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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주요 정책위원회 중 하나인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
CoAG)는 회원국의 정부,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이 농식품 분야 주요 이슈, 농업
무역,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성과와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OECD 농업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직면한 농식품
분야의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 각 회원국들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며,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등 세계 각국의 농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 및 농정에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수정·보완을 요구하여 우리나라 농정의 신뢰성을 강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OECD 주요 의제 및 연구 동향을
자세히 검토하고, 국내에 전파할 수 있는 연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올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과제수행을 통해
농업위원회 산하 4개 전문가 네트워크(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 품목시장그룹)에 참여함으로써
농업분야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와의 교류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었다. 상기 4개 전문가 네트워크에 전문적인 지식과 학술적인 배경을 가진
전문가가 참여하여 농식품 분야 Triple challenges, 농업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성, 농업 환경문제 논의 등의 이슈에 대응하였다. 앞으로도 본 연구사업을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계 농식품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농업통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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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차 연도 주요 사업내용
❍ 2019연도에는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LAN)와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FCAN),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네트워크(TFP&E) 각각 두 건씩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품목시장그룹(GCM) 회의는 1회 개최되었다.
- 제23차 FLAN 회의에서는 농가단위 생산성과 결정요인분석 및 농가성과
동인분석 프로젝트 결과가 공유되었으며, 농업환경 및 농가성과 관련 정책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24차 회의에서는 농가성과동인분석, 지속가능한
생산성, 농업의 토지 및 농업구조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 제11차 FCAN 연례회의에서는 식품 산업의 Triple Challenges가 논의
되었다. 식품시스템이 직면한 3가지 도전은 1) 식량안보 및 영양, 2) 자원
활용과 기후변화 대응, 3) 생계제공과 농촌개발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각
영역별 시너지(synergies) 및 상충효과(trade-off) 존재가능성을 들어 식품
시스템(food system) 차원의 정책 접근이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TFP&E 제2차·제3차 회의에 참여하여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 계측에 대한
OECD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들과 총요소생산성
등에 관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 GCM에서는 2019-2028년 OECD-FAO Agricultural Outlook을 검토
하고 회원국간 결과 합의를 실시하였다. 회의에서는 거시경제 및 정책 가정,
품목별 기준전망치(Baseline) 예측 및 전망치 검토, 특집(중남미)부문
내용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층연구 및 국내외 학술활동
❍ FLAN 활동으로 제23차 회의에서 ‘쌀 농가의 생산성 변화 및 결정요인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분석의 방법론과 결론에 대해 참석자들과 논의하였다.
FLAN의 심층연구로 ‘농가경제조사와 USDA ARMS 데이터 구조 비교’,
‘농업의 디지털 시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가 진행되었다.

❍ FCAN에 참여하여 ‘통합된 식품시스템 정책을 향하여(Towards Integrated
Food System Policies in Korea)’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식품 관련 논의에 대응하였다. 심층연구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 연구 동향과 분석’, ‘건강한 식품소비 장려정책 관련 논의동향’이
수행되었다.

❍ GCM 참여를 통해 OECD-FAO 2019-2028 Agricultural Outlook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OECD METRO모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METRO 모형의 구조 및 운용법 학습을 실시하였다. 심층연구로 ‘AglinkCosimo 쌀 품종별 모형 설정 연구’, ‘METRO 모형 사용법’이 수행되었다.

❍ 작년에는 개최되지 않았다가 올해 두 차례 개최된 TFP&E 회의에 모두 참석
하여 농업분야 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네트워크 활동 내용을 심화시킨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계측’
및 ‘농업분야 부문별 총요소생산성(TFP) 계측’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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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OECD 농업분야 논의구조와 주요 의제1)
❍ OECD 조직은 이사회(Council)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하며, 회원국
각료(외교, 통상 및 경제장관 중심)로 구성된 각료급 이사회는 연1회, OECD
상주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상주대표이사회는 월1회 이상 개최되고 있
다. 이사회 상정안건을 사전협의하는 집행이사회 외에도 예산위원회, 대외관
계위원회, 감사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이 이사회 직속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 또한 OECD는 이사회 산하에 분야별 정책이슈를 협의 및 검토하는 약 300
여개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Working Party/Group/Programme)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담당부문의 동향을 분석하고 사업추진 현황
검토 등을 실시하고 있다.

1)

외교부의 OECD 개요(http://www.mofa.go.kr/www/wpge/m_3887/contents.do)를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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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과 관련한 농업위원회(Committee for Agriculture)는 무역농
업국 산하에 위치하고 있다.

표 1-1

OECD 조직구성

OECD 이사회 및 위원회

담당 사무국

이사회
이
사
회
직
속
기
구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s)
집행위원회(Exco)
대외관계위원회(ERC)
예산위원회(BC)
전문기구(Special Bodies)
감사위원회
평가위원회
연금예산유보금운영위원회

이사회집행위사무국
법률국
대외관계사무국
집행총국
출판홍보국
평가감사국

OECD 이사회 및 위원회

담당 사무국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ELSAC)
보건위원회(HC)

고용노동사회국

재정위원회(CFA)
유해조세경쟁포럼(로세)

조세정책행정센터

경제정책위원회(EPC)
경제동향검토위원회(EDRC)

경제국

조세행정포럼(FTA)

투자위원회(INV)
보험및사적연금위원회(IPPC)
금융시장위원회(CMF)
경쟁위원회(CC)
뇌물방지작업반(WGB)
기업지배구조위원회(CGC)

금융기업국

공공행정위원회(PGC)
국토개발정책위원회(RDPC)
규제정책위원회(RPC)

공공거버넌스
영토개발국

무역위원회(TC)
농업위원회(CoAG)
수산위원회(COFI)

무역농업국

개발원조위원회(DAC)

개발협력국

환경정책위원회(EPOC)
화학위원회(Chemicals
Committee)

환경국

통계정책위원회(CSSP)

통계국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소비자정책위원회(CCP)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
(CIIE)
해운위원회(MTC)
철강위원회(SC)
육송운송연구 협력프로그램(RTR)

과학·기술·혁신국

특별기구

교육정책위원회(EDPC)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교수학습국제조사(TALIS)

교육·인적역량국

지역경제고용개발위원회(LEED)
관광위원회(TC)

기업가정신·중소기
업·지역개발센터

원자력기구(NEA)
국제에너지기구(IEA)
개발센터(DEV)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교통포럼(ITF)
사헬및서아프리카클럽(SWAC)

자료: 외교부, http://www.mofa.go.kr/www/wpge/m_3887/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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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이사회의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25개 전문분야별 위원회 중의 하나인
농업위원회(CoAG; Committee for Agriculture)는 각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농업분야의 정책에 대한 검토와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농업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으며(5~6년 주기로 농업각료회의도 개최), 2년 단위
작업 및 예산 계획(PWB)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농업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산하 작업반에 배분한다. 농업위원회 산하
에는 농정시장작업반(APM), 농업무역공동작업반(JWPAT)과 농업환경공동
작업반(JWPAE)이 있다.
- 농정시장작업반(APM)은 1987년 설립되어 농업정책 점검평가, 농업정책
목적달성 수단 및 분석기법 개발 등을 담당한다. APM 정례회의는 농업정책
및 농업시장 이슈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 발간 여부를 결정하는 농업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이다. 예전에는 1년에 2차례씩 개최했는데 의제
수가 점점 많아져 2008년부터는 1년에 3차례씩 개최하고 있다.
- 농업무역공동작업반(JWPAT)은 1962년에 설립되어 농산물 시장 및 무역
정책 모니터링, 농산물 무역 장애요인 등을 검토한다. 1년에 2차례씩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 농업환경공동작업반(JWPAE)은 1993년에 설립되어 농업과 환경간의 상호
관계 분석, 농업환경지표 개발,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농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년에 2차례씩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 농업위원회를 지원하는(농업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담당하는) OECD 사무국 조직은 2006년에 무역국(Directorate for Trade)과
식량농업수산국(Directorate for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이
통합되어 재구성된 무역농업국(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
TA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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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농업국 산하에는 농업 관련 4개과(농업정책, 무역 및 조정, 농업정책
및 환경, 무역 및 시장, 비회원국 농업정책)와 농업기술 관련 협력연구프로
그램 관련 1개과, 수산 관련 1개과가 있으며 총 6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업위원회는 산하 작업반이 회원국 전문가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핵심이슈에
대한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정시장작업반(APM) 산하에 3개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농업환경공동작업반(JWPAE) 산하에 1개의 전문가 네트
워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APM 산하의 가장 오래된 전문가 네트워크는 ‘품목시장그룹(Group on
Commodity Markets: GCM)’으로 기존의 ‘곡물·사료·설탕 품목그룹’과
‘육류·유제품 품목그룹’이 2009년에 통합되면서 새로 출범한 전문가 네트
워크이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OECD와 FAO가 협력하여 구축한
Aglink-Cosimo 모형을 통해 추정된 농산물시장 전망보고서인 OECD-FAO
Agricultural Outlook(매년 향후 10년 전망치 발표)에 대한 검토, 평가,
수정·보완 요청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 2008년에 구성된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Farm-Level Analysis Network:
FLAN)는 농업경영체 단위의 미시자료를 활용해 농업부문 정책분석의
질을 높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농업위원회와 APM에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2010년에 APM 산하로 조직된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Food Chain
Analysis Network: FCAN)는 농식품 시스템(agri-food system) 분석
전문가 회의체로 소비자의 식품소비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검토·평가한다.
- 마지막으로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Network on Agr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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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Environment: TFP&E)는 2017년에
JWPAE 산하로 신설되었다. 회원국 전문가들의 회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 간 총요소생산성을 비교·분석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틀과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Environmentally Adjusted Total
Factor Productivity: EA-TFP) 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1-1

OECD 무역농업국 조직과 소관 작업반 및 연구네트워크

자료: OECD를 참조하여 저자작성, http://www.oecd.org

❍ OECD의 예산은 크게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예산
(Part I)과 회원국들이 선택적으로 참여(비회원국들도 참여 가능)하는 사업예산
(Part II)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특정 개별사업을 위해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조성한 비정규예산이 있으며, 부속예산(퇴직 사무국 직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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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위한 연금예산과 출판비용 충당을 위한 출판예산 및 투자예산으로
구성)이 있다.
- 2008년 OECD의 예산개혁으로 기본분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Part 1 예산의
30%를 기본분담금 제도로 충당하고 있다. 2008.6월 각료이사회에서 합의한
회원국별 분담률 산정원칙은 회원국 경제규모(최근 3년간의 국민소득
통계에 기초)에 따라 매년 분담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 2019년 우리나라의 OECD Part I 예산 분담률은 3.3%(36개 회원국 중
8위)였으며, 2020년 우리나라 분담률은 3.5%로 36개 회원국 중 7위
수준이다.

❍ OECD는 2017-2018 기간 동안 ① 포용적 성장, ② 디지털화, ③ 취약 이주
집단의 효과적 사회통합 제고의 3가지 수평적(모든 개별 위원회가 공통적
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대부분 마무리하였다.
- 포용적 성장은 24개의 지표를 체계화하고, ⅰ) 조건불리 ․지역 및 거주민에
대한 투자, ⅱ) 기업 역동성 및 포용적 노동시장, ⅲ) 효율적 정부라는
3대 정책영역의 정책 틀을 설계했다. 디지털화는 ⅰ) 디지털변혁 특성 및
시나리오, 통합적 정책프레임워크 제시, ⅱ) 개별 위원회별 80개 이상
프로젝트 수행, ⅲ) 직업과 인적역량, 웰빙, 생산성․경쟁․시장개방, 디지털
측정 등 긴급하고 핵심적인 디지털 이슈로 3대 분야를 구성하여 추진
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약 난민문제는 이주전망, 이민자 및 난민의 지역
노동시장 및 사회통합 지원 등 관련 정책이슈 등을 정리하였다.

❍ OECD는 2019-2020 기간에는 ① 디지털화 2단계, ② 지속가능한 인프라
전략, ③ OECD 주택전략의 3가지 사업을 수평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화 2단계는 1단계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심화․발전시키는 한편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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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등 새로운 디지털기술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지속가능
한 인프라 전략은 인프라 관련 기본원칙, 종합전략 마련을 위한 가이던스
와 벤치마킹, 정책수단의 집합 등을 개발한다. 주택전략은 주택의 거시․
소득분배 영향 분석, 효과적인 주택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지표와 정책수단 개발을 추진한다.

❍ OECD의 농업부문 관련 예산은 농업위원회(CoAG)를 통해 제안되며, 회
원국들의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가장 최근에는 제170차 CoAG 회의
(2018.05.16~17)에서 2019-2020 PWB(Programme of Work and
Budget) 예산안이 제안되었다.
- 농업위원회의 2019~2020 PWB 예산으로는 2019년 7,260,000유로,
2020년 7,269,000유로가 책정되었다.
- 주요 작업 가운데 핵심과제(Core Intermediate Output Results)에
75% 이상의 예산이 할당되고 있으며, 나머지 약 25%의 예산이 선택과
제(Choice Intermediate Output Results)에 할당되고 있다.

❍ 농업위원회의 2019~2020 PWB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심과제의 세 가지 사업 분야는 ① 식품 및 농업정책, ② 농식품 무역
및 발전, ③ 농업의 지속가능성이다.
- 첫 번째 사업분야(① 식품 및 농업정책)에는 ‘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PSE/CSE/GSSE 데이터베이스 갱신, 관리 및 보급,’ ‘PEM 모형 적용 및
갱신,’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있는 농식품시스템을 위한
정책’의 세부사업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과제의 대상인 품목시장
그룹(GCM),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FLAN), 식품사슬분석네트워크(FCAN)
관련 작업 및 예산도 이 사업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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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사업분야(② 농식품 무역 및 발전)에는 ‘시장 정보 및 분석
(OECD-FAO 농업전망 포함),’ ‘농식품시스템의 기능,’ ‘농산물 무역’의
세부사업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 세 번째 사업분야(③ 농업의 지속가능성)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디자인 개선’과 ‘기후변화, 물’의 세부사업분야로 구분
되며,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네트워크(TFP&E) 관련 작업 및 예산도
담고 있다.

❍ 한편, 2019~2020 PWB 선택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M&E)’와 관련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농업
정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농식품시스템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모범사례 공유, 재해 위험
관리에 대한 국별 연구, 지속가능한 생산성 성장에 대한 이해(총요소
생산성 네트워크 회의 활용), 농가단위에서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이해(보다 지속가능한 축산시스템을 위한 항생제의 효율적인 사용)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농식품시스템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축산분야에 대한 푸드시스템적 접근
및 국내 밸류체인에서의 연계와 성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디자인 개선’과 관련하여 실무
중심과 결과 중심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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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농업위원회 2019~2020 PWB 핵심과제(중간 결과물)
단위: 천 유로(EUR)

CORE

2019

2020

3.2.1 Food and Agriculture Policy

2,461

2,536

3.2.1.1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1,253

1,238

3.2.1.1.1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two
annual publications, web-based products)

976

961

3.2.1.1.2

PSE/CSE/GSSE and related indicators, databases and
and dissemination (one database, two outreach events)

190

190

3.2.1.1.3

PEM model application and development (contribution
to Monitoring and Evaluation reports and country
reviews)

87

87

1,207

1,298

3.2.1.2 Policies for a productive, sustainable and resilient food
and agriculture system
3.2.1.2.1

Country reviews (four country reviews)

251

250

3.2.1.2.2

Innovation and digitalisation for sustainability,
productivity and resilience (three papers, a possible
workshop)

512

643

3.2.1.2.3

Policies to strengthen resilience and manage risk (two
reports)

323

285

3.2.1.2.4

Understanding sustainable productivity growth at the
farm level (two reports, one seminar, four network
meetings)

121

120

3.2.2 Agro-Food, Trade and Development

2,103

2,035

3.2.2.1 Market Information and Analysis

1,137

1,136

3.2.2.1.1

Medium term prospects for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two annual publications, one Aglink-Cosimo
Users Group meeting, participation at two World
Outlook Conferences, one update of the
Aglink-Cosimo documentation)

535

534

3.2.2.1.2

Emerging market and policy issues (a series of
scenario reports or just-in-time briefs)

420

420

3.2.2.1.3

Short term analysis of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including AMIS (Monthly contributions to
AMIS, ad hoc reports)

182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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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Functioning of the food system
3.2.2.2.1

Global food system performanc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ne review/synthesis and three
analytical reports, two network meetings)

3.2.2.3 Agricultural Trade

525

524

525

524

441

375

3.2.2.3.1

Evolving market and policy issues in agricultural trade
(one synthesis report)

73

-

3.2.2.3.2

Understanding GVCs in the agricultural and food
sectors (three or four papers)

233

240

3.2.2.3.3

Non-tariff measures (one report)

136

136

1,061

1,065

401

401

401

401

3.2.3 Agriculture (and Fisheries) Sustainability
3.2.3.1 Monitoring progress and improving policy design for
sustainability
3.2.3.1.1 Monitoring progress in the alignment of policies
towards sustainability (two reports, one database and
associated products)
3.2.3.2 Climate Change, Water

660

665

3.2.3.2.1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in agriculture, the
role of trade in climate change adaptations (two
reports)

492

495

3.2.3.2.2

Monitoring progress in water management (one report)

168

170

표 1-3

농업위원회 2019~2020 PWB 선택과제(중간 결과물)
단위: 천 유로(EUR)

CHOICE

2019

2020

3.2.1 Food and Agriculture Policy

683

633

3.2.1.1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150

100

3.2.1.1.1.a

Agriculture policy in Latin America (one paper, outreach

150

100

event)
3.2.1.2 Policies for a productive, sustainable and resilient
agro-food system
3.2.1.2.1.a Sharing best practice ( two short papers)
3.2.1.2.3.a

12

❙

Resilience: disaster risk management country studies
(one paper)

533
130

533
133

VC Funding

3.2.1.2.4.a

Understanding sustainable productivity growth – the
TFP network, (two meetings, guidelines)

126

126

3.2.1.2.4.b

Understanding sustainable productivity growth at the
farm level - efficient use of anti-microbials for more
sustainable livestock systems (one report)

94

93

3.2.1.2.5

Facilitating reforms (one workshop, two reports)

182

182

3.2.2 Agro-Food, Trade and Development

754

802

3.2.2.2 Functioning of the food system

754

802

3.2.2.2.1.a

A food system approach to the livestock sector (one
report)

395

394

3.2.2.2.1.b

Linkages and performance in domestic value chains
(one report, indicators)

359

408

3.2.3 Agriculture (and Fisheries) Sustainability
3.2.3.1 Monitoring progress and improving policy design for
sustainability
3.2.3.1.1.a Practice versus results based policies (one report)

198

198

198

198

198

198

2. 2/5차 연도 주요 사업내용
2.1. 네트워크별 회의 대응
❍ 2019년에 진행된 네트워크별 회의는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2건, 식품사슬
분석 네트워크 1건, 품목시장그룹회의 1건이며, 격년으로 개최되는 농업총
요소생산성과 환경네트워크는 2019년에 2차례 개최되었다.
- 농가단위 분석네트워크 제23차 회의에서는 농가단위 생산성과 결정요인
분석 및 농가성과동인분석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농업환경, 농가
성과 관련 정책논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업 고용과 관련한 트렌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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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였다. 제24차 회의에서는 농가성과동인분석, 지속가능한 생산성,
농업의 토지 및 농업구조 관련 이슈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에서 참여한 2019년 제11차 FCAN 주제는 ‘식품
시스템이 직면한 3가지 도전(triple challenge)에 대응한 수요측면 정책
도구 및 정부의 역할’이었다. 연례회의에서 논의된 Triple Challenges는
1) 식량안보 및 영양, 2) 자원 활용과 기후변화 대응, 3) 생계제공과 농촌개
발 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triple Challenges가 가질 수 있는 각 영역별
시너지(synergies) 및 상충효과(trade-off) 존재가능성을 들어 식품시스
템(food system) 차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 품목시장그룹회의에서는 2019-2028년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전망에 대한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회의를 통해 거시경제 및 정책
가정, 품목별 기준선(baseline) 예측 및 전망치 검토, 품목별 2019-2028
농업 전망의 주요 메시지, 중남미(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등) 특집 초안
내용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 2019년 개최된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네트워크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
참여하여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 계측에 대한 OECD 논의 동향을 파악하
고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들과 총요소생산성 등에 관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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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2019연도 네트워크별 회의 개최일 및 논의주제

네트워크 구분

개최일

제23차
’19.05.13. ~ ’19.05.14

∙ 농가단위 생산성과 결정요인
∙ 농가성과동인분석
∙ 농업환경 관련 논의
∙ 농가성과 관련 정책 논의
∙ 농업 고용 관련 트렌드와 혁신과정 연구

제24차
’19.10.28. ~ ’19.10.29.

∙ 농가성과동인분석
∙ 지속가능한 생산성
∙ 농업의 토지 및 농업구조 관련 이슈 논의
∙ OECD 활동 현황 및 2021-2022 향후 계획
∙ 농산물 가격과 농업소득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Farm-Level Analysis
Network, FLAN)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Food Chain Analysis
Network, FCAN)

품목시장그룹
(Group on Commodity
Marktes, GCM)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Environment, TFP&E)

회의주제

OECD-네덜란드 농업국
Joint Meeting
’19.09.04

∙ 네덜란드와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확충방안 모색

(Ways towards achieving a sustainable food system
in Dutch and EU)

제11차
’19.09.05

∙ 소비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Triple Challenge’

제11차
’19.03.27 ~ ’19.03.28.

∙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베이스라인 전망 검토
∙ 2019-2028 전망의 주요 메세지
∙ 특별세션(라틴아메리카) 검토
∙ OECD-FAO 농업전망의 발전 - 공동연구자와의 협업을 중심
으로

제2차
’19.04.04 ~ ’19.04.05.

∙ TFP 및 EATFP 계측 매뉴얼(가이드라인) 논의
∙ 농업총요소생산성 합계를 위한 방법론 연구 결과논의
∙ 농업성과 분석에 이용가능한 데이터 및 계측방법 논의
∙ 농업부문과 생태계 서비스 합병을 위한 계측방법론 논의
∙ 환경변화가 농업부문 TFP에 미치는 영향 실증적 증거 논의

제3차
’19.10.30 ~ ’19.10.31.

∙ 농업총요소생산성 계측 방법론 발표 및 논의

2.2. 심층연구 및 국내외 학술활동
❍ 2019년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의 제23차 회의에 성재훈 부연구위원이 참가
하여 성재훈 외(2019)의 ‘쌀 농가의 생산성 변화 및 결정요인분석’ 연구결과
를 발표하고 분석의 방법론과 결론에 대해 참석자들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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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N의 심층연구로 켄터키대학교의 정호연 박사과정이 ‘농가경제조사와
USDA ARMS 데이터 구조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켄터키대학교의 Tyler
Mark 교수가 ‘농업의 디지털 시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심층연구를 실시하였다.

❍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에는 제11차 연례회의에 김상효 부연구위원이 참여
하여 “통합된 식품시스템 정책을 향하여(Towards Integrated Food System
Policies in Korea)”라는 주제로 한국사례를 발표하였다.
- 심층연구로는 고려대학교의 안병일 교수가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 연구
동향과 분석’, 강원대학교의 이상현 교수가 ‘건강한 식품소비 장려정책 관
련 논의동향’이라는 주제로 FCAN의 심층연구를 진행하였다.

❍ 올해는 품목시장그룹에서 다루는 Aglink-cosimo 모형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OECD의 CGE 무역모형인 METRO모형 교육 프로그램에 조성주, 석준
호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여 METRO모형의 구조 및 운용법 학습을 실시하였다.
- 심층연구로는 먼저 충남대학교의 조재성교수가 지난해 실시한 ‘Aglinkcosimo 쌀 품목 구조 분석 및 품종 세분화 방향’을 심화시켜 ‘AglinkCosimo 쌀 품종별 모형 설정 연구’를 실시하였고, 조성주 부연구위원이
‘METRO 모형 사용법’을 정리·제시하였다.

❍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 회의는 2019년에 2차례 개최되었다.
-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 심층연구로 성재훈 부연구위원이 네트
워크 활동 내용을 심화시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계측’ 주
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남대학교 강혜정 교수가 ‘농업분야 부문별 총
요소생산성(TFP) 계측’을 주제로 심층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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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2019연도 네트워크별 주요활동 및 성과

네트워크 구분

주요 활동
회의참석 : 제23차 FLAN 회의(성재훈)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발표 : The Decomposition of Changes in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of
Korean Rice Production(성재훈)
심층연구 : 농가경제조사와 USDA ARMS 데이터 구조 비교(정호연)
농업의 디지털 시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Tyler Mark)
회의참석 : 제11차 FCAN 연례회의(김상효)
OECD-네덜란드 농업국 Joint Meeting(김상효)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발표 : Towards Integrated Food System Policies in Korea(김상효)
심층연구 :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 연구 동향과 분석(안병일)
건강한 식품소비 장려정책 관련 논의동향(이상현)
회의참석 : 제11차 품목시장그룹회의(김상효, 석준호)

품목시장그룹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

심층연구 : Aglink-Cosimo 쌀 품종별 모형 설정 연구(조재성)
METRO 모형 사용법(조성주)
기타 성과 : 2019 OECD METRO(Modelling Trade at the OECD)교육
(조성주,석준호)
회의참석 : 제2차 TFP&E 회의(추성민)
제3차 TFP&E 회의(성재훈,추성민)
심층연구 :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계측(성재훈)
농업분야 부문별 총요소생산성(TFP) 계측(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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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 대응

2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 대응

1.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 추진과 대응 현황
1.1. 추진 배경 및 현황
❍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Farm-level anlysis network, 이하 FLA)는 2008년
부터 매년 2번씩 지금까지 총 24회의 회의가 진행되어 왔어온 농업 정책 및
농업 통계 관련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FLA의 주요 참석자는 정부와 농업 관
련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며, 주로 농가구조 변화, 농가생산성 변화, 농가성
과분석, 농업정책 분석, 농가 위험 분석 등을 논의한다.

❍ FLA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FLA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마이크로 데이터
와 지역 단위 정보(sub-national information)을 바탕으로 OECD의 정책
분석을 보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FLA는 OECD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 혹은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방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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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정책 분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데이
터 분석 방법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즉, 이는 FLA 회의에 농업관련 전문
가들이 모여 농가단위 자료의 활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분석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1.2. 대응 현황
❍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적극 FLA 회의에 대응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농가구조 변화(19차, 성재훈 2017a), 생산성 변화(20
차, 성재훈 2017b)를 FLA가 제시한 분석 툴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발표
하였으며, 쌀 농가의 생산성 변화 및 결정요인분석(23차 성재훈·추성민
2019)를 분석하고 방법론과 결론에 대해 참석자들과 논의하였다(그림 2-1).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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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3차 FLA 회의 한국 발표자료

❍ 우리나라 쌀 생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FLA에서 진행하는 농가성과동인 분
석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농가성과동인 분석 프로젝트
는 각 국가별 분석이 완료된 상태이며, 2번째 단계인 정책 분석 단계에 진입
하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쌀 관련 정책 변화의 부재로 농가성과동인 분석의
두 번째 단계에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Johannes Sauer의 방법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전후의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산물생산비조사는 직불금제
도가 시작된 2003년 이후부터 사용가능하다. 따라서 농산물생산비조사를 바
탕으로 한 직불금 개편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결과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추가적인 분석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2. 2019 FLA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 2019년 FLA에서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농가성과동인분석 2) 지속가
능성 3) 농가구조 변화 4) 농업 소득의 안정성 5) 농가단위 생산성 6) 혁신과
고용 7) 정책 효과 분석. 과거에 비해 발표 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새로운
EU의 새로운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이하 CAP)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지속가능한 농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
정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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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본 절에서는 새로운 CAP의 정책 평가 툴을 구축하는 Modelling
INdividual Decisions to Support The European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e(이하 MIND STEP)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 EU의 CAP Post 2020의 방향은 지속가능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에 따라 환경성을 강조한 농가단위 정책 도구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EU 멤버
각각은 자체적으로 CAP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EU의 CAPRI를 포함한 정책 평가
도구들은 환경적인 그리고 농가 혹은 지역 수준의 이슈에 대응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그림 2-2

MIND STEP의 모형 구조

자료: Helming et a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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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 STEP 프로젝트는 앞서 언급한 기존 도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CAP
Post 2020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 평가 도구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현재 Thunen institute, Nibio 등 유럽의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 9월부터 4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

❍ MIND STEP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유럽의
Supporting for Policy Relevant Modelling of Agriculture(이하
SUPREMA) 프로젝트와 농가수준의 의사결정 모형을 연계시킨 점이다(그림
2-2). 이는 정책의 영향을 농가단위 그리고 지역단위로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 또한 MINDSTEP 프로젝트는 기존에 만들어진 핵심적인 모형을 중심으로환
경, 기후변화, 에코시스템, 농가운영, 농가와 지역 개발과의 관계 등 정책 대
상 관련 모형을 모듈화하고 이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그림 2-3).

그림 2-3

MIND STEP의 모듈화 접근법

주: 연한 연두색은 농가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모듈을 의미하며, 진한 연두색은 농가, 농가 간, 그리고 공
급 체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모듈임.
자료: Helming et a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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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정은 증거기반 농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에 따라 정책
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그리고 계획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농정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과 같은 직불제 개편과 동시에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 따라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과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IND
STEP은 이러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도구 구축의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즉, MIND STEP의 자료 구축 방법, 모듈화 작업 및 연결
방법, 의사결정도구와의 결합 등은 향후 우리나라 정책 영향 평가 도구 개발
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독일 직불금 제도의 변화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발표 역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독일 Heiko Hansen는 독일의 직불금(direct payment)이
농업 부문의 생산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직불금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직불금이 농지가격과 임차료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 현재 2014~2020년 CAP 보조금으로 인해 독일정부는 pillar 1, 즉 소득안정
화를 목적으로 하는 직불금으로 매년 4.85 billion 유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
역개발정책, 즉 pillar 2 보조금으로 매년 1.3 billion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 독일의 직불금 제도는 2가지 상충되는 효과를 지닌다. 우선, 독일의 직불금
제도는 품목 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농가의 유동성과 농가경영을 안정화
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직불금은 품목마다 차이
는 있지만 2017~2018년 농가소득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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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직불금이 독일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2017~2018)

자료: Forstner & Hansen(2019)

❍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과는 다르게, 직불금은 농지가격과 임차료 가격
을 증가시켜 농지거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역효과 역시 가져올 수 있다. 구
체적으로 독일에서 직불금이 농지가격과 임차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직불금은 매우 큰 폭으로 농지가격과
임차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지가격과 임차료의 증가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기거래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이는 농업의 생산구조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CAP Post 2020은 연간 60,000유로 이상의 소득을 가진 농가들의 직불금 수
령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에서 100%(100,000유로 이상)까지 감소한다
(capping payment). 하지만 분석 결과 이러한 직불금 수령액 변화에 영향
을 받는 농가는 소수이며, 대농들이 주로 있는 독일의 동부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직불금 지급 구조의 변화에
대한 농가들의 반응이다. 우선, 대농의 경우 농지, 가족 노동력을 분할하여 직
불금을 각각 수령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던 가족노동력을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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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거나 추가적인 노동력을 이용하여 수익을 떨어뜨리려 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소농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목표로 한 CAP의 직불제 개편은 독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미미할 수 있으며, 오히려 면적 기준의 직불금으
로 인한 농지 거래 효율성 저하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 역시 공익형 직불제 역시 면적 기준이 아닌
활동 기준의 직불제이다. 따라서 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직불제의 변경이 농지가격과 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직불제 전환으로 인한 보
조금의 분배효과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 관련 심층연구
3.1. 농가경제조사와 USDA ARMS 데이터 구조 비교2)
3.1.1. 개요
❍ 미국의 농업자원관리조사(The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ARMS)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내의 농
업 자원 활용과 농업 분야의 재정 상황에 대한 넓은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농가경제조사”가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 농업과 농촌 경제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나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2)

켄터키대학교 정호연(박사과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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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이용 가능한 정보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 USDA의 NASS(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 Service)와 ERS(Economic
Research Service)가 협업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USDA ARMS에서 조사 대상의 모집단은 미국의 농업총조사(The Census
of Agriculture)와 동일하며, 조사 대상을 선발하는 농업인 기준은 전연도의
농업 생산물이 최소한 1,000달러 이상인 농가이다.
- 조사 대상자는 주(state) 또는 지역(region)의 농가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
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보고에 관한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선정
된다.

가. 조사 단계

❍ ARMS는 3가지의 단계를 거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 점검 조사 및 제1단계(Screening Survey, Phase Ⅰ):
- 일반적인 농장의 작물 생육, 가축 사육 현황, 매출 등의 데이터를 수집
- 데이터 수집 기간: 5~7월
- 조사수단: 대체로 메일과 전화 조사를 통해 진행

❍ 제2단계(Phase Ⅱ):
- 제1단계 조사를 거친 농가들 중 현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농가에 대
해 조사를 진행한다.
- 조사내용: 농업 생산 관행, 자원 사용, 특정 상품의 가변 비용, 비료/영양분
/농약 사용에 관한 정보와 해충 방제 관행, 관수 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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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수집 기간: 9~12월
- 조사수단: 일대일 면담

❍ 제3단계(Phase Ⅲ):
- 제3단계는 일반적으로 제2단계와 동일한 품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
며, 비용-수익 보고서(Costs and Returns Report)의 형태이다.
- 조사 내용은 생산자 농가의 경제적인 상황과 재정 현황, 농장 운영자 및 농
가 특징에 관한 정보 수집한다.
- 조사내용: 농장 운영 지출액, 자본 개선 정보, 농업 생산용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 농장관련소득, 정부 지출금, 농외 소득의 원천과 규모, 농가와
농업인의 특성에 관한 자료
- 데이터 수집 기간: 2~4월(전연도에 대한 농업생산에 대한 자료 수집)
- 조사수단: 메일 또는 인터넷

나. ARMS의 조사 대상

❍ USDA의 ARMS는 특정 품목을 선정하여 조사 2, 3단계를 통해 순환체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제2단계의 품목은 해당 연도에 미리 정해진 순환 방식3)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을 품목에 대해 조사한다.
- 과일: 사과
- 곡물: 옥수수, 대두, 밀(봄, 겨울, 듀럼), 수수(마일로), 귀리, 보리

3)

조사 제2국면에서의 특정 품목은 매 5~6년에 걸쳐 순환 방식으로 선정되며, 이는 해당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 비용과 자원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함임(N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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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작: 담배, 사탕무, 땅콩, 해바라기
- 축산: 소(송아지), 비육돈, 낙농품
- 기타: 면

❍ 조사 대상 범위는 48개의 내륙이며, 충분한 표본 확보를 위해 농업이 산업의
중심인 주에 대해서는 과표본(Oversample)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 과표본 조사 대상 주: 알칸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라스카, 노스 캐롤라
이나,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 ARMS 조사 대상 샘플의 농장은 모든 범위의 규모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
는 일반 농가 외에도, 비가족농, 기업농에 대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 1년에 1,000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농가

❍ 조사 대상 시기는 조사 2단계의 경우 작물 생산 주기와 일치하는 참조 연도
(Reference year)4)이며, 조사 3단계의 경우 회계 연도(Calendar year)이다.

4)

참조 연도(Reference year)는 조사 연도의 1년 전을 기준하는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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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6

-

-

-

-

-

-

-

-

-

-

-

-

-

-

-

-

2,3

-

-

2,3

’07

-

-

-

3

-

-

-

-

-

3

-

-

-

-

-

-

-

-

-

-

’08

-

-

3

-

-

-

-

-

-

-

-

-

-

2,3

2,3

2,3

-

-

-

-

’09

-

3

-

-

-

-

-

-

-

-

-

-

-

-

-

-

-

-

2,3

-

’10

3

-

-

-

2,3

-

-

-

-

-

2,3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2,3

-

-

’12

-

-

-

-

-

-

-

2,3

-

-

-

2,3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14

주: “2”, “3”은 각각 오로지 조사 제2단계와 3단계에서만 조사된 품목이며, “2,3”은 조사 제2단계와 3단계에서 동시에 조사된 품목임.
자료: USDA, NASS(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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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수(마일로)

2

2

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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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수수

감자

-

2,3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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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조사 품목

’97

ARMS 연도별 조사 품목

표 2-1

-

-

3

-

-

-

-

-

-

-

-

-

-

-

-

-

2,3

-

-

-

’15

-

3

-

-

-

-

-

-

-

-

-

-

-

-

-

-

-

2,3

-

’16

-

-

-

-

-

-

-

-

-

-

-

-

-

2,3

2,3

2,3

-

-

-

-

’17

-

-

-

3

-

-

-

-

-

-

-

-

-

-

-

-

-

2,3

-

-

’18

다. 국내 통계와의 비교 필요성

❍ 미국 USDA ARMS 통계와 가장 유사한 국내 통계 조사로는 통계청에서 실시
하는 농가경제조사가 있다.
- 농가경제조사는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고,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조사되고 있다.
- 전국 약 3,000여 농가에 대해 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 농가경제조사는 지속적인 개정과 항목 추가 및 간소화를 통해 신뢰도와 조사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5).
- 1953년: 농림부와 한국은행이「농촌실태조사」를 합동으로 처음 실시
- 1954년: 농림부가「농촌실태조사」를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
조사」로 분리하여 실시
- 1962년: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제8호로 지정(1962. 12. 8)
- 1961년부터 1998년까지 7차에 걸쳐 표본개편
∙ 1961년: 전국 농가중 80개 조사구 1,182개 농가를 임의표본추출 방법에
의한 층화3단 확률비례추출법 도입
∙ 1973년: 1970 농업총조사 이용 160개 조사구 2,518 농가
∙ 1977년: 1970 농업총조사 결과 이용 225개 조사구 3,375 농가(지역별
통계생산)
∙ 1983년: 1980 농업총조사 결과 이용 200개 조사구 2,000 농가(전국
단일 모집단)
5)

통계청(kosis.kr). 농가경제조사 통계설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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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1980 농업총조사 및 1985년 간이농업총조사 결과 이용 310개
조사구 3,100 농가 선정(도단위 지역 통계 산출)
∙ 1993년: 1990 농업총조사 결과 이용 314개 조사구 3,140 농가 선정(영
농형태별, 지대별 층화)
∙ 1998년: 1995 농업총조사 결과 이용 314개 조사구 3,140 농가 선정(전
국 추계시 특별시, 광역시 포함)
- 1998년 7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
- 2003년: 8차 표본개편
- 2008년: 9차 표본개편
- 2013년: 10차 표본개편
- 2018년: 11차 표본개편

❍ 비록 농가경제조사표본이 5년마다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조사의 가
장 큰 장점은 조사의 연속성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점에 있다.
- 농가경제조사는 1년마다 반복되는 조사로 데이터의 연속성이 잘 확보되지
만, 특정 품목 또는 가축을 선발하여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있어, 데
이터의 상세함에는 한계가 있다.
- 반면, 미국 USDA ARMS의 경우, 5년 순환형태의 조사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지만, 특정 품목 또는 가축에 대한 세
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어 농업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따라서 연속성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농가경제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추가적인 항목 발굴을 통해 농가경제조사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농
업과 관련된 정보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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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조사는 미국의 ARMS(2018년 기준)와 농가경제통계의 항목들을 상호
교차 비교함으로써 농가경제조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항목들을 발굴하고자 한다.

3.1.2. ARMS 조사 2단계(Phase Ⅱ) 구조
가. 점검 단계(Screening) 항목

❍ 점검 단계에서 앞으로 진행할 ARMS 조사 2단계와 3단계를 위한 사전 조사단
계라고 할 수 있다.
- 점검 단계에서는 농업인이 소유, 임차, 임대하고 있는 총 면적과 경지면적,
재배작목, 총 매출액, 농장 운영 형태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또한, 품목에 대해 연도 순환방식으로 조사하는 ARMS의 경우, 이전연도
자료가 부재인 상태이기 때문에 점검 단계에서 전연도 매출액과 관련된 내
용을 조사하고 있다.

❍ 농가경제조사와 비교하면, 총 면적에 관한 내용은 농가경제조사 원부의 토지
면적, 재배면적, 소유권 항목과 비슷하며, 매출액(총수입)의 경우 농가수지의
항목과 유사한 면이 있다.

❍ 토지면적 및 재배면적에 있어서 유사한 점은 토지의 소유 여부를 구분하고 있
다는 것과 지목을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하지만,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업생산자의 토지 사용비율을 농업, 가계,
겸업, 기타로 분류하고 조사하고 있다(통계로 공표하지는 않음).

❍ 추가적으로 특이한 점은, USDA ARMS 조사에서 가축의 사육두수와 농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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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이다.
- 농장의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경영의사결정과 관련한 파트너의 존재 유무
와 그 인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표 2-2

ARMS 조사 2단계 구조(점검단계)
USDA ARMS(2018)
조사항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운영 총 면적

- 농장, 모든 경작지, 삼림지대, 황무지, 정부
프로그램 토지를 포함
･소유, 임차, 임대로 구분
- 토지면적(토지)
- 재배면적(대식물)
= 소유 + 임차 - 임대

농경지면적
(Cropland)

- 건초지, 여름철 휴한지, 유휴 경작지, 목초
용 경작지, 정부 프로그램 경작지 포함

총 면적
(Total Acres)
Section 1

상세 내용

Section 2
(작물)

재배작목

- 수확 여부를 불문하고 계획하고 있거나 실
제 심어진 경작지 규모(사료용 식용 등 모든
목적 포함, 임차한 규모는 제외)
- 지목(토지)
･옥수수
･땅콩
･대두

Section 3
(비육소)

최대
사육 두수

- 가임 가능한 암소를 포함한 최대 사육 두수

Section 4
(채소류)

채소류 전체/
- 이모작 등을 모두 포함한 규모
품목별 재배 면적
전연도 매출액
소득 $1,000
미만 여부

Section 5
(전연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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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축산, 가금류, 낙농품, 정부 농업 지 - 농작물수입(농가수지; 미곡,
급금 포함
맥류, 두류, 잡곡, 서류, 채소,
- 임대에 따른 수익은 제외
과실, 화훼, 부산물), 축산수
입(농가수지; 대동물, 소동
물, 축산물, 축산부산물)

토지 이용도
(Land Use)

- 영농보전프로그램, 습지보전프로그램 면적
- 유휴 경작지 면적
- 여름 휴한지 면적

목초지/
방목장 면적

- 목초지용로만 사용되는 경작지
- 영구 목초지
- 삼림 목초지

수확용 농작물
재배 면적

- 재배면적(대식물)

- 일반 농작물(곡물 등)
- 과일/너트류
- 채소류/메론류
- 베리류
- 기타작물

(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축산
사육 두수

정부 지급금

농가 유형 결정
항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상세 내용
- 젖소
- 기타소
- 육계
- 돼지
-말
- 노새, 당나귀
- 양, 염소
- 기타 축산물
- 영농보전프로그램
- 습지보전프로그램
- 기타 정부 지급금

- 이전소득(농가수지; 농업보
조금, 기타공적보조금)

- 농장의 전체 매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선택하여 농가 유형 결정

- 개인
경영에 관한 의사
- 매니저
결정 방식
- 파트너
Section 6
(운영 형태)

의사결정에 관련
- 인원 수
된 인원
의사결정에 관련 - 경영 파트너가 있는 경우 해당 파트너에 대
된 파트너 정보
한 정보

Section 7
(결론)

타 농장 혹은 목장
에 대한 의사결정
관여 여부

나. ARMS 조사 2단계
① 목표 품목 경작지 선정(Target Commodity Field Selecction) 항목

❍ 목표 품목 경작지 선정 항목은 농가의 재배면적과 농지에 관련한 내용을 조사
하고 대표 필지를 선택하는 단계이다.
- 이 단계는 ARMS 조사 제2국면의 실질적인 시작점으로 조사 대상 농업생
산자에 관한 기초조사이며, USDA에서 생산자의 대표 경작지를 선택하는
단계이다(향후 조사2단계와 3단계는 선택된 대표 필지를 중심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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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품목 경작지 선정 단계가 있는 이유는 대규모의 농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농업 현실에서 조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판단된다.
- 조사 대상 경작지의 고유 번호와 이름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

표 2-3

ARMS 조사 2단계 구조(목표 품목 경작지 선정)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 토지면적(토지)
- 재배면적(대식물)

해당연도에 대한 품목의 재배 면적
재배중인 경작지의 총 수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 필지 수

각 필드별 식별 이름과 번호 리스트 작성
선택된 경작지 번호
선택된 경작지 이름/번호/상세정보
농장/지대/경지 번호

② 경작지 특성(Field Characteristics) 항목

❍ 경작지 특성 항목은 농업 생산자의 경작지 면적, 소유 관련 정보, 토지 이용
대금 지급 방식를 포함하여, 파종 밀도, 토양 정보 등을 조사한다.
-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대식물에서 재배면적은 조사하고 있으며, 토지에서
평가액과 소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또한, 종자에 관하여 농가수지의 재료비에서 종묘비에 대한 투입물 비용을
조사하고 있다.

❍ USDA ARMS에서는 임차에 따른 지급액, 투입물의 총비용, 목표 생산량, 종
자의 특성 및 파종 현황, 수확면적, GMO 관련 정보, 토지 관련 정보 등을 모
두 조사하고 있지만,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다루지 않는 항목이라는 점도 큰 차
이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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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농가경제조사는 농업부문 보험료로 얼마를 농가
가 지출하고 있는지 조사하지만, 가입한 보험이 형태(단일 혹은 다중 위험 보
장)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반면, USDA ARMS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및 농
업인이 가입한 재해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한다.

표 2-4

ARMS 조사 2단계 구조(경작지 특성)
USDA ARMS(2018)

조사항목
재배 면적

해당 경작지
소유 관련 정보

단위 면적당 현금 지급액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상세 내용
- 재배 면적의 크기
- 경작지 유기농 인증 여부
- 유기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 여부

- 재배 면적(대식물)

- 해당 사업체에 의한 소유 토지
- 고정 현금 지급형으 임차된 토지
- 변동 현금 지급형으로 임차된 토지
- 소작 방식으로 임차된 토지
- 혼합방식(현금 지급+소작방식)으로 임차
된 토지
- 무상으로 임차된 토지

- 소유(토지; 자가, 임차, 임대)

- 현금 임차된 경우

해당 경작지로부터의
수확물에 대한 지주의 지분

지주에 의해 제공되는 전체
투입물의 총 비용

- 포함 항목: 종자비, 비료비, 화학제품비,
기술 서비스료, 기계비(the cost of
custom operations), 건조비, 관개비
- 미포함 항목: 부동산 세금 비용, 토지 소유
자에 의한 석회비(lime costs)

경작지가 재배되기 시작한
연도
경작지에 품목이 재배된
연도/월/날짜
목표 생산량

종자구입여부

단위 면적당 파종량
(파종밀도)

- 일정 단위당 종자 구매에 지급된 총 비용
(종자처리비 포함)
- 리베이트 또는 할인 여부 및 일정 단위당
리베이트 또는 할인 금액
- 드릴파종(Drilled, 밀식)
- 일반적인 방식(Conventional)
- 산파 파종(Broadcast)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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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드릴파종의 경우,
경작지에서 열의 평균 너비
재이식된 파종 면적
종자 처리에 관한 정보

유전자 조작이 된 종자에
관한 정보

종자에 대한 특성에 관한
정보
상업용 종자 사용 여부
비유전자조작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
되었는가에 대한 정보
수확 완료 여부
수확 면적에 관한 정보

최근 5년 경작지에 재배된
품목에 관한 사항

간작을 위한 단위 면적당
종자 비용
간작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받은 금액(면적당 비용)
상당한 침식이 있는
토지인지 여부
경작지의 습지 포함 여부

경사지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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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면적 수 × 이식 횟수
- 구매 전 살충제 처리된 종자
- 구매 후 살충제 처리된 종자
- 살충제 처리되지 않은 종자
- 살충제 제품명
- 글리포세이트 내성
- 글루포시네이트 내성
- 다이캄바 내성
- HPPD 내성
- 술포니 요소 내성
- 시스트 선충 저항
- 파이토프토라 저항
- 진딧물 저항
- 상업용 종자 제품명
- 상업용 종자 제품코드
- 비유전자조작 생산물에 따라 이득이 될 것
으로 기대되는 프리미엄
- 곡물 또는 종자용으로 수확된 면적
- 단위면적 당 수확량
- 폐기된 면적
- 품목의 형태(GMO/GE 관련 여부)
- 간작(Cover Crop) 여부
- 간작 종료 형태(경간농법, 제초제 사용, 롤
러, 사료용으로 수확, 곡물로 수확)
- 관개배수여부
- 무경간농법 혹은 부분경간농법
- 간작을 하기 위해 사용한 종자에 대한 단
위 면적당 비용

- 평평함(0~2%)
- 균일하고 적당한 경사로(3~9%)
- 변화가 있는 경사로
- 균일하지만 가파른 경사로(10%~)
- 변화가 있고 가파른 경사로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상세 내용

경작지의 토질

- 롬(모래+점토, 황갈색)
- 점토
- 모래
- 혼합
- 미사질점토

물에 의한
침식
바람에 의한
침식
경작지의
토양과
물에 관한
사항

흙다짐
열악한 배수
열악한
유기물 함량

- 토양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을 받았
는지 여부와 기술 지원 제공 기관

수질
기타
상당한
문제점 없음

지하의 배수 체계 존재 여부

- 시스템 설치 연도
- 배수시스템의 평균 너비
- 배수시스템의 직경(지름)
- 강우 이후 정상적인 토양 습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
- 배수 제어 시스템 유무

정부의 보존 프로그램 지원
여부

- 환경품질인센티브프로그램
- 보전관리프로그램
- 영농보전프로그램(CRP)
- 기타연방, 주정부, 지역, 비영리단체지원

토양, 수확
물, 토지관
리 활동에
관한 정보

- 무경간농법/부분경간농법
- 기타보전경간
- 간작(단일품종)
- 간작(혼합품종)
- 등고선 농경
- 보전수확물 순환
- 테라스
- 물/퇴적물 분지
- 초유 피복 수로
- 바닥막이
- 에너지 관리 계획 수행
- 영양분 관리 계획 수행
- 인(P)을 함유한 지하수 적용

토양 및 수확
물 관리 방법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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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 통합된 해충 방제 계획 수행
- 분비액비산 감소 노즐
- 목표지정 스프레이어
- 여러 종류의 완충지대(Filter strip, Field
border, Riparian Buffer)
- 인접 경작지에 관한 사항(Filter strip, Field border,
Riparian Buffer)

활동 내용

- 기술 지원 기관
- 재정 지원 기관
- 활동으로 인해 규제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 해당연도에 시행되었는지 여부

단일 위험 및 특정 위험 보장
성 농작물 보험

- 2개 이상의 보험 가입 유무
- 단위 면적당 보험 가입금액
- 보험의 공제 비율
- 단위 면적당 프리미엄 비용
- 당해 연도 단일 위험 보상지급 수령 여부

다중 위험 보장성 농작물
보험

- 가입여부
- 가입방식(연방 CAT): 수확량 기준, 수입
기준, 기타 등
･수확량 보장 비율
･가격 보장 비율
･수입 보장 비율
- 단위보장형태
- 보험을 처음 구입한 연도
- 당해 연도에 인정된 실질 생산 내역상의
수확량
- 단위 면적당 프리미엄 비용
- 당해 연도 단일 위험 보상지급 수령 여부

- 농업부문보험료(농가수지;
경비)

③ 영양소(Nutrient) 및 비료(Fertilizer) 항목

❍ 영양소 및 비료 항목에서는 농업인이 구매하고 사용한 상업용(Commercial)
혹은 토양 맞춤형(Customized)의 영양소와 비료 제품의 특성을 조사한다.
- 영양소 및 비료의 사용량을 포함하여, 화학적 특성별 사용량, 토지의 유기
물 함량 실험 유무 및 결과 등 토양과 관련한 자연과학적 항목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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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농가경제조사에는 농가수지의 재료비 조사 중 비료비를 통해 투입된 비용
만을 조사하고 있다.

표 2-5

ARMS 조사 2단계 구조(영양소 및 비료)
USDA ARMS(2018)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조사항목

상세 내용

상업용 영양소 혹은 비료 사용 여부

- 농장 운영자, 지주, 계약자 관계없이 모두 포함

상업용 영양소 혹은 비료 사용량
포함
영양소 및 비료 조
사에 관련한 체크리
스트

미포함

단위 면적당
영양소 사용 비율

- 항공 살포 등을 모두 포함
- 맞춤형 응용 영양소와 비료 사용 여부
- 전연도에 영양소 혹은 비료가 활용되었는지 여부
- 상업적으로 준비된 거름 혹은 퇴비 사용 여부
- 미소영양소
- 가공처리되지 않은 거름
- 이전 작목에 사용된 영양분 혹은 비료
- 석회와 석고/분말석고
- 질소(N)
- 오산화인(P2O5)
- 산화칼륨(K2O)
- 황(S)

단위 면적당 사용량
영양소 및 비료 사
용에 관한 내역

적용시기

- 파종 전 가을
- 파종 전 봄
- 파종 시
- 파종 후

영양소 및 비료 살
- 비료를 살포한 구체적인 방식
포 방법
영양소 혹은 비료가
살포된 전체 면적
맞춤형 영양소 혹은 비료가
이용되었는지 여부
맞춤형 영양소 혹은 비료에 대해
비용 응답 가능 여부

맞춤형 영양소 및 비료에 소비된 비용

모든 영양소와 비료에 관한 총비용

- 맞춤형 영양소 혹은 비료에 대해 비용을 각각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
- 영양소 및 비료 재료들에 대한 비용 제외
- 농장운영자, 지주, 계약자에 관한 비용 포함
- 황(S)과 미소영양소 사용에 관한 비용 제외
- 비료비(농가수지;
- 석회, 석고, 거름 및 퇴비에 대한 맞춤형 영양
재료비)
소 및 비료 비용 제외
- 농장운영자, 지주, 계약자에 관한 비용 포함
- 황(S)과 미소영양소 사용에 관한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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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 석회, 석고, 거름 및 퇴비에 대한 맞춤형 영양
소 및 비료 비용 제외

석고 비료 사용 여부
토양 유기물질에 관한 실험 진행 여부
토양 유기물질 비율

- 최근 10년 이내
- 가장 최근 실험 결과

토양 유기물질 실험 횟수

- 최근 10년 이내

토양 유기물질 증감 정도

- 증가/감소/동일

토양 또는 식물 조직 실험 진행 여부

- 전연도 혹은 금연도

인(P)에 대한 실험 진행 여부

- 전연도 혹은 금연도

추천되는 단위 면적당 인(P)의 함유량
질소(N)에 대한 실험 진행 여부

- 전연도 혹은 금연도

추천되는 단위 면적당 질소(N)의 함유량
질소 부족에 관한 식물 조직 검사
또는 잎 분석 진행 여부
- 농장 운영자, 지주, 계약자의 비용을 포함
- 비용이 들지 않은 경우 그 이유(예: 딜러, 컨설
팅으로부터 제공 받거나 총 비료 비용에 포함,
토양 또는 식물 조직 검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이유)
- 보전관리프로그램으로부터 지급금을 받았는
지 여부

질소 처방량을 결정하게 된 근거

질소 흡수 억제 물질의 양

- 토양 또는 식물 조직 실험 결과
- 컨설턴트의 권유
- 비료 딜러의 권유
- 기술서비스업체의 권유
- 질소 비용과 기대 상품 가격 비교 결과
- 계약자의 추천
- 일상적인 관행(과거 경험, 목표 생산량)
- 질소와 혼합되어 적용되는 양

석회 사용 여부
석회 사용 평균 기간
최근 단위당 석회 투입량
비상업적 거름 또는
기타 유기물질(퇴비 포함) 적용 여부

-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거름 제외
- 농장자체 생산 및 이웃에서 받은 거름

거름 및 퇴비 사용 면적
거름 및 퇴비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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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면적당 사용량
- 총 사용량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시기별 거름 및 퇴비 사용 비율

거름 및 퇴비의 형태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상세 내용
- 재배 전 가을
- 재배 전 봄
- 재배 후
- 오수 처리용 인공 연못
- 슬러리
- 반건조 혹은 건조

거름 및 퇴비 살포 방법

- 거름 및 퇴비를 살포한 구체적인 방식

거름과 퇴비의 주요 원천

- 소, 낙농, 돼지, 양, 가금, 말, 바이오솔리드,
음식쓰레기, 기타

거름 또는 퇴비의 획득 방법

- 생산
- 구입
- 무상 획득
- 보상으로 획득

구입한 거름과 퇴비의 총비용

- 농장 운영자, 지주, 계약자 비용 포함
- 운송비용 포함

거름과 퇴비의 맞춤형 활용을 위한
인력 고용 여부
거름과 퇴비의 맞춤형 활용으로
지급한 총 비용
경작지와 거름 또는 퇴비
저장소(생산지)로부터 의 거리
거름 및 퇴비 활용 전에 영양소 검증 여부
거름 사용량이 연방, 주, 지역에 의해
제약되는지 여부
거름 사용량 제약을 결정하는 기준

- 작물의 질소 요구량
- 작물의 인(P) 요구량

④ 생물학적 통제(Biocontrols) 또는 농약(Pesticide) 항목

❍ 생물학적 통제 또는 농약 항목에서는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 및 치료에 관련하
여 사용한 제품들의 특징과 비용을 조사한다.
- 농약, 살충제, 제초제와 같은 화학제품들의 살포에 관련한 내용과 맞춤형
사용 제품에 관한 내용, 비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비용(농가수지; 농약비)를 조사하고 있지만, 그 구체
적인 내용은 조사하지 않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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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ARMS 조사 2단계 구조(생물학적 통제 또는 농약)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제초제, 살충제, 곰팡이방지제
또는 농약 사용 여부

- 고엽제, 생물학적, 식물성 농약 포함
- 영양소 혹은 비료, 종자 처리 제외

살포 관련 구체적인 사항

- 화학제품명
- 제품 코드
- 제품 형태(액상, 건조)
- 탱크 혼합 제품명
- 살포 시기(재배 전, 재배 시, 재배 후)
- 단위 면적당 살포량
- 총 사용량
- 살포방법
- 살포 면적
- 살포 횟수
- 살포 주체(농장 운영자, 직원 등)
- 단위당 비용

기타 화학제품명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 매뉴얼이 없는 화학제품명

맞춤형 화학제품 사용 여부
맞춤형 화학제품에 대해
비용 응답 가능 여부

- 맞춤형 화학제품에 대해 비용을 각각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

모든 화학제품의
사용에 관한 총 비용

- 농장운영자, 지주, 계약자에 관한 비용 포함
- 화학제품의 비용 제외

모든 화학제품의
사용에 관한 총비용

- 농장운영자, 지주, 계약자에 관한 비용 포함
- 고엽제, 제초제, 살충제, 곰팡이제,
계면활성제 등 모두 포함
- 종자처리비는 제외

제초제 사용에 소요된 비용

- 농장운영자, 지주, 계약자에 관한 비용 포함

살충제 사용에 소요된 비용

- 농장운영자, 지주, 계약자에 관한 비용 포함

⑤ 병해충관리(Pest Management) 항목

❍ 병해충 관리는 앞선 생물학적 통제 및 농약 사용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조사로
판단되며, 농업인의 병해충 방제 노력과 관측에 관련한 사항을 조사한다.
- 농가가 경작지에 관한 병충해 방지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활동내
역)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직관적인 효과를 조사하는 단계이다.
- 특히 농장에서 병해충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행(practice)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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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대한 조사하고 있으며, 종자의 병해충 저항성에 관련한 내용도
조사하고 있다.
- 농가경제조사에서는 조사하지 않는 항목이다.

표 2-7

ARMS 조사 2단계 구조(병해충관리)
USDA ARMS(2018)
조사항목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상세 내용

병해충 방제 시 날씨데이터 유용성 여부
생물학적 농약, 해충 성장 억제제,
인도멀구슬나무(Neem) 또는 기타
천연/생물학적 기반의 제품 사용 유무
순환식의 다른 행동체계를 가지거나
탱크 혼합된 살충제 사용 여부

- 살충제에 대한 저항을 없애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경우

잡초 발생 전 제초제 사용 여부
잡초 발생 후 제초제 사용 여부
잡초, 해충, 질병의 횟수
또는 활동 기록 여부
해충, 잡초, 질병 등이 관찰되는 경로

- 의도적인 관찰 활동
- 일반적인 관찰 활동
- 관찰하지 않음

설립된 관찰 절차를 활용하거나
곤충 트랩이 사용되는지 여부
해충 관찰이 완료된 이유

경작지 관찰이
진행된 이유

- 해충 자문가의 경고
- 해충 개발 모형

관찰대상

- 잡초
- 곤충 또는 진드기
- 질병

감염수준

- 정상보다 높음
- 정상
- 정상보다 낮음

관찰 진행자

단위 면적당 관찰 서비스에
소요된 요금 또는 전체 요금
과거 잡초 문제로 인한
필드 매핑 사용 여부

- 농장 운영자
- 직원
- 농장 화학제품 딜러
- 독립적인 컨설턴트 또는 상업적 관찰자
- 무료로 진행된 경우 그 이유
- 잡초 관리 의사결정 상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 대응❙

47

(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농장에 적용한 병해충 관리 방법의 형태

- 병해충 확인 또는 토양 및 식물 조직 해충 검
사를 위한 진단 실험의 서비스 이용
- 농작물의 잔여물을 갈아엎음
- 농작물의 잔여물을 태우거나 제거
- 지난 3년간 순환농법
- 지피식물, 멀취 또는 기타 물리적 장벽 설치
- 특정 해충에 저항을 위한 품종 다양성 선택
- 무경간농법
- 해충 감염을 피하기 위한 장소에 파종
- 파종 또는 수확 날짜 조정
- 펜스 설치, 경작지 가장자리 태우기 등
- 장비 세척
- 경작지 이랑과 고랑 간격, 방향, 작물 재배
밀집도 조정
- 종자 구매 후 병해충 처리
- 유익한 곤충 혹은 척추동물 서식 유지
- 화염방사를 통해 잡초 제거
- 잡초를 회피하기 위한 조기 혹은 후기 파종

병해충 방지를 위한
이로운 유기체 이용 유무
식물성 미끼, 퇴치기, 페르몬 덫 등의
이용 유무
모든 생물학적 해충 통제를 위해
소요된 전체 물질 비용

- 농장 운영자, 지주, 계약자 비용 포함
- 이로운 유기 생명체 비용 포함
- 생물학적 살충제 제외

유치작물(Trap crop) 재배 여부

- 휴한시 제외

휴한 이용 유무
물 관리 이용 유무
이로운 유기체 보호가 해충 관리 결정에
요소인지 유무
살충제의 사용 빈도 축소, 시대간
변경 행위 여부
다른 살충제 등을 사용해본 경험 여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
예상되는 생산성 손실
글리포세이트 GMO 종자를
사용한 기간
글리포세이트 GMO 종자를
처음으로 사용한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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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개 스케줄, 배수 통제, 잔류물 처리 등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상세 내용

다이캄바 저항을 가지는 GMO 종자를
사용한 기간
다이캄바 저항을 가지는 GMO 종자를
처음으로 사용한 연도
다이캄바와 관련된 큐핑(부황) 또는
다른 증상을 관찰 했는지 유무
금연도에 발생한 큐핑과 같은 피해의
원인이 다이캄바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는지의 여부
이웃한 경작지내 큐핑
또는 다른 증상의 발생 유무
카운티내 큐핑 또는
다른 증상의 발생 유무
이웃한 경작지내 다이캄바 저항을
파종했는지 여부
카운티내 다아카마 저항을
파종했는지 여부

연도별 제초제 사용 내역

제초제 저항 종자
사용
내역(2014년
이후로)

글리포세이트
글루포시나이트
다이캄바
술포니 요소의
활성 구성요소

- 글리포세이트
- 글루포시나이트
- 다이캄바
- 술포니 요소의 활성 구성요소
- 제초제의 효과 감소 체감 유무
- 제초제의 효과가 체감하기 시작한 첫 해
- 제초제의 효과 체감 증상 발생 후의 조치 여
부(제초제 저항 작물 파종 중지, 경간 방법
변화, 다른 제초제로 전환)

⑥ 경작지 운영(Field Operation), 농업 서비스 이용 항목

❍ 경작지 운영, 노동, 농작업 대행 서비스 항목은 생산자의 노동력, 컨설팅, 생
산 모니터링과 같은 서비스 활동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 농가경제조사에서는 원부에서 농업노동투입내역은 조사되고 있지만,
ARMS가 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 또한, 컨설팅 및 생산 모니터링과 같은 서비스 이용 내역도 조사한다는 점
에서 농가경제조사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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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업 대행 서비스 비용 항목의 경우, 농가경제조사에서 위탁영농비(경
비)와 내용이 유사하다.

❍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업노동투입내역으로 가족노동, 고용노동, 품앗이, 일
손돕기로 구분하여 시간을 단위를 조사한다.
- ARMS에서도 농가경제조사와 같이 노동투입내역에 대해 가족노동은 농장
운영자 및 가족, 고용노동은 파트타임 노동자와 풀타임 노동자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투입 시간을 포함하여 임금률, 도급노동자 사용 여부, 16세
미만 인력에 관한 내용 등을 조사하는 등 농가경제조사보다 조사 범위가 넓다.

❍ 또한, 컨설팅 및 생산 모니터링과 같은 농업 관련 서비스 이용 여부도 조사한
다는 점에서 농가경제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8

ARMS 조사 2단계 구조(경작지 운영 및 농업 서비스 이용)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맞춤형 운영을 포함하여,
기계에 의해 수행되는
현장 작업 리스트 작성

- 작업 순번
-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 명칭
- 장비 코드
- 장비 운영자
- 사용된 장비의 규모
- 사이즈 유닛 코드
- 가능 작업량(토지 성형과 운송 작업 제외)
- 토지 성형 또는 운송에 장비가 사용되는
총 시간
- 장비의 파워(마력 등)
- 장비에 들어가는 연료 형태(디젤, 가솔
린, LPG)

노동력 투입
시간

농장운영자
파트너
무보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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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초, 해충, 질병 감시
- 관개수로
- 기타 작업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 가족노동시간(농업노동
투입내역; 남녀 구분)

(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상세 내용

파트 타임
노동자
풀 타임 노동자
파트 타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률
풀 타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률
도급노동자 사용 여부
도급노동자 사용에 따른 단위
면적당 평균 비용
16세 노동자가 전체 무보수 총 노동
시간 대비 작업을 수행하는 비율

농작업 대행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비용

- 고용노동 시간(농업노동
투입내역; 남녀 구분)

- 경작지 준비 및 형성 서비스 이용 유무
및 단위 면적당 비용
- 중경(中耕) 서비스 이용 유무 및 단위 면
적당 비용
- 파종 및 재파종 작업 서비스 이용 유무
및 단위 면적당 비용
- 수확 서비스 이용 유무 및 단위 면적당
비용
- 운송 및 저장, 판매 작업 서비스 이용 유
무 및 단위 면적당 비용
- 수확, 운송, 저장 및 판매 작업 서비스 이
용 유무 및 단위 면적당 비용

- 위탁영농비(농가수지;
경비)

농작물 판매 전 건조 작업
서비스 이용 유무

기술 또는 컨설팅 서비스 이용 우뮤

기술 또는 컨설팅 서비스
이용 총 비용

데이터 수집에 관련한 사항

- 영양소 추천 및 관리 서비스
- 토양 또는 식물 조직 샘플 수집
- 해충 방제 추천 및 관리 서비스
- 해충 감시
- 관개수로 관리 서비스
- 생산성 지도 또는 원격 인식 지도 개발
및 해석
- 기타 서비스
- 농장운영자, 지주, 계약자에 관한 비용
포함
- 토양 또는 식물 조직 샘플 수집 서비스
비용 또는 해충 감시 서비스 비용 제외
- 데이터 접근 방법(페이퍼, 개인용 컴퓨
터, 모바일)
- 농업 기술 제공자 웹사이트를 통해 데이
터 접근 경험 유무
- 농업 기술 제공자 웹사이트 데이터 제3
자 제공 동의 유무
- 데이터 공유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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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농작업에 사용된 데이터 수집
도구에 관한 사항
(도구 사용 유무, GPS 평면, 지도,
교체 비용, 연간 비용)

수확량 모니터링 정보

작물 관리 추천(데이터 해석)

GPS 가능 장비 이용

이용한 변화율 장치 형태
(파종, 비료, 병해충)

상세 내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 생산성 모니터링
- 핵심 샘플 토양 실험
- 토양 감응 실험
- 유선 작물 상태 감응 센서
- 무선 작물 상태 감응 센서
- 드론, 항공기 또는 위성
- 사용자 서비스
- 공공데이터
- 타일 배수 추가/개선
- 새로운 작목 임대계약 협상
- 화학제품 투입 결정
- 투입물품 딜러(무료)
- 투입물품 딜러(유료)
-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
- USDA/대학
- 서비스 총 비용(농장운영자, 지주, 계약
자에 관한 비용 포함)
- HUD 시스템 장착 여부
- 스마트폰, 태블릿 PC
- 자율 주행 유도(자율주행 소유방식, 첫
구매 연도, 교체 비용, 연간 비용)
- 정밀 농업 도구(Variable rate
applicator)
- 도구 사용 여부
- 도구 특성(센서 방식, GPS)
- 도구 연식(새로운 것, 중고, 임대)
- 첫 사용 연도
- 지불하고 있는 프리미엄

⑦ 관개(Irrigation)시설 항목

❍ 관개시설 항목은 농업인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수자원의 조달과 관련한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가수지의 수리비(경비)에서 비
용만을 조사하고 있다.
- ARMS는 앞선 조사들과 비슷하게 공학적인 내용을 중심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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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ARMS 조사 2단계 구조(관개시설)
USDA ARMS(2018)
조사항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상세 내용

관개시설이 설치된 면적

관개 시스템 및 수자원 사용

- 관개시스템 형태 코드
- 생육시기에 사용되는 물의 총량
- 생육시기에 물을 사용하는 총 시간
- 1분당 물 사용량
- 지하수로부터 물을 사용하는 비율
- 생육시기 중 물을 대는 횟수
- 펌프 형태(터빈, 잠수형, 원심형, 부스터,
사이펀, 펌프 없음)
- 양수기의 평균 속도
- 시스템 운영 압력
- 주요 모터 형태(디젤, 가솔린, LPG, 천연가
스, 전기, 태양열)
- 모터 크기
- 평균 흐름 속도(펌프가 없을 경우)
- 조사 대상 이외 관개시스템이 적용되는 경
작지의 면적

관개시스템에 사용하는 연료비
물 구매 여부
물 구매에 들어간 총 비용

- 농장운영자, 지주, 계약자 비용 포함
- 배수로 유지 비용 포함

- 수리비(농가수지, 경비)

사이펀 튜브 전체 교체 비용
생육기간 내 사용된 폴리 파이프
전체 비용
문이 있는 파이프의 평균 직경
물을 공급하는 우물 존재 유무
우물 수
외부 덮개의 평균 직경
평균 펌프 깊이

우물 사용되었는지 여부

- 우물 수
- 수물 외관의 평균 직경
- 우물의 평균 펌프 깊이
- 조사 대상지 이외에 해당 우물이 사용되었
는지 여부
- 조사 대상 이외 우물시스템이 적용되는 경
작지의 면적

물을 운반하는 추가적인 혹은
측면의 파이프 존재 여부
해당 파이프의 직경
해당 파이프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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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RMS 조사 3단계(Phase Ⅲ) 구조

❍ 조사 3단계의 내용은 대부분 비용-편익 보고서(Costs and Returns
Report)의 형식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농업경영방법(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농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 따라서, 농가수지(농가소득, 농가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조사 내용이 대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농가경제조사와 가장 유사한 면이 있으나, 품목 순환
방식의 조사상 세세한 내용을 모두 조사한다는 측면과 농업경영의 소유권
등을 조사하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① 농장, 목장 토지 조사 항목

❍ 농장, 목장 토지 조사 항목에서는 점검단계와 조사 2단계의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는 단계이다.
- ARMS에서는 총 면적과 임차 및 임대 형태, 토양의 특성 등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진행한다.
- 임차 및 임대 형태에 관한 소유권 조사 부분에서는 농가경제조사의 원부와
유사하지만, 토지의 특성 및 토지 보전방법 등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ARMS와 다름.
- 또한, ARMS에서는 경간방법(토지유지방법), 보전관리방식, 해충, 질병 등
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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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ARMS 조사 3단계 구조(농장, 목장, 토지 조사)
USDA ARMS(2018)
조사항목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상세 내용
소유

임차

농장/목장 면적

- 소유(토지; 소유,
임차, 임대)

= 소유 + 임차 - 임대

- 토지면적(토지; 연초,
연말)

임대
총 면적

경작 대상 면적

현금 임대료
(토지, 건물)

관리 받는 토지

임차형태

- 고정 현금 임대료 지급
- 변동 임대료 지급
- 생산물 공유
- 무료

- 정부 프로그램, 과실 및 특작 면적, 건초 및
야생 건초 재배 면적 포함
- 환경보전프로그램(나무가 심어진) 제외
- 선지급금 포함
- 저장소 제외
- 축산업 목초지 제외
- 관리주체: 공공 또는 사설 부동산업체, 회
사, 목초지 협회, 목초지 협약에 따른 단기
임차)

공공분야 소유에
지급하는 수수료
개인소유에
지급하는 수수료
농축산물 공유
임대 지급

- 농작물의 지주 지분 시장 가치
- 축산물의 지주 지분 시장 가치

연말기준 임차
농지/건물의
시장 가치
현금임대수입

임대형태

- 농지임대수입(농가
수지; 사업외 수입)

공유임대에 따른
현물 수입의 총
가치
연말기준 임대한
토지 및 건물의
시장 가치

관개수로가 설치된 경작지의 면적
목초지, 폐기 경작지, 기타 토지의
면적
최근 5년 내에 한 번이라도
관개되었던 토지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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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무경간농법, 부분경간농법, 기타
보전경간농법에 따른 면적
(옥수수, 대두, 밀, 면, 기타)
시행 면적
금연도 보전금
지급 면적
보전 관리 시행
이전연도 보전금
지급면적

과거 5년 대비 해충 위협을 받은
경작지 면적
(5단계로 구분)

상세 내용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 무경간농법
- 부분경간농법
- 기타 경간농법
- 무경간농법
- 부분경간농법
- 기타 보전경간농법
- 간작(미수확)
- 간작(사료용 혹은 타 농장을 위한 수확)
- 이모작(곡물 또는 종자용)
- 영양소 관리(서면에 의한)
- 통합 해충 관리(서면에 의한)
- 사전 방목
- 지상 해충
- 지하 해충
- 잡초(풀)
- 잡초(활엽수)
- 곰팡이
- 질병

경작지 질병 발생과 보험 가입 면적

- 단일 위험/심각한 위험 정책(재심, 농작물
우박, 냉해)
- 다중 위험 정책
- 다중 위험 생산성 정책
- 다중 위험 수입 정책
- 다중 위험 전체 농가 수입 보호
- 목초지를 위한 다중 위험 지수화 정책

농장관리 사업 전략
(해당되는 것은 모두 표시)

- 수확 전 선도계약판매저장 상품 분산 판매
- 농산물 투입재 선물 가격
- 신용 보유(신용카드)
- 현금 또는 유동 자산
- 헷지 또는 선도거래 이외의 선물/옵션

② 재배면적, 생산, 현금 판매 항목

❍ 재배면적, 생산, 현금 판매 항목은 생산자의 경영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
는 항목이다.
- 농가경제조사에는 생산에 관련된 분야는 양적인 부분보다는 금액적인 부
분을 조사하지만, ARMS에서는 총 생산량을 산출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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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투입재에 대해서도 ARMS는 투입물의 양을 조사하고 있지만, 농가
경제조사는 주요 품목의 생산비 및 경비의 총액만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 ARMS에서 조사하는 수확면적은 농가경제조사에서는 재배면적(대식물)과
비슷하다.

표 2-11

ARMS 조사 3단계 구조(재배면적, 생산, 현금 판매)
USDA ARMS(2018)

조사항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상세 내용

농산물 생산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유무

수확면적

총 생산량

운영자의 지분의 총 수확량 중
사료, 종자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된 양

현금 판매량(계약 판매 제외,
any year’s production)

농가소득(농가수지)
조사대상품목
- 농작물
･옥수수(식용)
･옥수수(사료용)
･면(모든 종류)
･땅콩
･감자
･쌀
･수수(곡물 혹은 종자용)
- 소립곡물
･보리(곡물 혹은 종자용)
･귀리(곡물 혹은 종자용)
･밀(모든 종류, 곡물 혹은 종자용)
- 건초작물
･건초, 마른 것, 알파파, 알파파 혼합물
･건초, 마른 것, 기타
- 기타작물
･카놀라
･기타 채유종자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건조 식용 콩, 완두콩, 렌틸콩
･가공처리 채소
･기타 채소 및 멜론(유리온실재배 제외)
･과일, 넛트류, 베리류(시트러스 포함)
･묘목장, 시설 하우스 작물(크리스마스 트리
포함)
･기타(고구마 포함)

재배면적(대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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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축산물 재고, 판매 수량, 현금 판매

❍ 축산물 재고, 판매 수량, 현금 판매 항목은 생산자의 축산경영활동(축산수입,
축산물 및 가축 재고, 사육 두수, 판매량 등)을 조사한다.
-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가수지의 축산수입과 농가자산에서 대동물, 소동물
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표 2-12

ARMS 조사 3단계 구조(축산물 재고, 판매 수량, 현금 판매
USDA ARMS(2018)

조사항목
축산물을 통한
소득 발생 여부

축산물 재고(총 사육 두수)

총 사육 두수 중 소유량

축산물 총 판매 수량

해당연도에 현금판매로
발생한
소득(시장계약판매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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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육우(임신 중인 암소 포함, A)
젖소(건우유소 포함, B)
기타 소와 송아지(도살 직전 소, 도태된 젖소,
송아지 육우용 포함, C)
소 또는 송아지 총 사육 두수(D=A+B+C)
･종축 소에 대한 가치
･종축 판매에 따라 인지되는 이득/손실 가치
총 우유 판매량
･총 우유 판매량 중 유기농으로 인정 받은 양
돼지
･종축 돼지에 대한 가치
･종축 판매에 대한 이득/손실 가치
산란계, 영계
･계란
칠면조
육계
기타 가금류(오리, 거위 등)
기타 동물 또는 축산물
･해당 축산물의 종축에 대한 가치
･해당 축산물의 종축 판매에 대한 이득/손실
가치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농가소득의 축산수입(농가수지)

대동물(농가자산; 연초, 연말)
소동물(농가자산; 연초, 연말)

농축산물(농가자산; 연초, 연말)

④ 기타 운영 항목(재배, 사료, 사육)

❍ 기타 운영 항목에서는 가축의 계약 사육 및 생산에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 농가경제조사에서는 축산 농가의 계약 사육 및 생산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

표 2-13

ARMS 조사 3단계 구조(기타 운영 항목)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계약 관계에서 가축 육성 여부
(응답자가 하도급을 준 경우)
축산품목
상품 코드
도급인에게 넘긴 가축의 연초 시장 가치
계약하에서 추정된 시장 가치
도급인에게 제공한 노동력, 관리,
변상에 대한 비용
계약하에서 판매로부터
총 수령하는 금액
미판매 축산물의 연말 시장 가치

⑤ 마케팅 및 생산 계약 항목 (선도계약방식)

❍ 마케팅 및 생산 계약 항목에서는 농산물에 관한 선도계약(포전거래)에 관련한
내용을 조사한다.
- 농가경제조사에서는 선도･선물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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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ARMS 조사 3단계 구조(마케팅 및 생산 계약 항목)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선도계약 체결 여부
선도계약 품목
상품 코드
마케팅 또는 생산 계약 여부
계약 물량

=A

단위 코드
계약으로 수령한 최종 가격
총 금액

=B
=A×B

⑥ 미수금계정(Account Receivable) 및 후지급 결제(Deferred Payment)

❍ 미수금 및 후지급 결제 항목은 농가의 매입채권과 매출채권, 어음 등과 같은
신용거래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는 항목이다.
- 농가경제조사에서도 농가자산의 미수금 및 선수금 연초, 연말 금액 조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표 2-15

ARMS 조사 3단계 구조(미수금계정 및 후지급 결제)
USDA ARMS(2018)
조사항목

전연도 모든 농축산물을 판매에 따라
발생한 연초미수금액

상세 내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 미수금 및 선수금(농가자산;
연초)

해당 연도에 받은 금액
당해연도 모든 농축산물 판매에 따라
발생한 연말미수금액

60

❙

- 미수금 및 선수금(농가자산;
연말)

⑦ 정부 지급금 및 기타 농장 관련 소득

❍ 정부 지급금 및 기타 농장 관련 소득 항목은 정부로부터 받는 융자 혹은 정부
프로그램에 관한 자금을 조사한다.
- ARMS에서는 상품융자공사의 융자프로그램과 정부의 프로그램 보조 방식
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
-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가부채 부분에서 차입금을 조사하지만, 이는 농가
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입금으로 민간금융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ARMS의 조사 내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표 2-16

ARMS 조사 3단계 구조(정부 지급금 및 기타 농장 관련 소득)
USDA ARMS(2018)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조사항목

상세 내용

상품융자공사로부터
대출/상환 여부

- 상품융자공사로부터 대출 규모
- 상품융자공사로부터 대출 상환 규모(이자,
서비스 수수료 등 포함)

연방, 주, 또는 지역 농장
프로그램 지급금 여부
(상품융자공사 융자 지원금 제외)

- 융자부족불(모기지, LDPs) 방식과 저금리
융자(MLGs) 금액
- 프로그램에 등록된 면적 및 수령 금액
･영농보전프로그램
･환경품질인센티브
･보전관리프로그램
･기타 연방, 주, 지역 정부 또는 비영리단체
지원
-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금액
･농업재난급여(시장손실, 무역조정제도 등)
･가격손실보전(PLC)
･농업위험보전(ARC)
･낙농마진보호(MPP)
･시장촉진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생산자 혹은 파트너들에 의한
농장 관련 총 소득

- 맞춤형 작업, 기계 이용, 기타 농업 서비스
금액
- 축산 방목 경영
- 임산물 판매
- 농장 기계 또는 차량 판매
- 보험보장지급

- 이전소득(농가수지;
농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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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 연방 농작물 및 축산 보험 수령 금액
- 협력 후원 배당금 혹은 환급금
-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로열티 또는 리스로
부터 소득
- 농지 또는 기타 농장 부동산 판매에 따른 금
액(인지된 이득/손실)
- 판매된 농지 면적
- 기타 농장 관련 소득의 원천
환경 관련 분야로부터 수령한
지급액(정부 자금 보전 프로그램
제외) 수령 여부 및 환경 관련
분야 인지 형태

지속가능한 농업 실시를 위한
정책/방법에 대한 의견

- 서식지 뱅킹
- 강둑 회복
- 수질 트레이딩
- 탄소 상쇄
- 특정 관행의 사용을 구체화하는 계약 또는
동의
- 추가적인 지급금 또는 가격 프리미엄
- 기술적 정보 또는 생산 의사결정 도구
- 기타 방법

농작물과 축산물 생산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⑧ 운영과 자본 비용

❍ ARMS의 운영과 자본 비용 항목은 크게 운영비용, 자본비용, 지주에 의해 소
비되는 비용으로 구성되며, 농장의 경영비를 조사하는 항목이다.
- 운영비용의 상당 부분은 농가경제조사의 농가수지 경영비부분(재료비,
노무비, 경비)과 일치하는 면을 보이고 있다.
- 자본비용, 지주에 의해 소비되는 항목은 농가경제조사와 일치하는 부분이
없다.

❍ 운영비용에서는 농가경제조사의 농가수지 경비(영농광열비, 농업부문보험료,
조세 및 부담금,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위탁영농비)와 재료비(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수리비), 노무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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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ARMS 조사 3단계 구조(운영과 자본 비용)
USDA ARMS(2018)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조사항목

상세 내용

종자, 시설, 종자 처리, 이식, 나무 및
묘목 재고 비용

- 기술 또는 기타 수수료, 종자 처리비, 종자
세척비 포함
- 추가적인 육성 없이 재판매를 위해 구입한
물품은 제외

- 종묘비(농가수지;
재료비)

영양소, 비료, 석회, 토양 형성
촉진제 비용

- 맞춤형 및 유기 물질 비용 포함
- 영양분이 함유된 토양, 질석 토양, 살균된
토양 구매 비용 제외

- 비료비(농가수지;
재료비)

농화학 제품 및 생물학적 통제 제품
관련 비용

- 농작물, 축산물, 가금류 및 일반적인 농장
에서 사용하는 것
- 기타 축산물(양, 염소, 벌 등 모두 포함)
- 생물학적 해충 제어와 맞춤형 운용 비용 포함
- 육우 사육 사업에 소요된 비용(비육우 사육
장 가축 제외)

- 농약비(농가수지;
재료비)

운영비용

가축 구입 비용

- 종축 육우, 젖소, 돼지, 양
- 기타 소, 송아지, 돼지
- 닭, 칠면조
- 기타 가축과 가금류(오리 등)

가축 대여 비용

- 벌, 황소(수소), 젖소 등

사료 비용

축사 바닥 및 폐기물 비용
의료품 지원, 가축질병 및 맞춤형
서비스 비용

농업경영상의 구매와 관련한 비용

농업경영상의 전기시설과
관련된 비용

관개수로를 위해 구입한 물 비용

- 곡물, 건초, 사일리지, 혼합사료, 농후사료
- 육우 사육 사업에 소요된 비용(비육우 사육
장 가축 제외)
- 육우 사육에 소요된 비용(비육우 사육장 가
축 제외)
- 맞춤형 곡물, 가축, 우유, 거름 및 운송 비용
제외
- 육우 사육 사업에 소요된 비용(비육우 사육
장 가축 제외)
- 전체 연료, 오일, 윤활유 등(디젤 연료, 가
솔린, 에탄올 포함 가솔린, 천연가스,
LPG, 오일 및 윤활유, 기타 연료)
- 육우 사육 사업에 소요된 비용(비육우 사육
장 가축 제외)
- 관개수로에 투입된 비용
- 건조작업에 투입된 비용
- 특화된 축산물 생산 시설(낙농, 사육, 가금
류 농장, 돼지 사육 시설 등)
- 특화된 축산물 생산 시설 중 육우 사육 사업
에 소요된 비용(비육우 사육장 가축 제외)

- 사료비(농가수지;
재료비)

- 영농광열비(농가수지;
경비)

- 수리비(농가수지;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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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기타 유틸리티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상세 내용
- 전화, 인터넷 등의 비용
- 관개수로 이외의 이유로 구입된 물 비용

농장 공급품, 마케팅 컨테이너,
간단한 도구, 농장 가게 동력 설비

- 영농광열비(농가수지;
경비)

차량, 기계, 농장 장비를 위한 수리,
부품 및 악세사리 비용

- 육우 사육 사업에 소요된 비용(비육우 사육
장 가축 제외)

유지 및 보수 비용(농장 건물,
생산자가 소유한 것 이외의 집, 토지
개량, 목장 개량 등)

- 특화된 축산물 생산 시설(낙농, 사육, 가금
류 농장, 돼지 사육 시설 등)
- 특화된 축산물 생산 시설 중 육우 사육 사업
에 소요된 비용(비육우 사육장 가축 제외)
- 관개 시설 및 펌프의 유지 및 수리에 사용되
는 비용

농장의 건축물, 집에 대한 유지 및
보수 비용(생산활동 관련)

- 축산물 생산 특화에 사용한 금액
- 육우 사육에 사용한 금액(비육우 사육장 제외)
- 관개수로 장비 및 펌프에 사용한 금액

농장 경영을 위한 보험

- 보험료 중 연방 농작물 보험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중 FSA’s 낙농 마진 보호 프로그램
에 대한 참여 수수료(관리비 포함)

부채로 지불되는 이자와 수수료

- 부동산에 의해 담보된 부채
- 부동산에 의해 담보되지 않은 부채(상품융
자공사에 대한 수수료)

- 지급이자(농가수지;
경비)

- 부동산(토지와 건물)
- 가축, 기계, 기타 농장 생산 시설

- 조세 및
부담금(농가수지;
경비)

재산세

농업부문보험료(농가
수지; 경비)

트랙터, 차량, 장비, 저장시설의
임대차
- 조세 및 부담금
(농가수지; 경비)

차량 등록 및 면허 수수료
모든 자본 자선에 대한 당해연도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감가상각비

- 가축 사육으로 인해 발생한 가치상실 비용

고용 노동에 대한 현금 임금 지급

- 육우 사육 사업에 소요된 비용(비육우 사육
장 가축 제외)

고용 노동에 대한 혀금 임금 지급
내역 중의 인건비

- 농장주인 본인
- 배우자(농장 경영에 참여한 경우)
- 다른 가족 구성원(농장 경영에 참여한 경우)
- 기타 생산자(일일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
는 사람)
- 기타 농장과 목장 노동자

고용된 노동력을 위해 지출 된
급여에 대한 세금

- 육우 사육 사업에 소요된 비용(비육우 사육
장 가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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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비(농가수지;
경비)

- 노무비(농가수지;
노무비)

(계속)
USDA ARMS(2018)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조사항목

상세 내용

고용된 노동력으로 인해
발생한 이득

- 건강보험, 연금, 퇴직, 노동자 보상을 공유
포함
- 육우 사육 사업에 소요된 비용(비육우 사육
장 가축 제외)

계약 노동자

- 노동에 대한 비용(과일, 채소, 베리류 수확 등)
- 육우 사육 사업에 소요된 비용(비육우 사육
장 가축 제외)

기계 또는 농작업 대행

- 운송(곡물, 축산물, 거름, 기타 운송)
- 모든 다른 기계 또는 농작업 대행 완료 여부
- 육우 사육 사업에 소요된 비용(비육우 사육
장 가축 제외)

모든 상품의 현금 가치 및 농장
작업에 대한 비현금지급 제공 대상
가정 소비를 위한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생산된 제품들의
시장 가치
전문 농장 경영 서비스

- 위탁영농비(농가수지;
경비)

- 가족 구성원인 노동자
- 가족 구성원이 아닌 노동자
- 가축 및 축산물에 사용된 금액의 비중
- 농장 장부 기록, 회계, 세무, 경영 계획, 컨
설팅, 보전 활동 등

전반적인 경영 비용

- 법률 비용, 허가, 운송/배송, 광고, 기타

마케팅 및 저장 비용

- 육우 사육 사업에 소요된 비용(비육우 사육
장 가축 제외)

자본비용
토지 개선 비용

- 토지 준비, 관개 수로 개선, 우물, 연못, 가
축 사육 시설, 해자 사일로, 오수처리 연못,
펜스 등

새로운 건축 혹은 리모델링

- 거주지, 외양간, 건물, 돼지 사육시설, 가금
류 사육시설, 젖소 외양간, 저장 시설, 헛
간, 사일로
- 생산자의 거주지

차량(새것 혹은 중고)

- 농장 또는 목장 이용률

트럭(새것 혹은 중고)

- 픽업트럽, SUV, 승합차, 캠핑카, 버스 등
을 모두 포함
- 농장 도는 목장 이용률

트랙터(새것 혹은 중고)
자체 동력 장비

- 트렉터 제외

기타 기계, 동력 농장 장비, 펌프,
자본 장비

- 농장 소유분

확장을 위한 농지 또는 농장의
부동산

- 면적 및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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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기타 자본 지출

상세 내용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 ATV, 감가상각비 등

기록되지 않은 추가 지출
지주에 의해 소비된 운영비용
종자, 시설, 종자 처리, 이식, 나무 및
묘목 재고 비용

- 기술 또는 기타 수수료, 종자 처리비, 종자
세척비 포함
- 추가적인 육성 없이 재판매를 위해 구입한
물품은 제외

영양소, 비료, 석회, 토양 형성
촉진제 비용

- 맞춤형 및 유기 물질 비용 포함
- 영양분이 함유된 토양, 질석 토양, 살균된
토양 구매 비용 제외

농화학 제품 및 생물학적 통제 제품
관련 비용

- 농작물, 축산물, 가금류 및 일반적인 농장
에서 사용하는 것
- 생물학적 해충 제어와 맞춤형 운용 비용 포함
- 맞춤형 운용에만 사용되는 비용(화학제품
비용 포함)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 생산자의 거주시설을 포함

마케팅 및 저장 비용

- 노동조합비 공제, 수수료, 저장, 검사 등

기타 지주가 지출한 비용
육우 사육 사업에 소요된
비용(비육우 사육장 가축 제외)

- 지주에 의해 소비된 항목 중

⑨ 농장 자산

❍ 농장 자산 항목은 농장 운영에 투입되는 자산항목(토지, 건물, 차량 등)의 가
액(금액)과 관련된 항목이다.
- 다만,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가자산을 크게 고정자산(Fixed Assets)과 유
동자산(Liquid Assets)의 형태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ARMS에서
는 기타농장자산의 시장가치만을 유동자산으로 구분할 뿐, 자산의 형태를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 조사 대상 자산으로는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 차량, 과수원의 묘목 및
나무를 포함하는 등, 농가경제조사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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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ARMS 조사 3단계 구조(농장 자산)
USDA ARMS(2018)
조사항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상세 내용

- 농가자산(연초, 연말)
- 고정자산(농가자산; 연초, 연말)
- 토지(농가자산; 연초, 연말, 평가
액, 면적)
- 농업용(농가자산; 연초, 연말)

연말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시장 가치(임대한 토지에
대한 자산 포함)
생산자의 거주지 시장 가치
(농장의 일부로 포함된 경우)
기타 거주지 시장 가치
기타 농장 건축물 및 빌딩 시장
가치(외양간, 기타 축산 시설,
시설하우스 등)
과수원 나무, 묘목장 나무, 목재
작물용 유목 시장 가치

- 건물(농가자산; 연초, 연말, 평가
액, 면적)
- 구축물(농가자산; 연초, 연말)
- 가계용(농가자산; 연초, 연말)

- 대식물(농가자산, 연초, 연말)

오일, 가스, 미네랄 소유권 시장
가치(채굴권)
토지의 시장 가치

- 무형자산의 수량, 평가액(기타부
호, 연초, 연말)
-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 포함
- 집, 건물, 과수원 나무, 묘목장 나
무, 목재 작물용 유목 제외

연말 농업용으로 소유한 트럭과
차량의 시장 가치
연말 농업용으로 소유한 트랙터,
기계, 도구, 장비의 시장 가치
연말 농업회사 및 농장 신용
시스템의 자산 가치(주식 등)

- 기계기구(농가자산; 연초, 연말)

- 예금등 금융자산(농가자산; 연
초, 연말)

농장 자산에 관한 추정 시장
가치(연초, 연말)

소유하고 저장된 농작물의 추정
시장 가치(연초, 연말)

소유하고 있는 종축의 추정 시장
가치(연초, 연말)
번식용이 아닌 가축의 추정 시장
가치(연초, 연말)

- 토지(농가자산; 연초, 연말, 평가
액, 면적)

- 농가자산(연초, 연말)
- 조합 또는 창고에 저장된 농작물
- 특수작물, 과일 저장
- 건초, 사일리지
- 묘목, 시설하우스 생산물(노지가
아닌 것)
- 상품융자공사 대출 상에 있는 작물
은 제외

- 재고자산(농가자산; 연초, 연말)
- 미처분농산물의 수량, 단가, 평가
액(연초, 연말)

- 수산물, 벌, 소, 말, 돼지, 밍크, 가
금류, 양 등(번식 목적으로 소유하
고 있는 것)
- 계약상에 있는 가축
- 수산물, 벌, 소, 말, 돼지, 밍크, 가
금류, 양 등(번식 목적이 아닌 것으
로 소유하고 있는 것)

- 농축산물(농가자산, 연초, 연말)
- 대동물(농가자산, 연초,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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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 꿀, 모헤어, 양털 생산품 포함
- 계약상에 있는 가축
농작을 위해 소유된 생산 투입물의
추정 시장 가치(연초, 연말)

- 가공 처리된 사료, 비료, 화학제품,
연료, 부품, 구입한 종자, 기타

간작 농작물 또는 아직 수확하지
않은 농작물에 사용된 생산 투입물의
추정 시장 가치(연초, 연말)

- 전달되지 않은 생산 계약을 위해 사
용된 생산 투입물 포함

연말 기준으로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기타 농장 자산의 시장 가치
(연말 유동자산)

- 현금, 당좌예금, 저축, 수표, 헷지
계정 잔고, 정부 지급금 예상 상환
금액, 보험 보장 지불 예상 상환 금
액, 토지 계약 판매 잔고, 기타 농장
자산 포함
-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생
산자에 대한 부채

- 농업생산자재(농가자산; 연초,
연말)
- 미사용구입자재의 수량, 단가, 평
가액(연초, 연말)

- 유동자산(농가자산; 연초, 연말)
- 현금(농가자산; 연초, 연말)
- 당좌자산(농가자산; 연초, 연말)
- 예금 등 금융자산(농가자산; 연
초, 연말)

⑩ 농장 부채

❍ 농장 부채 항목은 농장 경영에 따라 발생한 대출 또는 융자금과 관련된 사항
으로, 농장 자산 항목과 마찬가지로 농가경제조사의 농가부채 항목과 거의 일
치하고 있다.
- 다만, ARMS에서는 구체적인 이자율 및 융자 형식, 내역, 상환 기간 등에
관해 더 상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표 2-19

ARMS 조사 3단계 구조(농장 부채)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 농가부채(연초, 연말)
- 차입금(농가부채; 연초, 연말)
- 고정부채(농가부채; 연초, 연말)
- 금융기관(농가부채; 연초, 연말)

과거 융자를 포함하여 자금
공급을 위해 부채가
사용되었는지 유무
당해연도 농장경영융자에 대해
상활해야할 총 금액
융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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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제조사항목(2017)

- 계절적 생산 또는 기타 단기 농장 융
자만 포함
- 대출처 명단

- 유동부채(농가부채; 연초, 연말)

(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상세 내용

연초 잔액

- 미지불 원금과 미지불 이자 포함

연말 잔액

- 미지불 원금과 미지불 이자 포함

- 농가부채
- 차입금(농가부채; 연초, 연말)
- 미불금 및 선수금(농가부채; 연
초, 연말)
- 고정부채(농가부채; 연초, 연말)

연말 기준 이자율
융자 형식
- 재금융(돈을 빌려서 먼저의 융자를
갚는 형태)

자금을 받은 연도
대출의 기존 상환 기간
운영 지출, 자본 지출에 대한
비율

- 농작업을 위한 기타 지출을 포함
- 개인(농가부채; 연초, 연말)
- 농업용(농가부채; 연초, 연말)
- 가계용(농가부채; 연초, 연말)
- 겸업용(농가부채; 연초, 연말)
- 기타용(농가부채; 연초, 연말)

대출의 목적

연말 기준 추가적인 융자 금액
연말 기준 생산자의 거주에
관련된 총 부채 금액

- 생산자의 거주지가 농업생산에 포함
되는 경우 앞서 입력한 모든 부채를
포함

⑪ 농업인 개인 특성(Personal Charactersitics) 및 농장 운영 항목

❍ 농업인 개인 특성 및 농장 운영 항목은 농장 운영자(의사결정자)에 관한 상세
한 내용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농가경제조사와 특별히 맞는 분야는 찾을 수 없다.

표 2-20

ARMS 조사 3단계 구조(농업인 개인 특성 및 농장 운영)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농장 운영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남자/여자 수
농장 운영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신상 정보
(연말 기준)

- 성명
- 해당 조사지 직접 작성 여부
- 성별
- 연령(연말 기준)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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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 히스페닉, 라틴, 스페인 계열 여부
- 인종
- 교육 수준
- 직업(50%이 상을 농장에서 일하는지 혹은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지)
- 은퇴여부
-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연도
-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 수

입력한 사람들 중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대표적인 인물
(생산책임자, the principle
producer)
생산책임자의 배우자 유무
생산책임자의 배우자가 입력한
사람들 중 존재하는지 여부
생산책임자의 배우자가
히스페닉, 라틴, 스페인
계열인지 여부
생산책임자 배우자의 인종
생산책임자 배우자의 연령
(연말 기준)
생산책임자 배우자의 교육 수준
생산책임자의 배우자가 농장
운영 관련 의사결정에 관련 되어
있는지 여부(연말 기준)

분기별 평균 노동 시간

소 사육 사업(비육사업) 관련
분기별 평균 노동 시간
분기별 풀타임 노동자 수
분기별 파트타임 노동자의 전체
근로 시간
본인, 배우자,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 중 해당연도에
농외작업을 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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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 배우자
- 기타 생산자 또는 가족
- 무급 노동자
- 유급 노동자
- 본인
- 무급노동자(가족, 파트너 등)
- 무급노동자의 총 노동시간 중 아동노동이
차지하는 비율(16세 미만)
- 한 주에 3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노동자 수
- 한 주에 3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노동자 수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분기별 농외작업을 수행한
1주당 시간

본인 혹은 배우자가 농외작업을
수행한 이유

생산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농외 직업
농외 직업의 급여 형태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상세 내용
- 본인
- 배우자
- 기타 가족 구성원
- 농장 일을 마친 후 남는 시간
- 수익성이 좋아서
- 신뢰할만한 수준의 소득을 제공해서
- 헬스 케어 이득을 제공해서
- 은퇴 이득을 제공해서
- 전연도에 농산물 가격이 좋지 못하고 수입
이 낮아서
- 당해연도에 농산물 가격이나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 기타
- 일의 형태(농업, 건축, 제조, 교육 등)
- 관련 직업(사무, 영업, 관리, 군인, 전문직 등)
- 급여방식(샐러리)
- 시간제
- 자영업

농외 직업 근속 기간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농외 직업
근로 시간 증감여부

⑫ 생산자 농가의 소득, 자산, 부채

❍ 생산자 농가의 소득, 자산, 부채 항목은 겉으로 보기에는 재정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실제 내용은 농외(Off-farm)소득과 관련된 항목들
로 구성되어 있다.
- 농외소득 관련 항목들은 농가경제조사 농가수지의 농외수입(사업 외 수입)
항목과 일치한다.
- 농외 지출의 경우, 농가수지 농가지출 항목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가족거
주지출항목에 있어서 농가경제조사에서 더 많은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 그 외 ARMS의 농장 이외 자산은 겸업용 농가자산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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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ARMS 조사 3단계 구조(생산자 농가의 소득, 자산, 부채)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생산자 농가의 농외 소득
농외 급여, 월급 그리고 서비스료
(세금 부과 또는 원천 징수 전)
다른 농장 또는 목장을 통해
벌어들인 순 현금 소득
다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순 현금 소득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벌어들인
순 현금 소득

- 생산자 본인(A)
- 배우자(B)
- 총합계(A+B)
- 생산자 본인(A)
- 배우자(B)
- 총합계(A+B)
- 생산자 본인(A)
- 배우자(B)
- 총합계(A+B)
- 본인의 농업생산활동과 관련 없는 토지

이자소득

- 급여수입의 농업임금(농가
수지; 사업 외 수입)

- 자본수입의 농지임대수입
(농가수지; 사업 외 수입)
- 자본수입의 기타자본수입
(농가수지; 사업 외 수입)

배당소득
농장과 비농장의 자본자산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총 수익

- 급여수입의 농외수입(농가
수지; 사업 외 수입)

- 생산자 농가의 지분만을 포함

농장의 판매와 비농장자본자산
판매에 따라 인지된 이득/손실
개인 연금과 개인 장애 보상금을
통한 소득
공공재원으로부터 소득

- 사회 보장, 군 또는 기타 은퇴에 관한
것, 퇴역 연금, 공공 장애, 실업 급여 또
는 기타 공적 부조

기타 농외 소득
생산자 농가의 지출
- 소비지출의 식료품 및 주류
음료(농가수지)
- 소비지출의 음식, 숙박(농
가수지)

가정에서 사용되는
음식물에 관한 지출

생산자의 거주지 임차료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소비지출의 음식, 숙박(농
가수지)

공과금과 생활용품에 관한 지출

- 소비지출의 주거 및 수도
광열(농가수지)

농외 운송수단에 관한 차량 임대료와
공공운송수단에 대한 지출

- 소비지출의 교통(농가수지)

농외 운송수단에 관한 연료비,
유지비, 수리비, 차량 보험, 주차료,
면허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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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상세 내용

- 소비지출의 보험(농가수지)
- 비소비지출의 사회보험납
부금(농가수지)

건강 혹은 치아 보험료

건강, 의료에 관한 사후 정산 비용

개인 보험에 관한 기여와 은퇴
계획에 관한 비용
농가 외적 부분에서
개인에 관한 기여
생산자의 거주지 소유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
생산자의 거주지 소유에 따른
재산세

기타 가족 거주에 관련한 지출

- 고용인 부담 지급
- 공동보험
- 공제

- 소비지출의 보건(농가수지)

- 생명, 장애, 책임 보험 포함
- 건강 보험, 주택소유자보험, 차량 보험
제외
- 연금, 사회보장 포함

- 비소비지출의 공적연금납
부금(농가수지)

- 이혼 수당, 자녀 양육, 선물(유산 제외)
과 자선 기부

- 비소비지출의 가구간이전
(농가수지)
- 비소비지출의 이자(농가수지)
- 비소비지출의 조세 및 부담
금(농가수지)

- 농외 보험 지급금
- 의류 및 개인 생활 관련 지출
- 가주 및 장비, 자녀 교육 및 생활, 엔터
테인먼트 비용

- 사업 외 지출의 농외취업비
용(농가수지)
- 사업 외 지출의 자본수입관
련비용(농가수지)
- 소비지출의 주류 및 담배
(농가수지)
- 소비지출의 의류 및 신발
(농가수지)
- 소비지출의 가정용품 및 가
사서비스(농가수지)
- 소비지출의 오락, 문화(농
가수지)
- 소비지출의 기타상품 및 서
비스(농가수지)
- 소비지출의 교육(농가수지)
- 소비지출의 감가상각비(농
가수지)

생산자 농가의 농외자산
비퇴직 계정의 금융 자산

- 현금, 수표, 예금, 화폐 시장 계정, 담보
증서, 저축 채권, 정부 채권, 미지불 대출,
회사 주식, 뮤츄얼펀드, 보험해약환급금,
기타 금융자산(농장 관련 자산 제외)

퇴직 계정
생산자의 거주지
부동산 및 기타 개인 소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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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농장 이외의 사업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 겸업용(농가자산; 연초, 연말)

전체 차량

- 농가 지분 소유 차량

기타 보고되지 않은 자산
생산자농가의 농외부채
생산자의 거주지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 주택 담보 대출, 주택 자산 대출, 생산자
거주지에 따라 확보된 신용 한도

부동산과 기타 개인 주택(두 개
이상 소유)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 주택 담보 대출, 주택 자산 대출, 다른
부동산에 따른 신용 한도(부동산 이외 다
른 농장, 거주지 임대, 상업적 사용 등)

농장 이외 부분인 사업에 관한 대출
- 신용 카드, 자동차 대출, 지급하지 않은
세금, 의료 지출 비용

개인 대출
생산자와 농가에 의해 소유된 모든
기타 농외 부채
농장 자산에 의해 확보된 생산자
혹은 농가 구성원에 의해 소유된
농외 부채
전연도 소득 및 비용
전연도 농장에서 판매한 전체 금액

- 농작물수입(농가수지)

전연도 농장 운영에 따른
순 운영 소득

- 농가순소득(농가수지)

전연도 총 농외 소득

⑬ 조직의 형태

❍ 조직의 형태 항목은 농장의 지분 형태 및 법인격 성질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농장 및 농가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다.

표 2-22

ARMS 조사 3단계 구조(조직의 형태)
USDA ARM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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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상세 내용

농장 운영 형태

- 농장이 가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임대 또는 임차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제외
- 소유되어진 농장 혹은 목장의 자산만을
고려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계속)
USDA ARMS(2018)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조사항목

상세 내용

농장 운영 인원

- 지주, 계약자, 농가부채를 가지고 있는 대
출 기관 제외
- 법적으로 물건을 관리, 매각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생산자 포함

생산자와 생산자의 가족이 소유한
권리의 비율

- 농가에 거주하지 않는 친척들은 제외

유한회사로 조직된 농장인지 여부

- 주의 법률 하에서 조직되었는지 여부

세목에 따른 농장의 법적 형태

- 가족 또는 개인 사업 운영(파트너쉽 제외)
- 법률 파트너 운영(가족 파트너쉽 포함)
･주의 법률 하에 등록된 파트너쉽인지 여부
･농장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의 수
- 소유자로부터 분리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의 조합(C-Corporation)
- 동업자 조합, 길드 형태(S-Corporation)
- 기타(부동산, 신탁, 협동조합, 목초지 이용
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인 협회 등)

현행 사업의 순 농장 소득에서의
지분을 생산자 본인이 아닌 다른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
현행 사업의 순 농장 소득에서의
다른 농가의 지분
농장의 사업이 C-Corporation 혹은
유한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지 여부
생산자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회사
배당을 받는 경우의 금액
생산자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수익
또는 손실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경우의
순 소득에 대한 비율

⑭ 육우 조사 및 재고

❍ 육우 조사 및 재고 항목은 육우의 사육두수 및 출하량, 송아지 재고 등을 조사
하는 항목이다.
- 농가경제조사에는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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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ARMS 조사 3단계 구조(육우 조사 및 재고)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소유여부 관계없이 연중 육우가 가장
많았던 경우의 개체 수

- 20두 미만인 경우 조사에서 제외
- 인공수정 혹은 자연수정에 노출된 개
체수
- 송아지를 사산 혹은 출산한 개체 수

송아지를 갖지 않았던 대체 암소 개체 수

- 연초, 연말 두수
- 젖소 제외

송아지를 갖은 암소를 포함한
비육우 개체 수

- 연초, 연말 두수
- 젖소 제외

무게 500파운드(227kg) 이상의
육우 수소

- 연초, 연말 두수
- 젖소 제외

분만 계절 정의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 한 개의 분만 계절
- 두 개의 분만 계절
- 분만 계절 미정의

해당 연도에 첫 번째 송아지가 분만된 월
해당 연도에 이유를 시작한 송아지 수
해당 연도의 송아지 손실률
해당 연도 이유를 시작한 송아지의 체중
해당 연도에 이유를 시작한 송아지가
생장 촉진을 위해 이주되었는지 여부

해당 연도 이유를 시작한 송아지의 비율

- 이유를 시작한 시점에 판매된 비율
- 이유를 시작한 시점부터 비육시설에 들어
간 비율(backgrounding)
- 도살 때까지 보유된 비율
- 대체 암소로 저장된 비율

⑮ 구매/대체와 판매/제거

❍ 가축의 구매와 대체, 판매 및 제거와 관련된 항목으로 가축 구입 및 판매와 관
련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 농가경제조사에서 일치하는 항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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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ARMS 조사 3단계 구조(구매/대체와 판매/제거)
USDA ARMS(2018)
조사항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상세 내용

구입/대체
도축을 위해 비육 중인 소
이유를 시작한 시점부터 비육시설에
들어가기까지 사이에 있는 소
송아지를 임신한 암소
종축 생산을 위한 임신 가능한 암소
종축 생산을 위한 수소

- 당해연도 소 구매 두수
- 소비된 총 금액(투입금액)
- 당해연도 생산 계약하에서 사육된
소의 두수(계약생산)
- 구입된 혹은 생산 계약하에 사육된
소의 두 당 평균 무게

판매/제거
비육우
도태된 수소
도태된 암소
수송아지(1년 미만)
암송아지(1년 미만)
한 살 이상의 수소(1년 이상)
한 살 이상의 암소(1년 이상)
송아지를 임신한 암소

- 당해연도 소 구매 두수
- 소비된 총 금액(투입금액)
- 당해연도 생산 계약하에서 사육된
소의 두수(계약생산)
- 구입된 혹은 생산 계약하에 사육된
소의 두 당 평균 무게(계약생산)

종축 생산을 위한 암소
종축 생산을 위한 수소

⑯ 방목 사육

❍ 방목 사육 항목은 목초지와 농가의 방목 사육 운영 방식을 목초지의 출처(공
공 혹은 개인 소유)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한다.
- 농가경제조사에서 일치하는 항목은 없다.

표 2-25

ARMS 조사 3단계 구조(방목 사육)
USDA ARMS(2018)

공공
부문

조사항목
당해연도 소가 공공 방목용
목초지 사용 여부
공공용 목초지 코드
임차 또는 임대된 수

상세 내용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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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단위 코드

상세 내용
- 면적(에이커)
- 총 시장가치(경영상의 자산, Assets
under Management)
-두수
- 소-송아지 묶음 단위

당해연도에 목초지 임대에 따라
소요된 비용
기타 가축의 이용 여부
비육 사업의 일환으로 육우 또는
가축들에 의해 소비된
목초지의 비율
당해연도 개인 소유 혹은 임대
한 목초지 사용 여부
개인 소유 목초지 코드
개인 소유 목초지의 면적
운용에 사용된 목초지의 면적
개인
타인에게 임대를 제공한 경우
사유 단위 면적 당 가격(기회비용개념)
지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차한 면적
문
당해연도 방목용 목초지를 통
해 지불한 임대료 총 금액
기타 가축의 이용 여부
비육 사업의 부분으로 육우 또는
가축들에 의해 소비된
목초지의 비율
목초지를 육우 방목을 위해 순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순환형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연도

순환식 방목 시스템에 관한 상세한 내용

- 울타리가 있는 작은 방목장의 수
- 울타리가 있는 작은 방목장의 평균 면적
- 순환 시스템 조정 방법(고정형, 변동형)
- 1회 순환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
- 1년에 작은 방목장이 순환하는 횟수
- 순환 기간 중 작은 방목장의 휴한기간

순환식 방목 시스템에 육우 소가 있었던
월 표시
교차 펜스의 형태
1주당 평균적으로 가축을 움직이는 데
소비되는 시간
순환형 방목 시스템 전체 면적 중
관개수로가 설치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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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속형
- 임시형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⑰ 자가생산방식의 사료 작물 재배 및 수확

❍ 사료 작물 재배 및 수확 항목은 육우 육성을 위한 사료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
지와 관련된 항목이다.
- 농가경제조사에서 일치하는 항목은 없다.

표 2-26

ARMS 조사 3단계 구조(자가생산방식의 사료 작물 재배 및 수확)
USDA ARMS(2018)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조사항목

상세 내용

육우용 사료를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

- 비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료 작물은 제외
- 사료 종류 코드
- 육우에 투입한 총 사료량
- 사료 투입 단위
- 사료 저장소 종류

사료 종류

⑱ 가축 사육 시설

❍ 가축 사육 시설 항목은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 시설 및 건축물, 가동률 및 총 면
적 등에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는 항목이다.
- 농가경제조사에서 일치하는 항목은 없다.

표 2-27

ARMS 조사 3단계 구조(가축 사육 시설)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육우 소를 위해 사용되는 건물이나
헛간이 있는지 여부
(비육 사육 시설 제외)

- 건물 수
- 총 수용력
- 실사용량

육우 사육을 위한 울타리 또는 특정
부지 사용 여부

- 비육 시설 제외

사용된 가축 사육 시설 종류 코드

-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사료 배급을 위한 울타리
이동식 울타리
가두리식 울타리
수용소식 울타리

육우 생산으로 사용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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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상세 내용

농가경제조사항목(2017)

가축 사육 시설에 수용했던
최대 두수
육우 생산을 위해 시설의 사용률
외양간, 헛간, 사료 저장 시설
등으로 차지하고 있는 총 면적
육우 생산을 위해 사용된 말과
노새의 수

⑲ 육우 사업 운영 현황

❍ 육우 사업 운영 현황 항목은 송아지 생산 단계에 관련된 사업 관련 항목과 가
축 사육에 따른 질병 관리 및 주변 환경 관리(수질, 퇴비, 대기질)에 관련한 내
용을 조사하는 항목이다.
- 농가경제조사에서 일치하는 항목은 없다.

표 2-28

ARMS 조사 3단계 구조(육우 사업 운영 현황)
USDA ARMS(2018)

조사항목
육우용 소의 대체용 어린 암소(새끼를
낳은 적이 없는 것)의 절반 이상이 상업적
종자 생산자로부터 온 것인지 여부

육우 사업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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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유전적 선택 및 사육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인공수정 사용 여부
- 유전적 선택 및 사육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태아 이식 혹은 유성 정액 사용 여부
- 육우 소와 송아지를 위해 정기적인 수의 서
비스를 받았는지 여부
- 육우 소와 송아지를 위한 사료 배급량 또는
사료 구매를 위한 영양전문가 활용 여부
- 소화물 혹은 단백질 함량을 위한 사료 품질
시험 여부
- 개별 육우 소와 송아지가 기록되고 있는지
여부
- 육우 소와 송아지 기록 관리를 위해 농장에
있는 컴퓨터 사용 여부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계속)
USDA ARMS(2018)
조사항목

농가경제조사항목
(2017)

상세 내용
- 육우 소와 송아지에 관한 정보 접근을 위한
인터넷 사용 유무
- 육우 소와 송아지 사육에 필요한 투입물에
대한 선도거래 여부
- 육우 소와 송아지 사육에 필요한 투입물에
대한 가격 할인 협상 진행 여부

해당연도 이전부터 수의사와 관계를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연도에 수의사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2017년 1월 시행된 FDA 정책 또는 수의 사
료 지침(VFD)의 이행에 대한 변화에 따른
내용

소에 대한 질병의 예방, 통제, 치료를
위해 사료에 항생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수의사로부터 하나 이상의
수의 사료 지침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수의사가 사료 지침을 작성한 수
수의사가 수의 사료 지침에 대해 부과한
평균 수수료
최소 1회의 수의사료 지침을 위해
수의사가 방문한 적이 있는지 여부
기타 목적을 위해 수의사가 방문한 적이
있는지 여부
수의사의 방문 횟수
수의사의 사무실로부터 농장까지의
거리
수의 사료 지침 혹은 FDA의 정책
변경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한 이유로
수의사가 방문한 횟수
수의사가 방문한 것과 관련된 평균 비용

환경 규제 지역에 대해 정부 규제와 이행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환경 규제 지역 리스트
･수질(비료 사용 목적 포함, 퇴비 관리 제외)
･퇴비 관리, 이용 및 저장
･대기질
･야생 환경(멸종위기에 처한 종)
･습지
･기타

환경 규제 지역들이 지역, 주, 연방
정부의 규제 영향 하에 있는지 여부
환경 규제 지역에 관한 사항을 준수함에
따른 자금지원인 EQIP 혹은 CSP
받았는지 여부

- 환경과 관련한 지역들이 지역, 주, 연방 정부
의 규제 영향 하에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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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농업경영체등록제 데이터베이스(DB)
□ 농업경영체등록제 DB 개요

❍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의 추진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시범사업(’07)
- 농업경영체 정보 일괄등록(’08∼’09)
- 농업경영체 정보 상시관리 체제 구축(’10)
- 농림사업과 경영체 DB 통합 추진(’12)
- 농업경영정보 일제갱신(’14)
- DB분석 및 빅데이터 활용 추진(’15)

❍ 농업경영체등록제의 관리는 등록사업이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농식품부 내
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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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제 DB 운영 체계

□ 농업경영체등록제 DB 조사 항목
분류

항목
농업인
일반정보

등록번호, 국적, 내외국인, 출생연도, 나이, 성별, 법정동코드(시군, 읍면동, 리),
영농시작연도, 경력, 취소복원상태,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형태

법인
일반정보

등록번호, 법인형태, 법정동코드(시도, 시군, 읍면동, 리), 조합원 개인 출자자 수,
조합원 법인 출자자 수, 조합원 개인 출자 금액, 조합원 법인 출자 금액, 준조합원
개인 출자자 수, 준조합원 개인 출자자 수, 준조합원 개인 출자 금액, 준조합원 법인
출자 금액, 내국인 상용 종사자 수, 외국인 상용 종사자 수, 취소복원상태, 법인형태
(누락보완용), 법인형태(영농조합, 회사법인)

농업인, 종사자, 동거인
정보

등록번호, 구분, 출생연도, 성별, 경영주관계, 내외국인, 영농시작연도, 직종, 농업
시작형태, 농업종사형태

농지 및 농작물 생산 정보

등록번호, 농지 주소코드, 대장구분(토지대장, 임야댕장, 이상), 농지 본번, 농지 부번,
공부 지목, 실제 지목, 경영 형태, 공동 경작 여부, 공부 농지 면적, 실제 농지 면적,
미이용 휴경면적, 미이용 폐경 면적, 유리 온실 시설 면적, 경질판 온실 시설 면적,
자동화 비닐 온실 시설 면적, 자동화 비닐 온실 시설 면적, 일반 비닐 온실 시설

일반현황
정보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 대응❙

83

(계속)
분류

항목
면적, 육모장 시설 면적, 재배사면적, 품목코드, 품목명, 노지 재배 면적, 시설별
재배 면적, PNU 코드(지적도의 지번 코드), 농지 일련번호, 시설 일련번호, 품목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농지의 위치(시도, 시군, 읍면동, 리)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정보

등록번호, 시설주소코드, 법정동(시도, 시군, 읍면동, 리), 시설본번, 시설부번,
법정동(리), 공부 시설 면적, 실제 시설 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종명, 축종 코드,
사육 수량, PNU 코드(지적도의 지번 코드), 품목(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정보

등록번호, 유통품목구분, 주요품목, 주요품목의 연간판매액, 주요품목의 판매처
비율(1~5), 가공품목, 가공품목 연간판매액, 유통/가공 불응 여부, 유통품목코드,
가공품목코드

추정
소득･자산･부채･농외소득
정보

등록번호, 농업소득 불응 여부, 소득/수입 품목 코드, 소득/수입 품목명, 농업조수입
경영체 신고금액, 농업소득 경영체 신고금액, 농업조수입 경영체 추정액, 농업소득
경영체 추정액, 농업외소득 불응 여부, 합계, 겸업소득, 급여소득, 자본소득, 이전
소득, 비경상소득, 자산 불응 여부, 합계, 고정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 부채 불응
여부, 합계, 농업용 부채, 가계용 부채, 겸업용 부채, 기타 부채

시설농업관련 정보

등록번호, 농지 일련번호, 농지 주소코드, 대장구분(토지대장, 임야대장, 이상),
농지 본번, 농지 부번, 시설형태, 시설종류, 시설면적, 설치연도, 운영현황, 난방기
유종(경유, 등유, 펠릿, 지열, 기타, 없음), ICT여부, 시설일련번호

주: 추정소득의 신고금액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조수입과 소득 금액이며, 추정액은 시스템에서 당해연도 농
지 및 농작물 등록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한 금액

3.2. 농업의 디지털 시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6)
❍ 디지털 농업은 실행 가능한 농장에서의 결정을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자료 공
급원을 선진 작물과 환경 모델링과 접목한 농업부문을 위한 산업혁명이다. 디
지털 기술과 분석은 생산성/효율성/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푸드 시스템(food system) 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도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농업은 더 스마트해지고 자율적이 되어가
고 있는 빅 데이터, 분석, 센서, 기계를 통해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6)

켄터키대학교 Tyler Mark 교수가 작성한 ‘The Digital Age in Agriculture: Case of the U.S.’를
번역‧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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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농업 혁명은 정밀농업기술에 투자할만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농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농업 혁명은 소농에게 자원관리
를 최적화하고 작물 품질과 수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
인구는 농업부문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혁신에 의해 해마다 8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 여러 실증적 연구들은 미국에서의 디지털농업이 갖는 이점을 증명하였다.
Brown 등은 (2015) 다양한 생산 전략에 따라 켄터키 주 곡물 재배 농부들의
탄소발자국을 추정하여 정밀농업기술(PATs) 의 환경적 및 경제적 영향을 검
토하였다. Brown 등은 모든 정밀농업기술이 경제적 및 환경적 측면 모두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미국에서 생산자들이 채택하는 기술들 가운
데 수확량 모니터는 가장 많이 채택되는 기술 가운데 하나이다.
Schimmelpfennig (2016)에 따르면, 미국 옥수수 토지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 농장의 48% 이상이 수확량 모니터를 채택하였다. 콩 생산자
들의 채택은 다른 생산자들의 채택과 비슷한 양식을 보이지만 콩 농장의 수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이다.
❍ 정밀농업기술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은 정밀 농업 기술의 도입 이래로 채택, 비
용, 환경과 관련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고속 데이터
통신망 접속은 생산자들이 정밀 기술이 갖는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속 데이터 통신망 이용은 정밀농업기술체
인 및 ‘빅 데이터’기술과 텔레매틱스 기술의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다. 이 장애물이 극복되어야만 농업에서의 “빅 데이터”가치가 충분
히 실현될 것이다.
❍ 농업에서의 디지털화는 스마트 파밍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는 디지털
농업에서 파생하는 신기술들이 농부들로 하여금 토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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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자료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스마트 팜은 현대의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농장활동에도 유용하다. 스마트 파밍
은 더 정밀하고 자원효율적인 접근법으로 인해 더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
업생산을 제공한다.

❍ 농업디지털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토지가 디
지털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심층적인 자료분석을 수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모든 토지가 연결되고 농장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자
료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목표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농업부문에 의해 발생되는 엄청난 양의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센서, 알고리즘, 장비, 광대역 구조 개발을 통해 앞
에서 언급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3.2.1. 개요
❍ 디지털 농업은 실행 가능한 농장에서의 결정을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자료 공
급원을 선진 작물과 환경 모델링과 접목한 농업부문을 위한 산업혁명이다.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자동화 및 상호 연결된 첨단
농업 장비를 통한 농업의 디지털화에 의해 다양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OECD, 2019)7). 디지털 기술과 분석은 생산성/효율성/수익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푸드 시스템(food system)의 주요 구성 요소들
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농업은 더 스마트해
지고 자율화 되고 있는 빅 데이터, 분석, 센서, 기계를 통해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디지털 농업 혁명은 정밀 농업 기술에 투자할만한 규모의 경

7)

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TAD/CA/APM/
WP(2019)12/FINAL&docLanguag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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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농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농업 혁명은
소농에게 자원 관리를 최적화하고 작물 품질과 수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세계 인구는 농업 부문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혁신에
의해 해마다 8천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 농업의 디지털화는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 농업에서의 생산성/지속 가능성/
회복력 향상을 제공할 수 있다. 농업의 디지털화는 위기 관리 향상, 시장 접근
과 경영 향상, 행정 절차 향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
면, 농업의 디지털화는 토양 수분감시, 식물 조건 감시, 농장 관리 자동화, 실
시간 자료 수집, 의사 결정 촉진, 자원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농업의
디지털화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농업의 디지털화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으며 이 문제들은 OECD에서 논의되었다 (2019). 첫째, 신기술의 이점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농부들은 신기술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영향을 받게 되고 누가 신기술로부터 이득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잘
모른다. 둘째, 디지털 기술을 위한 자료의 사용이 환경규제에 의해 제한될 가
능성이 있다; 이것은 농업 생산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위험을 증가시킬 가
능성이 있다.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규제 기관들과 농
업에 있어서의 기술 규모로 인해 일부 기술들이 충분히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
이 있다. 농업에서의 디지털 기술에서는 정보가 부족하며 사실들이 분명히 규
정되지 있지 않다.

❍ 본고의 주된 목적은 미국에서의 농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개관을 제공하는데
있다. 미국에서는 농업 디지털화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범주들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8). 첫째, 현장에서의 수 많은 센서들은 토양 건강, 물 가용성,
작물 생식력, 병충해 방제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8)

https://cuaes.cals.cornell.edu/digital-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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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과 드론에 의해 기상변화, 현장 상태, 작물을 감시할 수 있다. 둘째, 위성
기반 위치추적시스템인 위성 측위 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을 갖춘 기계는 농부들이 파종하고 양분과 농약을 살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적절한 공급원, 속도, 시간, 배치를 위하여 씨앗, 비료, 농약
이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물 함유량과 양분
함유량과 함께 농장의 정확한 위치를 참고하여 곡물 수확량을 추적한다.

❍ 본 고의 나머지 부분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Chapter 2: 미국에서의 농업디지털화 연구에 대한 개관
∙ 2.1 위성영상
∙ 2.1.1 Cropland Data Layer (CDL)
∙ 2.1.2 원격 탐사
∙ 2.2 드론 또는 무인 항공 시스템
∙ 2.3 빅 데이터
∙ 2.4 스마트 파밍
- Chapter 3: 농업디지털화에 대한 예상
- Chapter 4: 장애물, 위험, 한계

3.2.2. 미국에서의 농업디지털화 연구에 대한 개관
❍ 여러 실증적 연구들은 미국에서의 디지털농업이 갖는 이점을 증명하였다.
Brown 등은 (2015) 다양한 생산 전략에 따라 켄터키 주 곡물 재배 농부들의
탄소발자국을 추정하여 정밀농업기술(PATs) 의 환경적 및 경제적 영향을 검
토하였다. Brown 등은(2015) 모든 정밀농업기술이 경제적 및 환경적 측면
모두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hockley 등은 (2011) GNSS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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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항행 원조인 자동 조종 내비게이션을 채택하여 농장 전체에 대한 경제
성, 위험, 생산을 상세하게 분석 평가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순수익을 최고
0.90%증가시킴으로서 자동 조종 내비게이션이 켄터키 주의 곡물 재배 농부
들에게 유익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생산 위험을 줄이
고 농사법을 최적의 농사법으로 전환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농
업디지털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공급원들에는 수확량 모니터, 위
성, 원격 탐사, 드론 또는 무인항공시스템 (UAS), 기상 관측소, 수분 센서, 조
직 표본, 로봇 착유기, 가축용 착용 기술. <그림 2-5>에서는 농장 차원에서의
농업기술과 정보 흐름을 묘사함 (Schimmelpfennig, 2016).
그림 2-5

핵심 정밀 농업기술 및 정보의 흐름

자료: Adapted from “Precision in the Fields” graphic developed for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July 2014) http://www.nationalgeographic.com/foodbynumbers/#.VPYSZWO0tik.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 대응❙

89

❍ 이러한 정보발생원을 활용하여 우리는 의사결정과 자원 할당을 향상시킬 예
를 들어 Cropland Data Layer (CDL)와 같은 빅 데이터 시스템과 데이터세
트를 만든다. 미래의 농업디지털화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미국에서의 연구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미국에서 생산자들이 채택하는 기술들 가운데 수확량 모니터는 가장 많이 채
택되는 기술 가운데 하나이다. Schimmelpfennig (2016)에 따르면, 미국 옥
수수 토지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 농장의 48% 이상이 수확량 모
니터를 채택하였다. 콩 생산자들의 채택은 다른 생산자들의 채택과 비슷한 양
식을 보이지만 콩 농장의 수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이다.

가. 위성영상
① Cropland Data Layer (CDL)

❍ Cropland Data Layer (CDL)은 미국 농무부 (USDA) 농업 통계국(NASS)의
결과물이다. CDL을 만든 주된 목적은 위성영상을 사용하여 디지털 작물 특정
지리 좌표화된 산물을 만들고 주요 상품에 대한 에이커 추정치를 농업통계위원
회 에게 제공하는 것이다.CDL은 1997년 최초로 제작되었으며 3개 주 – 아칸소
주, 노스 다코타주, 사우스 다코타주-만 대상으로 하였다. 2008년 미 대륙 전체
에 대한 통달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Boryan and Yang,
2013). CDL은 작물 특정 토지 피복 분류가 농장의 작물 종류를 정확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종합적이며 래스터 형식이며 지리 좌표화된 영상을 제공한
다 (Boryan et al., 2011). CDL 은 미국에서 재배되는 100개 이상의 작물 범주
들에 대한 작물 특정 토지피복분류제품이다. CDL에는 위성센서로부터 수신되
는 자료를 사용하여 NASS에 의해 분류되며 각 픽셀에 할당되는 미국 작물 분류
코드 또는 토지 이용 분류 코드가 포함된다 (Hendricks et al., 2014a;
Hendricks et al., 2014b). <그림 2-6>은 미국에서의 CDL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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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미국의 CDL(Cropland Data Layer)

자료: https://nassgeodata.gmu.edu/CropScape/

❍ CDL 자료는 네 개의 주요 입력 정보에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그림 2-7>에
는 CDL생산에 사용되는 네 개의 주요 입력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2-7

CDL생산에 쓰이는 주요 입력 정보

자료: https://www.nass.usda.gov/Research_and_Science/Cropland/Method/croplan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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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L 자료의 사용은 한정적 이었지만 작물 선택에 대한 농부의 행동을 연구
하기 위해 CDL 자료는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Hendricks et al.,
2014a; Hendricks et al., 2014b; Long, et al. 2014; Plourde et al.,
2013; Stern et al., 2012; Yost et al., 2014). 예를 들어 Kim 등에 (2017)
의해 수행된 최근의 한 연구는 켄터키 주에서의 작물 선택에 대한 잠정적 추
이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다항 로짓(MNL) 모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CDL은 현장에서의 작물 선택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
는 Common Land Unit 데이터세트에 병합된다. <그림 2-8>은 CDL 자료
를 사용하는 켄터키 지도이다.

그림 2-8

CDL에 근거하여 작성된 켄터키 주에서 생산된 2015 주요 작물현황

자료: Kim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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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연구는 NASS는 작물 추정과 예측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제공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토지면적, 수확량, 생산 예측이 행해지는 방법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켄터키 주에서 생
산되는 5대 작물에 대한 분포를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전술한 방법은 공개된
자료를 (예를 들어 CDL data)활용하여 작물 품질, 토지면적, 가격, 토지 가치
등을 예측하고자 하는 정부 단체와 비정부 단체에게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술한 방법은 NASS 측량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사용
될 수 있다. 그것은 NASS 작물면적추정과 생산 추정의 품질이 농업생산자의
참여 수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② 원격 탐사

❍ 원격 탐사 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전자기 복사를 기반으로 하여 물체를 탐지
및 분류하는 위성기술을 말한다. Nowatzki 등(2019)에 따르면 원격 탐사 영
상은 양분 결핍, 질병, 물 부족이나 과잉, 잡초 만연, 충해, 우박피해, 풍해, 제
초제 피해, 식물 밀도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원격탐사영상은 농부, 목장주, 대
출 기관들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부는 농장에서의 문제점
을 파악하기 위해 원격 탐사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목장주는 바이오매스 밀
도, 잡초 만연을 파악하고 가축 건강을 감시하기 위해 원격 탐사 영상을 사용
할 수 있다. 이력 정보와 함께 원격 탐사 영상을 사용하여 대출 기관은 토지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2-9>는 농업 모니터
링 프로세스에서 위성 원격 탐사 프로세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태양은 전자기 에너지(B)를 식물(C)에 방출한다. 잎은 전자기 에너지의 일부
를 전달한다. 반사된 에너지 (D)는 위성에 있는 센서에 의해 탐사 되며 자료는
지상국으로 전송된다. 자료가 분석되어 (F) 필드 맵에 표시된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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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원격탐사프로세스

자료: https://www.ag.ndsu.edu/publications/crops/agricultural-remote-sensing-basics/ae1262.pdf

❍ 원격 탐사 기술은 전형적인 식부 사이클 특히 정밀 농업에서 구현된다. Gebbers
and Adamchuck (2010)에 따르면, 농장에서의 차별화된 운영은 실시간 탐
사를 요하는 반응이 신속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에서 가능하다. <그림
2-10>은 작물생산에서 원격 탐사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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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작물 생산에서의 정밀 농업 정보 흐름

자료: Gebbers and Adamchuck (2010)

❍ 농업에서의 원격 탐사 자료는 토지 이용, 관개 면적, 작물 종류, 바이오매스
개발, 작물 수확량, 작물의 물 요구, 작물 증발, 염분 함유도, 습지 상태, 강물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Bastiaanssen et al.,
2000). <그림 2-11>은 원격탐사기술이 농업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특
히 물 관리를 위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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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물 관리를 위한 원격탐사제품

자료: Bastiaanssen et al. (2000)

❍ 미국에서 특히 농업에서 원격탐사기반자료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들 가운
데 하나는 토지의 표면에 관한 영양적 또는 인공의 특성을 말하는 토지 피복
추정이다. 토지 피복은 원격 탐사 기술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미국 지질 조사
국 (USGS)은 1960년대 후반 이래로 토지 피복 연구와 응용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림 2-12>는 현재의 토지 피복 응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2 USGS에서 진행 중인 토지 피복 응용

자료: https://archive.usgs.gov/archive/sites/landcover.usgs.gov/usgslandcov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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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원격 탐사 자료를 사용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South 등은
(2004) 미시건 주 남부와 인디애나 주 북부에서 획득된 Landsat ETM+ 영상
을 사용하여 무경간농법과 전통적인 경운식부방법에 대한 식별을 위한 가장
적합한 분류알고리즘을 결정하였다. Stern 등은 (2012) 아이오와주에서의
윤작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CDL 뿐만 아니라 National Land Cover
Database (NLCD)를 사용한다. Hendricks and Peterson (2014)은 기온
상승이 콘 벨트, 미시시피 삼각주, 그레이트 플레인스에 미친 경제적 피해를
추정하기 위해 NLCD를 사용하였다.

나. 드론 또는 무인 항공 시스템

❍ 알팔파 시스템에서의 바이오매스 생산을 조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는 전체 농장에 대한 수확량과
영양가 지도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처리 기술로 신속하게 전개
가능한 UAS플랫폼에 센서를 통합하는 것이다. 수확량과 영양가가 3D 구조
에 매우 의존하므로 이 센서는 사료의 3D 구조에 대한 탐사에 중점을 둔다.
이 기술들은 비전에 기반을 둔 탐사 기술들을 난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일관성 있는 조명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없앤다. 3D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LIDAR 와 사진 측량이 확인될 것이다. 스캐닝 LIDAR는 레이저가 물체
와 만난 지점을 나타내는 점군(point cloud)을 만들 것이다. 사진측량술은
촬영되고 있는 표면의 3D 표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각도들에서의 정상적
인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Google Maps참조).
<그림 2-13>은 UAS 가 LIDAR을 사용하는 방법 및 생산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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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LIDAR 데이터 수집프로세스(좌)와 생산된 데이터(우)

❍ 사진측량술은 점군이 아니라 3D 표면을 만들고 표준 카메라에 바탕을 둔다
는 점에서 여러 이점을 갖는다. 하지만, 사진 측량술은 컴퓨터를 이용한 상당
한 자료를 요하는 이미지 스티칭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표면에 충분한 시각
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림 2-14>는 사진측량술을 사용한 UAS 및 생산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4 사진 측량술 데이터 수집프로세스(좌)와 생산된 데이터(우)

❍ 이 시스템이 생산자들에게 유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중요한 점은 현장에서의
관리 결정에 사용될 입력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해상도를 확보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장의 어떤 부분이 가장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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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를 상실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같은 응용은 높은 해상도를 요구하
지 않는다. 예를 들어 농장 전체에 대한 총 수확량을 추정하는 것과 같은 응용
은 농장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적 변화의 대부분을 표현하는 해상도를 가진 표
본 추출을 요한다. 기계 관리 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동차 교통 피해를 탐
사하는 이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는 표준 트랙터 타이어 폭의 적어도 절반의
해상도를 요한다. 이것은 느리고 지상에 근접한 고해상도 센서 또는 비행을
요한다.

❍ 자동차 교통 피해를 탐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해상도로 수확량과 영양가
를 지도로 나타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은 용도가 많다. 필드는 가변
적이므로 전체 농장에서의 수확량과 영양가는 일정하지 않다. 생산자들은 이
전에는 평균 농장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 제한된 정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
다. 전체 농장에 대하여 예상되는 수확량을 공간적으로 적분한다면 생산자들
은 수확에 앞서 농장이 얼마나 많은 건초꾸러미를 생산할 것일지를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식의 수확량과 영양가 트레이드오프가 변화되었고 생산자
들은 높은 수확량에 영양가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것은 특히 리그닌
이 적게 함유된 품종들에게 중요하다. 현재의 사료 가격에 근거하였을 때 생
산자들은 수확량 증가를 위해 나중에 수확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더 나은 사
료 품질을 위해 정상적인 일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수확량과 영양가 면에서
농장 현황을 확실하게 이해해야만 앞에서 언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
다. 알팔파 품종의 경우, 추정 수확량 지도는 전체 농장에서의 식분 수량화를
가능하게 하고 식분 재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에 대한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료 수확량 지도 제작은 가용식물재료를 결정함을 의미한
다. 이것은 추수 시뿐만 아니라 시즌 전체에 걸쳐서도 유용하다. 식물 성장 초
에 만들어진 수확량 지도는 작물 컨설턴트가 건초 꾸러미 생산이 적을 가능성
이 있는 구역을 식별하고 수확량을 관리하기 위해 작물 사이클 초기에 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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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절단, 갈퀴질, 포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차
량 경로에 수확량 감소를 분명하게 표시한다면 생산자들은 차량 경로를 추적
하여 상실된 수익을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경로가 변화되어야 하
는지의 여부를 더욱 잘 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은 수확량 손실
을 줄이기 위해 지연된 건초 꾸러미 치우기 효과를 확인하고 종업원 관리방법
과 기계관리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영양가 지도를 사용하면 생산자들은 더
빠르게 성숙하고 있는 부분들을 식별하고 사료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빠
르게 성숙하고 있는 부분들에서의 수확을 시작할 수 있다.

다. 빅 데이터

❍ 정밀농업기술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은 정밀농업기술이 도입된 이래로 채택,
비용, 환경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Pindyck(1986)은 생산자
가 정밀 기술 사용을 중지하면 비용 (예를 들어 장비 비용), 시스템을 배우는
데 소요되는 시간, 설치비를 되찾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하지
만, 고속데이터통신망접속은 생산자들이 정밀 기술이 갖는 가치를 제대로 이
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속 데이터 통신망 이용은
정밀농업기술체인 및 ‘빅 데이터’기술과 텔레매틱스 기술의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다. 이 장애물이 극복되어야만 농업에서의 “빅 데이
터” 가치가 충분히 실현될 것이다.

❍ 정밀 농업 기술이 갖는 수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 년간 수행된 실증적
연구들은 (Griffin et al. 2018; Griffin et al. 2004; Shockley et al.,
2011; Thrikawala et al. 1999; Dillon et al. 2017)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
서의 정밀농업기술활용은 수익가능성을 향상시킴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데이터를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으
로 인해 상실된 가치나 효율성 개선을 고려하지 않았다. 사물통신에서 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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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빅 데이터’를 전송하는 접속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비효율이 발생
한다. 이러한 비효율은 기계 다운타임, 인적 오류 증가, 실시간 정보 부족이라
는 형태로 나타난다.

❍ 고속 데이터 통신망 접속 가능성과 무선 데이터 전송이 없다면, 빅 데이터 서
비스와 텔레매틱스 서비스의 이점도 제한적이다. 현재의 데이터 전송 방식은
(예를 들어, 무선전화, 무선, 위성) 은 농업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Griffin and Mark 2014). CoBank (2016)는 데이터 사용과 필요성에 대하
여 생산자들을 인터뷰한 것에 대한 요약 보고를 하였다. CoBank는 수확 활
동이 최고조에 있는 동안, 대규모 생산자들은 매 달 30 plus gigabytes의 데
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3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이며 데
이터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농업생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에서
는 고속데이터통신망 인터넷 접속 가능성을 증가시키려는 상당한 움직임이
있었다.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느린 처리로 인해 접속 가능성은 현재의 정
밀 농업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장애물이 되거나 인터넷이 활성화 기술로
서 간주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투자를 정당화하기에 필요한 충분한 보이스 서
비스 고객의 부족으로 인해 무선전화사업자와 유선 사업자는 농촌에 자신들
의 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없었다. 위성기반인터넷접속은 대규모의 지리적 지
역에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위성은 신호가 중단되어 제
대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결을 요하는 예를 들어 John Deere
Machine Sync와 같은 애플레케이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
이 있다 (Deere 2015).

❍ Mark 등 (2016)과 Whitacre 등 (2014)의 연구에 기초하여 Mark (2019)이
최근 발표한 논문은 작물 생산이 많은 지역들에서의 고속 데이터 통신망 가용
성을 살펴보면서 미국의 농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선 접속 가능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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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두 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선
브로드밴드 능력은 낮고 작물 생산은 많은 지역들을 식별한다. 둘째, 브로드
밴드 접속 가능성 부족이 미국에서의 ‘빅 데이터’채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논의한다. 작물 생산이 많은 지역들은 정밀 농업 채택률이 가장 높
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들은 텔레매틱스를 사용할 가능
성이 매우 높으며 빅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초기부터 참여한다. 시스템
을 보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비능률적일 경우 접
속 가능성 부족은 빅데이터 시스템의 가치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수동
의 경우 데이터 전송 지연이 시스템의 가치를 최소화한다. 다음 수치들은 미
국의 4대 무선사업자로부터 제공된 무선 통달 범위 정보를 미국의 옥수수와
콩 생산에 결합한 것이다. Verizon Wireless는 미국 최대의 무선 사업자이
며 최대의 통달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 지도를 근거로 하여 보았을 때 미시시
피주에서는 통달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줄 뿌림 작물을 생산하는 주들
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통달 범위 지도가 갖는 또 하나의 한계는 이 지도가
보고된 통신가능구역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일화적 증거는 이 통달
범위지도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일화적 증거
는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한 저자의 시도와 미국 전체에서의 작물 협의에 근
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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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Verizon Wireless 통달 범위

그림 2-16 AT&T Mobile Wireless 통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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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T-Mobile Wireless 통달 범위

그림 2-18 Sprint Corporation Wireless 통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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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서비스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의 작물 생산과 관련된 유선
서비스업로드속도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 2-19>는 미국에서의 계약
된 최대 업로드 속도를 보여준다. 회색이 짙을수록 업로드 속도가 빠름을 의미
한다. 독자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대도시권에서는 업로드 속도가 비교적 빨랐
다. 하지만 아이오와 주는 “Connect Every Acre” 라고 불리는 법안 발의를 시
작하였다(Mark et al. 2016). 이러한 입법 행위는 ‘빅 데이터’ 를 채택하도록 만
들고 정밀농업기술의 완전한 가치를 실현하도록 만드는데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림 2-19 계약된 최대 업로드 대역폭 2015

❍ 조사결과들은 민간 및 또는 공공 부문들이 무선 접속 인프라를 증가시킬 가능
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위성, 무선 전화 인프라 증가, 고
도 열기구 풍선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사용의 주된 동력은 능력
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무선 접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빅 데이
터를 채택하도록 만드는 또는 적어도 채택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주된 동
력이다. 접속 가능성 증가는 정밀농업기술채택을 증가시키며 이는 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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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 및 투입 사용감소로 이어진다. 접속가능성이 부족할 경우 데이터 전송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빅 데이터의 가치는 예를 들어 생산자와 소비자와 같은 직
접적 사용자와 간접적 사용자 모두에게 제한적이 된다. 상품가격이 낮을 것으
로 예상되므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 후에는 생산자들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려는 욕구와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농약과 양분 사용에 대한 감
시의 강화는 데이터 수집에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생산자가 농약이나
양분과 같은 영농투입재의 사용을 추적 및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환
경영향과 생산자의 법무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성, 무선전
화, 하드웨어 내장, 열기구 기반 시스템을 포함한 무선 데이터 전송 기술은 접
속 가능성의 빈 공간을 채우기에 적합한 후보이며 탐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기술들은 농업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
술들 가운데 농업 데이터 전송이라는 과제에 보편적으로 완벽한 기술은 없다.

라. 스마트 파밍

❍ 농업의 디지털화는 스마트 파밍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토지의 생산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부들이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디지털 농업의 새로운
기술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스마트 팜은 현대의 정보통신기
술을 농업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농장활동에도 유용하다. 스마트 파밍은
더 정밀하고 자원효율적인 접근법으로 인해 더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스마트 파밍은 정보관리시스템, 정밀 농업, 농업
자동화, 로봇 공학과 관련된다.스마트 파밍은 환경 이익을 제공하면서 대규모
농장뿐만 아니라 구식의 농장 또는 가족농에게도 적용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마트 팜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식량생산에 있어서
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규모 자작농과 농업전문가들을 돕기 위해 만들
어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이다. 스마트 팜에 대한 다음 논의는 캘리포니
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 소속의 Krintz 등 (2016)에 의한 기술보고서에

106

❙

근거한 것이다. 스마트 파밍은 이질적인 농업 관련 데이터 센서와 소스에 대
한 자료를 결합하고 다양한 데이터 추론, 예측, 가상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많은 분석기술들을 통합한다. 스마트 파밍은 재배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귀
중하게 여기는 자산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모든 관리를 제공한다.
<그림 2-20>은 스마트 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2-20>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스마트 팜은 농부들에게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저
렴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제공하는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소프트
웨어 인프라에 다양한 환경센서기술들을 통합한다. 스마트 팜은 외부 공급원
으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를 농장 통계자료들과 결합하고 고객 분석 툴이 자
동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모든 데이터와 분석이 농부
의 통제 하에 있도록 한다. 스마트 팜은 농부들이 자료로부터 통찰을 이끌어
내고 자신들의 결정과 환경 변화의 영향을 수량화 하고 농장 생산성을 증가시
키기 위한 기회를 식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2-20 스마트 팜 상상도

자료: Krintz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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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농업디지털화 예상
❍ 농업디지털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토지가 디
지털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심층적인 자료분석을 수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림 2-2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토지가 연결
되고 농장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자료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가
까운 장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목표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농업부문에
의해 발생되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센서, 알고리즘, 장
비, 광대역 구조 개발을 통해 앞에서 언급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 예를 들어,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가 수행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1 개의 옥
수수 작물에 대하여 18.4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는 심지어 영상도 포함되었다. 영상은 극단적인 자료의 예이지
만 미래에는 수집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이다. 중요한 문제는 수집 가능한 모
든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출 때까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이다. 후속 조사에서 그들은 수집
된 정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파종 비율, 정찰 결과, 토양 시료 데이터,
항공사진, 작물 재식 자료가 있다.

❍ 자율 주행차는 농업부문에서의 디지털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hockley등은 (2019) 최근의 연구에서 다양한 자율 시스템들의 경제적 타당
성을 탐구하였다. 그들은 농장의 형태와 규모가 자율 시스템의 2개의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였다. Shockley 등이 수행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HandsFree Hectare and HandsFree Farm은 이것과 관련하여 무엇이 가능
한지에 관한 일별을 제공한다. HandsFree Hectare and HandsFree Farm
는 영국 Harper Adams에 위치해 있다. 이 농장들은 완전히 자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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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되는 자료수집과 분석은 농지 자체의 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
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토지 가치는 농장에 대하여 수행된 자료와 분석에 의
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Griffin 등은 (2016) 이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의
하였으나 이것이 토지 가치에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3.2.4. 장애물, 위험, 한계
❍ 이 절에서는 미국에서의 디지털농업과 관련된 장애물, 한계, 정책을 논의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CDL과 원격 탐사와 같은 위성기술을 농업에 사용
하는 것은 농업분야 종사자들로부터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CDL과 원격 탐사
와 같은 위성 기술은 농업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지만 이것에는 장애물과 한계
가 존재한다. Lark 등 (2017)에 따르면 측정에 있어서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CDL을 사용할 시 다루어져야 할 주의사항들이다. 아래에서 제시된 <그림
2-21>은 이와 관련된 과제들과 난제들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2-21 토지 피복과 토지 이용 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USDA CDL의 한계

자료: Lark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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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k 등(2017)은 상세한 설명과 가망성 있는 해결책을 제공한다. <그림
2-22>는 토지 피복과 토지이용변화를 지도로 나타내는데 CDL을 사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권고사항들을 기술한 것이다.

그림 2-22 CDL을 사용하여 토지 피복과 토지이용변화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권고사항

자료: Lark et al. (2019)

❍ Robertson and Mason (2016)은 원격탐사기술은 비용 효율이 높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현장 측량 기술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4월
25일 미국 대통령은 상용 원격탐사능력을 위한 지침과 실행 조치를 정한 새
로운 국가정책을 승인하였다. 이 정책의 주요 목표들로는 미국의 원격탐사산
업지원과 향상, 경제발전촉진, 환경에의 책무, 과학기술 우수성이 있다.
Vedda (2017)는 현재의 미국 상용 원격탐사정책은 (NSPD-27) 수량, 향상
되고 있는 능력, 다양한 응용, 증가되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을 수용하기에
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것과 관련하여, 미 정부의 요구를 만족시
키기 위해 서비스 사용을 장려하고 국내상용우주부문의 중요성을 규정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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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정책 (PPD-4)이 2010년 6월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우주배
치지구관측과 관련된 미국항공우주국(NASA), 국립해양대기국(NOAA), 미
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에게는 정보자료수집, 통합, 분석,
전파에 관한 정책이 부과되었다. Vedda (2017)가 제공한 아래에 제시된 <그
림 2-23>은 수 년 전에 시작되었거나 수 년 후에 계획된 1-meter-이상 해상
도를 가진 비 U.S. 장치들의 샘플을 보여준다. 상용원격탐사시장에서의 이러
한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 사업자로 인해, Vedda (2017)는 미국에서의 원격
탐사에 관한 낡은 국가정책을 새롭게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은 연방 기관들
간의 상호작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림 2-23 1미터 이상의 공간 해상도를 가진 외국의 위성 이미징 시스템

자료: Vedd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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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항공기시스템(UAS)은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므로 미국 농업에서 활용되
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영공에서 운영되는 UAS에 대한 우려로 인해 무인 항
공기시스템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Freeman and Freeland, 2014). 미국
연방항공청 (FAA)은 2015년 2월 15일 상용 UAV규칙을 제안하였다. 아래에
제시되는 <그림 2-24>는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UAS고지이다.

그림 2-24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UAS 고지

자료: https://www.faa.gov/regulations_policies/rulemaking/media/021515_suas_summa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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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데이터는 농업 공동체에서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더 유용하고 시기 적
절한 방법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기술과 분석의 조합이라고 간주된다
(Shekhar et al., 2017). 아이오와 주립 대학교 농업기계 바이오 시스템 공학
과 소속 Dr. Matt Darr 의 발표에 따르면 커다란 국가적 관심을 받는 빅데이
터 정책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들에는 자료에 대한 농부의 소유권, 자료에 대
한 농부의 관리, 자료사용공개, 자료 사용에 대한 농부의 선택, 자료의 이식
성, 오용으로부터의 보안, 시스템 적합성, 집합한 자료의 사용, 합의의 일관
성, 투명성, 일관성이 포함된다. Dr. Matt Darr는 빅 데이터에 대한 생산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부들 가운데 65%는 신기술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가장
큰 문제는 활동 집단, 정부, 컴퓨터 해커, 곡물상에 의한 농업 자료의 오용이
라고 언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농에 비해 대농은 신기술에
대해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농부들은 농업은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신기술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부들 가운데 19%는 신기술에 대
하여 중립적이거나 미묘한 태도를 취했다. 응답자의 16%는 신기술을 수용하
는 태도를 취했다. 현재의 농업 빅데이터의 한계에 대한 다음 논의는
Shekhar 등 (2017)의 연구에 근거한다. 현재 빅데이터의 한계들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저장과 보존 부족, 데이터 공유 장벽, 데이터 문서화 부족, 관찰
과 이론 간의 연계 부족, 중요한 자료의 분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
해, Shekhar 등은 (2017) 연방조치들에 대한 사례를 요약 및 제공하였다.
Shekhar 등이 요약한 조치들은 <그림 2-25>에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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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농업 빅 데이터 기회 및 연구 필요성

자료: Shkhar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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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 추진과 대응 현황
1.1. 추진 배경 및 현황
❍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Network on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Environment, 이하 TFP&E)는 2017년 새
롭게 출범한 네트워크이다. TFP&E는 전문가 간 학술 토론과 공동 연구를 통
해 국가 간 농업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공통의 분석 틀
을 개발하고 총요소생산성 계측에 비재화(온실가스 등) 배출, 천연자원의 이
용 등 환경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네트워크의 활동은 OECD 회원국 정부, 학계, 국제기구 등의 총요소생산성
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OECD 사무국은 TFP&E를 주선하고 논
의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각국 참여자, 전문가 등이 네트워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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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문한필 외 2018).

❍ TFP&E는 2015년 개최된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에 관한 전문가 워
크샵(Expert Workshop on Measuring Environmentally Adjusted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for Agriculture)에서의 논의 내용
을 바탕으로 하며, 2016년 OECD 농업국의 승인을 받았다(문한필 외 2018).

❍ 2017년 5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2018년에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
다. 2019년 4월 약 2년 만에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제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표 3-1

TFP&E 개최 현황
차수

일시

장소

1차

2017년 5월 23-24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2차

2019년 4월 4-5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3차

2019년 10월 30-31일

미국 메릴랜드대학

자료: OECD TFP&E 홈페이지. <http://www.oecd.org/agriculture/topics/network-agriculturalproductivity-and-environment/>. 검색일: 2019. 11. 15.

❍ 2020년 5월 예정된 제4차 TFP&E는 농정시장작업반(APM) 회의와 함께 개
최될 계획으로 기존 회의의 기술적 논의에서 나아가 정책적 관점에서의 논의
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2. 대응 현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9년 개최된 2차 및 3차 회의에 참여하여 농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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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요소생산성 계측에 대한 OECD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들과 총요소생산성 등에 관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2. TFP&E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2.1.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TFP&E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 TFP&E 내 논의의 한 축은 개별 국가별로 추정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 계측
방법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각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OECD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다.

❍ 총요소생산성은 국가, 주 또는 도, 개별 농가 단위 등 다양한 수준의 자료를
활용하여 계측 가능하다. 이중 TFP&E에서는 주로 국민계정(Social
Accounts)을 이용한 국가 단위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 계측 방법에 대해 논
의한다.

❍ 먼저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미국, EU 등 주요국은 각
국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주요 계측 방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 미국은 1945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농업부문 산출량이 연평균 1.49%씩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에는 투입요소의 증가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기여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총요소생산성 계측 방법과 관련하여, 투
입요소는 노동, 자본, 중간재를 포함하며 각 투입요소의 질적 특성을 반영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농약과 비료는 헤도닉가격모형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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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질적 특성을 반영하며, 노동은 교육수준, 연령, 성별 등에 따른 가중치를
통해 조정한다.

❍ EU는 EU 내 1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계측하
였으며, 분석 대상 국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주로 노동생산성 증가에 기인
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EU에서는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을 매년 바표하
며 이 수치를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계획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주요국에서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사용하는 자료, 계측 방법의 차이로 인해 국가 간 총요소생산성 수치
를 직접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전문가
들은 산출물, 투입요소 등 총요소생산성 계측의 각 요소별 측정방법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더 엄밀한 계측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농업 산출물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손실, 자가 소비량, 농가 간 거래량 등을
산출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간 차이가 있다. 예를 들
어, 미국은 자가 생산한 종자 등의 투입재를 산출물에서 제외하지만 캐나다에
서는 이를 산출물에 포함하여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한다(Gu 2019)

❍ 또한 농가에 대한 보조금은 농가가 직면하는 가격, 투입요소의 선택, 투입요
소 투입량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조금 효과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투입요소 계측의 경우에도 투입요소의 범위, 질적 특성 반영 등에 대한 논의
가 있다. 농업부문 노동 투입요소의 경우 먼저 자가노동과 고용노동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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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이때 자가노동비는 직접 관측되지 않으므로 주변 지역의 평균 농
외소득을 기회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캐나다 등 농외소득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를 관찰하기 어렵다. 캐나다 Cahill 교수는 국민계정과의 균형
을 이룰 때까지 자가노동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으나, 이
러한 차이로 인해 국가 간 총요소생산성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

❍ 한편, 국가별 이용가능한 자료의 차이로 인해 노동 투입요소의 계측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위탁영농에서 투입된 노동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위탁영농을 노동 투입으로 고려하지 않고 중간재에 포함시킨
다. 중국의 경우, 노동 투입 관련 자료가 총 지출액으로만 구축되어 있어 노동
의 질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의 엄밀한 계측을 위한 각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농업
부문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을 정부가 별도로 계측하지 않는 국내에서의 논의
와 일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산업
별 총요소생산성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매
년 발표하고 있다(한국생산성본부. <http://www.kpc.or.kr/index.asp>.
접속일: 2019. 11. 20.).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을 38개 부문으로 분류하며,
농업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농림어업으로 분류하여 총요소생산성을 계측
한다(표학길 외 2019).

❍ 한국생산성본부에서도 노동의 질적 특성 반영 등 엄밀한 총요소생산성 계측
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농림어업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임
금을 피용자보수의 50%로 가정하는 등(표학기 외 2019) 농업부문의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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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국내 농업부문의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더 엄밀히 계측하여 국내 농업부
문의 장기적 성장성을 확인하고 이를 농업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의 기초 자료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과 차이가 있는 토지, 자가영농비, 위탁영농
등 농업부문만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총요소생산성 계측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TFP&E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 TFP&E에서는 총요소생산성 계측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 나아가 총요소생산
성에 환경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EATFP)은 경제적 성과를 계측하여 해당 부문의 장기적 성장성
을 추정하는 기존의 총요소생산성에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녹색성
장의 대표 지표(a green growth headline indicator)로 이해할 수 있다
(OECD 2018). 환경요소는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비재
화 산출물, 투입요소로의 천연자원(natural capital) 사용 등을 포함한다.

❍ OECD 통계 및 데이터 사무국(Statistics and Data Directorate)의 Paul
Schreyer 박사는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계측을 위한 OECD 분석
틀을 제시하였으며, 이 틀을 기본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발표하
였다. 분석을 위한 기본 식은 아래 식(3-1)과 같으며, 생산함수에 비재화 산출
물과 천연자본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식을 통해 비재화 산출물은
실질 산출물에 부(-)의 영향을 주며, 천연자원의 사용은 다른 자본과 같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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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식 3-1)           
- 단, 는 시장 산출물,  은 부산물(예: 온실가스),     은 실질
산출물로  ≥   ≤  ,  은 노동, 는 생산된
자본,  는 생산하지 않은 자본(예: 천연자원),  는 시간, 는
생산함수이며

 ≥   ≥   ≥   ≤  이다.
❍ 이후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사례를 발표하였다.
❍ 캐나다 통계국의 Wulong Gu 박사는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분석
을 캐나다 제조업부문에 적용한 예시에 대해 발표하였다.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은 기존 재화 산출량에서 비재화 산출량을 제외하기 때문에 기
존의 총요소생산성에 비해 작게 계측되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
터 2012년까지 캐나다 제조업부문의 비재화 산출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
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조정된 총요소생산성이 기존의 총요소생산성보다 빠
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의 Frederic Ang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을 산출물로
고려하여 세계 각국의 농업생산성 변화를 계측하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자
료를 바탕으로 농업생산, 온실가스 배출,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를 각각
모형화하고 효율성 계수를 추정하였으며, 효율성 계수를 평균하여 국가별 비
교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부문의 은실가스 흡수를 반
영한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 변화는 1992년부터 2016년까지 0에 근접한 것
으로 나타났다.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 대응❙

123

그림 3-1

주요 국가별 온실가스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변화율(1992~2016년)

자료: Ang and Dakpo(2019).

❍ 독일 뮌헨공과대학 Maria Vrachioli 박사는 농업용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과 농업 생산으로 인한 농업용수의 수질 저하를 총요소생산성 계측에
반영하는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농업 생산으로 인한 농업용수의 수질 악화
를 농업용수의 부산물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산물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
향과 농업용수 수질의 암묵적 가격(shadow price)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연구는 기존의 총요소생산성 측정에 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방법론적으로도 정립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농업 산출물과 비재화 산출물을 합산할 때 각각
에 부여할 가중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이용가능
한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엄밀한 계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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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에서도 농업부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강조가 계속 이
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농업 현실과 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3. 농업총요소생산성 및 환경네트워크 관련 심층연구
3.1.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계측9)
❍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생산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편
익과 비용을 고려하지 못한다. 우선, 천연 자원 혹은 환경 자원을 투입재로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천연 자원 혹은 환경 자원의 투입 증가가 생산
성 증가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투입은 총요소
생산성 계측에 고려할 수 있으나, 이로부터 유발되는 환경적 편익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 이에 따라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오염감소를 위한 투자는 오히려 총
요소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TFP&E 역시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 계측 방법론 구축과 동시에 환경적 요소, 특히 농업생
산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계측 방법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현재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
경적 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계측 방법과 TFP&E에서 논의된 부산물 접
근법(byproduct approach)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재훈 부연구위원, 추성민 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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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OECD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국가 단위 다요소생산성 계측
❍ OECD(2018)는 성장 계정(growth accounting)을 바탕으로 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OECD(2018)는

식(3-2)와

같은

전환함수

(transformation function)를 가정한다.

식(3-2)         ≥ 
❍ 여기서  , 그리고  는 노동과, 생산된 자본(produced capital), 그리고
천연자원(natural capital)을 의미하는 벡터이며,  는 원하는 산출물 혹은
바람직한 산출물(예를 들어, GDP), 은 원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산출
물(예를 들어, 대기 오염)을 의미하는 벡터를 나타낸다. 전환함수  는 투입재
와 바람직하지 않은 산출물에 증가함수이며, 바람직한 산출물의 감소함수로
가정한다. 또한 전환함수  는 투입재에 대해 1차 동조함수(homogeneous
of degree 1)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산출물에 대해서는  차 동조함수인 것으
로 가정한다. 단,  는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가정한다.

❍ 시간(  )에 따른 전환함수의 변화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다중 생산성
(environmental adjusted multifactor productivity, 이하 EAMFP)의 성
장을 계측하는 지표가 된다. 구체적으로 로그를 취한 전환함수를 t에 대해 전
미분한 결과는 식(3-3)과 같다.
식(3-3)

       



ln  ln  ln  ln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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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3-3)은 식(3-4)와 같이 전환함수의 각 요소에 대한 탄력성을 이용하여 표
현할 수 있다.10) 식(3-4)의 생산성 변화를 바람직한 산출물, 즉 GDP의 성장
과 대응시키기 위해, 식(3-4)에 전환함수의 바람직한 산출물에 대한 탄력성
(  )을 곱할 경우, EATFP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식(3-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11)


ln
ln
ln
ln
ln
식(3-4)                






식(3-5)

 ln
ln
ln
ln
ln
             








❍ 식(3-6)은 식(3-5)를 바탕으로 오염을 고려한 GDP 성장을 투입 요소별 성장
률과 EAMFP의 성장률로 구분한 결과이며, OECD(2018)의 EATFP의 성장
률은 계측된 탄력성을 식(3-6)에 투입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다. 식(3-6)의 우
변은 오염을 고려한 GDP 성장률을 의미하며, 우변의 첫 항은 GDP 성장, 둘
째 항은 오염 감소를 고려하기 위한 항을 나타낸다. 두 번째 항의  은 오염
과 생산의 상쇄효과를 나타낸다. 즉,  의 증가는 생산증가를 위해 보다 많
은 오염물질 배출과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좌변은
EAMFP의 증가율과 각 투입요소(노동, 자연자원, 생산된 자본)의 GDP 성장
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다.

10)



식(3-4)는 ln   와    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11)

  

 
식(3-5)는           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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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6)
ln
ln 
ln
ln
ln
             








❍ 앞서 언급하였듯이 식(3-6)을 통해 EATFP의 성장률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오염과 투입요소의 변화를 GDP의 변화로 변환시켜주는 탄력성의 계측이 필
요하다. 우선 OECD(2018)는 이윤 극대화 방법 접근법(profit maximization approach)을 이용하여 전환함수의 투입요소에 대한 탄력성을
계측하였다. 이윤 극대화 방법의 장점은 1) 계량경제학적인 추정이 필요 없어
추정에 수반되는 통계적인 이슈에 자유로움. 2) 표본의 변화가 분석에 사용되
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 계정의 분석 결과는 재산정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 3) 탄력성은 시간과 국가에 따라 달라짐.
이에 반해 계량경제학적 방법은 국가에 따른 변화만을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전환함수의 투입요소에 대한 탄력성 계측을 위한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 문제
는 아래 식(3-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3-7)

                     ≥ 

❍ 여기서 는 각국에 외생적으로 주어기는 효율성 수준을 의미하며, 1보다 크
거나 같은 값을 가진다.     , 그리고  는 산출물 가격, 임금, 생산된 자
본의 이용자 비용, 천연자원의 이용자 비용을 의미한다.12)  은 바람직하지
않은 산출물의 사적비용, 즉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생산자

12)

천연자원의 이용자 비용은 광산채굴권 등과 같이 명시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거래되더라도 연구자가 발견하기 쉽지 않다. OECD(2018)는  계측을 위해 World bank를
Wealth Accounting and the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WAVES, World Bank
2014)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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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 전환함수의 투입재에 대한 탄력성 계측을 위해 식(3-7)의 극대화 문제의 1계
조건은 아래 식(3-8)과 같다. 여기서 만약 투입된 비용의 총 가치를 과 오일
러 정리(Euler theorem)를 이용할 경우13), 아래 식(3-9)와 같은 전환함수의
투입재에 대한 탄력성을 도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윤 극대화 접근법을
바탕으로 할 경우, 전환함수의 투입재에 대한 탄력성은 투입재의 전체 가치
중 각 투입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계측할 수 있다.
식(3-8)

                          ≥ 

  
식(3-9)  ≡     



  
 ≡     



     
 ≡     



❍ 바람직하지 않은 산출물인 오염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전환함수
의 산출물에 대한 탄력성은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식(3-5)는 아래 식(3-1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ln 는
식(3-9)를 통해 계측한 전환함수의 투입재에 대한 탄력성을 바탕으로 계측한
총투입재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식(3-10)을 식(3-11)과 같이 모
형화함으로써 전환함수의 산출물들에 대한 탄력성에 필요한 파라미터 값을
추정할 수 있다.

13)

구체적으로  ≡                 을 통해 식(3-9)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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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ln

식(3-10)        


 





ln

  



ln
ln
ln
ln
        






식(3-11)      

 


   

❍ 여기서  는 총산출물의 증가율(growth rate),  는 탄력성을 가중치로 사
용한 총투입의 증가율, 마지막으로  는 바람직하지 않은 산출물의 증가율
을 의미한다. 는 국가 q의 생산성 증가를 나타내며,  는 세계 경제 여건 변
화 등과 같이 분석에 포함된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외부여건 변
화를 나타낸다.

❍ 전환함수의 바람직한 산출물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산출물에 대한 탄력성은
식(3-11)의 추정계수들과 아래 식(3-12)를 통해 계측할 수 있다.



식(3-12)        



❍ 성장 계정을 이용한 OECD(2018)의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는 분석
에 포함된 국가 혹은 표본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환함수의 투입재
와 산출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형태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
라서 OECD(2018)의 접근법은 국가 간 비교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 하지만 성장 계정은 분석에 포함된 모든 국가가 효율적이라 가정하며, 이로
인해 투입재 변화로 인한 산출물의 변화를 제외한 부분은 생산성 변화 즉, 생
산성 경계의 이동(shift of production frontier)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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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포락분석이나 확률경계모형을 통해 분석 가능한 효율성 변화를 계측할
수 없다.

3.1.2.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생산성 추정에 관한 연구 동향14)
가. 자유 처분성(Free disposability)

❍ 오염 물질을 생산성 분석에서 고려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은 오염 물질을 투입
재로 고려하는 접근법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한 기업의 생산기술이 하나의
산출물(  ), 하나의 오염물질(  ), 오염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하나의 투입재
(  ),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하나의 투입재(  )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
우, 이 기업의 생산기술은 아래 식(3-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3-13)         ∈      ≤ 
       ≤     
     ≤ 
     ≥ 

❍ 여기서 식(3-13)의    을 만족하는 지점들은 생산 포락선에 위치한 효
율적인 생산지점을 의미한다. 또한 식(3-13)에 있는 제약 조건은 식(3-14)와
같은 산출물과 투입재, 그리고 오염물질의 처분가능성을 나타낸다.
14)

Dakpo et al.(2016)은 비모수추정법을 바탕으로 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 혹은 경
제 주체에 대한 생산성 분석 방법을 4개로 구분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1) 처분가능성(free disposability) 2) 약처분가능성(weakly disposability) 3) 부산물 접근법(by-product approach)
4) 물질 수지(material balance)를 바탕으로 한 접근법, 5) 오염물질과 산출물과의 관계만을 분석하
는 접근법.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생산성 추정과 연결된 세 가지 접근법을 소개하고 이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본 절의 내용은 Murty et al.(2012)과 Dakpo et al.(2016)을 바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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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식(3-14)       ∈∧


 ≥ ⇒  
      ∈∧


      ∈
      ∈∧ ≤  ⇒       ∈
      ∈∧ ≥  ⇒       ∈

 
 
 
   을 만
❍ 처분가능성을 가정할 경우의 한계점을 알아보기 위해  
 
 
 
 에서  
 
 
 
   이라 가정할 경우, 음함수 이론
족하는 
 
 
의 근처에서    의
(implicit function theorem)에 의해  는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식 3-15).
식(3-15)       

   
 
 
           
 

❍ 식(3-15)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약) 효율적인 지점(        인 지
점)에서의 산출물과 오염물질, 그리고 오염물질과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투입
재와의 상충관계는 식(3-16)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식(3-16)의 결과
는 처분가능성을 가정한 접근법의 결과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함을 보여준
다. 우선, 식(3-16)의 첫 번째 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은 투입요소가 고정되더
라도    으로 구성된 효율적인 지점들이 매우 다양함을 의미한다. 하지
만 저감 기술(abatement technology) 없이는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점은 오
직 한 개만 존재한다. 또한 두 번째 식의 부등호가 0보다 작은 것은 오염을 유
발하는 투입재가 증가할수록 오염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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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16)    ≥ 

     
     
    

≤



       








❍ 이러한 결과는 오염을 다른 투입재와 대체가능한 투입재로 가정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실제 생산에서는 오염을 제거하는 데에 투입되는 인력 혹은 자본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투입재와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처분가능성은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 혹은 경제 주체
의 생산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합당하지 않다.

식(3-17)          ∈         ≤ 

         ≤     
       ≤ 
       ≥ 
       ≥ 

❍ 이러한 처분가능성 가정의 한계는 저감 활동을 가정할 때 역시 나타난다. 구
체적으로 식(3-13)에 저감 활동을 추가적인 산출물로 가정할 경우, 식(3-13)
을 식(3-17)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저감 활동과 관련된 처분 가능성은 식
(3-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3-1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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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식(3-19)는 음함수 이론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약) 효율적인
지점에서의 저감활동과 오염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식
(3-19)는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지점에서는 저감 활동이 증가할수록 오염 역
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저감 활동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며, 처분가능성 가정의 또 다른 한계를 나타낸다.

      
     
식(3-19)    ≥ 

      

나. 약처분성(Weak disposability)

❍ 약처분성은 혼잡이나 산출 혹은 투입재의 과잉 사용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되
었다. 투입재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약처분성은 만약 모든 투입재를 같은 비
율로 동시에 증가시킬 경우, 산출물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로 인해 등량곡선(isoquant)이 거꾸로 휘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약처분
성은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출물을 감소시키거나 투입재를 증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약처분성은 자유 처분성과는 달리 오염 저감 활동에는
비용이 든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아래 식(3-20)과 같은 성질(radial disposability property)을
만족하면 오염은 약처분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저감 활동을
나타 낸다.15)

15)

약 처분성은 오염이 0이면 생산도 0이라는 null-jointness라는 성질도 같이 동반한다. 하지만
Murty et al.(2012)은 null-jointness는 실증적 분석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
로 기업에 관계없이 공통의  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저감 활동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저감 활동은 각 기업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기 위해
(Kousmanen & Mat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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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를 사용할 수 있다

식(3-20)       ∈∧ ≤  ≤  ⇒       ∈
❍ 분석을 위해 기업의 생산기술이 개의 산출물(  ), 개의 오염물질(  ), 오염물
질을 유발하지 않는  개의 투입재(  ),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개의 투입재
(  )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식(3-20)과 같은 기술을 가진 N개 기업의
생산기술은 식(3-21)과 같이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효율성
평가 시 기준(reference)으로서 각 기업들에게 주어진 가중치를 의미하며 볼록
성의 가정(convexity assumption)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16).






식(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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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식(3-21)을 바탕으로 각 기업들의 효율성 지수를 계측하는 방법으로는 Färe
et al.(1989)이 제안한 개선된 Hyperbolic efficiency measure(이하
HEM)와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이하 DDF)이 사용된다. DDF와
HEM을 통해 각 기업의 효율성을 계측하는 방법은 식(3-22)와 같다.
식(3-22)
  





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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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6)





      ≥   



의 합이 1이라는 제약이 없으면 규모수익불변을 의미하는 반면 의 합이 1이라는 제약이 있으면
규모수익에 대한 가정이 없음을 의미한다(variable return to scale).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 대응❙

135

 





min     ≤

 ≤





 







 

 





 ≥







 



 





   ≥  



  
      


 ≥       ≤  ≤        ∈



다. 부산물 접근법(by-production approach)

❍ 부산물 접근법은 오염이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자
연현상이라 간주하며, 기술의 효율성 향상은 이러한 오염을 최소화하고 산출
물을 최대화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즉, 부산물 접근법은 주어진 투입재 혹은
산출물에서 필연적으로 최소한의 오염은 발생하며, 부산물 접근법에서의 비
효율성은 이러한 오염이 최소한의 오염보다 많은 오염을 유발시키며 최대치
의 산출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 부산물 접근법과 앞서 언급한 약처분성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염을 유발하는
기술과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술을 명시적으로 구분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식(3-23)은 자유처분성과 같은 조건에서 부산물 접근법을 표현한 것이다.
식(3-23) ∩

         ∈        ≤ 
         ∈   ≥   

❍ 여기서  은 앞서 언급한 처분가능성을 만족시키며 암묵적으로  는  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는 오염을 발생시키는 생산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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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며, 함수  는 오염을 발생시키는 투입재(  )에 증가함수이며, 저감활
동(  )의 감소함수로 가정한다.

❍ 식(3-23)과  에 대한 가정은 오염을 하나의 산출물로 간주하는 동시에 이러
한 오염이 처분가능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즉 부산물 접근법은 오염물질 감소
시키는 데에는 비용이 필요함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며, Murty et al.(2012)은
이러한 특징을 대가가 큰 처분성(costly disposability)이라 명명하였다.

❍ 자원 간 혹은 산출물들과 오염 간의 상충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효

 
 
 
 
 근처에서 음함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
율적인 점 

로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점에서            로 나타낼 수 있으

며,  는    의 함수       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면, 오염과 산출물 간의 상충관계는 식(3-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3-24)    ≥ 

 
 
 
 
 
❍ 식(3-24)는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점에서 오염의 증가는 저감 활동의 감소에
의한 것이며(      ), 저감 활동의 감소는 주어진 자원을 산출물 생산
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자유처분성을 가정한 식(3-16)
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 앞선 경우와 같이 분석을 위해 기업의 생산기술이 개의 산출물(  ), 개의
오염물질(  ), 오염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개의 투입재(  ), 오염물질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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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  개의 투입재(  )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앞서 언급한 자유
처분성과 대가가 큰 처분성은 아래 식(3-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식
(3-25)와 같은 특징을 가진 N개 기업들의 생산기술 효율성을 계측을 위해서
는 식(3-26)을 이용할 수 있다.17)
식(3-25)

      ∈∧
 ≥ ∧
 ≥ ∧≥  ⇒  
 
    ∈

 ≤  ⇒   

      ∈∧≥ ∧


     ∈
식(3-26)
      

        ∈ 

















≤
 ≤
 ≥
     ≥     


 
 
 
 







      

        ∈ 


















≥
 ≤
     ≥     


 
 
 







❍ Murty et al.(2012)은 생산기술을 식(3-25)과 같이 가정할 경우,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효율성 계측 지수(HEM 혹은 DDF)는 편향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래 식(3-27)과 같은 생산 효율성 지표
(  )를 제시하였다.

17)

식(3-26) 역시 식(3-21)에서의 와 같이 볼록성 가정을 위해
미터들을 추가할 수 있다.

138

❙

 과  에 추가적인 가중치 파라

식(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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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산물 접근법과 약 처분성과의 비교

❍ Murty et al.(2012)은 약처분성과 부산물 접근법을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저
감활동을 가정하지 않은 상태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표
3-2).

표 3-2

부산물 접근법과 약처분성 비교를 위한 예시 1
기업1

  



기업2

기업3

기업4

기업5

1

1

1

2

2

2

3/2

2/3

3

2

4

1

2

5

3

자료: Murty et al.(2012)

❍ 규모수익불변을 가정하고 <표 3-2>의 자료를 식(3-21)과 식(3-26)에 대입하
여 기술집합과 산출물집합을 나타내면 <그림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
기서 Panel 2와 Panel 4는 각각   일 때 부산물 접근법과 약 처분성을 바
탕으로 작성한 산출물집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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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부산물 접근법과 약처분성 비교: 예시 1, 기술집합, 산출물집합

자료: Murty et al.(2012)

❍ 부산물 접근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Panel 2에서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지점은

    이며, 이는 Panel 1의 <1,2>와 Panel 3의 <1,1>에 대응한다. 이
에 반해 약 처분성을 가정한 Panel 4에서의 산출물집합의 효율적 경계는 한
점이 아니라 선으로 나타난다.
-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주어진 투입재에서 가장 적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
는 지점은 하나이며, 이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은 생산의 비
효율 때문이라는 부산물 접근법과 배치된다.
- 흥미로운 점은 점 e는 <표 3-2>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상의 점이라는 사
실이다. 아는 부산물 접근법은 각 2개의 생산기술의 가장 효율적인 점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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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업 2와 기업4의 오염 발생의 경우,  의 기술집합에서 벗어나 있으
며, 이는 부산물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기술집합에 기업 2와 기업 4는 포함
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 약처분성은 저감 활동에 대해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은 반면, 부산물 접근법
은 저감활동을  과  에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식(3-26)
에 저감활동을 추가할 경우, 식(3-26)은 식(3-2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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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활동을 가정한 약처분성과 부산물 접근법의 차이는 <표 3-3>과 같은 예
시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림 3-3>은 투입재를   에서 고
정시킨 상태에서 작성한  (Panel 1)과  (Panel 2)의 산출물집합과 부산물
접근법(Panel 3)과 약처분성(Panel 4)을 바탕으로 작성한 산출물집합을 나
타낸다. <그림 3-3>은 규모수익불변을 가정하였으며,  과  는 식(3-28)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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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부산물 접근법과 약처분성 비교를 위한 예시 2
기업1

기업2

기업3

기업4

기업5

기업6

기업7

기업8

   

1

1

1

1

1

1

1

1



0

1

2

3

4

5

6

7



8

7

6

6

1

4

2

1



9

6

8

3

2

0

0

11

자료: Murty et al.(2012)

그림 3-3

부산물 접근법과 약처분성 비교: 예시 2, 산출물집합

자료: Murty et al.(2012)

❍ 흥미로운 사실은 Panel 4, 즉 약처분성을 가정한 산출물집합에서 산출물과
오염 간의 단조성(monotonicity)이 위배되는 구간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Panel 4의 마지막 부분의 경우 오염이 증가하지만 산출물이 감소하는 부
분이 발생한다. 이는 약처분성 즉, 식(3-20)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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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소결
❍ 본 연구에서는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의 생산성 계측에 관한 주요 연구 흐름을
비교 분석하였다. 앞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유처분성, 즉 오염을 투입
재로 간주하는 접근법은 현실과 정반대되는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자유
처분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약처분성은 저감활동을 고려할
경우 스스로의 가정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지점
이 다수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EA-TFP에서 논의된 부산물 접근법
은 산출물 생산 기술과 오염물질 생산기술을 분리함으로써 이전의 자유처분
성과 약처분성을 가정한 접근법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부산물 접근법은 그 적용 역시 기존의 생산성 분석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 실
제 분석에서 용이하게 사용되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 하지만 부산물 접근성 역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26)은 단순히
두 생산집합을 산술평균한 것이지 식(3-23)에 나타나 있는 두 생산집합의 교
집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는 오염물질 발생과 산출물 산출이 독
립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이상 두 생산집합에 최적인 투입재 양이 현실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3.2. 농업분야 부문별 총요소생산성(TFP) 계측18)
3.2.1. 총요소생산성 계측 방법19)

18)
19)

전남대학교 강혜정 교수 작성
본 절은 권오상 외(2015), 문한필(2018), 권오상(2019), 민성형·김관수(2019)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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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 생산성은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제주체의 소득은 물론,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생산성 분석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
되어 왔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측되어 왔다.

❍ 특히, 생산성의 분석은 생산요소의 투입에 연유하지 않는 생산증가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자본, 노동, 중간재 등 생산요소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여, 생산효율성 증진이나 기술변화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 생산성 지수를 구축함으로써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 생산함수나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계량경제학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총요소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다.

❍ 아래에서는 생산성 지수와 계량경제기법을 활용한 총요소생산성 추정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나. 생산성 지수

❍ 총요소생산성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단일 산출
물  를 생산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개념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감률은

    
 이며, 이 경우  가지 생산용소를 상정하였기 때문에, 총요

소생산성의 증감률은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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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즉, 각 생산요소의 투입비용 비중  로 가중평균한 생산요소 의 변
화로 설명되지 않는 산출물 증가를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로 설명한다.

❍ 한편, 산출물도 2가지 이상이라면, 산출물을 집계하여 총산출  를 도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산출물의 판매몫을 활용하여 각 산출물을 단일 산출물  로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요소생산성의 증감률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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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계측방법은 미분개념을 활용하여 연속적인 시간변화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포착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자료는 년, 월 단위로 집계되어 이
산적이므로, 이산시점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성 변화율을 전환해아
한다. 시점  와 시점  사이의 생산성 변화율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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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생산성변화율을 퇸크비스트(Törnqvist) 생산성지수라 하며, 각 산출
물의 두 시점 사이의 생산증감률을 가중합하여 총산출의 증가율을 구한다. 투
입물 역시 두 시점 사이의 투입증감률을 가중합하여 투입물 지수를 구축한다.
산출물의 가중합에는 판매몫을 사용하며, 투입요소의 가중합에는 비용몫을
활용한다.

❍ 퇸크비스트 지수는 생산성 변화를 지수화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라스페이레
스(Laspeyres) 지수, 파쉐(Paasche ) 지수, 피셔(Fisher) 지수 등 다수 산출
물과 투입물을 집계하여 지수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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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을 지수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지수화 방법이 보
다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러 연구에서 지수의 바람직한
성질에 대한 논의가 수행되었다.
- 양의 성질(지수는 항상 양수)
- 수량과 가격에 연속적
- 모든 가격(수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면, 지수 역시 동일 비율로 증가
- 책정 단위에 독립적
- 수량지수와 가격지수의 형태가 동일해야 함.

❍ 다른 한편으로, 생산성 지수는 생산함수의 형태나 생산자의 행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제약을 최소화하는 신축성을 지녀야 한다.

❍ 퇸크비스트 지수는 생산성 지수가 충족해야할 바람직한 성질의 대부분을 충
족하는 지수로서 총요소생산성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 한편, 생산성 지수 분석은 총요소생산성 분석과 함께 여타 생산경제학적 분석
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성 지수 분석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생산자들의 수익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다. 계량경제학 기법

❍ 퇸크비스트 지수와 같은 생산성 지수를 활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계산하는
방법은 수량, 가격자료의 확보만으로도 생산성 변화의 계측이 가능하여 편리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확률적 요인을 감안하기 어려우며,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CRS)이 가정된다는 점도 생산성 지수 분석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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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대수 비용함수 등 계량경제학의 기법을 활용하는 분석방법은 CRS를 가
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생산성 변화와 생산기술의 변화를 별도로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초월대수 생산함수를 추정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 모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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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모수  의 값을 얻고 이를 활용하여 생산성 변
화율을 도출할 수 있다. 생산성 변화를 계측하기 위해 생산함수를 시간에 대
해 미분하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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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 결과를 생산자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반영하여, 재차 정리하면 총요소생
산성 변화율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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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술이 규모수익불변이라면,       부분이 0이 되어 나머지
ln

부분이  변화율로 추정된다. 한편, CRS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ln
      항이 규모효과에 의한 생산성 변화 효과를 반영한다. 이렇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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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규묘효과가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이 계량경제기법을 활용하는 추정의 장점이다.

❍ 이러한 계량경제기법을 활용한 총요소생산성 계측은 비용함수를 통해서도
수행할 수 있으며, 비용함수 추정은 자료접근성 측면에서 생산함수 추정보다
용이하다.

3.2.2.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 계측 선행연구
❍ 생산성의 향상은 장기적인 소득 증가 및 해당 산업의 성장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며, 이러한 이유로 일반 제조업, 은행업 등 여러 산업에서 생산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 특히 농업부문은 새로운 노동력 유입의 제한, 인구 고령화, 농지 전용 등 주요
투입요소의 이탈로 인해 생산성 향상의 상대적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
며,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생산
성 향상이 중요하다.

❍ 국내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연
구를 중심으로 총요소생산성 관련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안동환 외(1998)은 확률 프론티어 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통
해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도출하고 한국 쌀 농업의 생산성 변화를 효율성변
화와 기술변화로 분해하였다. 구체적으로 안동환 외(1998)의 분석결과,
1993~1997년 동안 쌀 농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7%이며, 효율성변
화와 기술변화의 연평균증가율은 각각 1.8%, 0.9%로 계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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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상·강혜정(1999)은 토질향상 효과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영
남농업시험장 자료와 맘퀴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토질
유기물을 고려할 경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3.8%에서 1.3%로 대폭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오상·김용택(2000a; 2000b)은 통크비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1971~1998
년까지의 생산성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규모수익성 효과와 기술변화 효
과로 분해하였다.
- 이후 권오상(2010)은 통비스크 지수를 통해 1971~2007년까지의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비용함수 추정을 통해 생산성 변화를 기
술변화효과, 규모효과, 그리고 R&D 투자효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R&D 투자로 인한 지적스톡 변화는 1971~2007년까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허용준 외(2011)은 확률프론티어생산함수를 추정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영농
규모별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3~2011년
동안 총요소생산성은 매년 1.34%씩 증가하였으며, 영농규모가 7ha이상인
농가의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중심의 농업이 토지 중심의 농업보다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
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술효율성은 영농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0.9보
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강혜정(2013)은 2008∼2012년 동안의 농가경제조사와와 확률경계투입물
거리함수를 이용하여, 복합영농의 다각화에 대한 경제성을 계측하고, 영농다
각화 정도가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산 프론티
어에서 생산을 유지하고 있는 복합영농에서 범위의 경제성이 나타난 반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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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작목수와 농가의 생산효율성은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황수철·유리나(2014)는 통크비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1955~2012년까지 우
리나라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7년 동안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오상·반경훈·윤지원(2015)는 1971~2013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농업투입요소를 K(자본), L(노동), A(토지), 그리고 중간재(M)로 통합하고 이
를 바탕으로 통크비스트 지수로 계측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
였다. 또한 비용함수와 시계열모형을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에 대
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까지 급속히 증가
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에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농업의 생산성 증가는 기술변화와 총생산량 증가 때문이며, 한
국 농업은 규모수익 증대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반경훈·권오상(2016)은 확률프론티어 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별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생산성 차이를 계측하였다. 또한
지역별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생산함수의 경계를 나타내는 메타프론
티어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각 지역 내 개별 농가 간 생산효율성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간 생산효율성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간 생산 프론티어의 차
이가 존재하며, 메타 프론티어 상의 생산성은 분석 기간 동안 크게 개선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농가의 생산효율성이 국가 전체 프론
티어로부터 멀어진 정도는 지역 프론티어 자체가 국가 전체 프론티어로부
터 멀어진 정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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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웅찬·김관수(2018)는 완전효율을 고려한 확률 경계모형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 쌀 농가의 기술비효율성을 계측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쌀 산업의 비효
율성은 약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쌀 산업은 평균적으로 규
모수익체증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 성재훈·추성민(2019)는 2003~2016년 농산물생산비 조사를 바탕으로
O’Donnell(2012)과 Balk(1995)를 참조하여 수량지수(output quantity
index)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국 쌀 농가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계측한 다
음, 다양한 효율성 지표로 분해하여 쌀 생산의 수익성과 생산성 변화의 특징
을 분석하였다.

❍ 기타 작목별 연구 대부분은 주로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총요소생
산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 구체적으로 안동환 외(1998)은 비육우산업, 최돈우·김태균·임청룡(2012)
는 참외 재배 농가, 김정호·김태균(2014)은 시설토마토(반촉성) 재배농가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추이와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 이현근·김태균(2017)는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바탕으로 2001년과
2015년 사이의 포도농가의 생산성 변화를 계측하고 이를 기술변화, 기술
효율성 변화, 순기술 효율성 변화, 그리고 규모효율성 변화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노지재배에 비해 시설재배 농가의 생산성과 기술변화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윤지원·권오상(2018)은 농축산물 품목 유형을 8개 부문(논벼, 과수, 채소, 특
용, 밭작물, 화훼, 축산, 기타)으로 구분하여 2003~2014년 기간 품목유형별
생산성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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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한필(2018)은 국내 농가단위 통계(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해 확률프론티어
모형(Stochastic frontier model)을 기반으로 한 생산함수 추정과 효율성 계
측,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들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우
리나라 농가의 고령화가 생산성 및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서 분석하였다.

❍ 민선형·김관수(2019)는 쌀 직불금이 농가단위 생산성(쌀 생산성과 농가 생산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20) 변동직불금과 같은 생산연계직불금의 경
우, 정책대상인 쌀 생산에 대해서는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는 농가의
생산 및 투입요소 배분 결정에 왜곡을 발생시킨다고 보았으며, 고정직불금은
자산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농가의 쌀 생산성과 농가 생산성 모두에 긍
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20) 해외에서는 농업보조금(subsidies)이 농가 생산성 또는 기술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폭넓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조금은 다음의 4가지 과정을 통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u and Lansink, 2010). 먼저 산출물의 상대적 가격과 투입물 사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
다. 직불금은 집약적 생산을 유도하여 투입물 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정 품목에 지원이 집중될
경우 산출물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둘째, 직불금으로 인해 증가한 농가소득은 농가의 위험 태도를 변화
시켜 농가의 투자 활동 및 농업 및 비농업(농외)노동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셋째, 생산연계
직불금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는 농업생산에 대한 보험 역할(insurance effect)을 함으로써 생산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Hennessy, 1998). 넷째, 직불금은 농가에게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
여 비효율적 농가의 퇴출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Ahearn et al., 2005; Goodwin
and Mishra, 2006). 한편, 보조금이 기술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농가의 위험선호와 투입재가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Serra et al., 2008), 다양한 연구들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제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Cillero et al.(2018)은 아일랜드 축산농가(beef)를 대상으로 생산과 연계된 직불
금이 농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불금으로 대체된 이후에도 계속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반해 Zhu and Lansink(2010)는 독일, 네덜란드, 스웨
덴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농가 매출액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술효율성에 부(-)
의 효과를 미침을 밝혔다. 이처럼 보조금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농
가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농업에 투입했던 노동을 다른 활동에 이용하거나 농가의 생산
결정에 왜곡을 발생시킴으로써 이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생산성에 대한 보조금의 효과는 실증분
석의 영역으로 규정될 수 있다(Kumbhakar and Lie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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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농가경제를 활용한 한국농가의 총요소생산성 계측과 결정요인 분석
❍ 문한필(2018)은 최근 8년에 해당하는 농가경제조사(FHES) 표본의 원자료
(raw data)를 이용하여 노령화가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였는
데, 두 기간(2008~2012, 2013~2015)별로 농가 패널데이터를 구축한 다음,
이를 통합한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 Battese and Coelli(1995)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함수와 기술적
비효율성(technical inefficiency)을 동시에 추정하는 실증모형을 제시함
으로써 기존 추정방식의 문제점들을 해소한 바 있으며, 본 연구도 이들의
추정기법을 활용하였다.
- 경종농가별 생산요소 투입 및 산출(노동시간, 자산/자본액, 중간재 투입,
주산출물, 생산량, 조수입 등) 자료를 활용해 Cobb-Douglas와 Translog
생산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효율성 유
발 요인으로 ① 고령화(경영주 연령), ② 교육수준, ③ 가구원 수, ④ 성별,
⑤ 농외소득 및 이전소득 비중(농가소득 대비), ⑥ 부채비율, ⑦ 공적보조
또는 농업보조금 비중(농업소득 대비) 등을 고려하였다.

❍ 농가경제조사(FHES)는 5년마다 약 3,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농업 생산자
원, 자산 및 재정 상태, 영농 수익 및 비용 등 경영특성과 경제활동에 대한 상
세한 정보를 수집한다.21) 이들 농가 중에서, 전체 농가수입의 2분의 1 이상을
농작물로 획득하는 경종농가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했다22).

21)

1953년에 처음 시작된 FHES는 농업 경영을 개선하고 농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FHES는 미국 농무부(USDA)의 농업자원관리조사(ARMS)와 전체 조사 절차, 설문지, 데이터 생성
시스템 측면에서 비슷하다

22)

FHES 데이터베이스에서 작물은 쌀, 다른 곡물, 채소, 과일, 화훼, 특용작물(인삼과 같은 약용작물
포함)의 6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가축과 낙농 등의 축산농가는 경종농가와 생산구조가 달라 분석에
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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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확률프론티어생산함수를 고려
하였으며, 생산함수(1)와 비효율성함수(2)를 동시에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
을 진행하였다(Battese and Coelli, 1995).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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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여기서,   은 상수,  는 농가유형 j의 더미계수,   는 지역 k의 더미계수,
벡터 x는 투입재를 나타내는 설명변수이다.
                          
        

(2)

- 비효율성 함수의 설명변수로서 Age는 농업경영주의 연령, Edu는 농업경
영주의 교육수준, D_fe는 성별더미(여자=1), Size는 가족규모, S_FL은 가
족노동의 비중, S_D는 부채비율, S_NFR은 비농업수입의 비중, S_IS는 농
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보조의 비중을 각각 나타낸다.
❍ <표 3-4>와 <표 3-5>는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농작물의 총 판매량을 생산량으로 사용하고, 토지, 노동, 자본, 중간재를 네
가지 투입물로 간주한다. 토지와 노동력은 각각 면적과 시간 단위로 측정된
다. 토지와 가축 이외의 농업고정자산은 자본 투입의 대리변수로 사용되며 금
액으로 측정되었다. 비료, 농약, 종자, 물, 전기, 연료 등에 대한 지출은 중간
투입물로 사용되며 역시 금액으로 측정되었다. 모든 값은 해당 가격지수를 사
용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디플레이트를 하였다. 다음으로 농업 생산의 비
효율성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특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경영주
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원 수, 총 노동시간에서 가족노동의 비율, 부채
비율, 농가의 비농업수입 비율, 농가소득에서 직불금 또는 소득보조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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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주의 평균연령과 평균 교육이수 연수는 각각 66.7세와 8.1년으로 한
국 농업인들은 나이가 많으나 교육수준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규
모와 가족이 공급하는 노동력의 비율은 각각 2.6명과 78.2%로 가족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생각하면 국내 농작물 재배농의 규모는 작다.
- 부채비율은 2008년 1.5%에서 2015년 23.5%로 빠르게 상승했다. 비농업
소득은 농가소득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표 3-4

변경

비효율성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설명
변수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Y

Farm Sales
(in thousand Won)

25,005

37,228

L

Total Labor (in hour)

1,320

1,350

K

Agricultural fixed assets
(in thousand Won)

281,358

391,738

A

Cultivated arable land (in acre)

182

238

M

Intermediate input expenditures
(in thousand Won)

4,567

7,192

Age

Age of farm operator (in years)

66.73

10.05

Education

Year of education for farm operator
(in years)

8.1

3.74

Gender

= 1 if farm operator’s gender is
female; otherwise 0

0.08

0.27

Family Siz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2.63

1.1

Share of Family Labor

Family labor/Total labor (%)

78.22

17.76

Share of Own Land

Own land/Total cultivated land (%)

62.61

34.69

Debt rate

Total debts/Total assets (%)

5.94

16.61

Share of NF. Rev.

Non-farm revenue/Total revenue (%)

35.09

32.73

Share of Subsidies

Income subsidy/Total income (%)

23.3

23.93

주: 모든 수치는 2008-2015년 FHES에서 18,468개의 관찰치를 기반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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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Education

Age

M

A

K

L

Y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Share of Subsidies

Share of non-farm Rev.

Debt rate

Share of Family Labor

기초통계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연도별 변수의 기술적 통계

Family Size

변수

표 3-5
2008
25,859
-700
1,400
-30
278,704
-8,198
187.5
-4.6
4,302
-146
64.2
-0.21
8
-0.08
0.06
-0.005
2.81
-0.025
76.8
-0.37
1.5
-0.11
35.3
-0.66
14.1
-1.03

2009
26,466
-738
1,404
-30
277,666
-8,080
186.2
-4.8
4,261
-126
65.2
-0.21
8
-0.08
0.07
-0.005
2.77
-0.025
77.8
-0.36
7.8
-0.77
37
-0.68
19.1
-0.93

2010
25,816
-808
1,337
-28
272,416
-7,830
184.9
-5
4,630
-150
66.1
-0.2
7.9
-0.08
0.08
-0.006
2.72
-0.023
78.1
-0.36
9.6
-1.59
36.1
-0.68
20.4
-1.34

2011
24,329
-890
1,333
-27
268,152
-6,770
185.4
-4.8
4,624
-143
66.8
-0.2
8
-0.08
0.08
-0.006
2.66
-0.023
78.7
-0.35
15
-1.42
34.3
-0.67
44.8
-22.17

2012
22,208
-608
1,270
-26
279,663
-7,185
185.4
-5
4,550
-145
67.8
-0.2
8
-0.08
0.08
-0.006
2.61
-0.022
79.3
-0.34
17.3
-2.59
34.2
-0.73
41.2
-20.72

2013
25,830
-813
1,390
-30
288,012
-9,077
182.3
-5.6
5,208
-191
67
-0.22
8.4
-0.08
0.06
-0.005
2.62
-0.023
78.4
-0.4
27
-11.35
33.7
-0.72
37.1
-16.81

2014
25,265
-827
1,255
-28
294,610
-9,181
175.7
-5
4,542
-152
68
-0.21
8.3
-0.08
0.1
-0.006
2.42
-0.02
78.7
-0.38
17
-3.71
34.7
-0.68
15.4
-12.03

2015
24,432
-785
1,179
-27
293,508
-8,948
171.2
-4.9
4,493
-146
68.8
-0.21
8.3
-0.08
0.11
-0.007
2.37
-0.019
77.9
-0.4
23.5
-7.57
35.2
-0.69
28.3
-3.59

그림 3-4

한국의 농업경영주 연령 구조(2000, 2010, 2015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00, 2010, 2015)

표 3-6

연령별 교육 수준
교육 수준

연령별

무교육

초등
학교

30세 이하
40~49세
50~59세
60~69세
70~80세
80세 이상
총계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대

학사

고등
교육

총계

9

57

15

15

1

97

(0.05)

(0.31)

(0.08)

(0.08)

(0.01)

(0.53)

38

125

619

110

113

1

1,006

(0.21)

(0.68)

(3.35)

(0.60)

(0.61)

(0.01)

(5.45)

48

728

823

1,449

137

123

9

3,317

(0.26)

(3.94)

(4.46)

(7.85)

(0.74)

(0.67)

(0.05)

(17.96)

242

2456

1,554

1,306

88

152

29

5,827

(1.31)

(13.30)

(8.41)

(7.07)

(0.48)

(0.82)

(0.16)

(31.55)

897

3,482

1,131

987

58

152

5

6,712

(4.86)

(18.85)

(6.12)

(5.34)

(0.31)

(0.82)

(0.03)

(36.34)

426

786

131

124

15

24

3

1,509

(2.31)

(4.26)

(0.71)

(0.67)

(0.08)

(0.13)

(0.02)

(8.17)

1,613

7,490

3,773

4,542

423

579

48

18,468

(8.73)

(40.56)

(20.43)

(24.59)

(2.29)

(3.14)

(0.26)

(100.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관측된 자료 중 연령대별로 차지하는 표본 수의 비중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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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의 비효율성 요인에 대한 계측결과,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영농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
구원 수가 많을수록, 전체 노동투입에서 가족노동의 비중이 작을수록, 전체
토지 중에서 자작지의 비중이 작을수록,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농가조수입 중
에서 비농업조수입의 비중이 낮을수록, 농업소득에서 직불금 등 정부보조금
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수록 개별 농가의 영농 효율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 분석기간(2008~2015) 동안 영농 비효율성 제요인들이 효율성 변화에 미친
영향의 기여도를 산출한 결과, 전체 효율성 저하의 30%가 노령화로 인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즉, 분석기간 경종농가의 영농 효율성은 8.4% 감소하였는
데, 노령화로 야기된 효율성 저하 폭은 2.5% 수준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경영
주 연령 증가와 가구원 수의 감소 및 가족노동의 비중 감소 등 농업노동의 질
과 양에 관련된 문제가 최근 10여년 간의 영농효율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연구를 통해 가족농 중심의 영농구조에서 노동인력의 연령에 따라 인지능
력(cognitive ability)과 신체적 능력,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농업노
동의 질이 변화되고 이것이 생산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
였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고령화된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농업
생산성 증대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농업부문 청장년층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포괄적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수단으로는 귀농귀촌 정
책의 고도화(역귀농 방지, 귀농교육 내실화, 초기 정착지원 효율화 등), 청년
농업인직불금 도입, 농촌 주거환경 및 복지·교육·문화여건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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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Cobb-Douglas 및 Translog 함수에 대한 매개변수 추정치
Cobb-Douglas
Coeff.

변경

Translog

Std. Err.

Std. Err.

ln L

0.501

***

0.007

0.475

***

0.008

ln K

0.069

***

0.004

0.069

***

0.004

ln A

0.225

***

0.006

0.249

***

0.006

ln M

0.313

***

0.005

0.005

0.326

***

(ln L)2

0.118

***

(ln K)2

0.002

(ln A)2

-0.004

(ln M)2

0.049

ln L × ln K

-0.005

ln L × ln A

0.007
0.001
0.004

***

0.003

-0.057

***

0.009

ln L × ln M

-0.086

***

0.009

ln A × ln K

0.014

***

ln K × ln M

-0.006

ln A × ln M

비효율성

Coeff.

0.006

0.004
0.005

-0.012

**

0.006

Constant

0.682

***

0.024

0.622

***

0.024

Age

0.05

***

0.005

0.059

***

0.006

Edu

0.059

***

0.01

0.082

***

0.013

Gender

0.452

***

0.095

0.566

***

0.127

Family Size

-0.22

***

0.031

-0.25

***

0.039

Share of Fam. Labor

0.043

***

0.004

0.048

***

0.005

Share of Own Land

0.008

***

0.001

0.012

***

0.002

Debt rate

0.006

***

0.001

0.011

***

0.002

Share of NA. Rev.

0.042

***

0.003

0.055

***

0.004

Share of Subsidy

0.0001

**

0.00003

0.0001

**

0.00004

Constant

-11.528

***

1.0001

-14.82

***

1.321

σu

1.096

***

0.049

1.297

***

0.059

σv

0.37

***

0.004

0.355

***

0.004

λ

2.962

***

0.048

3.653

***

0.059

Log likelihood

-13,410

-13,100

Obs.

18,470

18,470

주: 비효율성 함수의 설명변수 중에서 양(+)의 값을 갖는 추정치는 기술적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의미함. 유의수준은 각각 *(10%), **(5%), ***(1%)로 표시함. 3개의 더미변수는(farm-type,
region, year)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공간 제약으로 인해 제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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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연령별 비효율성에 대한 연령별 추정효율(상단) 및 한계효과

주: M.E.와 C.I.는 각각 한계 효과와 신뢰 구간을 대표함.

표 3-8

효율성 변화에 대한 특정 변수의 기여(2008~2015년)

변수

단위

Average
M. E. of
on E(    )(a)

변수차이
(2008-2015)
(b)

Contribution to
Efficiency
change
-(a)×(b)

Age

year

0.00559

4.53

-0.025

Education

year

0.00768

0.33

-0.003

Gender

female=1

0.05319

0.05

-0.003

Family Size

person

-0.02351

-0.44

-0.01

Share of Family Labor

%

0.00451

1.08

-0.005

Share of Own Land

%

0.00111

1.23

-0.001

Debt rate

%

0.001

5.95

-0.006

Share of NF. Rev.

%

0.00514

-0.11

0.001

Share of Subsidies

%

0.00001

16.52

0

Total specified variables

-0.053

Efficiency Change

-0.084

주: 한계효과는 Wang(2000)이 제안한 비단조 효율성효과(Non-Monotonic Efficiency Effect) 계측 방식
을 적용하여 계산함. 관측기간 동안 변수의 평균값 변화는 4번째 열에 나타냈음. 2008년부터 2015년까
지 연평균 농작물 매출액은 5.53% 감소함. 따라서, 농가경영주의 고령화는 그 기간 동안 2.5%의 생산량
감소를 야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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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슬분석네트워크 대응

1. 식품사슬분석네트워크 추진과 대응 현황
1.1. 추진 배경
❍ 식품사슬분석네트워크(Food Chain Analysis Network: FCAN)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르는 전 ‘사슬(chain)’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구성된 OECD 각국 전문가 협의체이다. 이 협의체의 논의 주제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지만, 주로 생산된 농식
품의 유통 단계, 소비 및 폐기 단계에 집중하여 지난 10여 년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 한편, 식품사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
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에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및
연구계, 때로는 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분석결과를 놓고 토론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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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다양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식품사슬의 전반적인 역할과 기능, 식품사슬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주
체 및 그들의 행태, 더 나아가 식품의 최종 소비처로서 소비자의 식품선택행
동 및 영양/건강상태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 FCAN 회의는 2010년에 OECD에 의해 출범되었으며, OECD 농업위원회
(Committee for Agriculture)에 소속되어 있다. 매년 1회 이상 식품사슬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각국을 대표하
는 전문가(정책 담당자, 학계 및 국가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담당자 등)들
은 농식품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결과 및 경험을 공유하는 등 집단지성에 기반하여 식품시스템(food system)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응하고 있다.

1.2. 추진 현황
❍ FCAN 1차 회의가 2010년 12월에 개최되었으며, 2019년 9월까지 총 11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2010년 개최된 첫 번째 회의에서는 OECD 회원국 전문
가들이 모여 FCAN의 목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
하였다. 2011년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식품사슬(sustainable food
chain)’을 토픽으로 하여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 2012년에는 개최된 회의는 세 번째 회의로서 ‘건강을 위한 식품사슬의 이동
성(mobilizing the food chain for health)’이 논의의 주제로 선정되었다.
네 번째 회의인 2013년 회의는 6월에 개최되었는데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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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낭비(food waste along the supply chain)’가 논의 주제로 선정되
었다. 5차 회의였던 2013년 모임에서는 ‘식품사슬에서의 경쟁(competition
along the food chain)’과 관련하여 각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하
였다.
❍ 여섯 번째 회의였던 2014년 회의에서는 ‘농업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agricultural innovation)’에 대해 논
의를 진행하였다. 7차 회의로 진행된 2015년 회의는 ‘식품사슬과 소비자(the
food chain and consumers)’를 토픽으로 선정하고 식품사슬에서 소비자
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016년 회의는 여덟 번째 회
의로 진행되었는데 ‘소매 및 가공 단계에서의 식품 손실과 낭비 줄이기
(reducing food loss and waste in the retail and processing sectors)’
를 목표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 9차 회의로 진행된 2017년 회의의 주제는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information needs for policies to encourage
healthier food choices)’였으며, 이듬해 10차 회의 주제 또한 ‘건강 관련
식품정책 분석을 위한 식품정보기반 개선(improving the food information base to analyse health-related food policies)’이 선정되어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정책적 관심사가 증대되는 국제적 추이를 반영한 것으
로 보인다. 2019년 9월에는 11차 회의가 네덜란드 와게닝겐(Wageningen)
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되었는데 지속가능성과 푸드시스템(food system)
접근이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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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구분
st

OECD FCAN 회의 진행 일정 및 주제
회의 주제

시행일

1 meeting

Inaugural network meeting

December 2010

nd
2 meeting

Building a sustainable food chain

September 2011

3rd meeting

Mobilising the food chain for health

October 2012

4 meeting

Food waste along the supply chain

June 2013

th
5 meeting

Competition along the food chain

October 2013

6 mee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agricultural innovation

October 2014

th
7 meeting

The food chain and consumers
Reducing food loss and waste in the retail and processing
sectors
Information needs for poliies to encourage healthier food
choices
Improving the food information base to analyse
health-related food policies
Policy options for the food system

October 2015

th

th

8th meeting
th
9 meeting
th
10 meeting
th
11 meeting

June 2016
May 2017
October 2018
September 2019

자료: OECD FCAN 홈페이지(https://www.oecd.org/agriculture/topics/food-chain-analysis-network/)

1.3. 우리나라 OECD-FCAN 대응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8차 회의까지는 정부의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FCAN 회의에
참석하거나 혹은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검토했다. 2017년 9차 회의부터
2019년 11차 회의까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식품정책을 연구하는 연
구자들이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이
어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9~11차 FCAN 논의 주제에 관련된 우리나라
정책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OECD 각국 전
문가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공유하고 있다.
❍ 2017년 5월에 개최된 9차 회의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효 부연구위
원이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
료와 분석’에 대한 한국 사례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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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017년 FCAN 9차 회의 한국 발표 자료

❍ 2018년 5월에 개최된 G20/OECD-FCAN 공동 워크숍에서는 ‘건강한 식품
선택을 장려할 수 있는 한국의 정책: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김상효 박사가 발표하고 논의에 대응하였다.
❍ 2018년 10월 10차 회의는 ‘건강 관련 식품정책 분석을 위한 식품정보기반
개선(improving the food information base to analyse health-related
food policies)’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
효 부연구위원은 ‘건강한 식품선택(health food choice)’과 관련된 한국의
정책들을 소개하였으며, 더불어 행동경제학을 적용한 실험연구 결과를 공유
하여 ‘건강한 식품선택’ 분야에서 넛지(nudge)의 응용 및 활용 가능성에 대
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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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018년 FCAN 10차 회의 한국 발표 자료

그림 4-3

2018년 G20/OECD-FCAN 비만워크숍 한국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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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에 와게닝겐 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된 11차 회의에서는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김상효 부연구위원이 ‘통합된 식품시스템 정책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한국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림 4-4

2019년 FCAN 11차 회의 한국 발표 자료

2. 최근 FCAN 논의의 정책 시사점
❍ 2019년 FCAN 연례회의의 주제는 ‘식품시스템이 직면한 3가지 도전(triple
challenge)에 대응한 수요측면 정책도구 및 정부의 역할’이었다.
❍ 식품시스템은 농업의 투입, 농업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소비자까지 이
르는 식품사슬 전반에서 활동하는 모든 경제주체(agents)들을 아우르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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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으로서, 환경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효과 등과 같이 식품·농업섹터 뿐 아
니라 이를 넘어서는 다양한 공공정책 영역에서의 상호작용까지 포괄하는 시
스템을 의미한다. 한편, 3가지 도전은 1) 식량안보 및 영양, 2) 자원 활용과 기
후변화 대응, 3) 생계제공과 농촌개발을 의미하며 이러한 3가지 도전에 대해
서는 각 영역별 시너지(synergies)와 상충효과(trade-off)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시스템(food system) 차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림 4-5

글로벌 푸드시스템이 직면한 3가지 도전과 시너지/상충 효과 예

자료: OECD 내부자료

2.1. 도전 1: 식량안보 및 영양 보장
❍ FAO(1996)의 정의에 따르면, 식량안보는 1) 충분한 식품이 이용가능하고,
2) 접근할 수 있고, 3) 좋은 영양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잘 사용되고, 4)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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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조건이 시간에 걸쳐 안정적일 때(즉 위험관리가 효과적), 사람들은
‘food secure’하다고 볼 수 있다. 식품 가용성, 식품 접근성, 공중보건을 지
원하는 영양, 안정성 요인이 식품안정성 혹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각각 중요하
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각각의 요인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2. 도전 2: 식품체인 상 농업인들과 agent들에게 생계 공급
❍ 푸드시스템은 농업인과 많은 종사자들에게 생계를 제공한다. 1차 산업인 농
업이 푸드시스템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일자리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간
감소하고 있다. 도농간 인력 이동(이주), 높은 비농업계 성장률 등이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일자리가 비농업계에서 발생할 때 이 또한 푸드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다. 도
시화나 소득증가로 인해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가공업이나
유통업에서 고용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농업에서부터 식품사슬
상 다른 위치로 고용이 이동해 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농업 생산성의 증가는 농산물 가격을 장기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다. 이로부터
전세계 소비자는 혜택을 받았으나 가난한 농업인의 경우 생계확보에 어려움
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신선식품을 지역에서 구매하다가 가공식
품을 대형마트에서 사게 되는 방향으로 소비를 바꾸고 있다. 이 또한 농가수
취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푸드체인 상의 다른 주체들(유통
/물류/가공)에게 돌아가는 분배가 증가해 가는 구조의 변화/전환에 따라 농
업인의 생계 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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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변화 가운데, 농업을 떠나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농식품 섹터
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가피한 구조적 변화 과정에 유
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1) 농업 내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2) 농업 내외적으로 소득원 다양화, 3) 농가 외 고용을 위해 농업섹터 나
가기, 4) 동시에 이러한 적응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보호 제
공 등의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 이제까지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관련하여 정
제된 농업지원정책은 없었으므로 보완이 필요한 정책 영역이다.

❍ 인력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는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공통적 현상으로 각국
의 정책 담당자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제시된다.

2.3. 도전 3: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자원을 보존(지속가능성 추구)
❍ 더 많은 농식품 생산을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1) 농지 사용 증대,
2) 농지 외 생산요소 사용 증대, 3) 생산기술 효율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방법들이 각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역사적으로는 농식품 생산의 증
가는 농지 사용 증가로부터 발생했다. 그러나 1960년 이후부터는 농지사용
이 10-15%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거의 3배가 될 정도로 다른
요인(효율화 등)이 생산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

❍ 이러한 농지사용과 생산량 증대 간의 ‘decoupling’은 비료 및 관개용수 등의
다른 생산요소 사용 증가나 생산 효율성의 증대로부터 기인한다.

❍ 농업 용지의 사용은 1) 자연경관 훼손, 2) 토양 탄소 고갈, 3) 생물다양성 위
협, 4) 온실가스 배출 증가, 5) 열대 우림의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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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언급한 농지 사용 변화로 인한 GHG 배출량 증가 외에도 농업 생
산은 직접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배출은 전 세계 인위적인
온 가스 배출의 12%를 차지한다.

❍ 비료 사용을 줄였을 때 여전히 생산성은 높으면서도 환경적인 개선을 야기한
긍정적인 사례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환경적 성과는 미미
한 상황이다. 원인은 많은 농업지원 정책이 농업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다. 수입관세 또는 생산 보조금과 같은 보조 지원 수단은 농민들
이 생산량을 늘리고, 더 많은 비료와 기타 투입물을 사용하거나, 농지 사용을
확대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장려’하기도 한다. 농업지원이
‘decoupled’된 형태로 지원된다면 환경에는 보다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가격 신호는 환경을 고려해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환경적 규제(environmental regulation)나 농업환경 직불(agri-environmental payments)과 같은 다른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환경 영향에 대한 증거를 축적하여 비용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업환경정책은 결점도 있
겠지만 농업의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책적
영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증거 기반으로 신중한 정책 수단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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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사슬분석네트워크 관련 심층연구
3.1.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 연구 동향과 분석23)
3.1.1.연구 배경
❍ OECD는 2017년 FCAN 주관 하에 “더 건강한 식품 선택을 장려하는 정책을
위한 정보 및 분석”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식품 공급체인 상
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관
심이 집중되는 분야 중의 하나는 음식물쓰레기인데,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식품이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발
생시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 음식물쓰레기(Food Loss and Waste)와 관련해서는 2010년 OECD 농업장
관 회의에서 사무국에 식품체인별 식품 감모 및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였고, 2011년에는 OECD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용 가능한 식
품 공급을 증가시키고 자원 및 기후의 압박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음
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OECD에서는 식품체인별
식품 감모 및 쓰레기 관련 작업으로 개별국가들의 이용 가능한 식품 감모 및
쓰레기 자료 및 관련 정책/법제도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Aglink-Cosimo
모형을 이용하여 농가에서 최종 소비자까지의 식품체인 단계별 식품 감모 및
쓰레기 감소에 따른 전 세계 시장과 무역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측하는
등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 이와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음식물쓰레기

23)

고려대학교 안병일교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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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 이 절에서는 소비자들의 음식물쓰레기 절감에 대한 태도와 실제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소비자들의 사회경제적인 특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
는지를 심층 분석하여, 식품 손실 방지에 대한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3.1.2. OECD의 음식물쓰레기 관련 연구 동향
❍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OECD(2014)의 연구인 『Food Waste along the
Food Chain』에서는 식품체인을 따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종류와 발
생 원인을 리뷰하고, EU 27개국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주요 OECD 회원국의 음식물쓰레기 구성비를 추정하여 제시하였
는데, 유럽국가인 독일과 덴마크의 경우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일본에서는 식품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4-2

EU 27개국의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Sector

Mt of food waste/year

Kg per captia

Manufacturing

35

70

Households

38

76

Retail/Wholesale

4

8

Food Service

12

25

Total

89

179

자료: Bagherzadeh et al.(2014) 『Food Waste along the Food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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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주요 OECD 회원국의 식품 쓰레기 구성

자료: Bagherzadeh et al.(2014) 『Food Waste along the Food Chain』

❍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또 다른 OECD(2015)의 연구인 『Market and
Trade Impacts of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에서는 AglinkCosimo 모형을 이용하여 농가에서 최종 소비자까지의 식품체인 단계별 식
품 감모 및 쓰레기 감소에 따른 전 세계 시장과 무역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계측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들에서 제공
된 자료를 취합하여 식품 감모량의 감소 혹은 음식물쓰레기 감소에 대한 다양
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들 시나리오에 따라 시장과 무역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3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는
데, 1) 식품 손실량/쓰레기 감소에 따라 식품 가격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
가?, 2) 식품 손실량/쓰레기 감소에 따라 식품의 수요와 공급 구조의 변화 양
상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3) 식품 손실량/쓰레기 감소에 따라 품목별, 지
역별 영향은 어떻게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이 연구에서는 4가지 시나리오를 Aglink-Cosimo 모형에 적용하여 분석
하였는데, 시나리오 1에서는 모든 OECD국가의 모든 식품에서 생산 및 소
비단계에서 감모 및 쓰레기가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하였고, 시나리오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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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곡물의 소비 단계의 식품 쓰레기가 감소하는 경
우를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3에서는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육류와 유제
품에서 식품 쓰레기가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시나리오 4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곡물의 생산단계에서 손실(감모)이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
하였다.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10년간 감모량/식품쓰레기가 20%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시나리오 1 주요 분석결과 생산량 증가와 수요 감소효과가 동반하여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4-7 시나리오 1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품목(2023년 기준)

자료: Okawa (2015), 『Market and Trade Impacts of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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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시나리오 1 하에서 소비자 지출액이 가장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Region

Market value
(USD billion)

Consumer savings
(USD billion)

Rate of
saving

European Union

922

73

8.00%

China

973

70

7.20%

United States

637

51

8.10%

Inida

390

24

6.10%

Japan

239

21

8.70%

자료: Okawa (2015), 『Market and Trade Impacts of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 시나리오 2 주요 분석결과에서는 감모량이 감소하고 식품쓰레기 양이 감소하
면 식품 가격 하락이 초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가격 하락 효과는
가축 사료와 바이오에너지 수요량 증대에 의해 일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요 증가도 가격 하락 효과를 일부 상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표 4-4

시나리오 2하에서 주요 변수의 변화 예상치(2023년 기준, %)

Region

Production
- Developed
- Developing
- World
Food Use
- Developed
- Developing
- World
Feed Use
- Developed
- Developing
- World
Export
- Developed
- Developing
-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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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at

Rice

Coarse grain

-1.1

-0.5

0

-0.5

-0.1

-0.1

-0.8

-0.1

-0.1

-5

-2.8

-5.2

-0.5

-0.1

-0.2

-1.7

-0.2

-0.8

1.8

0.4

0

0.5

0

0.1

1.4

0

0.1

0.4

5.7

0.5

-3.4

-0.8

-0.6

-0.2

-0.2

0

(계속)
Region

Wheat

Rice

Coarse grain

- Developed

-0.9

-2.7

-1.3

- Developing

0

0.2

0.4

-0.2

-0.2

0

-3.1

-1.1

-0.9

Import

- World
Price
- World

자료: Okawa (2015), 『Market and Trade Impacts of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 시나리오 3 분석결과, 육류와 유제품 감모와 쓰레기 감소는 이들 품목에 대한
수요 감소 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곡물가격도 동반하여 하락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표 4-5

시나리오 3하에서 주요 변수의 변화 예상치(2023년 기준, %)
Beef

Pigmeat

Poultry
meat

Sheep
meat

Butter

Cheese

- Developed

-2.1

-2.1

-1.7

-1.1

-0.8

-1.9

-1.8

-0.5

- Developing

-0.8

-0.4

-0.6

-0.2

-0.1

-1

-0.2

0.1

- World

-1.3

-1

-1

-0.4

-0.4

-1.7

-1.7

-0.2

- Developed

-3.5

-3.7

-3.6

-3.4

-1.4

-2.4

-2.7

-1.8

- Developing

0.1

0.3

0.4

0.2

0.1

0.2

-0.3

0

- World

-1.3

-1

-1.1

-0.4

-0.4

-1.7

-1.3

-0.2

- Developed

2.6

6.9

8.4

1.6

1.3

2.5

-0.4

-0.1

- Developing

-3.3

-11.3

-6

-4.5

-2.9

-4.9

0.8

0.4

- World

-0.9

3.7

0.6

0.2

0.9

1.5

-0.3

0

- Developed

-5.6

-3.5

-5.8

-11.4

-2.4

-0.4

-0.5

-1.1

- Developing

2.4

8.3

2.3

4

2.1

3.1

-0.2

0

- World

-0.9

3.7

0.6

0.2

1

1.6

-0.3

0

Region

Skim milk whole milk
powder
powder

Production

Food Use

Export

Impor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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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Region

Beef

Pigmeat

- World
- Atlantic

1.7

-4.6

- Pacific

-4.4

-5.3

- Other

-1

-1.5

Poultry
meat

Sheep
meat

Butter

Cheese

-2.9

-3.1

-5.5

-2.9

Skim milk whole milk
powder
powder
0.2

-0.8

자료: Okawa (2015), 『Market and Trade Impacts of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 시나리오 4 분석결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효과가 초래될 것으로 분
석되었는데, 이에 따라 세계 식량안보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하였다.

표 4-6

시나리오 4하에서 주요 변수의 변화 예상치(2023년 기준)

Region

Production
- Developed
- Developing
- World
Food Use
- Developed
- Developing
- World
Feed Use
- Developed
- Developing
- World
Export
- Developed
- Developing
- World
Import
- Developed
- Developing
- World
Price
- World

Wheat

Rice

Coarse grains

Oilseeds

-0.5
2.2
0.8

-1.1
1.1
1

-0.4
1.5
0.6

-0.2
1.2
0.7

0
0.1
0.1

0.3
0.9
0.9

0.1
0.2
0.2

0.1
0.5
0.5

0
0.2
0

3.1
1.9
1.9

0.4
0.7
0.6

0.5
0.6
0.6

-1.4
-0.7
-1.3

-3.8
1.8
1.3

-4.8
3.7
-1.4

-0.9
0.6
-0.1

1.2
-1.9
-1.3

1.5
1.3
1.3

1.7
-2.2
-1.4

0.8
-0.3
-0.1

-3.7

-9.7

-4.4

-3.4

자료: Okawa (2015), 『Market and Trade Impacts of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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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현황
❍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기준 하루 평균 1만 5천 톤의 음식
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임정빈 외, 2019). 이는 우
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하루 쓰레기양의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환경
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월 1조 6,500억 원, 연간 약
2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음식물쓰
레기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약 8천 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
고 있다(임정빈 외, 2019).

그림 4-8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구성

자료: 환경부 발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 가구 단위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 자료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가 있다. <표 4-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조
사에서는 일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500g 미만에서부터 3kg 이상까지 7
단계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구(63.7%)는 하루 음식물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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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배출량이 500g 이하라고 응답하고 있다. 조사결과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
는 소득이 높은 가구가 더 많이 식품을 구매하기 때문인 것이 그 이유라고 해
석된다. 이밖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는데, 가구원 수가 많은 가정은 그만큼 식품을 더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도 많은 것은 당연한 조사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7

가구 특성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구 분
전 체

63.7

28.4

4.8

2.4

0.3

0.2

0.1 100.0

수도권

(960)

58.1

33.3

5.9

2.2

0.2

0.2

0.0 100.0

충청권

(578)

71.3

19.7

5.7

3.1

0.2

0.0

0.0 100.0

호남권

(549)

67.0

31.0

2.0

0.0

0.0

0.0

0.0 100.0

대경권

(417)

64.3

29.7

3.4

0.0

1.0

1.0

0.7 100.0

동남권

(649)

55.3

32.4

6.5

5.7

0.2

0.0

0.0 100.0

강원권

(195)

86.7

7.2

2.6

2.1

1.0

0.0

0.5 100.0

동

(2598)

60.8

30.6

5.5

2.5

0.3

0.2

0.2 100.0

읍/면

(750)

74.0

20.9

2.7

2.0

0.4

0.0

0.0 100.0

1인 가구

(816)

97.8

0.9

0.0

1.0

0.1

0.2

0.0 100.0

2인 가구

(1271)

60.3

31.3

5.5

2.3

0.4

0.1

0.2 100.0

3인 가구

(691)

46.2

43.0

7.7

2.6

0.4

0.0

0.1 100.0

4인 가구

(501)

43.9

43.5

7.0

4.6

0.2

0.6

0.2 100.0

5인 이상
가구

(69)

44.9

46.4

5.8

2.9

0.0

0.0

0.0 100.0

(223)

98.2

0.0

0.0

1.3

0.4

0.0

0.0 100.0

(251)

96.0

2.8

0.0

1.2

0.0

0.0

0.0 100.0

행정구
역

1인 가구
가구 (30대 이하)
구성원
1인 가구
(2)
(40~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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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348)

권역

가구
구성원
(1)

(2)
(3)
(4)
(5)
(6)
(1)
(7)
500g(mL) 1kg(L)~ 1.5kg(L)~ 2kg(L)~2. 2.5kg(L)~
500g
3kg(L)
사례수
~1kg(L) 미 1.5kg(L) 2kg(L)
5kg(L)
3kg(L)
(mL) 미만
이상
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계속)
구 분

(2)
(3)
(4)
(5)
(6)
(1)
(7)
500g(mL) 1kg(L)~ 1.5kg(L)~ 2kg(L)~2. 2.5kg(L)~
500g
3kg(L)
사례수
~1kg(L) 미 1.5kg(L) 2kg(L)
5kg(L)
3kg(L)
(mL) 미만
이상
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1인 가구
(342)
(60대 이상)
1인 가구
(816)
_Subtotal
2인 가구 (1271)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

계

98.8

0.0

0.0

0.6

0.0

0.6

0.0 100.0

97.8

0.9

0.0

1.0

0.1

0.2

0.0 100.0

60.3

31.3

5.5

2.3

0.4

0.1

0.2 100.0

3인 가구

(691)

46.2

43.0

7.7

2.6

0.4

0.0

0.1 100.0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남성

(501)

43.9

43.5

7.0

4.6

0.2

0.6

0.2 100.0

(69)

44.9

46.4

5.8

2.9

0.0

0.0

0.0 100.0

(1913)

59.1

31.1

6.0

3.0

0.4

0.3

0.2 100.0

여성

(1435)

70.0

24.9

3.3

1.5

0.2

0.1

0.0 100.0

30대 이하

(537)

74.1

19.2

3.4

2.2

0.7

0.2

0.2 100.0

40대

(791)

48.8

39.4

7.6

3.8

0.4

0.0

0.0 100.0

50대

(976)

56.6

34.5

5.5

2.8

0.2

0.3

0.1 100.0

60대 이상

(1044)

76.4

19.2

2.9

1.1

0.1

0.2

0.2 100.0

중졸 이하

(534)

81.3

17.4

0.6

0.4

0.0

0.2

0.2 100.0

고졸

(1485)

62.6

29.1

5.2

2.5

0.3

0.2

0.1 100.0

대졸 이상

(1329)

57.9

32.1

6.2

3.1

0.5

0.2

0.1 100.0

관리자/전문
가/사무직

(956)

55.9

33.1

6.6

4.0

0.3

0.1

0.1 100.0

64.2

27.3

5.9

2.1

0.4

0.1

0.1 100.0

68.2

26.3

3.1

1.8

0.2

0.3

0.1 100.0

서비스/
(1024)
가구주 판매종사자
직업 농업/단순노
(913)
무/기능원 등
주부

(343)

67.6

28.9

2.3

1.2

0.0

0.0

0.0 100.0

기타

(112)

78.6

15.2

2.7

0.9

0.9

0.9

0.9 100.0

300만원 미만 (1342)

82.0

14.9

1.7

1.0

0.1

0.1

0.1 100.0

300만원 대

(612)

63.2

29.4

4.4

2.5

0.2

0.2

0.2 100.0

(548)

50.7

38.0

6.4

3.8

0.5

0.2

0.4 100.0

(502)

45.4

41.6

8.8

3.4

0.6

0.2

0.0 100.0

(344)

41.0

45.1

9.6

3.8

0.3

0.3

0.0 100.0

월평균
400만원 대
가구
소득 500만원 대
6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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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 분

(2)
(3)
(4)
(5)
(6)
(1)
(7)
500g(mL) 1kg(L)~ 1.5kg(L)~ 2kg(L)~2. 2.5kg(L)~
500g
3kg(L)
사례수
~1kg(L) 미 1.5kg(L) 2kg(L)
5kg(L)
3kg(L)
(mL) 미만
이상
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계

아파트

(1769)

59.9

30.9

5.4

3.3

0.3

0.2

0.1 100.0

연립/
다가구주택

(574)

63.4

27.7

6.3

1.9

0.7

0.0

0.0 100.0

단독주택

(991)

70.6

24.9

2.9

0.9

0.1

0.3

0.2 100.0

기타

(14)

78.6

0.0

7.1

7.1

0.0

0.0

7.1 100.0

없음

(749)

83.8

13.4

2.1

0.1

0.3

0.3

0.0 100.0

있음

(2599)

57.9

32.8

5.6

3.0

0.3

0.2

0.2 100.0

이용함

(1147)

57.9

31.7

5.7

3.7

0.5

0.3

0.3 100.0

이용할때도
있고 이용하
(1320)
지 않을때도
있음

58.1

33.2

5.7

2.7

0.2

0.1

0.1 100.0

이용하지 않음

(132)

56.8

37.9

4.5

0.8

0.0

0.0

0.0 100.0

맞벌이
(14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안 함 (1092)

51.6

38.2

6.2

3.2

0.4

0.3

0.0 100.0

53.6

36.5

6.8

2.4

0.3

0.1

0.4 100.0

주거
형태

차량
보유

식품
조달
시
차량
이용

자료: 2019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발간예정)

3.1.4.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식
품소비행태』2019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음
식물쓰레기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 두 가지 분석모형을 활용하였는데, 첫 번째는 식 (1)과 같은 선형회귀 모형이
다. 식 (1)에서는 가구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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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영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택한 두 번째 분석모형은 순서형 로짓모형
이다. 순서형 로짓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절감 노력에 대한 조사
가 매우 노력함, 노력함 등의 범주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순서형 로짓
모형은 0 과 1과 같은 이산형 값을 갖는 모형이 아니라서 응답자는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 적절하다. 만약 소비자가 선택하게 되는 응답의 범주


가 5개라고 한다면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기준인  와 실제 선택하게 되는

 의 관계는 식 (2)와 같이 묘사할 수 있다.







(2)    



if
if
if
if
if

  ≤ 
    ≤ 
    ≤ 
    ≤ 
    ≤ 

전혀 노력하지 않음 
노력하자 않음 
보통 
노력함 
매우 노력함 



❍ 순서형 로짓의 경우 경계값 (Threshold)  에 따라    를 선택하는  의
범위가 할당되며, 이 때    를 선택하게 되는 확률식은 누적확률분포를
기본으로 하여 식 (3)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     
 Pr  
           
   

(3) Pr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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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는 식(1)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식품
소비 빈도가 높을수록(온라인 포함), 식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1인
가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소득이 높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직업군에서 1인 가구인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낮게 나타났다.

표 4-8

회귀 분석 결과(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변수

일반

사무직

노무직

가정주부

기타

상수항

363.92***

449.88***

215.62

806.25**

-471.62

연령

-1.52*

-1.52

-2.80

1.59

8.43

균형 식습관

51.67***

59.08***

37.57*

42.51

-15.85

외식 빈도수

3.96

15.48*

-7.23

-48.18***

-7.86

회당 식료품 구매액

0.00***

0.00***

0.00

0.00

0.00

식품 소비 빈도

-17.23*

-26.81**

11.56

-31.45

-60.27

온라인 소비 빈도

-7.52

-11.70

6.33

-26.88

36.61

성별

14.30

-12.48

12.46

7.17

169.99

인증 확인 정도

4.91

-0.99

7.55

-4.01

268.68*

HMR 구입 비중

4.51

9.39

2.98

5.28

-123.11*

소득

0.20***

0.18***

0.27***

0.10

0.60

9.59

55.53***

20.85

-66.39

가구원수

24.45**

식생활 만족도

-23.63*

-43.22**

13.41

-33.40

-19.13

학력

-0.06

2.22

-19.67

17.59

-26.10

1인 가구

-176.35***

-216.20***

-138.22***

-206.59***

177.37

R2

0.1213

0.13586

0.121224

0.211889

0.253646

주: *, **, ***는 각각 90%, 95%, 99%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아래 <표>는 식 (1)을 log-log 모형으로 변환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결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진 사
람일수록, 그리고 외식 빈도수가 높고 회당 식료품 구매액이 높으며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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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노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식품 소
비 빈도가 높을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회귀분석 결과(음식물쓰레기 배출량) Log - Log 형태

변수

사무직

노무직

가정주부

4.427***

3.656***

5.313***

5.933***

2.944*

-0.008

0.016

-0.119

0.130

0.542

균형 식습관

0.260***

0.261***

0.240**

0.290*

0.086

외식 빈도수

0.124***

0.188***

0.048

-0.280*

0.075

회당 식료품 구매액

0.055***

0.097***

-0.018

-0.020

0.105

상수항
연령

일반

기타

식품 소비 빈도

-0.050

-0.127**

0.121

-0.116

-0.161

온라인 소비 빈도

-0.126**

-0.165***

0.070

-0.300

-0.142

인증 확인 정도

-0.005

0.017

-0.082

0.084

0.962*

HMR 구입 비중

0.027

0.068*

-0.003

-0.028

-0.632*

소득

0.090***

0.139***

0.068

0.058

0.090

가구원 수

0.354***

0.297***

0.451***

0.428***

-0.054

식생활 만족도

-0.091

-0.148

0.018

-0.149

-0.594

학력

0.037

0.048

0.015

0.027

-0.068

R2

0.150947

0.16029

0.14799

0.229945

0.193558

주: *, **, ***는 각각 90%, 95%, 99%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아래 <표>는 식 (3)의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절감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성일수록, 음식물쓰레기 절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식생활 만족도가 높거나 HACCP과 같은 식품 관련 인증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음식물쓰레기 절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양한 식
습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리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음식물쓰레기 절감 노
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식료품의 온라인 구매 빈도가 높을
수록 음식물쓰레기 절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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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순서형 로짓 분석 결과 (음식물쓰레기 절감 노력)

변수

계수 값

표준 오차

z

P > ㅣzㅣ

성별

0.224*

0.12

1.85

0.065

연령

0.008*

0.00

1.70

0.089

학력

-0.069

0.07

-0.94

0.349

1인 가구 여부

0.095

0.13

0.69

0.490

식품 구매 빈도

-0.058

0.05

-1.03

0.302

온라인 구매 빈도

-0.103***

0.03

-2.78

0.005

회당 구매 금액

1.53e-06

1.15e-06

1.33

0.183

HMR 구매 빈도

0.013

0.02

0.51

0.610

외식 빈도

0.047

0.03

1.42

0.154

식생활 만족도

0.533***

0.07

7.18

0.000

인증 확인 정도

0.437***

0.06

6.84

0.000

다양한 식습관

0.258***

0.05

4,57

0.000

0.000

0.00

1.29

0.196

0.106***

0.05

2.00

0.046

소득
가구원수

주: *, **, ***는 각각 90%, 95%, 99%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3.1.5. 결론 및 시사점
❍ OECD FCAN 회의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 중의 하나는 음식물쓰레
기이다.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식품이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발생시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기 때
문이다. 본 분석에서는 소비자들의 음식물쓰레기 절감에 대한 태도와 실제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소비자들의 사회경제적인 특성과 어떠한 관계
를 맺고 있는지를 심층 분석하였다.24)

24)

OECD 연구에서는 식품 쓰레기를 줄일 경우 생산이 증대되는 효과와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
에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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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월 1조 6,500억 원, 연간 약 2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용만으로도 연간 약 8천 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음식
물쓰레기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결과에서는

대부분의

가구

(63.7%)가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500g 이하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
나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식품 소비 빈도가 높을수록(온라인 포함), 식생활 만
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1인 가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소득이 높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절감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의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 남성일수록, 식생활 만족도가 높거나 HACCP과
같은 식품 관련 인증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음식물쓰레기 절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리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음식물쓰레기 절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쓰레기 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소비자들은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
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음식물쓰레기 절감 노력을 하는 혹은 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특성은 향후 식품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생활교육은 음식물쓰레기를 실제로 줄이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선행연구(임정빈 외, 2019)에서 밝히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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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분석 결과는 식생활교육이 집중되어야 할 대상이 식생활 만족도가 낮
은 소비자, 다양하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소비자 등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3.2. 건강한 식품소비 장려정책 관련 논의동향25)
3.2.1. 연구 배경
❍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식품소비이
다. 우리나라의 가구구조는 소득의 상승,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증가, 교육
의 질적 수준 향상 등으로 전통적인 4인 이상 가구에서 1인 가구 중심으로 변
화하고 있다(전영현·안병일, 2016).
❍ 이러한 사회적인 발달과 변화는 곧 식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대인들
의 식생활 패턴은 가구별 소득 수준 향상,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시
간에 대한 기회비용 증가 등에 따라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던 기존의 패턴에
서 가공식품을 소비하거나 외식 횟수가 증가하는 식생활 패턴으로 전환되었
다(김지윤·안병일, 2015).
❍ 사람들의 먹을거리 즉, 식품 소비에 대한 욕구는 계속됨과 동시에 현재는 다
양하고 빠르게 발달하는 사회 변화로 인하여 우리의 식생활도 편리하고 다양
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식품 가공기술의
발달 바쁜 현대인의 요구 때문에 즉석 가공식품, 동결 건조식품 등 편리성과
기능성을 갖춘 가공식품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안병일·박미성, 2014). 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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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구조가 개인화 산업화함에 따라 식생활 양식이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
로 변화되고 있으며 가정에서 직접 준비하는 식사보다 외식이나 급식 등을 이
용하는 식사가 증가하고 있다(이경애, 1992). 식품산업의 발달과 사회 환경
의 변화로 여러 가지 반조리식품 완전조리식품이 생산됨에 따라 가정에서 신
선한 식품을 이용하여 직접 식사를 준비하기보다는 가공식품이나 편의 식품
을 이용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지윤·안병
일, 2015).
❍ 따라서 소비자들이 다양하고 가변적인 소비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비자
성향과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홍완수 외, 2011). 특히 가
구의 소비지출패턴 분석은 소비자 구매행동을 엄밀히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은 가족원의 목표와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표현결과로 경제 및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정영숙,
1992). 소비생활에 대한 행위와 변화를 단순히 소비지출의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 행동의 실태와 변화가 소득분포 및 취업구조, 교육
수준 등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어떠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구 소비지출패턴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
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1).
❍ 현대 사회의 경우 간편화된 식품 소비와 외식의 증가 등 앞에서 언급했던 여
러 인구통계학적 변수 따라 변화하는 식품 소비로 인하여 고칼로리, 고당, 고
나트륨과 같은 비건강한 식품 소비와 과도한 당,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고 있
다.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곧 식품 소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현재 변화된
식품 소비로 인한 소비자들의 건강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 식습관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병 중 하나인 비만율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만율의 증가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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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비만율이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 동안 21.6%에서 31.8%로
10%p가 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3년 6조
7695억 원에서 2016년 11조 4679억 원으로 증가되었다(국민건강보험공
단, 2018).
❍ 국민들의 건강과 식습관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도 비건강식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
나 법안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은 비건강식품에 세금을
매기는 과세와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세 저항이 높은 편
인 우리나라에서는 비건강식품 과세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또한
과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많은 설득을 통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 이러한 비건강식품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나라 국민의 비건강식품에 대한 소비 경향 및 인식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비건강식품을 주로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구통계학
적 요인이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본 절에서는 국내외의 비건강 식품 소비 현황과 저감화를 위한 노력을 국내와
해외 사례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비건강식품 소비를
줄이는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계의 정책적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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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국내 및 해외 비건강식품 섭취 현황
가. 국내 및 국외의 고칼로리 식품 섭취 현황
□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 소비 현황

❍ 2018년 외식 산업 경기전망 지수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피자,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나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은 2016년 대비 2017년 6.24% 증
가하였으며, 치킨 전문점은 2016년 대비 2017년 8.52% 증가하여 외식 산업
의 다른 분야 업체 수에 비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8,823업체의 패스트푸드점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
로 나타났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
❍ 20대부터 6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외식소비변화를 조사한 결과,
외식비용으로 월평균 약 2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외식의 빈도는 월평균
13.9회로 나타났다(홍승희, 2019).
- 또한, 배달 및 방문 외식 중 치킨점과 패스트푸드점이 1위를 차지하고 있
다. 2018년 2만 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치킨, 햄버거, 피자에 대한
구매액과 거래액을 조사한 결과, 치킨과 햄버거는 40대 남성이, 피자는 40
대 여성이 최대 구매자로 나타났다(홍승희, 2019).
- 이러한 결과는 패스트푸드가 더 이상 청소년층 등 일부 연령층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구매하여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2017년 교육청에서 시행된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
등학생의 약 80%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고 한다(교육
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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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학생은 평균 20%로 보고되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
이 68%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초등학생 3명 중 2명, 중
/고등학생 5명 중 4명이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의 패스트푸드 소비 현황

❍ IBIS 조사기관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의 경우 햄버
거가 전체 시장의 42%를 차지하며, 뒤를 이어 샌드위치가 14%, 아시안 음식
10%, 치킨10%로 나타났으며, 피자와 파스타가 9%, 멕시칸요리가 8%, 기타
7%로 나타났다(한국농수산유통공사, 2019).
- 최근 미국인들의 지속적인 스낵 수요로 증가로 미국의 스낵 시장은 10년사
이 30% 이상 성장세를 나타냈다. 2017년 미국은 385억 달러(한화 약 44
조 원)의 스낵류 매출 규모를 보였으며, 2022년에는 약 402억 달러(한화
약 46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한국농수산유통공사, 2019).

❍ 2003년에서 2010년까지의 국가건강영양검사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18세 이
상의 18,098명의 성인에 대한 분석한 An(2016)의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
드로 일일 총 에너지 섭취량 190.29kcal, 총 지방 10.61g, 포화지방 3.49g,
콜레스테롤 10.34 증가하였다.

□ 유럽의 패스트푸드 소비 현황

❍ 영국에서는 현재 피자와 중국 음식을 중심으로 배달과 방문 포장의 비중이 늘어
나는 추세다. 대부분의 영국 직장인은 점심을 회사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아 간편한 점심 식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곧 패스트푸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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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포
함한 테이크아웃 이용 가능한 음식점의 총 점포 수가 2014년~2017년 동
안 4,000점포로 기존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농림축산식품
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 네덜란드의 경우 미국 농림부(USDA)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시장의 판매액은
2011년 기준 약 32억8,700만 달러(한화 약 3조9000억 원)에서 2016년 36
억 9,300만 달러(한화 약 4조3800억 원)로 연평균 2.4% 성장하였다(농림축
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 슬로우 푸드가 강세인 스페인의 경우에도 최근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소비자
심리 개선, 관광 및 여가 등의 지출에 힘입어 스페인의 패스트푸드 시장은 점
차 확대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 현재는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저렴하고 간단하게 식사
를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간편하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소
비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침체 중 전체 외식업 매출은 감소한 반면 패스트
푸드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2018).
- 또한, 스페인 시장조사기관 DBK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시
장은 19억 유로(한화 약 2조4875억 원)를 기록해 2015년 대비 7.9% 성장
한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나. 국내 및 해외의 당류 섭취 현황
□ 국내 당 섭취 현황

❍ 우리나라 국민의 1인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2007년 59.6g에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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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g으로 연평균 3.2% 증가하였고 2013년 기준 당류 섭취의 주요 급원 식
품의 경우 가공식품(우유 제외) 62%, 과일 22%, 원재료성 식품(과일 제외)
12%, 우유 4%로 나타났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 이 중 가공식품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당류 섭취 중 가공식품
에서 이루어지는 비중이 2013년 62%로 약 5년 사이에 상당한 증가(2007
년 56%)추세를 보였다.
- 또한, 가공식품 중 특히 음료를 통한 당류 섭취량이 가장 높았고(31.0%),
음료 중에서도 탄산음료나 과채음료, 커피류 등으로부의 당류를 섭취하는
비중이 높았다.
- 가공식품 섭취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당류의 섭취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의 당류 섭취량은 비만율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비해 높지는 않은 것
으로 알려졌다. 미국, 캐나다 등은 총당류 섭취량이 100g을 넘는 데 비해 우
리나라는 77g 수준이며, 첨가당 섭취도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림 4-9>.
- 하지만 비만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당류 섭취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윤은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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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2016년 국가별 1인당 1일 평균 당 섭취량
단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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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로모니터

❍ aT FIS 통계자료 <그림 4-10>에 따르면 국내 소매점 탄산음료 매출은 2012
년 7,990억 원에서 2017년 1조 1,430억 원으로 43% 성장하였다.

그림 4-10 연별 소매점 탄산음료 매출 추이
단위: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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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T FIS 식품산업 통계정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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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당 섭취 현황

❍ 미국의 1인당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126.4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하
루 당류 섭취 기준량인 50g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심각한 당류 섭취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 미국의 평균 하루 섭취열량의 약 5분의 1(13%, 약 270칼로리)을 첨가당을
통해 얻고 있지만, 이는 일일평균 열량의 10% 이하로 첨가당 섭취를 제한
하라는 WHO 권고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러한 높은 섭취량이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젊은 청년층 사이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식품안전정보원, 2017).
- 첨가당이 포함된 주요식품은 대부분 음료로 가장 높은 비중(47%)을 차지
하고 있었고, 스낵과 같은 간식류가 31%, 곡류가 8% 순이었다(식품안전정
보원, 2017).

❍ 영국의 경우 약 200년 전 2kg이 되지 않던 1인당 연간 설탕 섭취량은 현재
34kg으로 약 20배 가까이 늘어났다(잉글랜드공중보건국, 2014).
- 현재 영국의 1인당 평균 당류 섭취량은 93.2g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고 있다. 2014년 발표된 국민식이영양조사에 의하면 영국인의 당 섭취량
은 전 연령대가 섭취 권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잉글랜드공
중보건국, 2014).
- 특히, 연령별 섭취량 중 청소년의 당 섭취량이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의 경
우 평균적으로 권고 수준의 절반인 50% 이상 추가로 섭취를 하는 상황이
다. 이러한 청소년의 당 공급원은 에너지음료를 포함한 탄산음료가 가장
주요한 공급원으로 나타났다(잉글랜드공중보건국, 2014).

❍ 미주 지역의 국가들의 경우 높은 콜라 소비량으로 당 섭취량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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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경우 1인당 코카콜라 소비량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1인당 연간
180리터의 소비량인 약 675병으로 집계되었다. 미국이 394병, 브라질이
229병인 것을 볼 훨씬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콜라로 인한
당 섭취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 2018)
- 또한, 세계 3위 탄산음료 소비국가인 칠레의 코카콜라 하루 평균 섭취량은
141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2018)
- 코카콜라 최대 소비국인 멕시코, 미국, 칠레의 비만율을 조사해본 결과
2018년 보고된 OECD 통계자료에 의하면 칠레, 멕시코, 미국 순으로 높았
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다. 국내 및 해외의 나트륨 섭취 현황
□ 국내 나트륨 섭취 현황

❍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원인으로는 김치와 같은 한식의 절임 · 발
효식품 문화로 인하여 짠맛에 익숙해진 입맛과 최근 외식의 증가 등을 원인으
로 들 수 있다(정진이, 2016).
- 하루 평균 필요한 나트륨양은 개인의 활동량, 체질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
만, 평균적으로 1,500mg 수준이고 WHO와 우리나라의 권고 수준은
2000mg을 하루 섭취량으로 권고하고 있다(정진이, 2016).
- <그림 4-11>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
라 국민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2013년 4,538mg에서 2017년 3,669mg
수준으로 많이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1일 권고 수준인 2000mg을 크게 상
회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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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우리나라 연도별 하루 나트륨 섭취량
단위: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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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질병관리본부, 2019

❍ 나트륨 섭취원인으로는 소금이 가장 크게 기여하여 전체 섭취량의 20.5%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김치, 간장, 된장, 라면 순이었다. 소금, 간장, 된장
과 고추장과 같은 장류 형태로 섭취하는 나트륨이 42.7%로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앙린·이연경, 2017).

□ 국외 나트륨 섭취 현황

❍ 일본은 일본고혈압학회에서 소금 일일섭취량을 5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하루 소금 평균 섭
취량이 남성의 경우 11.1g, 여성의 경우 9.4g으로 권고 기준치를 웃도는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영, 2015).
- 특히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소금 수요실적’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
들은 대부분 소금섭취를 가공식품에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소금
섭취량의 약 81%가 장류(간장, 된장 등)를 포함한 가공식품에서 사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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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이미영, 2015).

❍ 미국의 경우 하루 평균 소금섭취량, 연방 식품의약청(FDA)의 권장량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조사 되었는데, 식품의약청(FDA)의 1인 하루에 권장하는 소
금 섭취량은 2300㎎이나 미국인들의 평균 1일 소금 섭취량은 3400㎎으로
권장량과 비교하여 47.8% 초과하였고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량
인 2000mg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지앙린, 2019).
- 미국이 자국민의 건강한 식습관의 목적으로 발표한 2015-2020 식사지침
에 따르면 매일 2,300mg 미만의 나트륨을 섭취가 권장된다. 그러나 실제
로 2세 이상 미국인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400mg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현희 외, 2009).
- 미국에서 소비된 나트륨의 70% 이상이 가공식품 및 외식에서 발생하고,
소량의 나트륨만 요리에 사용되거나 식탁에서 첨가되었다(Adler et al,
2014).

❍ 중국의 경우 농촌에 거주할수록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실시한 중국의 전국영양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은 매일 평균적으로
13.9g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으로 비교하면, 일반
적으로 베이징 등의 도시는 일평균 12.8g의 소금을 섭취하고 농촌지역에서
는 평균 15.8g의 소금을 섭취하였다(설안나, 1999).
- 1992년 실시된 조사는 나트륨 섭취량을 성별로 구분하였다. 조사결과 남
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39세
중국 국민 1670명을 대상으로 24시간 회상법에 따라 소금 섭취량을 설문
한 결과, 남성은 최소 4.4g에서 최대 15.0g, 여성은 최소 3.5g에서 최대
12.6g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설안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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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진시의 유치원생 1,280명을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일
일 평균 3,102mg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국영양학회가 추천
한 양을 훨씬 초과한다(설안나, 1999).
- 2007년 4월 베이징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베이징 거주민들이 하루 평
균 16g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베이징시는 하루
섭취량을 한 숟가락 이하로 조절할 것을 권장하며 500만 개의 파란색 작은
숟가락을 가정에 배포하는 등 소금 섭취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
현희 외, 2009).
- 중국 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나트륨 섭취의 76%가 가정 식사에서 이루어
지며, 그 중에서도 된장국을 통하여 약 6.4%가 섭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Anderson et al, 2009).
- 중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나트륨 섭취가 1991년 6800mg
에서 2000년 5900mg까지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는 4300mg까지 감
소하였다(Zhai et al, 2014).

❍ KOTRA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하루 소금 섭취량이 WHO의 하
루 권장량인 5g보다 8배 높은 40g으로 보고되고 있다(KOTRA, 2016).
- 주식인 빵이 높은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으며, 전체 나트륨 섭취량 중 약
40%가 빵을 통하여 섭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나트륨 2000mg을 소
금으로 환산하면 5g이 된다).

3.2.3. 건강한 식품섭취 유도를 위한 국내 및 해외의 노력
가. 국내 및 국외의 당류 저감화 정책
□ 국내 당류 저감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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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비건강식품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품섭
취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도 나트륨, 트랜스지방과 함께 당류를 건강 위해가는 영양성분으로 지
정하는 등 당류 과잉섭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6
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그림 4-12>와 같은 “당류 저감 종합계획”
을 발표한 바 있다.
❍ 당류 저감 종합계획은 첫째, 우리 국민의 단맛선호 식습관 개선유도, 둘째, 국
민의 당류 저감식품 선택을 위한 환경조성, 셋째, 당류 저감정책의 과학적이
고 통계적인 기반조성 등을 추진 전략으로 하며,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
한 당류 섭취의 일일 섭취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있
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그림 4-12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 추진 체계
목

국민의 적정수준 당섭취 유도

표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일일 열량의 10% 이내로(‘20년까지)

달지 않게 먹는
식습관 및 인식개선

○ 국민 실천운동 전개(‘당류 줄이기’)
○ 어린이와 청소년의 당류 줄이기 교육 강화
○ 개인 맞춤형 당류 섭취량 관리 지원

핵
심
전

○ 영양표시 등 당류 관련정보 제공

당류 저감식품
선택장려를 위한 환경
조성

○ 저당 가공식품 개발 지원
○ 가정식, 급식, 외식의 저당 메뉴 제공 확대
○ 어린이와 청소년의 적절한 당류 섭취 유도

략

당류 저감 기반구축

○ 과학적이고 통계적 기반 마련
○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조 강화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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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에서의 당류 저감 실천을 위해서 영양표시도 확대 운영되었다. 당류 함
량을 고려하여 시리얼, 코코아 가공품 등을 우선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의
무화하였으며, 영양성분 표시 중 당류 1일 적정섭취 표시 기준(100g)도 신설
되었다(식품안전정보원, 2017).
- 음료류, 빵류 등 주요 당류 섭취 기여 식품의 제조･가공 중 당류 저감 기술
도입을 위한 정보 집을 개발하여 해당 업체들에 보급하였고, 커피 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에서 음료 판매 시 시럽 양 선택 옵션 등을 적용하는 등 당류
저감 실천 설명서도 개발되었다(식품안전정보원, 2017).
- <그림 4-13>과 같이 실생활에서의 당류 줄이기 습관을 위해 회의시간 당
류가 많은 다과 대신 견과류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하루 Tip”을
제작하여 관공서를 중심으로 보급하기도 하였다(식품안전정보원, 2017).
- 당류 저감화의 사회적 분위기 확장을 위해 소비자포럼, 정책토론회, 학술행
사 등을 통해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림 4-13 실생활에서의 당류 줄이기 실천 예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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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USDA HFHC 프로그램과 Los Angeles의 “Sugar Pack”캠페인

❍ 미국은 탄산음료와 관련된 정책들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로, 2013
년 2월 미 농무부는 학교 내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사탕 등을 판매할 수 없도
록 하고, 식당에서는 고지방 성분의 기름진 음식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
는 행정 지침을 발표하였고, 미국 질병 통제 및 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CDC)에서는 2010년에 가당 음료
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목표로7가지 전략 지침을 작성‧배포하였다(박미성 외,
2016).

❍ 미국 건강한 음료 프로그램(Healthy Food in Health Care, 이하 HFHC)에
서는 자판기에 색 구분 방식을 도입하였다. 구분된 색깔별로 위험도를 달리
표시하여 소비자가 구매 시 식품의 위험도를 바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박미성 외, 2016).
- 2016년에는 영양표시에 총당류, 그리고 총당류 중 첨가당의 함량을 표시
하도록 개정하였다(박미성 외, 2016).
- HFHC 프로그램은 자판기의 진열 칸을 색깔로 구분(빨강·노랑·녹색)하여
각 진열칸 배치기준에 따라 음료를 진열하는 것으로 시행한지 단 6개월 만
에 위험도가 높은 진열 칸(빨간색)에 배치된 음료의 매출액이 전체의 약
62.1%에서 44.3%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다(박미성 외, 2016).

❍ Los Angeles의 “Sugar Pack” 캠페인으로 2011년과 2012년에 웹사이트,
미디어 메시지 등을 통해 당 음료에 포함된 sugar pack(3g, 각설탕)이 몇 개
인지를 알려 당 섭취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하였다. 특히 캠페인을 통해 당
음료와 비만에 관한 연관성을 교육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박미성 외,
2016).

식품사슬분석네트워크 대응❙

205

□ 영국의 설탕세(Sugar tax)와 Change4Life campaign 중 “SugarSwaps”

❍ 영국 정부는 청소년의 비만 감소를 위해 2018년 4월6일부터 시판 식품에 설
탕세를 도입하였다(박미성 외, 2016).
- 음료수 100mL당 설탕 함유량이 5g이면 리터당 18펜스(한화 약 270원),
100mL당 설탕 함유량이 8g 이상이면 리터당 24펜스(한화 약 36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박미성 외, 2016).
- 설탕이 가미되지 않은 천연 주스 및 우유를 최소 75% 함유하고 있거나
100mL당 최소 120mg의 칼슘을 함유한 유제품 음료는 음료의 영양가를
이유로 설탕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박미성 외, 2016).
- 유로모니터는 2017년 설탕 저감 가공식품(reduced sugar packaged
food)의 판매액이 전 세계적으로 3% 증가했으며, 2022년까지 연평균 2%
대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미성 외, 2016).

❍ Change4Life campaign 중 “SugarSwaps”란 첨가당이 들어간 과자나 음
료는 급식이나 학교 자판기에서 금지하고 웨일스 지방정부는 2012년 병원
자판기에서도 금지하고 있다(박미성 외, 2016).

□ 노르웨이의 특별 소비세(luxury tax)와 Norway’s School Fruit Programmes

❍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당류 저감화 제도를 시행해왔는데 1922년
부터 초콜릿과 설탕과 같은 제품에 특별 소비세(luxury tax)라는 이름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해 왔으며, 2018년에는 세금을 중과하였다(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2018).
- 2018년에는 청량음료에 전년대비 42%, 초콜릿에 전년대비 83%가 인상
된 세금을 부과하였다. 노르웨이의 설탕 세는 설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류가 많이 포함되어있는 스낵류와 초콜릿에도 세금을 부과하였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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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 노르웨이에서는 2018년 설탕세가 대폭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 매출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설탕세를 부과하면서 노르웨이의 설탕음료
매출은 약 11% 감소했지만, 온라인 상점과 국경 상점에서는 주변국인 스
웨덴의 탄산음료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 또 다른 노력으로는 Norway’s School Fruit Programmes 이 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매일 과일과 채소를 무료로 제공하여 과일·채소 섭취를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당류가 많은 식품을 적게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한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 프랑스의 설탕세(Sugar Tax)

❍ 프랑스는 2011년부터 탄산음료 캔당 1%의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7
년 프랑스는 국민의 청량음료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음식점에서 일부 가
격을 받거나 청량음료를 무료로 제강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다.(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2018).
- 설탕세 도입으로 코카콜라와 환타와 같은 비롯한 탄산음료 가격은 리터당
3에서 6유로센트가 인상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 예외적으로 열량이 제로인 다이어트 음료의 경우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 헝가리의 HAPPY(Hungarian Aqua Promoting Programme in the Young)

❍ 헝가리에서는 2007년 적으로 물 섭취 증가를 장려하는 HAPPY(Hungarian
Aqua Promoting Programme in the Young)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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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2010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로 사업을 확대였으며, 2014
년에는 144곳에서 실시하였다. (박미성 외, 2016).
- 물 섭취 교육과 함께 물을 무료로 제공하여 물 섭취증가를 유도하여 당 음
료의 섭취를 감소시키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열량이 제로인 다이어트
음료의 경우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박미성 외, 2016).

□ 네덜란드의 Dutch School Gruiten Programme

❍ 네덜란드 학교에서는 과일과 채소의 접근성을 높여 당류가 많은 식품을 적게
섭취할 수 있게 학생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일주일에 두 번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박미성 외, 2016).
- 2003년에 시행된 시범사업이 200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3년까
지 운영되었으며, 이후에 EU의 학교과일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박미
성 외, 2016).

□ 핀란드의 설탕세(sugar tax)

❍ 핀란드에서는 2011년부터 아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과자 및 아이스크림, 청
량음료 등 간식류에 설탕세를 부과하여, ㎏당 95유로센트(킬로그램당 약
1,235원), ℓ당 11유로센트(리터당 약 145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
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 하지만 핀란드 식품 업계가 이러한 설탕세 부과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강력
히 불만을 제기하면서 2017년 1월 과자류에 대한 세금적용이 폐지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 한편, 음료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설탕 0.5% 이상 함유한 청량음
료 및 주스는 22유로센트(약 292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전보다 두
배 가량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상황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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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통합간접세(GST)

❍ 인도에서는 2017년부터 고당 간식 및 탄산음료 등에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
로써 고당류 식품 소비를 저감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newsis, 2017).
- 인도의 모디 정부는 2017년 7년부터 지역별로 서로 달랐던 세금을 전국적
으로 통일하여 모든 품목을 4가지 범주(5%, 12%, 18%, 28%)로 나누어 통
합 간접세(GST)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그중에 당이나 지방 함유가 많은
품목의 경우에는 신선식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있다(newsis,
2017).

□ 태국의 신소비세

❍ 2017년 9월부터 태국의 경우 음료수(커피, 차, 당 음료 등)를 대상으로 新소
비세를 적용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 설탕세는 음료의 설탕 함량과 소매가에 의해 결정되고, 설탕 함량이 정부
의 규정치 이상일 경우에는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 2018).
- 예외적으로 설탕 함량이 0g인 경우나, 설탕을 대체하는 당 성분이 식약청
제한비중을 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 2018).

❍ 태국 정부는 설탕세 부과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을 제한
하기 위해 종가세와 종량세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가격 기준 세금은 세금
부과 시점부터 2년간 인상되지만, 물량 기준 세금은 인하하기로 하였다. 2년
이 지난 후부터는 법률에 따라 허용된 상한선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이 인상되
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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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태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음료 및 당류 섭취를 위해 태국의 음료 제조
업체들에 2년마다 한 차례씩 총 6년간 단계적인 음료 내 설탕 함유량 저감을
지시하였다(KOTRA,2017).

□ 필리핀의 설탕세(Sugar Tax)

❍ 2018년 1월부터 필리핀 정부에서는 설탕세 도입을 발표하였다. 필리핀 정부
에서 비만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을 발생시키는 설탕 소비를 감소시키는 정책
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고과당 시럽을 사용한 음료는 12페소(약 255원),
설탕 및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음료에는 리터당 6페소(약 127원)의 세금이 부
과되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 설탕세에서 제외된 제품으로는 100% 천연 과일 및 주스 및 채소, 분유, 식
사 대용 음료 및 의료용 음료, 스테비아 또는 코코넛 설탕을 사용한 청량음
료 등이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나. 국내 및 국외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 국내 나트륨 저감화 정책

❍ 최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2년부터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소비자, 급식, 외식, 가공식품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참여를 유도해나가고 있다(정진이, 2016)

❍ 2010년 이전부터 나트륨 저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2012년에는
‘나트륨 저감화 정책’으로 퍼지기 시작하였다(박솔잎, 2018).
- 나트륨 저감화 정책은 우선 소비자들의 나트륨 과다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시키고 자율적으로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참여를 증가시키고자 꾸준
히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저감화 참여와 홍보 캠페인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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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 가까이 나트륨 저감화의 필요성을 체험할 기회
를 만들었다.

❍ 또한, 매년 서울을 포함한 6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범국민 나트륨 줄이기 실
천 행사’를 개최하여 소비자들이 저감화 동참 서명운동이나 짠맛 미각 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나트륨 저감화 필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진이, 2016).
- 그 밖에도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나트륨 줄이기 응원단 활동, 아이디어 공모
전, 삼삼한 전국 요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국민이 직접 나트륨
저감화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한 국민 인식개선 노력을 해오고 있다.
- 특히 2013년부터 어린이들의 나트륨 저감을 위한 인식 개선과 농 ·어촌 지
역 등의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인 ‘튼튼 먹거리 탐험대’를 운영해오고 있으
며, 2015년부터는 수혜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윤은경, 2015).

그림 4-14 나트륨 저감화 정책 목표 및 핵심과제
정책 목표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2020년까지 3,500mg이하로 감소
핵심과제
싱겁게 먹는 식습관
형성 유도

소비자에게
나트륨 관련
정보제공 강화

급식, 외식,
가공식품, 저감화
확대

나트륨 함량 줄인
제품 개발 확대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한
부처간 공조체계 확보

① 입맛변화 실천
프로젝트 실시
②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
③ 대중매체 홍보와
참여 프로그램
확대

①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 확대
② 알기쉬운 나트륨
표시제 도입
③ 나트륨 지도 작성
공개

①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 유도
② 정책연계를 통한
저염 급식 제공
③ 프랜차이즈 중심
저염 외식메뉴
확대

① 나트륨 저감식품
개발 및 유통지원
강화
② 나트륨
저감식품(업체)
홍보 지원
③ 소금 대체재 개발
및 사용 활성화

① 나트륨 저감정책의
법적·조직적 기반
강화
② 정부부처·지자체
공조체계 구축
③ 근거중심 정책을
위한 과학·통계기반
강화

자료: 한국식품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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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체험형 프로그램 이외에도 국민 인식개선 목적으로 신문,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나트륨 줄이기의 필요성과 실천방법을 지속해서 홍보하
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안내판이나 대중교통의 화면송출을 통한 생활밀착형
나트륨 저감 실천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다(윤은경, 2015).
- 또한,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나트륨 줄이기 365 프로젝트’는 더욱 쉽게
젊은 세대들이 나트륨 저감화 정보를 받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
다(윤은경, 2015).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저감화 유도를 위하여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별로 교육, 홍보 캠페인과 결의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교육부에서도 2017년 학생건강증진 기본 방향에서 학교급식 한끼 당
초등학생은 900mg, 중학생은 1,000mg, 고등학생은 1,300mg 이하로 나트
륨 줄이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학교급식에 권고되는 염도 기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0.6%, 고등학교는 0.7%로 저염화하며, 국 배식량을 초
등학생은 100ml, 중학생은 130ml, 고등학생은 150ml 이하로 줄일 것을 권
장하였다.(윤은경, 2015).

□ 미국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 미국에서는 'Health People 2020' 프로그램에서 1일 나트륨 섭취량을
2,300mg이하로 저감시키도록 권장하였으며, IOM(Institute of Medicine)
가 발표한 2010년 4월 보고서 권장사항을 바탕으로 장기계획을 도입하였다
(지앙린, 2019).

❍ 미국 뉴욕시의 경우 의무적인 권고를 통해 모든 식품의 나트륨함량을 최대
480mg/serving size 이하로 하였고, 저나트륨 기준인 140mg 이하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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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구매하도록 제한하였다(지앙린, 2019).

❍ 또한, 미국은 전체 나트륨 섭취량의 75~77%가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되므로
특히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되는 나트륨을 절감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이미영, 2015). 그 결과 2014년에는 나트륨 섭취의 주요 공급원인
빵의 나트륨 함유량을 최대 35%까지 저감시키는 데 성공하였다(정진이,
2016).
- 최근의 경우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자율적인 나트륨
저감 유도를 위한 150여개 가공 및 조리 식품에 대하여 단기는 2년 및 장기
는 5년으로 나트륨 저감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정진이, 2016).

□ 일본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 우리나라와 식습관이 비슷한 일본에서도 높은 나트륨 섭취로 인한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환자의 증가와 고혈압 사망자가 연간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어
나트륨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앙린, 2019).

❍ 먼저 ‘Health Japan 21'을 통한 저염 조리실을 운영하고, 저염 식품생산을
추진과 미디어를 활용한 나트륨 저감 홍보를 통해 국민의 나트륨 저감화에 성
과를 거뒀다(지앙린, 2019).

❍ 일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본 고혈압 학회에서
는 7.0 g에서 6.0g으로 1인당 평균 일일 소금 섭취량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김선화 외, 2016).

❍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5년 4월부터 일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18세 이상
성인 남성의 경우 9.0 g에서 8.0 g로, 여성의 경우 7.5 g에서 7.0 g로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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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공식품의 나트륨 저감화 방향을 “소금을 줄여도 맛있는 식품” 만들기로
정하고 식품업체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김선화 외, 2016).

□ 핀란드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 핀란드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빨리 과거부터 나트륨 저감을 위한 노
력을 하였는데 1972년부터 ‘North Karelia Project’를 30년간 진행하여 소
금섭취량이 1972년 1일 14g에서 2002년 9g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으
며, 1980년대 고나트륨 함량 식품 경고문구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신혜형,
2012).
- 또한 나트륨 식품 표시제, 지속적인 나트륨 섭취 교육 등을 통해 나트륨 저
감화에 성공하고 있다.

❍ 또한, 정부와 헬싱키대학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가공식품 속에 포함되는 가공
소금 ‘Pansalt’의 사용을 권장하면서, 일반 정제염의 사용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화 외, 2016).

❍ 현재 가공소금 ‘Pansalt’는 핀란드 내에서 3대 식품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16개국의 특허를 받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20여 나라에 판매되고 있다.
‘Pansalt’는 지속적인 나트륨 섭취 교육, 나트륨 식품 표시제 등을 통해 나트
륨 저감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선화 외, 2016).

□ 영국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 영국은 2003년부터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17년까지 하루 소
금섭취를 6g으로 감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004년 식품기준청(Food
Standard Agency)에서 나트륨 식품 저감화를 위한 목표를 가공식품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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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였다.
- 주요 대상 제품으로는 베이컨, 소시지 등을 우선으로 적용하였고 외식 메
뉴에서 1인분 최대 나트륨 섭취 목표량을 정하는 등 전반적인 식생활에서
의 나트륨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정진이, 2016).

❍ 또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에서는 소금섭취량을 9.0g에서
감축하기 위한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이미영,
2015).
- 2004년 9월부터 1단계 정책에서 식품 중 가공식품의 나트륨 저감 목표 수
준을 설정하였으며, 주요 대상 제품으로 소시지, 베이컨 등을 선정하여 나
트륨을 과다섭취 시 발생하는 건강에 부정적인 측면을 국민에게 인식시켰
다(이미영, 2015).
- 2005년 10월 2단계 정책에서는 식품 내 소금 함유량과 일일 소금 섭취량
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식품 라벨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2007년
3단계 정책에서는 전체 소금섭취량의 75.0%가 식품으로 섭취되는만큼 식
품구매 시 저염식품 구매를 권장하였다(김선화 외, 2016).
- 2014년부터는 4단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으로 소금섭
취량이 2000년 9.5g에서 2016년 3.2g으로 감소하였다.(김선화 외,
2016).

□ 캐나다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 캐나다는 나트륨 섭취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과학계, 비정부 기관, 식품제조
사, 식품판매사 등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워킹그룹(Sodium Working
Group, 이하 SWG)을 설립하고, 나트륨섭취량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2,300mg으로 줄이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황진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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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나트륨 권장량인 2,400mg에서 1,500mg으로 줄이고 음식 가맹점에
서는 영양표시에 열량과 함께 나트륨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
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황진원, 2018).
- 또한 정부산하의 군대, 학교와 병원 등에서는 나트륨 함유량울 제한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황진원, 2018).

□ 남아공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 2013년 남아공 보건부는 가공식품 내 나트륨 함유량을 줄이는 규제법안을
발안했으며, 2016년 6월 30일부터 규제가 시행되었다(KOTRA, 2016). 규
제 대상 품목은 수입품을 포함한 모든 버터 및 마가린, 감자칩, 시리얼, 빵, 수
프, 가공육류 등이 해당한다.
- 남아공 보건부는 국내 식품 가공업체들의 규제 이행을 원활히 하고, 저염
식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당 규제를 점진적으로 시
행하였다(KOTRA, 2016). 또한, 남아공 보건부는 남아공 심장·뇌졸중 재
단과 협력하여 고염식에 따른 질병 위험에 대해 대국민적 캠페인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 영국과 미국의 건강한 식품 섭취 관련 구체적 정책 사례
(1) 미국
□ 캘리포니아 AB 841 법안

❍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높은 당이 포함된 식음료 섭취와 밀접하게 관련된 비만
과 같은 질환들이 학생과 어린이 사이에서도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학교 내에서 정크푸드 광고나 마케팅을 제한하는 법률(AB 841)
이 시행 중에 있다(KOTR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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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9년 2월 설탕 음료 섭취를 절감시키기 위한 5
개의 법안도 발의되었다(표 1).
- 위 법안들은 공중 건강에 대한 위기를 이유로 발의하게 되었으며, 규제되
는 주요 품목은 법안에서는 정확히 ‘설탕으로 단맛을 낸 음료’라고 명시된
청량음료(소다)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의하면 비단 소다뿐 아니라 설탕이 포
함되거나 설탕으로 단맛을 낸 스포츠음료, 에너지음료, 커피 등도 모두 설
탕 음료에 포함되어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KOTRA, 2016).
- 시행되고 있는 5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매점에서의 설탕음료 진열
장소 제한, 대용량 설탕음료의 판매 금지, 설탕음료에 건강 경고 라벨 부착
등이 있다<표 4-11>.

표 4-11

관련된 5개 법안의 주요 내용

법안

요약

내용

AB 765

설탕 음료
진열장소 제한

- 소매점 계산대 근처에 설탕으로 단맛을 낸 고열량·저영양 음료의 진
열을 금지
- 계산대 근처에 우유 또는 천연 과채 주스 등 특정음료만 진열 가능

AB 766

밀봉되지 않은 16oz 이
상의 설탕음료 판매 금
지

- 구매 시 곧바로 컵이나 이동용기에 바로 담아서 제공하거나 소비자
가 직접 채워갈 수 있는 밀봉되지 않은 설탕 음료의 경우, 용량을
16oz(약 473mL)로 제한함.

SB 347

‘건강상의 안전경고’
라벨 부착

- 설탕 음료가 밀봉되어 판매되는 경우, 음료의 표면에 경고문구 라벨
을 부착하도록 규정
- 설탕 음료가 밀봉되지 않은 채 판매되는 자판기 또는 음료 디스펜서
등의 표면에도 음료와 마찬가지로 경고문구가 부착되어야 함.

AB 764

판촉을 위한
혜택 제한

- 음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판매점에, 설탕 음료의 판매 촉진을 위한
제안(오퍼)이나 할인 등의 혜택제공을 제한함.

AB 138

건강 프로그램 기금 마
련 및 기금마련을 위한
세금부과

- 치아 질환·당뇨·비만·심장 질환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각종 건강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기금 마련
- 기금 마련을 위해 설탕 음료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

자료: KOTR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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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한 당류 섭취 저감화

❍ 미국 보건복지부(DHHS)가 실시하는 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y People
2020(이하, HP 2020)’의 세부항목(영양소 및 체중 현황)에서 당류섭취 저감
화와 관련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식품안전정보원,
2017).
- 당류 섭취 저감화를 위해 첨가당에서 유래하는 일일섭취 총 열량의 목표기
준을 15.1%에서 9.7%로 하향 설정하며, 첨가당과 고형지방에서 유래하는
일일섭취 총 열량의 목표치를 31.7%에서 25.5%로 낮추어 설정하는 등 두
가지 목표를 세워 실시해오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 2017).

표 4-12

HP 2020의 첨가당 관련 세부 목표의 목표치(2세 이상)
목표 설정

기준
(2005~2008)

목표

NWS-17.2 첨가당 유래 일일 총 섭취량 감소

15.1%

9.7%

NWS-17.3 첨가당 및 고형지방 유래 일일 총 섭취열량 감소

31.7%

25.5%

□ 포장 식품의 영양성분표 개정

❍ 2016년 5월, 미국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은 첨가당에 의한 열량 섭취 저감을 권고하고 있는 국민식이지침 및 다양한
의학 단체들의 권고에 따라 첨가당 표시 추가 등이 포함된 포장 식품의 영양
성분표 개정을 발표하였다(식품안전정보원, 2017). 이에 따라 첨가당의 함량
과 % 영양소 기준치를 총 당량 하단에 의무 표시해야 한다<그림 4-15>.

218

❙

표 4-13

국민 식이 지침에 따른 당 섭취에 관한 권고 동향

국민 식이 지침

당 섭취에 관한 권고내용

1980-1985 (1판)

과도한 당은 멀리할 것

1985-1990 (2판)

과도한 당은 멀리할 것

1990-1995 (3판)

적당량의 당을 사용할 것

1995-2000 (4판)

당이 적당히 함유된 식단을 고를 것

2000-2005 (5판)

당 섭취를 적당히 할 수 있는 식품과 음료를 고를 것

2010-2015 (6판)

첨가당이나 열량 있는 감미료가 적은 식품과 음료를 고를 것
당과 탄수화물 함유 식품과 음료를 자주 먹지 않고 좋은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해 충치
발생을 줄일 것

2015-2020 (7판)

고형지방과 첨가당 유래의 총 일일섭취 열량을 5~15%로 줄일 것

2020-2025 (8판)

첨가당 유래의 총 일일섭취 열량을 10% 미만으로 할 것

자료: 식품안전정보원, 2017

그림 4-15 미국 FDA 영양성분표 개정 전후 비교 (첨가당 표시정보 추가)

자료: 식품안전정보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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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당 음료 과세제도

❍ 당류 저감화 정책 중 하나인 가당 음료세는 최근 미국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정책이다. 미국에서 2015년 3월 최초로 가당 음료세
를 시행한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를 비롯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비만
예방, 충치 예방 등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가
당음료세를 채택하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식품안전정보원, 2017).
- 메사추세츠처럼 가당 음료세 도입에 긍정적인 지역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지역도 있다. 미시간주는 식품과 음료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할 수 없도
록 선제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뉴멕시코주 산타페이시
는 가당 음료세를 도입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시행되었으나 부결되었으며,
2017년 8월부터 가당 음료세를 시행했던 일리노이주의 쿡 카운티는 예상
에 못 미치는 세수 증가 및 타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당 음료를 구매하는 사
례가 발생하여 4개월도 채 안되어서 가당 음료세를 폐지하였다(식품안전
정보원, 2017)

□ 가당 음료 경고표시제도

❍ 20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첨가당이 함유된 음료가
비만, 당뇨 그리고 충치를 야기한다는 경고문을 관련 옥외 광고물에 표시하도
록(면적의 20%) 하는 조례를 채택하였다(San Francisco Health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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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샌프란시스코 시의 가당음료 경고문 표시제 주요 내용

규정명

샌프란시스코시 보건규정 §4202, §4203 (2015.06.16.)
경고: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비만과 당뇨, 충치의 원인이 됩니다.
이 경고문은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에서 전해드립니다.
(“WARNING: Drinking beverages with added sugar(s) contributes to obesity,
diabetes, and tooth decay. This s a message from the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자료: Google 검색)
표시문

가당음료 정의

- 12oz당 75㎈ 이상의 감미료가 첨가된 음료로 정의
- 단, 100% 과채 주스, 영아용 조제식, 우유 또는 우유 대용식, 식이보충제와 같은 일부 음료
는 면제

가당음료 광고의
정의

- 가당음료 홍보 또는 판매하는 광고물로 종이, 포스터 또는 빌보드에 게시되어있거나, 버스,
차량, 기차, 3륜 차량 등 기타 교통수단,경기장, 공연장, 정거장 등의 구조물, 벽면 또는 기
타 표면 등에 부착되어 있는 것
- 단, 텔레비전 등 전자미디어, 가당음료 용기 또는 포장, 정기간행물, 메뉴, 자체부착 태그
등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 : 식품안전정보원, 2017

□ 학교급식

❍ 연방정부는 2013년 미국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똑똑한 교내 간식(Smart Snacks in School)” 영양 표준을 발표하였
다. 농무부는 교내에서 판매 및 제공되는 음식에 대하여 “똑똑한 교내 간식
(Smart Snacks in School)”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USDA, 2018).
본 지침은 건강하고 굶주림 없는 아이들을 위한 법(Healthy, H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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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ds Act, 2010)에 따라 교내의 자판기, 스낵바 그리고 매점에서 판매
되고 있는 식음료품에 대한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
원, 2017). 식품의 당 함량은 35% 이하로, 가당 음료와 같은 첨가당과 고열량
음료 대신 물, 우유 또는 100% 무가당 주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USDA, 2018).

□ 외식업소 어린이 메뉴의 음료 제한

❍ 캘리포니아주의 페리스 시 위원회에서는 2017년 3월 14일부터 외식 업소에
서 어린이 메뉴에 천연 또는 합성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착향수, 스파클링
또는 물, 우유 또는 우유 대용품 또는 최대 8온스 제공량 크기에 감미료가 첨
가되지 않은 100% 주스 중 한 가지 음료를 기본 음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조
례를 채택하였다.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턴 및 데이비스 시도 유사한 조례를 시
행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7).

(2) 영국

❍ 영국의 경우 산업체에 의무를 지우는 정책과 산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
하는 정책을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의 인식 개선을 통해 당 저
감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Public Health England,
2014).

□ 탄산음료 업계 추가부담금 부과

❍ 대표적인 의무형 정책은 미디어와 온라인에서 ‘당세(sugar tax)’로 칭해지는
탄산음료 업계 추가부담금 부과 정책으로 영국의 보건계 및 정계에서 소비자
의 당 섭취 저감을 위해 당류 저감화를 위한 세금 부과를 촉구하는 가운데,
2016년 영국 재무부는 아동기의 비만감소 전략의 하나로 탄산음료 업계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 영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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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추가부담금의 세부 사항이 명시된 ‘재정법안 2017’을 발표하였다
(식품안전정보원, 2017). 동 법안에는 추가부담금 부과 범위, 제외품목, 부과
대상 등이 제시되었고, 2018년 4월부터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통한 세입은 신
체 활동 증진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어린이의 비만 감
소와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영국 정부 부처 포털, 2016).
- 탄산음료 추가부담금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알콜 도수가 1.2% 이
하이고 물, 얼음, 이산화탄소와 혼합되거나, 해당 조합들을 통하여 섭취될
음료 또는 즉시 섭취될 음료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우유를 최소 75% 이상 함유하고, 100mL당 칼슘을 120mg 이상 함유한
우유 대용품, 주류, 영유아용 식품 등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품목에서 제외
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대상 음료를 12개월 동안 100만 리터 이상 생산한
업체, 대상 음료를 포장하는 업체, 대상 음료를 수입하는 업체이다. 부과되
는 금액은 음료 100mL당의 당 함량이 5g 이상 ~ 8g 미만인 경우에는 리터
당 18펜스, 음료 100ml당 당 함량이 8g 이상인 경우에는 리터당 24펜스
이다.

□ 포장 전면 영양표시 제도

❍ 영국은 유럽규정에 따른 의무적인 식품 포장 후면 영양표시 이외에도 포장 전
면에 알아보기 쉽게 영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
하여 포장지 전면에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신호등 색으로도 병기 표시하는
포장 전면 영양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식품안전정보원, 2017). 포장 전
면에 영양표시 정보 제공 여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유럽규정 1169/2011’의
표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유
럽규정 1169/2011’에 따르면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식품에 당, 단
백질, 식염, 지방, 포화지방산, 탄수화물 함량 및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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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다만 포장 전면 영양표시는
영국의 자체 표시 정책이며 포장 전면 영양표시 제도는 영국 보건부에서 담당
하고 있다(식품안전정보원, 2017).

❍ 라벨의 형태에 있어서 영양 정보는 도형 안에 그리고 가로로 표시되어야 한
다. 그러나 포장 형태에 따라 명확도에 있어서 세로표시가 우월할 경우, 세로
표시도 허용하고 있다(식품안전정보원, 2017).
그림 4-16 포장 전면 영양표시 예시

□ 당 섭취 저감 캠페인

❍ 영국 공중보건국(PHE)은 2015년부터 당 함량이 낮은 식품을 소비할 것을 장
려하며, 식품 라벨의 영양정보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경제매거진, 2018). 대표적인 캠페인으로 ‘체인지포라이프’의 당 저감
캠페인인 ‘슈가스왑스’가 있다(식품안전정보원, 2017).

❍ PHE는 어린이들이 일일 권고 섭취량의 절반가량의 당을 학교 수업이 시작하
기도 전에 섭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7년 새로운 체인지포라이프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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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인 비 푸드 스마트의 실시를 공표하였다(식품안전정보원, 2017). 본 캠
페인에는 TV, 라디오, 디지털 및 옥외 광고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분
야, 다수의 식품 소매 및 제조업체, 지방당국과의 협력과 지역 공동체 행사,
학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식품안전정보원, 2017).
- 또한, ‘비 푸드 스마트 캠페인’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습관을 갖기 위한 부모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PHE는 어린이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음료에
당, 포화지방, 나트륨 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비 푸드 스마트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가정
에서도 어린이가 건강에 유익한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한국
경제매거진, 2018).

3.2.4. 결론 및 요약
❍ 2017년 교육청에서 시행된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ㆍ
고등학생의 약 80%가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고 한다. 또한, 주 3
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평균 20%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
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2013년 4,538mg에서 2017년 3,669mg 수준으
로 많이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1일 권고 수준인 2000mg을 크게 상회하는 수
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1인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2007년 59.6g에
서 2013년 72.1g으로 연평균 3.2%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권고기준이 25g인 것을 본다면 매우 높은 수치이며, 가공식품 섭취가 늘어나
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당 섭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각국의 나라들은 비건강식품 섭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종 캠페인이나 규제
등을 통해 비건강식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2010년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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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나트륨 저감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다가 2012년에는 나트륨
저감화 정책으로 확산되어 최근에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캠
페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당저감화를 위한 노력에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2016년 제시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이 있다.

❍ 국외 각국의 나라들의 경우 비만세, 정크푸드세 등 비건강식품에 세금을 매기
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에 경우에는 청소년의 비건강식
품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먼저 미국에서는
당류 저감화를 위해 탄산음료 정책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2013
년부터 미국농무부에서는 공립학교내 식품자판기와 식당에서 사탕과 탄산음
료, 고칼로리 음식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행정지침을 발표 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설탕세를 2018년부터 도입하여 음료수에 세금을 매기고 청소년
의 당 섭취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이나 자판기 등에서 첨
가당이 들어간 과자나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 이상의 국내외 정책들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비건강식품 소비를 줄이고 건강
한 식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다양한 정책을 살펴볼 때 대부분 과세 위주의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
본 절에서 살펴본 정책들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위한 정책을 도
입하고자 한다면 우선 국외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비건강식품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크게 과세제도와
표시제도, 그리고 교육 등의 인식제고 노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나라마
다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순응도 또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우리나라 사회에 맞는 비건강식품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선정함에 있
어서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 강화로 인하여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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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되고 이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지도 엄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비건강식품 소비에 있어서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있음을 감안할 때,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에 집중적인 정책의 시행도 효과
적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건강
식품 소비 지출이 높은 지역에 있어서 지자체 차원의 정책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른 기준(대상 품목 및 당 / 나트륨 함량 등의 기
준)으로 소비자와 관련 업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영국의 사례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도입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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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목시장그룹회의

1. 품목시장그룹회의 추진과 대응 현황
1.1. 추진 배경 및 현황
❍ 2019년 제11차 회의를 개최한 품목시장그룹(Group on Commodity
Markets: GCM)은 2009년부터 OECD국가 외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농산물
시장 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품목시장그룹회의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구축 및 전망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그룹작업반이다.

❍ 매년 초, 회의를 개최하고 OECD-FAO Agricultural Outlook의 전망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하는 GCM은 올해 3월 27일과 28일 양일간 회의를 통해
2019-2028 농업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올해 특별 세션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10년 농업전망과 과제발굴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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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현황
❍ 2019년 3월 27-28일, 파리 OECD 본부에서 GCM 11차 회의가 개최되었
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2019-2087년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전망에 대한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거시경제
및 정책 가정, 품목별 기준선(baseline) 예측 및 전망치 검토, 품목별
2019-2028 농업 전망의 주요 메시지, 중남미(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등)
특집 초안 내용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 다음 제12차 GCM 회의는 2020년 5월 12-13일 파리에서 농정시장작업반
(APM) 회의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 지금까지 개최된 GCM 회의의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5-1> 참조).

표 5-1
구분

OECD GCM 회의 추진현황
회의 목적

특이사항

시행일

1st session

OECD-FAO 2009-2018 금융시장 및 공급반응
농업전망
영향요인 분석

2009년 04월 06일 ~ 07일

2nd session

OECD-FAO 2010-2019 가격 변동성과 가격
농업전망
전이_FAO를 중심으로

2010년 3월 29일 ~ 30일

rd
3 session

OECD-FAO 2011-2020
가격폭등 주도요인 분석
농업전망

2011년 4월 4일 ~ 5일

4th session

OECD-FAO 2012-2021
농업 생산성 증가
농업전망

2012년 3월 29일 ~ 30일

th
5 session

OECD-FAO 2013-2022 중국: 향후 10년간 전망과
농업전망
과제

2013년 3월 26일 ~ 27일

6th session

OECD-FAO 2014-2023 인도: 향후 10년간 전망과
농업전망
과제

2014년 3월 26일 ~ 27일

th
7 session

OECD-FAO 2015-2024
브라질: 전망과 도전
농업전망

2015년 3월 26일 ~ 27일

8th session

OECD-FAO 2016-2025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농업전망
전망과 도전

2016년 3월 29일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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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회의 목적

특이사항

시행일

9th session

OECD-FAO 2017-2026 동남아시아 특집 : 전망과
농업전망
도전

2017년 3월 23일 ~ 24일

10th session

OECD-FAO 2018-2027 중동 및 북아프리카 특집 :
농업전망
전망과 과제

2018년 03월 22일 ~ 23일

11th session

OECD-FAO 2019-2028
중남미 특집 : 전망과 과제
농업전망

2019년 03월 27일 ~ 28일

OECD-FAO 2020-2029 지역정보 통합(6개 FAO
농업전망
지역의 개요 소개)

2020년 05월 12일 ~ 14일(예정)

th

12 session

1.3. 우리나라의 대응: 품목시장그룹회의 참석
❍ 우리나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효 부연구위원과 석준호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여 GCM 회의에 대응하였다.
- 또한 GCM 참여의 이해를 돕기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성주, 석준호
부연구위원은 OECD의 CGE 무역모형인 METRO의 구조 및 운용법 학습
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를통해 일반균형모형에 대한 이
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2019년 제11차 품목시장그룹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시경제 가정 및 품목별 전망

❍ OECD-FAO 2019-2028 Outlook 전망을 위해 사용된 정책 가정 및 전망된
거시경제는 다음과 같다.
- 전망을 위해 먼저 정부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었으며, CPTPP
와 미-중 상호 잠정 관세부과는 반영하고 브렉시트는 반영하지 않았다. 러
시아의 수입금지조치는 잠정적으로만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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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구는 2016-2018년 75억 명에서 2028년 84억 명으로 증가할 것
이며, 세계 1인당 실질 소득은 매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세계 경제는 향후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3.4%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
다. 특히 향후 수년 동안 개도국들의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것이며, 실질 유
가는 2018년 이후로도 지금과 같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 품목별 전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바이오연료의 세계 가격은 공급 원료의 가격 및 원유 가격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브라질의 총 연료 소비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나, 미국과 유럽
연합에서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많은 바이오연료 생산 국가들
에서 공급과 수요의 증가율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바이오연료 부문
의 향후 발전에 대한 주요 위험과 불확실성은 정책 환경과 연관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 곡물의 경우 수년 동안의 생산이 수요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 충분한 공급
과 재고를 유발하였고, 이에따라 국제 곡물 가격은 향후 몇 년 동안 낮은 수
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제 곡물 생산은 생산성 향상 효과로
346.7 Mt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2028년까지 세계 곡물 생산은 3030.0
M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국제 곡물 소비는 2028년까지 364.9
Mt이 증가하여 3016 Mt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곡물과 관련한 주
요 불확실 요인은 중국의 곡물 수요 변화와 중국 내 공급 및 재고 수준의 변
화라고 밝혔다.
- 설탕의 국제 생산량은 178Mt에서 17%만큼 증가하고 수요량은 2028년에
204Mt으로 2016-18년 기준보다 33Mt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설탕 소비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
탕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백설탕 및 원료의 가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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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달러화 기준)은 향후 몇 년간 회복되다가 2028년까지 약간 하락할 것으
로 예상했다. 설탕 생산과 관련해서는 보통의 기상조건을 가정하면, 대체
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익률과 에탄올 생산 지원 정책으로 인
하여 사탕수수와 사탕무 생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정
책 변화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 새로운 국제무역 구도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육류의 실질 가격은 2018년과 비교하여 전망기간 동안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격 하락의 원인은 과거 10년과 비교하여 육류 소비 증가율
은 느려지지만 공급은 사료비용 하락으로 인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하
였다. 지속적인 소득 증가에 따라 1인당 세계 육류 소비량은 35.1Kg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되었고, 소득 증가에 따라 2028년까지 좀 더 고가의 육류
단백질인 소고기, 양고기, 염소 고기 등으로 육류 소비의 다양화 수준이 높
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2018년에 전세계적으로 발발한 아프리카돼지열
병으로 인하여 2019년의 전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
며, 그 중 가장 큰 생산국인 중국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
제 육류시장의 불확실성 유발 요인은 전세계적인 가축질병 발병(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무역 정책, 소비자 선호의 변화 등이다.
- 유제품 전망을 살펴보면, 세계 우유 생산량은 매년 1.6%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8년까지 954 M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인도와 파키스
탄이 특히 우유 생산에 중요한데, 향후 10년 동안 이들 국가는 세계 우유
생산 증가의 절반 이상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전세계 생산
의 30%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두 번째로 큰 유제품 생산국인
EU의 생산의 경우, 생산량의 극히 일부만이 수출되고 국내 수요로 대부분
소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 평균 우유생산 증가율보다 느리게 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향후 10년 동안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로 인하
여 개도국의 유제품 수요가 강하게 증가할 것이며 전세계 시장에서의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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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제품의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유제품 분야 불확실성 요
인으로 환경 제약, 음료 부문의 대체재(아몬드, 쌀 등 곡물 음료 등), 인도와
파키스탄의 세계 시장 접근, 국내 정책의 변화, 브렉시트 등을 제시하였다.
- 유지종자 중 특히 대두는 전망기간 동안 세계생산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하였다. 2028년까지의 국내 산출량이 144 Mt에 이르러 브라질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대두 생산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물
성 기름에 대한 세계 수요는 2028년까지 28 Mt만큼 증가할 것이며, 수요
증가는 현재의 높은 재고량을 소진하게 하여 가격지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과 브라질의 대두의 생산 및 수출 확대는 중국과 미국의 지
속적인 무역협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면화의 경우 국제 생산량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
28.6Mt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도 등 국가의 재배 면적의 상승
(+9%)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수출량은 2028년까지 11M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최대 면화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전 세계 수
출량의 34%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OECD-FAO 2019-2028 특별세션 주요 내용

❍ 올해 회의에서 특별세션으로 진행된 중남미(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특집부
문 전망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곡물 생산 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성장률은 주요 곡
물 생산국의 지난 20년간의 성장률의 절반 정도일 것이라 예상하였다.
- 유지 종자 및 식물성 기름과 관련하여 콩의 생산량은 향후 10년 동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향후 10년간 중남미 지역의 면화 생산량 증가율은 매년 0.9%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나, 과거 20년간의 증가율보다는 3.5%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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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의 경우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생산증가를 예상하였다.
- 가축생산에서 특히 소고기와 송아지 고기의 생산 증가율은 향후 10년간 연
간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 20년의 1.4%의 증가율보다는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최근 GCM 논의의 정책 시사점
2.1. 품목시장그룹회의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OECD-FAO 2019-2028 농업전망에서 다루어진 세부 내용과 관련한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가. 가격, 생산, 소비, 무역, 불확실성 전망26)

❍ OECD는 매년 FAO와 함께 농업 및 어업 시장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전망을 제시한다.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에 포함된 전망치는 정
확한 예측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일종의 기본 시나리오로서 역할을 한다.

① 가격

❍ 향후 10년간 대부분 품목의 실질가격은 매년 1~2%씩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
며, 이러한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생산성 개선으로 분석된다. 특히 육류의
가격 하락 폭이 다른 품목에 비해 클 것으로 전망되었고, 양과 소의 경우 최근

26)

해당 부분은 민선형. 2019.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가격, 생산, 소비, 무역, 불확실
성“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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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사육 마릿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향후
가격은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농산물 가격은 품목별 상관성이 매우 높으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
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거나 가격이 높아지는 모
습도 발견되었다.
- 낮은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생산성 개선을 통해 비용
을 충분히 낮추지 못한 생산자 소득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산자에 대한 부담은 농가지지 확대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전망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개별 국가의 농산물 가격은 국제 곡물가격 변화에 더하여 운송비, 무역 정
책, 환율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중 특히 환율은 단기간에 급격히
변할 수 있으므로 개별 국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판단된다.

② 소비

❍ 먼저 전망에서 향후 10년간 사료용 수요 증가율이 식량용 수요 증가율을 초
과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바이오 연료용 수요는 계속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나 추가적인 중가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 농산물은 식량, 사료, 연료 및 산업용 자재 등으로 사용되며, 인구변화, 가
처분 소득, 가격 및 소비자 선호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인구, 소
득 수준, 선호는 소비자 수, 구매력, 소비하는 식품 종류 등을 결정하기 때
문에 농식품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료에 대한 수요의 경우, 축
산물 및 유제품에 대한 수요와 축산 생산 체계에 영향을 받으며, 바이오 연
료의 경우 정책에 의해 수요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 과거에는 식량이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로 자리해왔으나 최근 사료 및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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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산물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농식품 소
비 패턴이 육류 위주로 변함에 따라 축산부문이 성장하였고 이는 다시 사료
용 곡물의 중요성 증가로 이어졌다.

❍ 식량용 농산물 수요는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
다. 곡류는 연평균 1.2%, 축산물은 1.7%, 설탕 및 채유(vegetable oils)
1.8%, 두류, 근채류 및 덩이줄기(tubers)는 1.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작물(곡물류, 두류, 근채류, 덩이줄기)의 1인당 수요량은 세계적으로 일
정한 수준이며 수요 증가는 주로 인구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고가작물(설탕, 채유, 육류, 유제품)의 수요는 1인당 수요량 증가 및 인
구 증가 모두에 영향을 받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고가작물 수
요 증가율이 식량작물 수요 증가율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 향후 10년간 농산물 구성은 큰 변화 없이 전체적인 패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약 70%의 칼로리와 단백질을 식량작물에
서 섭취할 것이며, 약 20%만 육류 소비를 통해 단백질을 섭취할 것으로 예
측된다. 이에 반해 고소득 국가에서는 40% 정도의 칼로리를 식량작물을 통
해 섭취하며 50% 이상의 단백질을 육류 소비로 얻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 특히 많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도시화는 설탕과 채유 소비 확대에 영
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는 간편식 및 가정 밖에서 가공 또는 준비
되는 식품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경향이 크며 이는 다시 지방, 소금, 설탕의
소비 증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세계적으로 현재 55%의 인구가 도시에 거
주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약 60%로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설탕 및 채소 소비 증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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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용 농산물 수요는 2028년까지 매년 1.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육류 생산 증가율 전망치인 연평균 1.2%를 초과하는 것으로 축산 생산
이 보다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2016~18년까지 약 17억 톤
의 농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다.
- 2028년까지 사료 수요 증가량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으로 수요 증가량은 약
6,1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중국보다 수요 증가량은 작지만 증가율이 높은 국
가는 파라과이(연평균 4.0%), 페루(연평균 3.3%), 베트남(연평균 3.0%), 인
도네시아(연평균 2.9%), 필리핀(연평균 2.7%)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에서는 축산물 산출 증가율보다 사료 수요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파라
과이에서는 달걀, 돼지, 가금류 생산 증가율이 연평균 1.3%, 페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연평균 각각 2.1%, 1.9%, 2.2%, 2.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축산부문 생산이 점점 상업화되는 등 생산 체계가 바뀜에 따라 단위생산당
사료 수요가 증가하고, 이와 동시에 사료의 효율성이 개선으로 단위생산
당 사료 수요가 감소하는 상반된 영향이 발생한다. 이번 전망에는 이러한
두 상반된 효과가 결합·반영되어 사료수요 전망에 영향을 주었다. 먼저 아
프리카 등의 지역에서는 비반추 동물에 대한 사료 사용 증가율이 달걀, 가
금류, 돼지 생산량 증가율보다 더 빨랐고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 체계가 계속 현대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반해, 생산
체계가 이미 대형화 및 산업화된 미국 및 EU-14 등의 지역에서는 전체적
으로 사료 사용 증가율이 비반추 동물 생산 증가율과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향후 10년간 미국과 EU에서의 바이오 연료 수요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
망되지만, 신흥국가와 개발도상국들에서 바이오 연료 사용 의무화 법안을 제
정 및 확대함에 따라 전체 바이오 연료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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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브라질, EU, 미국 등에서 국가 정책으로 바이오 연료 사용을 의무
화하면서 농산물이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상당한 옥수수, 사
탕수수, 채유 등이 재생에너지 연료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 바이오디젤 사용량은 2028년까지 총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30%까지 증가시키는 새로
운 법안을 제정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네시아가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주로 높은 국내 재고와 국제 채유 시장의 경쟁 심화, 그리
고 주요 수출국인 EU의 잠재적 팜유 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
석된다. EU는 1세대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2세대 바이오디젤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바이오디젤에 사용되는 채유
에 대한 사용을 줄일 전망이다. 또한 EU에서는 바이오디젤 자체 사용량도
전망기간 동안 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에탄올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2028년까지 약 18%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성
장에는 중국의 기여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데 2017년 중국 정부는 에탄올 혼합
률을 2020년까지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현실적
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럼에도 에탄올에 대한 수요
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2위 에탄올 소비국인 브라질 또한
2028년까지 수송연료부문의 배출량을 10% 줄이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 에탄
올 소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는 사탕수수 생산
농가 지원, 기후변화 목표 달성,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감소 등을 목적
으로 당류작물(sugar crops)을 이용한 에탄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정
책을 시행하고 있다.

③ 생산

❍ 1960년 이후 세계 인구가 2배 이상, 세계 식량 생산량이 3배 이상 증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지 면적은 10%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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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세와 유사하게 향후 10년간 세계 식량 생산량은 약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농지 면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생산의 집
약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시사한다. 한편, 생산량 증가는 투자 확대
와 생산기술 격차 축소,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주로 신흥국가와 개발도상국
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는 생산량 증가가 두드러지
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단수 및 생산성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으며 환
경 정책이 생산량 확대의 폭을 제한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농업은 세계 토지의 40%를 차지하며, 이중 약 70%는 목초지(pasture)로 이
용되고 있다. 농경지(cropland)와 목초지의 구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로 강수량, 토양, 경사도 등 생태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이로 인해 농지와 목초지 간 대체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전망기간 농경지
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목초지가 감소하여 해당 증가분을 상쇄함으로써
세계 농지(agricultural land) 이용은 향후 10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
측된다.
- 지역별로 농지이용 변화 추세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아메리
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농경지와 목초지 모두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으
며, 이는 해당 지역의 대규모 상업농들이 계속 수익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땅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에서
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이용가능한 토지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전
체 농지 면적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아프리카 지역은 소
규모 농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면적이 큰 국가 간 갈등, 도시화 등으로 인한
기존 농지의 손실 등으로 인해 농지를 확대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전망기간 동안 품목별 생산량은 곡물류는 3억 8,400만 톤, 유지종자 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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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톤, 근채류 및 덩이줄기 4,100만 톤, 두류 1,900만 톤, 면화 300만 톤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곡물류 및 팜유의 경우 단수
개선을 위한 투자, 유지종자, 면화, 사탕수수는 재배면적 확대와 단수 개선의
복합적 효과에 기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 밀의 경우, 특히 흑해 지역에서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연
방에서는 최근 종자 개량 등 인프라 및 농업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투자가
생산성을 개선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
다. 러시아의 국내 농업 강화에 대한 투자는 2014년부터 시행된 미국과 유
럽의 기초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 제한조치와 일정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옥수수와 대두 생산은 주로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지이
용 변화와 단수 개선을 위한 투자에 따라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는 기존의 농지를 더 집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
재 행해지고 있는 옥수수와 대두의 이모작에서의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다른 작물에 대한 대체를 통해
옥수수와 대두의 재배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아메리카 지
역의 단수 증가는 대부분 재배 기술 개선에 기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른 작물의 단수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
이는 농업환경 조건의 차이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개선된 품
종, 비료 및 기타 투입물에 대한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950년대 시작된 녹색혁명 이후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개선
된 투입재의 사용이 확대되었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기술 변
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동아시아,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헥타르당 비료 사용량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헥타르당 비료 사용
량의 각각 20배, 10배, 9배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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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몇몇 국가에서는 비료 및 기타 투입재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
한 지역별 기후환경에 맞는 품종 개발, 최적화된 경영 기술 접목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속적 단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망기간 동안 축산부문 생산량은 약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사육두수 확대 및 두수당 평균 생산량(평균 생산성) 확대에 따라
육류, 우유 등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축산부문의 생산은 도축
시 무게(도체중)의 증가와 도축 시 연령의 감소를 통해 더 집약적으로 이루어
질 전망이다.
- 가금류 생산은 2028년까지 2,0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체
육류 생산량 증가분의 약 50%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가금류 생산 확대가 두드러질 전망이며 해당 지역의 증가율이 전체 가금류 생
산량 증가분의 약 40%를 차지한다. 유럽에서는 최근 마리당 생산량이 줄어
드는 추세였으나 향후 10년간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양고기 생산은 다른 육류 생산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생산 증가율은
14%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의 소득 증가와 아프리카의 인
구 증가로 인해 양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대부분 지역 내 생
산을 통해 해당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고기 생산이 주로 목초
지를 기반으로 함에 따라 생산량 증가는 사육방식 개선(breeding progress)과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 소고기 생산은 2028년까지 총 9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생산
지역인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은 세계 생산량 증가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으로 예측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료 가격과 소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는 북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생산 방식을 더욱 집약화하는 데 영향을 줄 전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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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생산은 2028년까지 총 1,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
산 증가분의 42%가 중국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이중 약 2/3는 집
약적 생산의 확대에 따라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은 점점 상업화되어 왔으며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
지열병은 돼지고기 생산이 더 규모화되고 생산성이 높은 농가로 이동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생산의 집약화가 돼
지고기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유제품의 경우 향후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축산부문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유제품부문의 성장은 아시아 국가들의 신선 유제품 등 강한 수요에
기인하고 있으며 또한 버터, 치즈, 우유분말 등 가공 유제품의 상대적으로 높
은 가격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유제품 생산 지역에서는 버터와 치
즈의 생산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유제품 생산성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우유 생산국인 인도의 우유 생산성
은 다른 주요 공급자인 북아메리카의 약 1/8에 불과하다. 인도의 우유 생산
성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아메리카와의 생산성 격차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 농업이 천연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
려할 때 향후 10년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정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정책들은 잠재적으로 생산량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 또 한
편으로 농업 생산량에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지지정책과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이외 다른 정책들은 농업 지지정책보다 큰 영향을 미치
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부문 R&D를 촉
진하기 위한 정책은 농업부문의 생산성 개선에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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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 부문(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를 차지한다. 농업의
직접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11% 수준이지만, 농업은 토지이용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축산업은 농업부문 직
접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며, 복합 비료 사용 및 쌀 생산도 농업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 향후 10년간 현재 정책과 기술 수준에 변화가 없다면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은 연평균 0.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전망은 연평
균 약 0.5%씩 증가한 지난 1990~2016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와 유사한 수준이며, 연평균 2.7%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농업 생산량
증가율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농업
생산을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소집약도
(carbon intensity)가 점점 감소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 지역적으로 농업부문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는 증가분의 45%를 배출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농업 생산량 증가율이 높으며 축산 생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탄소가격화(carbon pricing), 삼림 벌채 제한 정책, 농업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 적용, 탄소발자국이 작은 농산물 소
비로의 식단 변화 등을 통해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환경, 농가경제, 식량안보, 영양 등의 복잡
한 상호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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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역

❍ 2000년대 초반 이후 농산물 무역은 농식품 관세 인하, 무역 왜곡적 생산자지
지 정책의 축소, 중국의 경제성장 등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향후 10년간 농산
물 무역은 이러한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중국 등 세계 농산물 수요 감소로 인
해 증가 속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역적으로는 순수출국과 순
수입국의 분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 한편, 다자간 협상을 통한 농산물 무역 자유화가 정체되어 있는 동안 많은
국가들은 양자간 또는 지역 무역협정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으며, 이는 향후
농산물 무역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⑤ 리스크 및 불확실성

❍ 먼저 수요관련 불확실성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OECD-FAO 농업전망은 채
식주의의 확산 등과 같은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에 대한 가정을 통해 농업시장
을 전망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가정이 달라지면 전반적인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식품 건강과 관련된 위협 등 식품 소비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적 충격은 전망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 이외에도 OECD-FAO 농업전망은 정책이 중기적으로 고정되어있다고 가
정하며, 해당 정책에 따른 미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전망을 분석한다. 이
러한 가정과 전망 방식은 또다른 전망의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칼로리 소비를 줄이거나 건강한 식단으로 소비를 유
도하는 정책은 관련 농식품 소비 외에도 오늘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다
른 농식품의 장기적 수요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바이오 연료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에탄올 혼합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하
였으나 OECD-FAO 농업전망은 2028년까지 에탄올 혼합 비율이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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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10% 목표를 달
성한다면, 에탄올의 연료로 사용되는 막대한 규모의 옥수수, 카사바 및 사탕
수수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는 곡물 및 축산물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공급부문 불확실성 요인은 다음과 같다. OECD-FAO 농업전망은 예측하기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병해충 및 가축질병 발생
에 민감하다. OECD-FAO 농업전망은 해당 병해충이 전체적으로 통제될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추가적 대량 확산이 없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그러할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며, 실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병해충 발
생의 중장기적 영향은 현재 전망에서 가정하고 있는 수준보다 심각해질 수 있
다. 단수와 축산물 생산성 전망은 품종 개량과 생산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가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농업 R&D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에
의존한다. 많은 연구들은 농업 R&D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상당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투자 수준이 최적 수준에 비해 지나치
게 낮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공
공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2008년 기준 해당 국가들의 농업 R&D에 대한 공
공 투자가 세계 공공 투자의 약 50%를 차지하였으므로, 공공 투자의 감소는
전망기간 동안 농업 생산성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 반면, 중국과 인도 등 신
흥국가들에서는 공공 R&D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부문의 R&D
투자가 공공 R&D 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생산성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OECD-FAO 농업전망의 근거로 활용되었으나 R&D
투자 추세가 달라질 경우 전망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무역 관련 불확실성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을 들 수 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은 OECD-FAO 농업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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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작용한다. 2018년 여름, 중국의 미국산 대두에 대한 관세는 미국 수출의
감소를 야기하였으며, 미국 농무부는 매년 미국산 대두의 대중 수출량이 매년
2,200만 톤씩 감소하였다고 제시하였다. OECD-FAO 농업전망이 작성되는
시점에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이 언제 결론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OECD-FAO 농업전
망은 현재의 정책들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전망을 제시하였다. 협상의 결과
는 대두에 대한 중국의 수입과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 대
두 가격과 다른 국가의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 이 외에도 영국의 브랙시트(Brexit) 또한 불확실성요인이다. 영국 정부는
2017년 3월 29일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OECD-FAO 농업전망을 준비하는 동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조건은 여
전히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OECD-FAO 농업전망은 영국과 유럽연합 간
교역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임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효과는 영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일
수 있다. 2018년 기준 영국 농산물 수입의 약 70%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이
루어졌으며, 농산물 수출의 약 62%가 유럽연합에 대해 이루어졌다.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영국이 많이 수입하는 치즈, 버터, 돼지고기 및 양
고기 등의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또한 하나의 불확실성요인이다. USMCA는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는 새로
운 무역 협정으로 2018년 11월 30일 서명되었으나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협정의 효과는 OECD-FAO 농업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미
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주요한 변화는 미국이 캐나다의 유제품, 가금류,
계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일부
유제품 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가공 설탕과 설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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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식품 시장에 대해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TRQ)을 확보하
였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 농산물 시장에 대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된다.

❍ 마지막으로 OECD-FAO 농업전망은 국가별 통계, FAO 등 국제기구의 자료,
민간 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선진국에 대한 자료는 전
반적으로 신뢰성이 있으며 일부 과거 자료의 경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과거 자료가 정기적으로 수정될 경우가 있지만 이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수준
이다.
- 그러나 최근 중국의 자료 개정은 특별히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중국 총조사에 근거하여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농산물 생산에 대해
2007년까지 자료를 수정하였고 어업부문의 경우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
가 자료를 수정하였다. 수정 데이터는 중국의 곡물 생산이 지난 10년간 기
존 수치보다 훨씬 많았음을 제시하고 있다. 옥수수의 경우 누적 수정량이 총
2억 6,600만 톤에 달한다. 이에 반해 축산물의 경우 기존 자료 대비 약 15%
낮게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생산량이 어디에 소비되었는지는 명
확하지 않다. 소비되지 않고 저장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누가 이를 저장하
고 있으며 어디에 저장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재고량에 대한 신뢰성 있
는 자료는 외부 충격에 대한 세계 농산물 시장의 회복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중국 통계 개정은 이러한 재고량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
하며 전반적인 세계 농산물 시장의 투명성에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나. 중남미 농업의 성과와 전망27)

❍ 중남미(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AC)는 미주대륙의 북미지역
27)

해당 부분은 윤영석. 2019.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중남미 농업의 성과와 전망“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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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중미, 카리브 및 남미지역의 34개국을 총칭하는
지역명으로 2018년 현재 총면적은 20억 헥타르로 세계 면적의 15%를 차지
하며, 인구는 6억 5,700만 명으로 헥타르 당 0.34명이 거주하여 인구밀도가
낮다. 이 지역은 이용 가능한 토지의 38%가 농지(경작지 9.5%, 목초지
28.5%)이며, 그밖에 46%가 산림으로 덮여 있다. 한편, 이 지역은 광범위한
위도 범위와 다양한 지형 및 풍부한 생물다양성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하
고 복잡한 농업시스템 중 하나로 꼽힌다.
- 농업은 중남미지역의 중요한 경제활동부문 중 하나로, 2015-17년 연평균
농업생산액은 동기간 연평균 국내총생산의 4.7%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농업생산액 비중은 전통적인 경제 발전 추세에 따라 1996-98년 수
치와 비교하여 1.4%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지역 국가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국가별로 에콰도르(10%), 과
테말라(13.6%), 가이아나(20.2%) 등은 국내총생산에서 농업 비중이 큰 폭
으로 감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리즈, 볼리비아, 도미니카, 에콰
도르, 아이티, 파라과이 등 중남미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농업은 여전히 국
내총생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에 해당한다.
- 역사적으로 중남미지역의 농림수산업은 지난 20년간 전체 경제 성장률보
다 조금 낮은 수준인 연평균 2.7%(2010년 달러 기준)가량 성장해왔지만,
전체 산업과의 성장률 격차로 국내총생산에서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 같
은 성장 속도는 OECD 국가(1.2%)와 비교하여 상당히 빠르지만, 더욱 역동
적 지역에 해당하는 남아시아(3.1%),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3.7%) 그리
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4.6%)의 연평균 성장률보다는 느린 편이다.
- 중남미지역은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콩, 돼지고기, 옥수수, 가금육, 동물 사료, 설탕, 커피 그리고 과일
및 채소의 주요 수출국이다. 중남미지역에서 브라질은 가장 큰 농산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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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2017년 793억 달러)이며, 다음으로 아르헨티나(350억 달러), 멕시
코(325억 달러), 칠레(170억 달러), 에콰도르(104억 달러), 페루(88억 달
러) 순이다. 세계적으로 멕시코를 포함한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옥수수,
콩, 유제품, 돼지고기, 가금육 등 일부 품목에서 주요 농산물 수입국으로 분
류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남미지역의 농산물 무역은 흑자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1,043억 달러에 이르렀다.

① 농업 성과

❍ 중남미지역은 지난 20여 년간 상당한 수준의 농업 생산 증가를 경험하였으
며, 이 결과는 재배면적 증가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기인하였다. 국가별로 살
펴보면, 브라질은 1991-2015년간 연평균 4.1%로 성장하여 이 지역뿐만 아
니라 세계 주요 농업 성장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반면에 남부원추지역
과 안데스지역의 농업은 2.8%, 중미 지역은 2.5%, 카리브지역은 연평균
1.0%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중남미지역의 농업 총요소생산성(TFP)은 1991-15년간 세계 평균보다 0.5%
포인트 높은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
인 동북아시아 지역보다는 1.3%포인트 낮았다. 농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이 지역 내에서 고르지 않았다. 카리브지역의 농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세
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반면에 브라질의 성장률(3.0%)은 1970년
대와 1980년대에는 동북아시아지역(3.4%)을 제외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 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투자는 중남미 농업의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출은 1980년대와 1990
년대에는 변동이 심하였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추세로 나타났다.
2013년까지 이 지역은 농업 연구개발에 51억 달러(2011 구매력지수 가격
기준)를 지출하였으며, 이 중 브라질의 총지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
였다(Stads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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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의 목초지 면적은 2000년 이래로 5억 7,000만 헥타르로 변동이 거의
없었던 반면, 2018년 농경지 면적은 2000년 대비 1.2% 증가한 1억 8,800만 헥
타르를 기록하였다. 브라질만 해도 지난 30년 동안 수확 면적이 5,570만 헥타르
가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2000년 이후 수확 면적 증가분의 대
략 3분의 1은 곡물, 유지 종자, 대두의 면적 증가 때문에 발생하였다. 동기간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들에서 수확된 유지종자(특히 대두)는 상당
히 증가했지만, 볼리비아를 제외한 안데스 국가들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되었
으며,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칠레에서는 지속해서 감소하였다. 대조적으로,
과일과 채소는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칠레에서 중요한 농업 생산품목으로 자
리매김하였다.
- 지역별 농지 집중 현상과 더불어 농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했다는 특
징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남미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유입되었
다. 예를 들어, 브라질 투자자와 아르헨티나 투자자들은 볼리비아에서 대
두, 가축,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브라질 투자자들은 볼리비아뿐만 아니
라 파라과이, 콜롬비아, 우루과이에서도 토지를 인수하였고, 멕시코, 코스
타리카, 과테말라 투자자들은 니카라과에서 산림, 육우, 쌀, 사탕수수, 감
귤류 및 야자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농지 임대와 농지의 외국인 소유 증가
는 농지 운영을 수천 헥타르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지역의 농지 구조 변화
를 발생시켰다.

❍ 중남미의 농산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또는 지역 내 외부 국가
로의 이주를 감소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 지역의 농촌 인구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성장을 멈췄으며, 그 이후에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농
촌 인구인 1억 2,600만 명은 1970년대 중반에 기록한 농촌 인구수와 비슷한
수치이다. 중남미지역은 도시발전으로 점점 더 도시화되었고, 2017년 현재
인구의 80.4%인 6억 4,400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여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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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많은 남성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가구주가 여성인 농가
는 2002-2014년 기간 간 40% 증가하였다.
- 중남미지역은 지난 25년(1990-2014년)간 농촌 빈곤이 20%포인트 가량
감소되었다. 브라질(1990-2014년 42%포인트), 에콰도르(2000-2014년
39%포인트), 칠레(1990- 2013년 32%포인트), 페루(1997-2014년 27%
포인트) 등 일부 국가에서는 농촌 빈곤이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경제
성장,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 그리고 2015년까지 중남
미 인구의 약 5분의 1에 혜택이 주어지는 조건부 현금 이체 프로그램인 사
회 보호 프로그램의 구현은 농촌 빈곤 완화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다(FAO
2018). 그러나 농촌과 도시 빈곤 격차 해소를 포함한 이러한 빈곤 완화 추세
는 2014-2016년 정체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역전되었다. 또한 중남미
지역에서는 많은 성 불평등 문제가 존재하고 인종적으로 토착민과 아프리
카계 후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등 사회보장, 주거의 질 및 교육수준의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농업과 식량 과잉생산 지역인 중
남미는 3년 연속 식량 불안 인구가 증가하였다(FAO et al., 2018).
- 식량의 물리적 접근성보다는 가난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질 낮은 식품이
지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과체중과 비만은 중남미지역사
회에서 점차 공공의 건강 문제가 되고 있다. 중남미지역 인구의 5분의 1이
비만으로 간주되며, 비만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
히, 비만 확산은 저소득층, 여성, 토착민, 아프리카계 후손 및 일부 경우 어
린이들에게 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중기 전망

❍ 먼저 중남미지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씩 성
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수치는 OECD 국가보다 0.3%포인트 높은 성장률
이다. 이 결과는 중남미지역 농산물 및 식품 수요의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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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 바이오연료(주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는 지난 20년간 중남미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농산물 수요증가에 상당한 기여28)를 해왔다. 그러나 향후 10년 동
안 바이오 연료는 농산물의 수요증가에서 비교적 작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된다.
- 중남미지역에서 바이오디젤과 에탄올 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10
년 10.8%, 7.2%에서 향후 10년 각각 1.6%와 1.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국제 바이오 연료 정책의 발전은 향후 바이오 연료 수요를 크게 좌우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및 멕시코에서 최근
에 시행된 의무 혼합비율과 같은 정책은 바이오 연료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지만, 혼합비율 제거를 고려하는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의 정책은 바이오
연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남미지역에서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
만, 교역상대국이 다변화되어 있거나 식품 수요가 계속 역동적인 국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도, 중국)로의 수출 기회를 보다 더 활용 가능한 국가들은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 위안화와 인도 루피화의 인식이
높아지면 중남

❍ 품목별 생산은 다음과 같이 전망되었다.
- 곡물 생산의 성장률은 향후 10년 동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지난 20년 동안 관측된 성장률의 약 절반에

28)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에서의 에탄올 생산은 특히 역동적
이어서 연평균 5.3%의 성장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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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에 이르러 중남미지역은 옥수수 2만 3,350
만 톤(세계 총량의 18%), 조곡 2,210만 톤(세계 총량의 3%)과 쌀 2,140만
톤(세계 총량의 4%) 그리고 밀 3,730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10년간 중남미지역의 면화 생산량은 섬유에 대한 수요증가와 밀, 콩,
쌀, 옥수수, 사탕수수와 같은 경쟁 농작물과 비교하여 최근 상대적으로 좋은
면화가격 상승에 힘입어 연평균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
한 성장은 지난 20년 동안의 성장률보다 3.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편,
세계 면화 수출에서 브라질의 비중은 2028년에 이르러 14.7%에 도달할 것
으로 보인다.
-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중남미지역 국가에서도 1인당 설탕 소비
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가공식품 수요 증가로
설탕 생산이 촉진되어 향후 10년간 이 지역의 설탕 생산은 연평균 2.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5년 연속 세계 주요 설탕 생산국
이었던 브라질은 2019년에 이르러 인도보다 생산이 뒤쳐질 것으로 보이
며. 이는 브라질이 사탕수수를 에탄올 생산으로 전환함에 따른 영향일 것
이다.
- 중남미 국가들은 아시아 수출국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세계 커피 시장에
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을 유지하
기 위해서 중남미 커피 생산국은 커피 생산에 치명적인 커피 잎 녹병균과
같은 해충 및 질병의 확산을 촉진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änger 2018).
- 과일 및 채소류의 중남미지역 생산과 수출은 미국과 캐나다 시장을 주 타겟
으로 하며 그동안 높은 성장을 기록해왔다.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북미 지
역의 주요 과일 및 채소류 공급국이었지만, 중미 국가들과 칠레는 미국과
의 FTA 이후 미국의 겨울 과일 및 채소류 수입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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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향후에도 생육에 유리한 기후
조건과 노동 집약적인 생산 구조를 기반으로 과일 및 채소류 생산에서 비교
우위를 지속해서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저장 기술, 인프라 및
생산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남미지역에서 지난 20년간 소고기 생산은 33%, 돼지고기 생산은 111%,
가금류는 302%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농산물 생산 증대, 육우 및 돼
지의 사육규모 확대와 축산 분야의 기술혁신에 의한 결과이다. 소고기와
송아지 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지난 20년간 성장에 비해 향후 10년간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 신선 유제품 생산은 향후 10년 내 회복세가 예상되며, 내수 강세의 결과로
지난 20년보다 0.6%포인트 높은 연 1.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다. 신선 유제품 생산 증가는 주로 남부원추 지역 국가들과 브라질에서 비
롯될 것이며, 나머지 기타지역에서는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버터
생산량도 향후 10년 동안 현재와 동일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지만, 치즈 생
산량은 연평균 1.2%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전지분유 생산량은 향후 10년 동안 매년 약 3%씩 성장하여 과거에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전지분유를 제외한 유
제품 순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20여 년간 세계농산물 교역량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지역
은 세계 어느 지역들보다 농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이 지역
의 농산물 무역 흑자는 1996-98년 120억 달러에서 2016-18년 540억 달
러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2016년 173억 달러), 동
남아시아(2016년 716억 달러)가 기록한 농업 무역적자와 비교된다. 향후
10년간 중남미지역의 농산물 수출 전망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고, 보호주의 정책의 위험으로 인해 농산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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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둔화정도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최근에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중남미 국가들의 농산물 무역
흐름의 수준과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곡물 및 유지작물 전망29)

❍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에서는 10년 동안 주요곡물(밀, 옥수수,
쌀, 잡곡)과 유지작물의 시장상황, 가격 그리고 수급에 대하여 전망하였다. 더
불어 향후 이러한 전망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와 불확실성에 대해
서도 다루었다.

① 곡물

❍ 지난 몇 년 동안 주요 곡물의 총 공급량이 총 수요량을 꾸준히 초과함에 따라
기말재고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곡물 가격은 지난 십 년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밀과 잡곡류의 재배면적 감소로 세계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밀과 수수의
생산량은 EU, 러시아, 그리고 호주의 작황 부진으로 감소했다. 이와 대조적
으로 옥수수 생산량은 우크라이나,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생산량은 아시아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미국 생산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전체적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세계 곡물 생산량은 감소하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단기 세계 곡물 재고량이 최근 6년 내 처음으로 감소하여 곡물 가격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옥수수 교역량은 늘어나나 밀, 쌀, 그리고 잡곡
류의 교역은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29)

해당 부분은 신기석. 2019.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곡물 및 유지작물“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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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2% 상승해 2028년 30억 5,300
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증가는 주로 단수 개선에 따른 것으로 예
상된다. 단수는 바이오기술 개발, 대규모 농가의 증가, 농사 기술 개선 등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이다. 총 곡물 재배면적은 아프리카와 동유럽의 경
작지 개발, 남미의 경작지 개발 및 2기작 재배면적 증가, 그리고 인도 초원의
경작지 전환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곡물 재배면적은
산림이나 초원의 경작지 전환 금지, 지속적인 도시화 추세, 다른 작목 대비 낮
은 수익성 등으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동유럽에서 곡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는 식량안보 정
책의 일환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종자 품종개량 연구
로 단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028년 세계 밀 생산량은 2019년 대비 8,600만 톤 늘어난 8억 3,800만 톤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진국들 중에서는 단수 증가, 가격경쟁력 확
대, 품질 향상 등으로 EU의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밀 생산
량은 2028년까지 8,600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4,100만 톤
은 선진국들로부터 나머지 4,500만 톤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
- 2028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2019년 대비 1억 8,300만 톤 증가한 13억
1,1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증가폭이 4,700만 톤으로 세계
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3,100만 톤), 브라질(2,500만 톤), 아
르헨티나(1,700만 톤), 우크라이나(600만 톤)가 뒤를 이을 전망이다.
- 2028년 세계 잡곡 생산량은 2019년 대비 3,400만 톤 증가한 3억 2,500
만 톤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사료용 곡물 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고 사료용 곡물시장에서 옥수수와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생산
량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량이 2,500만 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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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전망이다. 특히, 아프리카는 인구 증가에 따른 식용 및 사료용 곡물 수
요 증가로 잡곡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028년 세계 쌀 생산량은 개발도상국의 생산량 증가로 2019년보다
6,500만 톤 늘어난 5억 7,800만 톤이 전망된다. 이 중 아시아의 증가량이
5,600만 톤으로 세계 증가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
부의 새로운 품종의 종자 도입과 관개시설 확충 노력이 단수 개선으로 이어
져 인도의 쌀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최대 생산국인 중
국은 쌀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재고소진 정책의 일환으로 윤작 및 휴
경을 장려하는 등 재배면적 감소에 힘쓰고 있어 생산량 증가세는 지난 10
년과 비교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우, 한국, 일본, 그리고 EU
의 생산량이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미국과 호주의 생산
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28년 미국과 호주의 쌀 생산량은
각각 2010년(미국)과 2001년(호주)의 최고치를 넘어서지는 못할 전망이
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최빈국들은 단수가
높은 품종 도입 및 재배 방식 개선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역시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나 부족한 관개시설, 미비한 생산설
비, 농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생산량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
난 10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세(2.1%)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
난 10년 간 세계 소비량 증가량의 32%를 차지한 중국의 소비량 증가분이 전
망기간 동안에는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식용이
전체 소비량의 42%, 사료용이 37%, 그리고 산업용이 21%를 차지한다. 전망
기간 동안 세계 사료용 곡물 소비량은 1억 5,6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식
용 곡물 소비량 증가분(1억 4700만 톤)을 넘어설 전망이다.
- 2028년 세계 밀 소비량은 식용 소비 증가로 2019년 대비 9,400만 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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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2,100만 톤, 인도가 1,200만 톤 증가하며 중
동과 아프리카가 각각 900만 톤, 1,700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
용 밀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큰 변동 없이 전체 소비량의 2/3를 차지하며
소비량 증가분의 약 55%가 될 전망이다. 다소 더딘 식용 밀 소비량 증가세
는 세계적으로 1인당 밀 소비량 감소와 완만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
이다. 사료용 밀 소비는 세계 가축 생산량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사료용 옥
수수 가격경쟁력이 확대됨에 따라 식용 소비보다 더 느리게 증가할 것이
다. 에탄올용 밀 소비량은 중국의 에탄올 생산량 확대로 2028년까지 300
만 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동안 세계 밀 생산량이 소비량보
다 지속적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2028년 세계 밀 기말재고율은 소폭
증가한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2028년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2019년 대비 1억 8,900만 톤 증가할 전망
이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증가량(2억 6500만 톤)보다 낮은 수치이다.
옥수수는 기본적으로 사료용(59%)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료 수요 전망이 전체 수요 전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전망기간 동안 사료 효율성이 증가하고 가축 생산량 증가세가 더뎌질
것으로 보여 세계 옥수수 소비량 증가세는 지난 10년 대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주된 바이오 연료원으로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
으나 향후 10년간은 이러한 성장세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요
바이오연료 생산국들의 정책이 기존의 확대 기조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 세계 잡곡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 증가하며 2028년까지
3,2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용 및 사료용 모두 비슷한 증가세
를 보일 전망이다. 선진국에서는 사료용 수요 부진으로 잡곡 소비량이 정
체되나 아프리카를 필두로 개발도상국의 소비량이 전체 증가량의 대부분
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는 1인당 잡곡 소비량 증가와 인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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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른 식용 수요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중동과
남미의 축산업 확대로 사료용 잡곡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식용
수요 성장세가 사료용 수요보다 높아 전체 잡곡 소비량 중 식용의 비중이
2019년 27%에서 2028년 2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망기
간 동안 생산량 증가폭이 소비량 증가폭을 상회해 2028년 세계 잡곡 기말
재고율은 20%로 2019년 대비 2%p 상승할 전망이다.
- 세계 쌀 소비량은 2028년까지 6,7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용
이 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쌀이 계속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카리브해 주변국들의 주곡이 될 예정이다. 향후 10년 동안의
인구증가로 세계 쌀 소비량은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이다. 쌀 소비량 증
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의 쌀 소비량 증가에 기인하며 아시아에서
3,500만 톤, 아프리카에서 1,7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증대
에 따른 식단 변화와 1인당 쌀 소비량 정체로 아시아 대다수 국가들의 쌀
소비량은 정체하거나 아주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아시아 국가 중 인도만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망기간 동안 인도의 1인당 쌀 소비
량은 연간 4kg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도 정부가 사회취약계층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쌀을 배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아프리카
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5kg씩 늘어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1kg 늘어난 55kg으로 전망된다. 전망기
간 동안 세계 쌀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34%에서 소
폭 하락해 2028년에는 3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8년 세계 곡물 교역량은 2019년 대비 7,600만 톤 증가한 5억 300만 톤
으로 예상된다. 곡물 수요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연평균 세계 곡물 교역량
성장세는 지난 10년의 성장세(5.0%)보다 낮은 1.5%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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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망기간 동안 16% 수준이 될 예상이다.
아메리카 국가들, 흑해지역 국가들, 그리고 호주가 주요 곡물 수출국으로 전망
기간 동안에도 세계 5대 곡물 수출국의 점유율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28년 세계 밀 수출량은 2019년 대비 2,700만 톤 증가한 2억 280만 톤
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가격경쟁력과 주요 밀 수입국들과의 지리적 이
점을 내세워 2016년에 EU를 제치고 최대 밀 수출국이 되었다. 최대 수입
국인 이집트는 최근 수입밀의 단백질 함량 조건을 낮추면서 흑해 지역으로
수입선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은 일정치 못한 단수의 영향으
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흑해 지역 국가들의 밀 생산량은 심
한 변동성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량된 품종을 적극적으로 도
입함에 따라 생산량 증가세가 소비량 증가세를 앞지르고 있는 형국이다.
향후 이들 국가의 생산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 밀 수출 시장
점유율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에 러시아가 전체 수출량의
20%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EU(15%), 미국(13%), 캐나다(12%), 우크라
이나(11%) 순이다.
- 2028년 세계 옥수수 수출량은 2019년 대비 3,300만 톤 증가한 1억
9,3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상위 5개 수출국(미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아
르헨티나, 러시아)의 수출 점유율은 2019년 89%에서 2028년 9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인 미국은 2028년까지
500만 톤 증가한 6,600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동남아시아 국
가들의 수분함유율이 낮고 알맹이 강도가 높은 남미산 옥수수 선호도가 높
아짐에 따라 미국의 옥수수 수출 점유율은 38%에서 3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남미의 옥수수 수출 점유율은 수익성 증가에 따른 재배
면적 확대 및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대로 2019년 36%에
서 2028년 4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공급
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수출가능물량이 늘어나 새로운 주요 옥수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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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될 예상이다. 주요 옥수수 수입국은 멕시코, EU, 일본, 한국, 그리고
이집트로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43%에 이른다. 2012년 이후 옥수수 수입
량이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은 한국을 제치고 세계 4번째 옥수수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또한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모두 축산업의 확대로 사료용 옥수수 확대가 수입량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 보호무역주의와 사료용 시장에서 옥수수의 가격경쟁력 확대로 세계 잡곡
교역량은 전망기간 동안 300만 톤 늘어나 증가폭이 크진 않을 전망이다.
2012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잡곡 수입량은 290만 톤에서 2,020만 톤으
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자국 내 옥수수 가격 상승과 국경 무역 제한에 따
른 결과였다. 그 이후 중국 정부가 옥수수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옥수
수 재고를 방출함에 따라 중국의 잡곡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세계 쌀 교역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2.3% 상승하는 추세이며 2028년
까지 1,200만 톤 증가한 1억 6,400만 톤이 될 전망이다. 세계 5대 수출국
인 인도,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그리고 미국의 수출 점유율은 전망기간
동안 소폭 하락한 75%가 예상된다. 인도가 여전히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아프리카와 중동의 수입 수요가 수출량 증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고품질 쌀을 주로 수출하는 태국이 인도에 이어 세
계 2번째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베트남은 다양한 품질과 종
류의 쌀 수출을 장려함에 따라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의 수요가
늘어나 수출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이 아프리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캄보디아와 미얀마가 새로운 수출국으로 부상함에 따
라 기존 주요 수출국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프리카 국가
들의 쌀 수입량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인당 쌀 소비
량이 증가하고 인구성장세가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상회
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쌀 수입량은 2019년 1,700만 톤에서 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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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증가세로 아프리카의 수입 시장
점유율은 35%에서 49%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세계 쌀 교역 흐름
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나이지리아의 쌀 수입량이 전망기
간 동안 2배 이상 늘어나 세계 쌀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곡물시장 불확실성 요인으로 병충해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주요 수
출국들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급격한 가격상승, 곡물 수요·공급과 그에 따
른 재고량 등이 지적되었다.
- 먼저 이번 전망에서는 일반적인 기상여건 가정 하에 주요 곡물 생산지에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은 단수에 큰 영향을 끼쳐 곡물 수급
과 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호주,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작황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남미 국가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도 단수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흑해 지역 국가들이 세계 곡
물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함에 따라 전반적인 변동 위험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이들 국가의 시장 참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외부여건에 따른 곡물시장 변동 위험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밀과 옥수수 시장은 남미의 주요 수출국들이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급
격한 가격 상승 효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달러로 표기되는 국제 가격
이 하락하나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가격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생산량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통화가치
즉 환율이 주요 곡물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의 사료용 곡물 수요와 공급량과 그에 따른 재고량은 곡물 시장의 주요
불확실성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2018년 중국 당국은 곡물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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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발표하면서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를 대대적으로 수정했으나 사료
용과 재고량에 대한 정보는 발표하지 않았다. 2019년 전망치는 미국 농무
부(USDA)의 수치가 사용되었는데 중국 당국이 수정한 옥수수 생산량 증
가분은 과거 재고량과 사료용 소비량에 배분되었다.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
하고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6년 옥수수 지원제도 폐지로 인해 지난
3년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재고량 수준이 현재의 추정치보다 현
저히 낮은 경우에 중국이 주요 옥수수 수입국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② 유지작물

❍ 최근 13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던 식물성 유지의 실질가격은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식물성 유지 함유 식품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와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식물성 유지 사용 증대로 가격이 회복할 것으
로 전망되었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요 팜유 생산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가 쉽
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식물성 유지의 실질가격 상승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
며 대두, 기타 유지종자, 그리고 단백질박의 실질가격은 수요 증가세가 공급
증가세보다 낮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유지종자와 유지종자 가공
품의 명목가격은 중기적으로는 상승하나 예전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
로 예상되었다.

❍ 주요 유지종자류인 대두와 기타 유지작물(유채씨, 땅콩, 해바라기씨 등)의 생
산은 전망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전망되었다.
- 먼저 세계 대두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1.6% 증가해 지난 10년(4.4%)보
다 더디게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과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현재 약 1억
2,000만 톤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전망기간 동안 미국이 연평균 1.2% 증
가하는데 비해 브라질은 연평균 1.8% 증가해 2028년에 브라질이 세계 최
대 대두 생산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의 경우, 2기작 재배면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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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통한 집약적 생산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브
라질이 중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브라
질 뿐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서도 대두 생산량이 꾸준하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중국은 곡물 재배를 위해 대두 재배 보조금을 줄
였고 이에 따라 지난 10년 간 대두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미·중 무역분쟁을
기점으로 다시 대두 생산량을 늘려나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캐나다에서 대두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 유지작물의 경우 주요 공급처인 중국과 EU의 2028년 생산량은 각각
3,200만 톤과 3,0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30). 전망기간 동안 중국과
EU의 기타 유지작물의 연평균 증가세는 각각 1.0%와 0.6%로 가격경쟁력
이 높은 곡물과의 경쟁으로 재배면적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흑해 지역 국가들의 농업 분야 확대 기조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기타 유
지작물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의 기타 유지작물 생산량
또한 자국 내 식물성 유지와 단백질박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을 장려함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대두 기말재고량은 변동이 없으나 소
비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기말재고율은 2016-18년 12.3%에서
2028년 10.7%까지 하락할 예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지작물 재배가 소
수 주요국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기말재고율 하락이 가격 변
동성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 팜유, 단백질박 등 유지작물 가공품의 생산은 유지작물의 생산 상승세를 추월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유지작물 가공품의 수요는 대두, 땅콩, 해바라기씨의
식용 소비량과 사료용 대두 소비량보다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2028년 세
계 대두 생산량의 90% 그리고 세계 기타 유지작물 생산량의 86%가 유지 및
30)

주로 유채씨와 땅콩을 생산하는 중국과 유채씨와 해바라기씨 주산지인 EU가 기타 유지작물 주요 공
급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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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용도로 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두 가공량은 전망기간 동안 6,100만 톤 늘어나 지난 10년간 증가량(1억
1,100만 톤)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두 가공량은 1,900만
톤 증가해 전 세계 증가분의 약 31%를 차지할 예상이다.
- 세계 팜유 생산 증가세는 다른 유지작물의 상승세를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세계 유지 생산량 중 팜유의 점유율은 전망기간 동안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팜유 생산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데 이들 국가가 세계 식물성 유지 생산량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
도네시아의 팜유 생산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6.9% 증가한 반면 전망기간
동안은 1.8%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팜유 주요 수입국들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와 지속가능한 농업 기조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팜 재배
면적 확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가들의 팜유 생산은 빠르
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8년까지 태국, 콜롬비아, 그리고 나이지리아
가 각각 2,900만 톤, 2,000만 톤, 1,20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팜유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단백질박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6%씩 증가해 2028년에
4억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이 세계 단백질박 생산량의 2/3 이상
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백질박 생산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EU, 인도, 그리고 미국에 집중되어 이들 국가의 점유율이 2028년에는 전
체의 약 75%가 될 전망이다.

❍ 유지종자류의 2019-2028 소비는 다음과 같이 전망되었다.
- 1인당 식용 식물성 유지 소비량은 2028년까지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2028년 중국과 브라질이 각각 연평균 1인당 30kg과 24kg을
소비해 전망기간 동안 큰 변화 없는 선진국들의 1인당 소비량(27kg)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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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식물성 유지를 소
비함과 동시에 최대 수입국인 인도가 연평균 3.1% 성장해 2028년에는 1
인당 15kg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지작물 재배 확대로 인해 자
국 생산량이 늘어나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아시아로부터 팜유 수입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빈국들의 1인당 식물성 유지 소비량은 연
평균 1.2% 증가해 2028년 10kg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디젤
용 식물성 유지 사용량은 전망기간 동안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이오연료 정책이 유효했던 지난 10년 간 연평균 8.5% 증가했던 것과 대
조적이다. 바이오디젤 의무 사용량 증가세는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
활용 유지, 수지, 그리고 다른 유지작물 등이 바이오디젤에 관한 일부 정책
에 힘입어 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바이오디젤 생산량의 절반 이상
을 수출하는 아르헨티나는 계속해서 수출 중심의 바이오디젤 산업을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2028년 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용 식물성 유지 사용량
은 3,200만 톤으로 이는 아르헨티나 식물성 유지 소비량의 75%에 해당하
는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리고 태국 모두 지난 10년 간 바이오
디젤 생산에 있어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으나 향후 전망기간 동안 이 성장세
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디젤용 식물성 유지
소비량 증가세는 식용 소비 성장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단백질박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되어 지난 10년 간 증가세(4.2%)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백
질박은 오직 사료용으로만 쓰이기에 단백질박 수요는 사료 수요와 깊은 연
관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축산업이 사료 중심적 생산 시스템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단백질박 성장세는 가축 생산량 증가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최빈국에서는 단백질박 대신 상업용 사료의 사용이 지속될 전망이
다. 배합사료를 주로 쓰는 미국이나 EU의 단백질박 소비량 증가세는 가축
생산량 증가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단백질박 소비량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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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6.3% 수준이었으나 전망기간 동안은 연평균
1.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축 생산 성장세가 하락하고 배합사
료를 사용하는 농가가 포화상태여서 중국의 배합사료 수요 증가세는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배합사료에서 단백질박 비중이 미국이
나 EU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배
합사료비에서 단백질박 사용 비중을 낮추는 것을 격려하고 있다.

❍ 유지종자, 식물성유지, 단백질박의 교역은 다음과 같이 전망되었다.
- 먼저 대두는 전체 생산량의 40%가 교역량으로 다른 농산물과 달리 그 비중
이 높은 편으로 지난 10년과 비교해 전망기간 동안 대두 교역량 확대는 매
우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는 중국의 대두 가공량 증가세가 완만한 것과 깊
은 연관이 있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5% 상승해
2028년에는 1억 1,3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 대두 수입량
의 2/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주요 대두 수출국으로는 미국, 브라질, 그리
고 아르헨티나가 있으며 이들 국가의 점유율은 2028년에 87%로 전망된
다. 최근까지 미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출국이었으나 브라질의 대두 공급
량이 증가하면서 2028년에는 세계 대두 수출량의 4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브라질이 대두 수출시장에서 미국의 지위를 노리고 있다. 이
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대중
국 대두 수출량이 줄어들고 브라질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
문이다.
- 식물성 유지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41%를 차지하며 소수의 국가들이 전
체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수출량
이 전망기간 동안 전체 수출량의 2/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로 대두유를 수출하는 아르헨티나는 2028년에 세계 식물성 유지 수출량의
7.9%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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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모두 식물성 유지 수출량이 생산량의
2/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은 자국 내 식용 및 바이오디젤 수요 증가로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인도의 식물성 유지 수입량은 연평균 3.7% 성장해 2028년에
2,2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식물성 유지 수입량의 25%
에 해당하는 양이다.
- 세계 단백질박 교역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보이
는데 이는 지난 10년 간 성장세(3.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한 전체 생산량 대비 교역량 비중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
지작물을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육류 생산이 집중되어 자국
내 단백질박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가 계속
해서 세계 최대 단백질박 수출국이 될 예상이다. 최대 수입국은 EU로
2028년에 2억 8,10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세계 단
백질박 수입량은 전망기간 동안 1,8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트남, 파키스탄,
그리고 태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 유지작물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외부적인 요인(경제성장률, 유가, 기상여건)
들이 지적되었다. 유지작물 주요 생산국이 한정적이어서 기상변동에 따른 여
파가 다른 주요 곡물 시장보다 큰 경향이 있었다.
- 미국과 브라질의 향후 대두 생산량은 미·중 무역분쟁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수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브라질이 대두 생산
을 늘리고 미국은 수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대두에서 옥수수로 작목 전환
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역분쟁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
타 유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효과, 그리고 중국의 박과 유지의 수입량에
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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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대두의 높은 생산
비중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Non-GMO 사료를
사용한 축산물 인증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른 단백질의 사용한 사료
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농경지
개발의 목적으로 산림훼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재배와 관련한 환경
이슈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 2000년 몇몇 국가들이 바이오연료 정책을 도입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바이오디젤용 식물성 유지 수요는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EU,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바이오연료 관련 정책의 향방은 식물성 유
지 산업군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EU의 경우, 정책
개혁과 2세대 바이오연료 기술개발로 곡물기반 바이오연료 생산 기조에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30% 의무 바이오디젤 사용 법
안의 통과 여부가 향후 식물성 유지 수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
상된다.
- 단백질박은 배합사료 생산에서 다른 곡물 사료원들의 가격에 따라 비중이
결정되기에 배합사료용 곡물 가격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축산업 내에서 배합사료의 배합비 조정이 단백질박 수요에 영향을 끼
칠 것으로 보인다.

라. 육류 및 유제품 전망31)
① 육류

❍ 이번 농업전망에 따르면 기준 기간(평균 2016-2018)대비 육류실질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낮은 사료 가격

31)

해당 부분은 정희수. 2019.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육류 및 유제품“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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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공급 확대로 육류 소비 증가가 느려진 결과이다. 쇠고기와 양고기
의 가격(2018년 가격)은 2028년까지 각각 USD 3,336/t와 3,493/t의 정육
기준(c.w.e)으로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돼지고기와 가금육 가
격은 USD 1,311/t 지육 중량 기준(c.w.e)과 USD 1,453/t의 제품 중량
(p.w.)기준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가격이 과거보다 높기 때문에
양고기 외 모든 육류 가격은 2028년까지 느리게 증가할 전망이다.
- 이번 세계 농업전망은 향후 10년간 육류 공급의 확대를 예측했다. 세계 육
류 생산량은 개도국이 주도하여 10년 동안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육류 생산량의 비율은 예측기간 동안 소폭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의 육류 생산 증가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수요 증가
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수입 수요는 전
망기간 내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망기간 동안, 육류 실질가격은 육류 소비의 느린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사료 곡물 가격에 의한 공급 확대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
망된다. 단기적으로 쇠고기 실질가격은 가축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쇠고기
공급량 증가로 더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 돼지고기 실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측기간 동안 기존의 주
기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브라질과 미국의 공급이 증가하고 특
히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수입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세계
적으로 가금육의 느린 증가는 높아진 사료비용 때문인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기간 초기에 가금육 가격이 약간 증가하는 결과도 그러한 이유에서 비
롯된다.
- 양 사육두수의 감소가 호주와 뉴질랜드의 두 주요 수출국의 공급을 감소시
키고 무역을 제한시켜 양고기 실질가격은 2020년까지 높게 유지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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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이는 예측기간 초기 몇 년간 세계적인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2018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이 양고기를 포함한 육류 단백질의
수입을 늘렸기 때문에 예측기간 초기 중국의 높은 수입 수요는 완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 전망기간 동안 아메리카의 육류 생산량 증가로 육류시장은 공급 주도 시장이
될 전망이다. 가금육은 낮은 생산 비용, 높은 사료 전환율과 낮은 소비자가격
으로 여전히 총 육류 생산의 주요 성장 동력원이다. 총 육류 생산량은 2028년
까지 40만 톤 이상으로 확대되어 거의 36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
체적으로 대부분의 육류 생산량 증가는 추가 생산량의 74%를 차지하는 개발
도상지역에 의한 것이다. 단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육류 공급량은 중국의 가
금육 및 돼지고기의 질병과 호주의 날씨로 인한 양 사육두수가 감소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2021년 이후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안정되어 생산되는 육류
의 종류들에 따라 해마다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 쇠고기 생산은 전망기간 동안 주요 생산국에서 계속 성장할 것이다. 개발
도상국의 경우 기준기간에 비해 2028년에는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러한 증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멕시코, 파키스탄과 남아프
리카에서 발생한다. 선진국에서는 생산량이 기준기간에 비해 2028년까지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증가는 미국과 같이 낮은 사
료비용과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지육 중량의 증가와 증가한 도축
횟수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암소의 재고량은 2021년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감소할 것이다.
-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돼지고기가 주로 소비하는 육류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증가는 향후 10년간 감소할 것이다. 돼지고기
생산의 증가는 아시아에서 계속될 것이며 이 중 증가된 중국의 생산량이 세
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 생식기호흡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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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군 바이러스(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PRRSV)로 인해 공급이 감소한 2007-2008년 동안 중국은 주요 돼
지고기 수입국이 되었으나, 2018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으로 2019
년 생산량이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생산과 소비가
2018년 수준으로 돌아와 나머지 전망기간 동안 성장 추세를 재개할 것으
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공급 부족에 직면하게 되며 2019년의 수
입은 약 2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금육은 육류 중 우세한 입지를 유지하여 향후 10년 동안 생산될 모든 종
류의 육류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생산주기가 짧기 때문에 생산자는 시
장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브라질과 같은 잉여 사료곡물을 생산
하는 국가와 유럽연합, 특히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와 미국에서의 지속
적인 생산성 향상과 투자를 통해 가금육의 생산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2019년 이후 아시아에서도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며 이전의 AI 발생 영향
이 완화되고 종축 유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인도, 인도네
시아, 태국과 터키가 주요 가금육 생산국가가 될 것이다.
- 호주의 양 무리 감소와 영국의 양고기 생산 정체로 인해 세계 양고기 시장
의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 추세는 201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며, 2020년 세계 양고기 생산량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현재
의 높은 가격에 대응하여 공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연합은
양 농가의 수익성 향상으로 인해 현재 수준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아프리카는 도시화, 사막화와 일부 국가의 사료 공급 제한에도 불
구하고 양고기 공급량은 소폭 증가할 것이다.

❍ 육류 소비는 전망기간 동안 아시아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성장
률은 일반적으로 지난 10년보다 낮을 것이다. 예측기간 동안 1인당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은 기준 기간에 비해 0.4kg 소매중량기준(r.w.e)만큼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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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소비 수준은 이미 높지만, 일부 국가에
서는 육류의 가격이 더 저렴해짐에 따라 육류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히 1인당 소비량과 육류가격이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미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육류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선진국의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성장
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개발도상국의 인구 수준과 성장률은 모두 높기 때문에, 육류 소비량의 전
체 성장률은 선진국의 약 4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인당 소비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인당이라는 제한적인 증가에도 불구
하고 다른 지역보다 총 소비 증가가 더 빠른 아프리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다. 수입 수요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지만, 세계적
인 육류 수입 증가의 절반은 아시아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는 수입 증
가로 인해 인구 1인당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는 가금육과 돼지고기의 가격이 낮아 개발도상국 소비자들이 가
장 선호하였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같은 소비자가 점차 육류 소
비를 쇠고기와 양고기와 같은 높은 가격의 육류로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
다. 소득 수준과 상대적 가격 외에도 종교적 신념, 문화적 규범, 도시화, 환
경, 윤리와 건강 문제를 포함한 다른 요인들이 육류 소비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세계의 육류 수출은 기준 기간 대비 2028년에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육류 무역의 성장이 지난 10년간 3%에 비해 연간 평균 1.4%로 감소함
을 나타낸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총 육류 생산량의 점유율은 약
간 증가할 것이다. 2028년까지 세계 육류 수출의 절반 이상을 선진국이 차지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
준 기간 대비 점유율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가장 큰 육류 수출국인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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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미국의 총 점유율은 약 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예측기간
동안 세계 육류 수출의 증가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유럽연합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을 시도했지만, 북미와 남미의 압도적인 수출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환율 하락으로 인해 세계 육류 수출에서
점유율을 다소 높일 것이다.
- 향후 10년간 수입 증가는 주로 가금육과 쇠고기이며, 가금육이 가장 큰 기
여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육류 종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로의 수입이 가
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수입은 육류 수입 증가의
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가격의 돼지고기와 가금육을 쇠고기
의 대체재로 간주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저소득층 소비자들로 인해 이들 지
역에서 2028년까지 돼지고기 수입 수요는 전체 수요의 33%를 차지할 것
으로 예상된다.
- 호주와 뉴질랜드의 양고기 수출은 양고기의 높은 선호도로 인해 증가하였
다. 2018년에는 미국, 중국, 중동 3대 시장의 출하가 모든 기록을 돌파했
다. 양고기 공급은 과거에는 다 자란 양고기시장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
는 어린 양고기가 주 공급원이 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토지 사용이 낙
농으로 바뀌면서 수출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 세계 육류시장에서 무역정책은 주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망
기간 동안 다양한 무역협정을 통해 육류 거래를 강화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일방적이거나 예측불가한 무역정책은 예측의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7년 러시아는 2019년 말까지 경제 제재에 대응
하여 미국,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와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식품수입 금지를
연장했다. 이러한 금지로 인해 육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생산자 가격 변
동성이 증가하며 소비자 가격이 상승했다. 국내 정책은 육류 생산자의 경쟁력
에도 또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육류와 기타 수

품목시장그룹회의❙

277

출 제품에 적용되는 임시 수출세를 도입했다. 이는 세계 육류시장에서 아르헨
티나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단기적으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저
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축전염병은 또 다른 위협요인이다. 과거 동물
질병은 가금육, 쇠고기와 기타 가축시장에 지장을 주었다. 현재 가축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와 멧돼지는 치명적이
지만 인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전 세계 돼지고기 생
산에 대한 이 질병의 영향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조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다.

② 유제품

❍ 세계 우유 생산(소 우유 81%, 버팔로 우유 15%, 염소, 양, 낙타가 혼합된 우
유 4%)은 2018년에 1.6% 증가하여 약 838만 톤이 되었다. 세계 최대 우유
생산국인 인도에서는 생산량이 3.0% 증가한 174만 톤이지만, 인도는 소량의
우유와 유제품만 거래하기 때문에 세계 유제품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개의 주요 유제품 수출업체는 2018년 유럽연합(0.8%), 뉴질랜드
(3.2%)와 미국(1.1%)에서 생산량 증가를 기록했으며 그 결과, 신선 유제품과 수
출을 위한 가공품의 가용성이 증가하였다.
- 유제품 중 버터는 다른 유고형분에 대한 유지방과 탈지분유(SMP)에 대한
기준이다. 유지방과 기타 유고형분은 우유의 약 13%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물이다. 2018년 버터 가격은 2017년과 비교하여 하락했지만 연 중반에 상
당히 증가했다. 크림, 버터와 기타 유제품에 대한 북미와 유럽의 수요증가
로 2018년에도 다른 유고형분(SMP)의 가격 대비 유지방 가격(버터)의 강
점은 계속되었다. 유럽연합의 유로 가격이 톤당 1,698유로 미만으로 하락
한 2016년에 주로 구매한 주식을 크게 감소시켰기 때문에 탈지분유의 가
격은 2018년 말까지 낮은 수준에서 회복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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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우유 생산량은 대부분의 다른 주요 농산물보다 빠르게 성장하여 향후
10년 간 연평균 1.7%의 성장률로 2028년에는 981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전 10년과 대조적으로 생산량이 적은 국가에서 젖소의 생산이 크
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육젖소의 예상 성장률(연평균 1.2%)이 예
상 평균 우유 생산량 증가율(0.4%)보다 높다. 주요 우유생산국인 인도와 파키
스탄은 향후 10년 동안 세계 우유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2028년에는
세계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큰 우유 생산국
인 유럽연합은 생산량의 일부만이 수출되고 국내 수요는 소폭 증가하기 때문
에 세계 평균보다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부분의 유제품 생산은 신선 유제품으로 소비된다. 세계 소비에서 신선
유제품의 비중은 소득과 인구 증가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선 유제품의 1인당 세계 소비
량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1.0%로 성장할 것이며 특히 인도에서는 1인
당 소득 증가로 인해 지난 10년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유럽과 북미에
서는 신선 유제품에 대한 1인당 전체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1인당 소비
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우유는 주로 가공 유제품 형태로 이루어진다. 중국은
1인당 소량의 유제품을 소비하지만 유제품, 특히 전지분유(WMP)의 가장
중요한 수입국이다. 일본, 러시아, 멕시코,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유제품의
또 다른 중요한 수입국이다. 국제 무역협정(예: CPTPP, CETA와 일본과
유럽연합의 특혜 무역협정)에는 유제품(예: 관세율 할당량)에 대한 구체적
인 협정이 있어 추후 무역 성장의 기회를 창출한다. 2015년 이후 버터 가
격은 탈지분유 가격보다 훨씬 높다.

❍ 유제품의 국제기준가격은 오세아니아와 유럽의 주요 수출업자들의 가공 제
품의 가격을 말한다. 유제품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기준가격은 버터와 탈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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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대한 것이다. 2015년 이후 버터 가격은 세계 시장의 다른 유고형분에 비
해 유지방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탈지분유 가격보다 상당히 상승했다. 이는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지분유 가격은 현재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이며 예측기간 동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터 가격은
2017년에 최고점에 도달했으나 이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지분
유와 치즈의 가격은 지방과 무지방 고형분의 함량에 따라 버터와 탈지분유 가
격이 상승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우유 생산량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1.7%로 증가하여 2028년에는
981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산유량 성장률(0.4%)보다 큰 재고
량의 성장률(연평균 1.2%)에 대한 모순된 세계 평균 관측치는 상대적으로 낮
은 산유량을 가진 국가에서 재고량이 더 빨리 성장하기 때문이다.
- 인도와 파키스탄은 우유 생산에 특히 중요한 국가로 향후 10년간 세계 우
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8년에는 세계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유량은 계속 빠르게 증
가하여 생산 성장에 더 많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 모두 국제
적으로 거래되는 신선제품과 유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산이
국내에서 소비될 것이다.
- 두 번째로 큰 생산국인 유럽연합의 생산량은 세계 평균보다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우유 생산량 증가는 우유 산출량의 증
가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1.1%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제품은
우유 할당량의 폐지에 따라 예측기간의 초기에는 증가하지만 이후 다시 하
락 추세(연평균 0.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목초지 기반 생산
의 비율이 낮은 북미에서는 평균 산유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뉴질랜드는 수출 지향적인 생산국이며 최근 우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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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우유 생산은 주로 목초지를 기반으로 하며 산유량은 북미와
유럽보다 상당히 낮지만 목초지 관리의 효율성과 연중 방목으로 인해 이러
한 결과를 보인다.

❍ 유제품 생산의 대부분은 신선 유제품 형태로 소비된다. 세계 소비에서 신선
유제품의 점유율은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 10년 동
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득과 인구 증가에 의해 좌우된다. 신선 유
제품의 1인당 세계 소비량은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폭은
향후 10년간 1인당 소득 증가로 인해 지난 10년보다 다소 클 것이다. 유고형
분의 1인당 우유 소비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 유럽과 북미에서는 신선 유제품에 대한 1인당 전체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
며 지난 몇 년간 수요는 신선 유제품에서 유지방 우유와 크림과 같은 유제
품 지방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유제품 섭취의 건강상 이점뿐만 아니라 가
공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는 최근 연구에 기인한 것이다.
- 유고형분의 두 번째로 중요한 유제품인 치즈의 소비는 주로 유럽, 북미와
오세아니아에서 발생하며 1인당 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
지분유와 전지분유의 주된 사용으로 인해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제조되는
품목일 것이며 특히 제과류, 유아용 조제분유와 빵 제품이 대표적이다.

❍ 세계 우유 생산의 약 8%가 국제적으로 거래된다. 이것은 우유의 부패성과 높
은 수분 함량(85% 이상)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
과 뉴질랜드로부터 중국의 액상유 수입이 상당히 증가했다. 전지분유와 탈지
분유의 무역 점유율은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으로 높지만, 이 제품들은 종
종 오랜 기간 동안 우유를 저장하고 거래하기 위해 생산되기도 한다.
- 기준 기간 동안 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은 뉴질랜드, 유럽연합, 미국과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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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4개 국가는 2028년 치즈의 약 75%, 전지분유의 78%, 버터의
79%와 탈지분유 수출의 81%를 공동으로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지분
유의 경우 아르헨티나 또한 주요 수출국이며 2028년에는 세계 수출의 5%
를 차지할 것이다. 뉴질랜드는 세계 시장에서 버터와 전지분유의 주요 공
급원이며, 2028년까지 시장 점유율은 각각 약 39%와 53%가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전지분유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구매가 크게 감소한 원인은 뉴
질랜드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생산성장률이 6.9%이었지만 향후 10년간은
0.3%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뉴질랜드는 전망기간 동안
치즈의 생산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은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나 모든 유제품의 주요 목적지는 중동과 북
아프리카(MENA), 선진국, 동남아시아와 중국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수입은 주로 유럽연합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과 오세아니
아는 동남아시아에 분유 주요 공급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전지분유의 주요 유제품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제품 수입의 대
부분은 오세아니아에서 발생하지만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은 버터와 탈지
분유에 대한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렸다. 중국은 또한 신선 유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다. 기준 기간 동안의 순 수입은 약 7,000톤이었으며, 예측기간
동안 연평균 2.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제품시장의 불확실성 요소는 기후변화, 환경 법규, 동물 전염병, 식물성지
방의 유지방 대체, 무역협정 등으로 나타났다.
- 기후변화는 가뭄, 홍수와 질병 위협의 가능성을 높여 유제품부문에 가격
변동성, 우유 생산량, 젖소 재고 조정 등의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
다. 세계적으로 우세한 생산법이라 할 수 있는 방목 기반의 우유 생산에 영
향을 미치는 예측 불가능한 기상요소로 인해 생산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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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법규 또한 향후 유제품 생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제품
생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은 일부 국가에서 총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
한다. 관련 정책의 어떤 변경사항도 유제품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동물의 질병도 우유 생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방염은 전 세계 농가의
젖소에게 가장 흔한 전염병이다. 또한 산유량과 우유 품질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준다. 이 질병의 인식, 식별과
치료에 대한 향후 개선은 우유 생산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 유지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특정 용도와 목적에 따라 유지방을 식
물성 지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는 유지방과 무지방 우유의 장기적인 상
대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최근 몇 년간 음용유 분야에서 콩, 아
몬드, 쌀과 귀리 음료 등 식물성 유제품 대용품의 섭취량이 북미, 유럽과 동
아시아 등 많은 지역에서 증가했다.
- 무역협정의 체결 또한 유제품 수요와 무역에 영향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과 영국 간에 이루어지는 많은 양의 치즈와 기타 유제품 거래는 브
렉시트(Brexit)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은 북미의 유제품 거래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국의 여러 유제품에 대한 러시아의 금지령은 2019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은 금지 전 수준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지만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바이오연료 및 면화 전망32)
① 바이오연료

❍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식물성 오일 시장이 성장하면서 바이오디젤 명목
32)

해당 부분은 유은영·하누리. 2019. “OECD-FAO 농업전망 2019-2028: 바이오연료 및 면화“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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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연간 0.8%)은 에탄올 가격(연간 2.4%)보다 낮은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디젤 실질가격은 전망기간에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에탄올
실질가격은 2023년 이후에 감소추세로 되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에탄올 명
목가격이 바이오디젤 명목가격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에탄올의 가격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전망기간에 회복세
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바
이오연료 국제가격과 바이오연료 국내가격은 서로 연관성이 적다는 것이다.
국내가격은 주로 가격 지원 등의 국내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은 전
망기간 가솔린의 국제수요가 1만 1,200억 리터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
하였다. 그러나 디젤 수요는 (7,620억 리터에서 7,030억 리터로) 약 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많은 나라에서 전체 연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바이오연료 국제 생산량
의 증가 속도는 이전 몇 십년 동안의 추이와 비교하여 상당히 느릴 것으로 예
상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바이오연료 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을 줄이고 있
기 때문이다. 바이오연료 수요량은 주로 개도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도국에선 수송부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소비자의 바이
오연료 수요를 증진시키는 데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이다.
- 2028년까지 에탄올 국제 생산은 1,220억 리터에서 1,430억 리터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디젤 생산은 거의 440억 리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망 초기 기간에 미국의 규제조항이 강화될 것이기 때
문이다.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려는 시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바이오연료
가 기존 원료를 활용한 방식으로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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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곡과 사탕수수는 계속해서 에탄올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
다. 2028년까지 옥수수 생산의 14%와 사탕수수 생산의 24%가 에탄올 생
산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물성 오일은 계속해서 바이오디젤 생산의
원료로 사용될 것이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미국에선 지속적으로 식물성
오일 폐기물과 동물성 오일을 주요 원료로 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것으
로 보인다.

❍ 세계 에탄올 생산량 중에서 국제 무역으로 교류되는 양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9%p에서 2028년까지 8%p로 감소할 것이다. 미
국은 지속적으로 옥수수를 원료로 한 에탄올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반면, 사
탕수수를 원료로 한 에탄올은 소극적으로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수
요의 강세와 전 세계 수요의 약세 현상을 함께 고려할 때, 미국의 에탄올 수출
은 전망기간 감소할 것이다. 브라질의 에탄올 수출은 전망기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국내 에탄올 가격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격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은 계속해서 국내 수요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바이오디젤 무역의 추후 양상은 현재 거래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을 고
려하면 불확실성이 높다. 본 전망에선 향후 수십 년 간 바이오디젤의 국제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바이오디젤에 관한 규제조항이
나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바이오디젤의 수요를 자국 내
에서 조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선진국
에서의 수입 하락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 바이오연료 개발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가장 큰 위험과 미래의 불확실성은 규제
조항 변동, 구체적인 규제 실행 방법, 비거래성 바이오연료의 원료에 대한 투
자, 바이오연료에 대한 면세 변동의 불확실성 등의 정책 환경과 관련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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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불확실성은 바이오연료 수요가 증가하면 이에 필요한 농작물 원료
를 각국에서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와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식물성 오일
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은 원료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식품 수요와 경쟁
해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에탄올의 경
우, 사탕수수가 주기적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원료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원료를 다양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
으나 이를 통해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 2019년 유럽연합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30년까지 ‘간접적 토지이용 변화(ILUC, Indirect Land
Use Change) 위험이 높은’ 바이오연료33)의 완전 제거 노력을 2024년부
터 실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
로 바이오연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팜오일을 ‘ILUC
위험이 낮은’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
지켜봐야 한다.

② 면화

❍ 전망기간동안 국제 면화 실질가격은 대체품인 폴리에스테르와의 경쟁으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1970년대 초부터 폴리에스테르는 면화와
가격경쟁을 하였고, 면화 가격은 폴리에스테르의 가격을 따라갔다. 1972년
부터 2009년 사이에 면화 가격은 폴리에스테르 가격에 비해 평균적으로 5%
정도 높았다. 그러나 2009년 이후부터는 면화 가격이 평균적으로 폴리에스
테르에 비해 거의 40% 가까이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일정 부분에선 소비
자의 선호가 변화했기 때문이지만, 주로 2015년과 2016년 사이의 면화 생산

33)

식료품과 사료용 곡물을 기반으로 하는 ILUC 위험이 높은 바이오연료의 생산은 탄소가 고정되어있
는 토지 사용의 확장을 필요로 하며,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배출 증가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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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하락, 중국의 재고량 등과 같은 일시적인 요소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면화 가격을 전망할 때에는 그동안의 가격변동 패턴이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2009년과 2010년에는 예상과 달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제 재고
량은 적어, 면화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그 이후 중국에서 면화
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중국의 재고량이 최근 세계 전체 보유량의 반 이상까
지 증가하면서 면화 가격은 다시 안정되었다. 수요와 공급의 큰 변동으로
인한 가격변화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으나,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면화
재고량이 증가하여 2009년과 2010년과 같은 큰 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면화 재고 감소 결정은 상기의 예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본 전망은 중국의 재고량은 서서히 2011년 이전 수준으
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면화가격 추이는 중국의 상황에 민감하
게 반응할 것이다.

❍ 세계 면화 생산량은 2028년까지 16% 상승하여 2,920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화 경작지가 증가하면 생산량 역시 증가하는데, 세계 평균 경작
지는 약 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이래로 평균 경작 면적에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몇몇 국가에서 병충해와 강수량 등의 문제를 겪었기 때문이
다. 새로운 농법이 개발되고 병충해 관리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경작
지 면적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면화를 생산하
는 국가로, 경작지 예상 증가 면적의 65%를 차지할 것이다.
- 면화는 아열대 지역과 시기별로 건조한 열대지역에서 자란다. 주요 생산
국가는 인도, 중국, 미국, 브라질, 파키스탄이다. 이 국가들의 총 생산량은
전체 면화량의 3/4을 차지한다. 향후 몇 십년간 생산량 증가는 대부분 이
주요 국가들에서 발생할 것이고, 특히 인도는 증가량의 1/4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의 면화 재배 면적은 9%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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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면화 생산량은 6% 가량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십년간 세계
면화 생산량이 정체되었다. 주요 생산국인 미국, 파키스탄, 인도의 생산량
이 정체되고, 생산량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국가인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
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면화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증
가한다고 해도 이러한 현상은 향후 계속해서 세계 면화 생산량의 추세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몇 십년간 직물 소비량이 급증하였으나 화학 섬유가 이 소비량의 대부분
을 차지하였다. 1990년대 초에 면화 이외 섬유의 1인당 소비량이 면화의 1인
당 소비량보다 많아졌고, 그 격차는 점차 심화되었다. 세계적으로 1인당 면화
소비량은 최근에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제 면화 소비량은 2007년에
최대치인 2,700만 톤을 기록한 후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약 2,600만
톤까지 하락하였다.
- 개발도상국의 1인당 면직물 소비량은 2007년과 2012년 사이에 하락하였
고, 그 이후엔 변동 없는 모습을 보인다. 소득증가에 따른 1인당 면화 소비
량 증가도 통계자료에 나타나야 하지만, 1인당 면직물 소비량이 평균아래
인 국가들에서 인구가 늘어나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
가들 때문에 세계 면직물 소비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향후 몇 십년간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적으로 방직공장
의 면 사용량은 1년에 0.7%씩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면화 수출량은 2028년까지 1,200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은 세계에서 가장 수출량이 많은 국가로 전체 수출량의 31%를 차지한다. 브
라질도 콩과 면화를 이모작하면서 향후 주요 면화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의 면화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수입량도 앞으로 몇 년간 현재의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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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증가하는 속도는 전체 소비 및 생산량의 증가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면직 생산량이 적은 국가들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라질 등)
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은 수입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앞으로 십년간 수입
선도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8년까지 두 나라의 수입량은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의 수입량은 글로벌 수입량의
40% 넘게 차지할 것이다.
- 전망기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국으로 남을 것이며, 2028년에는
거의 세계 수출의 1/3을 점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향후 10년
간 수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2028년까지 세계에서 두 번째
로 큰 수출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 전망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개도국의 경우,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소
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1인당 면의 소비량도 함께 증가할지는 불명확하다. 특
히 폴리에스테르와 경쟁한다는 점에서 더 그러하다. 지난 몇 십년간 경향을
살펴본다면 개도국의 1인당 면 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은 변화
가 예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산량에 대한 예측의 경우, 병충해와
날씨상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기후 변화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
는 주요 요소다. 몇몇 지역의 경우, 지난 몇 십년간의 경향으로 볼 때 면화 생
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농법개발, 병충해 관리 기술 발달 등이 생산
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는 것도
미래의 면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다른 관련 상품의 수요변화가 면직물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물을 재활용하여 낮은 품질의 천이나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는 2차 시장
의 성장 추세는 면직과 다른 섬유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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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에서는 자연 섬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폴리에스테르보다 면직을 더 선호하게 될 수 있다.
- 정부 정책 역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다. 특히 많은 양의 재고에 대한 중
국의 정책이나 인도와 부르키나파소 공화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
조합 면화(Bt cotton)에 대한 국가의 입장 등이 면화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품목시장그룹회의 관련 심층연구
3.1. METRO 모형 사용법34)
3.1.1. METRO 모형 개요35)
❍ METRO(ModElling TRade at the OECD)는 OECD에서 개발한 세계 경제
의 수리적 시뮬레이션 모형이다.
- 본 모형은 경제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국가와 분야별로 소득과 지출의 순
환적 흐름에 따른 무역연계와 무역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구조적으로

METRO는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lb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 GLOBE 모형(McDonald, Thierfelder and
Walmsley 2013), 부가가치무역(Trade in Value Added: TiVA) 등을 기
반으로 하고 있다.

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성주 부연구위원 작성

35)

METRO 모형 관련 내용은 OECD(2018)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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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E 모형은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효과를 수량화(computable)하고, 소득과
지출의 모든 경제활동을 동시에 고려(general)하며,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
자와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시장청산(equilibrium) 조건을 만족하는
모형을 의미한다.

❍ METRO 모형은 SAM(Social Accounting Matrix) 기반 CGE 모형인
GLOBE에서 파생되었으며, GAMS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현재 METRO
V2는 GTAP 데이터베이스(Aguitar et al. 2016)의 SAM을 활용하여 보정되
었으며, 세부적인 무역구조와 생산·소비의 용도별(중간재, 가계, 정부, 자본)
구분화를 강점으로 가진다.
- 용도별 품목의 구분화는 특히 글로벌가치사슬(GVC)를 분석하는데 강점을
가진며, 특정 용도에 대한 정책수단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 METRO 데이터베이스는 GTAP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지역별 SAM을 기반으
로 한다.
- 데이터베이스는 경제주체(가계, 생산자, 정부)를 식별하고 모형 보정을 위
한 기반이 된다.
- 데이터베이스는 수출입과 국내 상품을 위한 여러 대체탄력성을 포함하고
있다(생산의 불변대체탄력성, 수요의 소득탄력성, 소득의 한계효용계수 등).
-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및 양자 단위의 세금 및 관세 정보를 포함한다.
❍ SAM으로 식별된 거래를 시작으로 본 모형은 선형 및 비선형 관계의 혼합으로 경제를
나타내며, 이러한 관계는 시뮬레이션에서 외부 충격에 대한 반응을 결정한다.

❍ 코어(core) 모형은 연구목적에 따라 적용/비적용이 가능한 개별 모듈들
(modules)과 결합하여 확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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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OECD는 모형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raphical User Interface: GUI)를 개발하였다.
- GUI와 Microsoft Excel을 통해 GAMS에 관한 지식이 없이도 모형 활용
이 가능하다.
❍ 현재 METRO V2b의 데이터베이스는 GTAP v9.2L(기준연도: 2011) 데이터
베이스에서 파생하여, GMig2, Comtrade, TiVA 등의 자료와 결합하여 구
축되었다.
- 현재 METRO는 57개 분야(sectors or activities), 8개 요소(factors),
61개 지역(60개 국가 + 나머지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GTAP 데이터베이
스보다 지역 수는 적으나 분야와 요소는 같은 구조를 가진다.36)

3.1.2. METRO 사용법37)
가. GUI 활용

❍ GUI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GAMS 및 Java runtime environment(JRE)이
필요하며, "Metro_GUI.bat"로 실행한다.

36)

개발 중인 METRO 모형은 GTAP 10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분야와 지역의 수가 현재
보다 증가할 것이다.

37)

METRO 사용법은 OECD(2019)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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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METRO GUI 실행화면

자료: OECD(2019:8).

❍ "Simulation" → "Exploit results"로 결과의 구성을 조절할 수 있다.
- 데이터셋 및 결과 파일을 선택 후 "Show results"를 누르면 결과 창을 열
수 있으며, 이후 결과 탐색이 가능하다.

그림 5-2

METRO 결과 조절 창

자료: OECD(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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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베이스 집계(aggregation)

❍ 연구목적에 따라 "MetroAgg_GUI.bat" 파일을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 집계
파일을 생성한다. 이는 세분화된 분야, 지역, 요소를 프로젝트에 따라 더 적은
개수로 합치는 역할을 한다.
- "Projects" 폴더에서, "build_data", "database", "scenarios" 하위폴더를
생성한다.
- "sector_factor_region_데이터베이스"의 형태를 띤 집계입력 엑셀 파일을
생성하여(예: 5_8_5_v92L11.xlsm), "build_data" 폴더에 위치시킨다.
- "MetroAgg_GUI.bat"를 실행하여 집계입력 파일을 선택하고 "Start
GAMS"를 실행한다.
- 집계출력 파일은 집계입력 파일이 위치한 "Projects" 폴더의 하위폴더인
"database"에 위치하게 된다.
그림 5-3

집계입력 엑셀 파일 예시

자료: OECD(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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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METROagg GUI 창

자료: OECD(2019:20).

다. 보정(calibration)

❍ 연구목적에 따라 모형의 정의 변형 시 시뮬레이션을 위해 계수 값들이 보정되
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다음과 같은 보정(calibration)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database" 폴더에서 집합, 계수, 실업(sets, coefficients, unemployment) 정보를 담고 있는 엑셀 파일을 준비한다.
- GUI의 "Data" 탭에서 집계 파일을 선택하고, 집합·계수 파일을 선택한다.
- "Model Setup" 탭에서 모듈을 선택한다. 선택적으로 탄력성과 작은 비중
(small shares)를 조절한다.
- "Closure" 탭에서 실업(unemployment) 상자를 켜거나 끈다.38)
- "Start GAMS"를 실행한다.
38)

"Closure"는 수학적으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얻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학적으로
는 경제주체의 행동을 바라보는 방식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수학적으로 해를 얻기 위해서는 같은 숫
자의 방정식과 미지수(내생변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학적으로는 완전고용, 불완전고
용 등에 대한 가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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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집합 및 계수 엑셀 파일 예시

자료: OECD(2019: 27).

그림 5-6

Model Setup 창

자료: OECD(2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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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Closure 설정 창

자료: OECD(2019:33).

라. 시뮬레이션 및 결과 확인

❍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 "scenarios" 폴더에서 시뮬레이션 파일(엑셀 혹은 GAMS의 INC)을 준비한다.
- GUI에서 "Simulation" 탭 선택 후 "Choose Calibration"에서 해당 파일
들을 선택한다.
- 시뮬레이션 방법(엑셀 혹은 GAMS)을 선택하고 시뮬레이션 파일을 선택한다.
- (선택적) "External files" 탭에서 추가 "scenario ID"를 설정할 수 있다.
- "Closure" 탭에서 "closure ID"를 설정한다.
- (선택적) 탄력성이나 다른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 "Start GAMS"를 실행한다.
- "Exploit results"에서 결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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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시뮬레이션 설정 창

자료: OECD(2019:36).

그림 5-9

엑셀 시뮬레이션 파일 예시

자료: OECD(2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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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Closure 설정 창

자료: OECD(2019:42).

그림 5-11 결과 창 예시

자료: OECD(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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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결과 창 설정

자료: OECD(2019:48).

3.1.3. METRO 활용 보고서
❍ METRO를 활용한 보고서 및 발간물은 2019년 5월 기준 다음과 같다.
- Policy briefs: Trade Policy and the Global Economy: Reducing
Tariffs; Increasing Tariffs; Reducing Unnecessary Costs of
Non-Tariff Measures; and Addressing Barriers to Services Trade.
- Arriola, C., Carrico, C., Haugh, D., Pain, N., Rusticelli, E., Smith,
D., Van Tongeren, F., Westmore, B. (2018), “The Potential
Macroeconomic and Sectoral Consequences of Brexit on
Ireland”,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508, OECD Publishing, Paris.
- Flaig, D., Haugh, D., Kowalski, P., Rouzet, D., Van Tongere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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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Miracle or Mirage: What role can trade policies play in
tackling

global

trade

imbalanc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473, OECD Publishing, Paris.
- Gray, E., Adenäuer, L., Flaig, D., and Van Tongeren, F. (2017):
“Evaluation of the relevance of border protection for agriculture
in Switzerland”,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109, OECD Publishing, Paris.
- Greenville, J. and D. Flaig (2015): Evolving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Implications for Multilateral Trade Reform. OECD,
TAD/TC/CA/WP(2015)4/FINAL.
- Greenville, J., , K. Kawasaki, D. Flaig, and C. Carrico (2019),
"Influencing GVCs through Agro-Food Policy and Reform",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125, OECD
Publishing, Paris.
- Kierzenkowski,R., Gal, P., Fulop, G., Flaig, D., van Tongeren, F.
(2018):"Sectoral and regional distribution of export shocks: What
do two hundred thousand UK firm observations sa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1501, OECD Publishing.
- OECD (2018), “Trade Policy and the Global Economy. Scenario 1:
Reducing Tariff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8), “Trade Policy and the Global Economy. Scenario 2:
Increasing Tariffs”, OECD Publishing, Paris.
- Sorescu, S. and Flaig, D. (2017): Economy-Wide impacts of Trade
Facilitation. OECD, TAD/TC/WP(2016)15/FINAL.
- Smith, D., Arriola, C. Carrico, C., Van Tongeren, F (2018).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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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Macroeconomic and Sectoral Consequences of Brexit
on the Netherland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518, OECD Publishing, Paris.
- Smith, D., M. Hermansen and S. Malthe-Thagaard (2019), "The
potential economic impact of Brexit on Denmark",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544, OECD
Publishing, Paris.
- Stone, S., J. Messent and D. Flaig (2015),:Emerging Policy Issues:
Localisation Barriers to Trade. OECD Trade Policy Papers, No.
180, OECD Publishing, Paris.
- Van Tongeren, F., Flaig, D., and Greenville, J. (2018): “Market
Opening, Growth and Employment”, OECD Trade Policy Papers,
No.214, OECD Publishing, Paris.
- Van Tongeren, F., Messent, J., Flaig, D. and Arriola, C. (2014):
Effects of removing export taxes on steel and steel-related raw
materials. In: Fliess (Ed., 2014): Export restrictions in raw materials
trade - Facts, fallacies and better practices. OECD, Paris, France.

❍ 관세, 비관세조치, 글로벌가치사슬(GVC), 브렉시트 등 국제통상 분야 이슈
에 대한 분석이 METRO를 활용해 이루어지고 있다.
- 특히 농식품 GVC에 관한 연구는 품목 단위 부가가치무역을 이용하여 기
존 연구와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 향후 생산요소 모듈 추가 등으로 더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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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glink-Cosimo 쌀 품종별 모형 설정 연구39)
3.2.1. Aglink-Cosimo 개요40)
❍ Aglink-Cosimo는 주요 농산물의 연간 수급 상황 및 가격과 각국의 농업 및
무역 정책이 주요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전망하기 위해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의 Aglink 모형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Cosimo
모듈을 결합한 세계농업부문 부분균형모형이다.

❍ 모형은 OECD와 FAO가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모형의 국가별·품
목별 전망치는 OECD-FAO 농업전망보고서(OECD-FAO Agricultural
Outlook Report)와 농업전망 홈페이지(www.agri-outlook.org)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 모형은 국내시장과 국제 시장에 대한 균형 방정식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 시장에 대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산물 시장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가격수용자인 경쟁시장으로 가격
은 시장의 수급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 둘째, 국내산과 수입산은 동질적 상품으로 완전대체관계이다.
- 셋째, 모형은 부분균형모형으로 GDP, 인구, 환율 등 비농업부문 변수는 외생
적으로 취급하며, 모형은 외생변수에 환원적(feedback) 영향을 주지 못한다.
- 넷째, 모형은 축차-동태적(recursive-dynamic)으로, t기의 시장 상황은
t+1기에 영향을 주고, t+1기의 시장 상황은 t+2기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다.

39)

충남대학교 조재성 교수 작성

40)

문한필 외(2018: 199-207)를 수정·요약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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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시장은 공급부문과 수요부문으로 구성되며,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 기초
재고량(전연도 기말재고량), 수입량의 합으로 결정되고, 국내 수요량은 식용 및
사료용 등 사용 목적에 따른 소비량, 기말재고량, 수출량의 합으로 결정된다.

❍ 국내시장의 균형가격(국내가격)은 국내시장에서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
는 시장청산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 세계시장의 균형가격은 국가별 수출량의 합과 국가별 수입량의 합이 일치하
는 시장청산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세계시장 균형가격은 국내가격과 함께 국
가별 수입량과 수출량을 결정함으로써 국내시장에 환원적 영향을 준다.

그림 5-13 Aglink-Cosimo 기본 구조

자료: FAO(2014)와 OECD(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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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모형은 93개 품목 모듈과 56개 국가 및 지역 모듈로 이루어져 있으며,
Aglink 모형에는 13개 국가와 1개 지역(EU: 유럽연합), Cosimo 모듈에는
30개 국가와 12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 Aglink 모형의 국가 및 지역은 대부분 OECD 회원국으로 아르헨티나, 브라
질, 중국, 러시아만 비회원국이며, Cosimo 모듈의 국가 및 지역은 대부분
OECD 비회원국으로 칠레, 터키, 이스라엘만 OECD 회원국이다.

표 5-2

Aglink 모형의 국가 및 지역
Aglink(14)

지역 및 국가

Cosimo(42)
코드

지역 및 국가

코드

지역 및 국가

코드

호주

AUS

칠레

CHL

수단

SDN

캐나다

CAN

이스라엘

ISR

대만

THA

스위스

CHE

터키

TUR

탄자니아

TZA

일본

JPN

알제리

DZA

우크라이나

UKR

한국

KOR

방글라데시

BGD

우루과이

URY

멕시코

MEX

콜롬비아

COL

베트남

VNM

노르웨이

NOR

이집트

EGY

남아프리카공화국

ZAF

뉴질랜드

NZL

에티오피아

ETH

잠비아

ZMB

미국

USA

가나

GHA

아이티

HTI

유럽연합

EUN

인도네시아

IDN

LDC 오세아니아

OCL

- 기존 15개국

E15

인도

IND

기타 오세아니아

OCE

- 2004년 이후 가입국

NMS

이란

IRN

기타 남미 및 카리브해

SAC

아르헨티나

ARG

카자흐스탄

KAZ

LDC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AFL

브라질

BRA

모잠비크

MOZ

기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AFS

중국

CHN

말레이시아

MYS

기타 북아프리카

AFN

러시아

RUS

나이지리아

NGA

LDC 아시아 지역

ASL

파키스탄

PAK

기타 아시아 개발도상 지역

ASA

페루

PER

기타 아시아 선진 지역

ASD

필리핀

PHL

기타 중동지역

MLE

파라과이

PRY

기타 동유럽 지역

EUE

사우디아라비아

SAU

기타 서유럽 지역

EUW

자료: OECD-FAO(2015).

품목시장그룹회의❙

305

표 5-3

Aglink-Cosimo 품목 범위
곡물(12)

기타 작물(6)

유제품(11)

밀

WT

목화

CT

우유

MK

-듀럼밀

WTD

목화씨

CSE

기타 유지방 제품

OFP

-연질밀

WTS

뿌리 및 괴경

RT

기타 무지유고형분 제품

ONP

조곡

CG

콩

BN

버터

BT

-보리

BA

경합종 완두

FP

치즈

CH

-옥수수

MA

자트로파

JA

전지분유

WMP

-귀리

OT

탈지분유

SMP

-수수

SO

유지종자

OS

신선 유제품

FDP

-호밀

RY

-대두

SB

기타 유제품

ODP

-잡곡

MT

-채종씨

RP

유청분말

WYP

-기타 곡물

OC

-해바라기씨

SF

카세인

CA

쌀

RI

-땅콩

GN

단백질박

PM

쇠고기 및 송아지 고기

BV

설탕 및 감미료(11)

유지종자 및 관련 품목(24)

축산물 및 수산물(13)

사탕무

SBE

-팜박

KM

돼지고기

PK

사탕수수

SCA

-야자박

CM

가금육

PT

설탕 및 당밀

SUMOL

-면실박

CSM

-기타 가금육

OP

설탕

SU

-유박

OM

-닭고기

CK

천연설탕

SUR

--땅콩박

GM

-닭고기(백색)

CKW

백설탕

SUW

--대두박

SM

-닭고기(갈색)

CKB

설탕 추출 당밀

MOL

--채종박

RM

양고기

SH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

--해바라기박

SFM

-양고기(성축)

MU

감미료

SW

식물성 기름

VL

-양고기(어린양)

LA

과당

CF

-팜유

PL

양모

WL

GUR

-팜박유

KL

계란

EG

-야자유

CL

어류 및 수산물

FHA

CEB

-면실유

CSL

옥수수글루텐

CGF

-종실유

OL

바이오 연료

BF

주정박

DDG

--대두유

SL

에탄올

ET

재거리
사료 품목(9)
속겨

에너지 관련 품목(7)

단백질사료

PF

--채종유

RL

바이오디젤

BD

건조사탕수수

BP

--해바라기유

SFL

원유

OIL

카사바

MN

--땅콩유

GL

디젤

DIE

육골분

MBM

휘발유

GAS

어분

FM

비료

FT

어유

FL

자료: OECD-FAO(2015).

306

❙

❍ 모형은 SIMPC(simulation), SORITEK(estimation), KEDIT(editor)로 운
영되다가 2003년 Troll(restricted version for Aglink)로 운영체계가 변경
되었으며, 현재 Troll에서 GAMS(general algebraic modeling system)로
의 운영체계 전환 작업이 진행 중이다(김배성 외, 2003; EC, 2015;
EuroCARE, 2018).

3.2.2. Aglink-Cosimo 쌀 품목 모형41)
가. 모형의 구성 요소

❍ Aglink-Cosimo는 연간 모형으로 모든 변수는 ①국가(또는 지역), ②품목,
③항목, ④시간(연 단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지역은 <표 5-2>의 국가 및
지역 코드, 품목은 <표 5-3>의 품목 코드, 항목은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수
출량 등 변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코드로 표시한다.
❍ 변수는 「항목r,c,t」의 형태로 표현하며, 아래 첨자 r은 지역, c는 품목, t는 시간
을 나타내고, 개별 품목이 아닌 품목 그룹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나타
내는 아래 첨자 c 대신 c(품목 그룹)을 사용한다.
- EXr,c,t는 t 기 r 지역의 c 품목에 대한 수출량(EX)을 나타낸다.
- EXr,c,(t-1)은 (t-1) 기 r 지역의 c 품목에 대한 수출량(EX)을 나타낸다.
❍ 프로그램 코딩 시에는 코딩의 편의를 위해 「국가_품목_항목(시차)」로 변수를
입력하고 있으며, 시차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KOR_RI_EX는 당해연도 한국(KOR) 쌀(RI) 수출량(EX)을 의미한다.
- KOR_RI_EX(-1)은 전연도 한국(KOR) 쌀(RI) 수출량(EX)을 의미한다.
41)

문한필 외(2018: 199-207)를 수정·요약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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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을 구성하는 추정식은 대부분 로그-로그 선형 함수, 계산식은 항등식으
로 이루어져 있다.
- 추정식의 예: log소비량       log가격    log소득   log 
- 계산식의 예: 생산량 = 단위면적당 생산량 × 수확면적

❍ 로그-로그 함수를 기본 형식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함수의 계수가 탄력성
(elasticity)이므로 활용도가 높고, 필요시 함수의 직접 추정 대신 기존 연구
에서 검증된 탄력성을 활용함으로써 탄력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시장청산조건 및 균형가격
① 세계시장 균형가격

❍ 세계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은 이론적으로 국가별 수출량의 합과 국가별 수입
량의 합이 같아질 때 달성된다.
     ∑      ∑             

(식 1)

❍ (식 1)에서 NT는 순교역량, EX는 수출량, IM은 수입량, WLD는 세계를 의미
한다.

❍ 하지만 실제 수출입 과정에서는 상품 훼손 및 회계 오류 등이 발생함으로 모
형에서는 이를 통계 차이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시장청산조건을 세계시장
균형가격 도출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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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

❍ (식 2)에서 NT는 순교역량, SD는 통계 차이이며, 통계 차이는 과거 통계를 이
용하여 산출한다.

❍ 세계시장 균형가격(톤당)은 시장청산조건을 만족하는 가격으로 통화 기준은
미국 달러(USD)이며, 개별 국가의 수입가격이자 수출가격인 국제가격은 세
계시장 균형가격에 현지 환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현지 통화 기준이다.

  EXP   

(식 3)

❍ (식 3)에서 IMP는 수입가격(국제가격), EXP는 수출가격(국제가격), XP는 세
계시장 균형가격, XR은 환율을 의미한다.

❍ 현재 모형에서 쌀 세계시장 균형가격으로는 태국산 장립종 100% B등급 수출
가격(Milled, 100%, grade b, Nominal Price Quote, NPQ, f.o.b.
Bangkok)을 사용하고 있다.

② 국내시장 균형가격

❍ 국내(국가 및 지역) 시장의 균형가격(톤당)은 다음의 시장청산조건(공급량=
수요량)을 충족하는 생산자 수취가격으로 현지 통화 기준이다.
                                   

(식 4)

❍ (식 4)에서 QP는 국내 생산량, IM은 수입량, QC는 국내 소비량, EX는 수출
량, ST는 기말재고량으로,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 수입량, 기초재고량(전연도
기말재고량)의 합이며, 수요량은 국내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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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시장 공급량42)
① 국내 생산량

❍ 쌀을 포함한 곡물류의 국내 생산량(단위: kt)은 수확면적과 단위면적당 생산
량에 의해 결정된다.

  

(식 5)

❍ (식 5)에서 QP는 국내 생산량, AH는 수확면적, YLD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다.

❍ 수확면적(단위: kha)은 전연도 수확면적과 단위면적당 수익성 등에 의해 결
정되며, 단위면적당 수익성은 단위면적당 조수입, 생산비지수, 정부 보조금
등에 의해 결정된다.
log         log         



  

 log

(식 6)

               

            

    log 

❍ (식 6)에서 AH는 수확면적, RH는 단위면적당 조수입, EPA는 정책변수(ha당
보조금 등), CPCI는 생산비지수(2008=1), TRD는 추세, 는 전연도 유통연
도에 해당하는 생산비지수의 비중을 의미한다.
- 농산물의 경우 유통연도와 회계연도 간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 단위면적당 생산량(단위: t/ha)은 전연도 생산자 수취가격, 생산비지수, 정부
보조금 등에 의해 결정된다.

42)

공급부문 방정식 체계는 작물별·국가별로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기본적인 틀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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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

                 

             

(식 7)

    log 

❍ (식 7)에서 YLD는 단위면적당 생산량, PP는 생산자 수취가격, EPY는 정책
변수(톤당 보조금 등), CPCI는 생산비지수(2008=1), TRD는 추세, 는 전
연도 유통연도에 해당하는 생산비지수의 비중을 의미한다.

❍ 생산비지수는 투입재를 ①비교역재, ②교역재, ③에너지 관련 투입재, ④종자
관련 투입재, ⑤비료 관련 투입재로 구분하고, 각 항목이 생산비에서 차지하
는 비중에 항목별 기준가격을 곱하여 생산비를 지수화한 것이다.
       
     
    
       

(식 8)

       
      

 
         
       
    
  
         
        
  
         

❍ (식 8)에서 CPCI는 생산비지수(2008=1), CPCSNT는 생산비 중 비교역재 비
TR

EN

중, CPCS 은 생산비 중 교역재 비중, CPCS 은 생산비 중 에너지 관련 투
SD
FT
입재 비중, CPCS 는 생산비 중 종자 관련 투입재 비중, CPCS 는 생산비 중

비료 관련 투입재 비중, GDPD는 GDP 디플레이터, XP는 세계시장 균형가
격, XR은 환율, PP는 생산자 수취가격을 의미한다.

❍ 생산비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별 비중의 합은 1이며, 항목별 기준가격은 비교
역재의 경우 표준화된 지역별 GDP 디플레이터, 교역재의 경우 표준화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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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GDP 디플레이터(국제 물가상승을 반영), 에너지 관련 투입재의 경우 표준
화된 국제 원유 가격, 비료 관련 투입재의 경우 표준화된 국제 비료 가격, 종
자 관련 투입재의 경우 표준화된 국가별 생산자 수취가격을 사용하며, 모든
기준가격은 필요시 환율을 적용하여 현지 통화로 나타낸다.
-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상승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국제 비료 가격 산출
에는 흑해산 요소 가격(62%), 미국산 인산이암모늄 가격(20%), 캐나다산
칼륨(16%)과 중과린산석회 가격(2%)을 이용한다.

❍ 수확면적(식 6) 추정에 사용되는 단위면적당 조수입(ha당)은 최근 3개년 판
매수입의 가중평균과 당해연도 부산물 수입의 합으로 산출한다.
      
(식 9)
                              
               

spec

❍ (식 9)에서 RH는 단위면적당 조수입, RH

는 부산물 수입, YLD는 단위면

적당 생산량, PP는 생산자 수취가격이다.

② 수입량

❍ 수입량(단위: kt)은 국내 생산자 수취가격, 수입가격, 관세에 의해 결정되며,
수입가격은 국제가격으로 세계시장 균형가격에 환율을 곱한 가격이다.
    

log        log    log 
         

(식 10)

❍ (식 10)에서 IM은 수입량, PP는 생산자 수취가격, IMP는 수입가격(국제가
격), TAVI는 수입관세(종가상당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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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관세 산출식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유무에 따라 다르며, 저율관세
할당물량이 없는 경우는 다음의 산출식을 이용한다.


     


(식 11)

❍ (식 11)에서 TAVI는 수입관세(종가상당치, %), TAV는 종가세(%), TSP는 톤
당 종량세, IMP는 수입가격을 의미한다.

❍ 반면 저율관세할당물량이 있는 경우의 수입관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exp min   

   


        
           
  exp  


(식 12)

❍ (식 12)에서 TAVI는 수입관세(종가상당치, %), TAVI
OQS

에 대한 종가상당치(%), TAVI

IQS

는 저율관세할당물량

는 초과 물량에 대한 종가상당치(%), TRQ

는 저율관세할당물량,  는 수입량 증가에 따른 주요 관세 품목(main tariff
line)에 대한 유효관세(effective tariff)의 변화를 근사하는 인수이다.

③ 기초재고량

❍ 기초재고량(단위: kt)은 전연도 기말재고량(     )으로, 기말재고량은
국내 생산량, 전연도 기말재고량, 국내 소비량, 생산자 수취가격 등에 의해 결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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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                log     


    

                       

(식 13)



    log 

❍ (식 13)에서 ST는 기말재고량, QP는 국내 생산량, QC는 국내 소비량, PP는
생산자 수취가격, TRD는 추세를 의미한다.

라. 국내시장 수요량
① 국내 소비량

❍ 쌀을 포함한 곡물류의 국내 소비량(단위: kt)은 소비 목적 및 형태에 따라 식
용, 사료용, 바이오 연료용, 박과 기름 생산용, 감미료 생산용, 기타 소비량으
로 구분할 수 있으나, 쌀은 주로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어 쌀 국내 소비량은 식
용 소비량에 의해 결정된다(김배성 외, 2005; EC, 2015).
- 쌀은 저단백질 사료용으로도 일부 소비되나, 우리나라 및 EU 모형 등은 쌀
소비량을 식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과잉 상태인 정부 쌀 재고량 감축을 목적으로 오래된 쌀을 사료
용으로 저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특수한 경우로 사료용 쌀 소비량을
수요량에 포함시키고 균형가격을 도출할 경우 균형가격에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식 14)

❍ (식 14)에서 QC는 국내 소비량, FO는 식용 소비량, FE는 사료용 소비량, BF
는 바이오 연료용 소비량, CR은 박(meal)과 기름(oil) 생산용 소비량, S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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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미료(sweetener) 생산용 소비량, OU는 기타 소비량(산업용, 종자용,
기타 감모 및 손실 등)을 의미한다.

❍ 쌀 국내 소비량을 결정하는 식용 소비량(단위: kt)은 소비자 가격, 대체재,
GDP 지수, 인구 등에 의해 결정된다.
log        



 

   
 

(식 15)

  log   

 

 log      log    
     
   log 

❍ (식 15)에서 FO는 식용 소비량, CP는 소비자 가격, CPI는 소비자 가격지수
(2010=1), GDPI는 GDP 지수(2010=1), TRD는 추세, POP는 인구,
c1(food)는 쌀과 대체관계에 있는 식용 작물 품목군, 는 자체가격 탄력성
및 교차가격 탄력성을 의미한다.

❍ 소비자 가격(톤당)은 생산자 수취가격과 GDP 디플레이터로 추정한다.
log        log         log       log  (식 16)

❍ (식 16)에서 CP는 소비자 가격, GDPD는 GDP 디플레이터, PP는 생산자 수
취가격을 의미한다.

② 수출량

❍ 수출량(단위: kt)은 국내 생산자 수취가격, 수출가격, 관세에 의해 결정되며,
수입가격은 국제가격으로 세계시장 균형가격에 환율을 곱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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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

   
  log  (식 17)
EX P           

❍ (식 17)에서 EX는 수출량, PP는 생산자 수취가격, EXP는 수출가격(국제가
격), TAVE는 수출관세(종가상당치, %)이다.
- 수출관세는 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과 러시아 당밀을 제외하고는 외생적으
로 주어진다.

③ 기말재고량

❍ 기말재고량(단위: kt)은 국내 생산량, 전연도 기말재고량, 국내 소비량, 생산
자 수취가격 등에 의해 결정되며, 기말재고량 추정식은 (식 13)과 같다.

3.2.3. 쌀 품종별 생산 및 소비 특성43)
❍ 쌀 품종은 크게 인디카, 자포니카, 향미, 찹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자포니카 쌀은 세계 쌀 생산량의 약 13%를 차지하는 품종으로 일본, 한국, 이
집트, 터키, 미국, 호주, EU, 중국이 주산지이며, 인디카 쌀은 세계 쌀 생산량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종으로 아시아, 북·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되
고있다(OECD-FAO, 2018; OECD-FAO, 2019).

❍ 자포니카 쌀 생산국 중 일본, 한국, 이집트, 터키는 주로 자포니카 쌀만 생산
하나, 미국, 호주, EU, 중국은 인디카 쌀도 함께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의 쌀 생산량에서 자포니카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21%, 80%, 77%,
35% 정도이다(OECD-FAO, 2019).

43)

문한필 외(2018: 199-207)와 OECD-FAO(2019)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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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카 쌀은 세계 각국에서 소비되나 자포니카 쌀은 주로 생산국에서 소비되
며, 이들 국가의 전체 쌀 소비량 중 자포니카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 한
국, 이집트는 95%, 터키 80%, 호주 45%, EU 40%, 중국 30%, 미국 15% 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OECD, 2018).

그림 5-14 자포니카 쌀 주요 생산국의 자포니카 쌀 소비 현황

자료: OECD-FAO(2018).

❍ 쌀 무역량은 전체 생산량의 10% 미만으로 다른 농산물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자포니카 쌀 무역량은 전체 생산량의 5% 미만에 불과하다(OECD,
2018).

❍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의 국제가격 추이는 2009년 이후 독립적인 경향이
강해졌으며, 두 품종 간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도 상당히 다른 것
으로 조사되었다(FAO, 2017; Wailes et al, 2011).
- 미국의 경우 인디카 쌀과 자포니카 쌀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각각 –
0.185와 –0.421이며, 소득 탄력성은 각각 1.157와 –0.39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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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경우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을 모두 포함한 단일 품목으로서의 쌀
과 자포니카 쌀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각각 –0.081과 –0.167, 소득
탄력성은 각각 1.631과 0.930으로 나타났다.

그림 5-15 쌀 품종별 FAO 가격 지수(2002-2004=1)

자료: FAO(2017).

❍ 종합하면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은 주요 생산 및 소비 지역이 다르고, 소비
특성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품종 간 상호 대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18

❙

3.2.4. 쌀 품종별 모형 설정 방안44)
❍ Aglink-Cosimo 모형에서 핵심 변수는 국내시장 균형가격 도출을 위해 필요
한 시장청산조건에 포함되는 국내 생산량, 수입량, 국내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이며, 쌀을 포함한 곡물류 모형에서 이들 핵심 변수에 대한 방정식 기
본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식 1~13).

❍ 따라서 쌀 품종별 모형은 단순하게는 현재 단일 품목으로 Aglink-Cosimo에
포함되어 있는 쌀 모형을 복제하여 Aglink-Cosimo에 추가한 후 별도의 품
종 모형으로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하지만 자포니카와 인디카 쌀의 생산 및 소비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면, 보다
수월한 방식으로 품종별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 현재 Aglink-Cosimo에 포함된 56개 국가(또는 지역) 중 자포니카 쌀 주산
국은 8개국에 불과하고, 자포니카 쌀 무역량은 전체 생산량의 5% 미만으로,
이마저도 대부분 자포니카 쌀 주산국 간의 수출입 물량이다.

❍ 결국, 자포니카 쌀을 거의 생산·소비하지 않는 48개국의 쌀 모형은 현재처럼
유지하고, 자포니카 쌀 주산국 8개국의 쌀 모형만 조정하면 Aglink-Cosimo
내 쌀 품종별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 자포니카 쌀 주산국 중 4개국(일본, 한국, 이집트, 터키)은 거의 자포니카 쌀
만 독점적으로 생산·소비하고 있음으로, 이들 국가의 쌀 모형은 기본적으로
자포니카 쌀 모형이다.

44)

문한필 외(2018: 199-207)를 수정·요약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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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세계시장 균형가격과 시장청산조건은 자포니카 쌀에 특정하여 조정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수급 방정식의 모수(parameter) 중 일부는 재추정
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두 품종을 모두 생산·소비하고 있는 4개국(미국, 중국, EU, 호주)의
쌀 모형만 품종 간 생산 및 소비 대체관계를 고려하여 두 가지 품종 모형으로
분리·구성하면 Aglink-Cosimo 내 쌀 품종 분리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 이들 국가의 쌀 품종별 모형 구축에 필요한 생산, 소비, 무역 관련 자료는
국가별 생산 통계와 세관 자료부터 확보할 수 있다(OECD-FAO, 2018).

❍ 마지막으로 품종별 세계시장 가격으로는 인디카 쌀의 경우 현재와 같이 태국
산 장립종 100% B등급 수출가격, 자포니카 쌀의 경우 캘리포니아 중립종(자
포니카) 수출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OECD-FAO, 2018).
- 캘리포니아산 자포니카 쌀 가격은 아칸소 국제 쌀 모형과 자포니카 쌀 국제
수급모형에서도 세계시장 균형가격으로 사용되고 있다(이대섭 외, 2008;
Wailes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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