는 두 가지 기본 방향은 1995년 4월에 시행된 「농산어촌 

여가법」의 농림어업 체험민숙으로 구현되었다. 이 법은 농촌 체류형 여가 활동을, 도시 

주민이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농촌에 체류하면서 실시하는 농작업 체험 등의 활동으로 정의

한다. 이를 위해, 농촌 체류형 여가 활동에 이바지하고 기능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서 도도부현의 기본 방침 책정을 의무화하고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기능 정비 계획

의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교류형 숙박 시설로서 농림어업 체험 민숙업의 등록 제도를 실시

하고 농림어가 민숙을 지원했다. 이 등록 제도는 교류와 체류라는 두 가지 요소를, 농림어업 

체험사업과 민숙으로서  동시에 영위하는 농림어업인이 기관을 통해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

이다. 등록된 농림어업 체험민숙은 등록 기관 및 정부에 의해 공표된다. 2007~2009년까지는 

등록되는 농림어업 체험민숙 중 민숙 경영에 성공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100개

소를 ‘농림어가 민숙의 어머니’로 선정하여 사례집을 작성하였다. 이는 높은 수준의 농가 

민숙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농가 민숙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후술할 농가 민숙에 관한 규제 완화의 효과도 있으나, ‘농업 센서스’의 농가 민숙은 2005년의 

1,492업체에서 2010년의 2,006업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체험형 및 숙박체류형이 활성,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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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체험형 숙박형 농촌관광의 정체

  이처럼 농업 체험형·숙박 체류형의 농촌관광 진흥책을 강구했지만, 이것의 확산은 제한적

이었다. ‘농업백서’에서 비정기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농촌관광의 비율을 찾아보면, 관광객 

수에 대한 농촌 관광객 수의 비율은 1990년부터 2000년에 걸쳐 거의 3%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다. 그 요인 중 하나는 도시 주민의 여가 활동에의 수요이다. 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여행 수요는 주말 당일치기 또는 1박 2일 여행이 많으며,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8년 농림수산성이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 농촌 교류 조사에서는 “도시 

주민이 농림어촌으로 여행하거나 도시에서 농림어촌의 이벤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고 응답

한 사람의 비율은 60%를 넘어섰다. 그러나 관련된 내용을 보면 “관광·레저”(68.4%), “농산어

촌에 가서 그 지방의 특산물 구입”(54.6%), “관광농원이나 관광 목장의 이용”(50.6%)으로 

관광·레저, 쇼핑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농림어업의 체험·농산어촌의 현지 견학”은 20.2%

로 체험형 교류의 비율이 낮았다(1998년도 농업 백서).

  이러한 경향은 2001년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52.6%가 여가 활동으로 농촌을 방문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체험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새벽시장이나 농산물 직매장에

서의 쇼핑”이나 “관광농원에서 과일 수확 또는 관광 목장에서의 착유 체험”이며, “주말 농장

에서의 농작물 재배나 체험 농원에서의 농작업 체험”이나 “팜 스테이 농가에서의 농촌 생활 

체험”의 비율은 낮았다.  

  한편, 2003년 일본 정부는 외국인 여행객의 확대를 목표로 ‘관광 입국’을 선언했다. 2006

년의 관광 입국 추진 기본법 제정, 2007년의 관광 입국 추진 기본 계획의 수립, 2008년의 

관광청의 설립을 통해 관광 산업의 육성 및 성장 노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2007년의 

기본 계획에서 새로운 관광 형태로 ‘뉴 투어리즘’이 제기되어 농촌관광도 주요 형태로 자리

매김했다. 그러나 ‘2007년 농업 백서’에 따르면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농산어촌에서 

농업 체험과 숙박을 즐기는 여행’을 경험한 사람은 3%에 그쳐 농산어촌 체험 투어의 60%는 

당일치기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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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농촌관광의 모색

3.1. 농촌관광의 다양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숙박형 농촌관광의 홍보 및 확대가 주춤한 반면, 농산

어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관광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농촌관광 연계의 모색이었다. 당일치기 중심의 도시 주민의 요구에 따라 농산물 

직매장, 관광농원 및 관광 목장, 시민 농원, 체험 농장, 농산물 가공 체험 시설, 농가 레스토랑 

등 다양한 형태의 당일치기형 농촌관광이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체험형·숙

박형 농촌관광에서도 같은 양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체험형·숙박형 농촌관광

의 수요가 형성되었다.

  아오키(2010)는 일본형 농촌관광을 ① 사회적 자기실현형, ② 노동 공헌형, ③ 학습형, 

④ 교육 체험형, ⑤ 자원 활용형, ⑥ 인간 복지형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표 1>. 

사회적 자기실현형은 농산어업 체험 민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형 농촌관광이 목표로 

한 형태이다. 그 밖에 5가지 유형에서 주로 언급된 것이 교육 체험형이다.

<표 1> 일본의 농촌관광의 유형

유형 내용 형태

사회적 자기 실현형

수익성 추구 보다는 지역 주민과의 연계를 중시하면서 생활 체

험을 교류에 활용하여 농가 또는 농촌주민으로서의 삶의 보람 

창출

농산어촌 체험 민숙 등

노동 공헌형 농가에 체류하고 농작업에 종사함. 일반 고용보다는 낮은 보수
농촌형 워킹 홀리데이, 아

르바이트, 봉사활동 등

학습형

방문자와 지역주민 양쪽 모두가 공통의 장소에서 지역자원을 

모색하거나 지역활성화 과제를 찾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교육 체험형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농업 체험 및 농촌 체류
농업 체험 및 농촌 체류를 

포함한 수학여행

자원 활용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농촌관광

체류형 시민농원, 호텔, 

학교시설, 빈 집 또는 고택

의 재 이용 등

인간 복지형
건강 유지나 스트레스 해소 등의 심신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농

촌관광

자료: 아오키(2010) “전환하는 농촌관광”에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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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체험 교육 여행의 등장 배경

  당시 도시 시민들은 농장과 농업 체험 등의 도시와 농촌 교류를 통해 어린이에게 자연의 

풍요로움을 가르치는 장소로서 농업 및 농촌의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93

년 총리부의 여론 조사에서는 농촌의 역할 중 특히 중요한 것으로 ‘농촌에서의 생활과 농업 

체험을 통한 야외 교육의 장소’가 22.3%로 ‘식량 생산의 장소’, ‘지역주민들의 취업 및 생활하

는 장소’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또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농촌에서의 생활과 농업 체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 “광대한 자연을 접할 수 있음”, “생물을 관찰, 채집하는 등 생물에 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음”, “학교나 가정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음”, “갓 

수확한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먹거리와 농업에 관심이 생겨남 ”,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알 수 있음”이라는 항목에서 4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농업 및 농촌이 가지는 교육 효과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학교 교육에서도 농업 체험학습을 도입하는 변화가 있었다. 1998년에 ‘유토리 교육’이라 

불리는 학습지도요강이 개정되었다. 이 학습지도 요강은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것을 목표

로 하고 그 관점에서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종합적인 학습 시간(이하, 종합 학습)’이 

도입되었다. 종합 학습에서는 자연 체험과 봉사 활동 등의 체험형 학습이 포함된다.

  학습지도요강은 2002년에 완전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의 주5일제가 실시되었다. 

게다가 종합적인 학습의 일환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농업 체험학습

이 실시되었고, 주말을 이용한 농업 체험의 기회도 증가했다. 2004년도에 농업 체험을 실시

한 초등학교는 전체의 76.6%에 달하였고, 중학교에서도 34.2%가 실시하고 있다.2)

  농업 체험 교육은 2005년 7월에 시행된 「식생활 교육 기본법」에 의해서도 규정되었다. 

「식생활 교육 기본법」은 식생활 교육을 전 국민의 평생교육으로 하며, 학교·어린이집 등에서

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급식의 실시,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농장 등에서의 실습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어린이의 식생활에 관한 이해의 촉진을 도모함과(제22조) 동시에 

이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농업체험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수학여행에 농업 체험을 통한 교육 체험형 농촌관

광이 일본형 농촌관광의 한 형태로 대두되었다. 농업 체험 수학여행은 정체되어 있던 체험형 

 2) 사단법인 전국 농촌 청소년 교육 진흥회 ‘초·중학교의 농업 체험학습 활동에 관한 설문 조사’ 200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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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체류형 농촌관광에게 새로운 수요의 창출의 기회였다. 수학여행은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되기 때문에, 특정 학교와의 제휴를 통해 고정 이용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동시에, 농업 체험 수학여행은 방문 지역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미 언급한 

통과형 단체 관광과 비교하면농촌관광은 개인 및 가족 등의 소규모의 이용객을 고려한 교류

형 및 체류형 관광으로서 추진·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은 

하나의 학급을 기본 단위로 하는 단체 여행이다. 방문 지역에는 버스 1대 즉, 40~50명의 

학생과 인솔 교사가 숙박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며, 방문시기, 체험 내용, 요금 

등을 학교 측과 조정, 협상하는 경우가 생겼고, 때로는 사전 학습 자료의 제공도 요구되었다. 

따라서 농촌 체험 수학여행을 추진하는 농촌관광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매니지먼트 

기능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4. 교육체험여행의 수용에 따른 새로운 전개

  교육체험여행은 하나의 농가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단위의 농업 체험학습이

나 수학여행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설 정비나 네트워크와 매니지먼트 기능의 창출이라는 

조직화가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관광 정책이나 관광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

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4.1. 규제완화에 의한 지역 내 농가 민숙의 증가

  1개소당 숙박 인원이 적은 농가 민숙에서 수학여행을 수용하기에는 지역 내 농가민숙 

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숙박 영업에 관한 다양한 

기준이다. 농가 민숙은 숙박업의 간이 숙소에 해당하고, 숙박업 법 외, 소방법, 건축기준법 

등에 요구되는 요건 및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객실 면적이 33m
2
 이상, 소방 

설비의 설치,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의 영업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 

및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농가 민숙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구조 개혁 특구를 이용하여 숙박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고 수학여행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만

들기를 실시한 선구적인 사례가 홋카이도의 나가누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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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누마정은 삿포로 중심부에서 차로 약 50분, 홋카이도의 하늘길인 신치토세 공항에서 

차로 30분 정도의 거리로 가깝고, 지역 내에 골프장, 스키장, 온천 등의 다른 체험형 관광 

목장과 캠핑장, 농가 레스토랑, 관광농원, 농산물 직매장 등 수많은 농촌 관광 시설이 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2000년에 89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은 당일치기 

관광객이었다. 나가누마정은 관광객 100만 명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체류형 관광객을 늘려 

관광 수입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서 주목한 것이 농가 민숙이다. 대규모 

숙박 시설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전국 각지에서 실패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처럼 높은 위험성을 수반한다. 이에 나가누마정은 평소에 이용하지 않는 빈 방을 가진 

농가가 많고, 이 방을 활용하면 2,3명은 충분히 숙박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농가 

민숙을 소규모 단위의 관광객 숙박시설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즉, 농가당 숙박 인원수는 적지

만,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면 많은 인원이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농가 민숙도 호텔이나 여관과 같은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갖추어야 할 시설에 

대한 규제가 많이 있었다. 나가누마정의 경우 소방 시설이 특히 부담이었다. 그래서 나가누

마정은 경제 구조 개혁 특구 제도를 이용하여 간이 소방 시설의 설치 허용을 요구하는 

규제 특별 완화 조치인 ‘나가누마정 농촌관광 특구’를 신청했다. 이는 2004년 3월에 승인되

어, 숙박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화재 경보 설비 등의 설치가 면제되었고,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로 농가 민숙을 개업할 수 있게 되었다.

  나가누마정의 특구 승인 후 112호의 농가가 참여하여 ‘나가누마정 농촌관광 운영 협의회’

가 설립되었다. 운영 협의회의 사무국은 나가누마정에 위치해 실질적인 업무는 행정기관이 

대신하고 있다. 운영 협의회는 사업 개시 초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의 숙박과 

아침 식사만 제공하는 유럽형 ‘B&B(Bed and Breakfast)’로 시작하였고, 연구회 및 연수를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는 연속 숙박과  아침 및 저녁 식사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수학여행 수용 사업’을 목표로 하는 농가 민숙 사업의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농가 민숙 시작 후 2년째인 2006년과 3년째인 2007년 수학여행 수용 실적은 <표 2>와 

같다. 2006년에는 10개교의 1,002명, 체험학습에는 5개교의 783명이 방문하였으나, 2007년

에는 17개교의 2,47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006년의 수학여행은 모두 1박 2일 

뿐이었지만, 2007년에는 연속 숙박이 늘어났다. 이를 통해 농가 민숙 사업이 당초 구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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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을 향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대 수용 인원도 2007년에는 

28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대형 관광버스 6~7대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역 내 온천시설

의 수용 인원인 130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즉, 농가 민숙의 규모가 중간 규모의 

호텔에 해당하는 숙박 시설로 성장한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표 2>  나가누마정의 농업체험형 학습의 수용 상황

단위: 교, 명

구분
2007년 2006년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합계 17 2,475 10 1,002

학교
고등학교 12 1,718 4 474

중학교 5 757 3 528

숙박일

1박 8 1,134 10 1,002

2박 6 921 - -

3박 3 420 - -

최대수용인원 281 208

주: 2007년에는 집계 시점에서의 수용예정을 포함함.

자료: 나가누마정 농촌관광 운영협의회 조사결과에 따라 저자 작성.

  나가누마정이 신청한 농가 민숙의 소방 시설 완화 조치는 200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

고, 농가 민숙에 대한 규제완화가 2003년~2005년에 집중적으로 실시된 점을 고려하면, 

농가 민숙 추진이 규제 완화 조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농림어업 체험 민숙의 등록대상을 농림어업인 또는 이를 조직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비농림

어업인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4.2.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형성된 광역 네트워크로서의 대응

  나가누마정처럼 하나의 지자체에서 많은 농가 민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지자체

에 걸쳐 광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수학여행 방문객을 맞이하는 형태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그 중 하나로서 홋카이도 소라치지역 중북부의 ‘소라치 DE 이이네3)’를 소개한다.

  소라치 지역에서는 행정기관 주도로 농업 체험을 추진하는 농가의 그룹화가 진행되고 

 3) ‘소라치 DE 이이네’는 “소라치라서 좋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단체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이므로, 그대로 사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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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타키카와 농촌관광 연구회(타키카와시)’, ‘후카가와 꿈의 농촌 학원(후카가와시)’, 

‘비바이 농촌관광 연구회(비바이시)’ 등이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소규모의 수학여행의 

방문을 수용하는 사례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룹이나 농가는 홋카이도 소라치지청(현 소라치 종합 진흥국)의 제안으로 2001~ 

2003년, 3년간 ‘소라치 만남 및 리플레쉬 존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타키카와시, 후카가와

시, 비바이시 등의 농가 그룹을 중심으로, 교류 사업에 종사하는 ‘만남 농장’ 등을 포함해 

광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수학여행단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수학여행객의 증가로 인해 사업 

마지막 해에는 하나의 지자체만으로 수학여행객을 수용하기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학교 

단위로의 농업 체험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농가 그룹을 총괄, 조정하는 중간관리자

적 기능을 갖는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소라치지청 스스로가 사무국 기능을 하거나 자주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갖는 사무

국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제약으로 인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소라치지청은 스키장에서 수학

여행객을 대상으로 스키렌탈업을 하는 타키카와시의 주식회사 A에 사무국 기능을 의뢰하였

고,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그룹을 한데 모아 2004년 2월에 ‘소라치 DE 이이네’를 발족하였다. 

  농업 체험은 네트워크 사무국과 참가 단체의 담당자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학교 

및 단체로부터의 접수는 여행사를 경유하는 것이 주류이다. 여행사와의 절충 및 조정(예약, 

가격, 취소, 불만 접수 등)은 네트워크 사무국이 담당하며, 참가 단체의 담당자는 수학여행객

을 어느 농가에 보낼 것인가를 결정한다. 물론, 네트워크 사무국이 직접 수학여행객을 어느 

농가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네트워크 사무국이 협상과 사무를 

원스톱으로 도맡아 처리함에 따라 단체 여행담당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06~2008년의 수학여행객의 방문 실적은 <표 3>과 같다. 수학여행객 및 체험 학생과 

학교 수는 증가 경향에 있지만, 당일 체험과 숙박 체험을 비교하면, 당일 체험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간사이 지방의 대부분의 학교가 아사히야마 동물원과 후라노 및 비에이 지역의 

관광, 그리고 소라치 지역에서의 농업 체험을 하나의 세트로 하여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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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라치 DE 이이네’의 농업체험 수용 학교수

단위: 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학교소재지

당

일

치

기

도내

한나절 4(4) 4(4) 2(2) 삿포로시

하루 - 1(1) - 삿포로시

소계 4 5 2

도외

한나절 6 4 9(2) 효고, 오사카, 교토

하루 4 3 3 효고, 교토

소계 10 7 12

계 14 12 14

숙

박

도외
1박 4 6(2) 6(1) 오사카, 효고, 히로시마

2박 이상 - - -

계 4 6 6

합계 18* 18 20

주 1) 2006년도의 합계의 *는 도외의 같은 고등학교가 숙박 체험과 한나절 체험을 따로 실시하여 1개교가 중복되어 있음.

   2)  괄호 안은 중학생임.

   3) 원데이터는 ‘소라치 DE 이이네’사무국 조사 자료임.

자료:  마츠키 야스시, 마사키 스구루, 나가오 마사카츠 “농촌관광과 농촌 활성화-홋카이도”, 사카시타 아키히코 및 이병오 편

저 “한일 지역 농업론에의 접근”(2003년)의 <표 6-6>을 일부 수정함. 

4.3. 수용 조직의 자립화 움직임

  수학여행단을 맞이하기에는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움직

임은 다양하며, 나가누마정처럼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담당하거나 소라치 지역의 사례처

럼 지역 기업에 위탁하는 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의 수용 조직이 하나의 자립 

경영체로서 성장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직 중 하나가 홋카이도 토카치, 시카오이정의 NPO법인 홋카이도 투어리즘 협회

이다. 홋카이도 투어리즘 협회는 시카오이정의 농가 민숙이 구성원인 민간단체이다. 시카오

이정에서는 1990년에 시카오이정 팜 인 연구회가 설립되었다. 시카오이정은 여러 농업인이 

지역적으로 그린   투어리즘에 임하였다는 점에서 전국에서도 농촌관광의 선구자적인 지역으

로 꼽히고 있다. 연구회는 2000년에 현재의 NPO법인으로 이어져 교육 체험여행의 접수 

및 안내 등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만들기, 

새로운 사업 만들기를 추진해 왔다. 

  그 중 하나로 지역 내 호수에서의 유어(遊漁) 관리사업이 있다. 이 호수에는 준멸종 위기의 



30 ∙ 세계농업 2020. 3월호

희귀종인 곤들매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시카오이정이 직접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는 과도한 재정지출을 야기시켰다. 홋카이도 투어리즘 협회는 곤들매기를 보호함과 동시

에 낚시꾼을 대상으로 한 관광자원화를 제안하여 2005년부터 시카오이정으로부터 유어관리 

사업을 수탁하고 있다. 수탁 후 자원 회복과 관광자원화에 성공하여 시카오이정이 직접 

관리하던 이전에 비해 50배 이상의 경제효과를 달성하였고 유어(遊漁) 관리 사업 홋카이도 

투어리즘 협회의 메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사업으로서 홋카이도 투어리즘 협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상공업자들에 

동기를 부여하여 식품 가공개발 회사를 설립, 지역 내에서 방목 사육한 돼지를 활용한 가공

식품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드물지만 지역 내의 수학여행 수용 조직이 

하나의 자립 경영체로서 성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4.4. 교육 체험여행 현황

  학교가 실시하는 농산어촌에서의 체험학습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14년 내각부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학교가 제공하는 체험학습, 특히 아이들에게 

농산어촌 지역의 사람들과의 교류나 자연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학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내각부 ‘농산어촌에 관한 의식 조사’ 2014년 

6월). “실시해야 한다”(68.4%)와 “선택해야 한다면 실시해야 한다”(28.3%)를 합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6.7%로 나타났다. 2005년 11월의 조사 결과인 88.8%보다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농업 체험 교육 및 농촌에서의 교류 체험 교육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수학여행

을 통한 농업 체험에의 수요는 많아졌다. 그러나 홋카이도는 수학여행객의 방문 희망 의사에 

모두 대응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 

  홋카이도 농정국의 조사에 따르면, 홋카이도의 농가 민숙 수는 농가 민숙의 규제가 완화되

어　수학여행객을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된 2005년 이후 급증하여 2015년에는 2005년(46호)

의 10배 이상인 475호를 기록했다. 현재도 450호를 넘고 있다<그림 1>. 게다가, 농림업 

센서스에 의하면, 전국에서 농가 민숙을 실시하고 있는 경영체 수는 2005년의 1,492호, 

2010년의 2,006호, 2015년의 1,750호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에 비해 홋카이도의 증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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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목할만하다 그러나, 농가 민숙 수는 전국적으로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홋카이도 

또한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1> 홋카이도의 농가 민숙 수의 추이

단위: 호

자료: 홋카이도 농정국(2019).

  그러나 홋카이도 농정국의 ‘농촌 투어리즘(수학여행) 실태 조사(2019년)’에 따르면, 수용 

실적을 상회할 정도의 방문 희망자가 있고, 그 중 상당수를 맞이할 수 없는  실정이다<표 

4>. 이 조사는 교육 여행을 수용하는 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2018년은 

당일치기 및 숙박을 합쳐 2만 명의 방문 희망자가 있었으나, 이 중 20%에 해당하는 4,000명

이 수용 불가로 인해 방문하지 못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용 실적에 대한 수용 

불가의 비율은 당일치기보다 숙박이 더 크며, 홋카이도의 농촌관광은 숙박형 농업 체험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 원인은 교육 여행 수용 농가 수의 임계점 도달 및 감소에 있다. 앞서 제시한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농가 민숙 수는 감소하고 있다. ‘농촌 투어리즘(수학여행) 실태 조사’

에서는 3년간 새롭게 교육 여행을 수용하기 시작한 농가가 113호였지만, 협의회에 참여하면

서도 3년간 실적이 없는 농가는 신규 농가를 웃도는 122호이다. 교육 여행 수용 농가의 

감소 이유로서는 고령화와 이농, 그리고 본업인 농업이 바쁜 관계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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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들 수 있다. 농가 및 농촌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이농, 그 이면에 있는 영농 지속 

농가의 규모 확대라고 하는 일본의 농업 농촌을 뒤덮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농촌관광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표 4>  교육 여행 수용 실적과 수용불가 인원 수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당일치기
수용 실적 7,876 7,341 9,677

수용 불가 1,441 1,376 1,898

숙박
수용 실적 7,179 7,021 7,101

수용 불가 2,666 2,796 2,118

합계
수용 실적 15,055 14,362 16,778

수용 불가 4,107 4,172 4,016

자료: 홋카이도 농정국(2019). 

5. 비즈니스 지향을 강화하는 농촌관광 정책

5.1. 농촌관광을 둘러싼 환경 변화

  최근 일본의 농촌관광에 큰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에는 고도화된 정보화와 외국인 여행객

의 증가가 있다.

  개인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무선 통신망의 확충으로 인해 고도화된 정보화 기반이 마련되

어졌고, Facebook, Twitter, LINE, Instagram 등 SNS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에 다양한 정보를 발신하고, 모두가 

전 세계의 정보를 검색, 열람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 상거래도 확대되

고 관광업계에서 항공권 및 호텔, 숙박 등의 인터넷 예약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SNS 

이용자의 증가는 관광지의 다양화와 확산을 낳았고, 이는 가이드북에서 소개된 관광명소라

는 제한된 장소를 방문하는 기존의 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SNS를 

활용해 사업자 및 지역 거주자에 의한 지역의 경관의 발신, 또는 방문 여행객에 의한 발견과 

그것의 공유, 마지막으로 컨텐츠 투어리즘 등과 관광 정보 및 관광 수요와 형태의 다양화와 

맞물려 여러 지역에 관광객이 방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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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2003년 외국인 여행객의 증가를 목적으로 Visit Japan 사업을 시작하였다. 

Visit Japan 사업을 시작한 2003년의 외국인 여행객 수는 521만 명으로, 2013년에는 1,000

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6년에는 1,974만 명으로, 출국한 일본인 수인 1,621만 명을 상회하

였다. 2019년의 외국인 여행객 수는 3,188만 명으로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올해 2020

년에는 4,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 여행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광 수요와 관광 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개인이나 가족 등 적은 인원으로 철도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나 렌트카를 이용하여 지방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행객은 관광 명소를 둘러싼 

주유(周遊)형 단체 투어가 중심이지만, 재방문 횟수가 많아지면 지방을 방문하는 비율, 혼자

서 또는 가족과 여행하는 비율, 자유여행의 비율이 높아진다(관광청 ‘2017년 일본 방문 

외국인 소비 동향 조사’). 또한 자연과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북미 및 유럽 등으로부

터의 여행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화된 정보화와 외국인 여행객의 증가로 인한 니즈의 다양화는 그 동안 정보 

발신의 기회가 제한되었고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농산어촌의 관광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5.2. 농촌관광 정책의 새로운 전개 - 농박(農泊)

  외국인 여행객의 증가라는 외부 환경 변화와 교육 체험여행의 수용에 따른 지역의 조직화, 

자립적인 경영체의 성장이라고 하는 기반이 형성된 2017년부터 농박 추진 사업이 시작됐다.

  농박 추진 사업은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 비전(2016년 3월)’에서 일본 특유의 전통 

생활 체험과 비농가를 포함한 농촌지역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농박”을 추진한다”라는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농박과 지금까지의 체험형 및 체류형 농촌관광은 무엇이 다른가? 농림수산성의 정의에서

는 농박은 농산어촌 지역 특유의 전통적인 생활체험과 지역 사람들 간의 교류를 즐기면서 

농가나 고택 등에서의 숙박을 통해 여행객에게 해당 지역의 매력을 어필하는 농산어촌 체류

형 여행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기존의 체험형·체류형 농촌관광과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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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농박이 지향하는 방향

구분 현재 향후

지역의 목표 사는 보람 만들기에 중점 지속가능한 산업

자금 정부 자금에 의존 자립적인 운영

체제
임의 협의회

(책임이 불명확)

법인 형태의 추진 조직

(책임의 명확화)

수용 조직 기능 농가에의 숙박 매칭이 중심
마케팅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판매, 프로모션, 운영 활동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s://www.maff.go.jp/j/nousin/kouryu/170203.html; 검색일: 2020년 2월 1일).

  이에 농림수산성은 기존의 농촌관광과 농박의 차이를 <표 5>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오키(2010)는 기존의 체험형·체류형 농촌관광을 사회적 자가실현형 

농촌관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수익성의 추구보다 교류에 의한 농촌 주민, 농업인으로서

의 보람을 찾는 것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빗대어 농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외국인 여행객의 방문도 범위에 포함하는 사업으

로서 그린   투어리즘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아베 정권이 내걸고 

있는 “일본 재흥 플랜”의 농업의 성장 산업화, 6차 산업화 등에 의한 신산업 육성에 의한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이라는 노선에 맞춘 것이다. 농업의 성장산업화는 비농업부문에서의 

참여를 포함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주체에 농지를 집적하고 대규모

화,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농박은 이것에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접근하는 것으로, 삶의 

보람을 야기하는 부업부문으로서의 농가 민숙을 자립 수익부문으로, 인적 및 자금적, 공적 

지원에 많이 기대는 지역 내의 수학여행 수용 조직을,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법인조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역 기반으로서 앞서 말한 

교육 체험여행 수용에 의한 농가 민숙의 조직화와 수용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의 형성이 

존재한다. 

  농박 추진 사업의 원년인 2017년도에 실시된 것은 ‘박식분리실증사업4)’이다. 구체적으로

는 농가 민숙 등의 경영 자원을 숙박으로, 먹거리 기능은 농가 레스토랑에 집중하는 것으로, 

숙박과 먹거리를 분리시켜 양쪽을 연계함으로써,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지역 식재료를 

사용한 먹거리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4) 이는 ‘泊食分離実証事業’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숙박 음식 분리 실증 사업’이라 표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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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는 2020년까지 농박을 사업모델로서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만들

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박 5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박 추진사업, 시설정

비 사업, 광역 네트워크 추진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농박 추진 사업은 국내외 여행객의 농산어촌 지역에의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박 추진체제 구축과 매력 있는 관광 콘텐츠의 개발, 인바운드 수용 환경의 

정비, 전문 인력의 확보, 농가 민숙에서 농가 민박으로의 전환5) 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사업의 실시 주체는 지역 협의회 등이며, 지역 협의회란 농박 실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법인이 구성원이거나 해당 법인이 구성원으로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단체를 포함한 조직이다.

  시설 정비 사업에는 지자체·핵심 법인이 운영하는 고택 등을 활용한 숙박 시설과 체험·교

류 시설, 활성화 계획에 따라 농박에 임하는 지역에 집객력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판매 

시설 등, 농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시설의 정비가 있다. 또한 숙박 시설의 질 

향상을 위해 인바운드를 포함한 개인 여행객 등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숙박 시설의 개보수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광역 네트워크 추진 사업은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전략적인 국내외에의 홍보 및 대규모 

박람회의 출전, 상담회(商談会) 개최, 농박 추진상의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에 대해 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전국에 분포하는 

협의회의 정보를 모은 농박 포털사이트(nohaku.net)가 운영되고 있다.

  농박과 함께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SAVOR JAPAN이 실시되고 있다. 

SAVOR JAPAN은 지역의 먹거리와 그것과의 관련 산업인 농림수산업이 중심이 되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이다. 2019년까지 27개 지역이 인증을 받았다. 

  이 SAVOR JAPAN과 2017년도에 실시한 ‘박식 분리 실증 사업’은 지역의 ‘먹거리’를 개발

하는 것으로 지역의 식재료를 관광자원화하고, 먹거리를 농촌경관 및 농촌문화와 융합한 

농촌형 관광지의 형성을 도모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관광지와 관광 메뉴 이외의 새로운 

관광지 및 관광 메뉴를 개발함으로써, 외국 여행객의 방문을 증가시키려는 관광 정책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5) 민숙(民宿)은 여관업 법 하에, 시설의 설비나 직원의 배치 등에 일정의 조건이 설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은 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는 데에 반해, 민박(民泊)은 일반적인 개인 가옥을 중심으로 한 숙박이므로 개인 간의 거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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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즈니스 지향에 의한 농촌관광 성장의 가능성

  농박 정책은 일본의 관광정책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농촌지역의 관광객 수용 확대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관광객 수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농촌관광은 농촌 

관광부문의 전업화 및 분업화와 비즈니스로서의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관광 전업화의 필요성으로서, 첫째, 전문 농촌 관광사업자의 육성이 있다. 농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농촌 공간에서의 체험이나 농촌 경관으로부터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 공간, 농촌 경관에 의존하여 서비스나 음식의 수준이 낮은 농가 민숙, 

농가 레스토랑이 다수 존재한다. 필자도 두 번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많이 있다. 앞으로의 비즈니스 지향에 의한 농촌 관광사업의 전업화와 박식분

리에 의한 전문화는 농촌관광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높은 매력을 가진 농촌관광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농촌관광의 후계인력 육성 및 확보이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최근 농가민숙은 전국

적으로 감소 경향에 있다. 농업 센서스를 보면, 주말농원, 체험농원, 관광농원도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감소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와 이농 그리고 본업인 농업에의 

충실로 인한 일손 부족을 들 수 있다. 고령인이 농업 농촌 관광사업을 포기하고, 고령인으로

부터 농지를 임차 혹은 구입하여 경지 면적을 확대한 농업인이 부가 소득 확보를 위해 

실시해 온 농업 농촌 관광을 중지하는, 농촌관광을 둘러싼 지역 내 농업 구조 변화가 발생하

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농촌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업적으로 농촌 관광사

업을 추진하는 인력 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농촌관광사업의 전업화를 추진해 가는데 있어 해당 인력은 굳이 농업

인일 필요는 없다. 실제로 농림어업 체험 민숙 등록 사업은 기존의 농림어업인 이외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2018년도까지 농박추진사업의 인가를 받은 전국 428지역의 협의회를 대상

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협의회 구성원 중 주된 사업이 농림수산업인 경우가 48%에 불과하는 

등 구성원의 사업 영역은 다양해지고 있다. 협의회 구성원의 사업 다양화는 농업인 이외에 

농촌지역에서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다양한 주체, 예를 들면, 귀농 귀촌인이나 상공업자 

등을 협의회에 포함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지역 전체로서의 관광사업의 확대 및 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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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며, 동시에 귀농 귀촌인이나 농업 외부로부터의 이주자와의 교류 및 협동은 홋카이도 

시카오이정의 사례처럼 6차산업화나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농촌 

관광사업의 비즈니스로서의 자립은 귀농 귀촌인이나 이주자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 U턴

이나 I턴에 의한 귀농이나 농촌 이주의 조건을 형성, 개선하기도 한다.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의 소득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속적인 사업 진행과 성장

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농업의 부가적인 부문으로부터 농업에서 독립한 고유의 부문으

로의 분화 및 전문화는 농촌관광의 비즈니스 지향에서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일 것이며, 

농촌 관광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라 생각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는 지역의 상공업자와의 

연계, 귀농 귀촌 촉진, 6차산업화라는 요소와 어우러져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시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농박 정책의 비즈니스 지향은 현 시점에서 일본 농촌 관광의 성장방향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농촌 관광의 기존 형태, 즉, 삶의 보람 및 힐링을 

위한 농촌 관광을 지속으로 추진해 온 지역에서 또 다른 형태로 분화,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8 ∙ 세계농업 2020. 3월호

참고문헌

青木辰司. 2010. 『転換する農村観光』.

観光庁. 2018. 「2017年日本訪問外国人消費動向調査」.

全国農村青少年教育振興会. 2005. 「小·中学校における農業体験学習活動に関する設問調査」.

北海道農政局. 2019. 「農村ツーリズム（教育旅行）受入実態調査」.

内閣部. 2014. 「農山漁村に関する意識調査」.

農村観光研究会. 1992. 「農村観光研究会中間報告」.

農林水産省. 1990. 「農業白書」.

農林水産省. 1998. 「農業白書」.

農林水産省. 1998. 「農業白書」.

農林水産省. 1998. 「都市農村交流調査」.

農林水産省. 2001. 「都市農村交流調査」.

農林水産省. 1992. 「新しい食料·農業·農村政策の方向」.

松木靖·正木卓·長尾正克. 2013. 「農村観光と農村活性化－北海道－」. 坂下明彦·李炳旿編

著. 『日韓地域農業論への接近』.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월

스마트농업

해외 스마트농업 사례

일본의 스마트농업 현황

한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주요 과제

2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경제부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속의 농업

SDGs와 농업부문 성과평가 및 쟁점

SDGs와 농업개발: 식량안보와 포용적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3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환경부문

SDGs 농업‧환경 연관 목표 이행방안

SDGs와 기후변화 대응: 중앙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4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사회개발부문

SDGs와 농촌개발 현황 및 시사점 

SDGs와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방향과 전략 

5월

식품표시제도

미국의 식품영양표시제도 개정안 논의 동향

유럽연합의 식품표시제도 

일본의 식품표시제도 특징 및 시사점 

6월

도시농업 I

일본의 도시농업과 관련 기술 동향

싱가포르의 도시농업 현황과 정책

쿠바의 도시농업

7월

도시농업 II

독일의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영국의 도시농업과 시사점

해외 도시양봉의 현황과 사례

8월
메가(Mega) FTA I

TPP협정 내용과 농업분야 시사점

9월

메가(MEGA) FTA II

FTAAP 논의 동향과 시사점

RCEP 협상 동향과 시사점

10월

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중국의 정책과 법제 동향 분석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농업 및 식품분야 대응방안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HISTORY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39

�����������	� ����	
�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1월

사회적 농업 I

유럽의 사회적 농업 개관과 이탈리아의 사례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12월

사회적 농업 II

영국의 사회적 농업

일본의 사회적 농업

2017년

1월

사회적 농업 III

독일의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 결론 및 시사점

2월

여성농업인

FAO의 성 인지적 농식품 가치사슬 개발

EU 농촌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성주류화 전략

3월

기후변화정책

미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정책

영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정책

4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I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업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과 공유경제

5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II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국 농업과학기술 정책동향

6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III

4차 산업혁명과 농업부문 해외 관련 기술 및 연구동향

4차 산업혁명과 우리 농업의 미래

7월

음식물쓰레기정책 I

영국의 음식물쓰레기 감축 활동

미국의 식품 손실 현황과 과제

8월

음식물쓰레기정책 II

EU 음식물쓰레기 현황과 감축 활동 

일본의 음식물쓰레기 관리 정책 

9월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I

기후변화와 물발자국의 미래

보이지 않는 물 교역 

40 ∙ 세계농업 2020. 3월호

(계속)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7년

10월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II

물-에너지-식량 넥서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물발자국의 개념과 산정

11월
GMO표시제

주요국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12월

농촌지역 일자리 정책 I

OECD선진국들의 농촌지역 일자리 전략 

유럽 청년농업인 실태와 육성 전략

2018년

1월

농촌지역 일자리 정책 Ⅱ

미국의 신규농 육성사업

아일랜드의 청년 농업인 정책

2월

농촌지역 일자리 정책 Ⅲ

콜롬비아 농촌 일자리 쟁점과 정책

일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및 프로그램

3월
식물검역

일본·미국·호주 식물검역제도 현황

4월
지방농정체제 Ⅰ

미국의 지방농정 추진제도 - FSA와 AMS를 중심으로 - 

5월
지방농정체제 Ⅱ

일본 지방농정 추진체계와 시사점

6월

지방농정체제 III

독일의 농정 추진체계와 시사점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방농정 추진체계

7월
동물·축산물 검역

EU 주요국의 동물·축산물 검역제도

8월
문화유산과 농촌개발Ⅰ

유럽 주요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9월

문화유산과 농촌개발Ⅱ

유럽 주요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활용 사례,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사례

10월
세계중요농업유산

중국·일본의 세계중요농업유산 현황과 시사점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HISTORY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41

(계속)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8년

11월
학교급식 I

일본의 학교급식과 지역 농산물의 이용

12월
학교급식 Ⅱ

미국의 학교급식 및 USDA 아동 영양 프로그램

2019년

1월
학교급식 III

유럽 학교급식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농업 연계 사례

2월
농업보험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 실시와 시사점

3월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I

농업정책 및 지지의 변화와 추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4월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II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EU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5월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III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필리핀, 베트남

6월
빅데이터 I

해외 농업 빅데이터 활용 현황

7월
빅데이터 II

일본의 농업 빅데이터 활용 현황

8월
생물다양성

식량과 농업을 위한 생물다양성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세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동향

10월
산림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의 역할

11월
푸드플랜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현황과 시사점: 프랑스,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12월
농식품표시정보

해외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과 시사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2020년 1월
스마트농촌

외국의 스마트농촌 사례: EU, 영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https://www.krei.re.kr/wldagr/index.do)

42 ∙ 세계농업 2020. 3월호

(계속)



Part 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향신료산업

세계 향신료 교역 동향: 강황, 겨자, 샤프란, 생강, 육두구를 중심으로 | 신유선

  





세계 향신료 교역 동향: 강황, 겨자, 샤프란, 생강, 육두구를 중심으로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45

세계 향신료 교역 동향:
강황, 겨자, 샤프란, 생강, 육두구를 중심으로

 신 유 선 * 6)

1. 서론

  향신료는 식재료의 하나로 식물의 꽃, 열매, 씨앗,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해서 음식에 맛과 

향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향과 맛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국가별로 대표 향신료

를 살펴보면, 이탈리아는 ‘오레가노’, 그리스는 ‘타임’, 중동은 ‘커민’, 인도는 ‘강황’, 동남아

는 ‘고수’, 인도네시아는 ‘계피’가 중요한 향신료로 음식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표 1>  향신료 분류

구분 향신료 종류

식물 부위별

꽃 샤프란, 정향, 케이퍼

열매 파프리카, 바닐라, 팔각

씨앗 육두구, 커민, 겨자, 캐러웨이, 아니스, 카다몬, 회향

줄기, 껍질 계피

뿌리 생강, 강황

향과 맛

매운맛 후추, 겨자, 생강

독특한 맛과 향 육두구, 정향, 계피, 클로브, 양파, 마늘, 커민, 셀러리, 캐러웨이

향 세이지, 바질, 오레가노, 타임, 월계수잎, 카다몬

색 파프리카, 강황, 샤프란

자료: 저자 작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shinys@krei.re.kr).

본 고는 FAO STAT와 UN Comtrade 홈페이지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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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3대 향신료(후추, 계피, 정향)1)에 대해서 이미 다룬 바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기타 

주요 향신료(강황, 겨자, 샤프란, 생강, 육두구)를 중심으로 국가별 교역 동향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2. 세계 기타 향신료 교역 동향

2.1. 강황

  강황(Turmeric)은 카레 등에 넣는 향신료로 잘 알려져 있다. 강황은 생강과(Zingiberaceae)

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원산지가 인도이며, 비가 많이 내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된

다. 강황가루는 밝은 노란색을 띄는데, 이는 ‘커큐민’이라는 성분 때문으로 과거에는 천연염

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강황은 염증을 낮추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커큐민’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염과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강황을 향신료로 쓸 때는 뿌리줄기(근경)를 이용하는데, 이 부분을 끓이고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강황은 카레 요리, 쌀이나 콩 요리 등에 색을 내기 위한 착색료나 향신료

로 이용된다.

<그림 1>  강황 꽃과 뿌리줄기

(강황 꽃) (강황 뿌리줄기)

자료: 나무위키(https://namu.wiki, 검색일: 2020.3.9.) 검색에서 재인용.

 1) 세계농업 2019년 11월호 ‘세계 3대 향신료 생산 및 교역 동향: 후추, 계피, 정향을 중심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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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수출 동향

  세계 강황 수출량은 2000년 4만 5,000톤에서 2018년 16만 3,000톤으로 263% 증가하였으

며, 2018년 기준 세계 강황 수출액은 3억 1,335만 달러 수준이다. 강황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인도로 세계 수출량의 75.1%인 12만 2,000톤(2억 3,754만 달러)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 2위인 미얀마는 2018년 기준 강황 수출량이 1만 5,000톤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이며, 수출액으로는 1,210만 달러 수준이다. 수출량으로는 미얀마가 2위이지만, 

수출액 기준으로는 인도네시아(1,296만 달러)가 세계 2위이다. 상위 5개국의 강황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92.7%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1%이다.

<표 2>  국가별 강황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45 65 139 125 141 155 163 (100.0)

인도 39 50 108 89 102 108 122 (75.1)

미얀마 0 0 10 10 11 20 15 (9.1) 

인도네시아 0 1 6 9 8 8 10 (5.9) 

네덜란드 1 1 1 2 2 3 3 (1.6) 

아랍에미리트 0 6 0 2 2 2 2 (1.1) 

페루 0 0 1 1 1 2 2 (1.0) 

독일 0 0 1 1 1 1 1 (0.7) 

피지 0 0 0 0 1 1 1 (0.6) 

중국 2 1 2 1 1 2 1 (0.6) 

스페인 0 0 0 0 0 1 1 (0.5) 

주: 2018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3.9.).

2.1.2. 수입 동향

  세계 강황 수입량은 2000년 4만 1,000톤에서 2018년 12만 8,000톤으로 211.2% 증가하였

으며, 2018년 기준 세계 강황 수입액은 2억 4,942만 달러 수준이다. 인도는 강황의 최대 

수출국인 동시에 최대 수입국이다. 인도의 강황 수입량은 2018년 기준 3만 1,000톤으로 

세계 수입량의 24.6%를 차지하며, 수입액으로는 4,454만 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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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수입 2위는 모로코와 미국으로 각각 1만 톤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액으로는 모로

코가 1,286만 달러, 미국은 3,796만 달러 수준이다. 이는 미국이 모로코에 비해 고품질의 

강황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말레이시아(6.2%), 영국(5.7%), 아랍에미리트

(5.5%), 사우디아라비아(4.0%) 등의 순으로 강황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강황 

수입량은 세계 수입량의 51.7%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8%이다.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강황 수입량은 8,000톤으로 세계에서 26위이다.

<표 3>  국가별 강황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41 65 73 119 117 132 128 (100.0)

인도 0 3 4 14 15 16 31 (24.6)

모로코 1 1 1 3 4 5 10 (7.6)

미국 3 5 4 6 8 9 10 (7.6)

말레이시아 2 4 6 7 7 7 8 (6.2)

영국 2 3 3 4 4 5 7 (5.7)

아랍에미리트 0 9 0 7 8 8 7 (5.5)

사우디아라비아 1 2 2 4 5 5 5 (4.0)

독일 1 1 2 3 4 4 5 (3.6)

일본 4 4 4 5 4 4 4 (3.2)

네덜란드 1 2 2 3 3 4 4 (2.7)

한국 0.3 0.4 0.5 1.3 1.2 1.0 0.8 (0.7)

주: 2018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3.9.).

2.2. 겨자

  겨자(Mustard)는 흔히 냉면을 먹을 때 넣거나, 프라이드 치킨을 찍어 먹는 ‘머스터드 소스’ 

재료로 잘 알려져 있다. 겨자는 십자화과(Cruciferae)에 속하는 1~2년생 식물로 꽃의 씨앗은 

향신료와 약재로 사용하고, 잎과 줄기는 식재료로 이용된다. 겨자 잎(겨자채)은 우리가 주로 

마트 쌈채소 판매대에서 볼 수 있으며, 알싸한 맛으로 고기 등을 싸 먹거나 샐러드 재료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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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자 씨앗은 작고 황갈색으로 맵고 향기로운 맛이 있어 향신료로 이용되는데, 씨를 건조하

여 제분 및 가공하여 만든다. 가공한 겨자 소스는 특유의 맛과 향으로 각종 요리의 향신료로 

사용된다. 겨자 소스는 보통 개어놓은 상태의 브라운 머스터드로 판매되는데, 머스터드 

분말로 이용할 때는 매운맛이 없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찬물을 사용해야 한다. 겨자는 비타민

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소화 촉진에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쌈 채소용으

로 겨자가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주로 적겨자채를 먹고 있다.

<그림 2>  겨자 꽃과 씨앗

(겨자 꽃) (겨자 씨앗)

자료: 나무위키(https://namu.wiki, 검색일: 2020.3.9.)에서 재인용.

2.2.1. 수출 동향

  세계 겨자 수출량은 2000년 26만 6,000톤에서 2018년 32만 5,000톤으로 22.3% 증가하였

으며, 2018년 기준 세계 겨자 수출액은 2억 5,623만 달러 수준이다. 겨자를 가장 많이 수출하

는 국가는 캐나다로 세계 수출량의 35.2%인 11만 4,000톤(8,955만 달러)을 수출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2위인 러시아는 2018년 기준 겨자 수출량이 6만 톤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이며, 수출액으로는 3,597만 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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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별 겨자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266 281 268 308 272 289 325 (100.0)

캐나다 159 123 128 120 114 121 114 (35.2)

러시아 26 16 11 40 28 37 60 (18.4)

독일 11 15 18 23 28 25 24 (7.5)

인도 1 7 8 15 9 18 21 (6.4)

우크라이나 0 66 52 45 35 23 17 (5.3)

카자흐스탄 　- -　 0 5 3 9 15 (4.8)

우루과이 　- -　 　- -　 　- 0 15 (4.6)

미국 3 4 2 3 7 11 14 (4.4)

벨기에 2 4 8 9 9 10 12 (3.6)

체코 34 24 18 13 11 12 9 (2.9)

주: 2018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3.9.).

  그 밖에 독일(7.5%), 인도(6.4%), 우크라이나(5.3%), 카자흐스탄(4.8%) 등의 순으로 겨자를 

많이 수출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겨자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72.8%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0%이다.

2.2.2. 수입 동향

  세계 겨자 수입량은 2000년 23만 1,000톤에서 2018년 25만 2,000톤으로 9.0% 증가하였

으며, 2018년 기준 세계 겨자 수입액은 2억 2,603만 달러 수준이다. 겨자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2018년 기준 6만 3,000톤을 수입해 세계 수입량의 25.0%를 차지하며, 수입액으로

는 4,688만 달러 수준이다. 

  세계 수입 2위인 독일은 4만 8,000톤을 수입하며, 수입액으로는 4,298만 달러 수준이다. 

독일(19.0%) 다음으로 프랑스(11.8%), 폴란드(6.5%), 벨기에(5.5%), 네덜란드(4.6%) 등의 순

으로 겨자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겨자 수입량은 세계 수입량의 67.7%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4%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기준 겨자 수입량은 2,000톤으로 

세계에서 120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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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가별 겨자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231 251 257 319 274 283 252 100.0

미국 37 35 60 68 67 68 63 25.0

독일 46 39 59 74 51 51 48 19.0

프랑스 31 33 21 24 26 23 30 11.8

폴란드 6 4 15 18 11 13 16 6.5

벨기에 4 6 11 11 11 12 14 5.5

네덜란드 16 13 14 17 12 16 12 4.6

캐나다 1 1 0 0 0 8 7 2.8

일본 9 8 5 6 5 5 5 1.9

헝가리 0 1 1 2 3 2 5 1.8

러시아 0 0 0 2 3 4 4 1.6

⦙ ⦙ ⦙ ⦙ ⦙ ⦙ ⦙ ⦙ ⦙

한국 2 2 2 3 1 2 -

주: 2018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3.9.).

2.3. 샤프란

  샤프란(Saffron)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이다. 외떡잎식물 백합목 붓꽃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온난하고 비가 적은 곳에서 재배된다. 샤프란은 암술을 말려서 사용하며, 

강한 노란색으로 독특한 향과 쓴맛, 단맛이 있어 향신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염료로도 쓰인

다. 요리에는 주로 색이나 향을 가미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소스 및 빵, 과자, 버터, 치즈 

등에 독특한 향과 색을 내기 위해 쓴다.

  샤프란 1g을 얻기 위해서는 수작업으로 160개의 구근에서 핀 꽃을 따서 500개의 암술을 

말려야 하므로 무게로 따졌을 때 ‘금’보다 비싼 향신료이다. 꽃은 줄기 끝에 한 송이씩 10~11

월에 피는데,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꽃을 따 즙을 짜내어 약으로 쓰거나 암술대 윗부분을 

잘라 건조시켜 약으로 쓰는데, 꽃 말린 것을 번홍화(蕃紅花)라 하여 진정제 및 진통제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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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란 꽃) (샤프란 말린 암술)

자료: 네이버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0.3.10.)에서 재인용.

<그림 3>  샤프란 꽃과 말린 암술

2.3.1. 수출 동향

  세계 샤프란 수출량은 2000년 550톤에서 2017년 1,610톤으로 192.9% 증가하였으며, 

2017년 기준 세계 샤프란 수출액은 4억 3,644만 달러 수준이다. 샤프란을 가장 많이 수출하

는 국가는 스페인으로 세계 수출량의 49.1%인 791톤(6,008만 달러)을 수출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2위인 이란은 2017년 기준 샤프란 수출량이 236톤으로 세계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14.7%이며, 수출액으로는 3억 2,565만 달러 수준이다.

<표 6>  국가별 샤프란 수출 동향

단위: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전 세계 550 812 1,448 1,364 1,394 1,610 (100.0)

스페인 39 64 193 411 77 791 (49.1)

이란 103 176 101 　- 203 236 (14.7)

영국 10 146 195 117 186 142 (8.8)

인도 3 5 0 110 33 74 (4.6)

중국 67 3 243 169 173 61 (3.8)

남아프리카 0 1 52 49 69 40 (2.5)

미국 0 0 31 41 57 39 (2.4)

벨기에 2 10 11 23 24 38 (2.3)

네덜란드 6 1 34 35 35 31 (1.9)

아랍에미리트 　- 30 -　 21 14 30 (1.9)

주: 2017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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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량으로는 스페인이 1위이지만, 수출액 기준으로는 이란이 세계 1위이다. 그 밖에 

영국(8.8%), 인도(4.6%), 중국(3.8%), 남아프리카(2.5%) 등의 순으로 샤프란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샤프란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81.0%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0%이다.

2.3.2. 수입 동향

  세계 샤프란 수입량은 2000년 984톤에서 2017년 2,505톤으로 154.6% 증가하였으며, 

2017년 기준 세계 샤프란 수입액은 2억 6,178만 달러 수준이다. 샤프란의 최대 수입국은 

영국으로 2017년 기준 1,055톤을 수입해 세계 수입량의 42.1%를 차지하며, 수입액으로는 

533만 달러 수준이다. 세계 수입 2위인 아일랜드는 535톤을 수입하며, 수입액으로는 105만 

달러 수준이다. 아일랜드(21.4%) 다음으로 아랍에미리트(6.3%), 말레이시아(2.9%), 벨기에

(2.7%) 등의 순으로 샤프란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샤프란 수입량은 세계 

수입량의 75.4%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8%이

다. 우리나라의 2017년 기준 샤프란 수입량은 90kg으로 세계에서 102위이다.

<표 7>  국가별 샤프란 수입 동향

단위: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전 세계 984 1,186 1,358 3,617 3,372 2,505 (100.0)

영국 174 260 410 1,271 1,517 1,055 (42.1)

아일랜드 10 16 127 445 513 535 (21.4)

아랍에미리트 　 120 　 181 96 159 (6.3)

말레이시아 3 1 29 980 209 73 (2.9)

벨기에 19 73 61 12 110 68 (2.7)

미국 20 47 17 38 42 51 (2.1)

체코 1 2 20 52 46 49 (2.0)

알제리 0 10 22 54 44 39 (1.6)

사우디아라비아 25 47 38 29 38 37 (1.5)

중국 1 3 4 7 30 35 (1.4)

⦙ ⦙ ⦙ ⦙ ⦙ ⦙ ⦙ ⦙

한국 0.41 0.15 0.09 0.15 0.11 0.09 (0.0)

주: 2017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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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 (생강 덩이줄기)

자료: 네이버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0.3.10.)에서 재인용.

2.4. 생강

  생강(Ginger)은 우리나라에서 김장을 담글 때 필수적인 양념 뿌리채소이다. 외떡잎식물 

생강과(Zingiber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원산지는 동남아시아이다. 생강은 많은 나

라에서 식용, 약용, 향신료로 널리 쓰이며, 감자와 비슷하게 주로 덩이줄기를 이용한다. 

약용으로는 덩이줄기 말린 것을 약재로 사용하며, 감기, 복통, 근육통 완화 및 항염(감염 

억제) 등에 효과가 있다. 덩이줄기는 말린 후 분쇄해서 빵, 과자, 카레, 소스 등에 향신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껍질을 벗기고 끓인 후 꿀을 넣어 생강차로 마시기도 한다. 이 밖에 생강은 

편강(설탕절임), 생강절임, 생강주, 고기나 생선 잡내를 없애는 데도 두루 사용되는 쓰임새가 

많은 재료이다.

<그림 4>  생강과 덩이줄기

2.4.1. 수출 동향

  세계 생강 수출량은 2000년 40만 톤에서 2017년 118만 4,000톤으로 195.8% 증가하였으

며, 2017년 기준 세계 생강 수출액은 12억 8,658만 달러 수준이다. 생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

는 국가는 중국으로 세계 수출량의 38.5%인 45만 6,000톤(4억 3,163만 달러)을 수출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2위인 태국은 2017년 기준 생강 수출량이 8만 3,000톤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7.0%이며, 수출액으로는 1억 678만 달러 수준이다. 그 밖에 네덜란드(4.5%), 페루(2.3%), 

인도(2.1%), 인도네시아(1.5%) 등의 순으로 생강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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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54.4%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8%이다.

<표 8>  국가별 생강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전 세계 400 624 762 1,080 1,304 1,184 (100.0)

중국 157 244 301 423 539 456 (38.5)

태국 28 42 31 21 44 83 (7.0)

네덜란드 3 7 21 44 47 54 (4.5)

페루 0 0 2 11 15 27 (2.3)

인도 7 11 20 31 19 24 (2.1)

인도네시아 14 2 4 26 22 18 (1.5)

나이지리아 4 10 6 19 17 13 (1.1)

네팔 8 19 30 24 18 12 (1.0)

브라질 8 9 6 8 9 6 (0.5)

코스타리카 1 2 1 1 2 4 (0.4)

주: 2017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20.3.10.).

2.4.2. 수입 동향

  세계 생강 수입량은 2000년 22만 6,000톤에서 2017년 70만 8,000톤으로 212.8% 증가하

였으며, 2017년 기준 세계 생강 수입액은 8억 9,754만 달러 수준이다. 생강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2017년 기준 8만 3,000톤을 수입해 세계 수입량의 11.7%를 차지하며, 수입액으로

는 1억 1,494만 달러 수준이다. 세계 수입 2위인 파키스탄은 7만 9,000톤을 수입하며, 수입

액으로는 1억 6만 달러 수준이다. 

  파키스탄(11.2%) 다음으로 일본(9.4%), 네덜란드(9.0%), 방글라데시(9.0%), 아랍에미리트

(6.2%) 등의 순으로 생강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생강 수입량은 세계 수입량의 

50.4%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5%이다. 우리나

라의 2017년 기준 생강 수입량은 4,100톤으로 세계에서 24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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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가별 생강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전 세계 226 340 460 685 777 708 100.0

미국 19 32 44 73 80 83 11.7

파키스탄 0 33 63 89 77 79 11.2

일본 104 89 65 61 69 67 9.4

네덜란드 7 13 24 54 63 64 9.0

방글라데시 5 8 38 66 85 64 9.0

아랍에미리트 12 13 23 44 48 44 6.2

말레이시아 8 24 35 38 42 41 5.8

사우디아라비아 8 13 21 34 32 34 4.7

영국 10 14 19 22 24 23 3.3

독일 2 4 8 14 20 22 3.1

⦙ ⦙ ⦙ ⦙ ⦙ ⦙ ⦙ ⦙

한국 6.8 11.8 8.1 6.5 11.0 4.1 0.6

주: 2017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20.3.10.)

2.5. 육두구

  육두구(Nutmeg)는 쌍떡잎식물 육두구과(Myristic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원산지

는 인도네시아 몰루카제도이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반도 등 열대지방에서 주로 재배된다. 

육두구는 열매를 맺는데 5~9년이 걸리며, 이후 수십 년간 수확이 가능하다.

<그림 5>  육두구 열매와 씨앗

(육두구 열매) (열매 씨앗)

자료: 네이버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0.3.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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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육두구 씨(종자의 검은색 부분)를 갈아서 만든 ‘넛맥(nutmeg)’

과 씨앗의 빨간 껍질을 말려서 가루로 만든 ‘메이스(mace)’가 있다. 넛맥과 메이스는 향신료

로서 주로 이용되며, 최대 산지는 인도네시아이다. 넛맥은 독특한 향기로 주로 생선 및 

고기(소시지, 햄버거 등 가공육류)를 이용한 요리에 쓰이고, 메이스는 특히 생선요리, 소스, 

피클, 케첩 등에 많이 사용된다.

  육두구는 복통, 두통, 변비, 근육피로, 요통 등에 효과가 있는 한편, 미리스티신(myristicin)

이라는 독성이 있어 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이의 혀를 마비시킨 향신료로 과다섭취 시 

경련, 환각, 발작, 불면증 등이 생길 수 있다.

2.5.1. 수출 동향

  세계 육두구 수출량은 2000년 5만 4,000톤에서 2017년 9만 2,000톤으로 71.5% 증가하였

으며, 2017년 기준 세계 육두구 수출액은 8억 1,699만 달러 수준이다. 육두구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과테말라로 세계 수출량의 38.9%인 3만 6,000톤(3억 6,701만 달러)을 수출

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0>  국가별 육두구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전 세계 54 72 66 91 87 92 (100.0)

과테말라 14 32 22 33 36 36 (38.9)

인도네시아 12 18 20 23 20 24 (26.3)

인도 4 4 5 11 11 11 (12.2)

네팔 2 1 6 3 3 5 (5.1)

스리랑카 1 2 2 2 2 3 (3.1)

네덜란드 3 3 3 2 2 3 (3.1)

아랍에미리트 0 2 1 7 5 2 (1.7)

싱가포르 5 3 2 2 1 1 (1.2)

베트남 0 0 0 1 1 1 (1.0)

독일 0 1 1 1 1 1 (0.9)

주: 2017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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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2위인 인도네시아는 2017년 기준 육두구 수출량이 2만 4,000톤으로 세계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26.3%이며, 수출액으로는 1억 2,036만 달러 수준이다. 그 밖에 인도(12.2%), 

네팔(5.1%), 스리랑카(3.1%) 등의 순으로 육두구를 많이 수출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육두구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85.7%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6%이다.

2.5.2. 수입 동향

  세계 육두구 수입량은 2000년 5만 1,000톤에서 2017년 7만 9,000톤으로 55.6% 증가하였

으며, 2017년 기준 세계 육두구 수입액은 8억 1,003만 달러 수준이다. 육두구의 최대 수입국

은 사우디아라비아로 2017년 기준 1만 3,000톤을 수입해 세계 수입량의 15.9%를 차지하며, 

수입액으로는 1억 8,713만 달러 수준이다. 세계 수입 2위인 아랍에미리트는 1만 1,000톤을 

수입하며, 수입액으로는 1억 2,343만 달러 수준이다. 

<표 11>  국가별 육두구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전 세계 51 71 61 92 85 79 (100.0)

사우디아라비아 7 11 10 11 12 13 (15.9)

아랍에미리트 2 5 5 14 7 11 (14.3)

인도 6 7 4 6 6 9 (10.8)

파키스탄 2 2 2 4 5 5 (5.8)

방글라데시 0 2 2 4 4 4 (5.3)

네덜란드 4 4 3 3 3 3 (4.2)

미국 2 2 3 4 4 3 (4.0)

독일 3 3 3 2 3 3 (3.5)

네팔 0 4 0 0 1 2 (2.3)

영국 1 1 1 1 1 2 (2.0)

⦙ ⦙ ⦙ ⦙ ⦙ ⦙ ⦙ ⦙

한국 0.21 0.21 0.19 0.16 0.14 0.19 (0.2)

주: 2017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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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14.3%) 다음으로 인도(10.8%), 파키스탄(5.8%), 방글라데시(5.3%), 네덜란드

(4.2%) 등의 순으로 육두구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육두구 수입량은 세계 

수입량의 52.1%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0%이

다. 우리나라의 2017년 기준 육두구 수입량은 0.2톤(188kg)으로 세계에서 49위이다.

3. 요약 및 결론

  본 고에서는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 기타 주요 향신료(강황, 

겨자, 샤프란, 생강, 육두구)에 대해 간략히 다뤄 보았다. 세계 기타 주요 향신료 수출량은 

2000년 76만 5,000톤에서 2017년 172만 1,000톤으로 125.0% 늘었고, 수입량은 같은 기간 

55만 톤에서 120만 5,000톤으로 119.0%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기타 주요 향신료 

교역량은 같은 기간 122.5%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세계 향신료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과 다양한 대중매체 및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양꼬치, 훠궈, 

마라상궈, 타이식 쌀국수 등 외국의 식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식품들을 기대하고 있으며, 맛을 결정하는 이국적인 향신료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요즘은 우리에게 생소한 독특한 향신료를 인터넷을 통해 바로 주문할 수 

있고, 아시아마트나 이태원 등 외국인 거주지역의 외국인마트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면역력 증진 및 감염 예방에 효과

적인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강황’, ‘생강’ 등의 향신료도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사스, 메르스 때 사용되었던 타미플루 치료제의 

원료는 향신료인 ‘팔각’에서 추출했다고 하며, ‘커큐민’은 열을 내리고 염증을 낮추는데 효과

적인 향신료이다. 한편, 중동지역 음식에 많이 쓰이는 생강 등 향신료를 중국에서 구매하던 

바이어들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금지되어 대체 농산물을 한국에서 찾고 있어2) 국산 생강

의 중동지역 수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국경제. ‘이집트서 한국산 생강 애타게 찾는 까닭’(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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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농업 현황과 정책

박 상 준 * 3)

1. 들어가며

  독일의 농업정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향한 한 걸음을 더 내딛기 위해 씨름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유기농 상품에 대한 수요와 유기농 생산 농가가 늘어나는 한편, 관행농을 유지하

는 농가들 사이에서는 규모화와 집중화가 진행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생산성 증대를 

통해 소비자들은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받게 되었지만,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은 여전히 도시 

노동자의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한다. 농지의 잔류 질소는 지하수에서는 질산염 오염으로, 

토양에서는 아산화질소 배출로 이어지고, 축산 분뇨에서는 메탄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

와 곤충 개체수의 심각한 감소라는 환경적·생태적 위기 앞에서, EU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 직불금이 실제로 얼마나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

고 있는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로부터,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도 농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압력을 받아온 독일 정부는 최근 농업환경에 

관련된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비료와 농약 사용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의 

변화를 많은 농업인들은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트랙터를 몰고 도시의 도로를 

점거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이 최근 독일의 농업과 농업정책의 상황이다. 

  한국 또한 독일과 마찬가지로 농업정책의 전환점에 서 있다.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직불금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도입이 결정되어 2020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직불금의 구성과 지급 단가, 요건, 

직불금 대상 농업인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농업경제학 석사과정 (psj8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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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서 시행되는 EU 공동농업정책은 한국에서 도입될 공익형 직불금 제도와 형태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가격지지제도에서 직불제로의 유사한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따라서 

독일의, 그리고 독일에서 시행 중인 유럽연합의 농업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공익형 

직불제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독일 농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유럽연합 공동농업정

책이 독일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본 뒤 최근 독일 정부가 새로 도입 중인 주요 

농업환경 정책들의 도입 배경과 핵심 내용 등을 살펴본다. 끝으로 현재의 독일 농업과 농업

정책이 한국의 농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2. 독일의 농업 현황1)

  독일에서 농촌은 많은 독일인의 삶의 터전이다. 독일 영토의 39%가 농촌에 해당하며 

이곳에 인구의 16%가 거주한다. 또한 고용의 17%와 독일 경제 내 총부가가치의 14%가 

농촌에서 창출된다. 

  농촌의 중요도에 비해 농업이 독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며 유럽 평균과 비교해

도 독일 농업의 경제적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독일 전체 고용에서 농업은 1.4%를 

차지(EU 평균 4.7%)하고 농업에서 만들어지는 총부가가치는 독일 경제의 0.7%(EU 평균 

1.6%)이다. 전체 토지의 53%가 농업용지이며 농업경영체 하나당 평균 62.5 헥타르(2019)의 

농지를 이용한다. EU 평균에 비해 100헥타르 이상의 중대형 농장(독일 12.3%, EU 평균 

3.1%)이 많다. 규모화와 집약화의 결과이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농식품 수출은 현재 독일 

전체 수출의 5.6%를 담당한다. 세계 3위의 농식품 수출국이자 또한 세계 3위 수입국이다. 

또한 독일은 우유가 농업생산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낙농업 강국이며, 유럽에서 유기농 

수요가 가장 큰 나라이다.

 1)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EL)에서 발간한 ‘Understanding 

Farming - Facts and figures about German farming’,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온라인 데이터

뱅크 웹사이트,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웹사이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국가별 농업 통계 자료 ‘Statistical 

Factsheet – Germany’,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동농업정책(CAP) 정책목표 국가별 분석 자료 ‘Analytical factsheet 

for Germany: Nine objectives for a future Common Agricultural Policy’를 토대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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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업구조

2.1.1. 농업경영체의 규모

  지난 몇십 년간 독일 농업은 규모 및 생산성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구조변화를 겪어 

왔다. 농업경영체와 농업 종사자의 수가 감소하는 동안 농장들의 평균 영농규모는 계속해서 

커졌다. 1970년 분단 당시 서독에서만 약 114만여 개에 이르던 농업경영체 수는 통일 직후인 

1991년에는 약 65만 개, 2019년 현재에는 약 26만 6,500개로 줄어들었다. 한편 농업경영체

의 평균 경지면적은 통일 이전 1970년 11.1헥타르에서 1991년 26.1헥타르로 증가, 통일 

이후에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한 농업경영체당 경지면적이 62.5헥타르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1>  농지규모 별 농업경영체 분포 및 연간 변화

 5ha 이하    5ha~10ha    10ha~20ha    20ha~50ha    50ha~100ha    100ha 이상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2019).

  이러한 경향은 규모별 농업경영체 분포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100헥타르 이상의 농업

경영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보다 작은 농업경영체의 수는 규모를 막론하고 모두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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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고 있다. <그림 1>에서의 지난 10년간의 규모별 농업경영체의 분포 변화를 보면, 

5헥타르 이하의 소규모 농업경영체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20~50헥타르 규모의 농업경

영체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100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업체는 3만 

3,618개(2010년)에서 3만 8,100개(2019년)로 약 13.3% 증가했다. 

<표 1>  2019 연방주별 농업경영체 수와 농업용지, 1991년 대비 증감률

연방주 농업경영체 수 비중(%) 증감률(%)
기업당 평균 

농지면적 (ha)

증감률

(%)

바덴뷔르템베르크 39,590 14.9 -64.4 35.8 172.0

바이에른 86,530 32.5 -59.7 35.9 129.2

베를린 52 0.0 -76.1 35.5 118.9

브레멘 145 0.1 -65.3 55.5 134.6

함부르크 625 0.2 -62.5 23.4 177.7

헤센 15,670 5.9 -65.8 48.9 191.0

니더작센 36,540 13.7 -61.6 70.6 148.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32,360 12.1 -59.8 46.1 136.0

라인란트팔츠 16,850 6.3 -67.3 42.2 205.7

자를란트 1,110 0.4 -62.7 66.6 181.1

슐레스비히홀슈타인 12,380 4.6 -55.4 79.8 106.3

구연방주 계 241,852 90.7 -61.7 46.2 148.0

브란덴부르크 5,350 2.0 6.2 246.3 -2.2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4,950 1.9 55.9 272.6 -33.3

작센 6,480 2.4 17.5 138.9 -8.6

작센안할트 4,390 1.6 8.7 264.6 -4.0

튀링겐 3,540 1.3 -7.4 219.1 9.8

신연방주 계 24,710 9.3 14.4 222.7 -8.9

총계 266,562 100.0 -59.2 62.5 139.8

주: 신연방주는 통일을 통해 독일 연방공화국에 새로 편입된 구동독 5개 연방주(州)를 일컬음.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2019) 바탕으로 재구성.

  한 가지 특기할 점은 농장 규모와 수, 그리고 변화 양상에 있어서의 동서간 차이이다. 

구서독의 지역에는 지난 30년간 약 60%의 농장이 사라지고 평균 농지면적은 148% 확대되었

다. 많은 수의 농장들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90% 이상의 농업경영체들이 구서독에 위치하

고 있고, 2배 이상 면적이 확대되었음에도 평균 농지면적은 46.2헥타르로 구동독 지역의 



독일의 농업 현황과 정책

국가별 농업자료 ∙ 71

약 1/4에 불과하다. 한편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지난 30년간 정반대의 흐름이 있었다. 농업경

영체의 수는 오히려 약 14% 증가했으며, 경영체당 평균 농지면적은 약 9%가량 줄어들었다. 

독일 전체의 규모화 흐름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구동독의 농업경영

체당 평균 농지면적은 약 222헥타르로 구서독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규모의 차이는 역사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신연방주의 농장들은 구동독의 사회주

의 체제하의 농업생산협동조합(LPG)2)이 통일 후 사유화 과정에서 농업협동조합이 되었는

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경영방식이 유지되었다. 한편 구서독에서는 소규모 농업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농지가 상속되면서 거듭해서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이다(김호균, 2018).

2.1.2. 농업경영체의 구성 및 노동

  독일의 농업은 가족농의 성격이 강하다. 2016년에 등록된 275,392개의 농업경영체 중 

88.7%가 가족농에 해당하는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s)이며, 나머지는 영농조합 및 회

사(9.3%)와 법인(2.0%)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족농 중심의 성격은 노동 구성에서도 나타난다. 전체 종사자 중 경영주와 그 

가족이 약 절반인 약 45만 명에 해당하며, 정규 노동자는 약 20만, 계절 노동자는 약 29만명

으로 집계되어 농업경영체 경영주 및 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두드러진다. 이는 연간노동단위

(Annual Work Units, AWUs)로 살펴본 노동시간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각각 경영주 

18만 6천 AWUs(37.0%), 가족구성원 11만 6천 AWUs(23.1%), 정규노동자 14만 8천 

AWUs(29.5%), 비정규 노동자 5만 2천 AWUs(10.2%)로 경영주와 가족에 의한 노동시간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2010년 통계와 비교하면 전체 종사자는 100만 8천명에서 94만

으로 감소, 전체 농업 종사자 중 가족 노동자의 비율 또한 51.5%에서 47.8%로 감소세에 

있다.

  독일의 농업에는 유럽연합 28개국들에 비해 젊은 농업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독일의 

35세 미만 농장 경영주의 비율은 7.4%로 2016년 유럽연합 평균인 5.1%보다 높게 나타났다. 

독일의 젊은 경영주 비율은 2013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6년에 다시 상승했다. 65세 

 2) 2차 대전 이후 두 차례의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가 분배되었으나 동독 정부는 1952년 이를 집단농장화하기로 결정, 개인들의 

소규모 농지를 농업생산협동조합(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sellschaft, LPG)이라는 집단협동농장으로 통합하

였음. 이러한 집단농장화를 통해 농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영향을 받은 동독 농민들은 대거 서독으로 탈출, 동서독 

간의 ‘장벽’ 건설의 결정적 원인이 되기도 함(이은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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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고령 경영주의 비율은 2016년 8.2%로 2010년의 5.3% 보다 늘어나 고령화의 경향을 

보였으나 32.8%인 유럽 평균보다는 상당히 낮았다.

<그림 2>  1인당 연간 농업경영소득 및 전체 경제 평균임금 대비 비율

  %

 연간 노동단위당 실질소득, 유로    전체 경제 평균임금 대비 농가 1인당 소득 비율

주: EU 공동농업정책 성과지표 중 농업경영소득(Agricultural Entrepreneurial Income) 지표로 비임금 근로자(농업경영

체 경영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의 농업활동으로 인한 소득만을 나타냄. 겸업 소득, 공적 보조금 등 농업생산과 직결되지 

않은 이전소득, 사업외 소득 등은 제외. 한국 통계의 농업소득과 유사하나, 농가/가구 단위가 아닌 1인당 연간노동단위

(AWU) 기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

  농업활동을 통해 얻는 농업부문의 소득은 다른 경제부문에 비해 낮다<그림 2>. 2005년부

터 2018년까지 독일의 1인당 연간 농업소득의 평균은 같은 기간 독일 경제 전체 1인당 

임금의 절반이 조금 넘는 54%이다. 2009, 2015, 2016, 2018년의 급락을 제외하면 지난 

십년간 농업소득은 기타 경제부문 평균임금의 약 70% 내외를 기록했다. 독일의 농업소득은 

변동성이 비교적 큰 편으로 EU 평균보다 등락폭이 크다. 

2.2. 영농활동

2.2.1. 농지 이용 및 작물 재배

  독일 전체 영토(35만 8천 ㎢) 중 절반 이상(51.3%)인 1,834만 헥타르가 농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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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이 중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업이용면적(Utilised Agricultural Area, UAA)

은 1,666만 헥타르로 전체 영토의 약 46.6%를 차지한다. 농업이용면적(UAA)은 농경지

(Ackerland, 주로 초본성 작물, 휴경지 포함), 장기녹지(Dauergrünland, 목초지 등), 장기경

지(Dauerkulturen, 주로 목본성 작물, 과수, 견과류 생산, 수원지 등), 텃밭 등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면적은 농경지가 농업이용면적의 70.6%(1,176만 헥타르)를 차지해 가장 크며, 

장기녹지 469만 헥타르(28.2%), 장기경지 20만 헥타르(1.2%), 텃밭 1,722 헥타르(0.01%) 

순이다. 임대되어 사용되는 농지는 978만 헥타르로 전체 농업이용면적의 절반 이상(58.7%)

이 이에 해당하며, 매년 면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농경지 중에는 곡물 재배지역의 비중이 54%로 가장 높다. 2016년 기준 총 630만 헥타르의 

농지에서 곡물이 생산되나, 이 면적은 최근 몇 년간 감소세에 있다. 그중 밀의 재배면적이 

320만 헥타르로 전체 농업이용면적의 약 1/5, 곡물 재배면적의 절반을 차지해 단일 작물로

는 가장 넓은 재배면적을 차지하며, 매년 약 2천만 톤 이상의 밀이 수확된다. 보리 생산면적

은 160만 헥타르이며 곡물 중에서는 밀 다음으로 생산면적이 크고 수확량 또한 밀 다음으로 

많다. 밀과 보리를 포함한 곡물의 약 58%는 사료용으로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사료용으로 

이용되는 사일리지용(사료용) 옥수수 재배면적이 213만 헥타르(12.83%)로 밀 다음으로 경작

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산업용 작물(대부분이 유채) 또한 1백만 헥타르 이상의 면적에

서 재배되고 있는데,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최근 줄어들고 있다. 

  독일의 주식인 감자 재배면적은 2016년 기준 24만 헥타르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2016년에 1,080만 톤을 생산, 매년 천만 톤 내외가 수확되고 있다. 독일의 특징적인 

환금성 작물인 사탕무는 약 33만 헥타르에서 재배, 이 또한 생산면적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작황은 해마다 차이가 큰데, 2013년에는 2,283만 톤이 생산된 반면 재배면적이 2만 

헥타르 이상 줄어든 2016년에는 2,550만 톤이 생산되었다. 사탕무는 설탕의 주 원료이며, 

설탕 추출 후 남은 찌꺼기는 사료로 이용된다.

  장기경지는 주로 과일(32%)과 포도 재배지(50%)로 이뤄져있다. 과일에서는 사과(78%), 

딸기(10%), 체리(3%), 자두류(3%), 배(3%)가 생산량의 상위를 차지한다. 포도는 대부분 와인

을 목적으로 재배된다. 약 10만 헥타르의 농지에서 1만 7,000여 농가가 와인을 생산하며, 

2016년에는 약 9억 리터의 와인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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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농지 이용 현황

2010 2013 2016

농지 이용유형 재배면적(ha) 재배면적(ha) 재배면적(ha) UAA 내  비중

농경지 11,846,665 11,875,900 11,763,002 70.61%

밀 3,297,699 3,128,200 3,201,699 19.22%

호밀 627,112 784,600 570,902 3.43%

라이밀 397,517 396,900 396,092 2.38%

보리 1,641,322 1,570,400 1,604,997 9.63%

귀리 141,433 131,500 115,538 0.69%

곡물용 옥수수 466,591 497,000 416,336 2.50%

기타 식량작물 23,773  25,100  19,460 0.12%

사일리지용 옥수수 1,828,904 2,003,200 2,137,607 12.83%

감자 254,367 242,800 242,519 1.46%

사탕무 364,120 357,400 334,485 2.01%

두류 100,651 74,700 187,096 1.12%

유채 등 산업용 작물 1,537,707 1,535,500 1,393,096 8.36%

채소, 딸기, 원예 작물 130,942 132,300 138,471 0.83%

기타 작물 9,022 10,600 11,609 0.07%

휴경지 252,385 98,800 310,389 1.86%

장기경지 198,760 199,800 199,735 1.20%

과일 및 견과류 65,286 63,400 64,077 0.38%

포도 97,008 98,900 99,173 0.60%

수원지 20,860 20,700 19,278 0.12%

크리스마스 나무 조림지 14,625 15,800 16,379 0.10%

장기녹지 4,654,693 4,621,000 4,694,469 28.18%

텃밭   3,925 2,900 1,722 0.01%

총 농업이용면적(UAA) 16,704,044 16,699,600 16,658,928 100.00%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2019).

2.2.2. 축산

  축산업은 독일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평균적으로 독일 농업 생산액의 절반이 

축산에서 나온다. 2016년 기준 총 18만 5천 개의 농업경영체에서 축산업이 이뤄지고 있다. 

매년 가축 규모는 큰 변화가 없으나 축산농가의 수는 가축의 종류와 관계없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축산업의 집약화와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소, 돼지, 닭이 가장 중요한 가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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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말, 양, 염소, 거위, 오리, 칠면조 등을 사육한다.

  소는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가축이다. 전체 농업경영체의 44%인 12만 농가가 

소를 사육하며, 독일 농업 생산액의 25% 이상이 소고기와 우유에서 나온다. 특히 우유는 

약 20% 이상에 기여,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분이 축사 사육이며 

외양간 사육은 20%를 차지하고, 평소 소의 사육방식과 관계없이 약 1/3의 소가 여름철에 

반년 정도 방목된다. 2016년 기준, 2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규모 상위 13%의 농업경영체가 

50%의 소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는 생산과 소비량이 가장 많은 품목이다. 매년 560만 톤이 생산되어 육류 생산에 

있어 소(120만 톤), 닭(150만 톤)보다 훨씬 많은 양이 생산되며, 소비에 있어서도 전체 육류 

소비의 약 58%를 차지한다. 양돈의 경우 집중화와 규모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7

년부터 2016년의 10년 사이에 돼지의 수는 소폭 늘어난 반면 양돈 농가 수는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현재에는 약 4만 개의 농업경영체가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1,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규모 상위 23.5%의 농장에 75.3%의 돼지가 집중되어있다. 거의 모든 돼지가 축사

에서 사육되며 방목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닭은 2016년 기준 4만 7천여 농업경영체에서 약 1억 5,800만 마리를 사육하여 가장 흔한 

가축에 해당한다. 양계 또한 집약도가 높은데, 육계의 경우 5만 마리 이상 규모의 19%의 

농업경영체에서 전체 육계의 79.4%가 사육되며, 산란계는 5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업경

영체가 0.5%로 이들이 전체 산란계의 54.7%를 사육한다. 

  산란계의 경우 동물복지 규정의 변화에 따라 사육 방식이 크게 변했다. 독일에서 2010년 

배터리 케이지가 금지되었고, 2016년에는 소(小)집단 축사를 2025년 이전까지 금지하도록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산란계의 60%가 케이지 또는 소집단 축사에서 사육되었

으나 2016년 기준 현재는 축사 내 평사(floor housing)사육이 63%로 가장 일반적이며, 17%

는 방사(free range), 10%는 유기농(방사보다 축사 내 공간이 더 넓음)으로 이뤄진다. 소집단 

축사는 현재 10%만이 남아있으며 점차 사라질 예정이다. 육계는 대부분 평사에서 사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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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축 사육 현황

2010 2013 2016

가축 농장수 마리수 농장수 마리수 농장수 마리수

소 144,850 12,534,507 130,400 12,370,700 120,966 12,354,040 

젖소 89,763 4,164,789 78,800 4,251,400 69,054 4,276,474 

기타 암소 41,189 665,266 37,800 617,100 36,884 625,944 

1세 미만 소 135,438 3,796,303 121,700 3,786,100 112,506 3,737,928 

1세~2세 소 134,294 3,006,858 119,800 2,910,300 111,182 2,922,138 

2세 이상 소 113,410 901,291 100,100 805,800 92,970 791,556 

돼지 60,097 27,571,352 49,100 28,697,400 40,267 27,977,515 

새끼 돼지 23,469 8,624,379 16,000 9,086,700 12,744 9,091,286 

모돈 20,815 2,364,812 14,900 2,166,200 11,907 2,036,465 

기타 돼지 56,337 16,582,161 46,200 17,444,500 37,357 16,849,764 

양 22,273 2,088,541 20,000 1,893,300 19,556 1,834,275 

염소 11,219 149,936 10,800 130,200 9,808 138,810 

말 49,000 461,779 46,300 461,300 42,145 441,954 

닭 58,158 114,113,374 56,600 160,773,500 47,203 158,648,625 

영계 1,696 11,303,297 2,000 15,641,200 1,850 12,921,832 

산란계 56,286 35,278,999 54,100 47,986,700 44,786 51,935,542 

육계 4,532 67,531,078 4,500 97,145,600 3,330 93,791,251 

기타 가금류 9,599 14,786,376 9,000 16,559,600 8,328 14,925,304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2019).

2.2.3. 유기농업

  독일은 유럽 최대의 유기농식품 소비지이며, 유기농업 또한 성장세에 있다. 2016년 기준 

19,901호의 농장이 유기농으로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는 2010년보다 약 3,500호 늘어난 

것이다. 이들 유기농가들은 독일 전체 농업이용면적의 6.8%에 해당하는 113만 헥타르의 

농지를 이용하며, 이 또한 2010년보다 약 19만 헥타르 확대된 것이다. 유기농 재배면적 

중에서는 장기녹지가 64만 헥타르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며, 유기농 농경지는 48만 헥타

르, 이 농경지 중에서는 곡물 재배면적이 24만 헥타르로 가장 크다. 독일 전체 곡물 재배면적

에서 유기농은 약 4%를 차지한다. 독일 과일 재배면적의 19%, 채소의 10%, 감자의 4%, 

포도(와인) 재배면적의 8%에서 유기농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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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기농업 추이

분류 2010 2013 2016

유기농 재배 농업경영체 수 16,532 18,000 19,901

유기농 재배면적(ha) 941,480 1,009,000 1,135,531

유기농 축산 농업경영체 수 12,300 13,300 13,900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2019).

  유기농의 성장세는 축산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유기농 축산 농업경영체는 

약 1만 3,900호로 집계되는데 이는 2010년의 1만 2,300호보다 약 1,600호 늘어난 것이다. 

특히 소 사육 농업경영체가 늘어났으며 소 이외의 가축을 다루는 유기농 농업경영체는 오히

려 소폭 줄어들었다. 2016년 기준 1만 500여 호의 유기농 농업경영체에서 소를 키우며, 

유기농 소 사육두수는 전체 소의 5.7%인 70만 마리이다. 소고기의 4%, 우유의 2.5%가 유기농 

제품이다. 양돈은 유기농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독일 전체 돼지의 0.7%만이 유기농

으로 사육되며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0.4%가 유기농에 해당한다. 유기농 양계농가는 3천9백

여 호이며, 약 653만 마리의 닭(전체 닭의 4.1%)이 유기농으로 사육된다. 이는 2010년의 

336만 마리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닭고기의 1%, 계란의 10.5%가 유기농으

로 생산되어 유기농 양계 중 산란계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관행농에 비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수입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에

서는 유기농 농업경영체에 직불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6/17년 기준 헥타르당 평균 217유

로의 직불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급격히 성장하는 독일 내 유기농 상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농업면적 중 유기농업 면적의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유기농업의 미래를 위한 별도의 전략을 수립했다.

2.2.4. 농업생산

  2018년 독일의 농업부문 산출액은 467억 7,850만 유로(한화 약 60조 3,466억 원, 기초가

격 기준)로 유럽연합 전체 농업 산출액의 약 12%를 차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4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해 농업부문 투입액(중간 소비)은 약 320억 3,120만 

유로(한화 약 41조 3,218억 원, 기초가격), 농업부문의 총 부가가치(Gross Value Added)는 

147억 4,730만 유로(한화 약 19조 247억 원, 기초가격)였다. 농업부문을 포함한 독일 농림어

업의 총 부가가치는 독일 경제 전체의 총 부가가치의 0.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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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품목별 농업 산출액 비율 (2016~2018 평균)

단위: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농업부문 산출액 평균을 살펴보면 농산품과 축산품이 각각 

50.4%, 49.5%를 차지, 두 분야의 산출액 규모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가 21%를 

차지해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축산품 내에서는 돼지(13.7%), 소(7.4%), 

가금류(4.9%), 계란(2.2%)이 뒤를 이었다. 농산품 중에서는 곡물이 농업산출액의 1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채소 및 원예(10.6%)와 사료 작물(8.8%), 산업용 작물(8.6%, 유지작물, 사탕

무 등), 감자(3.9%), 와인(2.8%), 과일(1.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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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품목 생산량 및 산출액 (2016)

품목 산출액(만 유로) 생산량(만 톤) 비고

곡물 513,600 4,540 

  밀 281,100 2,450 

  호밀 26,800 320 

  보리 121,900 1,070 

  귀리 및 잡곡 7,700 58 

  곡물용 옥수수 50,400 400 

유지작물 148,400 470 

사탕무 72,800 2,550 

사료용 작물 474,530 8,000 

채소 및 원예상품   465,120   350 채소 생산량

감자   202,920   1,080 

과일   69,990 130 

와인   114,100  9 단위: 억 리터

소   326,400   120 

돼지   594,500   560 

가금류   231,000   150 

우유   819,000   3,270 

계란   82,500   143 단위: 억 개

주: 산출액은 실질 생산자가격임.

자료: BMEL(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2018)의 생산량 자료, EUROSTAT의 작물 생

산량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의 산출액 자료를 참고해 재구성.

  독일의 농업 생산성은 지난 수십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1980년에 헥타르당 약 

5천 kg가 수확되던 밀은 2016년에는 약 7,690 kg/ha의 수확량을 기록, 약 1.6배의 성장을 

보이며 총 2,450만 톤이 생산되었다. 감자의 경우 2016년에 총 1,080만 톤이 생산, 헥타르당 

44.4톤이 수확되었으며, 이러한 생산성은 1980년에 비해 170% 높아진 것이다. 우유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생산성이 170% 성장해 2016년에는 젖소 한 마리로부터 연간 7.75톤의 

우유를 얻어 독일 전체에서 총 3,270만 톤이 생산되었다. 

2.3. 농식품 무역

  독일은 세계 3위의 농식품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수출과 수입 모두 2009년 이후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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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중이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식량 순수입국에 해당해 지속적으로 농식품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감자, 우유, 육류 등 대표적인 수출 농산품의 자급률은 100%를 

넘는다. 2018년 농식품 수출액은 약 740억 5,660만 유로(한화 약 95조 5,367억 원)로, 독일 

전체 수출액의 5.6%를 차지한다. 농식품 수입액은 약 892억 2,200만 유로(한화 약 115조 

1,010억원)이며 전체 수입액의 8.2%에 해당한다. 2018년 농식품 무역수지는 151억 6,520만 

유로(한화 약 19조 5,64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림 4>  EU 및 비EU 국가와의 농산물 무역 추이

단위: 백만 유로

 비EU 국가로 수출  EU 국가로 수출

 비EU 국가에서 수입  EU 국가에서 수입

 비EU 국가 대상 무역수지(오른쪽 세로축)  EU 국가 대상 무역수지(오른쪽 세로축)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

  2018년 농식품 수출의 78%와 수입의 약 81%가 EU 국가를 대상으로 할 정도로 EU 국가의 

비중이 높다. EU 국가들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80% 수준을 유지하며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들 EU 국가를 대상으로 한 농산물 무역적자가 독일 농식품 무역 적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그림 4>). EU 내 대표적인 교역 상대국은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폴란드 등이다. 비EU 국가 중에서는 스위스, 미국, 러시아, 브라질, 중국 등이 중요한 

교역대상이다.

  수출 품목3) 중에서는 가공식품의 비중이 27%로 가장 높았고, 신선식품과 식량원자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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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를 이었다. EU와 비EU 국가간에는 차이가 보인다. EU국가로는 가공식품(26%), 신선식

품(21%)과 가공농산품(18%)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고 식량원자재의 비중(17%)은 비교적 

낮은 반면, 비EU국가로의 수출에서는 식량원자재가 21%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공농산품의 수출이 적게 이뤄졌다.   

  수입에서는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이 31%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음료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14%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패턴은 EU국가로부터의 수입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난다. 반면 비EU국가에서 수입된 농식품 중에서는 식량원자재(40%)와 신선식품

(27%)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농산품과 가공식품의 비중은 각각 11%, 9%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3. 독일의 농업 정책

3.1. 독일의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4)

  독일 농업정책의 큰 틀은 다른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에 

의해 결정된다.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배정

되는 중요한 정책 분야이며, 비록 예산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2018년에도 여전히 

EU 전체 예산의 약 37%를 차지했다. 

  공동농업정책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축(first pillar)은 직불금과 시장관리조

치(market measure) 등을 담당하며 유럽농업보장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농식품 무역 통계 HS 코드 881개에 해당하는 품목을 식량원자재(Commodities) / 신선식품(Other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 가공농산품(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 가공식품(Food preperations) / 음료

(Beverages) / 비식용 상품(Non-edible products)의 6개 상품군으로 분류함. 식량원자재에는 곡류, 두류, 유지류, 설탕, 

분유 등 국제무역에서 표준화된 상품들에 해당. 신선식품에는 가축, 육류, 수산물, 우유, 계란, 채소, 과일 등. 가공농산품에는 

와인을 포함한 치즈, 올리브유, 육류가공품, 식초 등 농업경영체 단계에서 생산가능한 가공품. 가공식품은 여러 식품 원료를 

함께 가공한 가공식품으로 디저트류, 면류, 소스류, 빵 및 과자류 등이 포함됨. 음료에는 와인을 제외한 물, 음료수, 주류 

등이 포함됨. 비식용 상품에는 담배, 가죽, 목화, 섬유, 화훼상품 등 식용이 아닌 농축산품이 해당함. 

 4)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EL)에서 발간한 2018년 직불금 집

계 자료 ‘Auswertungen zu den gewährten Direktzahlungen für das Antragsjahr 2018’와 독일 연방식품농업부 홈

페이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국가별 농업 통계 자료 ‘Statistical Factsheet – Germany’, 공동농업정책(CAP) 정책목표 

국가별 분석 자료 ‘Analytical factsheet for Germany: Nine objectives for a future Common Agricultural Policy’, 

공동농업정책(CAP) 국가별 자료 ‘CAP in your country – Germany’, 2014-2020 국가별 농촌 개발 체계 자료 

‘Factsheet on 2014-2020 national framework for rural development in Germany’, 직불금 요약자료 ‘Direct 

payments’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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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EAGF)을 통해 예산이 집행된다. 제2축(second pillar)은 각 회원국의 농촌개발 프로그

램(Rural Development Program, RDP)을 담당한다. 농촌개발프로그램의 주된 EU측 재원은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이며 

각국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에는 해당국 정부의 재원이 함께 투입된다. 

  독일의 2014-2020년 다년도 공동농업정책 예산5)은 441억 유로(2016년 명목가격, 한화 

약 56조 9천억 원)이다. 이 중 78.7%(347억 유로)가 첫 번째 축에 할당되었으며 21.4%(94억 

5천만 유로)가 두 번째 축에 분배되었다. 독일은 유연성 규정을 활용, 2015년부터 2019년까

지 5년 동안 첫 번째 축 예산의 4.5%를 농촌개발프로그램으로 재할당하기로 하였는데, 위의 

예산 배분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독일을 포함한 11개 국가가 유연성 규정을 활용해 직불금

에 배정된 예산을 농촌개발에 사용했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농촌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에는 현재의 4.5%보다 1.5% 더 높은 6%를 농촌개

발로 옮길 예정이다.

  2018년에는 총 63억 6천만 유로(한화 약 8조 2천억 원)의 공동농업정책 예산이 독일의 

농업인과 농촌에 투입되었으며 이 중 직불금에 약 75.7%, 시장관리조치에 2.3%, 농촌개발에

는 22%가 사용되었다. EU 평균인 직불금 70.9%, 시장관리조치 4.6%, 농촌개발 24.5%에 

비해 독일의 예산 내 직불금 비중이 비교적 더 높고 농촌개발은 비중이 낮다. 

3.1.1. 직불금

  직불금은 독일 농업인 1인당 소득에서 평균 40%를 차지하는 농가 소득의 핵심적인 부분이

다. 매년 약 48억 유로(한화 약 6조 2천억 원)가 독일 내에서 직불금으로 배정되며, 2018년에

는 총 47억 8천만 유로(한화 약 6조 1,700억 원)가 31만 농가에 직불금으로 지급되었다. 

농업경영체당 약 1만 5천유로(한화 약 2천만 원), 헥타르당 287유로(한화 약 37만 원)에 

해당한다. 농가 규모에 따른 지급액의 양극화가 큰 편이다. 수령인 중 하위 62%가 1만 

 5) EU의 공동농업정책은 다른 정책 분야와 마찬가지로 7개년의 다년도 예산(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을 

수립하며, 이 과정에서 차기 예산기간의 예산과 정책 기조를 설정함. 2021-2027 다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예산 수립 시기에 

맞춰 집행위가 차기 정책개혁안을 2018년 6월 제안함. 예산 및 정책 시행 체계를 회원국의 자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

하며 공동의 목표 설정과 목표에 대한 각국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함. 또한 Eco-Scheme 도입 증 환경 및 기후변

화 관련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19년 11월에는 독일의 von der Leyen을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집행위가 출범, 기후변화 대응를 중심으로 한 

European Green Deal을 핵심 기조로 발표함. 관련된 농업부문의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From Farm to Fork 전략을 제안, 차기 공동농업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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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이하를 지급받는 한편 상위 1%는 15만 유로 이상의 직불금을 받으며, 상위 1%의 직불금 

합계는 전체 직불금의 21%를 차지한다. 이는 공동농업정책의 직불금이 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으로, 대농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제도라는 비판을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림 5>  독일 농지 규모별 1인당 연간 소득 및 직불금(2015-2016 평균)

 직불금 제외 소득/연간노동단위(AWU)  재분배 직불금/연간노동단위(AWU)

 환경보전 직불금/연간노동단위  기타, 생산비연계(decoupled) 직불금/연간노동단위

  생산연계 직불금/연간노동단위   농부 1인당 평균소득

   소득 내 직불금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

  EU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각 회원국이 공통으로 시행하는 직불금제도에는 기초직불금

(basic payment), 환경보전(greening) 직불금, 청년농업인 직불금이 있다. 직불금을 지급받

는 농업인에게는 환경보호, 보건, 동물 복지, 토양 관리 등에 관련된 여러 의무와 규제들이 

포함된 상호준수의무(cross compliance)가 부여된다.  

  각 국가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에는 소농지불제(small farmer scheme), 재분배 직불

금(redistributive payment), 자발적 생산연계 지원금(voluntary coupled support),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 등이 있는데, 독일은 이 중 소농지불제와 재분배 직불금만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EU에서 유일하게 생산연계 지원금을 채택하지 않는 국가이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은 현재 덴마크와 슬로베니아에서만 시행된다. 독일은 대신 농촌개발프로그램으로 조건불

리지역을 지원한다.

  독일은 다른 기존 회원국(2004년 이전 가입국)과 마찬가지로 기초직불금 제도에 

있어 기본지불제(Basic Payment Scheme)6)를 적용해 기초직불금 지급단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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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지급단가가 낮은 신규 회원국들과의 단위면적당 지급액 균등화를 

위해 지급단가를 소폭 낮추었다. 또한 독일 내 농업경영체간 지급액의 균등화를 위해 2015

년부터 지역별 균일단가를 적용했으며, 2019년부터는 국가 전체에 균일단가를 적용, 헥타르

당 175.95유로를 기초직불금으로 지급했다. 2018년 직불금 신청자의 91.7%인 약 28만 명이 

기초직불금을 신청, 수령했으며, 총 직불금의 60.6%가 기초직불금으로 지급되었다. 

  친환경적인 영농활동 의무를 준수하는 농업경영체에는 헥타르당 약 85유로의 환경보전 

직불금이 추가 지급된다. 환경보전 직불금은 기후 및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는 영농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 직불금의 약 30%가 배정된다. 친환경 의무에는 작물 다양화, 

영구초지 유지 및 관리, 농지의 5%를 생태관리 집중구역(ecological focus area)으로 휴경 

및 보전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제재가 따른다. 2018년 집계에 따르면 기초직불금을 신청한 28만여 농업경영체 중 300여 

곳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 전체 지급액의 29.5%인 약 14억 1,000만 유로(한화 약 1조 

8,100억 원)가 환경보전 직불금으로 지급되었다.

  40세 이하의 농업인은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통해 기초직불금의 25%에 해당하는 헥타르당 

약 44유로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은 최대 90헥타르의 농지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이뤄진다. 청년농업인 직불제 수령 농업경영체의 비중은 2016년의 약 8%에서 2018년 13.2%

로 늘어나 3만 7천여 농업경영체가 혜택을 받았다. 독일 내 청년농업인 직불금 수령 농업경

영체의 평균 농지 규모는 60헥타르에 조금 못 미친다.

  EU 규정상 한 농업경영체의 직불금 총액이 15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지급단가를 할인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상한액을 지정할 수도 있다. 

단, 국가 직불금 예산의 5% 이상을 재분배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할인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6개국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재분배 직불금은 소규모 및 중규모의 농업경영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별 선택 제도로 

지급 대상 농업경영체의 농지 중 일정 면적 이하의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추가 지급한다. 

 6) 기초 직불금(Basic Payment)은 대체로 면적에 비례해서 책정되나, 회원국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뉨. 

2004년 이전에 EU에 가입한 기존 회원국들은 2013년부터 새로 도입된 기본지불제(Basic Payment Scheme, BPS)를 

적용함. 기존의 단일지불제(Single Payment Scheme, SPS)에서와 달리 국가 내의 농가간/지역간 상이한 단위면적당 지불

액의 균등화를 위한 조정이 매년 적용됨. 동유럽의 신규 회원국들은 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을 책정하는 단일면적지불제

(Single Area Payment Scheme, SAPS)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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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 직불금이 적용되는 국가 내 모든 기초직불금 대상 농업경영체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재분배 직불금을 지급받는데, 독일의 경우 각 농업경영체 농지의 최초 30헥타르(group 1)에 

대해 헥타르당 약 50유로, 추가 16헥타르(30~46헥타르, group 2)에 대해서는 헥타르당 약 

30유로를 지급한다. 즉, 50헥타르를 보유한 농가는 50헥타르에 해당하는 기초직불금과 환경

보전 직불금에 더해, 처음 46헥타르에 대한 재분배 직불금을 추가지급 받는다. 2018년에는 

독일 직불금 전체의 6.9%가 재분배 직불금으로 지급되었다. 

  소농지불제는 소규모 농가를 위한 간소화된 직불금 제도로 독일을 포함한 15개 회원국에

서 시행 중인 선택 제도이다. 기초직불금(Basic Payment)을 토대로 하는 모든 직불금을 

대체하는 제도로, 기초직불금과 이에 수반되는 상호준수의무 및 환경보전의무에서 면제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직불금, 청년 농업 직불금, 재분배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

의 산정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독일은 소농직불금 신청 면적에 상당하는 기초직불금과 

환경보전 직불금, 재분배 직불금, 청년농업인 직불금(해당하는 경우)을 합산해 책정한다. 

단, 1년에 최대 1,250유로의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5헥타르 이하의 소규모 농장들이 주로 

지원한다. 2018년에는 전체 직불금 수령 농업경영체의 8.3%인 약 2만 6천 농업경영체에 

총 약 1,913만 유로(한화 약 246억 8천만 원)가 소농지불제를 통해 지급되었다.

3.1.2. 농촌개발 프로그램

  유럽연합의 28개국에서 2014-2020년 동안 추진되는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총 118개이며, 

이 중 15개의 프로그램이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에는 연방 정부 차원의 

국가 농촌개발체계(National Framework for Rural Development)와 국가 농촌개발 네트워

크 프로그램(National Rural Network Programme), 그리고 각 연방주에서 계획, 관리하는 

13개 지역별 농촌개발 프로그램(브란덴부르크주와 베를린주, 작센안할트주와 브레멘주는 

공동 프로그램 운영)이 있다.

  독일의 국가 농촌개발체계는 독일의 15개 농촌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이지만 13개 지역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상위에서 각 프로그램들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주요 농촌개발 

수단들을 규정,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농촌개발 프로그램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

하되 국가 농촌개발체계의 틀 안에서 추진되며, 이에 따라 EU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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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선사안7)을 따름과 동시에 독일 연방정부가 고려하는 농촌분야 정책적 중점사안들을 

다루게 된다. 농촌개발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농촌개발 프로그램들의 관계자들을 

연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4년에서 2020년까지 독일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할당된 EU의 유럽농촌개발농업기

금은 총 94억 5천만 유로(한화 약 12조 2천억 원)으로, 매년 약 13억 5천만 유로(한화 약 

1조 7400억 원)의 EU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독일 연방정부는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회원국의 공동 자금으로써 매년 6억 유로(한화 약 7,740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 농촌개발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1천만 유로(EU 예산과 독일 정부 예산 각각 500만 

유로씩)가 할당되어 있으며, 여기에 쓰이는 500만 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EU 예산은 전부 

13개 지역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쓰인다. 독일의 국가 농촌개발체계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배정되어있지 않다. 

  독일의 국가 농촌개발체계는 아래에 열거된 8개 정책수단을 통해 EU의 6개 농촌개발 

우선사안 중 지식 이전 및 혁신 장려(농촌개발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다룸)를 제외한 5개 

우선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 수단들은 각각 최소 4개 이상의 지역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 실물 자산에의 투자: 농림업의 발전에 연관된 인프라, 농업경영체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농산품의 가공과 유통 등을 개선하기 위함

- 자연재해로 인해 훼손된 농업생산 잠재력을 복원하고, 예방 조치를 위한 투자를 지원해 

방지 수단을 도입

- 농업 및 사업 개발: 비농업 경제활동의 창출과 발전을 위한 투자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 경제활동의 다양화에 기여

- 농촌지역 기초 서비스와 마을 재생: 예를 들어 광역통신망 인프라 지원, 광역통신망 

공급, 마을과 농촌경관, 자연 보존가치가 높은 장소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와 

 7) 2014-2020년 유럽 공동농업정책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목표는 1) 농업의 경쟁력 강화, 2)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과 기후변화 대응, 3) 농촌 경제와 농촌 사회의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6개 우선사안은 1)농림업과 농촌 내 지식 이전과 혁신 장려, 2)　농업의 생존능력과 경쟁력 강화, 혁신

적인 농업기술 및 지속가능한 숲 관리 촉진, 3)　농업 식품 유통, 동물복지, 위험관리 촉진, 4) 자원 효율성 제고, 농림수산업

의 저탄소 및 기후 탄력적인 경제로의 전환 지원, 5) 농림업 관련 생태계의 복원, 보전, 개선, 6) 농촌 지역의 사회통합, 

빈곤감소, 경제발전 촉진(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key-policies/common-agricultural- 

policy/rural-development_en. 검색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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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개선에 관련된 연구와 투자에 대한 지원,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 인프라와 

관광 정보, 소규모 관광 인프라를 위한 투자 지원 등이 포함

- 임업부문 투자: 숲 생태계의 회복탄력성과 환경 가치, 기후변화 완화 잠재력의 개선, 

숲 훼손의 방지와 복원

- 농업환경기후 직불금: 의무적인 준수요건을 상회하는 활동에 대한 지불, 환경과 기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영농활동으로의 변화 촉진

- 유기농업

- 자연적 또는 특수한 제약이 있는 지역에 직불금 지급

3.2. 농업환경 정책의 강화 - 비료 및 농약사용 규제8)

  독일 연방정부는 2019년에 농업 환경규제가 다수 포함된 여러 농업 정책을 발표했다. 

소위 ‘농업 패키지(Agrarpaket)’로 불리는 세 가지 법안 및 수정안(공동농업정책 예산 재할당, 

동물복지 표시제, 곤충보호 프로그램)이 연방식품농업부와 연방환경부의 합의를 거쳐 마련

되었으며, 2019년 9월 4일 연방내각에서 채택되어 의회로 제출되었다. 10월 9일에는 농업을 

포함한 각 부문별 기후변화 완화 대책이 담긴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Klimaschutzprogramm 

2030)을 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과 함께 채택했다. 이어 연방식품농업부는 12월 19

일 경종 부문(곡류, 채소, 과수 등 작물재배)의 환경,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은 농업전략 2035(Ackerbaustrategie 2035)을 발표했다. 

  한편,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농부들이 과도한 환경규제라며 연방식품농업부가 위치한 

본(Bonn)과 베를린 등지에서 대규모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함에 따라 정책 

추진에 진통이 따르고 있다. 특히 곤충보호 프로그램과 기후보호 프로그램, 농업전략 2035

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비료에 관한 규제와 곤충보호 프로그램의 농약 규제가 영농활

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도입에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농업환경에 

 8) 독일 연방정부가 발간한 ‘Klimaschutzprogramm 2030’,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EL)가 발간한 ‘Ackerbaustrategie 2035’와 연방식품농업부의 웹사이트, 독일 연방환경부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BMU)가 발간한 ‘Aktionsprogramm 

Insektschutz’와 연방환경부 웹사이트. 독일 연방환경청(Umwelt Bundesamt, UBA) 웹사이트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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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비료 규제의 경우 독일 

내부가 아닌 유럽연합의 압력이 가장 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질산염 지침(Nitrate 

Directive)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독일 정부가 2019년 9월 내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법원에 제소되어 독일 정부에 매일 최대 85만 유로의 벌금이 주어질 수도 

있었다. 농업이 교통, 에너지 부문과 함께 질산염의 주요 배출원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질산염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비료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했다. 

  최근의 기후변화 행동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들은 연방 정부로 하여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압박했다. 독일의 농업 부문은 2016년 기준 7,180만 CO2

환산톤을 배출(1990년의 9,000만 CO2환산톤에서 약 1,820만 감축), 독일 전체 배출량의 

약 7.4%을 차지해 비중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에서 독일 정부의 2030년 

농업부문 배출량 목표인 연간 5,800-6,100만 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6-9백만 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농업에서 발생하는 주요 온실가스는 아산화질소이며 질소비료의 

과잉으로 인한 토양 내 잔류 질소가 주된 원인이다. 질소비료 규제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독일 전역에서 곤충의 양과 종다양성, 서식지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표적

인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를 비롯한 농약의 영향에 대한 고려는 곤충보호 프로그램 내에 

글리포세이트의 사용금지 등 농약 규제로 이어졌다. 

  농업 정책의 공익적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들도 독일 내부에서 많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독일 내 환경단체 및 친환경 농업단체들은 공적 보조금이 환경보호, 기후보호, 동물복

지 등 공익적인 목적에만 지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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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최근 추진 중인 주요 농업정책(2019)

주요 내용

농업정책 패키지

(Agrarpaket)

2019.09.04. 발표

곤충보호 프로그램

- 곤충 서식지 복원 및 보호

- 농약 사용 감축, 토양 및 하천으로 유출되는 영양성분 및 오염물질의 감축

- 빛 공해 줄이기

- 농업 등 각 부문의 곤충 보호활동과 관련 연구 확대에 연간 1억 유로 투입 

- 곤충보호법 도입과 관련된 자연보전, 식물보호, 비료시비, 하천법의 개정

직불금 관련법 개정

- 제1축(직불금)에서 2축(농촌개발)으로 예산 재할당분을 4.5%에서 6%로 인상

- 따라서 직불금은 평균 헥타르당 4.50 유로 감소 예상 

- 농촌개발 프로그램 투자를 늘려 기후변화, 환경, 자연, 동물 보호 관련 기존 사업 지원

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원을 늘리기 위함

동물복지표시법 발의

- 동물복지 조치 정도에 따른 3단계 등급의 표시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며, 모든 표시는 

법적 최소 기준 이상을 만족해야 함 

- 표시 사용에 필요한 조건의 준수 여부는 인가된 독립 민간 기관이 검사

- 연방정부는 EU 전역에 적용되는 표시의무제 도입을 추진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

(Klimaschutz- 

programm 2030)

2019.10.9. 발표

농업부문 기후변화 완화 대책

1) 질소 잉여량의 감축: 비료 이용 규제 및 시비 방법 개선를 통해 환경 내 잉여질소 감축, 

암모니아 및 아산화질소 배출 감축

2) 축산 분뇨의 에너지 활용: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 재생에너지로 활용  

3) 유기농업 확대: 제도 및 재정적 지원 확대

4) 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후친화적인 축산 기술 연구 및 지식 공유

5) 에너지 효율 개선: 농업 및 원예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이용 장려

6) 경작 농지 내 부식토양 관리 및 형성: 부식토 조성을 촉진하는 영농방식 장려, 토양의 탄

소 고정 잠재력 활용

7) 영구 초지의 보전: 초지를 보전해 초지에 고정된 탄소를 보호

8) 이탄습지(peatland) 보호, 이탄의 배양토 사용 줄이기: 온실가스 흡수원인 이탄습지가 

마르거나 농업용으로 이용되어 온실가스 배출원이 되지 않도록 방지

9) 삼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10)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식량 수요를 줄여 농업부문 온실가스 간접 감축

11) 공동농업정책 내 기후보호 조치 확대

농업전략 2035

(Ackerbaustrategie 

2035)

2019.12.19. 발표

12개 실행영역 목표

1) 토양 보호 강화 및 토양의 비옥도 개선

2) 작물의 다양성 제고와 윤작(돌려짓기) 확대

3) 비료 효율성 재고, 과잉 영양성분 줄이기

4) 통합적인 작물 보호 강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줄이기

5) 회복탄력성을 갖춘, 지역에 적응한 작물종과 품종 개발

6) 디지털화를 통한 농업 잠재력의 활용 극대화

7) 농업경관의 생물 다양성 증진

8)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경작 계획 수립

9) 농업 내 기후보호(기후변화 완화) 확대, 완화와 적응의 시너지 활용

10) 교육과 자문 활동의 강화

11) 농업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12) 농업전략 이행을 정책적, 재정적으로 지원

자료: BMEL(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웹사이트(2019), BMU(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웹사이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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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비료에 대한 규제와 농약 규제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은 2030년 헥타르당 평균 잔류질소를 70kg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농지에는 헥타르당 평균 226kg의 질소가 시비된다(2015-2017 평균). 

이중 작물이 생장함에 따라 149kg가 토양에서 분리되며 질소 투입량의 34%인 77kg의 잔류 

질소가 축적되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헥타르당 51kg(브란덴부르크)에서 108kg(니더작센)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곤충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전국의 가을철 녹지 액비 시비량은 80kgN/ha로 제한되며, 

하천과의 이격거리(시비 불가 구역)는 기존의 두배로 늘어난다(경사도 15% 이상은 5m에서 

10m로 변경, 경사도 5~10%는 1m에서 2m로 변경). 특별히 지하수 질산염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시비량을 보유 농지 평균 20% 줄여야 하며 170kgN/ha의 상한선이 

적용, 겨울 유채와 겨울 보리 등 일부 작물에는 가을철 시비가 금지되는 등의 추가 규제가 

도입된다. 

  농약 규제에서 중요한 변화는 글리포세이트 등 제초제와 살충제에 대한 금지 규정이다.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제초제의 경우 EU의 사용 허가 기한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며 이후에는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다. 또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를 포함,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제초제의 사용을 2020년부터 대폭 줄인다. 2021년부터는 

생태적으로 취약한 지역 내에서 제초제와 살충제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러한 지역에는 특별

보전지역(Special Area of Conservation, SAC), 자연보전구역, 국립공원, 연방 자연보호법 

30조에서 규정하는 법적으로 보호된 서식지, 또한 각 연방주가 곤충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한 조류보호구역 등이 포함된다.

4. 맺음말

  독일 농업의 현황과 독일의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새로 도입하는 농업환경 정책을 살펴

보았다. 독일 농업과 농업정책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EU 공동농업정책 직불금 제도를 

비판적으로 논의, 한국의 공익형 직불금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내 환경보전 직불금의 비효율성과 저조한 성과를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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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유럽회계감사원의 2017년 환경보전 직불금 감사 결과, 환경보전 직불금을 

통해 환경적으로 개선되는 농지는 EU 전체 농지의 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대상 

농가 중 약 65%가 전혀 기존의 영농방식을 바꾸지 않고도 상호준수의무를 통해 이미 기준을 

충족했거나 면제가 되어 환경보전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는 2013년에 환경보전 직불금의 

도입이 논의되던 당시 환경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보다는 각 회원국 정부와 자국 

농민에 부담과 저항이 적은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제도의 취지가 희석된 탓이다

(Schulze, 2018). 그 결과 직불금 전체의 약 30%에 가까운 비용이 투자되었으나 유럽 농촌의 

생물다양성과 토양질은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어 왔다. 독일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독일 농업경영체의 99%가 환경보전 직불금을 받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곤충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토양에서의 암모니아 배출, 지하수 질산염 오염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공익형 직불금 제도가 단지 농업인의 소득보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

로 농업의 다기능성에 기반한 공익을 창출하고자 한다면 농업환경 측면에서의 공익적 성과

를 극대화하는데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회계감사원의 

환경보전직불금에 대해 제안한 것과 같이 직불금의 공익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다면 

수치화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독일 농업환경 규제와 관련된 갈등은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직불금 제도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문제를 드러낸다. 유럽의 직불금 제도는 가격지지제도를 폐기하

는 과정에서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되었다. 직불금의 공익상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도 그러한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직불금 제도에 새로운 공익적 의무

와 목적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효과적이지 못한 환경보전 직불금 제도나 

독일 농업인들의 환경규제에 대한 반발이 이를 방증한다. 유럽연합 직불금 제도의 경로 

의존성 문제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공익형 직불금 제도에도 경로 의존성으로 인한 문제들

이 발생할 수 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초기인 현재의 논의가 이 새로운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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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식품산업현황

김 승 준 * 9)

1. 국가 개황

1.1. 일반 현황

  에콰도르 공화국(Republica del Ecuador)은 남미대륙에 위치한 국가로 면적은 한반도의 

약 1.3배인 28만 3,561km
2
이다. 에콰도르는 동부 아마존(Oriente), 서부 해안(Costa), 갈라파

고스 제도, 중부 산악지대(Sierra)의 4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행정구역 상 24개 주로 구성되

어 있다. 에콰도르는 크게 3개의 기후대로 구분되는데, 태평양 연안 저지대의 연평균기온은 

25~31℃, 연평균 강우량은 2,500~3,000mm으로 고온다습하며, 중부 산악 고지대는 온난하

여 연평균 기온 13℃~18℃, 700~1,500mm의 강우량을 보인다. 밀림지역인 동부 아마존은 

연평균기온 23-32℃, 연평균 강우량 3,000~4,000mm이다. 세부적으로는 21개의 다양한 

기후대가 존재하며 11~4월이 우기이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에콰도르는 전 세계 식물 

중 10%, 조류 중 18%가 서식하고 있으며, 26개의 환경 보존 구역과 국립공원이 전 국토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1,728만 명으로 연평균 약 1.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26.9세이다(외교부 2019). 인종 구성은 메스티소가 71.9%로 다수를 차

지하며, 인디오 7.0%, 흑인 7.2%, 유럽계 6.1%, 기타 7.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주변 남미의 다른 국가들과 같이 주민의 대부분은 가톨릭신자이다.

 * 사단법인 국제농산업개발원 국제개발협력실장 (kimseungjun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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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에콰도르 지도

자료: 외교부(2019).

  안데스 산맥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 키토(Quito)는 1534년 스페인 식민도시로 건설되

어 현재 인구 2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미의 가장 오래된 수도로 대통령 궁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다.1) 에콰도르의 주요도시는 수도 

키토와 과야킬(Guayaquil), 쿠엔카(Cuenca)로 이 중 에콰도르의 경제수도로 불리는 과야킬

은 태평양에 인접한 항구도시로 무역업이 발달하였고 수산업과 바나나 생산의 중심지이다. 

한편, 에콰도르 남부 안데스 산맥 계곡에 위치한 쿠엔카2)는 문화, 예술 등이 발달하여 ‘에콰

도르의 아테네’로 불리며, 아름다운 풍광으로도 유명하다.

  에콰도르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헌법상 국가체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시민참여사

회통제위원회, 선거관리기구로 구성되어 있다(외교부 2019). 현 대통령은 레닌 모레노(Lenin 

Moreno)로 2007년부터 10여 년간 통치해 온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와 같은 정당 

 1) 잉카문명의 잔해 위에 세워졌으며, 옛 도시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

 2) 스페인의 계획 식민도시로 르네상스식 도시계획을 남미국가에 접목한 사례임. 구시가지 건축물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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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이다. 그러나 정부 각계의 전 대통령 인맥 청산과 부정부패척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군부를 장악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한편, 모레노 행정부는 

전 정권의 유사인 대규모 국가 부채,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민간투자의 부족과 높은 

실업률 등의 난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과 유류보조금 폐지 등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에 반대하여 최근 발생한 

대규모 시위는 도로 점거·강도·상점 약탈 등 전국적인 소요 사태로 확산되었고, 에콰도르 

정부는 2019년 10월 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10월 13일 정부와 원주민 측 간 대화

에 의해 시위의 중단이 합의된 이후, 국가비상사태는 11월 3일 부로 종료되었다.

  에콰도르는 계층별, 지역별 빈부격차로 높은 국가로 2000년대에는 지니계수가 0.6으로 

매우 높았으나, 2017년에는 0.4로 다소 완화되었다. 국가 전체인구의 25%가 빈곤층이며 

극빈층은 9%이다. 빈곤층은 주로 카르치(Carchi), 볼리바르(Bolivar), 침보라소(Chimborazo), 

피친차(Pichincha), 아마조니아(Amazonia), 로사(Loja) 등 아마존 지역, 중북부 해안, 중남부 

고원에 집중되어 있다(외교부 2019). 

1.2. 경제 현황

1.2.1. 경제 일반

  에콰도르의 경제 규모는 GDP 기준 중남미 33개국 중 7위 수준이며, 1인당 GDP는 2018년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기준 1만 1,898달러이다. 전통적인 1차 산업 

중심 경제로 1950년대까지 태평양 해안가에서 주로 카카오를 재배하여 수출하였고, 이후 

바나나가 주력 수출품목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새우 등 수산물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2017년 기준 농업의 GDP 기여도는 6.7%에 불과하지만,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업은 

전체 수출액의 54.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에콰도르는 OPEC 회원국으로 1967년 동부지

역의 대규모 유전 발견 이후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원유 생산을 시작했는데, 원유매장

량은 88억 3,000만 배럴(2016)로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어 3위이며, 일일 평균생

산량은 52만 배럴(2018)로 남미 5위이다.



98 ∙ 세계농업 2020. 3월호

<표 1>  에콰도르 대내 경제 현황

주요지표 단위 2016 2017 2018 2019(예상)

인구 백만 명 16.4 16.6 16.9 17.1

명목GDP 십억 달러 100.4 103.1 107.0 110.9

1인당 명목GDP 달러 6,077 6,199 6,343 6,483

실질성장률 % -1.5 3.0 1.3 1.8

소비자물가상승률 % 1.2 0.4 -0.2 2.0

실업률 % 5.2 5.7 5.2 6.0

재정수지(GDP대비) % -7.5 -3.4 -4.8 -2.1

정부채무/GDP % 37.2 39.0 42.7 -

자료: KOTRA(2019).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이 7번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 가운데 출범한 코레아 

정부(2007-2017)는 확장적 거시정책, 서민·근로자 지원, 에너지·자원 개발의 국가주도, 국

내 제조업 육성, 신자유주의 배격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에콰도

르 역사 상 최초의 포괄적인 국가 발전전략인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l Desarrollo)

을 수립하여 공공투자 및 사회 인프라 확충, 장애인 복지 개선 및 의무 채용, 근로자 사회보장

제도 의무 가입, 빈곤층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한편, 석유와 농산물 

등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조업의 육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로, 공항, 항만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집중하였으나, 제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끌어올려 단기간에 산업화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2>  에콰도르 대외 경제 현황

주요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총수출 백만 달러 18,267 16,797 19,122 22,800

총수입 백만 달러 -20,973 -15,550 -19,844 -23,900

무역수지 백만 달러 -2,706 1,247 -722 -1,100

경상수지 백만 달러 -2,114 1,435 -300 10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5.8 0.9 1.2 1.0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7.1 7.4 6.0 -

총 외채잔액 백만 달러 29,156 35,951 39,162 43,447

총 외채잔액/GDP % 29.1 36.8 39.7 43.6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2,114 1,435 779 -1,523

자료: KOTR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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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는 계속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1990년대 말의 극심한 금융위기로 2000년 1월

부터 자국 화폐를 폐기하고 미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채택하였다. 이로 인해 물가 안정 

및 소득 구매력 유지에는 성공하였으나,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국제유가의 하락과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되었으며, 정부의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에콰도르 경제는 국제유가 하락, 수출 감소, 재정적자 누적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

며, 2016년에는 GDP 성장률이 –1.5%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에콰도르의 공공채무 또한 무분별한 차관으로 인해 2017년에는 GDP의 42%(419억 불) 수준

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7년 5월 출범한 모레노 정부는 경제부문에서 코레아 

전 정부의 국가 주도형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친시장적 자유주의 경제기조를 표방하였다.  

모레노 행정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경제정책 4대 기조로 △ 국가재정 정상

화, △ 정부규모 축소, △ 국제수지 균형(수출 및 투자치 확대), △ 민간부문 생산 진흥을 

천명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 외국인투자 유치, △ 통상관계 

강화(수출증진), △ 관광산업 진흥, △ 에콰도르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등 4대 정책을 강조하

고 있다. 

<표 3>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천 달러

주요지표 2014 2015 2016 2017

농업, 임업, 수렵, 수산업 38,928 67,818 41,780 124,422

상업 141,948 172,875 106,579 97,905

건설 4,278 6,834 29,768 56,033

전기, 가스 및 수도 -4,671 61,758 1,195 2,129

광산 및 채석 490,125 559,834 479,103 64,716

제조업 107,602 264,101 36,832 143,096

서비스(지역, 사회, 개인 대상) 14,072 -10,834 -10,095 -3,857

서비스업(기업 대상) 25,808 243,280 20,887 74,425

서비스업(운송, 창고, 통신) -51,072 -43,628 37,994 47,555

총 계 766,452 1,322,038 744,041 606,425

자료: 에콰도르 중앙은행(B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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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에콰도르 경제는 2017년에는 국제유가 회복과 수출 

호조로 인해 2.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회복 국면을 보이는 듯했으나 저성장 기조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정부지출 축소와 세계경제 여건 악화로 에콰도르의 2018년 경제

성장률은 1.2%를 기록하였고, 2019년 또한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베네수

엘라,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에콰도르 정부는 결국 2018년 

2월 국제통화기금(IMF) 등 7개 국제기구와 102억불 금융지원에 합의하였다.

1.2.2. 주요 정책 및 규제 환경

  정부는 경제위기의 돌파구로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책으로 「생산, 무역 및 투자 기본법(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COPCI)」을 제정하였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높은 석유 의존도에서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다. 에콰도르 정부는 「생산, 무역 및 투자 기본법(COPCI)」에 따라 소득세를 낮추고, 신규 

투자기업의 소득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및 다양화 촉진을 

위한 정책 또한 실시하고 있다(KOTRA 2019).

  에콰도르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COPCI 24조 2항에 따라 기초산업3)의 신규 투자

에 대한 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하는 한편, 국경에 인접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시에는 12년

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일정 지역을 특별관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에 수입되는 

물품들의 관세 및 세금면제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KOTRA 2019).

1.2.3. 수출입 동향

  에콰도르는 WTO 가입국이자 안데스 공동체(Comunidad Andina)의 일원으로 해당 무역

규정에 적용받고 있다.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무역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FTA,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반덤핑 관세 등 무역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코레아 전 정부는 

지역통합을 위한 UNASUR(남미국가연합), CELAC(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 등의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경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정 체결에는 소극적이었다. 특히, 보호무역 

 3) 제철, 구리, 알루미늄, 셀룰로오스, 석유화학, 조선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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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강조하여 높은 수입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국산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에콰도르는 전면적 무역협정으로 안데스공동체협정(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을 체결한바 있으며, 부분적 무역협정으로는 MERCOSUR(남미공

동시장), 과테말라, 칠레, 우루과이, 멕시코와 협정을 체결하는데 그쳤다(외교부 2019).

  코레아 전 정부는 2012년 자동차, 휴대전화 등 일부 상품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안을 

발효하고, 2015년에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정권 교체 이후 모두 폐지되었다

(KOTRA 2019). 최근의 정부정책은 경제적 실용주의와 개방주의 노선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거대경제권인 미국·EU와의 교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이 발효되었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했으며,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PA) 가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여타 역내 외 국가들과도 

양자투자·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통상투자 협력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러시

아, 한국, 터키,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캐나다 및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투자협정 

또는 무역협정이 논의되고 있다.

<표 4> 에콰도르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16 2017 2018.7

총 계 16,797,666 19,122,455 12,580,401

1 석유와 역청유(원유) 5,053,937 6,189,823 4,549,701

2 새우 2,587,433 3,047,028 1,898,289

3 바나나 2,742,005 3,045,157 1,901,794

4 가공·저장 생선 896,344 1,158,153 725,103

5 절화와 꽃봉오리 802,461 881,461 543,170

6 석유와 역청유 380,805 722,230 573,748

7 카카오 621,970 589,750 279,688

8 팜유 228,150 208,274 149,805

9 금 261,864 167,576 99,676

10 어류전분 157,764 120,466 51,430

자료: USDA(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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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에콰도르 10대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16 2017 2018.7

총 계 16,188,692 19,844,960 12,966,758

1 정제유  1,336,400 1,688,117 1,300,901

2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 972,449 1,171,040 886,582

3 승용차 480,657 929,669 656,089

4 의약품 717,184 738,344 432,592

5 석유가스와 탄화가스 300,042 469,495 295,491

6 전화기 375,377 423,190 297,883

7 화물차 186,508 337,934 263,750

8 오일-케이크 362,530 322,722 293,034

9 동물사료 197,393 294,151 179,128

10 밀과 메슬린 228,777 280,683 180,064

자료: USDA(2020).

  에콰도르는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며, 원유 및 농수산물의 수출이 여타 

경제부문보다 비중이 크다.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crude oil)와 바나나, 양식새우, 참치, 

절화, 커피, 카카오 등 대부분 1차 산업군에 속한다(KOTRA 2019). 특히, 에콰도르는 태국에 

이어 2위의 가공참치 수출국으로 세계 가공참치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수입품 1, 2위는 정제유(refined oil)이며, 제조업이 발달되지 못해 자동차, 컴퓨터, 전화기 

등의 기계류 수입 비중이 높다. 또한 인프라 산업 및 건설업의 성장으로 관련 기계 및 차량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4)

  주요 수출 대상 국가는 미국으로 2017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7.5%)과 페루(6.7%), 칠레(6.4%), 파나마(4.9%) 등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수출액

이 크다. 반면, 주요 수입대상 국가는 미국과 중국, 콜롬비아 등으로 2017년 기준 각각 

전체수입액의 22.7%, 15.4%, 8.6%를 차지한다. 

 4)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42) 

(검색일: 2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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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수출입 대상국 및 교역규모(2018)

단위: 천 달러

순위 수출대상 국가 수 출 액 순위 수입대상 국가 수 입 액

총 계 21,606,133 총 계 23,019,652

1 미국 6,671,509 1 미국 5,010,624

2 페루 1,615,108 2 중국 4,352,591

3 중국 1,494,317 3 콜롬비아 1,809,245

4 칠레 1,466,665 4 파나마 1,126,057

5 파나마 1,243,545 5 브라질 981,399

6 베트남 1,212,303 6 멕시코 804,307

7 러시아 837,849 7 페루 785,002

8 콜롬비아 832,530 8 한국 770,319

9 이탈리아 646,802 9 독일 597,829

10 스페인 582,050 10 일본 558,092

자료: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참고하여 저자 작성.5)

2. 식품산업 현황

2.1. 일반현황

  식품가공 부문은 에콰도르 경제에서 가장 실적이 우수한 부문 중 하나로 전체 제조업의 

GDP 기여도 중 약 45%에 해당한다. 에콰도르의 주요 가공식품은 육가공품과 새우가공품으

로 2016년 기준 전체 GDP 기여분의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알코올성 음료와 분말가공품

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가공식품산업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은 수산가공품으로 2016년 기준 GDP 기여도가 89.7% 증가하였으며, 그밖에 식재료품, 

새우가공품 등이 20% 이상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생수제품 생산액은 23.7% 

감소하였으며, 코코아, 초콜릿 및 제과제품, 비알코올성 음료제품 등의 생산액도 소폭 하락

세를 보였다. 에콰도르에서 커피 가공품(1.7%) 및 코코아 가공품(1.6%)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량에 비해 매우 낮으며 품질 경쟁력 또한 취약하다.

 5) (https://wits.worldbank.org/CountryProfile/en/Country/ECU/Year/2018/TradeFlow/Export) (검색일: 

2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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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에콰도르 식품가공 및 식음료제품의 GDP 기여(2014-2016년)

단위: 백만 달러

품목별 분류 2014 2015 2016
2015-2016

(% 변화)

육가공 및 기타 부산물 980 847.9 923 8.8

새우가공품 1,014 721.0 903 25.2

수산가공품 163 148.3 281 89.7

생수제품 779 533.1 407 -23.7

유지류 제품 397 430.2 423 -1.8

낙농유제품 391 369.8 368 -0.4

분말제품 190 528.3 554 4.8

제빵제품 387 398.2 437 9.8

면류 및 파스타 제품 42 46.2 49 6.7

설탕 및 사탕수수 제품 118 125.5 142 13.3

코코아, 초콜릿 및 제과제품 100 104.1 98 -6.2

커피제품 72 100.9 103 1.7

식재료품 139 234.5 290 23.8

알콜성 음료제품 567 569.4 647 16.6

비알콜성 음료제품 322 352.7 337 -4.4

가공식품 전체 GDP 5,662 5,510.0 5,961.2 8.2

자료: USDA(2017).

  에콰도르에는 1,018개의 식음료 제조업체가 있으며, 에콰도르 주요도시인 키토, 과야킬, 

쿠엔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초소규모 기업이 4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소규모 

기업은 28%, 중소기업 14%, 대기업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 전체 식음료 매출액의 

83%를 차지하는 대형 식음료 가공업체들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축적하고 생산능력을 갖춘 

반면, 소형 가공업체들은 비효율적인 전통생산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수준과 경쟁력이 

높지 못하다.

  식품가공업체 중 생선 및 기타 가공어육제품은 전체 가공식품 판매액의 19.7%를 차지하

며, 전체 104개 생산업체의 총 판매량은 21억 달러이다. 육류제품은 80개 업체가 13억 

달러의 판매량을 기록해 총 판매량의 12.3%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물 및 식물성 유지제품은 

37개 업체가 12억 달러의 판매량을 보여 총 판매량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 

식품가공 산업은 자국 경제의 달러화에 힘입어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서 식품 원료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가공 설탕, 농축 향료, 주스 농축액 및 혼합물, 착색제, 

시리얼, 육류, 밀가루 등의 수입량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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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에콰도르 식품가공산업 사업체 수, 판매량, 점유율 (2017)

품 목 사업체 수 (개) 총 판매량 (백만 $) 점유율 (%)

육류제품 85 $ 1,291.07 12.3

생선 및 기타 가공어육제품 104 $ 2,062.55 19.7

과일 및 채소제품 134 $ 520.36 5.0

동물 및 식물성 유지제품 37 $ 1,238.36 11.8

유제품 93 $ 692.00 6.6

분말제품 63 $ 292.44 2.8

전분 및 전분제품 2 $ 6.24 0.1

제방제품 70 $ 330.47 3.2

당류 및 당류 제품 10 $ 324.11 3.1

카카오, 쵸콜릿 및 과자류 60 $ 261.72 2.5

마카로니, 면류, 쿠스쿠스, 유사 곡식가루 24 $ 211.46 2.0

간편식 31 $ 8.78 0.1

기타 식품류 87 $ 851.90 8.1

애완동물 사료 71 $ 796.14 7.6

알콜성 음료 41 $ 89.48 0.9

와인 10 $ 16.73 0.2

맥주 21 $ 529.98 5.1

비알콜성 음료 75 $ 944.14 9.0

총  계 1,018 $ 10,467.94 100.0

자료: USDA(2017).

2.2. 식품유통시장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2019년 식품의 소매점 판매액은 254억 달러이고, 

식품·음료 및 담배에 대한 소비자 지출은 154억 달러로 추정된다. 지난 5년간 식품의 소매점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했다. 에콰도르 유통구조는 재래시장이나 소형점포 등 전통적 

유통 네트워크와 최신 쇼핑몰과 대형 슈퍼마켓 등 현대적 유통 네트워크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식품터미널이 설치되어 있어 전국 각지의 모든 시장에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에콰도르의 소매판매업체는 슈퍼마켓 체인, 재래시장, 체인

점이 아닌 독립 식료품점, 소규모 식품점, 편의점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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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유통업체 브랜드별 점유율 (2012~2015)

단위: %

상호 회사명 2013 2014 2015

Supermaxi La Favorita CA 9.1 9.4 9.8

Megamaxi La Favorita CA 7.7 8.1 8.4

Hiper Market El Rosado SA 6.0 6.6 6.9

Tia TIA SA 5.4 5.9 6.1

Mi Comisariato El Rosado SA 3.9 4.2 4.4

Aki La Favorita CA 3.0 3.0 3.1

Gran Aki La Favorita CA 2.5 2.5 2.7

Coral Hipermercados Gerardo Ortiz Cia Ltda 2.5 2.3 2.3

Santa Maria Maga Santa Maria SA 1.1 1.2 1.2

Super Aki Favorita CA _ 0.9 0.9

Magda Supermercados TIA SA 0.3 0.3 0.3

기  타 58.5 55.7 53.8

총 계 100.0 100.0 100.0

자료: 유로모니터 자료를 한국 식품 에콰도르 진출, 수입절차와 유통채널6)에서 재인용.

  에콰도르의 1인당 월간 식품비용 지출은 평균 250달러로 소비자의 47%가 식료품점에서 

식료품을 구매한다. 한편, 고소득층 소비자의 대부분은 현대화된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구매

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매장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다양한 수입제품들이 판매되어 지고 

있어 이용 소비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슈퍼마켓 체인은 소득수준에 따라 고객층이 

구분되어 지는데, 대형슈퍼마켓인 ‘Supermaxi’는 고소득층이 주요 고객이며,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Mi comisariato’, 그 외 저소득층이 주요고객인 ‘Aki’, ‘Tia’, ‘Santa Clara’ 

등이 있다. 슈퍼마켓은 평균적으로 매장 진역대의 약 18%를 수입품(과일 및 채소, 음료, 

스낵 및 냉동식품 등)에 할당하는 반면, 소규모 식품점은 주류, 스낵 및 청량음료와 같은 

품목을 공급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슈퍼마켓 체인은 주로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으며, 중소도

시에는 브랜드명을 다르게 한 체인점들이 분포되어 있다. 에콰도르 식음료의 소매점 판매액 

및 소비자 지출액 추이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16년 234억 달러의 

식품 소매 판매액은 2020년 264억 달러로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6) 한국 식품 에콰도르 진출, 수입절차와 유통채널(https://blog.naver.com/chodangg123/221185310929) (검색일: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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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에콰도르 식음료품의 소매점 판매액 및 소비자 지출액 추이 (2016-2020)

구 분 2016 2017 2018 2019(예상) 2020(예상)

식품 소매 판매액 (십억 달러) $ 23.4 $ 23.9 $ 24.6 $ 25.5 $ 26.4

식음료품 소비자 지출액 (십억 달러) $ 13.8 $ 14.4 $ 14.8 $ 15.4 $ 16.2

자료: USDA(2020).

2.3. 식품산업 수출입 현황

  에콰도르의 2018년 식품 및 농산물 수입액은 7억 5,300만 달러로 주요 수입대상국은 

칠레(28.81%), 콜롬비아(14.14%), 미국(12.42%)의 순서이며, 주요 수입 농산품은 대두박

(Soybean Meal), 밀(Wheat), 콩기름(Soybean Oil), 자당(Sucrose), 보리(Barley), 사료(Animal 

Feed), 간편 식품(Food Preparations), 낙과류(Deciduous Fruits), 옥수수(Corn), 귀리(Oats) 

등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산 식음료의 소비촉진을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에콰도르 식품 제조업체의 생산능력 한계와 기술력 부족으로 

연중 생산이 불가능하여 계속해서 많은 양의 식음료 수요를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이다. 주요 수입 가공식품은 △ 비알코올성 음료와 △ 분말 가공제품, △ 전처리 과채류 

및 너트류 △ 초콜릿과 제과제품 등이다. 2016년 기준 비알콜성 음료의 수입액은 380만 

USD로 주로 콜롬비아(25%), 멕시코(24%) 및 미국(22%)에서 수입하였으며, 30%의 수입관세

를 부과하고 있다. 에콰도르 국내음료업체들은 수입제품들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요도시가 아닌 지방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분말 가공제품의 수입액은 2억 9,700만 USD로 칠레에서 53%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외 콜롬비아(10%), 아르헨티나(6%)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분말 

가공제품의 수입관세는 20%-25%이다. 전처리 과채류 및 너트류의 수입액은 3,390만 USD로 

역시 칠레(44%)에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으며, 페루와 네덜란드에서도 각각 12%씩 

수입하고 있다. 초콜릿과 제과제품의 수입액은 4,890만 USD로 미국 제품의 인기가 높으며, 

수입관세는 30%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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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농산물 및 식품 수입 현황 (2015-2017)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수  입

구  분
수  입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조제사료 596.7 596.6 666.2 맥아전분 31.0 29.7 30.7

곡물 314.6 285.6 348.6 종자대두 25.0 24.2 28.8

기타조제 202.1 174.8 204.7 동물폐기 18.4 20.2 25.5

동식물유 144.9 128.2 147.2 산동물 26.1 26.2 23.4

과실견과 104.0 73.5 106.3 식물인경 13.4 15.6 19.0

곡물조제 102.6 83.9 104.5 커피차 12.6 15.4 15.1

당류설탕 68.3 59.0 91.7 낙농품 20.6 16.4 12.4

어패류 83.4 78.7 82.3 식물수액 8.9 7.0 8.0

음료주류 32.9 26.0 52.7 식용설육 12.6 5.8 6.9

채소뿌리 43.2 47.8 48.9 어육조제 5.5 5.1 6.5

과실조제 45.4 33.9 46.0 기타식물 0.7 0.6 1.3

코코아 29.6 26.1 33.0 담배 2.0 0.4 0.4

총  계 1,945 1,781 2,110

자료: USDA(2020). 

  에콰도르의 수입 식품 및 농산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조제사료(Food 

Industry Residues & Waste; Prep Animal Feed)로 2017년 기준 전체 수입액의 31.6%를 

차지하며, 곡물(Cereals) 16.5%, 기타조제(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9.7%, 동식물

유(Animal Or Vegetable Fats, Oils Etc. & Waxes) 7.0% 등의 순으로 수입량이 많다.

<표 12>  에콰도르 주요 식품 수입국 (2015-2017)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비율 

(2017)
구  분 2015 2016 2017

비율 

(2017)

칠레 196 162 208 31.0% 스페인 29 21 26 3.9%

콜럼비아 94 68 95 14.2% 네덜란드 15 19 22 3.2%

미국 90 64 83 12.3% 중국 21 18 18 2.6%

페루 87 63 61 9.1% 브라질 15 13 15 2.2%

멕시코 34 36 49 7.2% 이탈리아 15 9 13 1.9%

 총 계 596 473 590 87.6%

자료: USDA(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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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에콰도르의 식품 및 농산물 주요 수입대상국 (2015-2017)

자료: USDA(2017).

  에콰도르는 1996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고, 에콰도르의 대외 무역법은 

국내 상품거래 및 해외 무역, 자유 경쟁, 또는 생산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경제, 행정 

또는 기술적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식품 및 농산물의 제한하는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데, 수입 관세가 과도하지는 않다고 평가되지만 수입 규제 

중 기술규제(technical barrier)와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는 

종종 문제가 되어 왔다. 일부 국가들은 에콰도르의 이러한 조치가 식품 및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외환 유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에콰도르 대외 

무역법은 자유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무역을 방해하는 관행 또는 행정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WTO 규정 하에서 고려되는 경우에만 시정 조치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4. 남미지역 식품산업 동향

  남미지역은 중산층 인구와 젊은층의 증가로 가공 식품과 음료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층과 여성 직장인들의 증가는 새로운 소비자 식품 트렌드를 창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남미의 호텔과 레스토랑 등 관광산업의 증가는 식품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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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빠르게 변하는 입맛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과일과 채소 식재료에 대한 시장 수요 또한 형성되고 있다.

  남미 시장의 과채류 절편(1차 가공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8억 달러였으며, 매년 

4.37%씩 성장하여 2023년에는 23.2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과채류 

분말가공 시장은 2017년 기준 9억 달러 규모로 매년 3.95%씩 성장하여 2023년에는 1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미의 과일 및 채소 식재료 주요 제조 및 유통사는 Dohler, 

Blue Macaw Flora, Sul Americano Naturals, 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사로 특히, 

SouthAm-Santiago사(칠레 기반의 동결 건조된 수퍼푸드 생산업체)는 슈퍼 과일 기반 식재

료로 마키베리와 아사이베리를 특징으로 하는 동결건조 과일 분말을 생산하는 새 라인을 

설치하여 식재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한편, 남미에서 비만 경향의 증가로 유기농 제품과 

영양 강화 제품에 대한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과 음료 제품의 소비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장기적으로 인공보존제가 첨가되지 않은 고품질의 과일, 채소 

식재료에 대한 시장 수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2.5. 식품 관련 규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농림축산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Ganaderia, Acuacultura 

y Pesca, MAG)와 공중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MSP)에 있으며, 두 부처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자국산 및 수입산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사전 승인, 검사, 통제를 담당한다. 

현행 규정은 2006년 제정된 「식량안보법(Food Security Law)」을 기반으로 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 변형식품의 개발, 사용, 거래(수입 포함)를 금지한다.

  에콰도르의 「보건법(Health Law)」과 「식품규정(Food Regulation)」, 국가표준기관(INEN)

의 「기술 표준 2074-96」은 식품 첨가물과 그 사용에 대한 규정과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첨가제 사용이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위생상의 안전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해야만 식품 첨가물의 수입과 사용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 표준 NTE INEN 

2074-96」은 코덱스 표준 및 FDA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표준은 허용되는 첨가제 

목록, 허용 수준 규정 및 사람이 섭취할 수없는 금지 물질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농약의 조제, 제조, 수입, 거래 및 사용에 관한 법(The Formulation, Manufacture,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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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and Use of Pesticides Law)」은 농약과 기타 오염 물질에 대해 규제하는데, 제조업체

와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이 법에 따라 농약의 화학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에콰도르는 자체

적인 농약 최대허용치를 설정하지 않고, 코덱스(CODEX)의 최대 잔류물한계(Maximum 

Residue Limits)를 적용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미국 환경 보호국 등)에서 설정한 다른 

최대 허용 수준 또한 인정하고 있다. 농림축산부는 과도한 농약 또는 유사제품으로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농산물을 규제하며, 검사 결과 최대 잔류물한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확인되

면 제품을 폐기한다.

  에콰도르의 위생 및 검역조치(SPS)는 보건부와 국가 위생 관리 및 규제 기관(ARCSA)에 

의해 수행된다. ARCSA는 에콰도르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위생 검사

와 등록을 담당한다. 농림축산부 산하의 AGCALIDAD는 동식물 및 식품의 위생 규정 개발과 

검사를 감독한다. 에콰도르 통계청(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and Norms, 

INEN)은 식음료 제품의 라벨링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에콰도르 식품 

라벨 규정은 적절한 모양과 용량 및 밀봉된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

으로 △ 용기는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적합한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 

제품 보호, 보존 및 식별은 제품의 유효 기간 동안 보증되어야 하고, △ 각 제품 또는 제품 

그룹에 대해 설정된 국가기술표준(NTE)을 충족해야 하며, △ 라벨은 포장재 또는 용기의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3. 한국과의 관계

  에콰도르는 우리나라와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상호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던 

코레아 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에너지, 인프라, 경제발전경험공유, 전자통관시스

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한-에 전략적경제협력협

정(SEC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한국은 2017년 기준 에콰도르의 수입 대상국 중 9번째로 규모가 큰 국가로 에콰도르는 

총 6억 1,568만 달러의 한국 상품을 수입했다. 에콰도르의 주요 수입품은 기준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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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2,797만 달러), 자동차 부품(9,277만 달러), 액정디스플레이(2,974만 달러) 등이며, 에콰

도르의 주요 수출품은 새우(6,583만 달러), 바나나(3,536만 달러), 동괴 및 스크랩(1,737만 

달러) 등이다.

  최근 남미의 한류 확산에 힘입어 한국제품은 에콰도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에콰도르는 한류의 한류가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는 나라로 한국 가수들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넘어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수요가 성장하고 있다.7) 특히, 화장품

과 주류뿐만 아니라 한국식품에 대한 현지인의 수요가 늘면서 기존의 바이어들이 정식으로 

현지 식약처에 등록하여 대형마트로 유통채널을 확대하는 등 현지인을 타깃으로 하는 한국

식품 판매가 성장하고 있다. 

<표 13>  한국의 대에콰도르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2017)

수  출 수  입

순위 구  분 금액 (천 달러) 순위 구  분 금액 (천 달러)

1 승용차 227,971 1 새우 65,826 

2 자동차부품 92,775 2 바나나 35,360 

3 액정디스플레이 29,747 3 동괴 및 스크랩 17,373 

4 방송수신기 15,807 4 파이프, 밸브 1,521 

5 폴리카르복시산 14,420 5 선박(어선) 1,298 

6 플라스틱 용기 14,300 6 생선가루 835 

7 냉동어류 14,039 7 코코아 677 

8 건설중장비 11,970 8 커피류 630 

9 의료 백신 11,814 9 어육 610 

10 에틸렌중합체 10,783 10 알루미늄 스크랩 583 

총  계 608,864 총  계 127,802 

자료: USDA(2020).

  2017년 라면과 과자 등 10건의 식약처 허가가 있었으며, 2018년에는 30건 이상의 한국식

품 허가 절차가 진행되었다(KOTRA 2019). 한국음식과 함께 막걸리, 소주, 과실혼합주 등 

한국산 주류에 대한 에콰도르 현지인들의 수요가 늘고 있어, 한국 주류를 정식 수입하기 

 7) 한국 식품 에콰도르 진출, 수입절차와 유통채널(https://blog.naver.com/chodangg123/221185310929) (검색일: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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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대형 슈퍼마켓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선보이게 될 예정이다

(KOTRA 2019). 

4. 시사점

  남미 3대 석유 부존국가 중 하나인 에콰도르는 향후 한국과의 산업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이다. 한국의 대에콰도르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인 반면,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동괴 및 알루미늄, 새우 등으로 양측은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에콰도르의 식품산업은 인구증가와 젊은 층이 이끄는 소비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정부의 체계적인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이 

미비하고, 자국산 식음료의 품질 및 가격의 대외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제품에 대한 의존도

는 당분간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세계적인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나라 가공식품 산업의 에콰도르 진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콰도르는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진출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이며, 코레아 전 정부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의 기업진출 또한 활발하

지 못하다. 따라서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인 중남미 주요 국가들에 비하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장기적으로 남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파트너로

서의 협력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한국의 식품업체들은 에콰도르 진출 시 한류에 관심 

갖고 있는 고객층을 시작으로 일반 고객에게 확산해 나가는 전략 필요하며, 초기에는 에콰도

르 주민들이 다양한 수입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찾는 수페르막시(Supermaxi), 하이퍼마켓

(Hiper Market), 메가막시(Megamaxi)와 같은 고급 대형마트와 서민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키(AKI), 산타마리아(Santa Maria), 띠아(TIA 등의 유통채널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KOTR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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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보조 통보의 투명성과 쟁점

임 송 수 * 8)

1. 농업협정 이행사항 통보의 개요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제18조는 회원국이 그 양허의 이행과 진전 

사항을 WTO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1) 이에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는 회원

국이 통보한 사항을 검증하는 절차(review process)를 진행한다.2) 농업협정에 기초해 각 

회원국이 통보해야 할 사항은, ① 시장접근(market access), ②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③ 수출 보조(export subsidies), ④ 수출금지와 제한(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⑤ 『개혁 프로그램이 최빈개도국(LDC)과 식량순수입개도국(NFIDC)에 미칠 음(-)의 효과에 

관한 마라케쉬 결정문』(Marrakesh Decision; 이제부터 “마라케쉬 결정문”) 등 5개 분야에서 

총 12가지이다<표 1>.3)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songsoo@korea.ac.kr) 

 1) 농업협정의 국문과 영문은 다음의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https://bit.ly/2TlFxY2)(검색일: 2020.03.02.). 

그러나 이 글에서 사용하는 농업협정의 국문 번역과 정의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간한 농림축산식품부(2014)를 따르기

로 함.

 2) 모든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는 농업위원회는 연간 3~4번 모여 회원국이 통보한 사항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고 각료회의 결정

문과 관련한 대응을 점검하며 그 후속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함(WTO 1995). 이러한 농업위원회의 검증 절차는 

회원국의 농업협정 약속이행에 관한 의문점을 질의응답을 통해 해소함. 해소되지 않은 사항은 법적 분쟁해결과정(Dispute 

Settlement Mechanism, DSM)의 경로를 밟을 수 있음(https://bit.ly/3aO9I16).(검색일: 2020.03.02.). 

 3) 마라케쉬 결정문은 다음 WTO 웹사이트(영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https://bit.ly/2Pwpaae)(검색일: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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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농업협정 이행 통보의 구성

분야
표

(Table)

농업협정

조항
설명

시장접근

(market access)

MA:1 4 관세와 기타 쿼터 의무의 이행

MA:2 4 관세와 기타 쿼터 아래 수입

MA:3 5.4 물량 기준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SSG)

MA:4 5.5 가격 기준 SSG

MA:5 5.7 SSG 발동 실적

국내보조

(domestic support)

DS:1 6 국내보조

STDS:1 감축약속 면제조치: 허용보조(Green Box)

STDS:2 감축약속 면제조치: 개도국특별우대(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TDS:3 감축약속 면제조치: 생산제한 아래 직접지불

(Blue Box)

STDS:4 현행 총 AMS 산출

STDS:5 품목 특정(Product-Specific) AMS: 시장가

격지지

STDS:6 품목 특정 AMS: 감축 면제 제외 직접지불

STDS:7 품목 특정 AMS: 기타 품목 특정 보조와 총 품

목 특정 AMS  

STDS:8 품목 특정 보조 상당치(Equivalent 

Measurements of Support: EMS)

STDS:9 품목 불특정 AMS

DS:2
부속서1; 

6.2; 6.5
신규 혹은 조정된 감축 예외 조치

수출 보조

(export subsidies)

ES:1 9 수출 보조
STES:1 예산 지출과 물량 감축 약속

ES:2 10 총수출
STES:2 개도국의 지출과 물량 감축 약속

ES:3 10 식량 원조 물량

수출금지나 제한

(export prohibitions 

/restrictions)

ER:1 12 수출금지와 제한

마라케쉬 결정문

(Marrakesh 

Decision) 후속 사항

NF:1 16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개도국(NFIDC)의 음(-)의 영향

주: STDS: 보조자료(Supporting Table Domestic Support)임.

자료: WTO(2019, p.3); WTO(2015) 본문 내용에서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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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국내보조는 현행 총보조총액측정치(Current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와 표 1(Table DS:1)과 표 2(Table DS:2)가 해당한다. 이 가운데 표 1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조자료(Supporting Table) DS:1~DS:9로 구성된다. 수출보조의 표 

ES:1과 표 ES:2도 각각 보조자료(STES:1; STES:2)를 포함한다.

  2019년 10월 17일까지 총 4,768건의 농업협정 이행 통보(부록, 정오표, 수정본 등을 모두 

포함)가 이뤄졌다<그림 1>. 이행 통보는 국내보조(Table ES:1)와 수출 보조(Table ES:1)처럼 

연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regular notification)과 수출 제한(Table ER:1)이나 원조

(Table NF:1)가 있을 때 알리는 특별 통보(ad hoc notification)로 구분된다.4)

<그림 1>  농업협정 아래 이행 통보 건수: 1995~2019년 10월

자료: WTO(2019, p.3).

  1995~2017년에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1,895건의 정기적인 통보가 이뤄졌다. 그 가운데 

국내보조(DS:1)가 811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였고 수출 보조(ES:1)는 859건으로 전체

의 47%를 기록하였다<그림 2>. 또한 회원국의 지위에 따라 살펴보면, 총 회원국 164개국 

가운데 선진국은 44건의 연간 통보 요건을 가지지만 최빈개도국(LDC)을 포함한 나머지 

개도국 127개국은 337건의 연간 통보 요건을 지닌다<그림 3>. 

 4) WTO 체제 아래 회원국 스스로 통보하는 형태는 크게, ① 일회성 통보: 관련 협정이 규정한 시기에 WTO 약속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규정 및 조치의 통보, ② 특별 또는 사전 통보: 법 개정이나 새로운 검역규정, 수입허가절차의 신규 조치 

등 다른 회원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통보, ③ 정기 또는 사후 통보: 보조의 이행 등 협정에 근거한 정보의 

제공 등으로 구분함(Wolf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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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TO 정기 농업부문 통보의 구성: 1995~2019년 10월

자료: WTO(2019, p.4).

<그림 3>  선진국과 개도국의 연도별 통보 건수

주 1) 선진국은 EU 회원국(총 27개국; 영국은 2020년 1월 31일에 탈퇴5)), 미국, 캐나다, 일본,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 9개국/지역임.

   2) 최빈개도국(LDC)은, ① 1인당 소득, ② 인적자본(human assets), ③ 경제 취약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방글라데

시, 캄보디아, 미얀마,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등을 포함해 총 47개국임(https://bit.ly/39F4MLS).

자료: WTO(2019, p.4).

 5) (https://bit.ly/3axB4IW)(검색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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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는 1995~2017년에 회원국의 통보 내용이 그 통보 요건을 얼마나 충족했는지 항목

별로 나타낸 것이다. 통보 요건을 100% 충족한 회원국은 국내보조(DS:1)와 수출 보조(ES:1)

의 경우 각각 21%와 34%에 불과하다. 반대로 자국의 통보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회원국은 국내보조와 수출보조가 각각 22%와 18%를 기록하였다.

<표 2> 회원국의 통보 요건 충족 수준: 1995~2017년

충족률

(%)

MA:2 MA:5 DS:1 ES:1 ES:2

회원국수 % 회원국수 % 회원국수 % 회원국수 % 회원국수 %

100 26 65 22 67 28 21 46 34 19 70

50~100 13 32 9 27 57 42 50 37 7 26

0~50 1 3 1 3 20 15 15 11 1 4

0 0 0 1 3 30 22 24 18 0 0

전체 40 100 33 100 135 100 135 100 27 100

주: MA: 시장접근(market access); DS: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ES: 수출보조(export subsidies)

자료: WTO(2019, p.5).

2. 국내보조 통보의 주요 쟁점

  농업부문 통보사항 가운데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가 국내보조(Table DS:1)이다. 국내보

조는 WTO가 추구하는 무역 자유화의 기조 아래 “근본적인 개혁을 초래하는 보조 및 보호에 

대한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이라는 장기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농

업협정 제20조). 보조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 사용 정도를 명확히 산출하여 통보하는 것은 

해당 회원국이 WTO 협상을 통해 합의한 농정개혁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국내보조의 통보와 이후 농업위원회의 검증은 회원국 농업정책과 협정 이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혁을 진척시키는 순기능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 과정에

서 일부 요건에 관해서는 회원국 간 다른 이해나 견해가 드러났고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쟁점화된 사안도 있다.6)

 6) 농업위원회가 검증 과정에서 회원국 간 질문하고 답한 사항은 다음 WTO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음: (agims.wto.org.)(검

색일: 2020.03.05.). 이 데이터베이스는 관세와 기타 쿼터, 특별 긴급수입제한제도(SSG), 국내보조, 수출보조, 수출제한 

등으로 구분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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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2020)은, ①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 MSP)의 산출 방식, ② 음(-)의 

값으로 산출한 보조, ③ 보조의 분류와 통보 예외 사항, ④ 통보에 사용하는 통화와 물가상승

률 반영, ⑤ 농업 총생산액(value of production: VOP) 자료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2.1. 시장가격지지(MPS)

  MPS는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가에 이전하는 정책이 초래한 국경가격과 국내 시장가

격의 격차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른바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의 규모는 현행 총보조총

액측정치(Current Total AMS)로 계측하고 이를 각 회원국에 허용된 양허 총보조총액측정치

(Final Bound Total AMS)과 비교해 통보한다.

  품목 특정(Product Specific, PS) 총보조총액측정치(AMS)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PS MPS = (AAP – FERP) × EP 

․ AAP: 농장의 적용관리가격(Applied Administered Price)

․ FERP: 고정외부참조가격으로 1986~88년 기준의 c.i.f. 단가. 

․ EP: 수매 가능 생산량(Eligible Production)

  농업협정 부속서 3의 8항에 따르면, “시장가격지지는 고정외부참조가격과 적용관리가격

과의 차에 적용관리가격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산량을 곱하여 계산된다. 동 가격차를 유지하

기 위하여 소요되는 구매 또는 저장비용 등의 재정지출은 보조총액측정치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이에 따라 산출한 MPS는 Table DS:1의 형태로 통보해야 한다. 

  2005~18년에 Table DS:1 통보에 시장가격지지를 포함한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총 

24개국이다. 이 가운데 20개국이 쌀, 밀, 옥수수 등 곡물에 MPS를 사용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림 4>. 이는 많은 회원국이 MPS 대상으로 곡물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곡물 다음으로 MPS 사용 빈도가 높은 품목군은 유제품 8개국, 설탕과 유지 종자가 각각 

7개국이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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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육류
음료

담배
곡물류

커피

차
면화 유제품

과일

채소

유지

종자
설탕 기타

방글라데시 밀, 쌀

브라질 옥수수, 밀, 쌀 커피 면화 식용콩 사이잘

캐나다
버터, 

SMP

중국 옥수수, 밀, 쌀 면화 대두, 유채 설탕

코스타리카 쌀

EU 소고기

옥수수, 밀, 쌀, 

보리, 수수, 

귀리, 라이밀

버터, 

SMP
올리브기름 설탕

아이슬란드 우유

인도
옥수수, 밀, 쌀, 

잡곡
면화 콩

대두, 겨자, 

해바라기, 

땅콩

인도네시아 쌀

이스라엘 달걀 우유

일본
소고기, 

돼지고기
밀, 보리, 전분 채소 설탕

누에

고치

요르단 밀, 보리

한국 옥수수, 보리 대두

라오스 쌀

노르웨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양

달걀, 밀, 보리, 

귀리, 호밀 

우유, 

염소젖
유지종자

<그림 4>  품목군별 시장가격지지(MPS) 사용 회원국 수: 2005~18년

자료: WTO(2020, p.3).

<표 3> 회원국별 시장가격지지(MPS)의 사용 추이: 2005~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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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육류
음료

담배
곡물류

커피

차
면화 유제품

과일

채소

유지

종자
설탕 기타

파키스탄 밀

필리핀 옥수수, 쌀

러시아 밀, 보리, 귀리

사우디아라비아 밀

스위스

소고기, 

닭고기, 

돼지

담배
옥수수, 밀, 쌀, 

보리, 귀리
우유

애플/배 

사이다, 

섬유작물, 

감자, 콩 

대두, 

해바라기씨, 

유채

설탕

대만 담뱃잎 쌀 설탕

튀니지 밀, 보리 우유 올리브기름

우크라이나 설탕

미국 유제품 설탕

주: SMP=탈지분유(skim milk powder)

자료: WTO(2020, 부록).

  2005~18년에 농업위원회에서 나타난 국내보조 통보 관련 질의는 총 2,500건이었고 이 

가운데 MPS 조치에 관한 질문은 470건에 육박하였다. MPS에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사항은 

수매 가능 생산량(EP), 적용관리가격(AAP), 고정 외부참조가격(FERP) 등이다<그림 5>.

<그림 5> 시장가격지지 관련 질문의 총 빈도: 2005~18년

 자료: WTO(2020, p.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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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수매 가능 생산량(EP)

  MPS 관한 질의 중 수매 가능 생산량(EP)이 포함된 것은 전체의 22%에 이른다. 2005~2018

년에 MPS를 통보한 24개국 가운데 EP를 명시한 국가는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 7개국뿐이다. 많은 경우 이 생산량 통계는 농업위원회

의 질의와 요청 때문에 제시되었다.

  회원국이 제시한 EP 통계의 기준은 다음처럼 다르다.

① 전체 국가/지방 생산량

일본과 미국은 통보문 각주에 해당 지역 또는 국가 전체의 모든 생산량을 EP로 제시

하였다.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코스타리카, 노르웨이, 일본이 전체 생산량을 바탕으로 

MPS를 산출하였다고 밝혔다.

② 특정 물량을 제외한 전체 생산량

캐나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통보문 각주에 총생산량에서 AAP 대상이 아닌 

물량을 뺀 것을 EP로 정의하였다. 노르웨이는 농업위원회의 질의에 이와 같은 방식 

적용을 응답하였다. 

③ 사전에 정한 목표 물량

이스라엘, 파키스탄, 우크라이나는 통보문 각주에 정부의 수매 정책이 사전에 결정

한 목표 또는 생산 쿼터에 기초하고 해당 농산물이 품질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밝히

고 있다. EU와 대만도 농업위원회의 질의 과정에서 이렇게 답변하였다. 특히 EU의 

공공수매제도는 물량을 영(0)으로 설정한 후 시장가격이 정해진 기준 임계가격 아래

로 하락하거나 EU가 입찰을 시작하기로 할 때에만 증량하도록 운영한다. 이스라엘은 

우유에 생산 쿼터를 정하여 AAP를 해당 쿼터에만 적용한다.

④ 실제 수매한 물량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실제로 수매한 물량을 EP로 간주하였다. 브라질, 중국, 인도, 

요르단, 한국, 라오스, 필리핀, 튀니지 등 8개국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고 농업위원

회 질의에 답변하였다. 브라질의 경우 가용 예산 지출액에 따라 MPS 정책을 운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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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체/지역 생산량

코스타리카 쌀

일본 소고기, 돼지고기, 누에고치, 설탕

노르웨이 밀

스위스 가금육, 소고기, 대두, 해바라기씨, 담배

미국 유제품, 설탕

② 특정 물량을 제외한 전체 생산량

캐나다 버터, 탈지분유

일본 전분(감자, 고구마)

노르웨이 우유, 염소우유, 돼지고기, 보리, 귀리

사우디아라비아 밀

중국은 특정 지역의 농가만이 품질 및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AAP로 판매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반대로 인도는 농가가 내놓은 규격에 맞는 잉여 물량만 수매하였다. 콩의 

경우 사전에 설정한 규격과 예산 배정 및 적용 목표에 해당하는 최저 지지가격 방식

을 적용하였다.7) 요르단의 밀과 보리 수매는 특정 품질규격을 충족해야 실시하고, 

인도네시아는 규정된 조달청(BULOG)8)의 연간 예산에 한정하여 쌀을 수매하였다.

⑤ 자료의 기준 부재

6개 회원국이 어떤 생산량 정보를 기준을 사용했는지 통보문 각주나 농업위원회 질

의에 밝히지 않았다. 특히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일부 농산물의 EP만을 제시하였고 

이스라엘은 자료로 밝힌 한 농산물보다 더 많은 수의 농산물에 대해 MPS 조치를 적

용하였다.

 
  <표 4>는 회원국이 통보하거나 농업위원회 질의에 관한 답변을 통해 밝히 수매 가능 

생산량(EP)의 기준과 그 적용대상 품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회원국이 통보하거나 밝힌 수매 가능 생산량(EP)의 기준: 2005~2018년

 7) 2018년 6월 11~12일에 열린 WTO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은 밀과 쌀의 시장가격지지에 관한 인도의 2010/11년과 

2013/14년 통보가 실제 수매 물량을 사용함으로써 과소 산출되었다고 지적함. 이에 인도는 농업협정이 수매 가능 생산량에 

관해 정의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그 통보의 일관성을 강조하였음(https://bit.ly/3aGi9vn). 

 8) (www.bulog.co.id)(검색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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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전에 정한 목표 물량

대만 쌀, 설탕, 토마토

EU
소고기, 밀, 보리, 옥수수, 수수, 귀리, 라이밀(triticale), 

버터, 탈지분유, 올리브기름, 설탕

이스라엘 우유, 달걀, 가금육(생산 쿼터와 최저가격 보장)

파키스탄 밀

우크라이나 설탕

④ 실제 수매 물량

브라질 옥수수, 밀, 쌀, 커피, 면화, 식용 콩, 사이잘(sisal)

중국 옥수수, 밀, 쌀, 면화, 대두, 유채, 설탕

인도
잡곡(옥수수, 보리 등), 밀, 쌀, 면화, 콩, 겨자, 겨자씨, 유

채, 해바라기, 땅콩, 대두

인도네시아 쌀

일본 보리, 밀

요르단 보리, 밀

한국 보리, 옥수수, 대두

라오스 쌀

필리핀 옥수수, 쌀

튀니지 보리, 밀, 우유, 올리브기름

⑤ 불분명

방글라데시 쌀

이스라엘 우유, 달걀(생산 쿼터와 최저가격보장)

노르웨이 소고기, 가금육, 달걀, 호밀, 유지종자

러시아 보리, 호밀, 밀

스위스
돼지, 사과 사이다, 배 사이다, 섬유식물, 감자, 콩, 보리, 

옥수수, 귀리, 밀, 우유, 유지, 유채, 설탕

자료: WTO(2020, pp.6~11).

2.1.2. 수매 가능 생산량(EP)의 근거 자료 변경

  2005~18년에 5개국이 EP의 통보하는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된다. 곧 이들이 통보한 

물량이 이전 수치와 다르게 제시된 것이다. 물론 MPS 이행방식을 기준으로 EP로 사용한 

물량 변화가 합법적일 수 있다. 브라질은 기준연도(1986~88년) 문서에서 전체 생산량을 

EP로 통보하였다가 1995년부터 실제 수매한 물량을 EP로 통보하였는데, 이는 MPS 조치의 

변경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인도도 기준연도 자료문서(AGST)와 1995/96년 첫 번째 통보에서 전체 생산량을 EP로 

사용하였다가 이후 실제로 수매한 물량을 원용하였다. 이에 대해 인도는 1996/97년 통보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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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하게 수매한 물량을 통보하고 있다고 농업위원회에 답변하였다. 일본과 라오스 및 파키

스탄도 EP의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표 5>.

<표 5>  회원국이 사용한 수매 가능 생산량(EP)의 기준 변경 사례

회원국 이전 현재

브라질 1986~88년 전체 생산량 1995년~ 실제 수매 물량

인도
1986/87~88/89년

1995/96년
전체 생산량 1996/97년~ 실제 수매 물량

일본

1986/87~88/89년
전체 생산량

(감자, 고구마, 밀, 보리)
1995년~

특정 물량을 제외한 전체 생산량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1995~99년
전체 생산량

(밀, 보리)
2000년~

실제 수매 물량

(밀, 보리)

라오스 2001~03년 전체 생산량 2016년 실제 수매 물량

자료: WTO(2020, p.13).

2.1.3. 고정외부참조가격(FERP)의 조정

  농업협정 부속서 3의 9항은, “고정외부참조가격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을 기

초로 하여 일반적으로 순수출국의 경우에는 기준기간의 관련 기초농산물의 평균 본선인도

가격(FOB)이 되고, 순수입국의 경우에는 기준기간의 관련 기초농산물의 평균 운임·보험료 

포함 수입가격(CIF)이 된다. 고정참조가격은 필요시 품질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FERP를 반영해 MPS 조치를 통보한다.

  농업위원회가 MPS에 관해 제기한 문제의 약 15%가 FERP와 연관된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질문은 회원국이 사용하는 FERP를 변경한 이유이다. 2005~18년에 통보한 8개국

이 하나 이상의 품목의 FERP를 변경하였다. 이 밖에도 4개국이 변경 여부에 관해 질문을 

받았으나 그 조정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

  인도의 경우 기준연도 자료문서에는 통화로서 루피(Indian Rupee)를 사용하였으나 통보 

때는 1986~88년 환율을 반영한 FERP과 현행 환율에 기초한 AAP를 미국 달러(USD)로 전환

해 보고하였다. 또한 인도는 콩과 잡곡류 같은 품목 그룹에 통합 및 평균 FERP를 통보하였다.

  일본은 법 개정으로 사탕수수에 관한 FERP와 이와 상응하는 적용관리가격을 정제 기준에

서 원료 기준으로 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튀니지는 모든 통보 대상 품목에 물가상승률과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한 FERP를 적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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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가 없다면 FERP의 변경은 통보한 FERP과 AAP의 격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변경하여 제시한 FERP에 더하여 그 조정의 기준 및 전환 요소들을 

정확히 제시해야 회원국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2.1.4. 국내보조 통보의 품목 기준

  농업협정 부속서 3의 7항이, “보조총액측정치는 관련 기초농산물의 최초 판매시점과 현실

적으로 가장 근접하여 계산된다”로 명시한 것에 따라 회원국은 품목 특정적 기준으로 국내보

조를 통보해야 한다. 농업위원회의 MPS 관련 논의의 7%가량이 이에 해당한다. 회원국들은 

통보한 보조가 같은 가공수준 또는 통합된 품목 수준에서 산출되었고, 통보한 품목이 보조받

은 품목과 일관된 것인지에 주목한다.

  통보 결과에 따르면, 5개국이 다른 품목 기준으로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

다 FERP와 AAP가 다른 품목 기준 아래 통보된 것이 눈에 띈다. 중국과 인도 및 이스라엘은 

농업위원회 질의응답을 통해 일부 품목의 AAP가 FERP과 다른 품목 기준 아래 통보되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2002~10년에 중국은 정곡이 아닌 쌀의 AAP에 정곡 쌀의 FERP를 적용하

였다가 이후부터는 모두 정곡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이스라엘은 2011년부터 우유의 AAP를 

1986~88년에 생산한 우유의 품질 상당치로 해마다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도와 일본 및 노르웨이는 농업위원회에 품목 특정적으로 보조를 지급하였으나 통합한 

품목군(aggregated group of commodities) 기준으로 보조를 계산하였다고 밝혔다. 인도의 

경우 웹사이트에 게시한 기준연도 자료문서(AGST)와 최저 보조가격이 콩과 잡곡에 관해 

다른 AAP이 사용되었으나 통합한 품목 그룹을 대상으로 일관하게 보조를 통보해 왔다고 

설명하였다.

  <표 6>은 다른 품목 기준으로 AAP와 FERP를 사용했거나 품목 특정적이지 않은, 통합한 

품목 그룹으로 통보한 회원국과 그 해당 품목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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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이한 품목 기준 아래 통보한 회원국과 품목

회원국 통보한 적용관리가격(AAP) 통보한 고정외부참조가격(FERP)

중국
벼 조곡(2002~10년)

정곡 쌀(2010년~)
정곡 쌀

인도

실면(seed cotton)

정곡 쌀

생면(lint cotton)

정곡 쌀

통합한 품목: 곡류, 잡곡

이스라엘
우유(2011년 이전)

우유(2011년~; 품질 조정)
우유

일본 통합한 품목: 채소와 과일

노르웨이 통합한 품목: 밀

자료: WTO(2020, p.17).

2.2. 국내보조 조치의 분류와 비분류(non-classification)

  국내보조에 관한 농업위원회의 질의응답은 회원국이 통보한 조치만으로 제약받지 않는

다. 곧 회원국이 통보하지 않은 조치에 관해서도 이를 갈파해 질의할 수 있다. 또한 통보 

대상 보조의 분류에 관한 질문도 가능하다.

  MPS 관련한 통보 및 비통보 분류에 총 7개국이 관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과 인도가 설탕에 관한 MPS 조치를 통보하지 않은 이유는 양국 정부가 설탕 수매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지자체가 소규모 농가의 삶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예시적 공정가격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쌀에 공식적인 MPS 조치를 종료하고 

기준가격(reference price) 조치를 도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회원국들이 시장가격보다 훨

씬 높은 국내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유지하는 것임에 의문을 제기하자 코스타리카는 이 가격

이 의무적인 수준이 아니며 단지 생산자와 가공업자 간 흥정의 기준으로서 기능하다고 

밝혔다.

2.3. 음(-)의 값으로 산출한 농업보조총액(AMS)

  농업협정 부속서 3의 4항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특정 농업부과금이나 수수료는 보조총액

측정치에서 공제된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 규모가 음(-)이라고 통보하는 것은 

생산자에게 음(-)의 이익이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생산자에 부과한 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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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예산 지출을 상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이 품목 특정(PS) AMS: 

MPS(Supporting Table DS:5)에 명시한 과징금이나 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음(-)의 MPS를 

통보해 왔다.9)

  실제로 중국은 쌀과 밀의 MPS를 음(-)으로 통보하면서 이에 관한 기술적인 논의가 필요하

다고 밝혔다. 인도도 여러 품목에 관해 음(-)의 MPS를 통보하였다<표 7>.

<표 7>  음(-)의 값으로 통보한 국내보조: 2005~18년

회원국 통보 내용
농업위원회 

질의 건수

브라질
음(-)의 시장가격지지(MPS)가 고정외부참조가격(FERP)보다 낮은 적용관리가격

(AAP) 및 연관된 부과금과 과징금에 의한 것으로 설명
3

캐나다
음(-)의 품목 불특정(non-product specific: NPS) 보조가 양(+)의 품목 불특정 보조

를 일부 상쇄하는 것으로 통보
1

중국

∙ 음(-)의 시장가격지지(MPS)가 다른 품목 특정 보조를 상쇄하는 것으로 통보

∙ 2012년부터 쌀과 밀의 최저수매가격이 적용관리가격(AAP)보다 높아 음(-)의 보조

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답변

7

EU
고정외부참조가격(FERP)이 적용관리가격(AAP) 낮아 나타난 음(-)의 시장가격지지

(MPS)가 다른 품목 특정 보조를 상쇄하는 것으로 통보
6

인도 음(-)의 MPS는 FERP보다 낮은 AAP 때문임을 설명 3

노르웨이

∙ 음(-)의 NPS 보조를 통보하고 이를 총 품목 특정 AMS에서 차감함으로써 총 AMS 

수준을 축소

∙ 음(-)의 품목 불특정 AMS는 농약에 조세를 매긴 것을 반영한 것이며, 다른 NPS 

AMS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설명하고 농업협정 부속

서 3이 음(-)의 NPS AMS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 

4

파키스탄

∙ 다른 품목 특정 보조 없이 음(-)의 시장가격지지를 통보

∙ 음(-)의 AMS는 생산자에 부과하는 내포된(implicit) 조세라 할 수 있으므로 현행 총

보조총액측정치(current total AMS)에서 차감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

6

스위스 음(-)의 MPS를 통보하고 다른 품목 특정 보조를 상쇄 0

튀니지

∙ 다른 품목 특정 보조 없이 음(-)의 MPS를 통보

∙ 설탕과 올리브 기름에 관한 음(-)의 AMS는 생산자 수집협회를 통해 부과하는 부담

금(duties)을 반영한 것이나, 앞으로 영(0)의 값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

2

자료: WTO(2020, p.21).

 9)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에 관한 보조자료(Supporting Tables)는 이행 약속을 도출하는 데 회원국이 사용한 자료와 방법론에 

관한 배경 및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 이는 기준연도(base period)의 보조 조항도 포함함. 예를 들면, 한국의 “이행계획서

(Schedules) 4부(Part)에 나타난 약속 관련 보조자료”도 WTO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https://bit.ly/2TL7Gt4)(검색일: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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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보 기준 통화와 물가상승률

  2005~18년에 농업위원회의 질의응답 중 회원국이 통보에 사용한 통화가 서로 다르거나 

지나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문제가 전체의 10%가량을 차지하였다. 

2.4.1. 통화

  회원국 대부분은 자국 통화로 국내보조를 통보하지만, 일부는 다른 통화를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몰도바(Moldova)의 양허 총보조총액측정치(Bound Total AMS)는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SDR)으로 명시되어 있다.10) 국내보조를 통보한 27개국 가운데 

17개국이 자국 통화를, 8개국은 다른 통화를 사용하였다. 나머지 2개국은 자국과 다른 나라 

통화를 동시에 사용해 통보하였다. 곧 아이슬란드는 기준연도 자료문서(AGST)엔 자국 통화

인 크로나(Krona)를 사용하였으나 총 AMS 산출과 이행계획서는 SDR로 표기하였다. 라오스

는 미국 달러와 자국의 킵(Kip)을 동시에 사용해 통보하였다. 라오스의 기준연도 자료문서엔 

통화표시 없이 영(nil)으로 표시되어 있다.

  인도, 파키스탄, 터키는 상품 이행계획서 및 기준연도 자료문서에 명기된 것과 다른 통화

로 국내보조를 통보하였다. 미국 달러를 사용한 이유로, ① 통보 때의 일관성, ② 물가상승률 

문제의 반영, ③ 높은 물가상승률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달러 사용 등을 내세웠다<표 8>.

<표 8>  다른 나라 통화를 사용한 회원국

회원국
이행계획서/기준

연도 문서상 통화

통보시 

사용 통화
답변 내용

농업위원회 

질문 수

인도 INR USD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다만 통보의 일관성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
22

파키스탄 PKR USD
물가상승률과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가 크기에 가

치 측면에서 안정된 USD를 사용했다고 설명
8

터키 TL USD

1995~99년에 물가상승률이 53~88%를 기록하였

고 2000년에는 하락하였으나, 높은 물가상승률이 

여전한 문제라 USD를 사용했다고 설명

3

자료: WTO(2020, p.22).

10)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이 1969년에 고정환율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국제 준비자산으로 일종의 가상 통화임. SDR

은 자유롭게 통용할 수 있고 이를 다른 통화와 교환할 수 있음. SDR 통화에 편입된 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달러, 

EU 유로,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순으로 높음.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이 IMF로부터 받은 구제 금융액도 

155억 SDR(약 210억 달러) 기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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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조정 대상
조정 전후 수준 

통보 여부
답변 내용

농업위원회 

질문 수

헝가리
양허 총 

AMS
조정 전후 

농업협정 제18조 4항이 물가상승률 적용 방법에 관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헝가리는  AMS 양허수준 혹은 

현행 AMS 수준을 조정할지에 관한 법적 혹은 방법론

적 주된 차이는 없다고 답변

2

아이슬란드 FERP 조정 전후
기준연도 통화(Krona)를 현행 통화로 전환하는 것이 

현행 총 AMS 산출의 왜곡을 막는 것으로 설명
11

요르단 FERP 조정 전후

2013년에 물가상승률이 77%에 이르는 상황에서 

1994~96년 FERP 사용은 실제 세계가격 시장과 커다

란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물가상승률 반영이 국내보조 

약속수준 이행에 필수라고 천명 

11

파키스탄 USD 표기 조정 후

높은 물가상승률과 평가절하 상황에서 자국 통화로 

AMS를 산출하는 것은 왜곡을 초래하므로 USD를 사

용해 국내보조를 통보하였다고 설명

8

튀니지 FERP 조정 후
조정은 환율의 과도한 변화와 1988~2014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FERP라고 답변
24

2.4.2. 물가상승률(inflation)

  농업협정 제18조 4항은 “회원국은 검토과정에서 과도한 물가상승률이 회원국의 국내보조 

약속을 준수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몇몇 회원

국은 물가상승률 혹은 지나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보하기도 했는데, 이를 조정 전후의 

수치를 모두 밝힌 경우와 조정한 결과만 통보한 경우로 세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조정은 조정방식에 관해 충분한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정한 결과만을 통보

한 경우 그 약속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가상승률은 보통 FERP에 반영함으로써 기준연도 문서의 FERP 수치와 차이가 난다<표 

9>. 아이슬란드, 요르단, 튀니지, 우크라이나는 지나친 물가상승률 문제를 다루기 위해 FERP

를 조정한 경우이다. 파키스탄과 터키는 물가상승률 명목으로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를 

통보에 사용하였고 헝가리는 같은 이유로 양허 총 AMS 수준을 조정하였다. 헝가리, 아이슬란

드, 요르단, 우크라이나만이 물가상승률 조정 전후 국내보조 수준을 모두 통보하였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정은 해당 회원국의 무역왜곡 보조 수준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낸

다. 일부는 이를 통해 양허수준 이내의 국내보조 이행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또한 물가상승률

의 조정은 회원국의 감축 약속 수준과 통보 수준 사이에 여지를 만들기도 한다.

<표 9>  물가상승률에 따라 통보를 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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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조정 대상
조정 전후 수준 

통보 여부
답변 내용

농업위원회 

질문 수

터키 USD 조정 후 물가상승률 문제가 지속되어 USD를 사용해 통보 3

우크라이나 FERP 조정 전후

설탕의 적용관리가격(AAP)가 과도한 물가상승률과 

투입재 비용의 상승을 반영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FERP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실제 보조

수준을 반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 

11

자료: WTO(2020, pp.23~24).

2.5. 생산액 자료

생산액(value of production: VoP) 자료는 각 회원국이 국내보조 약속수준을 이행하는지 

가늠하는 기본 통계이다. 2005~2018년에 MPS를 통보한 24개국 중 21개국이 현행 총 

AMS(STDS: 4) 이외의 방식을 채택하였다<표 10>. 라오스와 파키스탄은 STDS: 4의 각주나 

부록에 생산액 통계를 제시하였다. 아이슬란드와 인도는 STDS: 4를 통보하였으나 생산액 

자료는 없었다. 그러나 농업위원회의 요구를 받고 인도는 해당 자료를 제시하였다. 관련 

자료의 제출뿐만 아니라 생산액 산출 방식과 관련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생산액 자료는 MPS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감축 면제에 해당하지 않은 최종 양허 총 AMS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약속의 검증 등 모든 국내보조의 분류에 중요하다. 캐나다가 

2019년 농업위원회 특별 세션(special session)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99개국 

가운데 34개국만이 총 농업 생산액(품목 불특정 보조 검증에 필요)을 제시하였다. 물론 한국

은 STDS:4에 생산액 자료를 모두 통보하였다. 

생산액 통계의 명시는 해당 농산물의 상대적 보조 수준이나 농업부문 전체의 보조 투명성

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는 감축 면제 대상이 아닌 품목 특정 또는 품목 불특정 

보조 수준의 준수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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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생산액(VoP) 자료의 통보

회원국 품목 특정 VoP 통보
품목 불특정(NPS) 

VoP 통보

농업위원회가 해당 회원국에 요구한 횟수

자료 요구 정보 요구

방글라데시 STDS:4 STDS:4

브라질 STDS:4 STDS:4 1 1

캐나다 STDS:4 STDS:4 1

중국 STDS:4 STDS:4 1

코스타리카 n/a n/a

EU STDS:4 STDS:4

아이슬란드 통보 않음 n/a

인도 통보 않음 통보 않음 5 1

인도네시아 STDS:4 n/a 1

이스라엘 STDS:4 STDS:4

일본 STDS:4 STDS:4 2 1

요르단 STDS:4 STDS:4 1

한국 STDS:4 STDS:4

라오스 STDS:4 각주 STDS:4 각주

노르웨이 STDS:4 STDS:4

파키스탄 STDS:5 각주 STDS:9 각주

필리핀 STDS:4 n/a

러시아 STDS:4 STDS:4

사우디아라비아 STDS:4 부록 STDS:4 부록

스위스 STDS:4 STDS:4

대만 STDS:4 STDS:4

튀니지 STDS:4 STDS:4

우크라이나 STDS:4 STDS:4

미국 STDS:4 STDS:4 1

자료: WTO(2020, p.25).

3. 시사점과 결론

  농업위원회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인 회원국의 농업협정 이행 약속에 관한 통보내용의 

검증과 논의는 무역규범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국의 농정개혁 실천을 감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WTO는 『분쟁 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11)를 통해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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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분쟁은 회원국 간 약속의 위반(violation) 또는 회원국이 누려야 하는 이익의 무효와 

손상(nullification and impairment)을 말한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위원회에 의한 검증은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환류를 통해 사전에 잠재적 무역 분쟁을 완화 또는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표 11>은 WTO의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의 원칙과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국내 무역정책

의 일반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WTO은 회원국 검토보고서 등 무역정책 검토 메커니즘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12)을 사용한다. 회원국 간 검증은 주로 관련 위원

회를 통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을 다룬다. STC는 회원국이 약속 

사항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혹은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는지 등을 점검

하고 통보한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요구라고 할 수 있다. STC는 주로 SPS 위원회와 

TBT 위원회에 의해 명시적으로 채택되었으나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농업위원회 등도 STC를 

검증하고 있다. 곧 농업협정상 자문(제18조 6항), 역통보(제18조 7항), 사무국의 데이터베이

스 정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13)

<표 11>  투명성 제고를 위한 WTO의 모니터링 체계

원칙 사례

국내 무역정책의 일반적 투명성
무역정책검토 메커니즘

(TPRM)

회원국 검증

연간 보고서 발간

모니터링 리포트 배포

회원국 간 검증
특정무역현안에 관한 

해당 위원회의 검증

SPS 제12조 2항: TBT 제13조 1항

농업협정 제18조 6항과 7항; ASCM 제28조 8항: 

ILP 제4조

제3자의 판결 분쟁해결체계

주: 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BT=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SCM=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LP=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자료: Wolfe(2013, p.12).

11) (https://bit.ly/3aVA80Z)(검색일: 2020.03.02.)

12) (https://bit.ly/3d8m5Yb)(검색일: 2020.03.02.)

13) 역통보(reverse notification)는 무역 상대국이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회원국이 통보하도록 한 것(예: 한 회원국

이 다른 회원국의 조치에 관해 정보를 제공)으로 이는 회원국 간 검증의 기초를 제공함. 농업위원회의 경우 어떤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국내보조 통보를 시뮬레이션 하여 논의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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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1995~2018년에 회원국이 통보한 국내보조에 관한 농업위원회의 질의응답은 총 

3,500건인데 이 가운데 허용보조(green box)가 전체의 39%를 차지하였다<그림 6 >. 우리나

라에 관한 검증은 주로 허용보조에 해당하는 자연재해 보상금 지급, 고정직불금제 등이었다. 

이는 2019년 12월에 개정 공포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2020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14) 곧 새로운 국내보조 조치로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WTO 규범상 허용보조로 분류해 통보한다면 그 요건, 특히 보조금의 발동 요건이나 규모가 

현행 시장가격이나 생산 수준과 연계하지 않는,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의 충족 여부

를 검증하는 요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  국내보조 요소별 농업위원회의 질의 빈도: 1995~2018년

자료: 김상현 등(2020, p.63).

14) 공익직불법아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농식품부 웹사이트를 참조 바람

    (https://bit.ly/3b0ajwQ)(검색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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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송 주 호 *15)
 

1. 최근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WTO)1)

  2019년 11월 WTO의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에서 논의된 WTO 

무역 모니터링 보고서는 2018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10월 15일 간 WTO회원국의 무역현

황과 새로이 시행된 무역 관련 조치를 다루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무역 제한과 무역 

긴장의 증가는 국제 무역과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세계 무역 성장은 2019년 상반기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무역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서 상품 교역량의 연간 증가율은 2018년 하반기의 2.4%에서 0.6%로 감소했다. WTO 사무국

은 예상보다 느린 확장 속도에 대응해 2019년 10월 1일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2019년

에 1.2%, 2020년에 2.7%로 하향 조정했다(각각 지난 4월 추정치 2.6%와 3.0%보다 낮아졌다). 

경제 성장도 2019년 상반기 주요 경제부문에서 둔화되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무역 긴장과 

순환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의 결과였다. 시장 환율로 추정한 세계 실질 GDP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정이 실현되면 2019년 무역량 증가는 

세계 GDP 증가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둔화는 구매 관리자 지수(purchasing managers’ indices)로부터 산출한 수출 주문

(orders), 언론보도의 키워드 빈도에 따른 경제정책 불확실성 등 세계무역과 생산에 대한 

부정적 전망지표가 점차 높아지는 것과 일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WTO회원국이 관세 인상, 수량 제한, 통관 절차 강화, 수입세 

 * GS&J 인스티튜트 senior economist (jhsong@gsnj.re.kr). 이 글은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연구보고서 중에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보고서들을 선별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였음.

 1) 2019년 11월 29일 WTO의 무역정책검토기구에 보고된 WTO 사무총장의 2019년 연례보고서임. (https://www. 

wto.org/english/news_e/news19_e/dgra_12dec19_e.htm)(검색일: 2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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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출세 부과 등 102개의 새로운 무역제한 조치를 검토기간 동안 시행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수입규제의 주요 대상은 광물 및 연료유(HS 27) 17.7%, 기계류 및 기계기기(HS 84) 

13%, 전기 기계 및 부품(HS 85) 11.7%, 귀금속(HS 71) 6% 등이다.

  WTO회원국에 의해 시행된 새로운 수입 제한 조치의 무역 범위는 7,469억 달러로 추산되

었다. 이는 201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며, 이전 연간 총액(USD 5,883억 달러)의 

수치보다 27% 증가한 것이다. 지난 두 번의 연간 총액(annual overview)에서 기록된 수입 

제한 조치의 무역 적용 범위는 급증했다.

  WTO 사무국은 2009년 이후 시행된 수입 제한의 누적피해를 추정하고 있는데 2018년 

말 현재 세계 총 수입액 19조 5천억 달러 중 1조 5천억 달러가 지난 10년 동안 WTO회원국에 

의해 부과된 수입 제한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입제한의 누적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2009년 이후 시행중인 수입제한 조치의 연도별 누적 무역 영향액

단위: 10억 USD(좌축), %(우측)

 시행중인 수입제한조치의 영향액 (좌축)      세계수입 비중(%) (우축)

주: 표시된 수치는 연도별로 누적 시행중인 무역제한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연간 수입액의 추정치임.

자료: WTO(2019).

  WTO회원국들은 또한 검토 기간 동안에 수출세, 수입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포함한 

120개의 새로운 무역을 촉진하는 조치들을 시행했다. 검토 기간 동안 시행된 수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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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무역 영향(trade coverage)액은 5,447억 달러(ITA 관련 조치 제외)로 추정되었다. 

이는 2012년 10월 이후 이 같은 유형의 조치에 대해 보고된 두 번째로 높은 무역 영향액이다. 

새로운 수입 촉진 조치의 대상은 기계 및 기계기기(HS 84) 13.4%, 전기 기계와 장비(HS 

85) 12.1%, 구리와 기구(HS 74) 7.6%, 자동차(HS 87) 7.4% 등이다.

  또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의 확대와 관련한 자유화는 무역촉진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다. WTO 사무국의 예비 추산에 따르면, ITA 

확대 협정과 관련된 검토 기간 동안 시행된 수입 촉진 조치의 무역 영향액은 7,750억 달러에 

달했다.

  WTO회원국들의 무역구제 조치 시행의 월 평균 건수는 2018년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했

다. 그러나 검토 기간의 후반부는 특히 새로운 반덤핑 조사의 결과로 이 수치가 가속화되는 

것을 보였다. 반덤핑 조사의 착수는 여전히 가장 빈번한 무역 구제 조치로서, 검토 기간 

동안 모든 조치시행 중 약 4/5를 차지한다. 세이프가드 분야는 검토 기간 중 활동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무역 구제 조치는 WTO회원국들에게 매우 중요한 무역 정책 수단으로 계속 존재

하며, 본 보고서에서 파악된 모든 무역 조치의 약 68%를 차지한다. 검토기간 중 무역구제 

조치 시행 대상이 되는 주요 부문은 가구(HS 94) 24.7%, 철과 강철(HS 72), 철과 강철 물품

(HS 73) 12.1%, 기계류 및 기계기기(HS 84) 4.9% 등이다. 이러한 조치시행의 무역영향은 

462억 달러, 종료는 248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두 수치는 이전 연간 총액에서 이러한 조치에 

대해 기록된 무역 영향액보다 상당히 높다.

  일반적인 경제 지원 대책과 관련해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정보요청에 응답한 8개 WTO회

원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사무국은 이 보고서의 부속서에 경제 

지원 조치를 포함하기 어려웠다. WTO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제한된 정보와 사무국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는 현 검토 기간 동안 회원국이 전체적인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그러한 조치를 

계속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2019년 7월 비공식 TPRB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무국이 무역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지침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여러 다른 주제들도 이 보고서에서 다룬다. WTO회원국들은 자국의 위생 및 식물 위생

(SPS) 조치와 무역관련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TBT) 조치에 대한 통보를 

계속하고 있다. SPS 및 TBT 통보 의무는 합법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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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예측성과 투명성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 보고서와 같이, 대부분의 

정기적인 SPS 통보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반면, 긴급 SPS 통보는 동물 건강과 관련된 것이다. 

대부분의 TBT 조치는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의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SPS 위원회와 

TBT 위원회 모두에서 WTO회원국들은 특정 무역현안(STC)을 논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왔으며, 이는 WTO회원국들이 무역현안을 소송 외적인(non- litigiously)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럼으로서 위원회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 1995년 

이후, SPS 위원회에서 제기된 모든 STC의 43%가 해결되었거나 부분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보고서는 검토 기간 WTO의 많은 기관에서 제기된 무역 이슈와 우려의 지속적인 증가

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SPS와 TBT 위원회를 제외한 28개 WTO 기구들의 공식 회의에서 

약 230개의 무역 현안이 제기되어, 이전의 연간 보고서에 비해 회의당 8%의 증가를 보였다. 

동일 위원회/이사회의 연속적인 회의에서, 그리고 종종 복수의 WTO 기구에서 많은 무역 

현안이 제기되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우려

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WTO회원국들은 무역에 대한 우려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무역 마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WTO 위원회 구조 내에서 복수의 플랫폼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WTO회원국들이 농업위원회(CoA)를 계속 포럼으로 삼아 농업협정(AoA)

에 따른 농업정책 및 이행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했다. WTO회원국들은 AoA 18.6조에 따라 

개별 통보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고, 이들 중 대다수는 국내 보조 통보에 대한 것이었다. 

  WTO 분쟁해결제도 활동 수준은 새로운 항소기구 위원의 임명을 둘러싼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검토기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29개의 패널이 

구성되고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8개의 분쟁에서 항소가 제기되어 평균 매월 55개의 패널, 

중재, 항소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WTO 협정의 통보 요건 준수가 

매우 불균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일부 대표단이 통보를 최신 상태로 만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지만, 일반적으로는 진보가 더디다는 것이다. WTO 기구 전반에 걸친 

통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개별적인 합의와 보다 일반적으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운영을 저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낮은 준수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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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WTO 사무국과 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WTO회원국들이 통보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WTO의 무역 촉진 협정 이행을 위한 작업이 진전되어 많은 회원국들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여 WTO회원국의 약 89%로 수용비율을 높였다.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새로운 조치들이 WTO회원국들과 옵서버들에 의해 검토 기간 동안 도입되었다. 이 중 대부

분은 무역을 촉진하지만, 상당수의 조치, 특히 통신과 네트워크 지원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

는 조치와 전략적이라고 간주되거나 국가 안보와 연계된 특정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검토 

관련 정책 등은 무역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또 지적재산권(IP)과 무역의 연계 강화, IP를 경제로 효율화(streamline)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개발과 다양화 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발전에도 주목한다. 

WTO회원국들은 IP를 경제로 효율화하고 IP 입법과 행정을 현대화하고 미세 조정하기 위한 

자체 국가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화했다.

  MC 11에 이어 2019년 내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었는데, 특히 수산 

보조금에 관한 협상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회원들이 내린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회원국 

그룹들은 또한 전자 상거래, 투자 촉진, 여성의 경제적 권한 부여, 서비스에 대한 국내 규제, 

그리고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을 포함한 다른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2. 더 건강한 음식 선택을 권장하는 정책(OECD)2)

  과체중과 비만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록 아시아와 일부 지역에서는 영양부족이 

감소되고 있지만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소득 증가와 도시화, 식단과 생활스타일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영양 과다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하지 않은 식품소비패턴에 따른 공적 건강 부담은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과체중과 비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해법은 대부분 소비자, 혹은 가공업자와 소매상의 

 2) (https://www.oecd-ilibrary.org/agriculture-and-food/policies-for-encouraging-healthier-food-choices_ 

11a42b51-en) (검색일: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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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 그림은 더 건강한 식품 선택을 권장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책의 유형과 빈도를 보여준다.

<그림 2> 154개국의 건강식단과 영양 권장을 위한 중요 정책 활동과 수단

주: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국가수의 비중을 나타냄. 재가공(food reformulation)은 시장에서 식품의 영양적 품

질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WHO GINA database. OECD(2019)에서 재인용.

  국민이 영양가 높은 식사(diets)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공공 정책의 최우선 순위의 하나

이다. 동시에 농식품 부문은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식품공급을 증가시키고 

토지와 수자원을 보전하며, 농민과 식품가치사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 기후변화 완화

를 위한 적절한 기여 등의 더 광범위한 목표도 있다. 

  이러한 목표의 중심에는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이라는 원칙이 있다. 세계적으로 농지는 

늘리기 어려우며 많은 국가와 지역은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생산성 향상은 증가하

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영양 관점에서 보면 효율적인 자원사용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농업의 생산성 

증진은 실질 식품 가격을 낮춰왔으며, 경제 성장과 겹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식품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과거 세대보다 낮아졌다. 이는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였

지만 또한 과체중이나 비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빈약한 영양(영양가는 낮지만 에너지는 

높은 가공식품, 외식을 포함)의 수준이 증가하는 소비패턴을 촉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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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에서는 비료보조와 신용보조 등의 농업정책이 주곡의 생산을 촉진하게 되고, 따라서 

전통적으로 주식은 아니지만 건강에 중요한 미량영양소의 공급원인 작물의 생산이 축출되

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는 것 또한 주식의 가격을 미량영양

소가 풍부한 다른 품목(과일, 채소, 콩)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인하하여 왔다. 하지만 많은 

OECD국가들은 주식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정책을 펼쳐왔고, 이런 정책은 다른 사항이 동일

하다면 결과적으로 주식의 소비를 다른 품목의 소비보다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식품의 소비자가격은 낮아져 

왔는데 이러한 추세를 반대로 돌리려면 더 넓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효율적인 자원 사용이 폭넓은 혜택을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격 개입에 중점을 두지 

않고 어떤 가격 수준에서라도 어떤 품목이나 특정 성분의 소비를 건강한 분량에 맞게 제한하

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 목적들 사이에서는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선진국

들에서는 1인당 육류소비가 WHO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심각하게 초과한다. 다양한 식단 

변화를 위한 동인(drivers)은 많고 일부는 서로 충돌하지만 육류소비를 낮추고 더욱 식물에 

기반(plant-based)을 둔 식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공공 건강을 증진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두 가지 잠재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도전은 공공건강을 농식품 부문과 일반 경제부문 정책에 통합하는 것이다. 4가지 

방식(track) 접근은 농식품 분야의 광범위한 목표(환경 지속가능성과 가치사슬 종사자의 

생계 등에 대한 목표 포함)와 일관성을 가지면서 더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공공 정보와 상담 제공과 같은 수요 측면의 공적 개입을 통해 건강하지 

못한 식품 선택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식품 체계의 기능에 다른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이지만 충분치는 않다.

  두 번째 지원 방법은 공급-수요 접점(interface), 예컨대 제품 재가공(reformulation)이나 

혹은 라벨링 계획의 도입 또는 테스트 단계에서 산업과 협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효과적 일 수 있지만 특별한 디자인의 특징(features)이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증거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게 된다. 단순화된 라벨링 체계는 상당한 잠재력을 제공하는데 식품산업

의 글로벌 특징을 감안할 때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공공-민간 협력을 위한 잠재적 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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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행동 넛지(nudges)를 통해서 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한 

범위(scope)는  소비자의 식품 취득과 섭취뿐만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는 식품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과 관련 가능성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인센티브는 공공 인센티브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세 번째 

방안으로 가공업자와 소매 업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의 예로는 판촉, 아동용 제과에 대한 광고, 건강에 해로운 제품 구성, 특히 아기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규정들이다.

  네 번째 방안은 재정 조치인데, “과도하게 소비 될 때 건강에 해로운” 제품에 대한 소비세

가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책실패를 초래하기 쉬우며(예: 소비자

가 다른 시장에서 대체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높은 영향과 정도

(incidence)라는 면에서 역진적(regressive)일 수 있다.

  공중 보건이 경고를 나타내고 있는 추세인데도 지금까지 다른 수단을 통해 이러한 추세를 

뒤집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정책 입안자들은 재정 조치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있다. 한 가지 특별한 목표는 설탕인데, 소비 수준은 종종 건강 전문가가 권장하는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영국에서 청량음료 

부과세 계획이 발표되자 몇몇 주요 회사가 세금이 도입되기 전에 제품을 재구성(reformulating)

한 것을 보면 행동 그 자체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 행동의 신뢰할 만한 위협

(credible threat)도 변화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네 가지 정책 접근 방식에 대해 어떤 정책 조합이 가장 효과적 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행사용 음식(catering) 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외식할 때 소비하는 식품의 특성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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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농업부문의 재정상황: 역사적 비교(USDA/ERS)3)

□ 배경

  최근의 경제 상황은 미국 농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2012년경에 

정점을 찍은 후, 농업부문의 수입은 감소했고, 농업 부채는 계속 증가하였다.

  농장 부동산은 더 이상 가치가 빠르게 증가되지 않고 있으며, 땅값도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 초까지 금리는 상승하여 일부 농민들에게는 대출비용이 

증가하였다. 가까운 장래에 상품 가격이 낮아지면 일부 농부들은 그들의 대출 의무를 이행하

고 생산비용을 지출하기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상품가격과 농가소득이 높았을 때 토지나 

기계에 대해 상당한 투자를 한 농민들은 재무 부실이 높아지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출 채무 불이행 또는 파산 측면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그리고 어떤 종류의 농장이 현재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어떤 종류의 농장이 

상품 가격이 더 하락할 경우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를 밝히기 

위해 농업부문의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과거 금융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의 경제상황이 어떻

게 비교되는가를 알아내고자 한다.

□ 연구결과 발견된 사실은?

  농업 재정의 부문별 수치는 2012년 이후 경제적 여건의 악화를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수치는 장기(1970-2017) 평균 수준에 근접한다.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부문의 순현금 수입이 비율(%)면에서 1970년대 이후 가장 

오랜 기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가소득은 거의 기록에 가까운 높은 

수준에서 낮아진 것이므로 커다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조정 소득은 장기 

평균에 근접해 있다.

• 농업부문 부채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의 최고 수준에 다시 근접해 있다. 

2018년의 이자비용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보다 23%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3) (https://www.ers.usda.gov/publications/pub-details/?pubid=95237)(검색일: 2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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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사적으로 낮은 이자율 때문에 장기 평균 수준보다는 8% 정도 낮다.

• 최근 수십 년 동안, 농업 자산(특히 농지)이 부채보다 더 빠르게 증가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이후 농업부문의 부채-자산 비율은 감소했고, 2012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시장이 약해졌고 부채-자산 비율은 상승 추세를 

보였다. 현재 부채-자산 비율이 10년 평균 비율을 상회하고 있지만 1970~2017년 평균

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장 단위별 지불능력(solvency), 유동성, 상환능력에 대해 측정해보면 각 분류(category)

의 농장의 85~90%가 재정 압박(스트레스)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연간 매출이 최소 10만 달러를 넘는 농장은 소규모 사업체보다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규모 농장은 그들 수입의 많은 부분을 농장에서 

얻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농장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매출액이 최소 10만 달러 

이상인 농가 중에서 재정적인 압박(저상환 능력이나 낮은 지불능력의 보유)을 받는 비율은 

2012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최소 50만 달러 이상인 농장 중에서 

상환능력이 낮은(채무를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원리금보다 낮음) 농장의 비율은 2012년 8.1%

에서 2017년 12.4%로 증가하였고, 지불능력이 낮은(부채-자산비율이 55% 이상) 농장의 비

율은 7.6%에서 13.5%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큰 농장의 경우 재정압박의 수준은 현재 

1996-2017년 평균수준에 가깝고, 2002년(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순 현금농장 수입을 기록

한 해)에 겪은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농업부문의 재정압박 증가가 최근 대출 연체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특히, 농장신용체계

(Farm Credit System, FCS)와 상업용 은행대출의 연체율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로 반전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체율은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주택 위기와 극심한 

불황(Great Recession)에 뒤이어 연체율이 증가하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농가소득이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 감소할 경우 농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통찰하기 

위해, 이 연구는 농가 총소득의 감소가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을 (가계소득이 현재 대출을 

갚기에 충분하지 않고, 부채-자산 비율이 55%를 넘는 것으로 정의됨)” 농가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예측해 보았다. 만약 농가 총현금소득이 2017년 수준에서 10%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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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소한다면, 극심한 재정압박에 있는 농가의 비율은 2017년의 1.1%에서 각각 1.3% 

내지 1.6%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규모가 더 큰 농가, 주요 경영자가 40세 

미만인 농가, 그리고 낙농업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 연구는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본 연구는 미국 농업부문의 재정 건전성을 상태를 현재의 농업부문의 재정 성과 수치를 

과거의 평균적 농업 재정 상태와 극심한 재정압박기간의 농업 재정 성과 수치와 비교하여 

조사한다. 연구진은 부문별 데이터를 이용해 농가소득, 부채, 이자비용, 이자율, 부동산 실질 

가치, 그리고 부채-자산 비율 등의 추세를 분석했다. USDA의 1996-2017 농업자원관리조사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ARMS)의 농가 단위 데이터와 2014년의 농지 

임차권, 소유권, 이전(Tenure, Ownership, and Transition of Agricultural Land, TOTAL) 

조사가 현재 대부분의 재정 압박 하에서 운영되는 유형을 규명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소득, 상품 특화, 운영자의 연령과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농가의 대출 상환능력 측정 추세, 

운전 자본(working capital) 및 지급 능력이 시간별로도 비교되었다. 아울러 연구자들은 

대출기관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업 실질 부동산 추세와 상업은행. 농업신용시스템, 그리

고 USDA 농가지원청(Farm Service Agency)의 대출에 대한 생산대출 연체동향을 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농업 경제의 추가 침체에 가장 취약한 농장 운영의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 

농가 총소득이 감소한다는 가설 하에 영향을 추정한 모델이 사용되었다.

4. 음식 관련 시간 사용: 변화와 인구학적 차이(USDA/ERS)4)

□ 배경

  음식과 관련된 시간 사용은 식습관과 영양, 그리고 그 결과 건강에 영향을 준다, 다른 

시간 사용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음식 관련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 분석은 왜 영양과 

건강 결과가 시간에 따라, 그리고 인구 부문별로 달라지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4) (https://www.ers.usda.gov/publications/pub-details/?pubid=95398) (검색일: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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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연구는 15세 이상 미국인과 그리고 다양한 하위그룹간의 음식 관련 시간 이용 

패턴과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한다.5)

□ 연구결과 발견된 사실

  2014~2017년 동안의 인구통계 하위 그룹 간 식품 관련 시간 사용 패턴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과는 상당한 변화를 보였는데 다음은 매일 평균 시간을 보여준다.

• 미국인은 2014-17년 기간 기본적인(primary) 혹은 주요(main) 활동으로서 식사(eating 

and drinking)하는데 64.0분을 사용했는데 2004-07년의 67.0분보다 4.5% 줄었다.

<그림 3>  15세 이상의 미국인이 매일 기본적인 식사에 사용한  평균 시간 (2004년-2017년)

단위: 분

자료: USDA(2019)에서 재인용.

• 2014-17년, 미국인은 전반적으로 27.5분을 음식 준비에 사용하였고(실제 조리한 사람은 

51.4분), 식품 관련 설거지에 7.7분(실제 설거지 한 사람은 34.1분), 식료품 쇼핑 6.3분

(실제 활동 수행자는 46.0분)에 사용하였다. 이 모든 음식에 소요된 시간 활동(조리, 

 5) 여기에서 별다른 제한이 없는 한 ‘미국인’은 15세 이상의 미국인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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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 식료품 쇼핑)은 2004-07년 이후 증가하였다. 2014-17년까지의 식품 관련 시간 

사용을 2004-07년과 비교할 때 많은 주목할 만한 추세가 있다. 

1) 미국인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데 17.5%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거의 모든 가구 유형, 모든 인종/민족, 모든 수준의 교육 정도, 여성, 남성, 15세에서 

17세 사이, 25세에서 64세 사이, 65세 이상 등에서 미국인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데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 단, 18세에서 24세 사이의 미국인들만이 시간을 

적게 사용했다.

2) 미국인들은 식료품점 이외의 곳(non-grocery)에서 식품(패스트푸드점이나 피자집 등)

을 구입하는 데 36.4%의 시간을 더 소비했다. 식료품점 이외의 곳에서 식품을 구매한 

미국인의 비율은 19.5% 증가했고, 구매에 사용한 시간은 9.0% 증가했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식료품점에서 구매한 미국인들의 비율은 1.4% 감소했지만, 

그들의 식료품 쇼핑 소요시간은 6.5% 증가했다.

• 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식사 활동의 간격을 2004-2007년보다 2014-17년에 

훨씬 더 크게 늘렸다. 개별 하위그룹 중에서는 25-64세의 성인, 자녀가 없는 부부,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 고등학교 교육수준 혹은 미달의 성인들도 이 기간 동안 기본 

식사 활동 사이의 시간 간격을 크게 늘렸다.

• 식사 및 건강 모듈(Eating and Health Module, EHM)의 데이터(조사 기간이 2014-16년

으로 약간 다름)를 보완적으로 살펴보면

1) 미국인의 24.6%는 전통적인 “하루에 세 끼 식사”에 해당하는 세 번의 기본 식사활동을 

가졌다. 가장 큰 비중(38%)은 기본 식사를 2번 하는 것이었고, 26.7%는 1번만 하였다. 

다른 5.6%는 4회 이상 식사를 하였고, 4.8%는 기본적인 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2) 식량난을 겪고 있는 미국인(즉, ‘때로’ 혹은 ‘자주’ 충분히 먹을 수 없다고 보고한 

미국인들)은 식량난이 없는 미국인들(즉,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보다 

그들의 식사의 간격을 더 길게 했다.

3) 미국인들이 간식(secondary eating)을 할 때(다른 기본적인 활동을 하면서 먹는 것),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본 활동은 텔레비전과 영화를 보는 것(응답자의 23.4%)이었

고, 그 다음으로는 본업(22.8%)을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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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는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본 연구는 2004-07년과 2014-17년에 대한 미국인 시간 사용 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 ATUS)와 2014-16년의 보충 EHM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노동통계국은 ATUS와 보충

적 EHM 조사를 수행하며, 이들은 USDA의 ERS가 개발하였는데 USDA의 식품 및 영양 서비

스(Food and Nutrition Service)의 자금 지원을 받고, 국립 암 연구소의 기술지원을 받는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의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해 주로 2014-17년 동안의 ATUS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14-17년 데이터를 2004-07년 데이터와 비교하여 분석의 의미를 강화하였

다. 이 분석은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참여 상황, 식품 곤궁

(food hardship), 체중 상태를 토대로 분류한 미국인 세부 그룹별 식품관련 사용시간을 

조사하기 위해 EHM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보강되었다.

5. 미국 농무성의 2019 무역 지원 패키지(CRS)6)

  2019년 5월 23일, 미 농무성 소니 퍼듀 장관은 지속되고 있는 관세보복과 무역교란에 

따른 무역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가 2018년에 착수한 120억 $에 달하는 무역 

지원 패키지와 유사한 160억 달러에 달하는 두 번째 무역 지원 패키지를 2019년에 실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19년 무역 지원 패키지에 따르면 USDA는 상품신용공사(CCC) 설립강령법(Charter Act)

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2019년 농업생산자 지원을 위한 세 개의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미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외국,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2018년 무역 원조 패키지와 비슷하지만 다른 수준

(different level)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1) USDA의 농가지원처(Farm Service Agency, FSA)가 관리하는 2019년 시장 촉진 프로그

램(Market Facilitation Program, MFP)은 영향을 받는 품목의 생산자에게 최대 145억 

달러(2018년 최대 100억 달러 대비)의 직불금을 제공한다.

 6) 미국 의회 입법조사처(https://crsreports.congress.gov)(검색일: 2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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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DA 농업마케팅처(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를 통해 관리되는 식품구매유통프

로그램은 14억 달러(2018년 12억 달러 대비)를 들여 과일, 채소, 일부 가공식품, 쇠고

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류, 우유 등 무역보복 피해를 입은 잉여 물량을 USDA의 

식품영양처(Food and Nutrition Service)를 통해 식품은행(food bank), 학교, 그리고 

저 소득자 지원 매장(outlets)에 배급한다.

3) USDA의 해외농업처(Foreign Agriculture Service)가 관리하는 농업무역촉진프로그램

(Agricultural Trade promotion Program)은 미국의 농업생산자를 대신해 새로운 수출

시장 개발을 돕기 위해 1억 달러(2018년엔 2억 달러)를 지원한다.

  또한 CCC 설립강령법에 따라 장관에게 무역 지원 패키지를 이행하기 위해 부여된 광범위

한 재량권은 장관이 지원 예산의 책정 및 분배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018년과 

2019년 무역원조 패키지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패키지는 2018년 패키지의 120억 달러 대비 160억 달러라는 확대된 자금 

지원을 포함한다.

• 2019년 패키지는 비특수(non-specialty) 작물(곡물과 유지), 특수작물(견과류와 과일), 

축산품(돼지와 유제품) 등 2018년과 유사하게 3개 상품 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대상 품목(2019년 41개, 2018년엔 9개)의 목록이 확대되어 있다.

• 2019년 MFP 지불은 비특수 작물에 대해 2018년 적용했던 상품별 지불액이 아닌 지역

별 단일 지급액(single county payment rate)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생산자의 작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품목 간 지급단가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피하

기 위해 수정되었다.

• 비특수작물에 대한 MFP 지급액은 2018년과 같이 수확량이 아닌 2019년에 심은 면적

에 기초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산지의 많은 지역에서 봄의 강우로 인해 파종이 늦어져

서 단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MFP 직불이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2019년 패키지는 품목 그룹별 개인당 지급 한도 확대(25만 달러와 2018년 이니셔티브

의 12만 5,000달러)와 품목 그룹 간 최대 결합 지급 한도 확대(50만 달러와 37만 5,000

달러)를 포함한다. 2019 패키지는 2019년 재해구호법(P.L. 116-20)의 추가지출예산

(supplemental Appropriations)에 따라 채택된 확장된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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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AGI) 기준7)을 계속 적용하였으며 2018년 MFP 지불에도 소급 적용하였다.

  지불은 3단계로 분할 지급(tranche)될 것인데, 2차 및 3차 지급은 시장 상황에 달려있다. 

첫 번째 지급은 8월에 시작되었는데, 생산자별로 산출된 금액의 50%나 에이커당 15달러 

중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된다. 미국 농무성(USDA)은 2019년 11월 15일 두 번째 지급액이 

2019년 11월 18일에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 번째 지급은 시장 및 무역 상황에 대한 

USDA의 평가에 달려 있다.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020년 1월에 지출할 것이다. 

2019년 11월 25일 현재, 미국 농무성은 2019년 MFP 지불액으로 102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미국 농무성이 의회의 개입 없이 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품신용공사(CCC) 권한을 사용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80억 달러에 달하는 

두 개의 무역 지원 패키지의 범위와 규모는 의회와 대중의 관심을 증가시켰다. 일부 사람들

은 MFP 지불이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한 지속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이들은 상품 부문과 지역 간 분배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대규모 MFP 지불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미국

의 무역 약속을 위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6. 소규모 축산농을 위한 지속가능한 가치사슬의 개발(FAO)8)

  소규모 축산농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식량 생산, 인간 건강 및 경관 관리, 

그리고 동물 유전자원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actors)이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 

및 관련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환경 제약, 그리고 부족한 시설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도전들은 규모가 더 큰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소규모 축산농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부 문제는 가축(livestock)에 한정되지만 대부분의 축산 가치 

사슬 개발에 중요한 제약이 된다.

  지속가능한 식품가치사슬(Sustainable Food Value Chain, SFVC) 프레임 워크는 

 7) 만약 AGI의 최소 75%가 농업소득일 경우 제한 없음.

 8) (http://www.fao.org/documents/card/en/c/ca5717en)(검색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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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생각 개발(development thinking)과 개입 설계(intervention 

design)에 대한 지침(guideline)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시장 유도(market-driven) 접근 

방식이다. 프레임 워크에서 제시된 지침은 실질적인 개발 도구를 나타낸다. 지침은 소규모 

축산농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 설계 팀, 국가 프로그램 관리자와 정책 입안자들을 목표 

대상으로 한다. 고려되는 세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농촌 빈곤을 전반적으로 줄이되, 특히 소규모 축산농을 고려한다. 

• 변화하는 환경에서 소규모 농가의 지속 가능성과 탄력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 소규모 축산농에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목표는 몇 가지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를 반영한다. 이런 목표들은 

또한 동물 유전자원을 위한 세계 행동 계획의 전략적 우선순위 영역과도 연계되어 있다.

□ 개념 및 맥락

  이 지침은 축산 특정적인 식품 가치 사슬의 다음과 같은 정의를 따른다: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 수익성이 있고 사회에 광범위한 편익을 제공하며, 자연 자원에 중립적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축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도록 가능케 

하는 모든 사람과 조직 및 그들의 부가가치 활동. 이는 구성 요소와 물리적, 사회적 및 

경제적 우호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을 충분히 고려한다.

  SFVC 프레임 워크의 시장 주도 방식에는 부가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다. 

부가가치는 생산의 비노동(non-labor)비용과 소비자가 지불하고자하는 가격(사회와 환경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조정된)의 차이이다. 부가가치는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 간에 

나눠지며, 직원의 급여 또는 임금, 기업의 순이익, 정부의 세금 수입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

게 된다. 지속 가능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경제적(모든 단계에서 수익성이 

있음), 사회적(사회에 광범위한 혜택이 있음), 환경적(자연 환경에 긍정적 또는 중립적 영향

을 미침) 차원이 있다. 가치 사슬 분석 및 개발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 각자의 활동, 우호적(enabling) 환경, 무엇이 행동을 유발하는지, 무엇이 가치사

슬을 관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세 가지 차원(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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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가치 사슬의 성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근본 문제를 식별하고, 목표 

가치 사슬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비전 및 가치 사슬 개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세계에는 다양한 축산 시스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는 모든 시스템과 

관련된 가치 사슬에 공통적이며 그들의 지속 가능성과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축산은 종종 생산(예: 음식, 가죽, 배설물)과 서비스(예: 견인력, 생태계 서비스 조절)

에서부터 저축과 사회적 위신-소규모 생산자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소규모 축산농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interactive) 다른 가치 사슬 네트워

크와도 종종 관련되며, 이러한 다른 가치사슬도 축산 가치 사슬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동물 건강 및 식품 안전은 특별한 도전에 직면하는데. 동물은 일반적으로는 생산수준

을 유지하고 원치 않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건강 돌봄을 필요로 하며 동물 질병은 가치 

사슬을 따라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전염될 수 있다. 축산 가치 사슬에는 동물의 사육 또는 

도축, 우유제품의 냉장 혹은 가공과 같은 특정 활동과 과정이 또한 포함될 수도 있다. 마지막

으로, 가치 사슬은 가축과 환경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 가축관리에서의 여자와 아이

들의 독특한 역할, 식품체인상의 품질(맛, 모양, 영양 속성, 안전, 식품손실)과 동물복지 

등 첨단 이슈에 특별히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 개념을 실천하기

  가치 사슬 개발은 6 단계로 구성된 역동적인 프로세스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규모가 커져도 필요한 조정이 가능케 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소규모 축산 부문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아래 단계를 통해 사용자를 안내한다.

1) 예비 평가

  가치사슬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는 실행되는 과정의 더 넓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목표는 무엇이며, 누가 왜 시작했는가? 전체 축산 개발 전략에서 프로그램의 역할

은 무엇인가?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행(예: 수단, 수혜자, 전략적 파트너, 일정 및 자원)될 

것인가? 그런 다음 시장 기회와 잠재력, 수요와 공급 상황, 하위 부문과 관련생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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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중요성과 무역, 현재의 행위자와 직면하는 도전을 결정하기 위해 가축 부문의 특성을 

입안(mapped out)하게 된다. 이 예비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특정 가치 사슬에 대한 개입의 

목표, 범위 및 파라미터들이 정의되고 전략적 파트너를 식별할 수 있다.

2) 가치 사슬 선택

  (하위) 부문 내에서 분석할 특정 가치 사슬의 선택은 특정 프로그램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두게 되는데, 이는 선택의 기준을 제공한다. 첫째, 시장과 성장 기회를 평가하고, 다음에는 

변화의 실현 가능성(feasibility)과 다른 전략적 요인과 함께 부문의 중요도와 개발 영향(예: 

빈곤 감소, 영양 개선, 고용) 평가가 뒤따른다. 그 다음에는 가치 사슬(특정 제품, 채널 또는 

시장을 기반으로)의 우선순위가 가능해 지고, 그들을 프로그램의 목표와 범위를 반영하는 

기준(criteria)에 따라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i) 시장과 

성장 기회; (ii) 부문의 관련성과 개발 영향; (iii) 전략적 요인과 변화의 실행 가능성이다.

3) 가치 사슬 분석

  가치 사슬 분석을 통해 종사자들(practitioners)은 가치 사슬의 시장 시스템, 그들이 제공

하는 오프닝(openings),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실패,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inclusive) 성장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시장 기회와 역학을 이해하고 성장잠재력을 측정하

기 위해 종합적인 최종 시장(end-market) 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다음을 고려하여 가치 

사슬의 지도를 만든다: 핵심 가치 사슬(생산, 수집, 가공, 분배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포함); 

확대된(extended) 가치 사슬 및 지원 기능(지식과 기술 제공,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사료, 

수의 및 금융 서비스 등); 우호적인 환경(구성하는 조직 및 비즈니스 거래 방식을 관리하는 

공식/비공식 규칙 및 규정). 일단 가치 사슬의 지도가 만들어지면 인센티브와 역량, 거버넌스

와 제도적 문제라는 면에서, 그리고 우호적인 환경, 일반적인 경제적 맥락과 지속가능성의 

존재와 관련하여 가치 사슬의 성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 도구 세트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도구에는 부가가치의 크기에 대한 정량 분석 뿐만 아니라 가치 사슬 과정의 

비용 및 이익 마진, 식량 손실 평가, 환경 발자국(footprints)을 포함한 생애 주기(life cycle) 

평가가 포함된다. 덧붙여 사슬의 내부 강점과 약점, 경쟁 우위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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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기회 및 위협을 규명하기 위한 전략적 분석을 해야 

한다. 분석은 또한 가치 사슬의 역학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포착(capture)해야 한다.

4) 비전 및 개발 전략

  가치 사슬 분석이 완료되면 주요 이해 관계자 및 파트너는 공통 비전과 일정 기간 내에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목표는 가능한 특정 목표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해 관계자와 파트너는 가치 사슬 행위자와 파트너가 시장 기회

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즉, 인센티브 부족 또는 역량 부족)를 고려하여 개발 전략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고려에 입각하여, 가치 사슬 프로그램이 비전에서 제시된 목적을 행위자

가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한다.

5) 설계 및 실행

  행동 계획은 전략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행동계획은 전략을 다양한 

구성 요소(무엇을, 어떻게, 언제, 누가, 어디서)로 세분화하고, 핵심 가치 사슬 지원 시장 

및 우호적 환경에의 개입을 포함한다. 공공-민간 파트너쉽 (PPP)은 가치 사슬 개발 전략과 

실행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행 전에 모든 참여자의 역할, 책임 및 주인의식

(ownership)이 사전에 명확하게 정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 모니터링, 평가 및 규모 확대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은 결과 및 영향 지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방향을 추적하고 

프로젝트 효과와 영향을 측정한다. 프로젝트의 지리적 확장, 제도화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그리고 종합적인 개발 전략에 통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단계적 폐지(phase out) 전략은 개입이 지속 가능하며, 시스템이 변화

하는 시장, 사회 및 환경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을 보장하게 해준다. 

  부가가치 개념과 지속 가능성의 3가지 차원을 통합함으로써, SFVC 프레임워크는 경쟁력, 

포용성과 소농에 대한 권한부여에 관한 의문을 다룰 뿐만 아니라 개발 프로젝트에 점점 

더 많이 포함되는 중요한(cross-cutting) 이슈들을 통합할 수 있다. SFVC는 유연하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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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고, 특정 횡단(trans-versal) 이슈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른 수단 및 접근 

방식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축산의 특성은 가치 사슬 개발 프로그램의 모든 단계

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SFVC는 축산 부문 개발과 기아와 빈곤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잠재력이 있으므로 국가 개발 전략 및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7. 네덜란드의 2019 식품경제 보고(WUR)9)

  네덜란드의 농산업(Agricultural Complex, 농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전후방 산업을 포함)

은 2017년 기준(통계가 가능한 최근 자료) GDP의 6.9%에 해당하며, 전체 농산업의 부가가치

는 약 510억 유로를 차지한다. 이러한 비중은 2010년에는 7.6%였으며 매년 7% 내외에서 

변동되고 있다. 

  농산업부문의 고용은 최근 상승하여 2017년에 약 58만 2,000명에 달하며 전체 고용인원

의 약 7.9%를 차지한다. 수출은 농산업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와 고용의 약 3/4을 

담당하는데, 경종부문은 약 72%, 온실원예부문은 85%를 차지한다. 

  판매금액과 고용으로 보면 식품(food) 산업은 가장 비중이 크며 2018년에 기업 수는 5,655

개로 증가하여 10만 2,0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으며, 음료(beverage) 산업은 730개 기업이 

6,6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농업과 원예 농장수는 2000년의 9만 7,389개에서 점점 줄어 

2018년에는 5만 3,906개가 되었다. 

  농지면적은 2018년에 약 182만 ha이며, 연간 약 0.5%씩 감소하고 있다. 전체 농지 중에 

54%는 초지이며, 12%는 사료포, 28%는 기타 경종작물, 5%는 노지원예, 0.5%는 온실원예로 

사용되고 있다. 

  2019년의 농업과 원예산업의 농가 연평균수입은 농장주(unpaid annual work unit)의 

경우 약 5만 7,000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18년보다 6,000유로가 증가한 

수치이며, 또한 2014-18년 평균 5만 2,000유로보다 높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양돈부문과 

원예(온실원예 포함)때문이며, 경종농가는 가격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하였다. 낙농부문도 

비용 상승과 착유량 감소로 소득이 감소하였다.

 9) Wageningen University Research(https://library.wur.nl/WebQuery/wurpubs/fulltext/451505)(검색일: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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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농가는 자돈과 사육돈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많은 덕을 보았다. 2018년의 소득이 

간신히 ‘0’을 넘었지만, 2019년에는 역사적 고점인 25만 유로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아프리

카돼지열병으로 아시아에서의 생산량이 줄어든 덕분에 네덜란드산 돼지에 대한 수요가 늘

었기 때문이다. 경종농가의 소득은 평균보다 높고 좋았던 2018년과 비교할 때 2019년에는 

거의 반으로 줄어 3만 7,000유로에 불과하였다. 주된 이유는 많은 품목의 경우 단위당 생산

량이 높아져 가격이 낮아졌으며 비용이 약간 늘었기 때문이다. 온실 육묘부문에서는 온실채

소와 절화 농가의 소득은 각각 약 29만 유로와 17만 유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토마토와 

고추의 가격 회복, 절화가격의 상승, 에너지 비용의 하락에 기인한다. 화분(pot)과 화단용 

식물(bedding plants) 재배자의 소득은 2019년에 상당히 낮은 약 13만 유로로 추정되었다. 

  농산물 수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2019년의 농산물 수출액은 945억 유로로 추정되

고 있는데 2018년의 904억 유로보다 4.6% 증가한 금액이다. 수출증가는 주로 가격상승에 

의한 것이고 그보다 중요도는 낮지만 물량도 증가하였다. 2018년에 네덜란드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국이었으며 그 밖에 독일, 브라질, 중국이 상위 5위권을 

기록하였다. 네덜란드와 브라질은 순수출국이지만 미국, 독일, 특히, 중국은 수입액이 수출

액보다 많은 순 수입국이다. 2019년에 네덜란드 수출액의 77%는 EU회원국들에게로 간 

것이다. 이 비율은 최근에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수출품은 화훼와 묘목

(Plants), 산 동물과 육류, 낙농과 계란, 채소와 과일이었다. 2019년의 농산물 수입은 641억 

유로로 추정되는데 2018년보다 3.7% 증가하였다. EU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약 60%이며, 그 외 브라질, 미국(콩), 우크라이나(곡물)가 주요 수입원이다.

  네덜란드 농업부문의 환경영향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질소잉여와 인산 잉여는 2000년과 

비교할 때 현저히 개선되었다.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 이후 현저하게 줄었지만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다. 2017년의 배출량은 2015년과 2016년보다 조금 높았다. 네덜란드의 농업과 

원예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12%~14%정도이다. 온실원예는 2014-20 장기 에너지 전

환 협정(Long-Term Energy Transition Agreement)을 따라야 한다. 농업부문은 암모니아의 

주요 배출원인데, 암모니아는 축사에서 방출되며 분뇨와 비료의 사용과 저장과정에서 배출

된다. 2010년 이래 암모니아 배출은 실질적으로 1억1,000만-1억 1,500만kg 내외에서 안정

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EU 국가 내에서는 2005년(1억 3,400만kg)과 비교하여 모든 배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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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암모니아 가스를 2020-2030년 동안 13%를 감축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러한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다. 

<표 1>  농업과 원예부문의 환경영향 진전, 2000-2017

2000 2005 2010 2016 2017

온실가스 배출(10억 CO2 동가) 28.5 26.1 29.5 28.0 28.2

질소 잉여 (kg/ha) 183 142 114 133 126

인산 잉여 (kg/ha) 52 36 27 12 5

암모니아배출(백만 kg) 158 134 116 110 114

자료: Nefyto-RIVM, 각년도, WUR(20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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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국 농업·농촌 메가트렌드 분석* 10)

 보전 농업(Conservation Agriculture)

� [지피 작물(cover crop)] 지피 작물을 통한 토양의 질 개선, 양분 관리, 탄소 격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미국의 2017년 지피작물 면적은 1,540만 

에이커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임.

� [탄소 농장(carbon farming)] 향후 민간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토양에 탄소를 격리시키

고 유지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임.

� [초정밀 농업(hyper precision)] 초정밀 농업기법을 통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하여 자원 

고갈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세계 초정밀농업은 5년 

내 1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임.

� [미생물 농업(microbial farming)] 박테리아, 균류, 원생동물과 같은 미생물은 농업생

산 증대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미생물 농업 시장 규모는 2022년까지 6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함.

 연결 데이터(Connected Data)

� [5G] 농촌 지역에 5G 개발 및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농촌 지역을 상호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것임.

� [센서 혁명(sensor revolution)] 새로운 센서 기술 도입을 통해 가축 및 곡물 생산 

일련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됨.

 * 미국 AgWeb의 “20 Mega Trends for 2020 and Beyond”(2020.1.29.)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

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 175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융합과 머신러닝1) 알고리즘을 통해 농업

생산의 효율성, 생산성,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음.

 선진 농업(Advanced Agronomics)

� [생명공학(CRISPR gene editing)] 생명공학 기술 발달은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가뭄이

나 질병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 줄 수 있음.

� [특성 검출(trait expression]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식물과 동물의 유전 특성을 발견하

고 식물 또는 동물의 특성을 결합시켜 새로운 농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음.

� [정밀 로보틱스(precision robotics)]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GPS 기능과 셀프러닝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대중화되면서 고령화 및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음.

� [생물학(biologicals)] 생물학 연구개발은 수익을 올리면서 농약과 비료 사용을 감소시

켜줄 것이며, 토양 미생물 같은 연구개발을 통해 20년 내 농약과 비료 사용을 20%까지 

낮춰 토양 오염을 줄일 것으로 전망함.

 디지털 축산(Digital Livestock)

� [안면 인식(facial recognition)]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통해 가축의 모든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 질병을 줄여주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줌.

� [피트니스 트래커(fitness trackers)] 가축들의 정보 수집을 통해 사료 소비량 측정뿐만 

아니라 가축의 건강관리를 도와주고, 발정 주기를 예측할 것임.

� [유전자 축산(designer livestock)] 축산 유전체 분석을 통해 더 빨리, 더 많이 육류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공학이 발전할 것임.

� [초대형 낙농(mega dairies)] 초대형 낙농은 계속해서 증가하겠지만, 소규모 낙농은 

없어질 수 있음.

 1)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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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 주요 서브 트렌드

보전 농업

(Conservation Agriculture)

지피 작물(cover crop) 확대

탄소 농장(carbon farming) 지원 확대

초정밀 농업(hyper precision) 발전

미생물 농업(microbial farming) 발전

연결 데이터

(Connected Data)

5G(5G/More Connected Globe) 기술 확산

센서 혁명(sensor revolution)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융합 기술

선진 농업

(Advanced Agronomics)

생명공학(GRISPR gene editing) 기술

특성 검출(trait expression) 발전

정밀 로보틱스(precision robotics) 발전

생물학(biologicals)

디지털 축산

(Digital Livestock)

안면 인식(facial recognition) 활용 확대

피트니스 트래커(fitness trackers) 활용 확대

유전자 축산(designer livestock) 발전

초대형 낙농(mega dairies) 증가

 소비자 중심의 수요(Consumer-Driven Demands)

� [식품회사와 농가 간 동반자 관계(food company and farm partnerships)] 식품회사

와 농가의 긴밀한 동반자 관계 형성은 소비자 가치 다변화에 따른 소비자 선호와 상품 

차별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보공유를 통해 시장을 공약할 것임.

� [식습관 다변화(diverging diets)] 소비가치 변화가 더욱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상품

에 대한 선호도가 다변화될 것임.

� [식물 단백질 혁명(plant protein revolution)] 삶의 질을 중시하고 소비가치가 다변화

되면서 육류 소비에서 식물 단백질 소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식물 단백질 

시장은 2019년 185억 달러에서 2025년 400억 달러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임.

� [소셜미디어 권한(social media mandate)] 개인의 사회 영향력 증대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의 잘못된 판단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제어

할 필요가 있음.

<표 1>  20개 농업·농촌 메가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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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 주요 서브 트렌드

소비자 중심의 수요

(Consumer-Driven Demands)

식품회사와 농가 간 동반자 관계(food company and farm partnership)

식습관 다변화(diverging diets)

식물 단백질 혁명(plant protein revolution)

소셜미디어 권한(social media mandate)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3.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농식품부문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정책 대응* 2)

� 글로벌 메가트렌드(인구·경제 성장, 소비 패턴 변화, 기술 진보, 글로벌 무역, 기후변화)

는 농식품 생산·소비·유통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임.

-인구 성장으로 2050년에는 식품·사료 생산을 현재보다 50% 이상 증가시켜야 하

며, 전체 인구의 70%는 도시에 거주할 것임.

- 1인당 GDP 증가로 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패턴이 변화함. 다만 식품 소비패턴

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일 것임.

-고소득 국가에서는 식품구매 시 환경, 동물복지, 노동규정 준수 여부가 중요해질 것

이며, 저소득 국가에서는 가공식품,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임.

-신기술 도입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생태적 편익 증대, 새로운 사업모델 창

출 등의 효과가 있음.

-신기술 도입으로는 농식품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에는 바이오기술, 합성생물

학, 사물인터넷, 자동화･로봇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위성항법시스템(GNSS), 드론, 

블록체인, 증강현실이 있음.

-가뭄·홍수·열대폭풍우·폭염·산불과 같은 기후변화는 식량안보 수준을 양적·질적으

로 악화시킬 것임.

 * 유럽연합 의회가 발표한 “Megatrends in the agri-food sector: global overview and possible response from an 

EU perspective”(2019.9.)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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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자원(토지와 수자원) 부족으로 자원 확보를 위한 부문 간 경쟁이 심화되는 한

편,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손실 발생 역시 지속될 것임.

-현재 연간 13억 톤의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소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달리 식품 손실은 유통과정(예: 운송, 보관)에서 기술･지

식･훈련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함.

-유통과정에서 수직적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 국가에서 관련 일자리가 증가하

나, 소규모 생산자는 대형 유통채널(예: 대형 슈퍼마켓)을 통한 판매가 어려워질 것임.

� 미래에는 글로벌 트렌드 발전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음.

- [1. 식량안보와 지속가능성 달성 실패] 개선 노력이 미비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

속되고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 달성에 모두 실패하는 시나리오임.

- [2. 환경적 가치를 포기하고 식량안보 달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식품 수

요 증가에 대응하여 자연자원을 한계까지 소진하는 시나리오임.

- [3. 자국 생산만으로 식량안보 달성]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국제기구 영향력은 약화

되었으나 자국 생산량만으로 필요 소비량을 충족시키는 시나리오임.

- [4. 식량안보와 지속가능성 확보] 가장 이상적인 경우로 식품시스템의 대대적인 변

혁을 통해 농지 확대 없이 농식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며,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연자원(물, 토양)을 보호하는 시나리오임.

� EU는 4번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해 나가야 함.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식량안보 달성] △CAP에서 환경친화적 생산방식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신기술 도입과 디지털화 촉진

-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추구하는 국제협약(예: 파리협약)

을 지속적으로 지원, △양자 간 무역협정에서 환경 보호 고려, △온실가스 감축 조

치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실행

- [농업인 지원] △건강한 먹거리 생산 유도를 위해 특정 품목(예: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 생산연계 보조금 지급, △개별 회원국은 농업인 기술 투자 지원액에 대해 하

한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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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 △적절한 식품안전기준2) 설정, △수입국과 역내에서 안전기준 준수 여

부 지속적 모니터링

- [소비자] △미래 세대가 건강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갖도록 환경보호·비만·영양에 

관한 교육을 지원(예: EU 학교급식계획3)), △정부규제와 자율규제를 적절히 활용하

여 완성도 높은 영양 정책 개발(예: 소비자정보, 영양소 함량)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3.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메가트렌드 2050* 4)

 스미토모 상사 글로벌 리서치: 2050년 산업 메가트렌드

1. 3가지 거시적 트렌드

� [인구] 2050년 세계인구는 100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2050년 세계인구의 1/2 이상은 아시아, 1/4은 아프리카, 1/5은 미국 및 유럽이 

차지하며, 인구 1억 명이 넘는 국가는 2015년 기준 12개국에서 2050년 18개국으

로 증가할 것임.

� [소득] 2050년에는 주요 32개 국가의 소득이 전체 국가의 약 3배에 이를 것이며, 인도와 

아시아·오세아니아의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도시화] 전 세계의 도시인구는 2007년 이후 농촌인구를 초과하였음. 농촌인구는 1989

년에 30억 명까지 도달한 후 큰 변화가 없는 추세임.

-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60%가 도시에 집중되어 각종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인

구 1,000만 이상 도시는 2015년 29곳에서 2030년에는 41곳으로 증가할 전망임.

 2) 적절한 기준은 ①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 ② 적정수준으로, ③ 다른 정책목표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함.

 3) 유럽연합은 학교급식계획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과일, 채소, 우유를 나누어 주고 있으며, 농업에 대한 지식을 쌓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함.

 * 日経BP「グローバル·メガトレンド　2017-2050」(2017.3.25.), Sumitomo Corporation Global Research 「2050年

に向けた産業メガトレンド」(2018.12.19.)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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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적 트렌드로 인한 수급 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부족, △광물자원 부족, 

△식량 부족, △물 부족, △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고, 구조변화에 따라 중장

기적으로는 △온난화, △고령화, △IoT화, △세계 평탄화4), △제3차 산업화에 대한 대응

이 필요함.

2. 세계를 바꿀 2가지 흐름

� IoT·AI(디지털 데이터화, 센서를 통한 로그데이터 확보, AI· 딥러닝)에 의한 기술 변화 

공유경제에 의해 사회 시스템 변화할 것임. IoT·AI의 발전이 공유경제를 뒷받침함.

3. 산업 메가트렌드

� [기동성] 기동성(mobility)으로 인해 생활이 심리스(seamless)에 최적화된 사회로 진화

할 것임.

-이동수단 자체의 변화(전기 에너지 활용, 자율운행 등), 복합 시스템 실현(모빌리티 다

양화, 커넥티드카(Connected Car5)) 등), 새로운 영역·주변 비즈니스(드론 활용, 물

류 무인화, 차세대 광고, 핀테그에 의한 캐시리스 사회)로 인해 기동성이 확대될 것임.

� [헬스케어] 생활 곳곳에서 데이터를 획득하여 개인에게 최적의 예방·의료·요양 서비스

를 제공함.

� [애그리테크] 감(感)·경험 데이터화, 농작업 자동화·노동력 절감에 의한 생산성 향상, 

농업경영 고도화가 이루어짐.

- (농업 생산요소 투입 고도화) 유전자 공학을 응용하여 종묘 개발·개량, 비료·농약 

발전에 의한 수확량 증가

- (경영 고도화) 농업경영 가시화(생산실적/사업 채산성 수치화, 판매가격 예측에 기

반한 생산계획/농지별 채산 관리), 마케팅(유통 간소화,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화, 생산이력제 확보를 통한 안전성·신뢰성 향상)에 의해 경영 고도화

 4) 노동력･이민 유동화, 글로벌기업 비대화, FTA 등 무역협정 추진, 오픈이노베이션, 판데믹 대책 등임.

 5)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하여 인터넷･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한 차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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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메가트렌드

힘의 이동 • 글로벌 경제·정치 중심의 이동 • 힘 이동의 영향

인구와 고령화
• 인구 대국과 인구 소국

• 변화 촉구 원인과 의미

• 고령화 진행국, 비 진행국

도시화하는 세계 •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도시에서 생활 • 세계의 변화와 과제

미래의 신흥국· 

중산층

• 중산층 증가 이유와 증가 범위 • 새로운 중간층의 사회와 경제에 주는 

영향

에너지 미래
• 대체에너지의 에너지 수습 균형에 대

한 영향

• 낙관 시나리오와 비관 시나리오

기후변화
•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

•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식량의 미래
• 인구증가와 경제 발전에 따라 변하는 

식생활

• 세계는 충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

급 가능한가

분쟁과 전쟁의 

미래

• 로봇 및 드론 발전, 사이버 공간 보안 

문제

• 국가 대 국가 문제 초월

• 전쟁과 안전보장

세계를 바꾸는 

과학과 기술

• 다양한 연구영역에서 빨라지는 진화 속도

• 기술에 의한 기회

• 어떤 돌파구가 어떤 분야에서 일어날지

산업별

과제와 기회

농업

• 로봇·IT·과학기술에 따른 농업의 변화

•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역할

• 기후변화 대응

• 과학기술 진보와 수확량, 안전성

• 중국·인도, 인구 대국과 식량 수요

• 2050년 세계는 굶주려 있는가

운수 교통

• 도시 거대화와 이동수단 변화

• 자동차 업계, 미래 도전

• 석유와 전기 자동차

• 2050년 항공업계 비즈니스 모델

• 하늘에서의 안전, 테러

• 주요국 철도 미래

- (농업 현장 고도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작업 판단(비료살포, 수확 시기, 병

해 대책 등), 농지 정비·관개시설정비, 자동화·노동력 절감, 식물공장, 축산·낙농 개

체 관리 등

 닛케이 BP: 글로벌 메가트렌드 2017-2050

�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와 닛케이 BP가 공동으로 경제, 정치, 산업, 

국가가 2050년까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예측함.

� 닛케이 BP는 본 자료에서 요약한 자료 외에도 2013년(2014-2023), 2014년(2015- 

2024), 2016년(2016-2025), 2018년(2019-2028)에 4차례 메가트렌드에 대한 책을 

발간함.

<표 2>  2017-2050 메가트렌드 및 산업별 과제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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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산업별

과제와 기회

소비재와 소매업

• 유통 채널 미래

• 가전, 전자기술, 이노베이션 사이클

• 2050년 소비자는 어디에

• 정보기기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융합

• 소매업계가 직면해야 하는 도전

생명과학

• 120세까지 사는 사람들

• 고령화와 의료비

• 2050년 의료기술

•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 비용부담

• 감염병과의 전쟁과 시나리오

금융서비스

• 금융서비스 재(再)정의

• 새로운 국가에서 거대한 수의 새로운 

이용자

• 비즈니스 모델

• 핀데크 동향

• 세계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도시와 부

동산

• 금융투자 시장

에너지

• 원자력 에너지의 행방

• 대체에너지의 부정적 측면

• 발전-송전 에너지 서플라이체인에 

따르는 변화의 부담

• 일본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IT와 전기통신

• 인공지능이 대체 가능한 직업

• 브렉시트 효과

•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계, 사회, 정부

• 혁신의 허브가 되는 도시지역

• IT섹터에서 일어나는 5가지 사건

관광

• 수요와 공급원이 되는 국가

• 미래의 새로운 관광 관련 시설과 여행지

• 세대별 행동 변화와 VR의 진화

•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능성

• 격차 확대와 관광 트렌드 변화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3.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미국 특용작물 생산 및 공정의 자동화·기계화 연구개발* 6)

� 노동집약적인 특용작물 생산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력이 줄어들면서 미국 농무부

(USDA)는 특용작물 생산 및 공정의 자동화·기계화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미국 농무부(USDA)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특용작물 생산 및 공정의 자동화·

 *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의 “Developing Automation and Mechanization for Specialty Crops: 

A Review of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Program”(2019.2.)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

여 작성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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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 연구개발을 위해 마케팅 지원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농업 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국립식품농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에 총 2억 8,770만 달러(명목)를 지원함.

<표 3>  2008년~2018년 특용작물 생산 자동화와 기계화 발전 지원액

단위: 달러(명목)

구분 AMS ARS NIFA

일자리 지원/기계 자동화 1,728,425 19,752,000 12,088,409

머신러닝/데이터 분석 536,120 31,836,000 7,280,422

수확 기계화 1,968,176 9,926,000 19,640,170

정밀 농업 1,689,152 65,201,000 44,423,450

원격 탐사/드론 2,717,851 25,543,000 7,606,663

센서(sensors) 3,904,240 26,120,000 7,721,427

합계 12,543,966 176,378,000 98,760,541

자료: AMS, ARS, NIFA.

-또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특용작물 생산 및 공정의 기계화·자동화에 대한 연

구개발 및 발전을 위한 총 21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

<표 4>  2008년~2018년 특용작물 생산 자동화와 기계화 발전 관련 과제 수

구분 AMS ARS NIFA

일자리 지원/기계 자동화 20 1 10

머신러닝/데이터 분석 5 1 5

수확 기계화 32 2 11

정밀 농업 13 6 32

원격 탐사/드론 22 1 12

센서(sensors) 30 2 8

합계 122 13 78

자료: AMS, ARS, NIFA.

-미국 농무부는 AMS, ARS, NIFA에 크게 6종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으로 미국 

특용작물 생산 및 공정의 자동화·기계화 연구개발에 기여하고 있고, 농촌 발전

(Rural Development, RD)을 위한 3종류 프로그램을 통해 특용작물 생산 및 공정

의 자동화·기계화를 농가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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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특용작물 생산 자동화·기계화 발전을 위한 기관별 과제 범위

기관 과제 범위

마케팅 지원청(AMS) 특용작물 정액교부금(Specialty Crop Block Grant Program)

농업 연구청(ARS)
National Program (305) Crop Production

National Program (205) Product Quality and New Uses

국립식품농업연구소(NIFA)

특용작물독창연구(Specialty Crops Research Initiative)

중소기업 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농업식품연구사업(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Initiative)

농촌 발전(RD)

마을공동체 연계 그랜트(Community Connected/Reconnect Grants)

농업법 홍보 프로그램(Farm Bill Broadband Program)

통신 기반 프로그램(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Program)

자료: AMS, ARS, NIFA.

� 향후 연방 사업으로 2018년 농업증진법(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에 

의거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5,000만 달러 규모의 특용작물 생산 및 공정의 

자동화·기계화 연구개발에 지원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2.1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년도 미국 농무부 예산안* 7)

○ 2021년도 각종 프로그램과 운용비 지원을 위한 재량적 예산권한(discretionary budget 

authority)은 230억 달러로 2020년보다 40억 달러 줄어든 반면, 의무 프로그램

(mandatory program)에 대한 예산 권한은 1,2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억 달러 높아

졌으며, 2021년 총예산 권한은 전년(1,530억 달러) 대비 20억 달러 줄어든 1,510억 달러임.

-재량적 예산에는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보충 영양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농촌발전(Rural Development), 산림청(Forest Service), 식품 안전(food safety), 

보존 프로그램(conservation program)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 USDA의 “USDA-FY 2021 Budget summary”(2020.2.)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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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법률 하에서 미국 농무부의 2021년 총지출(total outlays)은 전년(1,550억 달러) 

대비 90억 달러 낮아진 1,460억 달러로 추정됨.

-의무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1,190억 달러로 총지출의 81%를 차지하며, 작물보험, 

영양보조프로그램, 농가 품목·무역 프로그램, 상당수의 보존 프로그램이 포함됨.

-재량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270억 달러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여성, 유

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보충 영양프로그램, 농촌발전 기금 및 보조금, 식품 안전, 

토양 및 물 보전 프로그램, 동식물 관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됨.

- 2021년 총지출에서 영양 지원 프로그램(65%)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

보존·품목 프로그램(22%), 산림(5%), 기타(8%) 순으로 이루어짐.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3.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 주요 요인과 정책* 8)

�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매년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전까지 버려지는 식품 규모는 1,616

억 달러(2010년 달러 기준)로 미국 전체 식품 생산에 31%를 차지함.

<그림 1>  미국 공급사슬을 통한 과일·채소 식품손실 비중

자료: USDA-ERS.

 * 미국 USDA-ERS의 “Economic Drivers of Food Loss at the Farm and Pre-Retail Sectors: A Look at the 

Produce Supply Chain in the United States”(2020.1.)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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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생산·유통·소비의 식품 공급사슬 개선이 

필요함.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ERS)는 식품 손실(food loss)이란 사람이 소비할 수 있지

만 소비되지 않은 식품의 양으로 정의함.

� 식품 공급사슬에서 식품 손실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가격 변동성, 노동력, 소비자 

기대, 정책 제약 등을 들 수 있음.

- [가격 변동성] 신선 식품은 가격 변동성이 크며, 시장 가격이 생산비용보다 낮은 경

우 생산자는 이익 창출이 어려워 공급사슬을 통해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와 반대로 시장가격이 생산비용보다 높은 경우 고용 및 생산량 증가를 유발하여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식품 손실이 증가함.

- [노동력] 인건비 상승은 수확 시 발생하는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수확 포기 현상 이 

발생하여 식품 손실이 증가함.

- [소비자 기대] 소비자 기대나 표준에 못 미치는 상품이 생산되면 공급사슬을 통해 

제공되기 어려워져 식품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

- [정책 제약] 기부 목적으로 식량을 모으는 정책, 곡물의 이삭줍기(Gleaning)6) 등의 

제약은 식품 손실률을 높임.

� 식품 손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립 가능한 시장을 형성하고 생산자에게 식품 손실

의 경제적 가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함.

-공급사슬 측면에서 이삭줍기와 식품 기부 활성화(Gleaning and food donation), 

식품 재생 계층구조 개발(food recovery hierarchy),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식품 

손실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3.0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수확 후 밭에서 남은 작물을 수집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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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연합 소득안정 정책 평가 결과* 7)

� 공동농업정책에는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직접지불금, 보험, 뮤추얼펀드, 예외적 조치 

등 다양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음.

-유럽연합은 640만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으로 연간 410억 유로를 지출하고 있음.

-유럽연합은 위기 상황(예: 2014년 러시아의 EU 농산물 수입금지)에 대처하기 위해 

예외적 조치들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들은 활용도가 낮고, 과다지원이 나타나는 등 비효율

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접지불금은 평균적으로 농가소득의 25%를 차지하며, 농업인이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농업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인 보험 지원은 효과가 저조함. 농업인들은 위기 상황에는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지 않았으며, 필요한 부문에 

보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농업인 보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가입자의 10% 미만이

었음.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경우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와인 농가에 보험 지원금이 집

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었음.

 * 유럽연합 감사원이 발표한 “Farmers’ income stabilisation: comprehensive set of tools, but low uptake of 

instruments and overcompensation need to be tackled”(2019.12.)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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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농산물 수입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예외적 조치로 5억 

1,300만 유로를 투입하였으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과 수출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61%를 사과 농가에 지

원하였으며, 입법 취지와는 달리 일시적 충격이 아닌 구조적 과잉 생산문제 해결에 

예외적 조치를 적용하였음.

-농산물을 시장에서 격리시킨 경우 농업인에 시장 가격을 초과한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2.1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산자조직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8)

� 유럽연합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인들이 생산자조직

(Producer Organization)을 구성하는 주된 이유는 판로 확보, 교섭력 강화 등을 통해 

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며, 교육·훈련 기회, 재원 조달 가능성과 같은 

비시장적 요인들도 중요한 원인이었음.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8~12월이며, 대상은 20개 회원국에 있는 226개 조직

(203개 생산자조직(PO), 23개 생산자조직연합(APO)임.

�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직들 중에서 90% 이상이 공동 판매전략 수립, 계약 및 교섭, 

수량·품질 계획 수립 등 상품화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상품화 활동을 하는 조직들 

중에 92%는 기타 추가적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타 활동에는 품질관리, 원료조달, 유통･운송, 기자재 조달, 포장, 폐기물 관리, 라

벨링, 홍보 등이 포함됨.

-대부분은 생산자조직 활동을 통해 생산성 증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장 안정화

와 같은 공동농업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표한 “Study on Producer Organizations and their activities in the olive oil, beef and 

veal and arable crops sectors”(2018.4.)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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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설립을 방해하는 요인은 정부 혹은 조직으로부터 지원 부족, 성공적 사례 부족이었

으며, 신생조직(2004년 이후 설립)일수록 이러한 방해요인을 많이 언급했음. 또한 상호 

신뢰 부족, 인센티브 책정의 어려움, 직접 판매처를 결정하고 싶은 욕구 등도 생산자조

직 설립에 장애였음.

�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생산자조직이 직면하는 어려움에는 교섭력 부족, 자본 

부족, 상품 이질성,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조직원 간 이해관계 충돌 등이며, 

기타 추가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승인(recognition)받지 않은 생산자조직 중 절반 정도가 승인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승인에 따른 편익이 불분명하고, 좋은 사례를 찾아보

기 어렵기 때문임.

-유럽연합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생산자조직을 승인하고 지원함. 승인 요건

에는 생산자 주도 결성, 생산자조직 목적 추구, 최소 조직원 확보, 최소 판매된 생

산가치(VMP) 확보 등이 있음.

-또한 최소요건 충족, 지원 과정의 어려움, (승인 이후) 당국의 제재·감독 가능성을 

언급한 조직도 있었음.

� 승인된 생산자조직은 승인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통과정에서 신뢰성 

향상, 지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법적 안정성 등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응답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2.2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영국 정부, 환경농지관리체계 세부사항 발표* 9)

� 영국 정부는 2020년 2월 25일 환경농지관리체계(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Scheme) 세부사항에 대해 발표함.

 * 영국 환경농촌식품부가 발표한 “Eustice unveils plans for future greener farming”(2020.2.25.)을 미래정책연구실에

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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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농지관리체계 하에서 농업인들은 나무나 울타리 심기, 하천 관리, 야생동물 서식지 

조성·복구 등 환경을 개선하는 농작업 수행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게 되며, 경작지 면적

과는 관계없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공적재화(예: 깨끗한 공기, 물)를 창출했는지를 기준

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함.

� 환경농지관리체계는 3가지 단계로 구성되며, 모든 농업인이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하게 

될 예정임.

- [단계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작업(예: 피복식물 사용, 야생화 심기 등)에 인센티브

를 부여

- [단계 2] 지역별로 세분화된 환경 목표 달성을 지원, 농지 관리인들 간 긴밀한 협력

이 성과 창출에 중요

- [단계 3] 이탄지7) 복원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

� 농업인들은 앞으로 10주간 새로운 계획에서 제시한 세부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역 행사 개최를 통해 농업인, 농지 관리인, 산림업자, 정부 관리 간에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것임.

� 생산성 향상 방안을 환경 계획과 연계시키는 정책 방향도 발표함.

- [생산성] 정부는 2021년부터 농업인이 기술·장비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환

경적 편익을 창출하도록 지원

- [연구개발] 정부는 2022년부터 혁신을 통해 농업인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

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

- [동물 보건복지] 정부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새로운 협약을 

맺을 것이며,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 달성한 농업인이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할 

경우 추가로 지원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3.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이탄층이 지표 가까이 있어 작물의 생육이 저해되는 곳을 의미함.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 191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개관* 8)

� EU 집행위원회는 식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유통과정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이하 F2F) 전략’을 통해 시민들에게 영양가 있고, 

저렴하며, 안전한 식품 제공을 지원할 계획임.

� 공동농업정책에서도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다루고 있으나, 현재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가속화 할 필요가 있음.

-식품생산과 토지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지구 온도를 안전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 세계 온실가스의 25~30%가 식품시스템에서 배출되

고 있고, 현 식품시스템은 공기·토양·물 오염과 생물다양성 감소를 유발함.

-이상기후 발생, 식품 손실 증가, 8)비만 및 각종 질병 증가, 항생제 사용 과다 역시 

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 식품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별 회원국만으로는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

며 EU 차원의 공동대응과 제3국의 협조가 필요함.

� F2F 전략에서는 ⅰ)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확립, ⅱ) 지속가능한 식품 가공·유통·서비스 

활성화, ⅲ)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건강한 식습관 정립), ⅳ) 식품 손실 감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9)함.

-구체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함과 동시에 살충제·화학비료·항생제 사

용 감소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식품의 원산지·영양성분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제

공함.

� F2F 전략 실행은 EU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체계 개발, 연구·혁신, 재정투자, 모니터

링 체계 구축이 뒷받침될 때 가능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3.0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Farm to Fork Strategy”(2020.2.17.)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8) 유럽연합에서는 현재 생산된 식품의 20%가 버려지고 있음.

 9) 개별 회원국이 작성하는 전략적 계획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수립함.



192 ∙ 세계농업 2020. 3월호

구분 주요 논점 대응 방향

소득과 

고용기회 

확보

• 지역 정책에 있어 소규모농가 및 가족경영 입

지확립

• 타 분야(농촌관광, 수렵육, 농업과 복지 연계 

등)와 조합을 통한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

• 지역 정책에 있어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DGs)의 입지

• 다양한 농가에 맞는 경영 전략을 확립하여 농촌의 소

득과 고용기회 확보 도모, 다양한 지역자원과 타 분

야 간 조합을 통한 가치 창출

 - 영농 조건에 맞는 경영 전략 확립

 - 농촌관광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 환경 정비

 - 수렵육 활용 확대

 - ‘농업과 복지 연계 추진 비전’을 기반으로 농업과 복

지 연계 확대

 - 농촌 지역자원 발굴, 타 분야와 조합을 통해 어떤 가

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검토(농촌發 이노베이션)

 - 지역 내에서 지역자원을 소비·활용하여 소득 유출

을 막는 구조 확립, SDGs 입지 명확화

농촌에

사람이 살기 

위한 조건 

정비

• 농촌 커뮤니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 다원적 기능직불금 등을 활용한 농촌 활동 유

지·강화

• 관계인구
※
를 포함한 인력확보

   ※ 정주 인구, 관광 인구도 아닌 지역 및 지역 

사람과 다양한 관련성이 있는 인구

• 농촌 지역 생활 인프라 확보

• 야생동물 피해대책 강화

• 농촌 지역의 커뮤니티 기능을 유지·강화, 이를 지탱

하는 체제 및 인력 육성, 농촌에 사람이 살기 위한 조

건 개선

 - 지역 미래상 공유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

 - ‘작은 거점’ 형성, 지역 조성 단체 설립 등

 - 농촌관광 등을 통해 관계인구 확대, 지역부흥협력대 

등 타 부처의 정책 활용하여 인력 저변 확대 및 인력

확보

일본

농촌정책에 관한 주요 논점 및 대응 방향* 10)

�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
※
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29일에는 경영정책에 관한 주요 논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함.

-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침, 

정세변화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하고 있으며 2020년에 새롭게 발표될 

예정임.

<표 6> 농촌정책에 관한 주요 논점 및 대응 방향

 * 일본 농림수산성 「経営政策及び農村政策に関する主な論点と対応方向」(2020.2.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

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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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논점 대응 방향

 - 농업인력 부족에 대응한 인력확보·지역 활성화 모

델 제시

 - 생활 인프라 확보를 위한 대응 추진

 -첨단기술을 활용한 야생동물 포획 강화

농촌지역 

매력 발산

• 다양해진 생활양식에 대응

• 농촌 지역 매력 홍보 방법

• 농업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 부업·겸업 등 다양한 생활양식 실현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매력 발휘, 이를 통해 국민의 농촌 지역에 관

한 관심 확대

 - 부업·겸업(반농반×), 영농 이외의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양식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 검토

 -타 분야의 관점에서 농촌의 매력 발굴, 연마, 홍보 등

을 통해 농촌 지역의 매력에 대해 국민의 이해 증진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

해 세계농업유산·일본농업유산 및 세계관개시설유

산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 도시와 교류, 관광 촉진 등

을 위한 대응 추진

농촌 정책의 

종합적인 

기획·입안·

추진

• 농촌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입안·추진

에 있어 농림수산성의 역할

• 농촌의 실태·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대응 방침 제시

 - 농림수산성을 중심으로 관련 정부 부처 및 지방 지

자체, 민간과 함께 과제를 구체화·명확화하여 해결

하는 구조 검토

 - 인구 감소 하의 장기적인 농촌정책·토지이용 기본방

향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 대응 방침 제시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2.1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생산법 및 식량정책에 관한 주요 논점 및 대응* 11)

�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13일에는 품목별 생산법 및 식량정책에 관한 주요 논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함.

-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은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

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침, 정세변화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

하고 있으며 2020년에 새롭게 발표될 예정임.

 * 일본 농림수산성 「品目ごとの生産のあり方及び食料政策等に関する主な論点と対応方向」(2020.2.13.) 내용을 중심으

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계속)



194 ∙ 세계농업 2020. 3월호

<표 6>  품목별 생산법에 관한 주요 논점 및 대응 방향

구분 주요 논점 대응 방향

벼

• 매년 감소하는 쌀 수요에 대한 생산·소비 면

에서의 대응

• 보리, 콩 생산량 증가를 위한 생산 및 기술 대

응, 수요에 맞는 품종 및 기술 개발·보급

• 콩의 연작장애
※
에 대한 대응

   ※ 같은 작물을 연속으로 재배했을 때 작물의 

생육이나 수량,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

• 향후 사료용 쌀의 생산 방향

• 벼를 고수익작물로 전환

• 벼 생산 시 생산자가 판단하여 수요에 맞는 생산·판매 

추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보리·콩, 가공·업소용 채소 

등으로 전환 가속화

 - (주식용 쌀) 사전계약 등에 의한 안정적 거래를 통해 실

수요에 맞는 생산·판매 추진, 간편식·외식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

 - (보리·콩) 생산 확대를 위해 실수요자와 연구자 연계를 

통한 품종 개발 촉진

 - (사료용 쌀) 축산물 브랜드화,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 

생산·공급 추진

 - (가공·업소용 채소) 다양하게 논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 

정비, 재배기술 및 농기계·시설 도입, 판로 확보 등을 

통한 생산 확대 추진

축산

• 소고기·유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

산기반 강화

• 생산기반 강화 지원 대상 경영체 선정

• 생산성 향상(노동력 절감·노동 시간 감축 등) 

추진

• 국산 사료 생산 확대 추진

• 와규(和牛) 유전자 보호

• 국내외 소고기·유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육우·낙

농 생산 확대 및 환경 정비, 이를 통해 차세대에 계승 가

능한 지속적인 생산기반 형성

 - (육우·낙농) 가축 배설물 관리 및 이용 추진, 생산현장

과 연계한 유통구조 정비를 통한 생산 확대

 - (생산기반 강화) 규모에 관계 없이 지역 주요 농업인(후

계자) 지원

 - (생산성 향상) 농기계 도입 및 위탁농업 등 외부 지원 

조직 활용 추진

 - (국산 사료) 국산농후사료 생산 이용 추진, 외부 지원조

직의 ICT화 등에 의한 작업 효율화

 - (유전자 보호) 와규 유전자원 유출을 방지 및 지적재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강구

원예

• 농업종사자 감소 등, 노동력 부족 대응

• 논을 활용한 고수익작물 산지 육성 추진

• 가공·업소용 채소 등의 수요 대응

• 효율적인 수송·유통 추진 방법

• 지역에 맞는 품종·기술개발 도입 및 보급

• 원예작물의 해외시장 및 가공·업소용 수요에 대응 가능

한 산지 육성,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예작물 생산기반 강화

 - (논 활용) 새로운 가공·업소용 작물 산지 육성, 다수의 

생산지를 연계하는 거점 사업자 육성, 저장·가공·물류 

거점 인프라 정비

 - (품종 개발 및 기술도입) 가공·업소용 수요 및 기후변

화에 대응한 품종 개발·보급,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

 - (노동력)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 등에 의한 노동력 절

감·효율화, 작업지원조직 육성 및 산지 간 인력 공유 등

을 통한 노동력 확보

스마트 

농업

• 스마트 농업 도입 추진(조건불리지역 포함)

• 낮은 비용으로 스마트 농업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농업 지원서비스 활용 추진

• 데이터 구동형 농업의 추진 방법 및 서플라이

체인 전체로 확대 추진

• 스마트 농업의 효과 및 비용을 검증·공표, 스마트 농업 도

입 비용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농업지원 비즈니스 창출

 - (스마트 농업 도입) 자율주행 농기계를 이용하기 쉽도

록 농지 정비, 소관 부처와 연계하여 농업·농촌에서 

ICT 활용에 필요한 정보통신환경 정비 검토, 스마트 농

업기술 도입에 필요한 규제 및 제도 재검토

 - 데이터 기반 농업지원 시스템을 개발·활용 촉진, 데이

터 기반 스마트 푸드체인 구축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 195

<표 7>  식량정책에 관한 주요 논점 및 대응 방향

구분 주요 논점 대응 방향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

•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1조 엔 목표 실현을 

위한 대책

• 수출을 농업인 소득향상으로 연결

• 해외수요 확보(상품뿐만이 아닌 외국인 관

광객, 식품산업 등 활용)

• 상황 분석을 토대로 수출액 1조 엔 달성이라는 목표

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수출확대

가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대책 강화

 - 수출액 목표 실현을 위해 수출품목의 식품안전규

정에 대응 강화, 생산기반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 

대책 검토

 - 가공식품 판매가 농업인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도

록 가공식품 생산 시 국산 농림수산물 이용 추진

 - 해외에서의 품종등록을 촉진하고 신품종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종묘법 개정

 - 물질적 상품의 수출뿐만이 아닌 식산업의 해외시

장 진출 및 농림어업인·식품사업자의 해외 활동 추진 

식량 안보

식생활 교육

•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 및 경제발전에 따른 

식량 수요 증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

한 식량 안보 위기에 대한 대책

• 돼지콜레라(CSF),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 대책 강화

• 소비자와 식품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

한 식생활교육 추진

• 식량을 둘러싼 정세변화를 바탕으로 장래에 국민에

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내 농업 생

산기반을 강화하여 국내 농업생산 증대, 식품과 농

업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타 국가의 작황 모니터링 정밀화, 일본의 식량 공

급에 영향을 주는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 조사분석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에도 식량을 안정적으

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

 - 철저한 사육 위생관리 및 해외에서 발생 상황 확인 

등을 통한 수해 대책 추진

 - 소비자와 농업인 교류기회 확대, 식습관 변화에 대

응한 식생활교육 추진

환경정책

•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친환경 농업 

및 기후변화 대응, 식품손실 감소 등 환경정

책 추진

• 농업 분야가 지구온난화 억제에 기여

 - 모든 농업인이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

 - 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품종 및 품목전

환(아열대성 작물 등)을 포함한 대응기술 개발·보

급 추진

 - 식품손실 감소 추진법에 입각하여 다양한 주체가 

연계하여 대응 추진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기술 및 품종 개

발,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

비 및 농기계 도입 촉진

관련 단체

• 식량·농업·농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농협, 농업위원회
※
의 역할

  ※ 농지법에 근거하여 매매·대차 허가, 유휴

농지 조사·지도 등을 중심으로 농지에 관

한 업무를 시행하는 행정 위원회(기초자

치단체에 설치되어 있음.)

 - 농협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자기개혁 촉진, 농

촌 지역 생활 인프라를 지탱하는 역할 수행

 - 농업위원회는 사람·농지플랜(지역 농업 목표 계

획) 실용화, 황폐농지의 실태 파악 및 발생 억제, 

원활한 경영 계승 등 농지 관련 과제 해결에 중심

적 역할 수행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2.2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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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12)

�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위한 정책을 검

토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21일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함.

-기본 방향(식량·수요, 사람·농지, 기술·생산, 지역·농촌, 재해)과 식량자급률 설정, 

구체적 정책(식량 안정 공급, 농업 지속적 발전, 농촌 진흥, 동일본 대지진,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관련 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기본 방향

� 농업소득 증가, 7년 연속 수출액 경신, 49세 이하의 신규취업자 수(2만 명)유지 등 

지금까지의 농정개혁 성과 유지

�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① 인구감소·고령화, ② 생산현장 인력 부족과 생산기반 약화, 

③ 농촌인구 감소와 지역 커뮤니티 쇠퇴, ④ 대규모 재해 증가, ⑤ 돼지콜레라(CSF),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 및 식물 병충해, ⑥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

� 이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는 ① 생활양식 변화 및 해외시장 확대에 따른 국내외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 ② 혁신적인 신기술 실용화(스마트 농업 도입, IoT, 디지털화), ③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시행 등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공헌 가능

� 기본계획에서 중점사항은 식량·농업·농촌의 지속성 향상,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추진하

는 산업 정책과 다원적 기능 발휘를 도모하는 지역 정책을 중심으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임.

- [식량·수요]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시장축소로 생산 자체가 축소할 우려가 커 농업

인과 식품사업자 등의 연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시장을 창출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출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사령탑조직을 중심으로 수출확대, 

△글로벌 산지 형성, △식품 손실 및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대응, 식생활 교육 등

을 통한 국민의 이해 증진 추진

 * 일본 농림수산성 「新たな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 骨子(案)」(2020.2.2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

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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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농지] 농업인 감소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가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

사람·농지 플랜(지역농업 목표 계획)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농업 현황을 점검, 각종 

정책을 일괄적으로 실행, △후계자(주요 농업인) 육성, 법인화 추진, △새로운 농업 

인력 확보·육성, △농업 지원서비스 정착 촉진 등을 통해 생산기반 강화

- [기술·생산] △고령화 및 일손 부족을 해결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 

도입 가속화, △데이터 구동형 농업을 실현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10) 

△축산 경쟁력 강화, △보리·콩 생산 확대, 논을 활용한 고수익 작물 생산 등을 

추진

- [지역·농촌] △지역을 유지하여 차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 연계를 통한 

소득·고용기회 확대(농촌관광·수렵육·농업과 복지연계 등), △지역 커뮤니티 기능 

유지 및 강화와 다원적 기능 발휘 촉진, △체제·인력 형성을 통해 농촌 활력 창출

- [재해]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 복구, △농업·농촌 강화를 위한 재해 방지·감소 대

책, △재해에 대비한 농업, △재해 대응 체제 강화 추진

 식량자급률

� [식량자급률 목표] 국내 시장축소 및 농업인 감소에 따라 민·관이 함께 국내 농산물 

생산 유지·확대와 농업인 소득향상에 임할 필요가 있고, 목표 설정 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열량 공급을 늘려가는 관점에서 식량 소비 전망 고려하여 목표 설정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본 농림수산업의 강점이 반영되는 ‘생산 기준 식량자

급률’과 식량 안보 관점이 반영된 ‘공급 열량 기준 식량자급률’ 각각 설정함.

-현행대로 식량자급률에 사료자급률을 포함한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사료자

급률을 반영하지 않은 ‘산출 식량자급률 목표’(생산액 기준, 공급 열량 기준) 추가 

설정함.

-사료자급률을 식량자급률에 포함할 경우 식량자급률과 국민의 체감 간에 괴리가 나

타나고, 사료자급률을 식량자급률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사료 작물 생산 농가가 소

외감을 초래함.

10)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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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자급력 목표] 기존에는 농지와 황폐농지를 최대한 활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식량 

생산 잠재 능력을 파악한 반면, 앞으로는 농지, 농업인(노동력), 농업기술(생산성) 등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의 생산 잠재 능력을 나타내도록 개선하고, 2030년 전망도 함께 

제시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3.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11)

 정책 1. 식량 안정공급 확보

�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수요 개척] △식품산업, 관광업 등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창출·6차 산업화, △식품기업과 농업인 협동, △식품 유통과정 효율화, △일하

는 방식 개혁, △식품 손실 감소, △식품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등으로 부가가치 

향상, △민간투자개발사업 도입 추진

� [글로벌 시장 개척] △수출환경 정비, △글로벌 산지 조성 등 수출 촉진 강화, △상품 

수출에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푸드체인 구축 등의 식산업 활성화, △국내외 지적재산 

확보 및 활용 추진

� [소비자와 식·농의 관련성 강화] △식생활 교육, △공공급식과 연계를 통한 지역 농산물 

안정공급체계 구축, △일식 문화 보호·계승, △소비자와 농업인 유대 강화

� [식품 안전확보와 소비자 신뢰 확보] △식품 안전성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 추진,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식품 정보 표시 확대

� [식량 공급 리스크를 고려한 종합적인 식량안보 확립] △식량 안전공급에 대한 위험 

분석 및 대응책 검토, △긴급상황 발생 시의 대응절차 재검토, △위성데이터를 활용하여 

 * 일본 농림수산성 「新たな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 骨子(案)」(2020.2.2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

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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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수출국 모니터링 활성화, △수입 안정·다각화, 적정한 식량 비축 추진, △돼지콜레

라(CSF)·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동식물 방역 조치 강화

�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국제 교섭 추진] △신시장 개척, △생산기반 

강화, 경영 안정·안전공급을 위한 조치

 정책 2.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 [농업구조 유지를 위한 후계자 육성·확보] △다양한 경영 형태의 농업인 후계자(주요 

농업인) 육성·확보, △농업경영 법인화 가속화, △지역 영농 지원 프로젝트11) 추진, 

△계획적인 경영 계승 추진, △청년 취농인 확대,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재검토 및 

패키지화, △농업교육 고도화 등 추진

� [다양한 인재 및 주체 활약] △법인 및 대규모 경영체뿐만 아니라, 중소·가족경영 등도 

산업정책과 지역정책 차원에서 지원,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작업 대행 및 공유 등 

차세대형 농업 지원서비스 정착 촉진, △다양한 주체의 활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하는 

방식 개혁,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농작업안정대책, △농업과 복지연계 등 추진

� [농지 규모화·단지화와 농지 확보] △사람·농지플랜 실용화 및 타 지역계획과 연계, 

△농지중간관리기구 절차 간소화, △체제 통합을 통해 농지 규모화·단지화 가속화, △소

유자 불명 농지 대책 추진, △농지 황폐화 방지·해소 대책 추진, △다양한 농지이용방법

을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 시행

�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한 대응 추진] △종합적·효과적인 안전망 대책 방향 검토, △농업보

험 및 경영소득 안정대책 등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제도 검토 및 절차 전산화, △신청서 

간소화 추진

�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지 규모화·단지화, △고수익작물로 전환, △농업 성장산업화

와 국토 강화 관점에서 농업생산 기반 정비 추진

11) 2020년 내로 사람･농지플랜(지역 농업 목표 계획)을 통해 각 지역의 농업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농업 계획을 연계 및 통합으

로 법인화, 인재 확보 등 종합적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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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반 강화 및 유통·가공 구조 효율화] △소비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품목별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축산 생산기반 강화, △수출 및 가공·업소용 수요에 대응

한 원예작물 생산 확대, △다양한 용도의 쌀 안정공급, △보리·콩 생산 확대, △농업

생산 공정관리 및 효과적인 농작업 안전대책, △농업 자재 공급 및 농산물 생산·유

통·가공 합리화 추진

� [생산·유통현장 기술혁신 등] △스마트 농업을 통해 일손 부족 해결, △현장 수요에 

입각한 연구개발 및 첨단 기술 도입

� [농업현장 및 농업 정책 디지털 전환] △농업현장에 디지털 기술 도입, △농업 경영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관리 효율화·활용 촉진, △행정 절차 온라인화를 위한 기반 정비

� [환경정책 추진] △온실가스 배출 감소 대책, △흡수원 대책 등의 완화책 추진, △기후변

화로 인한 피해 감소를 위해 생산 안정 기술 및 대응품종·품목 전환, △기존에 수입하던 

작물 신규 도입 등 적응대책 추진, △생물 다양성 보전, △유기농업 추진

 정책 3. 농촌 진흥 정책

�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과 고용기회 확보] △지역 특성을 살린 복합경영 등 다양한 

농업 추진, △농촌관광, 수렵육 활용, 다양한 지역자원과 타 분야와 조합을 통한 가치 

창출, △6차 산업화, 농업과 복지연계, 바이오매스·재생가능에너지 등 지역 내 활용, 

△도시농업 등을 추진하여 소득과 고용기회 확보

�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 정비]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 효과적인 

작은거점 형성, △일본형 직불제를 통해 다원적 기능 발휘 촉진, △생활 인프라 확보, 

△야생동물 피해 대책 추진

� [농촌을 지탱하는 새로운 움직임 및 활력 창출] △지역 운영 조직 형성, △관계인구 

창출·확대 및 관계 강화, △반농반× 및 듀얼라이프(두 지역 거주) 등 다양한 생활양식 

실현, △농촌 매력 홍보를 통해 농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 [소관 부처 연계 조직 형성] 지속적으로 농촌 실태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과제 해결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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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4.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과 대규모 재해 대응

� [동일본 지진 피해 복구·부흥] △지진·쓰나미 피해지역에 지속적인 복구 작업 시행, 

△피해지역 식품 안전확보 및 국내외 안전성 문제 논란 불식 추진 등 경영 재개 지원

�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 △정확하고 신속한 초동대

응을 위해 재해대응체제 강화, △가정에 식품비축 정착, △이상기후에 의한 리스크 적은 

품종·기술 개발, △농업 수리 시설 내진화, △저수지 적정 관리 등 추진

� [대규모 자연재해로부터 복구] △재해 조사 효율화, △빠른 복구 지원, △작물 전환 

및 스마트 농업 도입 등 새로운 대응을 통해 농업 복구 지원

 관련 단체에 관한 정책

� 식량·농업·농촌에 관한 단체(농업협동조합 계열 조직, 농업위원회 계열 조직, 농업공제

단체, 토지개량구)의 기능 및 역할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발휘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3.0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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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2020. 3)

1. 아시아

□ 중국,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유제품 소비 타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산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중국내 유제품 소비에도 타격을 주어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됨.

▪라보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지난 30일간 중국내 음용유 매출은 

오프라인 식료품점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현재까지의 피해만 반영하더라도 올해 매출이 전년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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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수입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로 외식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치즈의 경우 소비감소로 올해 수입량이 최소 

5%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음. 

-분유는 작년 수입량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나, 올해는 11%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유제품 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INTL FCStone’은 중국 내 유제품 소비 감소로 유

제품 가격도 3%-10% 범위 내에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중국의 유제품 수입 감소로 국제 유제품 시장의 재고증가도 우려되고 있음. 

- EU와 미국은 올해 원유 생산이 전년보다 늘어날 것이 확실해 보이며, 호주와 아

르헨티나의 경우도 올해 초 원유 생산이 예상했던 것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자료: 낙농진흥회(2020.02.28.)

 □ 베트남, 2020년 쌀 수출 목표 달성 전망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쌀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한 89만 톤이었으며, 수출액은 32.6% 증가한 4억 2,000만 달러임.

▪농업농촌개발부는 베트남산 쌀의 수출량이 증가한 원인은 연초 세계 각국의 쌀 수요 

급증이라고 발표함.

▪쌀 수출량 증가에 따라 베트남 내 쌀 가격도 급등함.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거래된 수출용 쌀(싸라기 5%) 가격은 톤 당 380달러를 기록하

여 201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함.

▪2020년 베트남의 쌀 수출량은 목표량인 670만 톤을 달성할 전망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연초부터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쌀 비축 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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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전통적인 쌀 수출 시장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도 쌀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규모도 여전히 클 전망임.

▪최근 두 번의 경작기에 베트남 쌀농사가 풍년을 맞아, 공급량이 충분한 상황도 수출 

목표 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2019-20년 겨울-봄 경작기의 경우, 주요 곡창지대인 동남부와 메콩 삼각주 지역에서 

가뭄 및 염수침입 피해를 입은 경작지는 전체 165만 헥타르 중 2만 8,000 헥타르에 

불과하였음.

▪반면에 세계 2위 쌀 수출국인 태국은 가뭄 및 염수침입 피해로 약 200만 톤의 생산 

손실을 입어, 세계 시장에서 베트남산 쌀의 수출 기회가 늘어날 전망임.

▪한편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메콩 삼각주 지역의 쌀 생산과 소비를 진흥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대출을 늘려달라고 요청함.

▪그동안 메콩 삼각주 지역 은행들은 연 6% 금리, 3-6개월 단위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

로 쌀 산업 관련 기업 및 농부들을 지원해왔음.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위해서 쌀 산업 내 사업체-농부 간 가치사슬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함.

▪그동안 여러 사업체가 사업체-농부 간 가치사슬을 구축해오며 세계 시장에서 베트남

산 쌀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함.

▪가치사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농부들이 사업체와 가치사슬을 형성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쌀 생산 및 소비로 이어질 전망임.

※ 자료: 무역협회(2020.03.12.)

 □ 베트남, 목재 수출 현황 및 전망

▪베트남 목재 및 산림제품협회(VIFORES)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의 목재 수출액은

113억-115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19년 목표치인 105억 달러를 초과 달성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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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목재 수출국 1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 2위, 전 세계 

7위 수출국임.

▪VIFORES는 2020년 목재 목표 수출액을 120억 달러로 설정했으며 2025년까지 200

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 발표함.

▪VIFORES는 베트남 목제품 수출 증대를 위해 목제품 상품 다양화, 인재 양성, 베트남 

목제품 브랜드 홍보를 위해 힘쓸 것이라 밝힘.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19년 미국으로의 목재품 수출이 급증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 이후 일본, 캐나다로의 목제품 수출도 증가했

다고 밝힘.

▪또한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이 2020년 하반기 비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베트남 목재업체들의 EU 수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19년 베트남의 목제품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이며, 한국과 일본이 각각 2위와 3위

를 차지하고 있음.

▪베트남의 목재가구는 주로 북미와 유럽에 수출되는 반면 연료용 목재는 한국과 일본

에 수출되고 있음.

※ 자료: 무역협회(2020.02.24.)

 

 2. 아메리카

 □ 미국,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 시행 예정

▪지난 2016년 5월, 미국 식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

은 포장식품(Packaged foods)의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라벨 규정에 대한 

최종 개정사항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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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습관과 비만, 심장병 등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을 비롯한 새로운 식품영양학적 정보

가 반영될 새로운 식품라벨은 향후 더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식품 선택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측됨.

▪2018년 발효 예정이었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는 2020년으로 연장된 바 있음.

▪제공량(Servings): 식품 1회 제공량(Serving size)과 한 식품 당 총 몇 회 제공량을 

포함하고 있는지(Servings Per Container About)에 대한 정보는 기존보다 더 크고 

진한 글자로 표기하도록 변경됨. 또한 오늘날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

해 1회 제공량의 기준이 업데이트됨.

▪칼로리(Calories): 가장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칼로리 표시 부분에서는 소비자

들이 식품 라벨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1회 제공량에 

대한 칼로리’를 기존보다 훨씬 크고 진한 글자로 표기하도록 변경함.

▪지방(Fats): 섭취 지방의 양보다는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기존 라벨에서 1회 제공 칼로리와 함께 표기됐던 ‘지방으로부터의 

칼로리(Calories from Fat)’ 표기를 삭제함.

▪첨가당(Added sugars): 식품 가공 시 첨가되는 설탕과 같은 ‘첨가당(Added sugars)’

의 함유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a percent Daily Value; 이하 %DV)

을 추가 표기하도록 변경함. 첨가당에는 시럽, 꿀, 농축과즙 등으로부터의 당 성분도 

포함되며 식품 패키지에 동봉된 각설탕 등도 포함함.

▪영양소(Nutrients): 기존의 필수 표기 성분인 칼슘(Calcium) 및 철분(Iron)뿐만 아니

라 비타민 D와 칼륨(Potassium)의 실제 함유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DV)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변경함. 기존의 비타민 A와 C는 필수 표기 성분에서 

제외됐으나 자발적 표기는 가능함.

▪각주(Footnote): 영양성분표 하단에 새롭게 변경된 각주를 표기해야 하며, 해당 각주

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1일 영양성분 기준치(%DV)’에 대한 

설명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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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언어(Bilingual) 병행 표기가 가능하여 영어 외의 다른 언어를 ‘/’표시와 함께 

병행 표기 가능(‘영어/다른 언어’의 형태)함.

▪캘리포니아와 같이 히스패닉 소비자층이 두터운 지역의 경우 영어와 스페인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으며, 지역별 소비자층 특성에 따라 다른 언어 표기가 가능해 활용도가 

높음. 

-이는 한국 식품을 처음 접해 보는 타 언어 인구에게 한국 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지난 2016년 5월 식품 라벨링 규제 개정 당시 새로운 규제는 2018년 7월 26일부로 

발효 예정이었으나 발효를 2개월 앞둔 2018년 5월 4일에 FDA는 해당 발효시기를 

2020년 1월 1일로 연장한 바 있음.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음료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은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를 준수해야 함.

-다만 FDA는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연간 식품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른 발효시기

를 적용함.

▪연간 식품 매출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식품 생산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 준수가 필요함.

▪연간 식품 매출규모가 1,000만 달러 미만인 식품 및 음료 생산기업의 경우에는 1년 

뒤인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를 준수해야 함.

▪한편 꿀이나 메이플 시럽과 같은 단일 성분의 당(Single-ingredient sugars)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특정 크랜베리(Cranberry)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 가향 건조 크랜베리(Flavored dried 

cranberry) 제품의 생산기업에는 2020년 7월 1일부터 규제가 적용됨.

▪로스앤젤레스 지역 FDA컨설팅 전문기관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올해부터 발효된 FDA

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식품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된 식품 및 음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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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포장 식품 및 음료분야에서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진출해 식품 

및 음료를 판매 중인 기업들은 이번 규제를 반드시 유념하고 준수해야 함.

▪미국의 수입 관련 규제는 대부분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관세를 포함한 

규제 준수의 최종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음. 

-다양한 수입규제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별 정책에도 반영되며, 미국 세관

(CBP)의 사후 검증 및 적발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이처럼 점점 더 강화되는 수입 규제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해 미국의 바이어들은 

해외의 생산기업에 철저한 규제 준수와 관련 증빙서류 준비 등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으로 식품 및 음료 수출을 앞두고 있거나 수출 중인 기업들은 이번 규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준비사항을 현지 바이어 또는 수입 파트너와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는 FDA의 연방 규제로 미국 전역에 적용

되지만 그 외의 주(State)별 식품 및 음료 관련 상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해당 지역별 다른 규제들 또한 파악해 준수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중 언어 병행 표기를 사용해 라면, 김치 등 매콤한 한국 식품에 큰 관심을 

보이는 미국 주요 소비자층인 히스패닉 시장을 공략한다면 규제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FDA는 식품 및 음료 생산기업들의 혼란과 두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

터 6개월간은 규제 집행 및 단속 행위에 중점을 둔다기보다 이들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를 원활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

-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새 규제에 대한 집행·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를 적용받지만 아직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

우 이 유예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규제 준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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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유함유 가공품 시장, 2026년까지 6조 4,800억 원 규모로 성장 전망

▪2018년 30억 달러(3조 6,000억 원) 수준이었던 세계 우유성분 함유 가공품시장

(Dairy Blends Market, 이하 ‘유함유 가공품시장’)이 연평균 8%씩 성장하여 2026년

에는 54억 달러(6조 4,8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됨.  

▪2월 18일 공개된 Globe Newswire의 ‘세계 유함유가공품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지는 않지만, 식품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함유 가공품 시장이 향후 6년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함.      

▪유함유 가공품은 전통적으로 유아용 조제분유가 주류를 이뤘으나, 지금은 유제품 

성분이 급성장하고 있는 첨가물시장의 한 축이 되어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새로운 맛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양성분 간 조합을 통

해 더 특별한 맛의 제품 개발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임.

▪이 보고서의 내용 중 특징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2018년 유함유 가공품에 사용된 유제품 성분은 분말형태가 총 매출액의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이것은 분말이 보관이 용이하고, 유통기한이 더 

길기 때문으로 보임.  

-둘째, 직장여성 증가로 조제분유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8.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셋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8.5%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중국의 높은 출산율로 유아용 조제분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

이며, 주요 수출국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될 것임. 

-넷째,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기업은 LtD(뉴질랜드), Doehler Group(독일), Agropur 

ingredients(캐나다), Royal Friesland Campina(네덜란드), Kerry Group(아일

랜드) 등이 있음.

※ 자료: 낙농진흥회(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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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럽

 □ EU, 역외 유기농식품 수입절차에 관한 개정안 발효

▪EU집행위원회는 2007년 유기농 제품에 관한 규제 No.834/2007을 제정해 유기농 

제품의 대상, 목적, 재배 방식을 규정한 후 시행세칙인 No.889/2008과 No.1235/ 

2008을 제정해 유기농 작물의 제조 방법, 라벨링, 품질관리 및 수입 절차를 관리하고 

있음.

▪EU집행위원회의 현행 규정에 따라 유기농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① 동등성 인정 협정을 통한 수출, ② 지정된 유럽 인증기관을 통한 수출이 있음.

▪동등성 인정은 EU 유기농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가공된 식품과 상대 국가 유기

농식품규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생산·가공된 식품의 품질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협

정임.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일본, 캐나다 등 13개국은 동등성 인정 협정국으로 각 국가

의 유기농 인증 절차를 통과한 유기농 제품은 유럽 인증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도 

‘유기농’으로 표기해 수출입이 가능함.

▪한-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은 2015년 2월 발효된 이후에 2018년 1월 동등성 

협정 만료를 앞두고 EU집행위원회와 우리나라는 협정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함.

▪동등성협정으로 인해 유럽과 한국에서 유기농으로 인정받은 유기농 제품은 제조국가

에서 유기농 인증을 통과하면 상대 국가에서 별도 인증절차 없이 유기농으로 판매 

가능함.

▪한국에서 EU 수출 시 ‘유기가공식품 수출을 위한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COI)’ 발급이 필요하며, 2017년 10월부터 전자인증제가 전면 도입되어 

EU집행위원회 무역통제전문시스템(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 TRACES)

에서 발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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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한국에 유기농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서비스(National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management Service, NAQS)의 양식에 따른 수

입증명서를 제품에 첨부해야 하며, 이는 유럽 내 인증기관에서 발급 가능함.

▪EU집행위원회는 2020년 1월 14일자 관보를 통해 역외권에서 수입되는 유기농 식품 

관련 규정 ‘No.1235/2008’을 개정한 집행위 규정 ‘No.2020/25’를 공표했으며, 

이 개정안은 2월 2일부터 발효 예정임.

▪이번 개정안 발표는 2021년 1월부터 발효될 신규 유기농식품 규제(No. 2018/848)

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EU와 역외권 국가 간의 동등성 

인정 협정 유지·개선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추가됨.

▪현행 규제에는 화물이 EU 관내 반입되는 시점에 ‘유기가공식품 수출을 위한 검사증명

서(Certificate Of Inspection, COI)’가 화물에 동반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COI 

발급이 화물의 원산지나 수출국 출발 전·후 및 이동, 경유 중에도 가능하지만 개정안

에서는 화물이 원산지나 수출국을 출발하기 전에 COI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존에는 쉽게 변질되는 식품의 경우 배송시간 절약을 위해 우선 제품을 발송한 

뒤 COI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했으나, 개정안 발효 후에는 화물이 우리나라를 출

발하기 전에 발급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쿠웨이트 등 협정국의 인증담당기관 정보가 

신규 변경되거나 삭제됐으며, EU집행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정보수정 신청

을 진행해 인증담당기관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임.

-개정안에서는 우리나라의 인증담당기관 이름이 ‘Neo environmentally-friendly’

에서 ‘Neo environmentally friendly Certification Center’로 변경됨. 

- ‘Association for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는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Service’로 변경됐고 ‘Korea Agricultural Product and 

Food Certification’는 목록에서 삭제됨.

▪우리나라 유기농식품 수출 기업들은 2월 2일부터 변경되며, 적용되는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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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을 숙지해 수출 장애 및 통관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유럽 유기농인증협의회(European Organic Certifiers Council, EOCC)는 최근 

각국 농산물 수출 담당부처에 공문을 발송해 신규 개정안에 따른 수출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이 있을 경우 EOCC에 알려줄 

것을 당부함.

▪EOCC의 설명에 따르면 COI 발급을 위해서는 운송업체에서 발행하는 국제화물운송 

서류 및 상업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개정안대로 선적 전에 COI 인증서를 

발급 받기 어렵고 수출업체들이 COI 신청서를 1차 작성한 뒤 선적 후 수정해야 하는 

등 수출 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됨.

▪EOCC는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각국 업계 의견을 수렴해 EU집행위원회 측에 

전달하고 유기농 식품 수출입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EU 관내에서 유기농으로 표시되어 판매·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유럽연합 유기농 규정

을 따르고 있으며, EU집행위원회는 시행 세칙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어 와인, 

수산물 가공품, 효모 등 유기농 상품에 대한 세부 규정이 추가 발표되고 있음.

※ 자료: 식품안전정보포탈 식품안전나라(2020.02.27.)

 □ 유럽,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온라인 식품 소비 활성화

▪유럽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산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접촉 차단이 

강화되면서 온라인과 드라이브 스루(온라인으로 제품구매 후 지정장소에서 제품 픽

업) 구매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파스타와 소스류, 쌀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재고를 비축하

면서 오프라인에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재고가 부족해지고 있음.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에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에서도 전자상거래가 점차 조직화되고 

있음. 

-이탈리아의 식품 배송서비스 ‘Supermercato24’는 65세 이상에게 무료 배송을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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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석기업 ‘닐슨(Nielsen)’은 이탈리아에서 2월 17일∼23일 간 확진 첫 사례 발생

한 지 1주일 만에 PGC(Produits de Grande Consommation)1)와 신선제품 판매가 

10.9% 증가했다고 언급함.

-특히 롬바르디아주, 베네치아 인근 등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이탈리아 

북부지역에서 구매 지수가 높게 나타남.

▪당분간 온라인 구매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닐슨은 평소 이탈리아 PGC 판매의 약 2%를 차지하던 E-commerce사이트에서

의 2월 24일∼3월 1일 동안의 매출이 전주 대비 81% 증가했으며, 연초부터 3.1

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함.

▪이탈리아는 현재 3.9(월)부터 전역이 봉쇄되었으며, 상점은 식료품점 등 제한적으로 

영업 중임. 프랑스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식품 판매가 폭발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 

▪유럽의 주문형 식품배송 기업들은 “비접촉식” 배송을 추가하기 시작함.

▪영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오카도(Ocado)는 배달기사들에 코로나 확산을 줄이기 

위해 고객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모든 일정에 배달차량 청소시간 2분을 추가하여 

운전대, 핸드 브레이크, 라디오 등 접촉이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청소하도록 함. 

▪코로나의 확산은 소비자들의 영구적 쇼핑 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육류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채식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

아질 수도 있고, 온라인 쇼핑이 점점 장려될 수 있음.

▪10년 전 2025년까지 식품시장 소비의 40%가 온라인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달 업계에서는 2024년까지의 수치를 7.7%로 하향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의 

사태로 이러한 예상치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1) 소비재로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품, 위생용품 등 사용기한이 짧고 소비량이 많은 

제품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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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온라인 구매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구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점점 

더 인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휘발유 절약, 제품 운반, 거주 장소와 시간에 장소 없이 

소비가 가능한 점 등 편리성이 확보되면서 향후 온라인 소비 수요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수요가 이동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임. 

-유럽은 여전히 한국, 중국 등 대비 온라인 상거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국가이나, 

최근 성장세를 그리고 있었으며 특히 코로나 위기로 소비자들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면서 그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소비 형태로 온라인 플랫폼들도 “비접촉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고객 유

치를 확대하고 보안 유지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방법도 지속적으로 강구  중임.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신규수요가 발생하면서, 진정국면 이후에도 온라인 매출은 

지속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식품 역시 온라인 시장진입 확대, 제품 

가시성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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