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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이번 호의 해외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유럽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소개한다. 

유럽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정책 틀과, 프로그램, 그리고 적응수단으로 구성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갖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EU 공동농업정책의 농촌개발프로그

램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가 추진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해외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농식품산업 동향에서는 바이오경제와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간의 연관성을 분

석한다. 다시 말해, 바이오 경제가 신산업과 혁신기회 및 일자리 창출, 천연자원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추진 등을 통해 농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점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국가별 농업자료로는 볼리비아와 세네갈의 농업 현황을 소개한다. 먼저 볼리비아는 농업 

및 농촌개발 목표를 농업생산의 주권화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목표로는 가족농 중심

의 농업, 효율적 생산시스템 구축, 농지 소유권 확립, 최적의 관개시스템 개발 등이 제시된

다. 하지만 영농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후 변화와 관개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한 

농업용수의 부족이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는 농업의 가장 최우선 과제를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것과 농업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에 두고 있다. 세네갈의 경우도, 자국의 국가도약계획

에서 농업부문은 관개 시설 확장, 식수 및 관개수로를 위한 담수화 등의 인프라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개발협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을 통해 현장애로를 해결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연구 동향에서는 먼저 OECD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농식품산업에 나타난 

이슈와 대책이 무엇인지 분석한 내용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IFPRI가 COVID-19로 인해 

식량위기가 도래할 것인지 분석한 것과, FAO가 COVID-19 시대에 식품안전은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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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책

성 재 훈 *1)
 

1. 들어가며

  농업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EU의 중요한 산업부문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EU 전체 

면적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하며, EU인구의 약 2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EU는 전 세계 곡물의 1/8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EU의 와인 생산량은 세계의 

2/3에 달하며, 사탕무 생산량은 세계의 1/2, 올리브 생산량은 세계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농업부문 주요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2017년 EU-28 회원국들의 농산물 수출액은 

1,380억 유로이며, 수입액은 1,170억 유로에 달한다. 이는 EU-28 총 수출과 수입의 7.5%, 

6.6%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EU인구의 약 5%인 2,200만 명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지

만, 농업과 연관된 전후방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4,400만 명에 달한다.  

  농업 생산의 생산성과 질은 기상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업은 기후에 

가장 의존적인 산업 중의 하나이다. 유럽의 농업생산성과 농축산물의 질은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 및 강수량, 날씨와 이상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영향은 지역과 

작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기온상승으로 인해 북유럽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증가한 반면, 남유럽은 곡물 생산성 감소와 축산업 관련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jsung@krei.re.kr). 

본고는 유럽환경청이 2019년에 발간한 보고서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agriculture sector in Europe”를 

중심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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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럽의 지역별 주요 기후변화 영향

자료: EEA(2019), p.18.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응이다. 특히 기후에 민감한 농업부문

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은 식량안보와 사회에 심대한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은 식량생산시스템이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에 덜 취약하게 해야 함을 강조

하였으며, 이를 위해 식량생산에 있어서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후변

화에 대한 회복탄력성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 수단을 현실에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장애요인에는 기후변화 적

응 수단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 관련 의사결정권자들의 낮은 

접근성, 적응 수단 효과의 불확실성, 적응수단에 대한 투자 부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치적 시급성 부족, 정부의 행정력의 한계,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적응 정책 

등이 포함된다. 

  EU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촉진을 위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이 도입되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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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유럽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농업부문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2>  유럽의 기후변화 정책의 구조

자료: EEA(2019), p.71. 

2. 유럽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책

  유럽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그림 2>와 같이 정책 틀(Policy framework), 프로그램

(Programmes), 그리고 적응 수단(Adaptation measure)으로 구성된다. 여기서의 정책 틀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하거나 관련 정책 안에 기후변화 적응 관련 목표 혹은 내용을 

포함시켜 기후변화 적응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정책 틀을 바탕으로 

적응 수단이 현실에서 실제 적용·이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1. EU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틀

  EU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요 정책 틀로는 EU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The 

EU Strategy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과 공동농업정책을 들 수 있다. 우선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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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채택한 기후변화 적응 전략은 세 개의 주요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EU 

회원국들 각각이 포괄적인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세우고, 기후변화 적응 능력(adaptation 

capacity) 향상과 적응 전략 실행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28개 유럽 국가들이 국가기후변화적응 전략을 채택하였고, 이중 17개 국가들은 

이를 구체화한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기후변화적응 전략은 

농업부문을 기후변화적용의 중요 부문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중 20개 국가들은 농업부문과 

관련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더 나아가서는 국가기후변화적

응 전략을 채택한 국가 중 13개 국가는 농업부문의 구체적인 적응 수단을 소개하였으며, 

회원국들 일부는 농업정책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시행하거나 농업부문에 특화된 적응전

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 전략의 두 번째 목표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보 격차 해소와 유럽의 

기후변화 적응 플랫폼 개발(European Climate Adaptation Platform, 이하 ‘Climate-ADAPT’)

을 통한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이다. 실제 EU는 Climate-ADAPT 웹사이트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사례와 적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 Climate-ADAPT의 주요 목적은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정보의 수집, 

공유, 활용을 용이하게 하며, 최신의 정보를 일관성 있게 정리 축적하는 기후변화 관련 

지식 기반(knowledge base)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관련 지식 기반의 구축은 

의사결정권자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다른 부문 간의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협업이 가능하게 한다.  

 1) 자세한 내용은 Climate-ADAPT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https://climate-adapt.eea.europa.eu/)(검색일: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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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U의 농업부문 관련 기후변화 적응 정책,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분석, 기후변화 적응 도구 현황

국가

국가적응계획에서 농업부

문을 주요부문으로 다루고 

있음

농업부문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 분석을 실시

하였음

농업부문을 위한 구체적인 

기후변화 적응 도구들이 

존재함.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국가적응계획이 없음

사이프러스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국가적응계획이 없음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국가적응계획이 없음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영국

주: 연한 회색은 농업부문이 명시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의미하며, 진한 회색은 농업부문이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함. 마지막으로 검은색은  농업부문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EEA(2019), p.28. 

  

  기후변화 적응 전략의 마지막 목표는 기후변화 취약 부문의 적응 가속화, 유럽의 사회기

반시설의 회복탄력성을 향상, 재해에 대응한 보험 활용 촉진이다. 마지막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기후변화 적응 전략은 EU의 공동농업정책에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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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검증(Climate-proofing)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의회는 공동농업정

책의 농촌개발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적응 통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EC 2013).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이해당사자나 정책결정권자들이 2014-2020년 EU 공동농업정

책 농촌개발프로그램을 계획, 수립, 실행하는 데 있어 기후변화 적응을 적절히 고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EU의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의 농가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경제적·정책

적 요인이다. 현재의 EU 공동농업정책(2014~2020)은 예전에 비해 환경과 기후변화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동농업정책의 5가지 목표 중 세 번째는 기후변화 

억제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지원이다.2) 또한 공동농업정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 

역시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로 공동농업정책 제1정책 지주(Pillar 1)인 직불금 제도를 구성하는 EU 환경법규의 

법적 의무 기준들(Statutory mandatory requirements), 각국의 농업환경우수조건들(good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 conditons)을 바탕으로 한 교차준수(cross-compliance) 기

준, 녹색직불금(green direct payments 혹은 greening)은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환경우수조건들에 속한 농작업들은 간접적으로 토양의 탄소격

리 향상과 토양의 탄소 스톡 보존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교차준수 기준 중 질산염 지침

(Nitrates Directive)을 바탕으로 한 조항들을 통해 축분 발생과 비료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와 메탄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직불금은 경작 다양화와 

영구초지, 생태보호지역(ecological focus areas) 관련 내용은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공동농업정책의 제2정책 지주(Pillar 2)인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은 유럽

농촌개발 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e Fund for Rural Development)을 통해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우선,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의 여섯 가지 투자 우선순위(Priority) 중 우선순

위 4(농림업관련 생태계의 회복, 보전, 향상)과 우선순위 5(농림식품부문의 자원효율성 향상

과 저탄소 및 기후회복 경제로의 전환)이다. 또한 유럽농촌개발 농업기금의 지원을 받는 

 2) 2014~2020년 공동농업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농가 지지와 생산성 향상, 2. 농가들의 

합당한 삶의 조건 보장, 3. 기후변화 억제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지원, 4. 농촌지역과 농촌 경관 유지, 5. 농업과 

농업연관산업 관련 직업을 창출을 통한 농촌경제 활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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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농촌개발프로그램들(Rural development programs)은 적어도 30%이상을 기후변화

와 환경 관련 수단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로,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농업보험에 대한 보조를 통해 농업부문 위험관리 의사결정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럽농촌개발 농업기금의 지원을 받는 농촌개발프로그램은 지

역 공통체가 수립한 지역 전략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LEADER 프로그램). 따라서 이러

한 지역 전략에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포함시킴으로써, 공동농업정책의 농촌

개발에 기후변화 적응 고려해 줄 수 있다. 실제 지난 LEADER 프로그램에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농지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 및 회복탄력성 향상, 홍수 위험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현재의 공동농업정책(2014-2020)은 EU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고려를 위한 정책적 

틀을 제공하였고, 실제 이를 통해 농업부문 기후변화 주류화를 진전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공동농업정책은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는 데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또한 농촌개발프로그램에 기후변화 적응을 포함시키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동농업정책의 직불금 정책은 기후변화 적응과는 관계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 

또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유럽농촌개발 농업기금은 기후변화 적응을 

투자 우선순위나 투자 조건 등에 독립적·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럽농촌

개발 농업기금이 유럽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농촌개발프로그램들의 30%이상의 재정이 기후변화와 

환경관련 대책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농촌개발프로그램들이 기후변화와 어떻게 연관

되어 있는지를 식별하는 데에 한계점으로 작용하며, 실제 해당조건을 바탕으로 한 대책들은 

기후변화 관련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42% 유럽농촌개발 농업기금이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농촌개발 농업기금이 속해 있는 유럽 구조 및 투자 기금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의 평가에서는 77%의 유럽농촌개발 농업기금

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지만 오직 13%만이 기후변화 적응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ADER 프로그램에 속한 대부분의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 역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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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EU 기후변화 

적응 전략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반면,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수단을 선택할 때에는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목표로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 수단과 온실가스 감축 수단 간의 구분이 

쉽지 않으며, 기후변화 적응 수단은 공공의 편익보다는 적응 수단을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대부분의 편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농촌개발 농업기금은 관개시설의 투자가 실제 용수 사용을 줄이는 이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농촌개발규정(Rural development 

regulation, EU regulation 1305/2013)의 제46조(Article 46)는 투자 조건으로 관개시설 투자

로 인한 적어도 5%이상의 용수 절약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물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개시설 투자에만 적용될 뿐, 농가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개시설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중해 연안 지역 등에 

대한 관개시설 투자는 오히려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이상기후 증가에 농업 부문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품목 특정 직불금(crop-specific payments)은 잘못된 적응(maladaptation)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즉, 기후변화에 따른 여건변화로 인해 보조금 대상 작목의 

경작조건이 악화될 경우(예를 들어, 그리스나 스페인의 면화 생산), 정부 보조금은 작목전환 

유인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원국들은 녹색직불금을 환경적 

편익 극대화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하기보다는 녹색직불금 활용의 유동성을 이용

하여 농업인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 1일 유럽의회는 새로운 공동농업정책(2021-2027)에 대한 법적인 제안서를 

제시하였다. EU가 새로이 제안한 공동농업정책은 기존의 공동농업정책의 한계점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공동농업정책 제안서

에는 농가 수준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4가지 진입지점(entry point)이 포함되어 

있다: 1) 보다 강화된 상호준수(enhanced conditionality), 2) Eco-schemes, 3) 정부의 부문

(품목)별 정책(intervention), 4) 정부의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policy). 여기서 

Eco-schemes은 기존의 공동농업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회원국들은 직불금을 

통해 농업-환경-기후친화적인(agri-environment-climatic) 기제에 대한 금융적 지원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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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동농업정책(2014~2020) 제안된 공동농업정책(2021~2027)

목적

상호준수, 녹색직접직불금을 통한 적응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1) 녹색직접직불금은 삭제됨. 

2) 순환경작(crop rotation)이 상호준수에 추가됨. 

순환경작은 병원체의 확산 감소 등과 같은 편익

을 발생시킴. 

Pillar 1은 오직 직불금과 면화 등에 지급되는 생

산과 연동된 보조금만을 포함함. 기후변화 적응

과 관련된 보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1) 회원국들에 따라 기술은 달라질 수 있으나, 새

로이 도입된 Eco-schemes에 속한 농업-환경

-기후친화적인(agri-environment-climatic) 

수단들의 실제 적용이 요구됨.

2) 기후변화 적응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사용이 

Pillar 1 목적에 포함됨.   

3) 새로이 포함된 부문(품목)별 정책에는 기후변

화 적응이 정책 목표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

으며, 회원국들은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에 대

한 금융지원이 가능함.   

농촌개발프로그램들의 주요 목적은 미래의 농촌

지역과 건물, 특히 단순한 식량생산을 넘어서는 

많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기능과 농촌문화와 환경 

그리고 농촌지역의 유산을 보호를 통해 농촌지역

의 새로운 소득원과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

을 보호하는 일관성 있으며 지속가능한 프레임워

크를 만들어 내는 것임.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은 이러한 농촌개발프로그

램들에 속한 정책 목적들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

나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1) 새로운 농촌개발프로그램들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은 회원국들의 금융지원이 가능한 세부적

인 목표 중의 하나가 됨. 

2) 구체적으로 농촌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의 

30%는 반드시 녹색직접직불금에 사용되어져

야 함(농업-환경-기후친화적인 기제, 환경과 

기후 관련 투자, 유기농업과 Natura 2000a)).  

농가 자문 

시스템

(Farm 

advisory 

system, 

FAS)

FAS는 의무적인 것으로서, 농가들이 환경, 대중

과 동물들의 보건과 후생, 그리고 농업환경우수

조건( GAECs)에 관한 EU의 제고에 대한 이해와 

실제 이행을 돕기 위한 것임. 

FAS는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기후변화 적응이 

포함될 수 있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공동농업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이슈(상호

준수, 기후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경작법 등) 중 

한 가지 이슈를 포함하여야 함. 결과적으로 FAS

는 농가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후변

화 적응을 포함한 해결책을 제시해줌. 하지만 기

후변화 적응을 FAS에 포함할지는 회원국들의 선

택에 달려 있음.  

FAS는 여전히 공동농업정책에 포함됨. 하지만 현

재의 규제와는 달리, FAS는 새로이 제안된 공동농

업정책에 나열된 모든 측면과(상호준수와 관련된 

요구사항 및 조건 그리고 책무, 공동농업정책의 

전략적 계획에 따라 설립된  기구 등)를 연결될 필

요는 없음. 결과적으로 새로운 공동농업정책 안에

서는 적응 기제를 포함한 계획이면, 반드시 적응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함. 새로이 제안된 공동농

업정책은 최신의 기술적 과학적 정보를 참조하며, 

농업지식 및 혁신 시스템(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과 연결됨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현재의 공동농업정책 한계점과 새로운 공동농업정책 중 

기후변화 적응 혹은 주류화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  새로이 제안된 공동농업정책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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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동농업정책(2014~2020) 제안된 공동농업정책(2021~2027)

수단

(measures)

농촌개발프로그램들은 반드시 기후변화 적응에 사용될 수 있는 농업-환경-기후친화적인 수단을 포함

시켜야 함. 더욱이 이러한 적응 기제들과 더불어, 농촌개발프로그램들에는 자연 재난이나 재앙 뒤 농업

과 산림에 대한 복구와 산림과 농촌 환경에 대한 예방적인 투자 역시 포함되어야 함. 

EU 회원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 혹은 협력 수단(cooperation measure)로서, 적응관련 혁신과 연

구를 증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금투자가 가능하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동의 조치 역시 가

능함. 

농촌개발규정 제 46조에 따라 농촌개발프로그램 

하에서의 관개시설 투자는 적어도 5~25% 이상

의 용수절약을 유도해야 함. 하지만 이러한 조항

은 실제 관개시설 투자에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몇몇 농촌개발프로그램은 이러한 조건을 

회피하기 위해 숙련농업인들이나 청년농의 농업

부문 진출을 위한 지원(Focus area 2b)을 통해 

관개시설에 투자함.  

제 46조는 폐기되고 새로이 제안된 공동농업정책

의 규정(EC 2018) 제 68조 3 (f)가 관개시설 투자

에 대한 지원조건을 명시함. 구체적으로 제 68조 

3 (f)는 EU의 물환경관리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제4조 1항에 규정된 수역을 좋음 상태

로 만드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투자에 대한 지원을 

금지함(예를 들어, 특정 유역이 관련 유역관리 계

획에 의해  좋음 미만의 상태로 지정되었을 경우, 

수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개시설의 확장에 대한 

금융적 지원은 금지됨).  

하지만 제68조 3 (f) 역시 규정의 모호함으로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용수절약에 관

한 조건과 물 사용량 계측이 필요한 농촌개발규정 

제46조 3항 역시 삭제됨. 마지막으로 농촌개발프

로그램에 의한 관개시설투자만이 제한될 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관개시설투자에 대한 지원

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음.   

농촌개발프로그램들은 위험관리 도구를 제공할 

수 있음. 

위험관리 도구의 제공은 조건이 아닌 의무적인 것

임. 이러한 위험관리 도구에는 기후변화 적응 기

제 중에 하나인 보험이 포함됨. 

농촌개발프로그램들에서는, 회원국들은 농촌지역의 재활력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수준 프로젝트

(기후변화 적응 포함)의 새로운 계획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Leader 그룹b)을 설립할 수 있음. 회원국들

은 최소 5%의 RDP 예산을 이러한 Leader 그룹의 활동에 사용하여야 함. 

주: a) Natura 2000은 EU의 멸종위기 종 보호를 위한 보호 구역 설정 정책임. b) Leader는 ‘Links between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economy’의 프랑스어의 첫 자를 따서 만든 용어임. Leader 접근법은 EU의 농초개발의 주

요 접근법 중의 하나임. Local Action Group(LAG)를 만들어 지역의 조직과 거주민을 그들의 거주지의 개발에 적극적으

로 참여시켜 그들의 자원과 에너지를 그들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개발에 활용하는 방법임. 

자료: EEA(2019, p.34)과 EEA(2019, p.34)를 인용한 성재훈(2020)의 내용을 다시 인용 및 보완함. 

2.2. EU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후변화 적응의 이행은 공동농업정책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농촌개발프로그램의 장점은 회원국들이나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활동들에 재정

적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EU는 농촌개발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2>.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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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혁신과 지식 생성 및 전파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파트너쉽 형성 등의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우선 LIFE AGRI-ADAPT 프로젝트 목표는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적응 수단과 전략 이행을 

통해 유럽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영농형태(축산(livestock), 단년생 작물(arable crop), 다년생 

작물(permanent crop))의 기후변화 회복탄력성과 환경적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

으로 보여주는 것이다.3) LIFE AGRI-ADAPT의 구체적인 활동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유럽 

공동의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지원도구 구축, 2) 120개 파일럿 농가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적응 도구와 영농법을 시험, 3)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농업인 단체, 농업관련 기술 컨설턴트 등의 농업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지속가능한 기후변

화 적응 수단에 대해 홍보, 4) 현재와 미래의 농업인들의 농가단위 기후변화 적응수단에 

대한 인식을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진행, 5)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최상의 영농방법과 

노하우를 농업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전달하고,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및 이행에 

기여  

  Horizon 2020은 EU에서 가장 큰 연구/혁신 지원 사업으로써 적어도 60%이상의 예산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관이 있으며, 이중 많은 부분이 기후변화와 환경관련 목표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4) 예를 들어, Horizon 2020에 속한 MOSES 프로젝트의 목표는 수자원 

조달 및 관리 기구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자원 절약,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 생산 비용 및 에너지 비용 감소를 목표로 하는 관개용수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Horizon 2020은 유럽의 기술혁신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개발과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산 시스템에 관한 유럽단일

연구공간 네트워크(The European Research Area Network on Sustainable Animal 

Production Systems, 이하 ERA-NET SusAn)는 국경을 초월한 축산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한 

 3) 자세한 내용은 LIFE AGRI-ADAPT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https://agriadapt.eu/)(검색일: 2020.05.04.)

 4) Horizon 2020의 후속 사업인 Horizon Europe(2021~2027) 역시 기후변화를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음. 구체적으로

Horizon Europe의 두 번째 핵심영역인 글로벌 과제와 산업경쟁력은 기후, 에너지 및 모빌리티, 식량 및 천연자원을 주요추진 

전략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약 25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임(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9). Horizon Europe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Horizon Europe 홈페이지를 참조바람(https://ec.europa.eu/info/horizon-europe-next- 

research-and-innovation-framework-programme_en)(검색일: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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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 및 파트너쉽 구축,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혁신 전략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 간 공동연구프로젝트의 선정과 지원을 통해 축산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5) ERA-NET의 컨소시엄인 기후서비스를 위한 ERA-NET(European 

Research Area for Climate Services, 이하 ‘ERA4CS’)는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및 

위험관리를 포함한 기후서비스6)의 수용성과 만족도 향상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농업부문을 포함한 26개의 기후서비스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7) 

  유럽혁신기술연구소(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이하 ‘EIT’)의 

지원을 받는 기술혁신공동체(Climate Knowledge and Innovation Community, 이하 ‘EIT 

Climate-KIC’)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혁신적인 파트너쉽 구축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8) EIT Climate-KIC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는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으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IT Climate-KIC의 Climate Smart 

Agriculture Booster(CSA booster)의 목적은 기후스마트농업 관련 학자들과 전문가, 종사자

들과 협력하여 농업부문의 적응과 감축을 모두 고려한 기후스마트적 접근법 적용과 기후스

마트농업 기술의 개발과 전파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현재 CSA Booster는 5개 지역(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혁신파트너쉽(The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이하 ‘EIP’) 역시 농업부문 적

응 수단의 현실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끔 지원하고 있다. EIP는 EU 회원국들 중심으로 경계와 

영역을 넘나드는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이 향후 직면하게 될 사회·경제

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협력체계(지식·혁신네트워크)이다(이주

량 외 2018).  우선 EIP의 다섯 개 영역 중 농업부문과 관련된 농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럽 혁신 파트너쉽(The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for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이하 ‘EIP-AGRI’)9)은 “적게 쓰고 많이 생산하는”, 즉 경쟁력

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농림업 육성을 지원하는 국제협력단체이다. EIP-AGRI의 목표

는 EIT Climate-KIC와 같이 혁신 주체들(농업인, 연구자, 기업, NGO 등) 간의 파트너쉽을 

 5) ERA-NET SusA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https://www.era-susan.eu/)(검색일: 2020.05.04.) 

 6) 여기서의 기후서비스는 정책과 사업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용자(의사결정권자 혹은 연구자) 중심의 기후관련 지식의 생성, 

해석, 이전을 의미함. 이는 기후와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이해, 기후변화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함.

 7) ERA4C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http://www.jpi-climate.eu/aboutERA4CS)(검색일: 2020.05.04.). 

 8) EIT Climate-KI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https://www.climate-kic.org/)(검색일: 2020.05.04.). 

 9) EIP-AGRI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주량 외(2018)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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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연구와 현장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림업부문의 사회적 편익 극대화와 농림업부

문의 현대화, 기술의 빠른 확산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지원시스템과 포커스 그룹

을 통해 EIP-AGRI는 지역 혹은 현장에서 혁신활동을 전개하는 실행그룹(Operation group)

의 생성과 운영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한 

현장성과에 대한 수집·분석·확산까지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포커스 그룹은 구체적인 문제

에 초점을 맞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EPI-AGRI의 일시적 전문가 집단을 의미한다. 

EIP-AGRI을 통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활동은 실행그룹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포커

스그룹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2018년 4월까지 진행된 실행그룹을 해결해야 할 

문제 혹은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 직접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제가 전체 

612개 실행그룹 중 3%인 2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notter et al. 2019). 또한 

2020년 4월 현재 EIP-AGRI가 운영하였거나 예정인 43개 포커스 그룹 중 다수의 포커스 

그룹들은 기후변화 적응(농업과 물 포커스 그룹, 벌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양봉 포커스 그룹, 

기후스마트한 유럽의 열대작물 포커스 그룹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IP-AGRI와 같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수자원 유럽혁신파트너쉽(EIP on Water, 이하 ‘EIP 

Water’) 역시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으로 이용되고 있다. EIP Water는 유럽을 

포함한 지구적인 수자원 관련 문제에 대응한 혁신적인 해결책 개발을 지원하는 국제협력단

체이다. EIP Water의 활동은 EIP-AGRI의 실행그룹과 비슷한 액션그룹(action gorup)을 통

해 이루어지며,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역시 이러한 EIP Water의 액션그룹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10) 구체적으로 EIP Water의 액션그룹들 중 다수의 액션그룹들, 예를 들어, 

수자원과 관개농업, 회복탄력적 유럽(Water & Irrigated agriculture Resilience Europe, 

이하 ‘WIRE’) 액션그룹 등은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더 나아가 WIRE는 앞서 언급한 EIP-AGRI와의 협력을 통해 농업부문의 보다 효과적인 기후

변화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지구관측 프로그램인 쿠페르니쿠스의 기후변화 서비스(Cu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이하 ‘C3S’)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주요 기후 변수와 지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11) 또한 C3S에 포함된 두 개의 프로젝트(Global Agriculture Sectoral 

10) 자세한 정보는 EIP-Water Online Market Place를 참조 바람(https://www.eip-water.eu/)(검색일: 2020.05.04.).  

11) 자세한 정보는 코페르니쿠스 기후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https://climate.copernicus.eu/)(검색일: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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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ystem, Agricultural Climate Advisory Service)는 농업부문에 특화된 기후변

수와 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EU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책 틀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였다. EU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기후변화적응 전략에 농업부문을 중요 부문

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재 EU의 공동농업정책은 농촌개발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2021~2027년에 시행될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은 주류화를 위한 4개의 진입지점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나, 농업부문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규모 80,730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

라 역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제2차 적응대책 세부계획」은 적응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정책기반 마련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세부과제는 아래 <표 3>과 같다. 

  하지만 「제2차 적응대책 세부계획」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정책 기반 마련과 관련된 

과제는 여전히 기반시설 혹은 개발 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주류

화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정책 

틀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의 진입지점을 불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부

문의 경우,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세부계획」에 속한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 중심의 

R&D 및 지식의 확산, 위험관리, 기반조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은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주기적 조사·평가와 이에 대한 정책적 활용만

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진입지점을 명시한 정책 틀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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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칭 「기후변화대응법안」 는 국가와 지자체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를 고려할 것과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

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 중인 가칭 「기후변화 대비 농업 대응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정책 수립을 명시하였다.

<표 3>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

과제번호 과제명 소관부처 유형 기간 부문

Ⅴ-1-4-1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상 기후변화 적응 반영 추진

가. 국가기반시설 관련 중장기 계획 

등 마련시 기후변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수립

환경부(신기후체제대응팀) 신규 ’16~’20

국토/연안국토부(미래전략담당관) 신규 ’16~’20

산업부(기후변화환경산업과) 신규 ’16~’20

나. 도시계획 등 수립시 기후 변화 

적응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

안 마련

국토부(도시정책과) 신규 ’16~’19 국토/연안

다. 산림분야 정책계획 수립시 기후

변화 적응 관련 계획을 포함하

여 수립

산림청(산림정책과)

산림청(산림생태계복원팀)
신규 ’16~’20

산림/

생태계

라. 국가 차원의 기후정보 활용 확대 기상청(기후변화감시과) 신규 ’16
기후변화 

감시·예측

Ⅴ-1-4-2 정책계획 및 개발계획상 기후변화 위험요소 반영방안 마련

가. 개발사업 단위 기후변화적응 고

려를 위한 제도개선

환경부(신기후체제대응팀)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신규 ’16~’18
인프라/

국제협력

Ⅴ-1-4-3 기후변화 취약지역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도화

가.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및 개발제한 등 범부처 통합 가

이드라인 마련

환경부(신기후체제대응팀) 신규 ’17~’20

인프라/

국제협력

해수부(연안계획과) 신규 ’16~’20

산림청(산불방지과)

산림청(산사태방지과)

산림청(산림병해충과)

신규 ’16~’20

Ⅴ-1-4-4
도시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생태

적 건전성 향상 방안 마련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신규 ’16~’20

산림/

생태계

Ⅴ-1-4-5
제로에너지 빌딩 등 적응-완화를 

고려한 녹색건축 확대
국토부(녹색건축과) 신규 ’16~’20 국토/연안

자료: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17).

  마지막으로 EU는 EU/국가/지역 단위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혁신 프로젝트와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의 기후변화 적응 수단 적용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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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농업부문은 농촌진흥청 중심의 R&D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 실태조사 결과 역시 영농활동에 관한 

결정이나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기후변화  

적응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시장실패와 공공재 제공이라는 원칙에서 맞게 이루어져야 하지

만, 우리나라와 같이 단순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정보제공만으로는 농가단위에서의 실질

적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실천과 이로 인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과 회복

탄력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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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경제와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강 형 준 *12)
 

1. 바이오경제 개요1)

1.1. 개요

  세계적으로 바이오경제 특유의 잠재력 덕분에 화석 자원 대신 유기물 자원 활용에 

기반을 둔 ‘바이오경제 분야’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을 포함한 적어도 49개국에서 바이오경제 관련 전략 혹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

며, 해당 국가들은 바이오경제가 향후 식량안보, 기후변화, 화석연료를 포함한 천연자원

의 희소성, 경제성장, 식량과 원자재 수요증가 등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바이오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지속가능한 바이오자원 이용에 기반을 둔 경제로 

볼 수 있지만, 여러 국가의 바이오경제 관련 전략을 살펴보면 바이오경제 안에 내포된 핵심

적인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인도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또는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경제를 논의할 때 생물과학 및 생명 공학기

술 등에 중점을 두며 건강 관련 분야를 대부분 포함시킨다. 반면 브라질이나 캐나다, 핀란드, 

뉴질랜드 등은 1차 산업 및 새로운 바이오매스가치사슬에 중점을 두며, 바이오경제를 농림

어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태국, 러시

아 등은 떠오르는 산업, 첨단기술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바이오경제를 바라본다. 이처럼 

바이오경제의 개념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각 국가 별로 중점을 두는 부분에 큰 차이를 보이고 

 * 강원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과정 (94hyungjun@naver.com)

 1) 본고는 ‘OECD BIO-ECONOMY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AGRICULTURE AND FOOD SYSTEM: 

OPPORTUNITIES AND POLICY CHALLENGES’의 ‘2. 바이오경제-농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육성할 기회’를 중심

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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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OECD에서는 생명공학기술에 중점을 둔 좁은 의미로서 바이오경제를 정의하였다. 

OECD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경제란 생명공학기술이 세계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는 세계이며, ⓵ 향상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이해 및 활용, ⓶ 지속가능한 응용 

생물학적 제법(bioprocess), 및 재생가능한  바이오매스 이용, ⓷ 여러 분야에 걸친 생명공학

지식 응용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Viaggi 2018).

1.2. 주요 연구 결과

  농식품시스템(agro-food system)은 바이오경제 정책 의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

성장에 대한 바이오경제의 잠재적인 기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책이 그 발전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거나 지원하는지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바이오경제가 신산업과 혁신기회, 일자리 창출, 천연자원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농업에 대한 도움 등을 통해 농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바이오경제는 바이오매스의 계단식 

이용(cascading use)과2) 폐자재 재사용을 통해 바이오매스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향상

시키고 가치사슬을 활성화할 수 있다.

∙ 국가별 바이오경제 전략들은 식량안보(식품 우선주의)와 환경지속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 바이오경제가 농식품시스템에 미치는 전반적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은 부족한 편이므로 더 나은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 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지식 공유와 바이오경제 관련 파트너쉽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계획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예: 기존 및 관련 산업의 공동입지, 공유 시범 시설 

및 인프라 제공). 

∙ 바이오경제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시장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

하는 총체적인 횡단교차적 정책(cross-cutting policy)3) 접근법이 필요하다.

 2) 계단식 이용은 복잡한 개념이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계단처럼 단계별로 내려가는 자원 이용 과정에서 자원 최대한 오래 사용

하고 재활용하는 방식임(Olle Olsson 2017).

 3) 다수의 행정기관이 규제 관련 권한을 분할하여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여러 기관에게 중복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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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우선분야 기회 장벽

농식품 임업
바이오

에너지
경제 환경 사회

시장

규모

전략

부족

규제

조건
기량

공공

인식

정책일관성

/협력

호주 X X X X

벨기에

캐나다 X X X X X X X

칠레 X X X X

덴마크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X X X X X X X X X

핀란드 X X X X

1.3. 바이오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

  농업이 생물자원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 식량시스템은 대부분의 바이오경제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업부문은 에너지, 재료(목재, 플라스틱, 의류), 생화학, 생약 

제품 등 식품 및 기타 바이오 기반 산업의 주요 바이오매스 공급자라는 점에서 바이오경제에

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바이오경제는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바이오경제 발전의 주요위험은 식량공급과 

비식품 바이오매스 생산 사이의 경쟁이 심해지는 데 있다. 바이오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딜레마는 바이오경제로 인한 공산품 생산 확대가 농산물을 생산하던 농지의 용도변경을 

가속화하여 현재 바이오 연료와 관련된 ‘식품 대 연료’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즉, 바이오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

한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토양피복 및 건강을 유지하고,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토양침식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농법을 채택하기 위한 정책적인 유인이 필요

하다. 또한 적절한 토지관리 의사결정에 대한 필요정보와 수단을 제공하고, 바이오매스에서 

바이오 연료로의 전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함께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

2. 바이오경제의 기회와 도전과제

<표 1>  각 국가별 바이오경제에 대한 우선분야 및 기회, 장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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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우선분야 기회 장벽

농식품 임업
바이오

에너지
경제 환경 사회

시장

규모

전략

부족

규제

조건
기량

공공

인식

정책일관성

/협력

프랑스 X X X X X X

독일 X X X X X X

아일랜드 X X X X X X X X X X

이탈리아 X X X X X X X X X

일본 X X X X X X X X

한국 X X X X X

라트비아 X X X X X X X X

리투아니아 X X X X X X X X

네덜란드 X X X X X X X

뉴질랜드 X X X X X

노르웨이 X X X X X X

포르투갈 X X X X X X X X X X

스페인 X X X X X X X X X X

스웨덴 X X X X X X

영국 X X X X

미국 X X X X

자료: OECD(2019). 

 

  <표 1>은 각 국가별 바이오경제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와 바이오경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문, 그리고 바이오경제 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 등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바이오경제의 발전은 서로 얽힌 여러 가지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적인 기회로 볼 수 있다. 식량, 원자재, 연료의 지속가능한 공급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최근의 

과학적인 발전은 정책 의제에서 바이오경제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

요한 경제 성장 동력이다.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인구 역학, 

기후변화, 식량 안보위기, 자원고갈,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선호도 변화 등이 언급된다.4)

  동시에 국가 간에는 전반적인 자원 및 폐기물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 감소, 순환경제 

 4)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는 바이오경제전략은 식량안보위기, 지속가능한 생산, 기후변화 완화,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

한 기여 등을 근거로 수립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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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운송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한 등의 측면에서 산업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

는 것이 바이오경제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모든 것들은 바이오경제로 나아가는데 

일조하는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OECD 2018).

  바이오경제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① 혁신과 생명 공학기술을 

상업적인 규모로 강조하는 생명 공학기술 비전, ② 바이오매스 생산에 있어서 가치사슬의 

개선을 강조하는 바이오 자원 비전, ③ 에너지 및 자원 최적화가 생태계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생물생태학 비전 등을 강조하는 세 가지 관점으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관점들은 바이오경제가 저탄소 경제성장, 천연자원보존, 환경 및 생태계 

건강 회복, 농촌 개발 등과 같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바이오경제가 더욱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많은 바이오경제 전략들은 학술적 근거 아래 바이오경제의 경제적인 

기여를 강조한다. 특히, 바이오경제 전략들은 바이오경제가 적절한 바이오매스의 사용과 

폐자재 재사용을 통하여 경제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부가가치 증대, 

신상품 및 사업 창출 등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한다.

  바이오경제 전략 및 연구사례는 또한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① 기존의 화석에너

지 기반 섹터를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오염이 적은 바이오 기반 섹터로 대체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반 생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천연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② 지식과 기술 

이전을 통한 새로운 통합 연구구조 개발, ③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과 같은 몇 가지 잠재적

인 장점과 기회를 강조한다.

  바이오경제는 비재생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바이오 연료, 녹색화학)로의 전환과 축산업 

시스템(번식 및 사육환경 등)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농산물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가공하는 것은 대다수 국가의 식품시스템이 지닌 가치창출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증진하게 하는 동시에 식량안보와 영양을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바이오경제는 재생 

바이오 연료로의 전환과 농작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조건에 대응한 새로운 작부체계의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바이오경제가 식량과 농업 공급사슬의 가치를 높이고, 디지털기술의 통합과 

천연 자본의 관리를 통해 생산 사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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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경제 – 농촌에 있어서 기회인가?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은 농촌지역에 바이오 정제시설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즉, 바이오매스를 식품과 사료, 화학물질, 재료 및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연료, 전력, 열 같은 다양한 바이오경제 제품으로 가공하는 것). 저가 원자재

를 운반하는 것이 더 비쌀 수 있으므로 농촌지역은 바이오경제의 요소시장에서 

잠재적인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바이오경제 발전이 

농촌발전을 촉진 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바이오경제의 발전에는 생물폐기물에 관한 

양립할 수 없는 규정과 표준, 다른 부처와 부서 간의 상충되는 정책목표, 환경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충족”하는 정책과 단순히 농촌 개발 문제나 목표

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사실 등과 같은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화석연료 경제가 

잘 발달한 국가와 지역에서는 바이오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루어야 할 침몰투자(sunk 

고려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바이오매스 생산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이오경제의 발전은 농

촌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바이오경제의 발전은 생물자원의 변혁(농업이

나 임업 바이오매스/잔류물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에너지 또는 바이오 기반 제품의 생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농촌 소득원을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핀란드·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스페인·미국 등의 바이오경제 전략은 농촌 

다변화·재활성화, 고용기회 창출, 지역혁신체계 개선 등에서 바이오경제가 지닌 잠재력을 

강조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7년 11월에 발간된 ‘식량농업의 미래와 2016년 코크 2.0 선언’

에 게재된 ‘공동농업정책(CAP) 커뮤니케이션’은 지속가능한 농촌 가치사슬과 비즈니스 모델

을 구축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써 바이오경제와 순환경제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조하며, 2020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새로운 전달모델(delivery model)

에서 국가전략계획은 바이오경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해야 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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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와 이익집단에 의한 경로 의존성이 크다. 10개국에 걸쳐 16개의 지역 사례 

연구에서 수집된 증거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영토개발영향이 크게 과대평

가되었음을 보여준다.

자료: OECD(2019). 

  바이오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당면과제로 작용할 요인들 또한 있다. 바이오경제의 편익에 

대한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정책 일관성(예: 바이오에너지와 폐기

물 정책), 소비자의 인식 부족은 바이오 기반 제품의 시장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오 경제와 관련된 한 연구(Burns, Higson and Hodgson 2016)에서는 바이오경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이 영국의 바이오경제 혁신 시스템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당면과제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즉, ① 균형적 시각으로 바이오경제의 리스크와 이익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②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공의 신뢰와 

윤리적 적용을 개선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③ 투명성과 공공 참여를 강화하

는 등 바이오 기반 제품에 대한 대중의 수용을 끌어내기 위한 몇 가지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유럽위원회 바이오 기반 제품 전문가그룹은 바이오 기반 제품이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는 데 있어서 주요 장애물로 인식 및 지식 부족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권장하였다. 

① 의미 있는 라벨링과 정보 캠페인을 시작하고 정보를 갖춘 소비자들의 제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조건을 만든다, ②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및 NGOs 등 가치사슬 참여자들을 

통해 바이오 기반 제품의 이점을 전달한다. ③ 신뢰할 수 있는 B2B 가이드라인과 이해하기 

쉬운 라벨링을 개발한다.

  전반적으로, 바이오경제는 고도로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열고 바이오경제 제품을 개발하는 등, 여러 부문과 다양한 차원에서 주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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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공개회담 결과

 2011년 바이오경제 전략을 준비하면서,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바이오경제에 대한 공개

회담을 진행했는데, 유럽 대부분의 회원국으로부터 200건 이상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응답자 대부분은 바이오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였으며, 60% 이상의 응답자

들이 2020년이나 2030년까지 잠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또한 천연자원의 과도한 이용과 식량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바이오경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

다. 공공 정보와 바이오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은 특히 이익과 위험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문제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바이오경제에 대한 정보의 전달과 전파에 관련된 조치를 요구했다. 

자료: OECD(2019). 

2.1. 1차 생산에 대한 바이오경제의 기여

  바이오경제 전략의 대다수는 바이오경제의 발전이 농업분야나 일반적으로 1차 생산(농업

과 임업)에 상당한 이바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오경제 전략은 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육성하는 바이오경제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일부 전략은 보다 

‘회복적’이고 ‘자원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유럽연합, 프랑스) 또는 바이오매스 생산의 ‘지속

가능한 증대’를 포함(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한다.

  농업은 액체연료와 부가가치제품(화학 및 재료)에 대한 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과 사료를 제공함으로써 바이오경제의 중심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농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절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바이오경제는 물 사용 효율(물을 더 적게 사용하여 농작물을 생산하거나; 질소사용 효율), 

비료 사용 효율, 질병에 더 강한 작물, 수확량이 증대되고 CO₂ 배출량이 감소된 다양한 

작물(특히 쌀) 재배 등 농업분야에 적용 폭이 매우 넓다. 바이오경제 발전을 향한 움직임은 

잠재적으로 농업분야에 다음과 같이 많은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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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소득 흐름과 일자리 창출

∙ 농업 관행 다양화와 새로운 부문과 기업 간 연계 확립

∙ 자원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여 상품가격 또는 정책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감소

∙ 비용 절감, 효율적인 자원 사용 및 폐기물 자원 이용의 최적화

  새로운 기술은 환경발자국을 줄이면서 동시에 생산성, 효율성 및 복원력은 향상시킬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식물 품종은 관리방법개선과 함께 성장조건에 더 잘 적응하고 수확

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토양침식, 염화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각 국가는 농업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기회를 바이

오경제를 통해 살펴본다. 새로운 에너지원은 화석연료 기반 제품을 대체할 것이며, 농업과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토양과 숲의 탄소 보존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바이오경제의 발전은 향후 식품과 사료 시장에 대한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더 많은 범위의 유용한 공동 제품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바이오경제의 

영향은 시장개발 측면과 기술적 진보(예: 바이오 연료) 측면에서, 핵심 바이오경제 가치사슬

의 일부가 실제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농업 생산물은 식품 가공부문을 위한 기본적인 원료생산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식품용 및 가공 후 남은 부산물은 동물 사료 및 다른 영양소의 형태로 비식품산업에서 

바이오 에너지, 화학물질 등을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원료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새로운 바이오 소재 및 제품(바이오 윤활유, 바이오 플라스틱, 식품 

첨가제, 화장품 등)을 개발하기 위해 바이오 정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농식품 산업의 잔류

물 및 부산물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산업부문의 바이오 혁신에 대한 긍정적인 유발효과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잠재적인 리스크 또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성장 중인 바이오경

제와 관련된 농업부문의 이익과 기회에 대한 낙관론이 크지만, 특히 정책이 부분적이고 

비 통합적인 방식으로 개발되고 시행된다면 잠재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바이오매스 활용도의 대규모 증가에도 상당한 리스크 및 상충관계(trade-offs)가 있다.

 기존의 농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이오경제를 육성하는 데 있어 주요 리스크는 식량 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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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품 바이오매스 생산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데 있다. 바이오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딜레마

는 농장에서의 공산품 생산 확대가 농지를 식량 생산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시킬 것이고, 

따라서 바이오경제가 현재 바이오 연료와 관련된 ‘식품 대 연료’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이 바이오매스를 식품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부여

하지 않고 단지 바이오 기반 산업에 저렴한 바이오매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바이오경

제로의 전환은 식품 가격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바이오경제 제품에 대한 바이오매스 수요

증가는 곧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경험한 바와 같이 가격수준과 

가격 변동성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이오경제 전략에서는 종종 그러한 리스크를 인정하고 식품과 연료 간의 경쟁을 중요한 

도전과제로 인식한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바이오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인 운송을 위한 

바이오 연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바이오매스의 대체 사용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농업을 식량 생산과 자연문화 경관의 

보존과 관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바이오매스의 생산과 사용은 지속가능성과 생물 다양

성 측면에서 보수적인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의 관점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특정한 재생가능한 생산과정이 비효율적

이고 고비용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도 있다.5)

  재생불가능한 시스템에서 바이오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한 후에도 일부 재생 불가능한 

투입물이 필요하고 식품생산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예: 인

(phosphorus).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이오경제의 잠재력은 명확한 정책과 국정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재생가능한 투입물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투입물(재활용, 돌려짓기, 

영양소 순환)의 사용 정밀도 측면에서 더 나은 관리 시스템을 끌어낼 혁신이 필요하며,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한 다른 종자 품종(예: 질소를 응고시킬 수 있는 작물)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채택은 R&D를 장려하는 정책과, 기술채택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5)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화석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의 전환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Zilberman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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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경제 물질에 대한 농업(및 산림) 폐기물 사용 증가는 토양과 토양 생물 다양성에서 

유기물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토양 비옥도와 토양 생산성에 추가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작물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면 비료와 살충제의 

사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물과 토양오염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이오

경제는 또한 물 수요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세계 일부 지역에서 물 부족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식량작물과 비식량작물에 대한 토지 수요증가는 더 많은 단일재배, 부정

적인 환경 영향 및 자연 서식지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압력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그동안 바이오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동력이었지만, 공급원료 

생산, 토지전용 및 바이오 에너지 전환 단계 전반적인 온실가스 절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가 있다.

  바이오경제 발전과 관련된 농업 바이오매스에 대한 수요증가는 독일과 미국의 전략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제한된 경작 가능 토지와 많은 지역/국가에서 활용되는 농업지역의 감소

라는 맥락에서 충족돼야 한다. 더욱이 유럽연합(EU)의 갱신된 바이오경제 전략이 의미하듯

이, 생물학적 자원이 지속가능성 한계 내에서 사용되고 생태계가 안전한 경계선(예시: 특정 

공급 생태계 서비스의 수용력 초과)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바이오매스 생산의 불가피한 증가는 생산성 향상과 자원 효율 증대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두 가지 주요 우선순위(첫째, 농업 총요소 생산성 향상, 둘째, 

폐기물 감소와 농업 및 기타 제품의 이용 효율성 증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기술로

도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큰데, 바이오경제의 일부인 신기술은 생물 다양성

을 보존하면서 토지와 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훨씬 더 큰 잠재력을 제시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려면 바이오경제의 장기적인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관성 있고 통합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식량 및 동물 사료 생산에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2020년까지 국내 

기존 농업·임업의 틀 내에서 추가로 1,000만 톤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농업의 환경 영향을 크게 줄이고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추가적인 바이오매스는 짚 회수율의 증가(15%), 더 많은 짚을 가진 곡물 품종으로 

전환, 새로운 작부체계 채택을 통해 생성될 수 있다. 처음 두 가지 계획은 5년 이내에 구현될 

수 있지만, 새로운 작부체계로의 대규모 전환은 2020년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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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품산업에 대한 바이오경제의 기여

  바이오경제는 식품산업에도 상당히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산업에 대한 바이오

경제의 기여도는 1차 산업에 대한 기여도보다 적은 관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바이오경

제 전략에서 강조되고 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바이오경제에서 식품 분야의 핵심과제는 식품안전의 개선이다. 예를 

들어, 가축부문에서는 동물 질병의 통제가 계속 우선순위로 유지될 것이다. 바이오경제에서

의 생물의학의 발전은 이 분야와 강한 연관을 가진다. 

  유럽연합과 스페인, 이탈리아는 식품안전을 향상시키고 소비자건강 및 건강한 식단으로

의 개선을 위해 바이오경제의 잠재적인 기여를 다루고 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는 식품안전 사고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근본적인 연구혁신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 강화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르헨티나, 프랑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및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농식품 바이오경제의 혁신은 자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한다. 예를 들어, 농식품분야의 혁신은 음식의 영양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람의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능성 

식품(기본 영양을 넘어 건강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과 건강한 식단에 

대한 R&D가 강조된다. 곤충과 조류(藻類)등은 단백질 공급의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국가에서도 유망한 대체식량자원으로 고려된다. 다음으로, 바이오

경제의 발전으로 식품산업은 곤충과 조류와 같은 대체 식품 공급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핀란드 농림부는 최근 곤충을 식량 목적으로 기르고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탈리아의 

전략은 병원체, 알레르기 유발 물질, 독소, 화학 잔류물, 미소물질 등을 다루기 위해 식품과 

사료 안전을 위한 빠른 온라인 탐지 도구를 개발하고 그러한 도구를 위험 분석에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스마트식품 활용과 국내 식품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ICT 도구, 기기, 

앱 개발도 식품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과 이탈리아의 전략은 또한 음식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고 정보에 입각한 음식 선택에 대하여 욕구를 창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보 및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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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개선(reformulation) 외에도 일부 혁신적인 해결책은 더 적절한 영양 및 식이요법 선택

에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전략은 식품생산기술과 새로운 배달방법, 

ICT 접근법이 맞춤 영양 솔루션과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스마트 영양 솔루션(예를 들어, 개선된 영양소 생체이용성)의 개발을 제안했다. 새로운 

배달방법과 ICT 접근법은 맞춤 영양 솔루션과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독일의 전략은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되는 높은 수준의 부가

가치를 지닌 고도의 정제 식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 잠재력을 강조한다.

  또한 핀란드와 이탈리아의 전략에 따르면 바이오경제의 발전은 식품산업의 기존 및 

신분야 모두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다. 우선, 폐쇄적인 시스템, 바이오 

정제, 국내 축산업 측면 스트림(stream) 및 현장 바이오매스가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

여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 식품산업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스트림, 폐기

물은 부가가치가 높은 식재료와 바이오 활성 제품, 바이오 화학물질(포장재) 및 바이오 

연료로 전환될 수 있다.

  바이오경제의 발전은 또한 식품 사슬의 자원 효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

(EU)과 이탈리아, 스페인의 전략에 따르면 물과 에너지의 사용 및 폐기물의 감소는 기존 

공정의 개선, 신기술과 처리방법 채택, 가공, 운송 및 유통에 있어 식품 가치사슬을 따라서 

순환성 및 재활용 증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자원 효율성의 증가와 폐기물의 감소는 

비용의 절감을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들은 생분해성 식품 포장(유럽위원회, 스웨덴, 이탈리아, 아일랜드) 개발

의 다양한 이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에너지원으로 완전히 재사용, 재활용 또는 회수할 수 

있는 생분해성의 더 얇고 가벼운 새로운 포장재(EC 2012)”는 식품산업의 환경발자국을 감소

시키고 식품안전과 유통기한 향상에 기여하며 맛을 보존하고 식품 및 포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스페인의 전략은 소비자 건강 증진 및 식품안전 보장에 “유기농 및 영양품질을 장기간 

보존하는 새로운 가공, 랩핑, 패키징, 보존 및 콜드체인기술”의 기여를 강조한다. 이탈리아의 

전략은 쇼핑백과 쓰레기봉투, 과일과 채소를 위한 비닐장갑과 봉투, 비닐막과 같은 제초필름 

등 식품과 농업부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혁신적인 생분해성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 아일랜드의 바이오경제전략은 생분해성 및 퇴비성 포장재 외에도 과일과 채소 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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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라벨 개발, 업사이클링6) 밀짚, 토마토 식물 폐기물, 올리브 나무 잔류물을 이용한 

농산물 포장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진한다.

1차 생산의 바이오경제 가치사슬로의 통합 – 이탈리아 메트리카 단지

  2016년 설립된 사르디나의 메트리카 단지는 3세대 바이오 정제소로 이탈리아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을 위한 녹색화학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공장은 지역 엉겅퀴 

잡초를 바이오 윤활유, 바이오 필러, 바이오 플라스틱의 주요 투입물로 사용된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 이 지역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석유화학 공장 중 한 곳(한때 석유 

기반 중합체를 생산한 곳)이 폐쇄되고 이 공장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녹색 화학단지 

중 하나로 변경을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이 공장은 연간 최대 7만 톤의 바이오 제품을 생산할 것이며, 거의 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지역 원자재를 활용할 것이다.

자료: OECD(2019). 

  더불어, 바이오경제는 농업분야와 식품산업에 대한 기여 외에도 주로 자원효율증대를 

통해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한 점에서 바이오

경제의 개념은 순환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바이오경제가 가치사슬을 따라 쓰레

기 감축, 재활용과 재사용의 개념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바이오경제 발전의 전반적인 목표는 

기존의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바이오경제의 발전은 모든 종류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럽연합과 이탈리아의 전략은 주로 ‘식품 공급망’과 ‘식품생산 가치사슬’

에서 자원 효율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전략 모두 물 소비와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원자재 손실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식품 가공에서부터 운송과 유통까

지 재활용을 극대화할 필요성에 동의한다. 이는 기존 공정의 효율성 향상과 신기술(특히 

물 및 에너지 절약 기술) 및 처리방법 채택 덕분에 식품사슬을 따라 자원 효율성이 증대된 

결과로 예상된다.

 6) 업사이클링이란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기존의 제품보다 품질이나 가치가 더 우수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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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부산물 가치 증대 및 폐기물을 위한 유럽연합의 주력 프로젝트

  SO.Fi.A(농식품 공급망의 지속가능성)는 기후변화 적응, 폐기물 회수, 쓰레기 감소를 

통해 공급망의 모든 수준에서 국가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

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탈리아의 프로젝트이다. 

  Agrimax는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작물 및 식품 가공 잔여물에서 나오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개발하고 시연한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식품, 포장, 농업분야에 새로운 바이오 기반 화합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grimax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각각 1개, 2개의 시범가공공장을 설립해 

농축산물 가공폐기물에서 고부가 화합물을 추출하는 과정의 기술적·상업적 실현 가능성

을 테스트한다.

  EU 호라이즌 2020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인 Agrocycle은 농식품 부문의 폐기물 재활

용과 가치화를 다루고 있다. 

  AgriBioMéthane은 바이오 메탄으로 정제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4개 농장의 

거름과 지역 농식품 기업의 폐기물 및 부산물을 활용하는 프랑스의 프로젝트다. 그 

후 바이오 메탄은 Mortagne-sur-Sèvre 마을의 가스 망에 주입되어 학교 버스의 연료로 

사용된다.

자료: OECD(2019). 

  스페인 및 독일의 전략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생산에서 시작하여 운송, 저장, 처리 및 

마케팅을 거쳐 소비까지 식품시스템 전체와 농식품 가치사슬을 따라 자원 효율을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두 국가의 전략들은 주로 잔류물을 줄이고 손실을 최소화하며 모든 

폐기물과 부산물을 회수해 다른 생산 공정을 위한 원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

는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점에서 원자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기술이 필수적으

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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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한 농식품 성장을 위한 혁신

  역사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농식품 분야의 발전에 대단히 이바지하였으며, 바이오경제의 

발전에는 연구와 혁신이 필수적이다. 바이오매스의 생산과 활용에서도 혁신적인 접근방법

이 필요하며, 특히 바이오경제 전반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접근방법과 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 또한 연구를 통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OECD는 2009년 공공부문의 연구비 증액, 규제 약화, 해당 분야의 민관협력 장려를 통해 

농업 및 산업 연구 활성화를 제안했다. 바이오경제에 대한 미래 경제 기여도의 75%가 농업 

및 산업의 응용 분야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명 공학기술 제품 시장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지원함으로써 지구환경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 공학기술의 활용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바이오경제 전략은 농식품분야의 발전이 주로 연구와 혁신의 증대 및 새로운 

방법, 기법, 기술 개발 및 채택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경제에서의 연구와 

혁신이 가져오는 성과물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일랜드 Glanbia社에서 낙농업의 부산물인 

유청 단백질을 세계 영양시장에서 중요한 성분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특히, 합성 생물학, 

빅데이터 기법, 3D 프린트 및 사물인터넷, 나노소재, 인공지능 등과 같은 주요 산업들의 

핵심 기술 동향과 바이오경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바이오경제의 연구와 혁신의 중요성 측면에서 주요 국가들의 바이오경제 전략을 다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생물학연구와 혁신에 중점을 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스웨덴은 

바이오 기반 경제 발전의 주요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반면, 네덜란드는 바이오매스의 생산과 

혁신, 지속가능성, 일관성 있는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경제, 혁신, 교육, 정책에 

초점을 맞춘 국가 바이오경제 위원회를 설립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바이오경제 전략에

는 연구와 혁신 의제가 포함되며, 혁신 주도의 지식 기반 바이오경제 개발을 지원한다. 

영국의 상원 보고서에는 바이오경제 발전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중요성이 명확하

게 언급되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 등 바이오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 임업, 어업, 수경 

재배 등 1차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강화, 기후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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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임업, 정밀농업 및 축산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의 유망성이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

(EU)의 경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와 혁신과 관련된 바이오경제 전략이 우선순위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농식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다.

  바이오경제는 생명 공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OECD는 2030년까지 생명 공학기

술이 1차 생산의 최대 50%, 의약품 생산의 80%, 산업생산의 35%까지 일조할 것으로 추정했

다. 생명 공학기술의 발전은 바이오경제가 농업분야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한 제반 조건으로 간주된다. 해당 사안을 언급한 바이오경제 전략은 대부분 더욱 생산

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식량안보 문제와 재생에너지 활용 문제 사이의 절충방안(농업생산 중 얼마만큼 식량

에 할당하고 재생에너지에 할당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배경으로 비식품 공급원

료에 대한 연구개발과 2세대 및 3세대 바이오 연료를 가능케 하는 생명공학 혁신에 대한 

우선순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예: 일본, 덴마크, 미국).

  바이오경제의 맥락에서 바라볼 때, 육종기술(breeding technique)의 발전은 ‘바람직한 

특성’을 가진 동식물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바이오경제 전략은 ①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동식물의 적응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예: 작물의 내열성 및 내건성 향상), ②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스트레스(주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필요성과 관련이 있음), ③ 질병 저항성 

향상, ④ 생산, 수확량, 효율성 증가, ⑤ 대체 동물 사료 개발, ⑥ 살충제, 비료, 물과 같은 

투입물 필요성 감소, ⑦ 영양 가치 증가 등 육종기술의 잠재력을 중요시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프랑스, 라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의 정책전

략은 식물의 광합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전적인 개선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전략도 포함한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 병해충 통합관리나 잡초 방제를 위한 로봇 활용 등 대체 기술과 

실행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질병의 치료를 위한 백신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병 진단 방법 개발 등에서 가축 질병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식물이 

더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하고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 육종기술의 

진보는 기후변화 완화와 수확량 및 영양성분 향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토지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밀농업과 디지털기술 등 관련기술(센서, 디지털 플랫폼, 로봇,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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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등)은 보다 회복력 있고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을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의 전략 모두 정밀농업에서 주로 비료와 식물 

보호 제품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의 경우 정밀농업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우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미국은 혁신적인 

바이오 기반 공정,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명 공학기술, 나노기술, 

오믹스기술,7) ICT와 같은 기술 간의 융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바이오경제 발전을 

디지털화(digitization)와 직접 연계하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브라질, 중국, 뉴질랜드, 

스페인의 에스트레마두라 및 영국은 기존 산업과 사업을 현대화하고 완전히 새로운 지속가

능한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디지털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한다.

  또한 바이오 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대부분 국가의 전략은 생태

계 보존, 회복, 복원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몇몇 전략은 바이오 기술과 

같은 현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자원관리를 개선하고 토양, 물, 공기 질을 증가시킬 필요성

을 강조한다.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스페인에서도 농업 생태학적, 유기농경영 

접근법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새로운 개념의 도시녹화와 도시농업은 캐나다와 이탈

리아의 바이오경제 전략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와 혁신에 대한 추가 진전의 필요성 외에도, 대부분의 바이오경제 전략들은 또한 

“식물 영양소와 물이 어떻게 순환하고 생태계에 의해 방출되거나 고정되는지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러한 분야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와 혁신은 자원관리와 

농업 관행을 변화시킴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이오경제 전략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법이 육성되

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유럽연합(EU)의 전략은 토양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하고 보존

농법(conservation agriculture)의 진보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연구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

 7) 오믹스(omics)는 어개별 유전자(gene), 전사물(transcript), 단백질(protein), 대사물(metabolite) 연구에 대비되는 총체적

인 개념의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하는 생물학 분야를 의미함(생화학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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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토양품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진보적인 농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는 토양의 비옥성과 

질을 개선하는 농법과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생태계 기능을 농민들이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토양 영양소 관리 개선은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의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로 간주된

다. 스웨덴, 독일, 스페인은 비료와 식물보호 제품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이탈리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질소와 인산염 이용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일랜드의 전략은 새로운 비료 기술과 토양 영양소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수확량 향상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강조하는 반면, 노르웨이는 유기 비료 사용 

확대를 강조한다.

  특히,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농업에서의 물 사용의 효율성 개선 또한 우선순위로 고려되고 

있다. 독일의 전략은 관개(灌漑)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절수기술의 도입과 광범위한 

채택을 강조한다. 이탈리아의 전략은 특히 물 사용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도구 

및 전략(센서, 네트워크, DSS 등)을 통해 농업에서의 물 사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오경제의 발전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비료

와 식물 보호 제품이 덜 필요한 새로운 식물 품종은 탄소 격리량 증가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적인 사육 및 관리기술은 또한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기후-스마트 농업, 

정밀농업, 생태계 강화, 농업생태학, 재생농업과 같은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법을 채택할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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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농업 현황과 개발협력 추진 방향

조 선 미 * · 차 원 규 ** 8)

1. 일반 현황

  볼리비아 다민족국(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이하 ‘볼리비아’)은 남미 대륙의 중부에 

위치한 내륙 국가이다. 동북쪽으로는 브라질, 동남쪽으로는 파라과이, 남쪽으로는 아르헨티

나, 서쪽으로는 칠레, 북서쪽으로는 페루와 국경을 접한다<그림 1>. 볼리비아의 지형은 크게 

서부의 고지대와 동부의 저지대로 구분된다. 서부 고지대는 안데스(Andes) 산맥이 관통하는

데 안데스 고원 지역의 평균해발고도는 약 3,600m이다(외교부 2016). 서부 고지대의 기후는 

온난 건조한 편이며, 동부의 밀림 저지대는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나, 계절적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외교부 2016). 

  볼리비아의 전체 면적은 약 110만 ㎢로 한반도의 5배에 달한다.1) 행정수도는 라파즈(La Paz)

이며 수크레(Sucre)는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헌법상의 수도이다. 볼리비아의 행정구역은 라파즈, 

산타크루즈(Santa Cruz), 포토시(Potosi), 베니(Beni), 판도(Pando), 추기사카(Chuquisaca), 

타리하(Tarija), 코차밤바(Cochabamba), 오루로(Oruro)를 포함한 총 9개 주(Departamento)

이며, 각 주에는 주도(Capital City)가 존재한다.

  2018년 기준 볼리비아의 전체 인구수는 약 1,135만 명이며2), 총 3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주요 인종은 메스티소(69%), 케추아(13%), 아이마라(12%)이다(외교부 2016). 볼리

비아의 언어는 스페인어(69.4%), 케추아어(17.43%), 아이마라어(10.6%) 등으로 2009년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sunmeecho@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wkcha@krei.re.kr)

본고는 차원규·조선미의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5개 국가를 대상으로(볼리비아)』(한

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를 요약·보완한 것임. 

 1)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검색일: 2019.3.25.)

 2)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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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신헌법에 따라 총 37개 언어가 공용어로 통용된다. 전체 국민의 76.8%가 천주교 

신자이며, 16%가 개신교 신자이다(외교부 2016).

<그림 1>  볼리비아 지도

자료: Sustainable Bolivia(http://www.sustainablebolivia.org/bolivia.html)(검색일: 2019.9.24.). 

  볼리비아는 182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임기 5년의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해오

고 있다. 볼리비아의 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되며, 주요 정당은 사회주의운동당(Movement 

for Socialism, MAS)과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 PDC)이다.3) 에보 모랄레스

(Juan Evo Morales) 대통령은 2006년 당선되어 2019년 10월까지 연임하였으나 장기간의 

연임에 따른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여 2019년 11월에 사임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운동당

(MAS) 소속인 자니네 아녜스(Jeanine Áñez) 상원의원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3)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http://www.emerics.org/www/main.do?systemcode=06)(검색일: 2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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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다.4) 

  과거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반식민주의, 반신자유주의, 다극 체제 세계질서 구축으로 

특징되는 정책 기조를 표방하였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과 함께  

좌파적인 성향을 보인다(외교부 2016). 볼리비아는 주권적 해양진출로 확보, 자주적 지역통

합, 생물다양성 및 수자원 보호, 기후변화 대응, 해외 사회운동단체와의 협력 등을 위한 

대외정책을 추구해오고 있다. 

1.1. 경제 현황

  2019년 기준 볼리비아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424억 달러, 1인

당 국내총생산은 3,671달러이다<표 1>. 2017년 기준 볼리비아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4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제조업(38%), 농업(14%) 순이다(한국수출입은행 2020: 362). 2006

년 에보 모랄레스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기부양책 실시, 주요 교역국인 아르헨티나 및 브라

질의 경제성장,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인해 연평균 경제성장률

이 2013년까지 5%대 이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9년 

경제성장률은 3.9%로 나타났다. 

<표 1>  볼리비아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2015-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GDP(억 달러, USD) 342 378 406 424 453

1인당 GDP(달러, USD) 3,095 3,369 3,565 3,671 3,861

경제성장률(%) 4.3 4.2 4.2 3.9 3.8

소비물가상승률(%) 3.6 2.8 2.3 1.7 3.1

주: 예측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0: 362)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볼리비아의 주요 수출품은 천연가스, 아연, 금, 대두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 플라스틱 등이다. 2017년 기준 볼리비아의 주요 수출 대상국(수출액 기준)은 

브라질(17.1%), 아르헨티나(16.8%), 인도(8.1%), 미국(8%), 일본(7.4%), 한국(6%) 등이다. 주

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21.9%), 브라질(16.8%), 아르헨티나(11.8%), 미국(9.2%), 페루(6.8%) 

 4)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13005900087?input=1195m)(검색일: 2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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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5) 2014년 이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고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표 2>. 2019년 기준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약 83억 달러, 93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9.6억 달러이다. 

<표 2>  볼리비아의 수출입액 추이(2014-2020)

단위: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7,030 8,105 8,879 8,320 8,672 

수입 7,931 8,621 9,354 9,275 9,764 

무역수지 -901 -516 -475 -955 -1,092 

주: 예측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0: 362)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과 볼리비아는 1965년 4월에 수교하였으며, 이후 문화협정(’72), 경제기술협력협정

(’86), 투자보장협정(’97),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01), 봉사단파견협정(’12), 무상원조기본협

정(’14),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17) 등을 체결하였다. 한국의 대 볼리비아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기호식품, 농약 및 의약품이다. 수출액은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

는 추세이며, 2018년 수출액은 4,897만 달러이다<표 3>. 한국의 대 볼리비아 주요 수입품은 

기타금속광물, 아연광, 식물성 물질 등이며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 

수입액은 5억 8,922만 달러로 볼리비아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다. 

<표 3>  한국의 대 볼리비아 수출입액 추이(2015-2018)

단위: 천 달러

2015 2016 2017 2018

수출 90,337 66,339 65,707 48,969

수입 244,670 393,905 432,195 589,21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0: 362)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볼리비아의 외환보유액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기준 약 63억 달러 

수준이다. 총 외채 잔액은 2019년 기준 156억 달러로 2015년 이후 대외채무 상황이 악화되

고 있다<표 4>.

 5) 주볼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http://overseas.mofa.go.kr/bo-ko/index.do)(검색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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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볼리비아의 외채현황 추이(2015-2019)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외환보유액 11,601 8,487 8,474 7,104 6,304 

총외채잔액 9,906 11,008 12,664 14,170 15,57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0: 362)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2. 사회개발 현황

  볼리비아는 중남미 및 카리브해(Caribbean Sea) 국가 중 1인당 GDP가 최하위권 수준으로 

인접 국가와 비교하여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관계부처합동 2016: 3). 2016년 빈곤율6)은 

36.4%로 중남미지역 국가 중 온두라스(43.6%) 다음으로 빈곤율이 높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볼리비아의 빈곤율은 2012년 43.3%를 기록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 특히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주민 인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관계부처합동 2016: 3).

 볼리비아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7)는 2012년 이후 0.6 정도로 

보고되는데, 이는 전체 188개국 중 118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볼리비아의 

평균수명은 69세이며,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 당 30여명 정도이다. 한국의 영유아 사망률

이 3명, 북한이 19명 정도임8)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생시설을 

사용하는 인구의 비중은 50% 정도로 생활환경도 열악한 상황이다.9) 이에 따라 볼리비아의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해결과제로 원주민,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교육 및 보건 서비스 

개선,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이 손꼽힌다. 

 6) 15세 이상 전체 고용 인구 대비 1일 소득이 3.1달러(구매력 기준) 미만인 인구의 비율(World Bank Open Data)

 7) 인간개발지수(HDI)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 매년 문자해독율과 평균

수명, 1인당 실질국민소득 등을 바탕으로 각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임(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 

index.go.kr/main.do)(검색일: 2019.11.3.). 

 8) Unicef Data(https://data.unicef.org/country/prk/)(검색일: 2019.11.20.)

 9)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1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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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볼리비아의 주요 사회지표 추이(2012-2016)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빈곤율(%) 43.3 38.9 39.1 38.6 36.4

인간개발지수(HDI) 0.654 0.658 0.662 0.681 0.689

평균수명(세) 67.9 68.4 68.8 69.1 69.5

초등학교 순등록률(%) 100 99 97 97 98

중등학교 순등록률(%) 83 85 85 86 86

영유아 사망률(1,000명당 %) 33.8 32.6 31.5 30.5 29.5

안전한 식수접근 가능 인구비율(%) 88.05 89.20 90.00 92.9 -

향상된 위생시설 사용 인구 비율(%) 48.40 49.30 50.20 52.6 -

자료: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19.3.2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농업 현황

2.1. 농업 생산

  2016년 기준 볼리비아의 농림수산업 생산액은 약 38억 달러 수준으로 총 GDP의 약 11.2%

를 차지한다. 1995-2005년 농림수산업 생산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2005-2016년 

크게 증가하여 2005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는 농림수산업 부문보다 다른 산업부문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농림수산업의 성장률은 3.1% 정도이다. 1인당 

농림수산업 생산액은 1,721달러로 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의 평균 생산액인 6,750달러10)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6>.

<표 6>  볼리비아의 농림수산업 생산액 추이

구분 1995 2005 2016

농림수산업 생산액(10억 달러) 1.04 1.12 3.79

전체 GDP 대비 농림수산업 비중(%) 14.9 11.8 11.2

농림수산업 성장률(%) 1.4 5.0 3.1

1인당 농림수산업 생산액(실질 GDP, 2010)(달러) 1,113 1,251 1,721

자료: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19.3.2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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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주요 농산물

  볼리비아의 주요 농산물은 크게 감자, 옥수수, 밀 등 전통적인 식량작물과 대두, 사탕수수, 

면화 등 수출목적의 경제작물로 구분된다. 2017년 볼리비아의 전체 농지면적은 약 3,800만 ha이

며, 이중 감자 재배면적이 약 180만 ha로 약 4%를 차지한다. 감자 재배는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2017년도 생산량은 약 117만 톤으로 2014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7>. 

<표 7>  볼리비아 주요 작물의 생산현황 및 추이(2014-2017)

단위: 재배면적(1,000ha), 단수(1톤/ha), 생산량:(1,000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식량

작물

감자

재배면적 176 179 181 182

단수 6.0 5.8 5.9 6.4

생산량 1,064 1,058 1,073 1,174

옥수수

재배면적 463 441 394 432

단수 2.1 2.3 2.4 2.3

생산량 1,006 1,056 984 1,004

경제

작물

사탕수수

재배면적 148 145 146 151

단수 51.0 49.4 50.5 52.9

생산량 7,598 7,192 7,374 8,049

대두

재배면적 1,282 1,322 1,336 1,263

단수 2.1 2.3 2.3 2.3

생산량 2,814 3,105 3,203 3,018

자료: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검색일: 2019.3.25.)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7년도 감자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6.4톤/ha로(Zaconeta 2019a), 이는 인접 국가인 

페루(15톤/ha), 에콰도르(18.4톤/ha), 콜롬비아(20톤/ha), 브라질(27.9톤/ha), 칠레(21.6톤

/ha) 등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볼리비아 국민의 1인당 연간 감자소비량

은 110kg으로(Zaconeta 2019a), 2017년 기준 세계 평균 1인당 감자소비량인 약 51kg 대비 

2배에 달한다(윤선희 2019). 이처럼 감자는 볼리비아의 핵심 식량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에서는 감자의 자급율과 식량안보

를 제고하기 위한 씨감자 생산 시스템의 구축 및 생산량 증대가 중요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감자와 함께 주요 식량작물인 옥수수의 생산량과 재배면적은 2017년 기준 각각 100만 

톤, 43만 ha로 집계되고 있다.11) 경제작물인 사탕수수의 생산량은 2000년대 300만 톤 수준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도 이후 약 2.7배 증가하였다. 사탕수수는 산타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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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ruz) 주를 포함한 저지대인 동부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된다(외교부 2016: 90). 2017

년 사탕수수의 재배면적, 단위면적당 수확량, 생산량은 각각 15만 ha, 52.9톤/ha, 805만 

톤으로 집계되었다<표 9>. 대두는 옥수수와 함께 대표적인 경제작물로 재배면적이 가장 

넓다. 대두 생산량의 약 30%는 사료용 목적으로 이용되며 나머지는 페루와 브라질 등 인접 

국가로 수출된다. 볼리비아의 대두 생산량은 2000년도 72만 톤, 2013년도 110만 톤을 기록

하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대두의 재배면적, 단위면적당 수확량, 

생산량은 각각 약 126만 ha, 2.3톤/ha, 302만 톤을 기록하였다.12) 

2.1.2. 곡물류

  2017년 볼리비아의 곡물 생산량은 옥수수(100만 4,000 톤), 수수(55만 6,000 톤), 쌀(47만 

2,000톤) 순으로 많았다<표 8>. 2017년 퀴노아 재배면적은 11만 ha로 전체 농지면적의 약 

2.91%를 차지했다. 2016~2017년 볼리비아의 연평균 퀴노아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0.6톤/ha

로, 페루의 1.2톤/ha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Zaconeta 2019b: 9). 현재 볼리비아 농가의 

퀴노아 재배면적은 평균 0.5~2ha로 소규모이며, 주로 고산지대에서 재배되고 있다. 볼리비

아에서 쌀은 주로 산타크루즈(Santa Cruz)와 베니(Beni)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보리는 

맥주의 원재료로 이용된다. 품목별 생산 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 수수, 밀, 귀리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곡물의 생산량 또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11)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검색일: 2019.3.25.)

12)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검색일: 20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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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볼리비아 곡물류의 생산현황 및 추이(2014-2017)

단위: 재배면적(1,000ha), 단수(1톤/ha), 생산량:(1,000톤)

품목 구분 2014 2015 2016 2017

옥수수

재배면적    463     441     394     432 

단수      2.1      2.3      2.4      2.3 

생산량   1,006   1,056   984   1,004 

수수

재배면적     275   287     280     282 

단수     2.3     2.9    2.8 1.9 

생산량   656   858   802   556 

쌀

재배면적     174     166     163     172 

단수     2.7 3.1   2.5     2.7 

생산량   484   527   406   472 

밀

재배면적     149     196     229     174 

단수    0.1   0.1     0.1      0.8 

생산량   159   335   329   154 

퀴노아

재배면적     110     120     110     110

단수   0.5   0.6    0.5   0.6 

생산량  67  75  65  66 

보리

재배면적     56     55     55     53 

단수  0.7     0.9         0.8     0.8  

생산량   44   51   45   45 

귀리

재배면적     15     17     15     14 

단수    1.8    1.6   1.5    1.4 

생산량   28   27   24   21

호밀

재배면적 0.3  0.4  0.3 0.3 

단수      0.7     0.8     0.8     0.8 

생산량   0.2   0.3    0.2    0.2 

 콩  

재배면적 25 26 26 14

단수 1.5 1.4 1.4 2.7

생산량 38 37 37 38

 녹색 옥수수  

재배면적 8.4 9.1 9.2 9.3

단수 2.5 2.7 2.5 2.5

생산량 21 25 23 23

 완두콩 

재배면적 16 16 16 16

단수 1.4 1.4 1.4 1.3

생산량 22 22 22 21

자료: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검색일: 2019.3.25.)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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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채소류

  2017년 볼리비아의 채소 생산량은 건조 양파(8.5만 톤), 토마토(6만 톤), 당근(4만 톤), 

호박(2.5만 톤) 순이다<표 9>. 재배면적으로 보면, 건조양파, 고추, 토마토, 호박, 당근 등의 

순이다.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토마토, 당근, 건조양파, 호박, 오미, 상추 순이다. 최근 4년 

간 건조 양파, 당근, 고추는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토마토, 호박, 상추, 오이는 감소했다. 

<표 9>  볼리비아 채소류의 생산현황 및 추이(2014-2017)

단위: 재배면적(ha), 단수(kg/ha), 생산량:(톤)

 품목  구분 2014 2015 2016 2017

 건조양파 

재배면적 7,285 7,381 7,467 7,471

단수 10,527 10,958 10,686 11,317

생산량 76,696 80,884 79,794 84,556

 토마토  

재배면적 4,457 4,614 4,664 4,691

단수 13,724 13,802 13,192 12,596

생산량 61,171 63,683 61,531 59,090

 당근 

재배면적 3,293 3,657 3,599 3,627

단수 10,839 11,347 10,888 11,085

생산량 35,693 41,496 39,188 40,207

 호박  

재배면적 3,675 3,222 3,233 3,248

단수 7,500 7,967 7,403 7,572

생산량 27,565 25,672 23,934 24,596

 상추 

재배면적 2,941 2,777 2,810 2,762

단수 6,967 6,837 6,543 6,420

생산량 20,490 18,987 18,388 17,732

 고추  

재배면적 5,473 4,053 4,098 4,053

단수 2,373 2,766 2,765 2,885

생산량 12,988 11,212 11,332 11,695

 오이 

재배면적 592 565 573 517

단수 7,444 8,571 8,523 8,591

생산량 4,407 4,843 4,884 4,442

자료: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검색일: 2019.3.25.)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1.4. 과일류

  2017년 볼리비아의 과일 생산량은 플랜틴 바나나(48만 톤), 바나나(29만 톤), 귤(22만 

톤), 오렌지(19만 톤), 파인애플(9만 톤) 순이다<표 10>. 재배면적은 플랜틴 바나나,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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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바나나, 복숭아 순이며,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파인애플, 바나나, 수박, 플랜틴 바나

나 순이다. 최근 4년 간 품목별 과일 생산량은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10>  볼리비아 과일류의 생산현황 및 추이(2014-2017)

단위: 재배면적(ha), 단수(kg/ha), 생산량:(톤)

품목 구분 2014 2015 2016 2017

플랜틴 바나나 

재배면적 39,172 39,976 40,461 40,944

단수 10,911 11,156 11,291 11,768

생산량 427,426 446,000 456,847 481,840

바나나

재배면적 18,601 19,670 19,837 20,191

단수 15,230 14,856 15,102 14,344

생산량 283,310 292,221 299,580 289,636

귤

재배면적 25,705 26,481 26,796 26,632

단수 7,741 8,047 8,423 7,909

생산량 199,001 213,116 225,712 210,642

오렌지

재배면적 22,135 22,675 22,864 22,857

단수 8,119 8,022 8,095 7,876

생산량 180,021 179,722 181,902 185,093

파인애플

재배면적 4,777 4,933 5,025 4,995

단수 17,522 16,827 16,966 17,221

생산량 83,707 83,009 85,256 86,022

수박

재배면적 4,463 4,178 4,291 4,408

단수 13,431 13,478 13,433 13,358

생산량 59,944 56,311 57,643 58,882

복숭아

재배면적 8,289 8,468 8,568 8,309

단수 6,313 6,416 6,469 6,504

생산량 54,043 52,334 54,338 55,434

레몬

재배면적 4,263 4,301 4,329 4,336

단수 7,450 7,492 7,458 7,553

생산량 32,751 31,762 32,226 32,288

포도

재배면적 427 450 435 438

단수 8,690 8,822 8,737 8,632

생산량 3,711 3,970 3,801 3,781

망고

재배면적 2,106 2,117 2,144 2,145

단수 8,237 7,927 8,021 8,404

생산량 17,349 16,782 17,198 18,028

자료: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검색일: 2019.3.25.)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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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2014 2015 2016 2017

소고기 224 243 252 260

돼지고기 92 93 100 106

가금류 373 506 527 532

우유 607 619 594 608

달걀 76 90 101 110

자료: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검색일: 2019.3.25.)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1.5. 축산

  축산은 볼리비아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주로 동부지역에서 넓은 목초지와 적합

한 기후 환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축산물은 소, 양, 돼지, 염소, 닭이며 최근 

4년 간 품목별 사육두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1>. 

<표 11>  볼리비아의 주요 축종별 두수 추이(2014-2017)

단위: 천두(수)

품목 2014 2015 2016 2017

소 8,798 8,948 9,119 9,304

양 7,406 7,453 7,426 7,442

돼지 2,805 2,855 2,906 2,951

염소 2,156 2,181 2,209 2,210

닭 192,838 196,606 201,557 215,732

자료: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검색일: 2019.3.25.)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요 축산품은 달걀, 우유,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이며 최근 4년간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달걀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12>.

<표 12>  볼리비아 주요 축산품의 생산량 추이(2014-2017)

단위: 천톤

2.2. 농지 및 관개

  볼리비아의 농지13) 면적은 약 3,748만 ha로 전체 국토 면적의 약 35%를 차지한다. 농지의 

13) 농지(Agricultural Area)는 경작지(Arable Land), 영년생 토지(Land under Permanent Crops), 목초지(Land under 

permanent meadows and pastures)로 구성됨. 영년생 토지는 코코아, 커피 등의 재배지와 같이 일정 수년 동안 이식

((移植) 없이 이용가능한 토지, 화훼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나무 및 관목 생산지, 산림을 제외한 묘판 생산을 위한 농지 

등을 포함함,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검색일: 2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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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현황을 보면 경작지, 영년생 토지, 목초지의 면적은 각각 424만 ha, 3,300만 ha, 24만 

ha 정도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경작지 면적은 2016년 기준 0.4ha이다<표 13>.

<표 13>  볼리비아의 농지 현황

단위: %, ha

구분 1995 2005 2016

전체 국토 면적 대비 농지 비중 33.8 34.1 34.8

전체 국토 면적 대비 경작지 비중 2.4 2.9 4.1

1인당 경작지 면적 0.3 0.4 0.4

자료: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19.3.2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볼리비아는 1996년 처음으로 농지개혁법(Law of Agrarian Reform)을 입안하여 토지권의 

분배 및 합법화, 토지 대장 발급, 토지 분쟁 해결 등을 추진하였다.14) 2006년에 들어와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 토지개혁법을 제정함으로써 토지 접근성, 투명한 토지 행정 관리, 

토지 분배, 사유 재산의 보호, 토지 미소유 농가 및 토착민 대상 토지 분배 등을 보장하였다. 

나아가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PDES)에 토지 보장 

및 등록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였다. 이후 2009년 헌법상의 토지소유권을 정립하고 나아가 

토착민의 집단적이고 관습적인 토지권리를 인정하였다. 2013년에 들어와 볼리비아는 『보장 

및 등록을 위한 국가전략프로그램 2006-2013 (National Strategic Plan for Warranting and 

Titling 2006–2013)』 등을 추진하는 등 현재까지 토지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5) 

  토지개혁을 위한 볼리비아 정부의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불평등 정도가 높으며, 특히 빈곤층의 토지 접근성이 취약한 편이다. 볼리

비아의 토지 거래를 위한 주요 장애 요인은 분할된 토지 구조, 토착집단 및 빈곤층 농가의 

토지 접근성 부족, 토지 거래를 위한 열악한 제도적 환경, 고원 지대 내 토지 시장에 관한 

정보 부족, 토지 감정평가를 위한 역량 부족, 토지 등기의 효력성 부족 등이다.16) 

 볼리비아의 관개 및 수자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볼리비아는 티티카카호(Lake Titicaca), 

포오포호(Lake Poopo)가 발원하는 곳이며, 아마존(Amazonian) 유역, 알티플라노(Altiplano) 

14) World Bank 2006, USAID(재인용) 2011: 5

15) World Bank 2006, USAID(재인용) 2011: 6-17

16) World Bank 2006, USAID(재인용)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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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플라타(Río de la Plata) 유역을 포함한 대규모 하천 유역이 존재하여 수자원이 풍부한 

편이다<그림 2>. 티티카호는 알리플라노(Altiplano) 고원의 북부에 위치한 남아메리카 내 

최대의 담수호로 전체 면적은 8,135㎢, 해발고도는 3,810m이다. 티티카호의 서반부는 페루, 

동반부는 볼리비아의 영토에 속한다.17) 티티카호에서 흘러나온 물은 동남쪽으로 흘러 포오

포호로 유입되며, 포오포호는 염호(鹽湖)로 해발고도는 3,685m이다. 아마존 유역은 볼리비

아 전체 하천유역의 66%를 차지하는 가장 큰 유역으로 총 하천 면적은 88만 7,000㎢,  

연간 평균유량은 572㎦ 이다. 리오 유역의 하천 면적은 23만 4,000㎢, 연간 평균유량은 

47.5㎦ 이다. 알티플라노 유역의 하천 면적은 19만 1,000㎢, 연간 평균유량은 14.7㎦ 이다.18) 

각 유역별 주요 하천은 <표 14>와 같다. 

<그림 2>  볼리비아의 하천 유역

 자료: CIA World Factbook(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검색일: 2019.09.26.)

17) 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4142&cid=40942&categoryId=40637)(검색일: 

2020.3.27.) 

18) WorldDisk(https://worddisk.com/wiki/Water_resources_management_in_Bolivia)(검색일: 2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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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유역별 볼리비아의 주요 하천

구분 하천

아마존(Amazon) 유역
마드레데디오스강(Madre de Dios), 오르톤강(Orthon), 아부나강(Abuna), 베니

강(Beni), 그란데강(Grande), 마모레강Mamoré e Itenez)

플라타(Plata) 유역 필코마요강(Pilcomayo), 베르메호강(Bermejo), 산후안강(San Juan y Paraguay)

알티플라노(Altiplano) 유역
데사과데로강(Desaguadero), 티티카카호(Lake Titicaca), 포오포호(Poopó), 우

유니 소금호수(Salares de Uyuni y Coipasa)

자료: World Disk(https://worddisk.com/wiki/Water_resources_management_in_Bolivia/)(검색일: 2020.3.27.) 

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처럼 볼리비아는 비교적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체 보유 수자원의 0.4%만

을 이용하고 있다.19) 전체 수자원의 81%는 농업용수로 이용되며, 12%는 가정 소비, 7%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다. 대부분의 관개시설은 서쪽의 알티플라노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수로로 이루어져 계절적 강수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20) 볼리비아에서 

관개시설이 갖춰진 농지의 면적은 30만 ha로 이는 전체 농지의 약 0.7%로 매우 낮은 수준이

다. 2016년 기준 1인당 재생 가능한 용수량은 5만 2,719㎥이다<표 15>.

<표 15>  볼리비아의 관개 현황

구분 단위 1995 2005 2016

관개면적 1,000ha 204 256 300

전체 농경지 대비 관개 면적의 비율 % 0.7 0.8 0.7

1인당 재생가능한 용수량 ㎥ 72,926 60,799 52,719

자료: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19.3.2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뭄을 포함한 기상이변과 기후변화 현상은 볼리비아의 수자원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자원은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코차

밤바(Cochabamba)와 알티플라노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건기가 긴 특징을 보여 수자원 

이용에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

  2009년 개편된 볼리비아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는 농업 용수 

시스템 개선을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국가관개계획(National Irrigation 

Plan)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볼리비아 행정분권화법

19)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20.3.28.)

20) WorldDisk (https://worddisk.com/wiki/Irrigation_in_Bolivia/)(검색일: 2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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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Law)에 따라 지역 수준의 수자원 관리 및 보존 업무는 

각 주에서 책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리(水利) 조직, 농민조직, 토착집단, 대학, NGO 

등과 협력하여 수자원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Viceministerio de 

Riego 2007). 

  볼리비아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수자

원관리전략(Water Resources Management National Strategy), 국가유역관리계획 및 수자

원정보프로그램(River Basin National Plan and Water Sector Information Program)을 수립

하였다. 또한 황폐화방지계획(Desertification Prevention Plan)을 통해 생태계 다양성을 보

존하고, 협력메카니즘강화계획(Coordination Mechanisms Strengthening Plan)을 통해 시

민사회와도 협력하고 있다.21)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수질 악화와 수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편이며, 

토착민과 빈곤층의 용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22) 이와 더불어 

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가정 용수와 농업 용수 간의 경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2.3. 농산물 교역

  볼리비아의 농산물 교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볼리비아의 농산물 수출액은 식품웨

이스트·조제사료(HS 23류), 동식물성 유지(HS 15류), 과실·견과류(HS 08류), 곡물(HS 10류),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HS 12류), 음류·주류·식초(HS 22류) 순이다

<표 18>. 농산물 수입액은 기타조제식료품(HS 21류), 제분공업생산품(HS 11류), 곡물·곡분

의 조제품(HS 19류), 곡물(HS 10류), 음료·주류·식초(HS 22류) 순이다<표 16>. 

21) WorldDisk(https://worddisk.com/wiki/Water_resources_management_in_Bolivia/)(검색일: 2020.3.27.) 

22) World Bank 2004; USAID(재인용) 2011: 10



볼리비아 농업 현황과 개발협력 추진 방향

국가별 농업자료 ∙ 71

<표 16>  볼리비아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2017)

단위: 천 달러

HS 코드 품목 수출액 수입액

01 산동물  - 5,945 

02 육류  6,090 1,555 

04 낙농품 19,555 24,720 

05 기타동물성생산품 612 1,382 

06 산수목·꽃   2 1,604 

07 채소 14,818 4,114 

08 과실·견과류 201,327 21,433 

09 커피·차·향신료 10,076 5,519 

10 곡물 83,083 67,361 

11 제분공업생산품 3,648 136,418 

12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 76,061 24,693 

13 식물성 액즙   2,450 

14 기타식물성생산품   44 1 

15 동식물성 유지 226,768 18,969 

16 육류·어류 조제품 7,347 12,562 

17 당류·설탕과자 1,819 38,499 

18 코코아 2,524 28,541 

19 곡물·곡분의 조제품 19,574 85,136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20,193 29,055 

21 기타조제식료품 553 151,283 

22 음료·주류·식초 33,180 52,352 

23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 365,210 39,623 

24 연초류  1 29,224 

계 1,092,494 782,452 

주: 농식품은 HS 01~24류(단, 03류 어류 제외).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검색일: 2019.3.2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볼리비아는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 동식물성 유지를 주로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페루 등 인접 중남미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과실·견과류, 곡물을 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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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볼리비아의 농산물 수출 현황(2017년)
단위: 천 달러

식품웨이스트·

조제사료

(HS 23류) 

동식물성 유지

(HS 15류) 

과실·견과류

(HS 08류)  

곡물

(HS 10류)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HS 12류)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콜롬비아 192,334 콜럼비아  153,399 미국  38,046 프랑스  6,459 페루  37,824 

페루  137,393 에콰도르  36,068 영국  35,697 네덜란드  5,948 네덜란드  7,338 

칠레  22,438 페루  18,946 독일  35,184 캐나다  4,803 독일  5,931 

에콰도르  10,112 칠레  18,203 아르헨티나  26,706 독일  4,788 미국  5,400 

미얀마  967 포루투갈  48 네덜란드  14,398 호주   3,895 일본  3,456 

세계전체 365,210 세계전체  226,768 세계전체 201,327 세계전체  83,083 세계전체  76,061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검색일: 2019.3.2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볼리비아는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중남미 인접 국가로부터 기타조

제식료품, 제분공업생산물, 곡물·곡분의 조제품을 수입하고 있다<표 18>. 

<표 18>  볼리비아의 농산물 수입 현황(2017년)
단위: 천 달러

기타조제식료품

(HS 21류)

제분공업생산품

(HS 11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HS 19류)  

곡물

(HS 10류)

음료·주류·식초

(HS 22류)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

브라질  46,786 아르헨티나 126,615 아르헨티나  28,740 아르헨티나  53,429 아르헨티나 18,193 

칠레  38,685 파라과이  4,285 페루  21,383 미국  4,629 브라질  9,976 

미국  26,883 브라질  3,251 브라질  12,299 브라질  4,368 영국  5,601 

페루  14,801 칠레   908 칠레  8,383 멕시코  1,743 멕시코  5,026 

아르헨티나  8,507 페루  582 멕시코  6,042 파라과이  1,274 파나마  2,188 

세계전체 151,283 세계전체 136,418 세계전체 85,136 세계전체 67,361 세계전체 52,35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검색일: 2019.3.2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과 볼리비아의 농산물 교역 현황은 <표 19>와 같다. 볼리비아는 주로 과실·견과류(HS 

08류)와 커피·차·향신료(HS 09류)를 수출하고, 연초류(HS 24류), 음료·주류·식초(HS 22류), 

당류·설탕과자(HS 17류),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HS 23류), 기타조제식료품(HS 21류) 등을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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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수출품목  수출액  HS 수입품목  수입액  

08 과실·견과류 9,746,218
09 커피·차·향신료 10,451

11 제분공업생산품 311

12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 
50,889

09 커피·차·향신료 128,190 13 식물성 액즙 935

15 동식물성 유지 3,499

16 육류·어류 조제품 1,450

17 당류·설탕과자 173,012

15 동식물성 유지 20,900
18 코코아 1,215

19 곡물곡분의 조제품 85,590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3,911

21 기타조제식료품 115,539

24 연초류 65
22 음료·주류·식초 368,453

23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 127,415

24 연초류 5,695,907

합계 9,895,373 합계 6,638,577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검색일: 2019.3.2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9>  볼리비아의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2017)
단위: 달러

3. 농업개발 전략

3.1. 국가 경제개발 전략

  볼리비아 정부는 장기 국가발전정책인 「애국정책 2025(La Agenda Patriótica 2025)」과 

중기 경제사회발전계획인 「경제사회개발계획(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PDES) 2016-2020」을 수립하고 연간 정부집행계획(Plan Operativo Anual, POA)에 의거해  

경제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애국정책 2025」는 자원 국유화, 식량안보 강화, 보건 및 교육 분야의 기초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한다. 「PDES 2016-2020」은 빈곤 퇴치, 농업, 보건, 교육, 주거, 상하수도, 인터넷, 

교통, 관광, 탄화수소에너지 등 「애국정책 2025」를 달성하기 위한 2020년까지의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표 20>. 분야별 달성 목표는 구체적으로 총 68개의 세부 목표와 340개

의 지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볼리비아 정부는 2020년까지 국민 1인당 GDP를 5,0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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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야 세부 목표

1 빈곤 퇴치

극심한 빈곤 퇴치 및 감소

인종차별 및 착취 등 사회적 빈곤 감소

불법적 노동 및 아동 노동 착취 근절

모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2 기초 복지 서비스

수자원 접근성 개선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개선

전기 및 가스 접근성 확대

운송 및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통 접근성 개선 

3 건강 및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개선

교육 제도 개편 

국민의 운동 접근성 확대

4 과학 및 기술 혁신

연구 및 기술개발 강화

영양식품의 기술적 혁신

전통적 제약(製藥)에 대한 접근성 개선

과학 및 전문화 분야에 대한 교육 확대 

5 지역사회 및 주권

국가 외채 감소

재무 시스템의 통합

외국직접투자의 확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6 생산 주권 및 다양화

탄화수소, 광업과 관련된 분야의 통합

생산, 가공 및 수출 단지 건설

(분야: 감미료, 섬유, 나무, 생산재료, 아마존 농산물, 곡물, 감자, 유

제품, 가죽, 축산품, 코카, 과일, 채소)

지역 사회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개발, 고용 확대 

국내 제품의 수출 확대

관광 단지 조성

가족농, 지역사회, 소규모 농가에 초점을 둔 농업 생산

최적의 농업 생산시스템 개발

농업 생산을 위한 투입재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

토지 소유권 정립

최적의 관개시스템 개발 및 농업 용수 접근성 개선

산림 및 생물다양성 보전 

7 천연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천연자원 서비스의 국유화 

탄화수소, 채광, 전기 산업의 균형적 발전 

8 식량 주권

영양부족 및 영양실조 문제 해결

학교 급식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

지역 농산물의 생산 확대

지역 특산물 및 전통 음식의 산업화 및 홍보 강화

식품영양정책(Food and Nutrition Policy)의 효과적 추진

<표 20>  볼리비아 경제사회개발계획(2016-2020)의 주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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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야 세부 목표

9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원주민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 및 생산 활동 촉진

보호지역의 관리방안 수립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방안 수립

산림 면적의 확대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대기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한 하천 유역 관리 

10 통합적인 발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참여 

대지권(Mother Earth’s Right23))의 국제적 인정 도모

국가 및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메커니즘 개발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 활성화

해외 체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강화 

11 공공 부문의 투명성

공공 행정, 부패 척결

투명한 사법 제도 실현

폭력 척결을 통한 공공 안전 보장

거버넌스 개선

12 국민의 행복지수 개선 볼리비아 국민의 권리 인정, 정의 실현, 빈곤 퇴치

13 해양 진출로 확보 해양 주권 회복을 통한 태평양 진출 기반 마련

자료: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2016: 52-16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2. 농업개발 전략

  「PDES 2016-2020」의 다양한 목표 중 농업 및 농촌개발 목표는 생산주권 및 다양화가 

초점이다. 생산주권 및 다양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세부목표는 가족농 중심의 농업 활성

화, 최적화된 농업시스템 개발,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구축, 농가의 투입재 및 기술 접근성 

향상, 농지 소유권 확립, 최적의 관개시스템 개발 등이다. <표 21>은 주요 세부목표와 기대성

과를 정리한 것이다. 

23) 볼리비아 정부는 2010년 생물 다양성, 수자원 및 대기 보존 등 환경에 대한 국민적 권리와 의무를 법률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지구의 권리를 보장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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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볼리비아 경제사회개발계획 2016-2020」에 따른 농업 부문 목표 및 기대성과

목표 기대성과

가족농 및 지역사회 중심의 

농업 생산

전체 농경지 면적을 470만 ha로 확대

Amazonian 및 Andean 제품의 농업 생산량 증대(밀가루, 콩, 옥수수, 퀴노

아, 토마토, 감자, 커피 등)

전체 농산물 생산량 중 유기농 제품의 비율을 10%로 향상

주요 농산물의 평균 수확량 증대

소규모 생산자 및 가족농의 역할 확대 

최적화된 농업 시스템 개발

가족농 및 중소규모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기계화 지원 및 관련 기술 전

수를 통한 기계화된 농지 면적을 3.8백만ha로 확장

통합적 관리 및 집중적인 방식을 통한 축산업 경지의 1백만 ha 달성 

소, 양, 돼지, 닭, 라마과 등 주요 축산물 두수 증대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 개발 및 지원을 통한 농축산업 종사자의 취약성 

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퇴화된 토양의 복원 및 회복력 강화

농업 투입재,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확대 

생산자 조직의 재해 및 상품성 보험에 대한 접근성 개선 

농산물 투입재의 공동 구매, 농산물의 공동 판매, 기타 기술 지원 등에 관한 

가족농의 접근성 확대  

농업 생산자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방식의 신용 서비스 제공

토착 농민조직을 포함한 40만 개의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농업 투입재, 

기술, 기타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확대

식품 안전 및 식품의 영양학적 가치 개선을 위한 원자력 기술의 개선 

농지 소유권 확립

농지 소유권 확립 및 관련 제도 정비

농민의 거주지 정립

주요 도시 내 곡물수집센터 구축 

최적의 관개시스템 개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전체 관개면적을 70만 ha로 확대

댐 구축, 폐수 재활용, 수자원 저장 등을 통한 , 채소 및 과일 생산지의 관개

시스템 개선

자료: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2016: 1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PDES 2016-2020」에 따른 농업부문의 주요 기대성과는 첫째, 농업 생산과 관련하여 

저지대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이 지역별 농업 및 품목별 생산 환경에 적합한 농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연 보전 농업, 유기 농업, 통합적 농업 등의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주요 품목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산지역의 

지리적 환경에 적합한 관개 기술을 보급하여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비닐하우스 

구축, 투입재 이용을 위한 농민 교육,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규모 농업 시스템을 확산 

및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외 토양 복구 프로그램, 초지 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의 집약화 

등을 달성하는 것이다(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2016: 110). 둘째, 주요 식량곡물의 

생산량을 늘리고 곡물 저장센터를 건립하여 농산물에 대한 국내 수급 조절기능을 향상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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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 목표는 <표 22>와 같

다. 볼리비아 정부는 2020년까지 농산물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각각 470만 ha, 약 2,400만 

톤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2016: 117).

<표 22>  볼리비아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생산량 증대 목표

단위: 톤

품목 2014년 목표 생산량 2020년 목표 생산량

밀 217,000 721.000 

대두 3,100,000 4.400.000 

옥수수 1,000,000 1,400,000 

퀴노아 84,000 220,000 

토마토 54,000 148,000 

커피 22,000 54,000 

곡물 1.74 2.20

기호작물 0.54  0.71

과일류 8.78 10.28

채소류 4.46 5.49

오일시드 1.69 1.96

고무 6.50 7.68

사료 4.07 4.82

자료: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2016: 1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볼리비아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생산단지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정된 주력 품목은 감미료(꿀, 양복, 설탕, 사탕수수), 

곡물(퀴노아 밀가루, 사포닌, 쌀, 옥수수, 밀가루), 감자, 축산업(조사료, 유제품), 가죽, 감자, 

코카, 과일, 채소(땅콩, 후추 등) 등이다.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품목별 구체적인 

인프라 지원 분야, 생산품 및 관련 목표는 <표 23>과 같다(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201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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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볼리비아 「경제사회개발계획 2016-2020」에 따른 주요 농산물의 생산단지 조성 계획

단지 생산 인프라 제품 목적

Amazonian 

제품

Amazonian 제품의 전환 

플랜트

기름, 과육 

국내 및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식품 고

부가가치화 달성

화장품, 제약제품 및 기타 식품 제조를 

위한 투입물 제공

Amazonian 제품의 생산 촉진

Amazonian 

과일가공 플랜트

곡물

퀴노아 및 기타 곡물의 

가공 플랜트

퀴노아 밀가루, 면, 스프, 크

림, 에너지바, 사포닌
식량 안보 달성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가격 및 공급 안정화

농산물 수출

곡물 저장 및 가공 센터

쌀, 옥수수, 밀가루쌀 산업단지

식품가공플랜트

감자 토종 감자 가공 플랜트
토종 감자 이용 

감자 수확 후 손실 감소

볼리비아 감자 품종의 생산 확대 및 품질 

개선

유제품

낙농 가공 플랜트

우유 및 유제품

식량 안보 강화

유제품 소비 강화

국내 시장 공급 개선

학교 우유 급식 강화

저온살균 및 유아식품

사료 온실

축산

가금류 인큐베이터

소고기, 가금류, 수산류 생산

식량 안보

국내 축산물 가격 및 공급 안정화

수출 확대

도살장 및 육우 냉장시설

수산 플랜트

냉장체인

코카
코카 플랜트 식품, 음료 및 허브약초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국산 농산물 시장 공급 개선

수출 확대비료 플랜트 비료

과일 과일 동결 건조 플랜트 과일, 음료 및 기타 가공 식품

소득 및 고용 창출

국산 농산물 시장의 가격 및 공급 안정화

수출 확대

채소 냉장체인 채소, 땅콩 및 후추 생산
식량 안보

국내 시장의 규모 확대 및 수출 증대

자료: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2016: 1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농업개발협력 추진 방향

  볼리비아 농업현황과 농업부문 개발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점

으로 지적되는 것이 기후변화, 관개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한 농업용수의 부족이다. 볼리비아

에는 아마존(Amazonian) 유역, 알티플라노(Altiplano) 유역, 리오(Río de la Plata) 유역을 

포함한 대규모 하천 유역이 존재하여 수자원은 풍부한 편이지만 전체 보유 수자원의 0.4%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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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업을 위한 관개시설이 갖춰진 농지의 면적은 30만 ha로 

이는 전체 농경지의 약 0.7%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감자 및 퀴노아 등의 

농업생산성이 주변 인접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감자의 경우,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6톤/ha으로 인접 국가인 페루(15톤/ha), 에콰도르(18.4톤/ha), 콜롬비아(20톤/ha) 등 이웃나

라의 평균 수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퀴노아의 단위면적당 수확량 또한 0.6톤

/ha으로 페루(1.2톤/ha)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볼리비아 농업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기후

변화에 대응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 

구축, 영농기술 전수,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등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볼리비아의 농업분야 개발협력 전략에서 농업생산성 증대와 함께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농업정책 수립 및 정부역량 강화 지원이다. 볼리비아 「PDES 2016- 

2020」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정책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 농지제

도, 농업금융, 농식품 영양 및 안전, 협동조합 구축 및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의 정책수립은 전문적인 연구인력 및 조직이 없이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볼리비아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농업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정책, 법, 제도 등이 향후에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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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농업 현황과 개발협력 추진 방향

이 효 정 * · 최 정 만 ** 24)

1. 세네갈 국가 현황

1.1. 일반 현황

  아프리카 대륙 최서단에 위치한 세네갈(Republic of Senegal)은 감비아, 기니, 기니비소, 

말리, 모리타니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토면적은 19만 9,722㎢로 한반도 면적(21만 9,155

㎢)보다 약간 작으며, 인구는 1,502만 945명(2018년 기준)이다. 열대성 기후로 덥고 습하며, 

12월부터 4월은 건기, 5월부터 11월까지는 우기로 나뉜다.

  전체 14개 행정구역 중 수도인 다카르(Dakar)에 전체 인구의 23%인 26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Wolof족(37.1%), Pular족(26.2%), Serer족(7%) 등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교는 없으나 대다수(95.9%)의 국민이 이슬람교도

이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공화국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키 살(Macky Sall) 대통령이 2012년에 이어 2019년 재선되면

서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hyojungleel@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촉연구원(cjm87@krei.re.kr)

본고는 이효정·최정만의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수립(2차년도): 5개 국가를 대상으로(세네갈)』(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를 요약·보완한 것임.

 1) CIA Factbook(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g.html)(검색일: 201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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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네갈 국가 지도

자료: CIA Factbook.2)

  146년간의 프랑스 식민 통치로 인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프랑스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며, 특히, 통신, 대형 유통, 은행, 관광, 건설, 항만 등 주요 

서비스분야에 프랑스계 기업들이 진출해있다. 2018년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세네갈 방문 당시 원조의 일환으로 생루이(Saint-Louis) 지역 

항만 유지 보수, 사적지 보수,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다카르 내 17개 학교 건설 등에 총 

7,180만 유로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1962년 수교했으며(북한과는 1972년), 2017년 기준 1억 8,200만 달러 규모

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은 주로 자동차, 화학·섬유제품 등으로 1억 1,090만 달러, 

수입은 갈치 등의 수산 가공품이 6,124만 달러 규모로 전체 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다.3) 

양국 간에는 ‘경제·기술협력 협정’,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 

 2) CIA(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g.html)(검색일: 2019. 5. 31.)

 3) 한국무역협회 통계(http://www.kita.or.kr)(검색일: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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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다.

  세네갈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4)는 2011년 0.467에서 2017년

에 0.505로 상승했으며, 하루 3.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67.1%

에서 62.2%로 낮아졌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주요 

지표인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은 같은 기간 1,000명당 62.6명에서 45.4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전기접근성 또한 같은 기간 31.7%에서 35.4%로 증가하는 등 사회 지표

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세네갈의 주요 사회 지표 변화 추이

단위: 지수값, %

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간개발지수(HDI) 0.467 0.476 0.481 0.486 0.492 0.499 0.505 0.514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67.1 66.4 65.6 64.6 63.5 62.9 62.2 61.3

유치원 등록률 13 14 15 15 15 16 16 -

초등학교 등록률 86 86 83 84 84 83 84 -

중등학교 등록률 41 45 47 50 50 48 45 -

고등학교 등록률 10 10 10 10 10 11 11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1,000명 당) 62.6 58.9 55.6 52.6 49.8 47.5 45.4 -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73 75 76 77 78 79 81 -

전기접근성이 있는 농촌인구 비율 31.7 34.2 31.8 41 38.1 44.5 35.4 -

전체 사용에너지 중 화석에너지 비율 47.5 45.8 52.2 53.7 - - - -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47 48 49 49 50 51 51 -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Data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5)

  세네갈의 총 GDP는 2015년 이후 연 6~7%대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며 2019년 기준 

260억 달러로 2015년의 178억 달러 대비 4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서아프리

카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에서 2015년 의장

국으로 활동하는 등 역내 경제적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에서 137개국 중 106위(2018년 기준),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가별 기업 활동 순위

 4)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문해율과 평균수명, 1인당 실질국민소득 등을 바탕으로 각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로서, 우리나라는 189개 국 중 22위(2017년 기준)임. [e-나라지표(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 

do?idx_cd=1527)(검색일: 2020. 4. 1.)]

 5) UNDP HDI(http://hdr.undp.org/en/content/human-development-index-hdi)(검색일: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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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Business)에서는 190개 국가 중 141위(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전

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가이다.6)

구분 경제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

내

경

제

GDP 억 달러 178 190 211 242 260

1인당 GDP 달러 1,187 1,232 1,331 1,485 1,549

농업부문 GDP 비중 % 17.1 15.6 16.9 - -

경제성장률 % 6.4 6.2 7.2 7.0 6.7

재정수지/GDP % -3.7 -3.3 -3.0 -3.5 -3.0

소비자물가상승률 % 0.1 0.8 1.3 0.4 0.9

정부채무/GDP % 44.5 47.8 48.3 50.4 47.5

대

외

거

래

환율(달러당, 연중) CFAfr 591.5 593.0 582.1 554.5 552.4

경상수지 백만 달러 -1,160 -945 -1,055 -1,279 -1,466

경상수지/GDP % -6.5 -5.0 -5.0 -5.3 -5.6

상품수지 백만 달러 -2,858 -2,653 -2,855 -3,064 -3,390

수출 백만 달러 2,270 2,312 2,362 2,665 2,530

수입 백만 달러 5,128 4,966 5,217 8,730 5,919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1,988 1,554 1,914 2,947 3,095

외

채

현

황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10,056 10,422 12,316 12,946 13,627

총외채잔액/GDP % 56.6 54.9 58.3 53.4 52.4

단기외채 백만 달러 580 591 731 731 ··

외채상환액/총수출 백만 달러 9.0 11.7 13.0 14.0 13.0

<표 2>  세네갈의 주요 경제 지표 변화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세계국가편람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요 수출 대상 국가는 말리(2017년  총 5억 9,000만 달러),  스위스, 인도, 코트디부아르, 

아랍에미리트, 중국 등의 순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프랑스, 중국, 나이지리아 등의 순이다

<표 3>. 우리나라와는  2017년 기준 수출 약 7,163만 달러, 수입 약 1억 1,000만 달러의 

규모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7) 주로 소비재, 생산재, 원자재, 축산품, 철강, 미네랄, 

원목 등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수출하고 있으며, 소비재, 생산재, 화학제품, 섬유의

류, 원목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6) 세네갈은 2019년 현재 OECD가 발표한 현재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해당함.

 7)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https://wits.worldbank.org/)(검색일: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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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네갈의 수출입 대상국 및 규모(2017년)

단위: 천 달러

순위 수출 대상국가 수출 규모 순위 수입 대상국가 수입 규모

1 말리 592,739 1 프랑스 989,931 

2 스위스 301,314 2 중국 654,466 

3 인도 149,162 3 나이지리아 532,629 

4 코트디부아르 139,519 4 인도 491,067 

5 아랍에미리트 134,113 5 네덜란드 375,670 

6 중국 132,739 6 독일 284,007 

7 잠비아 107,267 7 벨기에 266,596 

8 스페인 107,168 8 스페인 235,494 

9 기니 104,839 9 터키 230,626 

10 미국 90,439 10 아랍에미리트 160,336 

⁝ ⁝ ⁝ ⁝ ⁝ ⁝

19 대한민국 71,639 26 대한민국 110,938 

자료: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8)

1.2. 농업 현황

  <표 4>에서는 세네갈의 산업별 GDP 및 고용 비중의 변화 추이(2010~2017)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은 국가 GDP의 약 15~17%, 제조업 21~24%, 서비스업 58~62%의 분포를 보이며, 

고용에 있어서는 농업 31~38%, 제조업 12~13%, 서비스업은 19~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세네갈의 산업별 GDP 및 고용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업
GDP 비중 15.3 15.9 15.0 14.9 - 17.1 15.6 16.9

고용 비중 38.2 37.4 36.4 35.5 34.3 33.3 32.4 31.5

제조업
GDP 비중 22.7 21.7 22.9 22.7 - 24.3 24.1 24.3

고용 비중 12.8 12.7 12.8 12.8 13.0 13.0 13.1 13.3

서비스업
GDP 비중 61.9 62.3 62.1 62.4 - 58.6 60.3 58.8

고용 비중 19.0 49.8 50.8 51.7 52.7 53.7 54.4 55.2

자료: World Bank Databank 웹사이트 및 Theodora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9)

 8)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https://wits.worldbank.org/)(검색일: 2019. 4. 25.).

 9) World Bank Databank(https://databank.worldbank.org/databases)(검색일: 2019. 4. 5.)

    Theodora(https://theodora.com/wfbcurrent/senegal/index.html)(검색일: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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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에서 나타난 가나,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지역의 도시 인구 

비중과 성장률을 보면, 인근 국가와 비교해 세네갈의 도시화율은 낮은 편이지만 도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5>  서아프리카 지역 국가 간 도시 인구 비중 및 성장률 비교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가나
도시 인구 비중 50.71 51.39 52.07 52.74 53.42 54.09 54.75 55.41 56.06

도시 인구 성장률 3.84 3.76 3.68 3.61 3.56 3.51 3.46 3.42 3.36

세네갈
도시 인구 비중 43.77 44.12 44.60 45.02 45.44 45.86 46.30 46.74 47.19

도시 인구 성장률 3.69 3.71 3.72 3.73 3.73 3.74 3.75 3.76 3.74

코트디부아르
도시 인구 비중 47.33 47.75 48.17 48.59 49.01 49.44 49.88 50.33 50.78

도시 인구 성장률 3.23 3.27 3.31 3.35 3.37 3.40 3.42 3.44 3.45

나이지리아
도시 인구 비중 43.48 44.37 45.25 46.12 46.95 47.84 48.68 49.52 50.34

도시 인구 성장률 4.74 4.70 4.64 4.59 4.52 4.45 4.38 4.31 4.24

자료: World Bank Databank.

  한편 세네갈의 1인당 농지면적은 1961년 0.89ha에서 2016년 0.21ha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표 6>.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액 등을 감안해볼 때 세네갈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은 쌀로, 2016년 약 86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생산액은 1억 8,9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땅콩 72만 톤, 수수 61만 톤, 사탕수수 45만 톤, 카사바 

40만 톤의 순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금액을 기준으로도 유사한 순서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

면적 대비 생산액은 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탕수수는 생산면적과 생산량 대비 

생산량이 높았으나 단가가 높지 않아 생산액이 적은 반면, 카사바, 토마토, 감자, 양파와 

같은 채소류의 경우 생산면적 및 생산량 대비 단가가 높은 작물이다<표 7>.

 

<표 6>  세네갈의 1인당 경작 농지면적 변화 추이

단위: ha

구분 1961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6

면적 0.89 0.74 0.56 0.41 0.34 0.29 0.21 0.21

자료: World Bank Data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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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세네갈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생산면적 및 생산액(2016년)

순 위 작물 생산량(ton) 생산면적(ha) 생산액(백만 달러)

1 쌀 863,875 221,290 189.67 

2 땅콩 719,000 880,000 169.55 

3 수수 606,853 853,368 126.37 

4 사탕수수 464,484 3,945 8.42 

5 카사바 397,029 3,561 96.29 

6 양파 393,225 13,223 -

7 옥수수 320,524 197,971 71.16 

8 수박 271,495 22,308 99.93 

9 기장 153,450 176,617 40.07 

10
팜오일 열매

(oil palm fruit)
133,678 11,776 -

11 망고 130,000 19,348 42.09 

12 토마토 102,000 3,834 58.73 

13 감자 67,485 3,047 18.52 

14 대두콩 60,897 165,928 32.69 

15 양배추 60,000 3,590 24.96 

자료: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세네갈 국가 및 농업부문 발전전략

2.1. 세네갈 국가발전전략

  세네갈 정부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경제 육성방안으로 

「세네갈 도약계획(Plan Senegal Emergement, PSE 2014-2035)」을 수립하였다<표 8>.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 평균 7.3%의 경제성장률 달성, 2035년 신흥

경제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우선순위 추진분야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분야로 ① 

인프라 및 교통서비스, ② 에너지, ③ 농업개발, ④ 교육 및 훈련, ⑤ 식수와 위생, ⑥ 보건 

분야를 제시하였고, 소규모 예산이 필요한 우선순위 추진분야에는 ① 거버넌스, 안보, 평화, 

② 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③ 사회적 보호, ④ 위기 및 재난관리, ⑤ 환경보호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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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세네갈 도약계획(PSE)의 주요 분야와 지원 사업 현황

구분 프로젝트

광업 ‣ Falémé 지역의 철광산 개발(202백만 달러)

농업

‣ Kaolack 지역의 곡물 처리 터미널 건설(60백만 달러)

‣ 6개 지역의 종합적 농업 개발 프로젝트(178백만 달러)

‣ 농업용 저수지 확장을 포함한 농업 인프라 개발(620백만 달러)

교통운송 ‣ 총연장 35㎞의 다카르 시내 전차(tram) 노선 구축(734백만 달러)

수자원 ‣ 북부 해안에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80백만 달러)

교육, 과학기술

‣ 다카르 새 국립 대학교 개고(200백만 달러)

‣ Diamniadio 신도시 지역에 “지식 도시(City of Knowledge) 건설(90백만 달러)

‣ 전국 6개 대학교에 기숙사 신규 건설(280백만 달러) 

‣ 전국 9개 지역에 공립 고등 직업훈련기관 개교(160백만 달러)

보건의료
‣ 다카르에 암 예방 센터 개설(30백만 달러)

‣ 다카르에 신규 종합병원 개설(160백만 달러) 

관광 ‣  Joal Finio, Mbodiène, Pointe Sarène 해변에 관광단지 건설(704백만 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 Diass 지역에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 조성(90백만 달러)

‣ 다카르 포함 3개 지역에 비즈니스 파크(business park) 조성(540백만 달러)

주택 ‣ 다카르 포함 6개 지역에 공공주택단지 건설(440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8: 9)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포괄적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전략인 「국가경제사회개발전략(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ment Economique et Social, SNDES, 2013-2017)」에서는 3대 핵심 

분야로 ① 경제성장 생산성 증대 및 부의 창출, ② 인적 자원 개발, 사회 복지 증진 및 

지속가능한 개발, ③ 거버넌스 제도 및 평화와 안보를 선정하였다. 

2.2. 세네갈 농업부문 발전전략

  농업분야에서는 경쟁력 있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건설을 목표로 「농업발

전촉진프로그램(Programme d’Acceleration de la Cadence de l’Agriculture Senegalese, 

PRACAS)」을 추진 중에 있다<표 9>. 이 프로그램은 ① 농민교육과 금융 및 농기계 접근성 

강화를 통해 가족농의 현대화 달성, ② 친환경적인 농산업 개발을 통한 농기업의 역량 증진, 

③ 기술 및 설비 개선을 통한 고용 창출과 여성 및 청년의 참여 증대, ④ 취약층의 회복력

(resilience) 보장을 중점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성 ② 일자리 및 낮은 소득 ③ 고령화 및 여성 인구 증가 ④ 낙후된 농업 

인프라로 인한 낮은 생산성 ⑤ 농업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이 세네갈의 농촌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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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세네갈 농업발전촉진프로그램 (PRACAS)의 전략목표 및 기대효과

작물 전략목표 기대효과

쌀

‣ 종자 생산 및 수확량 증대

‣ 고원 및 서부지역 천수답 생산 증대

‣ 세네갈 강 유역 지역 관개 쌀 생산 증대

2012년 대비 기본 농작물 가격 통제를 통한 

3,123억 CFA 외환 절감 효과

양파
‣ 종자 생산

‣ 비성수기 보호
2012년 대비 92억 5,000만 CFA 외환 절감

땅콩

‣ 종자 재고 재구성

‣ 종자 가치사슬 내 민간주체와의 파트너십 개발

‣ 기계화 증진

10~15만 톤 땅콩 수출을 통한 285억 CFA 외

환 유입

원예

‣ 지속가능한 농산업(PPP) 개발 지원

‣ 비수기 청과 생산, 가공, 마케팅 도모

‣ 토지관리 해결책 설계 및 이행

원예 수출을 통한 760억 CFA 외환 유입

자료: 관계부처합동(2016).

  동 프로그램(PRACAS)에서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농작물로 쌀, 양파, 땅콩, 원예를 제시하

고, 각각의 전략 목표와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쌀의 경우 다른 작물 대비 ▲ 

종자 생산 및 수확량 증대 ▲ 고원과 서부지역의 천수답 생산 증대 ▲ 세네갈 강 유역

(Senegal River Valley) 지역 관개시설을 활용한 쌀 생산 증대를 통해 3,123억 CFA의 외환 

절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쌀 수요를 생산량이 충분

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며, 세네갈 국내 쌀 생산량 증대를 통해 수입 대체, 외환절감효과

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강화된 「식량증산 정책(Grande Offensive Agricole pour la 

Nourriture et l’Abondance Plan)」은 쌀 생산을 위한 요소 비료 구입 시 정부가 50%를 

보조하는 정책이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 새로운 종자 도입, 비료 

투입량 증대를 통해 쌀 생산에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농업분야 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국가 농업부문 

투자프로그램(Programme National d’Invesstissement Agricole, de Securite Alimentaire 

et Nutiritionnelle, PNIASAN)」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이전에 제시된 국가 농업분야 투자

계획(Plan National d’Investissement Agricole du Sénégal, PINA) 및 투자프로그램(Plan 

d’Investissement, PI)에서 추진해 온 투자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였으며, ① 농업생산성 

개선, ② 천연자원 보존 및 관리, ③ 투자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④ 농산품의 시장 접근성 

강화, ⑤ 농산품의 상품성 개선, ⑥ 신기술 도입과 연구 역량 강화, ⑦ 효과적 실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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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⑧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생산부문 및 자원보존 부분에서 각각 59.4%, 11.1% 가량의 투자를 확대하는데 있으며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쌀, 옥수수, 기장, 사탕수수 등 곡물에 투자를 우선으로 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세네갈의 국가 전략 중 「국가영양개발전략(Politiqu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e 

la Nutrition, PNDN)」, 「국가식량안보대응전략(Stratégie Nationale de Sécurité Alimentaire 

et de Résilience, SNSAR)」과 「식량영양안보를 위한 국가농업투자프로그램(PNIASAN)」 등은 

세네갈부흥계획(PSE)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다<그림 2>. 이러한 전략들의 목표 달

성을 위하여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 

ECOWAS)의 공동농업정책(ECOWAS Regional Agricultural Policy, ECOWAP) 및 포괄적 

아프리카 농업개발프로그램(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 

CAADP) 등 지역 프레임워크의 활용·연계를 통해 ODA 지원에 있어 정책적 연관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2>.

<그림 2>  서아프리카지역과 세네갈 국가발전계획 및 농업분야 발전전략간 관계도

자료: Sakho(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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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네갈 농업분야 ODA 추진 체계

세네갈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와 기술계획실

행조직(Technical Planning and Implementing Organisation)의 사업기획과 운영을 통해 추

진된다. 농림수산분야 관련 부처로는 농업농촌시설부(MAER), 축산동물생산부(MEPA), 

수산경제부(MPEM), 환경지속가능개발부(MEDD)가 있으며, 국가식량안전회의 의장 및 

민간부문 이해관계자들이 본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진행되는 모든 국가행사 중 반기마

다 이루어지는 Malabo선언의 농업분야 이행점검(Joint Review of the Agricultural Sector) 

협의체로서 연 1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다. 기술협력 및 모니터링·평가

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분야별 부처(부처별 장관이 위원장)로 구성되며, 분야별 계획의 실

행 점검을 수행한다.

<그림 3>  세네갈 ODA 운영 체계도

자료: Sakho(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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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시설부 장관은 유관기관 및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된 기술 조직 내 모니

터링-평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심사·관리·감독을 담당한다. 기술계획 및 실행을 담당하

는 팀은 농업정책, 식량안보 및 영양과 관련 정책대화를 위한 기획, 모니터링, 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지방정부의 서비스와 사회 전문기관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PNIASAN 프로젝트의 지역조직 및 모니터링 체계는 지역 주지사(governor)를 의장으로 

운영되며, 농업농촌시설부, 수산경제부, 경제재정기획부 등을 포함한 정부부처의 지역사

무소 및 지역 민간부문이 활동조직에 참여하고 있다(Sakho 2019). 

3. 국제사회의 세네갈 지원 현황

3.1. OECD 공여국의 세네갈 지원 현황

세네갈은 2018년 기준 23개의 공여국으로부터 약 18억 9,30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

며, 이 중 농림수산 분야는 1억 3,000만 달러로 총 지원액의 6.9%를 차지하였다. ODA 

전체 지원액은 2011년 9억 6,800만 달러에서 2018년 18억 9,30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그림 3> <표 10>. 국가별로는 프랑스,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에 이어 우

리나라의 순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세부지원 분야별로는 농업개발, 농

촌개발, 농업용수 자원,  농업정책 및 농업관리 등에 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임업분야는 2018년 지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산분야는 

2010년대에 들어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 이후 14~17%로 상향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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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ECD 공식 공여국의 세네갈 지원 전체 총액 및 농림수산분야 지원 변화 추이

백만 달러

 세네갈 ODA 총액    전체 중 농림수산분야 비중

주: 농림수산 분야(CRS code: 310 및 43040 합산한 금액임. 약정액 기준).

자료: OECD 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0>  OECD 공식 공여국의 세네갈 농림수산분야 ODA 지원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ODA 총액 1,590.9 968.0 1,117.2 1,235.3 1,174.8 1,277.1 1,226.3 1,524.5 1,893.4

농림수산 분야 346.5 117.6 170.7 286.1 123.7 267.4 129.4 180.6 130.8

농업 분야 268.8 101.8 160.7 281.0 119.9 262.7 126.6 161.8 116.8

임업 분야 19.2 2.4 2.9 0.7 1.2 1.0 0.6 1.7 -

수산 분야 58.5 13.5 7.1 4.4 2.6 3.7 2.1 17.1 14.0

전체 ODA 중 

농림수산분야 비중
21.8% 12.1% 15.3% 23.2% 10.5% 20.9% 10.6% 11.8% 6.9%

우리나라 지원 비중 3.6% 0.3% 0.8% 0.3% 1.0% 8.5% 1.0% 6.6% 1.2%

주 1) OECD 공식 공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외 26개국, 총 29개국임.

    2) 농림수산분야(CRS code: 310 및 43040 합산한 금액임. 약정액 기준).

자료: OECD 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국제사회는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 농산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생산성 증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도로, 관개수로 등 인프라에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세네갈 정부의 전략 목표에 따라 캐나다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관개시

설 지원 사업, 일본은 수산자원개발 인프라, 프랑스는 수력을 이용한 발전, 도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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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 방향 대표 사업 내용 및 성과

캐나다
영양 지원, 농산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생산 

증대, 신용접근성 개선, 농촌경제개발 지원

Niayes의 경제개발 및 계획지원 프로그램

- 13개 태양에너지 활용을 포함한 136개의 현대 관개시설 

지원 및 농민 훈련. 수혜자 20,593명 중 27%는 여성. 

1,245개 일자리 창출(여성 61%)

미국
민간 분야의 투자, 훈련, 연구, 영양 및 수산품, 

식량안보·탄력성, 정책개선과 가치사슬 분야

Feed the Future : 쌀, 수수, 옥수수개발 지원

- 26,442,390달러 판매가치 증가, 25,331,794달러의 농

업농촌대출 증가, 신규 민간부문 투자 5,788,201달러 증

가, 15,183개 직업 창출, 관개설비를 통한 쌀 생산량 

161,343톤 증가

프랑스

▵ 다양성,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갖는 농업

을 통해 식량자급과 가족농(농업 분야의 90%

에 해당)의 현대화 ▵자원·토지관리 및 사회

경제관리와 관련된 농촌공동체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

공동체 인프라(수력이용 농업계획, 농촌 도로, 마케팅 등)

에 대한 공공 분야 투자를 통해 세네갈의 지방분권화 정책

과 포괄적인 농촌개발 정책실행 지원

일본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관리, 개선된 식량안보 

거버넌스, 소규모 원예재배 농가 지원, 천수답

기반의 쌀 생산 지원, 관개시설과 연계된 쌀 가

치사슬개발

고품질 쌀생산, 원예상품의 품질 향상, 수산업 인프라 확보

- 식량안보와 영양, 종자인증 기술 역량 강화, 관개시설 포

함 쌀 생산 마스터플랜 수립

이탈

리아

소농(특히 여성)의 마케팅 및 생산요소 관리 

거버넌스 개선

서비스 센터와 활동훈련의 활성화와, 3개의 시험 농장 운

영, 600ha의 쌀경작지개발, 쌀 종자 생산 연구, 10개 곡물

은행 설립, 농업기계 공급, 5,000ha 농지정지 및 개발, 100

㎞ 농촌도로 건설, 67개 원예농장 건설, 소액금융 프로그램

(6억 유로)

한국 쌀 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촌경제개발

고품질 쌀 종자 선별, 생산자의 역량 강화, 관개시설 설립, 

식수 공급체계 구축, 생루이 지역 농가 소득 증대, 15개 신

품종 도입, 포도르지역 관개 시스템 개선 및 농민조직 설립, 

농업교육과정개발

<표 11>  국제사회의 對세네갈 농업 분야 ODA 전략 방향 및 프로젝트 사례

자료: Sakho(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2. 우리나라의 세네갈 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ODA 중점지원국 중 하나인 세네갈의 「세네갈 국가중점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6-2020)」은 「세네갈 국가도약계획(PSE)」 및 「우선순위 사업추진

계획(PAP)」의 ‘사회적 연대와 법치를 통한 2035년 신흥경제국 지위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나 도농간의 소득과 기본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지속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및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국가협력전략 중점협력분야에서 지역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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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부문에 해당하며, 세부적으로 ‘농어촌지역개발을 통한 균형적 경제발전에 기여’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각 중점협력분야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 <표 12>과 같다. 

2020년 세네갈 ODA 총 예산 약 390억 원 중 중점협력 분야(교육, 지역개발 및 수산업,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에 지원된 예산은 381.1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7.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2>  세네갈 국가협력전략 중점협력 분야 주요 내용

중점협력 분야 주요 내용

지역개발 및 수산업

∙ 농업 생산성 증대

∙ 농촌지역개발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 수산업 지원을 통한 고용 촉진 및 어민 소득 증대

교육
∙ 교육의 질적 접근성 개선

∙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산업인력 양성

물 관리 및 보건위생
∙ 안전한 식수 접근성 향상 및 위생 개선

∙ 지역 모자보건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 개선

교통
∙ 해양 인프라 구축

∙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이용편익 향상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11).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18년 지원까지 세네갈에 총 3억 2,833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 중 농수산 분야에는 총 3,714만 달러, 전체 ODA 예산 중 약 11.3%를 지원하고 있다(2018

년 기준).

<표 13>  우리나라의 對세네갈 ODA 지원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ODA 총액 57.38 3.18 8.44 3.78 11.44 108.48 11.72 100.78 23.09

농수산분야 0.38 0.37 0.53 0.77 8.80 2.47 9.60 12.12 2.08

농업 분야 0.29 0.31 0.26 0.55 7.87 2.00 9.47 1.72 1.66

수산 분야 0.09 0.07 0.27 0.22 0.94 0.48 0.14 10.41 0.42

전체 ODA 중 

농수산 분야 비중
0.7% 11.6% 6.3% 20.4% 76.9% 2.3% 81.9% 12.0% 9.0%

주 1) OECD 공식 공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외 26개국, 총 29개국임.

    2) 농수산 분야(CRS code: 310 및 43040 합산한 금액임. 약정액 기준).

자료: OECD 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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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우리나라의 기관별 농업 분야 ODA사업 현황

번호 담당 정부부처 사업명

1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포도르 지역 새마을 시범마을을 통한 농촌개발사업(2020~2022/250만 달러)

2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16-’22/850만 달러)

3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농업생산성 증대 사업(2014~2017/3백만 달러)

4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미곡가치사슬 강화 2차 사업('20-'25/1,100만 달러)

5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소득증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2019-2021/1,326

백만 원) (민관협력)

6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2016~2019)

7 농촌진흥청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2016~2020)

8 해양수산부 연안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2017~2019/40만 달러)

9 해양수산부 연안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 지원 및 관리 기술 이전(2017~2018/1백 20만 달러)

10 한국수출입은행 냉동창고 건립사업(2019~2020/50만 달러)

11 한국수출입은행 냉동탑차 공급사업(2019~2020/50만 달러)

12 경상북도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조성(2014~2018/110만 달러)

자료: ODA Korea 통계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10)

  <표 14>는 우리나라의 유관기관별 ODA사업 추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2020년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북동부 포도르 지역을 중심으로 관개수로 지원, 생산성 증대 및 

역량강화 등 쌀의 통합적 가치사슬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수산인프라 지원 

및 관리 기술 이전 등 기술적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KOPIA센터를 통해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

체(KAFACI)를 통해 농업기술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등의 농업 기술 지원 특화전

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냉동창고 건립, 냉동탑차 공급 등 기자재와 건축 

위주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0)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https://stats.odakorea.go.kr/index.jsp)(검색일: 201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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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네갈 농업부문 중점 협력 분야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주로 소비되는 식품은 쌀, 카사바, 옥수수, 식물성 유지, 얌(Yam)이

며, 주요 수입식품은 쌀, 밀가루, 식물성 유지, 팜 오일, 설탕 등이다. 특히 쌀은 소비 수요가 

높은 만큼 향후 ODA분야에서 유망한 지원 대상 작물에 해당한다<표 15>.11) 

  세네갈 북부 생루이(Saint Louis)의 서부지역은 프랑스, 동부지역은 한국이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쌀 종자 개발과 계약 재배부터 미곡종합처리시설(RPC)지원까지

의 과정에 민간기업이 진출하였으며, 이를 ODA와 연결하여 추진 중이다<그림 4>. 우리나라

의 생루이 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는 크지 않으나 현재까지 지원된 ODA사업의 대다수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 향후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지역개발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종자개발(R&D)과 KOICA에서 지원한 농업기술 

훈련센터 및 관개시설 지원 등은 농업기술 협력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서 개발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PNIASAN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기술

협력 활동 그룹(Agricultural Working Group)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는 KOICA가 이 활동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이 기술협력 활동 그룹(AWG)에 참여함

으로써 세네갈 농업분야 정책(PRACAS Ⅱ)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ODA 농업분야 정책 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

<표 15>  아프리카 권역별 5대 식품

구분 북부 서부 중부 동부 남부

소비

밀 쌀 카사바 옥수수 옥수수

설탕 카사바 옥수수 밀 밀

옥수수 식물유 식물유 쌀 식물유

식물유 옥수수 밀 카사바 설탕

쌀 얌 쌀 콩 쌀

수입

밀가루 쌀 밀가루 밀가루 식물유

옥수수 밀가루 가금류 식물유 과일·채소

식물유 식물유 쌀 설탕 쌀

과일·채소 팜 오일 식물유 쌀 밀가루

낙농제품 설탕 설탕 과일·채소 설탕

자료: ACET(2017), p.114.; 박영호 외(재인용)(2018), p.184.

11) 박영호 외(2018), p.184; FAO STAT(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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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역별 ODA 지원 국가 현황

자료: Sakho(2019: 25).

  세계은행 보고서(2018)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세네갈의 대표적 농작물은 쌀과 양파로,  

특히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세네갈 정부에서 세네갈 강유역(Senegal River Valley)에 관개시

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사용자협회(Water User Associations와 민간 

쌀 도정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생산성이 증대되고 있다. <표 16>에서는 2010년~2017

년에 걸친 쌀 생산-수입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경작면적, 생산량, 생산성의 증가폭보다 

수입량과 수입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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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세네갈 쌀 생산량 및 수입량 변화 추이(2010~2017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작면적(천 ha) 147.2 109.2 117.7 108.5 135.0 237.3 221.3 169.6

생산성(hg/ha) 41,033 37,171 39,892 40,181 41,417 38,194 39,038 42,116 

생산량(천 톤) 604.4 405.8 469.6 436.2 559.0 906.3 863.9 714.4

수입량(천 톤) 706.7 807.8 1,040.8 1,123.6 1,111.2 1,159.3 973.7 1,180.5

수입액(백만달러) 294,7 376.3 450.5 460.2 414.8 382.6 325.6 428.8

주: 생산성 단위인 hg/ha는 헥타르당 헥토그램(hectogram)으로 hg은 1g의 100배인 100g임.

자료: FAO STAT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12)

  종자 보급, 농기계 보조금 지급 등의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201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세네갈의 식량안보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형 ODA 모델 수립 

연구(2012)』13)와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연구(2015)』14)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쌀 품종 개발과 생산 인프라 개선 및 저장, 유통 개선 

등 전반적인 가치사슬에 걸쳐 비교우위가 있다.

5. 세네갈 쌀 가치사슬 분석

5.1. 쌀 가치사슬 단계별 현황 및 문제점

  세네갈 강유역(Senegal River Valley)에서 재배되는 쌀의 판매 경로는 쌀 재배 경작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규모 농가의 경우 대형 정미소와 직접 거래하는 반면 소농들의 

경우 수집상을 통해 생산된 쌀을 소형 정미소로 판매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15) 이 과정에서 

소규모 거래상들이 개입하기도 한다. 주로 태국, 베트남, 인도 등에서 수입되는 쌀은 수입업

체를 거쳐 도매상에 판매되고 있다(Sakho 2019)<그림 5>.

12)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검색일: 2019. 5. 29.)

13) 주동주 외(2012).

14) 이대섭 외(2015).

15) 대형 정미소에서 수입업체로 쌀이 이동하는 것은 국산쌀 판매 의무 규제에 따른 것임. 세네갈 강 유역(SRV) 지역의 대부분은 

소농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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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세네갈의 쌀 유통 단계

자료: 박영호 외(2018: 86)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표 17>에서는 세네갈 쌀의 가치사슬 단계별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산단계는 투입재, 토지, 재배 기술의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종자, 비료, 금융 접근성 

제고, 토지의 소유권 및 이용권의 보장을 위한 토지 제도 개선, 관개 수로 및 배수로의 

개선, 농지 정리, 기계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합한 

수확 시기에 적절한 농기계를 사용하고, 수확 및 건조·저장 시설에 대한 보조금과 민간 

부문의 투자를 통해 수확 후의 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농가에서부터 시장까지 유통 

과정에 필요한 기술과 기자재의 지원, 수입쌀에 비해 열악한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쌀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시장 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향미를 

생산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단계의 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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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세네갈의 쌀 가치사슬 단계별 문제점 및 해결방안

쌀 가치사슬 분류 문제점 해결방안

생산 

단계

투입재

종자 ∙ 현지 토양에 부적합한 종자
∙ 우수 종자 보급을 위한 R&D 확대· 종자 보급 

시스템 강화

비료 ∙ 부적절한 비료 사용량 ∙ 시비법 교육 훈련

금융 ∙ 낮은 금융접근성
∙ 소농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원 제도 도입

∙ 취약층 신용 확보 제고

토지

토지관리

∙ 시범 경작지에 대한 보상 필요

∙ 여성의 토지 접근성 부족

∙ 농기업에 불리한 토지제도

∙ 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 농지 할당

∙ 여성농에 새로운 관개농지 할당 촉진

∙ 농가공기업과 계약재배 가능성을 바탕으

로 우선순위 설정 

관개시설
∙ 관개시설 이용률 저조

∙ 열악한 배수로

∙ 관개시설에 적합한 농기술 활용

∙ 배수시설에 적합한 농기술 활용

농업

기술

생산기술 ∙ 농지정리와 관련한 이모작 제한 ∙ 시기적절한 농지정리를 위한 기계화

기계화 ∙ 기계화 부족 및 높은 구매 비용
∙ 트랙터 및 생산기계 업체 진출, 투자

∙ 보조금 또는 대출 지원 제도 도입

수확 

후 

관리

수확 

후 

기술

기간 ∙ 이모작으로 인한 시간 제한 ∙ 수확시기에 맞는 농기계 사용

기술 ∙ 수확기계 부족 및 이용 비용 ∙ 수확기계에 대한 보조금 및 투자

인프라
건조시설 ∙ 건조 시설, 설비 부족 ∙ 건조장비에 대한 보조금 및 투자

저장시설 ∙ 현대화된 저장시설 부족 ∙ 저장시설에 대한 보조금 및 투자

가공
가공

기술

가공기술 ∙ 가공 설비 및 기계 부족 ∙ 가공설비에 대한 보조금 및 투자

가공설비 ∙ 불충분한 산업가공시설 ∙ 산업가공설비에 대한 보조금 및 투자

저장 저장

저장시설 ∙ 불충분한 저장시설 ∙ 적정저장설비에 대한 보조금 및 투자

관리
∙ 민간부분 저장관리회사 수 부족

∙ 저장관리체계에 대한 제한된 지식

∙ 전문적인 저장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및 훈련 

지원

마케팅

운송

운송

∙ 저장관리체계에 대한 제한된 지식

∙ 농가에서부터 트럭운송까지의 

낮은 접근 이용성

∙ 도심지역 심각한 교통체증

∙ 열악한 지방 도로 인프라

∙ 운송 트럭에 대한 보조금 및 투자

∙ 유·무상 협력,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도로 

여건 개선

∙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식량 접근성 강화

마케팅
∙ 수입쌀에 비해 열악한 마케팅

∙ 소비자 시장 조사 미흡
∙ 지역쌀 브랜드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품질

관리

식품안전 ∙ 저품질 쌀 자급자족
∙ 자급쌀 도정을 위한 소규모 도정 시설 

보조금 및 투자 지원

품질관리 ∙ 시장에 판매되는 쌀 품질개선 필요 ∙ 생산자가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케팅
소비자 

선호
∙ 향미 선호 ∙ 생산자가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료: Sakho(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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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농업부문 중장기 지원 방향 제안

  세네갈 식량안보 및  농업 가치사슬 강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기술적 비교우위를 분석하

여 선택·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세네갈의 국가도약

계획(PSE)은 농업부문에서는 주로 관개 시설 확장, 식수 및 관개수로를 위한 담수화 플랜트 

등의 인프라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제한되었던 생활환경개선, 식량 

및 영양안보, 농업가치사슬 발전을 위해 특히 수확후 관리 및 저장시설 개발에 대한 민간부

문의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방향성은 여성과 소농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농업분야 취업과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형 

ODA 프로그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품종개발 및 보급’에 기술적 역량이 뛰어나다.16) 

농촌진흥청 KOPIA 센터와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쌀의 종자 선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표 18>  세네갈, 우리나라, 국제사회의 지원 정책과 목표, 지원 수단 요약

주체 구분 세네갈 우리나라 국제사회

주요 정책 또는

지원 국가(기구)

국가도약계획(PSE)

국가농업부문 투자프로그램

(PNIASAN)

중점협력전략(CPS) 

한국형 ODA 프로그램
USAID, 프랑스, 중국 등

주요 목표 또는 

지원 분야

농업생산성 증대

식량안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

쌀 생산

민간부문 투자 촉진

영양개선

지원 수단 민간부문 협력
인프라 개선

농민 교육 훈련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특징
관개 인프라 지원

민간투자 촉진

품종개발 및 훈련

농업기술 역량 강화

농업부문과 타 분야가 통합적

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형 지원

자료: 저자 작성.

  UN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에 따르면, 2019년 5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협정

(African Continental FTA, AfCFTA) 발효 이후 2022년까지 역내 교역이 2010년 대비 2022년 

5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KOTRA 2019). 세네갈은 서아프리카에서 정치경제적으

로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큰 비중을 농업이 차지

하고 있는 만큼 농업부문의 가치사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16) 주동주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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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에 가입한 이후 ODA 예산은 2010년 1조 

3,000억 원에서 2019년 3조 2,003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농

촌개발 경험은 여러 ODA분야에서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러

한 성과와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체계적인 지원 전략 및 원조의 효과와 

성과에 대한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파리 선언은 수원국의 책무성과 공여국 및 수원국의 정책 간 일관성을 강조하였다. 세네갈

은 국가 비전인  ‘세네갈 국가도약계획(PSE)’에서 2035년까지 신흥경제국 지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 중 53%에 해당하는 인구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은 세네갈의 경제·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세네갈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세네갈 농업분야에 지속적으

로 지원해왔다. 세계은행은 대규모 쌀 경작지 개간, 저장시설 구축 및 농업 기자재 제공과 

같은 인프라 개발 및 기자재 지원사업과 86개의 농업분야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프랑스는 세네갈에 가장 큰 공여국으로 식량자급 지원과 가족농 현대화라는 부문을 주요 

전략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공동체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

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Feed the Future 이니셔티브의 농업생산성 향상 사업을 통해 쌀, 옥수

수, 수수 등의 곡물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비교우위가 

있는 우량종자개발, 보급 및 관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KOPIA센터를 

통한 기술보급과 KOICA를 통한 세네갈 북부지역 쌀 생산성 증대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99번째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를 제시

하였다. ODA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확대되

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이행 수단이 개발·동원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세부적으로 

기술협력을 기반으로 농민과 농업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농업 기술교육 및 훈련 제공, 국내외 

농업기술 분야 전문가 파견, 농업기술개발(R&D), 농업정책 및 기술자문, 기업의 사회적 

참여, 봉사단 파견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 여러 활동들로 프로젝트가 구성된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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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IFAD, WFP 등 농업에 특화된 국제기구 및 대규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WB, AfDB 

등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들이 각 기구들의 전문성을 살려 ODA의 개발 효과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및 협업을 시도해야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유상과 무상 원조를 통해 지역과 국가에 집중함으로써 원조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통합적 참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농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

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등의 농업 관련 전문 부처 및 기관과 외교부 및 KOICA 

등이 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협회, aT센터, KOTRA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

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인프라 사업을 연계할 수 있으

며 농업기술 및 정책의 전문성을 지닌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FAO, IFAD, WFP 등의 

국제기구와 국제기구와의 다자성양자(Multi-bi) 사업을  구상하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통해 

세네갈의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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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송 주 호 *17)
 

1. COVID-19와 농식품 산업: 이슈와 대책 (OECD)1)

1.1. 세계적으로 충분한 식량이 공급되고 있지만, COVID-19는 복잡한 방식으로 수급

에 지장을 주고 있다. 

  현재로서는 건강 위기가 세계적인 식량 위기로 발전할 이유는 없다. 주요 작물의 공급은 

많고, 생산 전망은 양호하며, 곡물 재고량은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는 농업과 식품부문을 필수품으로 지정하고 폐업과 이동 제한을 

면제해 주고 있다. 많은 나라의 경우, 이 질병이 생산의 기반이 되는 천연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이 1차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러

나 이 바이러스는 농업 생산체계가 노동집약적이고 심각한 거시경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최빈국의 식량 안보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식품은 기본 필수품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보다 위기의 영향을 

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당, 호텔, 케이터링(catering)의 수요 붕괴, 오픈 마켓의 폐쇄, 

슈퍼마켓의 수요 급증 등 수요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생산 라인을 전환하고 

재고관리 능력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이동과 가계에 대한 직접 

전달, 임시 직원을 고용하는 것 등, 식품체인점의 기업들은 이미 수요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 최빈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농식품부문의 가장 큰 도전은 

 * GS&J 인스티튜트 senior economist (jhsong@gsnj.re.kr). 이 글은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연구보고서 중에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보고서들을 선별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함.

 1) COVID-19(Coronavirus disease 20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30_ 

130816-9uut45lj4q&title=Covid-19-and-the-food-and-agriculture-sector-Issues-and-policy-responses)(검

색일: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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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부문 내 조정(비

용 증가) 및 COV에 대응하여 사람들이 소비 습관을 변경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제품의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하는 필요에서 비롯된다.

1.2. 이러한 혼란은 식품시스템 전반에 걸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농업생산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국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이동 제한과 봉쇄(lockdown)

는 많은 국가의 농업 부문의 노동력 부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계절적 노동 수요나 

노동 집약적인 생산의 경우에 그러하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내에서 새로 시행된 여행 

금지와 쉥겐지역(schengen area)2) 의 폐쇄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과수 및 채소 부문의 

가용 인력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북반구에서 많은 품목에 대한 수확기가 임박했고, 노동력 

부족은 생산 손실과 시장에서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계절 노동

력 충원이 현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한편, 농장에서 하류방향(downstream)으로 발생하는 혼란은 잉여 누적으로 저장시설에 

부담을 주고,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 대해서는 식량 손실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수요 감소로 공급측면의 교란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가정 외에서 먹는 식품과 

사치품). 이런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농가 소득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농가 소득손

실은 농외소득 감소로 인해 더 커질 수 있다.

  소비자 수요의 변화: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COVID-19 대유행의 결과로 경기침체에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OECD는 봉쇄조치가 계속되면 연간 GDP 성장률이 최대 2%포인트 

하락한다고 추정했다.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수요와 고용에 대한 거시경제적 충격으로 전반

적인 식품 수요가 소폭 감소하겠지만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 수요와 더 많은 서비스가 

추가 되는 수요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COVID 19와 유가 전쟁으로 

인한 GDP 감소의 결과인 낮은 유가는 바이오 연료에 대한 농작물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

  식품 공급망 중단: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늦추기 위해 시행된 조치들 또한 

식품 공급망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큰 걱정이다. 식품부문은 

 2) Shengen Area는 유럽의 26개국 간에 여권 없이 국경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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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확산(근로자가 아프거나 격리된 상태)으로 인한 노동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취약할 것이며, 노동력의 노출(exposure)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보건 및 안전 조치의 결과로 

추가적인 생산 및 유통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상하기 쉬운 식품시장은 곡물과 조리된 식품시장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포장 및 처리시설의 긴밀한 작업 환경은 노동력을 COVID-19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게 한다. 

감염률과 결근률 상승으로 가용 인력도 줄었고, 봉쇄에 대한 대응으로 중요 분야에서도 

인력 감축이 이뤄졌다. 공급 차질 외에도 가공 시설의 감염은 농장 단계의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1.3. 농장에서 식탁으로 이어지는 강력하고 유연한 공급망은 식품시스템의 기능을 유지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필요한 곳에 식품을 공급하려면 소비자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COVID-19에 대응하여 

취해진 조치에서 발생하는 공급 제약에 대응하여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연한 공급 

체인이 필요할 것이다. 불확실성은 많고 상황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과거 위기 경험

(2007-2008년 식량 가격 위기)은 COVID-19가 식품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농업 및 식품분야의 국제 시장 개방,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유지: COVID-19 대유행은 

지금까지 주요 곡물에 대한 공급 충격을 유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형 

수출업체들은 수출을 제한했고, 수입 곡물에 의존하여 인구를 먹여 살리는 일부 국가들은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비축량을 확보하려고 구매를 증가시켰다.

� 시기적절한 시장정보 제공을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 2007/08년 식량 가격 위기의 교

훈은 투명성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패닉 구매를 완화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국가들 간의 신뢰를 향상시

킬 수 있고, 따라서 협력적인 해결책을 장려할 수 있다. 국가는 또한 어떤 종류의 정책 

접근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증명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동료 학습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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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적으로 명확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제공: 많은 정부들이 식품재고의 가용성

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함으로써 구매와 사재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무역제한 피하기: 수출 규제는 특히 가격 변동에 더 많이 노출된 국가의 경우 글로

벌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공급을 저해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 결

과, 수출 제한과 국제 교역 붕괴는 식량 가용성을 줄임으로써 식량 안보에 큰 위협

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위기의 경우 영양 부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COVID-19 확산 방지 조치의 무역 비용 최소화: 세계 식량 가치 사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비관세 조치(SPS와 TBT 대책3))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위생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특히 국가 간 요구사항(requirement)이 다를 경우, 

식품 수출업체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WTO 회원국들은 예를 들어, 전자 문서의 신속한 제출을 통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 COVID-19의 리스크에 대응하여 시행하는 SPS 및 TBT 대책은 과학적 근거, 투명성, 

차별성이 없으며 불필요하게 무역에 지장을 주거나 무역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리스크에 대한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그러한 대책의 필요성도 재평

가되어야 한다.

� 원활한 국경절차를 위한 국가 간 조치를 조화시키고, 모범사례의 공유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유연성을 허용하고 교역 파트너 간의 신뢰를 구

축하는 지역적으로 조정된 전략도 식품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식품 공급망의 노동 제약 대책: 

� 식품부문 종사자를 핵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지정에는 농장 노동자와 식품 사업 

종사자 외에 식품 안전 검사원과 같은 부문에 대한 중요 서비스의 공공 및 민간 

3)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위생 및 식물위생),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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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농민들이 계절노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건강 이외 및 안전 관

련) 규제 요건 완화

� 현장(field), 포장, 가공시설 등의 작업환경이 밀접하여 COVID-19의 감염위험이 높아

진 점을 감안하여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식품체인 전반에 걸쳐 건강 및 식품 안전 보장:

� 농식품부문에 적합한 생물안정성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한 생물안전성 실천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최대한 신속히 수집하여 전달한다.

� 야생 동물 고기의 인도적인 도축, 취급, 판매, 준비 및 소비를 규제하는 엄격한 규정

을 시행한다.

  대체 채널을 포함한 식료품의 이동 촉진

� 무역 촉진과 물류를 증진시킨다. 국경을 넘어 부패하기 쉬운 제품의 이동을 촉진하

면 식량 손실과 처리 어려움에 관련된 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국경 검사를 용이하

게 하면 살충제나 수의약과 같은 필수 농산물 투입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

다. 디지털 도구는 예를 들어 위생 및 식물위생 인증서의 전자 사본을 허용함으로써 

국경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식품의 이동을 촉진하고 농가의 투입재 시장과 판로 시장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송 연계(link)를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현재와 미래의 취약 계층의 식품 및 영양 요구 충족 보장: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COVID-19

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상당한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이것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식품불안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노인, 만성질환자, 가난한 가정과 같은 일부 집단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폐업, 식품 은행의 폐쇄 또는 증가, 슈퍼마켓의 필수 물자와 저비용 선택권을 감소시키는 

패닉 구매의 결과로 단기적인 식량 부족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 적절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안전과 영양 요구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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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들, 특히 이미 분쟁이나 인도주의적 위기로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 

COVID-19는 생계와 식량 안보에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에볼라의 

경험은 전염과 이동 제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부 농부들이 생산을 하지 못하고, 현금과 

식량작물 생산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농업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이 지역의 심각한 농업 

노동력 부족을 야기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생계가 곤란해지는 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1.4. 앞을 내다보면 COVID-19는 농업과 식품 분야의 복원성, 지속가능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OVID-19에 비추어 볼 때, 식품시스템이 더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는 훨씬 더 시급한 우선 과제이다. COVID-19 대유행은 미래의 충격과 도전에 

대한 농식품 부문의 탄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와 개혁을 식별하기 위해 

식품시스템의 애로(chokepoint)와 취약성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인구 집단에 대한 전염병의 완전한 영향과 배워야 할 교훈을 이해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들

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5. 결론

  지금은 눈앞에 닥친 위기에 단지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도 왜곡되고 비효율적이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원(support)을 되돌려(roll back) 새로운 도전을 충족시

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탄력적인 식품시스템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는 규제 개혁과 함께 천연자원의 제한, 변화하는 기후, 시장 

수요, 기술 개발 및 ‘확률은 낮지만 영향은 큰’ 재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전체 식품시스템

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COVID-19의 충격은 

‘평소와 같은 비즈니스’ 정책에서 글로벌 식품시스템의 생산성, 지속 가능성, 탄력성에 투자

하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 패키지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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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ID-19가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인가? (IFPRI)4)

  모델 예측, 초기 경험적 증거, 이전 위기로부터의 교훈을 바탕으로, "COVID-19가 식량 

위기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다음과 같다.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다. 단 하나의 세계적인 해답은 없다; 식량 위기의 위험은 경제 발전 수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부자라면 대답은 "아니요"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가난하다면, 

대답은 "그렇다"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2.1. 빈곤층은 COVID-19의 공평치 못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1)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식량 안보와 영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생산적인 자산 가운데, COVID-19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주요 자산인 노동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COVID-19는 가난한 나라의 민간부문 가치 사슬에 더 많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4) COVID-19는 음식, 영양, 건강, 빈곤에 관한 공공 부문 프로그램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인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

5) 가난한 나라들은 감소하는 소득을 보상할 경제적 능력이 낮다.

  경제모델들은 현 상황이 상대적으로 높은 식량 재고, 풍년, 저유가, 수요 감소 때문에 

세계 식료품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과 운송 

등 물류상(logistical)의 문제들 때문에 식품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식품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시장 상황보다는 소비자와 정부의 사재기 행동일 

수 있다. 2007-08년 식량 위기 당시 발생한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는 여러 전문가의 

보고와 경제 조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부들이 식품에 대한 무역 제약을 도입했다. 그러나 

식료품 가격의 큰 폭의 상승이 없을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 안보 상황은 전 세계적으

로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4) (https://www.ifpri.org/blog/will-covid-19-cause-another-food-crisis-early-review)(검색일: 2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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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득 감소, 식품 및 영양 보장

  COVID-19를 통제하기 위한 봉쇄조치와 다른 사업 활동 제한으로 인해 야기되는 세계적

인 불황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식품 소비와 영양상태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식품 가격 상승, 소득 감소,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사람들은 그들의 식품에 지불할 

실질 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지불이 조정될 것이다. 이런 효과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의미한다. 글로벌 모델들

은 세계 경제가 1% 포인트 감소할 때마다 빈곤층의 수가 2~3% 증가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약 1,400만에서 2,3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과 경제적 영향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빈곤과 기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젤 등(Rozelle et al. 2020)의 초기 연구는 중국의 농촌가구에 이러한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COVID-19 여행 제한으로 도시에서 임금 받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면서 

소득을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은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소득 손실을 입었다. 

이 가구들은 영양 섭취를 상당히 줄였다. 대다수의 농촌 사람들은 고기와 육류제품과 같은 

더 비싼 상품 대신에 더 많은 곡물과 기본식품(staples)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음식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

  COVID-19는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유일한 생산 자산인 노동, 특히 육체노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극빈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부유한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자본과 

토지 같은 생산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노동력은 전형적으로 질이 

다르다. 타운하우스나 도심 아파트 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어 e-메일과 줌(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생산적인 시간을 할애한다. 유일한 수입원

이라곤 집 밖에서 육체노동(manual work)을 해야 하는 낮은 기술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2.3. 민간 가치 사슬의 교란

  일손이 부족하여 수확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씨앗이나 비료가 부족하여 파종이, 수송시

설이 감소하여 수송이, 봉쇄나 사회적 거리 때문에 유통 교류가 중단될 수 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공급망이 붕괴되었을 때 1990년대 전환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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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시스템의 붕괴다. 그러한 경험들은 상품의 특성, 시스템의 자원 집약도, 경제 개발 수준

에 따라 영향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영향을 받은 주요 생산 요소는 자본이었다(로젤과 스윈넨 2004). 이미 

언급했듯이, 최근의 혼란은 대부분 노동의 제약과 관련이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 집약적인 

식품 가치 사슬(대부분은 부유한 나라에서, 또는 가난한 나라의 부유한 지역에서)은 노동 

집약적인 가치 사슬(대부분은 가난한 나라에서)보다 훨씬 덜 영향을 받는다. 리어돈

(Reardon) 외 연구진(2020년)은 노동 집약적이고, 작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일하는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중소기업에서 그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대식 소매업과 

식품 서비스 회사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적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 

안보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4. 공공부문 프로그램 교란

  COVID-19는 가난한 사람들이 의존하는 음식, 영양, 건강, 빈곤에 관한 공공부문 프로그

램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전국적인 봉쇄조치는 학교 폐쇄를 암시했다. 

이는 국내 최대 안전망(safety nets) 중 하나인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산부와 수유산모들을 위한 커뮤니티 마당(courtyard) 세션의 영양 프로그램 

등 다른 안전망도 영향을 받는다. 아동 예방접종 등 주요 건강 프로그램도 차질을 빚었다. 

그리고 공공 식량 구호 프로그램들은 분배장소에 많은 군중을 끌어들임으로써 더 많은 사람

들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킬 위험에 직면해 있다.

2.5. 정부 보상 역량 제한

  많은 선진국들이 지출을 늘리고 통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COVID-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의 선택권은 더 제한적일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보건, 

필수 품목 및 서비스, 국내 통화의 국내 금융 순환(circuit), 국제 무역 및 대외 부채와 연계된 

외환 시장에 그들의 대책을 집중하면서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집중적

인 접근방식은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 이전과 안전망, 그리고 기업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 투자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지출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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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동시에 다자간 개발은행은 물론 세계은행, 유엔, 국제통화기금(IMF)등의 국제기

구를 포함하여 국제 사회는 개도국의 정책 대응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COVID-19 시대의 식품안전(FAO)5)

  현재, COVID-19의 대유행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닭, 오리, 다른 가금류, 돼지, 소, 낙타, 

말, 양, 염소, 토끼, 기니돼지, 물고기 등 국내 식량 생산 동물들에 의해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다. 살아있는 동물은 병원균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종류의 식품은 오염된 장비, 

표면 또는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잠재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 적절한 청소와 교차 오염의 

예방은 식인성 질환의 통제에 매우 중요하다. 환경위생, 개인위생, 확립된 식품안전관행의 

건전한 원칙의 적용은 식품이 집약적인 농업, 소규모 이해관계자 또는 야생동물로부터 공급

되는지에 관계없이 유해한 병원균이 식품공급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사람들은 동물성 식품으로부터 COVID-19에 전염될 수 없다. 박쥐는 핵산 염기서열 분석 

결과 COVID-19를 야기하는 바이러스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숙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박쥐와 인간 사이의 직접적인 전염에 

대한 문서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야생 생물 종들은 박쥐와 인간 사이의 중간 숙주로 

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야생동물 종의 개입이나 다른 야생동물 종과 인간 사이의 

전염 경로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없다. 이 질병의 전염은 인간 대 인간 

전염의 결과로만 보고되었지만, 어떤 야생 동식물이 바이러스의 초기에 동물에서 인간으로

의 전염에 기여했는지 아는 것은 현재 유행병이 통제되고 나면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 있다.

  (국내산 또는 야생산) 조리된 고기, 달걀, 우유 등의 섭취는 질병의 감염 수단으로 간주되

지 않는다. 그러나 살모넬라 spp, 캄필로박터 spp, 대장균, 리스테리아 등 다른 병원균에 

의한 식품 공급 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이다. 식품은 살아있는 

동물의 감염에서 시작하여 소비지점까지 모든 식품 사슬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부터 인체

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다. 이러한 오염을 방지하면 식인성 질환이 

 5) (http://www.fao.org/3/ca8623en/CA8623EN.pdf)(검색일: 2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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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식품사슬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병원균 발병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 비록 수백만 

명의 시골 사람들이 야생 고기에 의존하지만 야생고기는 불법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비율이 

비공식적인 시장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야생 고기 가치사슬을 따라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건강하게 보이는 살아있는 동물들은 위험한 병원균을 조용히 숨길 수 있다. 살아있는 

동물은 가축이든 야생이든 병원균(브루셀라 spp, 살모넬라 spp, 마이코박테리움 결핵, 트리

치넬라 나선염,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며, 또한 사람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한 위험은 농부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사냥꾼, 정육점 그리고 다른 식품 사업 운영자들에

게는 직업적인 위험이 된다. 이 유기체들은 동물의 조직과 근육, 우유, 계란과 같은 생산물을 

통해 존재할 수 있으며 식품을 안전하지 않게 만든다. 경우에 따라서는 드레싱, 취급 및 

조제를 잘 못하는 경우 위장관(gastro-intestinal tract)에만 국한되어 동물 조직 및 제품만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다. 동물 건강 검진은 이러한 미생물에 의해 야기된 임상 징후를 식별

하고 감염된 동물들을 식품 사슬에서 제외시키는 귀중한 수단을 제공한다. 

  불행하게도 동물원성 매개체(zoonotic agebts)는 항상 질병이나 감염의 외적인 징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더욱이 일부 포획된 야생동물에겐 가능할 수도 있지만 먹이를 위해 

사냥한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건강 검사를 하는 것은 실행가능하지 않다. 병원균을 보유한 

일부 동물들이 무증상일 수 있지만, 그들을 식품 사슬에서 항상 제외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도축 직후 동물 사체에 대한 검사에서 병리학적 징후가 보이는지 여부는 야생 동물과 

가축 모두의 사체의 건전성(wholesomeness)에 대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 

안전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대부분의 미생물학적 특성을 식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식품 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도축 방법이 필요하다. 위장염에 걸린 동물들은 

그들의 환경을 오염시킨다. 도살 전에 동물을 사육하는 장소는 병원균에 오염될 수 있다. 

병원체 전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환경과 모든 장비, 도구 및 표면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식품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살아있는 동물은 병원균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종류의 식품은 오염된 장비, 표면 

또는 환경과 접촉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 적절한 청소와 교차 오염의 예방은 

식인성 질환의 통제에 매우 중요하다. 병원균이 이전에 오염된 제품(교차 오염), 에어로졸 

또는 오염된 손이나 의복과의 접촉에 의해 표면에 침전되면, 그들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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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칼, 톱, 운송 용기,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무생물 물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그러한 표면에서 최대 9일 동안 감염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병원균은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소

독제와 소독제로 파괴될 수 있다.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이 필수적이며, 몸이 불편한 사람은 식품취급을 피해야 

한다. 많은 인간 병원균은 감염 중에 대변에 배설되고 심지어 개체가 명백한 회복 후에 

임상 징후를 보이지 않을 때도 배출된다. 효과적인 손 세탁과 깨끗한 보호복 사용 등 엄격한 

개인 위생이 식품 오염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아픈 사람들은 재채기나 기침으로 환경과 

주변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식품 가공 환경에서, 이것은 근처의 모든 장비의 오염과 직접 

또는 표면이나 작업자의 손에서 식품으로 교차 오염을 통해 식품의 오염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공 없이 날 것으로 소비될 수 있는 신선한 식품을 취급할 때 특히 좋은 위생 관행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신선한 과일과 야채와 더 이상의 열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음식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특히 환경 및 식품 취급자의 오염에 취약할 수 있다. 식품 

매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식품 접촉 환경, 장비 및 도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올바른 손 씻기 관행을 준수하며,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을 분리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물성 식품은 적절한 열처리를 해야 하고 재오염되지 않게 보호되어야 한다.  COVID-19

의 식품 매개 전염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동물성 원료의 날것과 덜 익힌 음식(고기, 달걀, 

우유 제품)을 피하는 것은 모든 바이러스 및 다른 식품 매개 병원체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킬 

것이다. 내부온도가 70℃에  도달하면 고기의 바이러스와 다른 병원균을 죽이기에 충분하다. 

바이러스는 영하 20℃에서 최대 2년간 냉동식품에서 발견될 수 있으므로 냉동식품의 적절한 

조리법도 지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COVID-19에 관여된 바이러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미비하지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같은 유사한 바이러스의 데이

터를 기반으로 이번 바이러스의 행동과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발원해 

식용으로 쓰이는 또 다른 동물을 감염시켰을 수 있다는 가설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가 

식품 사슬을 통해 동물에서 인간으로 계속 전염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환경위생, 개인위생, 

확립된 식품안전 관행을 건전하게 적용한다면 식품이 집약적인 농업, 소규모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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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야생동물로부터 공급되는지에 관계없이 유해한 병원균이 식품공급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위원회는 식품위생, 육류 취급 및 식품 내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한 모범사례 적용 및 이행방법에 관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지금 

시기에 코덱스에서 권고하는 것과 같은 강화된 식품 안전 관행은 병원균이 있는 식품의 

오염 가능성을 낮추고, 발생된 식품 매개 감염으로 인한 공중 보건 부담을 낮추어 이미 

과부하된 공중 보건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농식품분야 글로벌 가치 사슬: OECD 분석 종합(OECD)6)

4.1. 식량과 농업분야는 점점 더 글로벌 가치 사슬로 통합되고 있다. 

  식량과 농업 부문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에서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자재를 최종 소비재로 전환하는 과정의 여러 단계가 존재한다. 무역과 투자의 장벽이 

낮아지고 계약, 마케팅, 물류 분야의 발전에 힘입어 여러 나라에 걸친 생산, 변환 및 배달의 

분리가 용이해졌다. GVC내에서 일반적으로 농업은 식품, 섬유 및 연료 등의 상류(업스트림) 

공급자로서 다양한 농업 원재료를 이용하는 하류(다운스트림) 사용자들인 식품부문과 연계

된다.

  두 가지 주요 지표를 사용하여 GVC에의 참여 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 i) 전방(forward) 

참여, 즉 다른 국가의 수출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수출의 비중을 측정하는 것과 ii) 후방

(backward) 참여, 즉, 한 국가의 수출에 사용되는 수입중간재의 비중을 측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산업 부문과 비교할 때 1차 산업 부문의 전방 참여는 높아서 첫 번째 수입국이 

수출하는 금액의 약 20%는 재수출되는 것이다. 반면, 후방 참여율의 경우에 대부분의 다른 

산업분야는 25%정도인데 비해 식량과 농업분야는 다소 낮은 15% 정도를 차지한다.

  서비스는 농식품 GVC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구성요소인데 농산물 수출 부가가치 총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식품 부문 수출의 35%를 차지한다. 또한 서비스 부문은 고소득국가에서는 

 6)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6e3993fa-en.pdf?expires=1587433210&id=id&accname=guest& 

checksum=6597F1F33E6ED995BB5ED872FB5C7257)(접속일: 2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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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최종가치의 30%, 개발도상국에서는 23%를 차지한다.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무역, 

운송,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인데, 대부분 국내 시장에서 조달되므로 농식품 생산과 경쟁력

을 위한 국내 서비스의 품질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GVC는 점점 더 글로벌해지고 있다. 외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농축산물 부가가치 금액은 

2004년과 2014년 사이에 명목상으로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역외 교역(extra-regional 

trade)에서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신흥국들이 농식품 

중간재의 주요 공급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간재는 종종 지역 네트워크에서 가공되

고 판매된다.

  농식품 가치 사슬은 또한 거점(hub) 중심으로 집중화 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미국, 독일이 

현저하다. 중국은 다른 국가에서의 농식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를 판매하기도 하며, 자국의 

수출용 생산을 위한 중간재와 최종 수요를 위한 구매자이기도 하다. 유럽, 특히 독일은 수출 

및 최종 수요에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부가가치 구매자이며, 고도로 통합된 EU 회원국의 

식량 시스템 특성이 강조된다. 미국은 주로 자국의 최종 수요를 충족시키는 구매가 많은 

편이다.

  그렇더라도 대부분의 농식품 무역은 복수국경을 넘지 않는다. 농식품 중간재들은 종종 

국내 시장을 위한 최종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었다. 더군다나, 많은 개도국에서 식품 

생산과 소비는 대부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다.

4.2. 농식품 GVC의 발전으로 전문화와 무역으로 인한 이익이 확장된다.

  GVC 참여도가 높은 국가는 보다 효율적이고 더 좋은 품질의 투입재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결과에 따라 더 강한 산업과 고용의 성장을 경험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기술과 

광범위한 혁신을 통해 생산성 증진이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농식품 활동의 GVC 참여는 생산성 향상, 생산 증가와 생활 개선 측면에서 보다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양모, 종자유(oilseed) 및 식물섬유 부문에서 GVCs는 고용의 1/3~ 

1/2을 차지한다. 전체적(aggregate level)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GVC와 연결된 일자리가 

생산성 수준이 높아서 GVC에의 참여는 비농업 분야의 경제 전환과 성장의 핵심 동인(driver)

이며 농식품 부문도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여겨지고 있다.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면서 생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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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제품을 차별화하고 맞춤화하며,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GVC 참여로 얻는 이득이 국가가 필연적으로 하류(downstream) 가공방향으로 수직적인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부 경우에는 한 나라의 비교우위는 

1차 생산에 전문화된 상태로 남아 있지만, 1차 생산품의 품질을 높이거나 다른 부문으로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GVC 참여

에 따른 효율성 이득을 선호할 수 있다.

  GVC 발전은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식품의 가용성을 높여 왔고, 가격 인하와 

소비자 선택 개선을 가져왔다. 또한 농식품 부문의 소득증대를 지원하였는데, 농식품 부문의 

GVC 참여는 전 세계적으로 농업 노동력 수익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세계적으로 총 농업 노동력의 수익은 국가별로 크게 다른데, 뉴질랜드에서는 73%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무역 관련 고용은 2004년에서 2014년 사이에 고소득 주요 무역국

들에서 약 200만개의 농업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러한 무역 일자리는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

정에서 야기된 농업 고용 감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3. 무역 보호는 가치 사슬을 통해 비용이 부과된다.

  GVC 참여가 무역 개방을 통한 이득을 확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역 보호는 GVC를 통해 

손실이 확대된다. 상품이 국경을 여러 번 넘게 되면 각 국가는 타국의 수출에 내재된 자국의 

부가가치를 재수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입되는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는 수출에 대한 

관세와 같은 효과가 있다. 동시에, 국가의 수출은 단지 그 수출품이 보내지는 시장에서의 

관세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부가가치가 보내지는 제3의 시장의 

관세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는다. 관세는 또한 경쟁을 제한하고, 생산성 증가에 제동을 가하

고, 고용 증가를 둔화시킴으로써 GVC 참여에서 발생하는 더 다양한 이득을 억제한다. 

  비관세 조치(NTM)는 다른 부문보다 농식품 부문에 더 많은 경향이 있으며 종종 관세보다 

영향이 크다. 그들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무역을 지원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 안전

과 품질 표준은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높은 

규정 준수 비용은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업, 특히 중소규모(SME) 기업의 참여를 제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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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규제 설계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 국가의 규제 권한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NTM이 

무역과 GVC를 촉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비차별성, 

비례성이 포함된다. 즉, 과학에 기반을 두고, 합의된 국제 표준에 부합되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

4.4. GVC 참여 촉진과 농식품 부문에 필요한 조정을 관리하는 정부 지원 정책

  국내 농업 지원 정책은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왜곡된 농업보조금은 농업 부가가치 

성장에 악영향을 미쳐왔으며, 특히 국내 가공부문을 포괄하는 GVC의 참여로 인한 수출 

수익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문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류 

부문에도 피해를 입힌다. 산출물과 투입물에 연계된 보조금이 시장 왜곡을 일으키고 있으며, 

GVC 참여로 인한 노동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무역과 GVC

에 참여하는 고용 및 임금 증가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업에 대한 국내 지원은 GVC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 예컨대 R&D, 교육 및 고품질의 물리적 기반시설

(physical infrastructure)은 노동 수익과 국내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생산과 소비가 

서로 다른 시장들로 분산되면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지만, 특정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농식품 무역의 집중은 네트워크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중간재나 농식품의 공급을 외부 1~2개 시장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민간 그리고 어쩌면 공공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GVC의 발전은 시장 개방의 효과를 확대하여 효율성 향상과 경제 변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승자와 패자를 창출하며, 이익을 극대화하고 조정 대상자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

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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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가와 소매 이전 부문에서의 식품 손실의 경제적 동인: 미국의 공급체인 

조망(USDA)7)

5.1. 문제의 제기

  미국 농무부는 소매업과 소비자 수준에서의 식품손실의 가치를 연간 약 1,610억 달러라고 

추정한다. 상당수의 연구들이 이러한 유형의 식량 손실을 조사했는데, 농가와 유통경로에 

있는 식품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제적 요인을 분석한 사람은 별로 없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신선한 음식이 재배되고, 가공되고, 판매되는 방식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 농가와 기타 소매 이전 부문의 식량 손실의 동인(drivers)의 개요를 제공한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와 관련된 손실들은 부패하기 쉽고 식단(diet)의 품질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흥미롭다. 

<그림 1>  북미에서의 과일과 채소의 공급체인에서의 식품 손실 추정

주: 비중은 중량에 의한 것임

자료: USDA/ERS(2020)에서 재인용.

5.2. 연구의 주요 결과

  재배농가와 유통업자에 의한 생산물 판매로 인한 예상 비용, 수익 및 위험의 균형은 생산

품 공급망에서 소매이전(pre-retail)단계에서 소위 ‘손실’이라고 표현되는 것에 상당한 역할

을 한다. 식품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7) (https://www.ers.usda.gov/webdocs/publications/95779/eib-216.pdf?v=9897.2) (검색일: 2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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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변동성— 신선 농산물의 가격은 변동적이다. 가격이 생산물을 시장에 내놓는 

데 필요한 비용 이하로 떨어질 때, 재배자들은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물을 

공급망을 통해서 출하하지 않을 수 있다. 가격이 오르면 재배농가는 노동을 더 많이 

고용하거나 생산품의 문지방(trreshold)을 낮추거나 하는 방법으로 더 집약적으로 수

확한다. 또한 낮은 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보내 공급망에서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유인이 있을 수 있다.

• 인건비 및 가용성— 노동력, 특히 수확 노동은 신선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데 

드는 비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임금 상승과 노동력 가용성은 같이 

결합되어 종종 밭을 수확하기 위한 비용을 증가시키며, 재배업자들에게 때때로 수확 

전에 농작물을 포기하게 만들며, 식품 손실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산과 

유통 결정을 하게 만든다.

• 공급망 요인— 상품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예: 진공 냉장 보관 시설)은 

규모가 크며, 어떤 경우에는 다수의 작물 재배자와 혜택이 공유된다. 개별 재배 농민들

에게는 자칫 폐기될 수 있거나 혹은 가끔 가격이 낮아질 것이 분명한 이러한 작물에 

대한 비용 발생을 부담하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

• 표준 및 소비자 기대—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미학적(aesthetic) 또는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생산품은 구매자에 의해 또는 최종 소비자에 의해 거부될 가능

성이 있다. 재배농가, 화주, 소매업자들은 인지된 소비자 선호도에 기초하여 도태시킬 

대상과 시기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만약 이러한 공급망 단계 중 하나에서라도 구매자

가 그들의 생산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생산물은 수확되지 않거나 

유통되지 않을 것이다.

• 계약— 제품 품질(즉, 계약)에 합의하면 재배자에 대한 보답으로 생산품 시장에 내재된 

변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은 아직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잉여 제품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재배농가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식량손실에 기여할 수 

있다.

• 정책 제약 - 정책(주, 지방 또는 연방 수준의)은 식품 손실 감소, 복구 및 재활용(예: 

식품 기부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기존 정책은 

의도하지 않게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다(예: 이삭 줍기 제한. 기부를 목적으로 한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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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공, 민관(民官) 유통명령을 통한 공급 통제, 또는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하지 못하는 경우). 민간 및 공공의 유통명령에 의한 품질 표준은 식품의 손해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매업과 소비자 단계에서의 버려진 식품의 가치 추정치는 존재하지만, 많은 요인들(예: 

데이터 가용성, 이해당사자 간의 협조)이 농가 및 소매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식품 손실에 

대한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국적인 추정치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어렵게 한다. 농가와 

소매 이전 단계에서의 국가 식량 손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이 연구 이후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이다. 식량 손실을 줄이고 농가소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나타나기 시작했

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식품 손실 완화를 위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매 이전 단계의 

공급 사슬에서 재배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5.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농가와 소매 이전 단계의 식품 손실에 대한 동인을 분석하기 위한 경제적 

분석틀을 제공한다. 연구는 농가에서의 과일 및 야채 손실에 대한 정보를 관련 학술 연구, 

산업 대표자와 재배자의 의견, 그리고 특정 품목에 대한 사례연구들도 수집하고 종합한다. 

재배농가와 산업 대표자들과의 비공식 대화는 신선 농산물의 식품 손실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정의, 범위 및 과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주요 품목(신선토마토, 가공 토마토, 감자, 딸기, 로메인 상추, 신선한 복숭아)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 발견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6. 미국-중국 무역전쟁의 경제적 분석(WTO)8)

  2018년 이후 미국과 중국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흐름에 대해 다양한 제한적 조치를 

취했는데, 그 중 관세 인상이 가장 두드러진 조치였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자 중국도 신속하게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으로 대응하였다. 2019년 가을 

 8) (https://www.wto.org/english/res_e/reser_e/ersd202004_e.htm) (검색일: 2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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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세 부과로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듯 보였지만 양국은 2019년 말 휴전에 합의해 

일부 관세인상 계획을 취소했고, 이전에 관세를 인상했던 품목의 일부도 원상회복되었다. 

휴전은 2020년 1월에 체결된 소위 1단계 협정(Phase One Agreement)으로 이어졌다

  본 논문은 무역 분쟁의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무역 분쟁의 경제적 배경을 논하고, 무역 

분쟁에서 취한 여러 조치의 개요를 제공하고, 경제적 효과를 이미 발생한 영향(사후 분석) 

및 예상 영향(사전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하되,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경제적 효과는 문헌 검토와 자체 분석을 병행한다. 사후

(ex-post) 분석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고, 무역 전환의 패턴을 분석한다. 

  사전(ex ante) 분석의 경우, 재귀적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델인 WTO GTM 

(Global Trade Model)이 사용되었다.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증대를 통해 무역긴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다. 여기서는 핸들리와 

리마오(2017년)가 제안한 분석틀을 GTM 단순형(simplified form)인 멜리츠 사의 이성분 

(heterogeneity) 변형(version)에 접목한다. 특히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증가가 할인율의 증가

를 통해 고정 수출 비용 증가를 촉발하는 점을 반영하여 모델링한다. 사전 분석에서는 1단계 

협정 및 무역 정책 불확실성 증가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미-중 무역 갈등 시작 이후 양국은 상대국의 수출에 대해 관세를 인상했는데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관세를 2.6%에서 17.5%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관세

를 6.2%에서 16.4%로 인상하였다. 미-중 간 1단계 합의에 따라 관세가 축소되어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16%가 되었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적어도 네 가지 논점에서 동기를 부여했다. i) 양국간 무역 

불균형, (ii) 관세를 보다 호혜적으로 만들고, (iii) 제조업 부문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며, 

(iv) 중국 정부의 허술한 지적재산권(IP) 보호,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강제 기술 이전 

등 부작용 파급(spillover) 문제의 해결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첫 세 가지 주장의 경제적 

뒷받침에 대해 자세히 논할 것이다.

  또한 사후 분석은 수입에 대한 다른 무역 상대국들로의 무역 전환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4개국(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의 중국 수출은 줄었고 미국 수출은 늘었으며, 특히 

전기 장비 분야에서 그렇다. 이는 동아시아의 가치사슬이 무역 분쟁에 대응하여 재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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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무역 분쟁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증적 문헌으로부터 확인한 점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상승이 관세 포함 수입가격에 완전하게 전가(passthrough)되었다는 것이다.

  사전적 분석은 무역 갈등으로 인한 관세 인상의 직접적 영향은 글로벌 GDP가 0.1% 감소하

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여 준다. 더욱이 1 단계 합의가 세계 GDP에 

미치는 영향은  규모가 더 작아질 것이며 세계 경제에 별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분석에 

따르면 1단계 합의에 따라 미국의 실제 소득영향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보여주

고 있다. 

  여기서는 무역 갈등이 관세의 직접적 영향과 불확실성 증대를 통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

여 WTO 세계무역 모형을 이용하여 5가지 시나리오(현재 무역 갈등, 갈등 악화, 1단계 합의, 

낮은 불확실성, 높은 불확실성)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 세계 

GDP는 중-미 관세 때문에 2023년까지 0.13% 감소할 것이다. 불확실성 효과를 고려하면 

세계 GDP 손실은 훨씬 더 커져서 0.34%~ 0.50%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림 2>  미-중 무역분쟁의 시나리오별 2023년까지의 실질 GDP 변화 전망 (%)

 무역분쟁     악화     1단계 합의     저불확실     고불확실

자료: WTO (2020)에서 재인용

  글로벌 무역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0.7% 감소하고 불확실성 효과를 고려하면 

1.5%에서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의 미-중 휴전의 영향은 매우 작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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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데, 관세조치의 대부분을 되돌리지 않고, 또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조치의 영향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0.1%, 글로벌 교역 대비 0.6%로 예상되는데 

이는 과거 발표된 간행물(Beckers and Teh, 2019)에서 분석된 세계 무역 전쟁의 예상 GDP와 

무역 손실, 각각 2%와 17%와 비교하면 매우 작다. 그 차이는 무역 전쟁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에만 국한되느냐 아니면 전 세계가 참여할 것이냐에 대한 가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의 다른 참가국들은 그들이 다자간 무역 약속을 준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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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스트 코로나19 농업 변화* 1)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 심리는 각 국가의 농업분야를 포함해 보호주의가 팽배해져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부족 현상이 나타남.

-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의존하던 서부 유럽은 국경이 폐쇄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함.

- 미국의 농업에서도 기간제 멕시코 근로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남.

� 장기적으로도 코로나19 이후 농업 활동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음.

�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 수급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드론, 자동화 트렉터, 파종 및 

수확에 특화된 로봇 등 농업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

�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급망 다각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함.

- 남아프리카의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Plan)은 농업의 노동력 증대

를 2030년까지 100만 명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이고 농경지 확대를 기대

하고 있음.

- NDP는 관개시설 확충 투자, 생산성 향상, 수출국가 확대를 자동화 시스템과 함께 

발전시킬 계획임.

 * 미국 Project Syndicate의 “Agriculture After the Pandemic”(2020.4.14.)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 145

� 코로나19 이후 많은 국가들의 정책입안자와 산업 종사자는 자동화시스템 발전 추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자동화 시스

템을 통해 인력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것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4.2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코로나19 대응 농업부문 지원정책* 2)

� 2020년 4월 1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농업부문에 19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함.

- (농업분야 지원) 미국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Coronaviurs Relief Bill)1) 2조 

2,000억 달러 지원 규모 대비 0.86% 수준임.

- (농가에 직접 지원) 160억 달러를 코로나19로 실질 피해를 받은 농업인에 지원함.

- (농무부 구매) 미국 농무부는 지역단체를 통해 30억 달러 규모의 신선식품, 유제품, 

육류를 구매하고, 푸드뱅크, 지역커뮤니티에 제공함. 신선식품, 유제품, 육류를 1억 

달러씩 매달 구매 예정임.

� 추가적으로 미국 농무부는 지역 사회 및 푸드뱅크 요청이 있으면 8억 7,330만 달러 

규모의 식료품을 구매하고 푸드뱅크에 제공할 예정임.

� 가족우선 코로나19 대응 긴급법(FFCRA)과 코로나19 지원, 구제, 경제안전법(CARES)

에 의거하여 최소 8억 5,000만 달러를 푸드뱅크 행정 비용 및 농무부 식료품 구매를 

지원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5.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국 농무부의 “USDA Announces Coronavius Food Assistance Program”(2020.4.17.)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

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1) 미 상원, 코로나19 대응 595조 원 추가 지원 예산안 통과(2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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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증액* 2)

�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직과 기아에 고통 받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월 

20억 달러의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추가 지원금을 제공함.

- (지원 대상)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의 40% 증

액하여 저소득층과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미국 

50개 주와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워싱턴 D.C.를 모두 포함함.

- (지원 규모) 기존에 매월 45억 달러의 영양 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여

기에 매월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긴급 지원금이 제공됨.

- (가구당 최대 지원금) 성인 2명, 아동 3명에 소득이 없는 5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768달러를 지원받지만, 신고대상 수입 및 다른 요인으로 인해 5인 가구의 평

균 지원금은 매월 528달러임.

- SNAP 혜택을 받는 모든 가구는 기존에는 최대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SNAP 지

원금 증액을 통해 모든 가구는 최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됨. 즉, 긴급 지원금

을 통해 평균 5인 가구에 추가적으로 매월 240달러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혜택

을 받을 수 있음.

-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us Response Act, 

FFCRA)에 의거한 공공 건강 긴급 지원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SNAP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것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5.1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국 농무부의 “USDA Increases Monthly SNAP Benefits by 40%”(2020.4.22.)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

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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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 식품지원프로그램* 3)

�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 공급망 유지와 식량안보 지원 목적으로 

식품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최소 19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으로 직접지원과 상품구

매 방식으로 나눠짐.

� [직접지원: 160억 달러] 생산자 그룹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식품 공급망 

차질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금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2020년 1월 이후 최소 5% 

가격 하락이 발생한 농산물에 지급되며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하고 있음.

<표 1>  품목별 예상 지원금 규모

품목 금액

축산 96억 달러

곡물 39억 달러

특용작물 21억 달러

기타 5억 달러

- (두 가지 계산 방식을 통해 지원금 결정) 1)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발

생된 가격 손실의 85%를 지원, 2) 2020년 4월 15일부터 다음 두 분기까지 예상되

는 손실의 30%를 지원함.

- 품목당 12만 5천 달러, 농가당 25만 달러로 지원 제한되고, 전체 소득에서 농업 활

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75%에 못 미쳐 조정된 총소득이 90만 달러이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함.

� 식품지원프로그램에서 농가 직접지원은 2020년 5월 초부터 등록이 시작되고 2020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무부의 상품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은 2020년 7월에 14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보충할 것임.

 * 미국 JDSUPRA“USDA Announces Coronavius Food Assistance Program”(2020.4.28.)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

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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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구매 지원: 30억 달러]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농식품 위주의 식품 박스를 

푸드뱅크나 지역 단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단, 신선품, 유제품, 육류는 미국 내에서 

생산 및 가공된 것을 대상으로 구매 지원이 이루어짐.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5.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 4)

� 최근 모로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폐쇄함. 그 결과 스페인 우엘바

에서 작업하는 모로코 출신 근로자 수는 평년 딸기 수확기에 비해 절반 정도이며, 오이·

고추·토마토와 같은 품목 역시 생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매년 모로코에서는 딸기 수확기에 약 1만 5,000명의 모로코 농업 근로자가 스페인

으로 유입됨.

- 스페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공백을 자국민이 채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음. 이에 

농민조합은 호스피탈리티 산업(술집·식당) 실직자를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할 것임.

�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먼저 시작된 이탈리아는 확산 초기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 이탈리아 농민조합은 매해 투입되던 약 37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약 10만 명이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딸기·체리·복숭아 수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화

훼류 농가 역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함.

 * 농업전문지 IEG Policy에서 발표한 “Analysis: COVID-19 triggers acute farm labour shortages across Europe” 

(2020.4.3.)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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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역시 전국 2만 5,000ha에 달하는 아스파라거스 수확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부족이 우려됨.

-독일 농식품부 장관 율리아 클뢰크너(Julia Klöckner)는 아스파라거스 수확을 위해 

노동수요자와 타 부문 노동 공급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으며, 계절

근로자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연장하여 사회보장부담금을 지급하

지 않고도 115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음.

-또한 클뢰크너 장관은 다른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을 고려 중이라고 밝힘.

-그러나 2020년 3월 말 클뢰크너 장관은 자국 노동력이 기존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독일 역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가

격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보임.

� 프랑스 농업인들은 3~5월 보통 20만 명의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며 이들 중 7~8만 

명이 외국인 근로자(스페인·포르투갈·폴란드·튀니지)임.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

지자 프랑스 농민조합(FNSEA)은 농업 노동 수요-공급 매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함.

- 주된 농업 노동 공급자는 학생, 단기 근로자, 자영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농업은 보통 6만 명의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하나 올해(2020년)는 약 25%만이 

영국에 입국할 것으로 전망됨. 영국 정부 역시 신규 미취업자들이 농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영국 정부는 노동 공급을 위한 캠페인(Feed the Nation)을 지원하고 있음. 이 캠

페인은 9만 명의 신규 농업 진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등록 인원은 1만 명에 그

쳤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4.2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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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추가 대응책 발표 등* 5)

�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식품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 조치들

을 제안했음.

- (재고 비축 지원) 민간 부문 유제품(탈지분유·버터·치즈)과 축산물(쇠고기·양 및 염

소고기) 재고 비축을 지원하고, 일시적으로(최소 2~3개월에서 최대 5~6개월) 시장 

물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

- (시장지원 프로그램 탄력적 운영) 와인·과일·채소·올리브오일·양봉 부문에 대한 시

장 지원프로그램과 EU 우유·과일 학교급식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즉, 

회원국들은 재원 사용 우선순위를 위기 상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함.

- (경쟁 규정 예외적 완화) 시장 안정을 위해 경쟁규정(CMO 규정 제222조)을 완화

할 것임. 예를 들어, 낙농가들은 우유 생산량을 공동으로 계획할 수 있으며, 화훼와 

감자 부문에서는 시장 물량 회수가 허용됨. 단, 이러한 결정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부작용 방지를 위해 소비자 가격 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임.

� EU 집행위원회는 이상 조치들이 2020년 4월 말에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사전에 회원국들과 논의하고 투표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힘.

 EU 집행위원회, 농식품 시장 단기 전망 발표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4월 20일 EU 농산물 시장 단기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

면서 품목별 최신 동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함.

� 2019/2020년 곡물 생산량은 2억 9,400만 톤으로 예상되나, 2020/2021년에는 소폭 

감소한 2억 8,780만 톤으로 예상됨.

� 2019/2020년 유지작물 부문 중 유채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12년 만에 최저치인 

1,490만 톤을 기록하지만 2020/2021년에는 다시 증가할 것임.

 *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Coronavirus: Commission announces exceptional measures to support the 

agri-food sector”(2020.4.22.), “Short-term outlook: despite challenges arising from the Coronavirus 

outbreak, EU agri-food sectors show resilience”(2020.4.20.)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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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20년 두류 작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450만 톤으로 예상됨. 

2019/2020년 설탕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1,740만 톤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로 전체 소비량 역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단, 가정에서 소비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함.

� 2019/2020년 올리브오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이 감소한 약 200만 톤임. 그러나 

충분한 재고량으로 가용성은 여전히 높음. 

- 코로나19에 대응한 격리 조치 이후, 올리브오일 소매판매액은 생산국 중심으로 증

가함.

� 2019/2020년 와인 소비량은 직년 5개년 평균보다 8% 낮은 1억 8백만 헥토리터일 

것으로 전망됨. 소매 판매액은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음식점과 주점에서 와인 소비가 

중지됨에 따라 스파클링과 고품질 와인에 대한 소비는 감소함.

� 2019/2020년 과일과 채소 수요는 역내 소비 증가로 평균 이상일 것으로 전망됨. 그러

나 생산량은 1,080만 톤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임. 코로나19가 오렌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최근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함.

� 2019년 우유 집유량은 전년 대비 0.4% 증가할 것이며, 2020년에도 비슷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제한 조치로 집유 과정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노동집약도가 낮은 유제품 생산은 증가할 것임.

� 2020년 치즈 생산량은 전년 대비 0.3% 증가하고 수출량 역시 증가하는 반면, 식당 

폐쇄로 고품질 치즈 판매는 감소할 것임.

� 2019년 쇠고기 생산량은 낮은 가격과 마릿수 감소로 감소했으며, 2020년에도 비슷할 

전망, 반대로 가금류 생산은 2020년에도 높은 수요가 지속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나 코로나19로 일부 품목(오리, 비둘기)은 소비가 줄어들 수 있음. 돼지고기 생산량

은 아시아 수요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5.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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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코로나19 관련 낙농가 지원책 발표* 6)

� 낙농업은 영국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과다 

생산,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등의 위기를 겪고 있음.

- 2018년 영국 농업 생산액에서 낙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85%임.

�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낙농가들은 매일 4천만 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점, 식당, 카페가 폐쇄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함.

- 농가들이 소매점 입고량을 늘리고 있으나 감소분을 상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영국 정부는 낙농가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과 5월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낙농가에 농가당 최대 1만 파운드 지원을 결정함.

- 지원 대상 농가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한 해당 농가 모두에게 지

원함

- 영국 정부는 낙농가에서 발생한 2020년 4월과 5월 소득 감소분의 70%(최대 1만 

파운드)를 보상할 것이며, 이를 통해 농가들이 현재의 동물복지 수준을 유지하며 생

산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동시에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는 영국 가계 우유 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판촉 활동을 시작함.

- 판촉 활동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신선 우유와 낙농업이 지닌 가치를 부각시킬 것이

며 정부는 100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함.

� 한편, 지난 2020년 4월 영국 정부는 경쟁법 상 규제를 완화하여 낙농 산업 내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이 함께 생산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음.

- 여기에는 노동력과 설비를 공유하거나, 일시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협력, 우

유가 추가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가공식품(예: 치즈, 버터)을 식별하는 것이 포함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5.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에서 발표한 “New funding to support dairy farmers through coronavirus”(2020.5.6.)을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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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농식품 공급체인 관리 동향* 7)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상품·인력의 이동을 

제한하였음. 그러나 이는 농식품 공급체인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

- 소비자들은 공황 구매, 사재기와 같은 과열된 반응을 보였으며, 이동 제한 조치는 

냉장 컨테이터,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생산요소의 부족을 초래함.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공적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화훼류, 외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농촌 관광도 크게 위축됨.

� 유럽 농업협동조합협회(COPA-COGECA)는 현재 농식품 공급체인의 위험 요인으로 

△원유(原乳)의 수집·운송·가공 능력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투기나 불공정한 거래 행태가 나타날 수 있고, △농작업 근무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

는 점을 들었음.

� 유럽연합은 원활한 상품과 인력의 이동을 위해 녹색 차선2) 신설, 노동자 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CAP 지원금 신청 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가이드라인에는 농업부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중요 근로자들이 작업장에 안전하

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이동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포함함.

� 2020년 3월 25일 개최된 유럽연합 농업장관 회의에서 농업장관들은 현재 역내에 농식

품이 충분히 존재하며, 유럽연합이 취한 조치들이 공급체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음.

-또한 △CAP에서 요구하는 회원국의 관리·보고 의무를 간소화하고, △제1축과 제2

축 간 예산 전용을 유연하게 하며,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언급함.

-유럽연합 농업담당 집행위원 워시에초스키(Wojciechovski) 또한 2020.3.27일 

인터뷰를 통해 CAP의 간소화·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5.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럽연합 의회에서 발표한 “Protecting the EU agri-food supply chain in the face of COVID-19”(2020.4.)을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2) 국경 통과를 위한 행정 절차가 15분 이하로 소요되는 차선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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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농림수산성 환경정책 기본방침* 3)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0년 3월 16일 농림수산업·식품산업의 환경정책 방향성을 

정리한 ‘환경정책 기본방침’을 발표함.

- 향후 농림수산업·식품산업의 성장이 환경과 경제 향상으로 연결되는 SDGs3)시대에 

맞는 환경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최근 기후변화 등은 농업경영 및 식량 안전공급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SDGs(지속가능한발전 목표) 

대응이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음.

� 따라서 농림수산성에서는 농림수산업·식품산업 성장이 환경과 경제 모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SDGs 시대에 맞는 농림수산성 환경 기본방침(이하 환경기본방침)을 

정리함.

� 농림수산성은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3가지 이념을 제시함.

- 1) 농림수산업·식품산업 환경 부하 감소에 대응하고 동시에 ‘환경 창조형 산업’으로 진화

- 2) 생산부터 폐기·재활용까지 공급망 활용, 이를 지탱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정책 

그린화 및 연구개발 강력한 추진

- 3) 산업체로서 농림수산성의 환경 부하 감소 노력과 자기 변혁

� 환경기본방침 주요 대응으로는 다음의 3가지가 있음.

- 1) 정책 그린화: 농림수산성에서 사업 선정 시 환경 대응을 사업 선정 요건 및 가점 

 * 일본 농림수산성 「農林水産省環境政策の基本方針」(2020.3.1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3) 지속가능한발전 목표로 2015년 9월 EU가 채택한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17가지 국제적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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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하여 현장 대응 촉진

- 2) 공급망을 통한 연계와 소비자 이해: 공급망 전체에서 환경부담 감소 대응을 하

고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에게 전달·이해되는 구조 구축

- 3) 농림수산성 자기개혁: 농림수산성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환경 및 SDGs를 

의식한 정책 입안과 인재육성 실천, 농림수산성 업무 및 청사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4.2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입(收入)보험 가입 현황조사* 4)

� 일본정책금융공고는 2020년 1월 재해에 대한 대비를 주제로 농업환경 조사를 시행하

였음. 이번 조사에서는 농업인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한 

수입보험제도 가입현황 등을 조사함.

� [가입현황] 전체 후계농업인(주요 농업인)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입하였음’ 

26.4%, ‘가입예정임’ 18.2%로 두 응답 비율 합은 44.6%로 조사됨.

- (법인) ‘가입하였음’ 24.1%, ‘가입예정임’ 17.8%로 두 응답 비율 합은 41.9%

- (개인) ‘가입하였음’ 27.5%, ‘가입예정임’ 18.4%로 두 응답 비율 합은 45.9%

- (업종별) 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과수 분야의 가입 비율이 40.0%로 가장 높음.

<그림 1>  법인·개인 및 전체 수입보험 가입현황

 * 일본정책금융공고 「収入保険加入状況等調査結果(令和2年1月調査)」(2020.4.27.)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

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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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보험 가입 이유로는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농업공제 등 타 제도보다 유익’이 20.5%, ‘지금까지 이용 가능한 

보험이 없었음’이 6.7%로 조사됨.

� 수입보험 가입 계기로는 ‘NOSAI(농업 공제)의 권유’가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농협의 정보 제공’이 31.3%, ‘행정·보급에서 정보제공’이 23.9%로 

조사됨.

� 수입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농업공제 등, 국가의 다른 보상제도 이용 중임’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수입보험제도를 잘 모름’이 26.2%, ‘자기(自己) 

자금으로 대응함’이 19.8%로 조사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5.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유통 효율화를 위한 대응* 5)

� 일본 농림수산성은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과 협력하여 ‘식품유통합리화검토회’를 설

립해 식품유통 효율화를 위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28일 제1차 

중간정리를 발표함.

� [운송업계 현황 및 정부대응] 자동차 운송업계는 장시간 노동·저임금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임.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18년 5월 자동차운송업의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을 위해 

정부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3월부터 화이트 물류 운동4)을 개시함.

� [식품 물류 현황] 식품유통은 트럭운송이 97%를 차지하며, 신선식품 운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일본 농림수산성 「食品流通の合理化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第1次中間取りまとめ)」(2020.4.2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4) 트럭운송 생산성 향상･물류 효율화, 여성 및 60대 운전자도 일하기 쉬운 노동환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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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과제 대응방안

인력하차 감소

• 인력하차에서 기계하역으로 전환

• 수송 자재(팰릿 및 수레)에 맞춘 시설·기재 도

입, 유통·보관체제 구축

• 적재율 저하 억제

• 수송 자재 규격통일, 관리 회수체제 구축

• 팰릿타이저(palletizer) 도입, 선과시설 정비

• 팰릿에 적합한 상자·청과물 규격 검토

집출하 거점 

집약화

• 산지에서 대량으로 직송, 지방 도매시장 활용

• 산지에서 집출하 거점 집약

• 화훼 효율적 집하

• 물류거점의 정비·활용   • 집출하장 집약

• 공동수배송
※

 추진

   ※ 하나의 차량에 다양한 화물을 혼적하여 운

송해서 운송의 대형화 및 순회배송으로 배

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형태

수송 수단 분산

• 리드타임
※

 연장, 고기능 선도유지시설 정비

   ※ 상품 생산 시작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

• 계절에 따른 파동이 커 수송 평준화 필요

• 교통 네트워크 내실화

• 홋카이도에서 수송 유지

• 철도 상온 물류 서비스 확대, 연말 연초 및 연

휴 등의 수송 확보

• 출하 평균화를 위해 장기 저장기술 개발

• 효율적인 구체방안 책정을 위한 철도 화물수송

업계 등과 산지와의 의견 교환

소량출하 대응
• 소량출하 효율적 집하·배송 수단 확립

• 소규모 산지의 고품질 배송

• 택배 서비스와 연계    • 드론 실용화 검토

• 고속버스 활용 확대

ICT 활용

• 식자재 정보, 생산·유통 이력 등 가시화

• 물류 사업자 간 매칭 및 화물 정보 공유

• ICT를 활용한 상품·물류 정보 공유

• 운송 의뢰정보와 차량 적재 정보 매칭에 의한 

수송 효율화

품질･부가가치･

가격 균형 재검토

• 소량 생산으로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상품 대

형소비지에 판매

• 물류·판매 경로 다양화

• 화물 운송과 승객 서비스 결합을 활용한 지역 

상품 고부가가치화·마케팅 강화

• 고속버스를 통한 판매 경로·공간 확대

대기시간 감소, 

부대작업 정정화

• 대기 시간 및 작업시간 감소에 대한 의식향상

• 공급체인 전체에서 대기 시간 및 부대 작업 비

용 가시화, 적정한 비용부담

• 선착순에서 예약제로 전환

• 화이트 물류 운동 등에 참여하는 사업자 확대 

및 화이트 물류 운동을 통한 대기 시간 비용 및 

작업 부대비용 적정 책정

• 사전 출하정보 제공 및 예약 접수시스템 도입 촉진

- 1) 상품 상·하차 시 인력하차가 많고,

- 2) 출하 직전까지 출하량이 확정되지 않으며 출하 및 하역 대기 시간이 길고,

- 3) 품질관리가 엄격하며 로트(lot)가 운송 직전까지 정해지지 않는 등 운행 관리가 

어려우며,

- 4) 소량의 다양한 제품을 수송하는 경우가 많고,

- 5) 산지가 소비지와 멀어 장거리 운송이 많음.

- 이러한 원인으로 운송비 인상뿐만 아니라 운송을 피하는 사례도 생김.

<표 2>  식품유통 효율화 과제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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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과제 대응방안

식품손실 감소

• 수요변동에 대응

• 계절성 상품 전환 시기의 재고 축적

• 소비실태에 맞춘 용량 적정화

• 점포에 결품으로 인한 소비자 감소 우려

• 수송 중 훼손된 상품 폐기 범위 모호

• 수요예측 고도화 및 수주·발주 리드타임 조정

• 매진을 위한 노력(할인·포인트 제공 등) 및 푸

드셰어링
※

 추진

   ※ 섭취는 가능하나 폐기되는 식품을 구매 희

망자와 매칭

• 푸드 뱅크
※

 활동과 연계

   ※ 식품제조업자 및 개인에게 기탁받은 식품을 

소외계층에게 지원

• 식품손실 감소 사례 공유

• 소비자의 결품에 대한 이해 양성

• 수송 중 훼손된 상품의 폐기 등 기준을 정리한 

자료를 소비자, 소매업에 안내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5.1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코로나19 대응정책* 5)

� [동향 및 영향]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등의 휴교, 행사 자제, 외식·관광 수요 감소, 타 국가들의 입국 제한 등이 진행 중임.

- 이로 인해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분야에서는 급식용 농산물, 화훼, 소고기, 과일 등

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농박(체류형 농촌관광) 등의 예약 취

소, 외국인 노동자 입국 지연, 수출 감소 등 심각한 과제에 직면함.

� [피해 산업 긴급대응] 일본 정부는 국내 감염확대에 따른 영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책을 2020년 2월·3월에 발표하였으며,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추진함.

- 농림어업인 경영자금지원을 위한 농림어업 안전망(Safety Net) 자금 대출한도액 상

향 조정, 이자율 감면 등 추진

- 고용조정보조금을 통한 종업원 휴업수당 등 지원, 각 업계의 보조금 활용 촉진

 *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元年度食料・農業・農村白書概要(案)」(2020.4.2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

약·정리하여 작성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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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 중지에 의한 미이용 농산물의 대체 판로 확보 지원, 급식용 우유를 

탈지분유, 버터 등으로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

- 농촌관광지역에 코로나19 예방대책 등 정보 제공

�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대응] 식량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식량 공급체인 전반에 

걸친 가이드라인을 책정함.

- 국민이 식량 공급현황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에 특설 페이지 개설, SNS 및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식료품 공급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방정책국 등에 상담창구 설치

- 식품산업사업자 등에게 원활한 식품 공급 요청 및 국민에게 과도한 사재기 자제 요

청, 식료품 공급현황 모니터링 실시

- 국산 농림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꽃 소비 촉진 프로젝트’,5) ‘국산 소비 촉진 캠

페인’6) 추진

� [긴급 경제대책]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20일에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긴급경제대책을 결정하였음.

- 생산기반 유지 및 수요 활성화를 위해 △농림어업인 등의 사업 유지를 위한 금융지

원, △노동력 확보 및 경영불안 대응, △생산·공급체제 유지를 위한 판매 촉진, △

민관 합동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추진, 향후에도 각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여 유동

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5.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한 화훼 소비를 늘리기 위해 꽃 소비촉진 운동임.

 6)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한 국산 농림수산물 소비촉진 운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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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시아

* 베트남, 5월부터 쌀 수출 정상화 

●

●

  아메리카

* 미국 USDA, COVID-19 관련 지원 프로그램 발표

* 미국 낙농가, 코로나로 인한 원유가격 하락으로 

어려움 가중

* 미국, 대체 육류 식품으로 식물성 단백질 제품 인기

●

 유럽

* 유럽,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트렌드 변화

* 러시아, 식료품 '가격인상' 조짐으로 하반기 

물가상승 전망

세계 농업 브리핑 (2020. 5)

1. 아시아

□ 베트남, 5월부터 쌀 수출 정상화 

▪베트남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 지시했던 쌀 수출 쿼터를 종료하고 5월부터 수출을 

정상화하기로 함.

-베트남은 2020년 한 해 동안 600만 톤의 쌀 수출을 계획한 바 있음.

-쌀 수확량과 국내 수요 및 비축량을 고려하려 쌀 수출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산업무역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은 4350만 톤, 잉여작물은 1억 

3540만 톤이며, 이 중 수출 가능한 쌀은 650만 톤으로 추정됨.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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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정상화하는 한편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유통량의 5%를 비축할 것을 지시함.

▪현재 평균 쌀 수출가는 톤 당 415달러로 전월 대비 55달러 감소함. 수출 쿼터로 

황금기와 시장을 놓친 농가와 수출업체들은 난색을 표함.

※ 자료: 무역협회(2020.5.4.)

 2. 아메리카

 □ 미국 USDA, COVID-19 관련 지원 프로그램 발표 

▪지난 2020년 4월 17일,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 

장관 소니 퍼듀(Sonny Perdue)는 코로나바이러스 식품지원프로그램(Coronavirus 

Food Assistance Program, CFAP)을 발표함. 

- 이 프로그램은 19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프로그램으로, COVID-19 국가 비상

사태에 대응하여 농업과 축산업 종사자 및 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됨.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 축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고, 식량 공급망의 정상적 가동

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미국인이 식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

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라고 USDA에 지시함. 이에 따라 미국 농무부는 CFAP를 

운영하고 있음.

▪퍼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농무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농민과 

축산업자 및 모든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미국 식량 공급 체인은 현 상황에 따른 적응이 필요했으나, 현재 안전하고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농민과 목장주들에게 즉각적인 

긴급 구호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정부조달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미국 국민 모두를 돕게 될 것이다”라고 밝힘.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보안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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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및 병가 법안(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 

및 기타 현재 유효한 농무부의 권한들을 통해 자금 조달 및 운영이 될 예정임.

- USDA는 농산물 가격과 시장 공급망에 영향을 받은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실제 

손실액을 기준하여 160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고, COVID-19로 인하여 2020년

에 일어나는 수요 감소와 단기 공급 과징에 따른 추가 조정 및 마케팅 비용을 생

산자들에게 지원할 예정임.

- USDA는 식당, 호텔 및 기타 식품 서비스 업체의 폐쇄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은 

지방 및 지역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30억 달러의 신선 농산물, 유제품 및 육류를 

수매할 것임. 

- USDA는 1) 신선 과일과 야채, 2) 유제품, 3) 육류제품으로 나누어 매달 각 부분

별 1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임.

▪이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유통업자 및 도매업자는 ‘USDS Farmers to Families 

Food Box Program’을 통해서 신선 농산물, 유제품, 육류 제품으로 구성된 푸드

박스를 만들고, 이를 필요로 하는 푸드뱅크, 지역 커뮤니티 및 비영리 단체에 공급

하게 됨. 

- USDA 는 4월 27일 Farmers to Families Food Box Program에 대한 문답형

식의 지침을 발표함.

▪이외에도 미국 농무부는 COVID-19 국가 비상사태 동안 미국 국민들의 식품섭취와 

원활한 식품 공급망의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원사업들은 아래와 같음.

- USDA는 국가 비상사태 동안 식량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

하여 미국 전역의 50개주와 지역에 영양보조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등의 적용에 유연성을 확대함.

- COVID-19으로 수업이 중단된 지역 학교들의 학생들에게 매주 100만개 이상의 

식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Baylor, McLane, PepsiCo 및 기타 파트너들과 협력 

중임. 

- 현재 SNAP 참여자들 및 조건에 합당하는 가계들에게 추가적으로 식품 구매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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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시간과 로드아일랜드 주에 Pandemic EBT(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 P-EBT)를 허가함.

- SNAP 온라인 식료품 구매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확대함. Arizona, California, 

Florida, Idaho, DC, North Carolina, Alabama, Iowa, Nebraska, New 

York, Oregon, Washington 주에서 시행 중임.

- 식품공급망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유제품과 계란과 같은 

특정 식품의 소매 유통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농업대출 유연성 확보, 연기금 사용,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통한 재정적 지

원도 발표함. 

▪USDA는 COVID-19 사태 해결을 위하여 Federal Funding 과의 파트너쉽 기회를 

모색하는 농촌 지도자들을 위해 ‘연방 농촌 자원 가이드(The COVID19  Federal 

Rural Resource Guide)’를 발표함. 

- 이와 함께 USDA는 원격 학습 및 의료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7,2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창구를 열었으며, 농촌 개발 대출 기관에 대하여 사전 기관 승인 

없이 180일 대출 상환 연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5.6.)

 □ 미국 낙농가, 코로나로 인한 원유가격 하락으로 어려움 가중

▪코로나에 따른 유제품 공급시스템 붕괴가 원유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 낙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원유가격은 코로나 이전에도 지난 몇 년간 자주 뉴스에 오르내린 바 있음. 

- 2014년 러시아의 EU 및 미국 유제품 수입금지 조치와 2015년 EU의 원유쿼터제 

폐지이후 전 세계 원유가격이 바닥권을 맴돌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음. 미국

의 원유가격도 마찬가지로 몇 년간 약세를 면치 못함.

▪최근 가격을 보면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3등급 원유가격은 kg당 400원선

에 머물러, 생산비인 450원에도 미치지 못해 낙농가들의 폐업이 속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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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이후 원유가격은 꾸준히 올라 작년 12월에는 kg당 550원선을 기

록해 그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는 듯 했으나, 2020년 원유가격

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코로나 확산 이후에는 가격이 곤두박질침. 

▪지난 4월 1일 원유가격은 kg당 430원선으로 생산비 이하로 다시 떨어졌고, 4월 

24일까지는 kg당 360원선까지 곤두박질침. 

-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5월 원유 가격을 약 275원/kg, 6월에는 322원/kg 선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료: 낙농진흥회(2020.5.8.)

 □ 미국, 대체 육류 식품으로 식물성 단백질 제품 인기

▪미국 내 건강한 음식에 대한 수요 증가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겹치면서 대체육 시장이 

커지고 있음.

▪최근 식물성 단백질 기반의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식은 육류 생산시

설 폐쇄와 환경적 영향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Nielsen’에 따르면 2019년 같은 주에 비해 올해 3월 마지막 주 육류 대체식품 

판매가 255% 증가하였으며, 이는 육류 판매량보다 53% 높은 수치임.

▪미국 내 여러 식물성 단백질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들은 비건시장에서 계속해서 

꾸준한 기록하고 있음.

- 미국의 유명 식품 브랜드인 콘아그라(Conagra)의 육류 대체식품인 가딘(Gardein)

의 3~4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65% 증가함.

- 가딘Gardein) 제품 구매자의 38%는 처음으로 식물성 단백질 제품을 구매한 소

비자임.

- 미국식 비건 칠면조 대체식품 브랜드인 Tofurky(밀과 유기농 두부로 만듦)는 지

난 12주 동안 매출이 40% 이상 증가했으며 식물성 햄 판매량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631%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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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그(Kellogg)의 식물성 단백질 브랜드인 MorningStar Farms는 냉동채소의 

3월 매출은 66% 증가함.

▪소비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미디어 

등을 통해 고기가 생산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안전하고 유해하지 않은 

먹거리를 찾고 있음.

▪식물성 단백질 식품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 자료: 무역협회(2020.5.12.)

 3. 유럽

 □ 유럽,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트렌드 변화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럽에서 지역 내 농산물 유통이 활기를 보이는 등 소비트렌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Euroactive France’에 따르면, 코로나로 노점 및 음식점이 폐쇄되고, 소비자들

의 인식도 좋지 않아 이들의 매출이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지역 농산물 공동구매 및 온라인 직거래와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판매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월 이후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중단됨

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역식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 이로 인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일부 품목은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 지역의 유기농 달걀 가격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나 오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판 플랫폼도 활기를 띄고 있음. 

-프랑스의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과일과 채소 조달을 위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단체

들이 풀가동해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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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망디 지역의 경우는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에게 주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개발되어 빠르게 정착하고 있고, 지역 화폐를 사용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최단 거

리로 연결해 주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되어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음.

▪또한 노점(거리)판매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Bienvenue’가 서비스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판매방식인 "Drive Farmers"의 경우 코로나 이후 매출이 4배나 늘어

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EU의 'Farm to Fork(농장에서 식탁으로)' 정책에 대한 논의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Farm to Fork'은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늘려 온실가스 배출

과 음식물 쓰레기, 살충제와 항생제 사용을 줄여 EU 차원의 순환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임. 

- 이를 위해 수년 전부터 EU차원의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

나, 올해 코로나 확산으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5.6.)

 □ 러시아, 식료품 '가격인상' 조짐으로 하반기 '물가상승' 전망

▪최근 러시아 시장에서 식료품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러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사료, 아미노산, 동물약품 등의 축산업 관련 물품들이 잇달

아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필수 물품은 몇 달치 재고는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

부터는 전체적인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결국은 시장에서 곡물 가격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농축산품, 가공식품마다 각각 편차는 있겠지만, 농축산품은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식료품업계는 가공식품 또한 생산설비 가동비, 포장 및 재료비용 등의 이유

로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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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농업부 차관은 농식품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짐들이 

도처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 속단은 이르다면 좀 더 관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앞서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오는 7월 1일까지 밀, 옥수수 등 곡물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힘.

※ 자료: 무역협회(2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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