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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이번 호의 해외농업‧농정 포커스는 일본의 농업인력육성기관 설립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

정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농업인력육성기관의 변천사 고찰을 통해 얻는 시사점 

중 가장 큰 것은 일본에서 농업인력육성기관의 변화가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급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인력육성기관들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에 부합하는 인력육성 양성체계를 구축하

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농식품산업 동향에서는 세계산림 보존 현황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산림이용을 

위해 2010년 이후 국제사회(UN)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보전전략들을 고찰한다. 이러한 

전략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세계의 산림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사실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산림보존정책의 실시와 실천적 보존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번 호의 국가별 농업자료로는 캄보디아의 농업 가축질병 대응정책이 소개된다. 먼저 

캄보디아에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축질병에 대응하는 그간의 활동들이 분석되고, 

나아가 이러한 활동들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이지 제시되고 

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보다 질병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과 질병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된다. 이에 더하여 가축질병의 진단․예방․치료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제기구‧연구 동향에서는 먼저 FAO가 발간한 2020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소개된다. 다음으로 OECD가 분석한 식품공급체인에 대한 COVID-19의 영향

이 소개된다. 이어서 EU의 그린딜에 대해 다방면의 분석들이 소개되는데, 특히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이 ‘공정하고 건강하며 친환경적 식품체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끝으로 최근 WTO 농업협정 개혁의 진행 상황이 소개되는데, 여기서는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WTO MC-12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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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인력 육성기관의 변천과 시사점

최 경 환 * 1)

1. 서언

  농업인력 육성의 중요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유능한 

인력 확보는 농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역시 시대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농업인력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나름대로 역할을 담당한다. 역할이 커지는 교육기관은 성장하지만, 그 기능을 

다 했거나 위상이 애매한 기관은 도태된다. 

  일본의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관심은 멀리 메이지유신1) 시대까지 거슬러 간다. 메이지2)

(明治)시대부터 쇼와(昭和) 초기까지는 기술교육에 중점을 둔 독일형 공립농업학교의 도입

에 힘을 들인 정부가 쇼와(昭和)시대에 들어서면 점차 경영과 생활지도에 중점을 둔 덴마크

형 사숙풍(私塾風) 교육기관을 지원하게 된다(田中 文章 등 2014: p.225).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미국의 협동농업보급사업

의 영향을 받아 덴마크형 사숙풍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이 대폭 수정되고, 그 결과 농업대학교와 

 * (사)한국농촌복지연구원 원장(kyeong0820@gmail.com)

본고는 저자가 마상진 외(2020) 연구의 일환으로 위탁 받아 수행한 “주요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체계와 시사점”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보완하여 작성됨(미발간 보고서).

 1) 일본 메이지 천황 때 막부(幕府, 바쿠후) 체제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고를 이룩한 정치 변혁과정을 말함. 대개 미국 페리 제독

이 이끄는 함대가 일본 연안에 나타나 문호 개방을 요구한 1853년에서 1877년 전후로 잡고 있음. 페리가 이끄는 이른바 

흑선(黑船)의 출현으로 일본 국내에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막부세력과 반 막부세력이 대립하는 격동을 겪었음. 그 

결과 300여 년 내려오던 막부가 패배하고 1867년 대정봉환(大政奉還)·왕정복고가 이루어져 천황제 정부가 성립, 1868년

(메이지 원년)부터 새 체제에 의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었음.

메이지 정부는 학제·징병령·지조개정(地租改正)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구미의 근대국가를 모델로 부국강병의 

기치를 내걸고 관 주도의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력 강화에 노력, 새 시대를 열었음. 일본은 이 유신을 통해 근대적 통일국가

를 만들어나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립했고, 정치적으로는 입헌정치가 시작되었으며, 사회 · 문화적으로는 근대화가 

추진됨. 또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군국주의로 나아갔음.([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근현대

사사전, 2005. 9. 10., 한국사사전편찬회)

 2) 근대 일본의 연호에 대해서는 <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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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형 교육을 반영한 농업자대학교가 설립된다. 이렇게 설립된 농업자대학교가 변신을 

꾀하였으나 결국 폐지되고 최근 일본농업경영대학교가 개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일본의 농업인력 육성기관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일본 농업인력육성기관의 변천

2.1.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기의 농업학교 

2.1.1. 메이지 정부의 권농정책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은 일본 근대화의 물결을 튼 계기가 되었다.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근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한 메이지 정부는 서구 문물을 받아들

이는데 박차를 가했으며, 권농정책도 그중의 하나였다. 서구 열강들 사이에서 일본의 국력을 

기르는데 농업 발전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1873년 이후 농업학교와 시험장 및 육종장 등을 설치하고, 외국인 교사도 초빙하여 서구

농법을 포함한 농사 지도를 개시했다. 1881년부터는 서구농법의 보급과 일본의 토착 농업기

술을 융합할 목적으로 정부 주도로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農談會)를 개최하기도 했다.

  메이지 정부는 외국 문물을 배워 근대화를 앞당기기 위해 많은 유학생을 서구에 보냈다. 

이때 유럽의 근대국가 체계와 시책을 연구하기 위해 독일에서 유학한 K3)는 독일농업협회가 

농업진흥에 크게 공헌하는 것을 목격하고 귀국했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1884년 독일 농업평

의회를 참고로 「대일본농회」를 설립하고, 본인이 초대 간사장에 취임했다. 또, 메이지 정부

는 1885년부터 대학 교원이나 시험장 직원, 독농가(老農)들을 활용하여 농사순회교사제를 

설치하고, 전국 각지의 농담회(農談會)를 이용한 농사기술개량사업을 실시했다.

2.1.2. 독일형 계통농회와 농업학교의 설립 

  메이지 시대 농학계의 대학자였던 Y4)는 대일본농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독일농업협회와 

 3) 인물의 실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익명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문을 사용함.

 4) 그는 뒤에서 살펴보는 동경농업대학 설립자의 초빙으로 1911년 초대 학장에 취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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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사기술개량과 교육을 실시하는 계통조직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여 1894년 

정부 고위관리들이 대일본농회를 모체로 농정활동도 하는 농사지도 조직으로 「전국농사회」

를 설립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Y 등 대일본농회측이 반발하자 전국농사회는 대일본농

회를 이탈했다. 전국농사회는 1898년 41개의 부현(府懸)농회, 505개의 군(郡)농회, 8,806개

의 정촌(町村)농회를 설립했다. 1899년에는 이들 조직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강제가입과 

회비 강제징수, 농업계 이익정치대표 기능을 법적·공적으로 규정하는 독일형 농회법을 제정

하고, 계통농회 조직을 확립했다. 

  설립 당초의 계통농회는 국가의 지원·보조를 받아 농업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중심

으로 활동했다. 또 독일 농업학교를 모델로 한 1899년의 농업학교 규정에 근거하여, 에이치

현(愛知懸)의 안성농림학교를 비롯한 농업학교 설립이 전국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업

학교는 졸업생의 진로가 농업 관련 관리나 단체·농사시험장의 직원, 농업학교 교원이 되는 

등, 농업인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 기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2.2. 쇼와(昭和) 초기의 사숙풍(私塾風) 교육기관

  메이지 정부 말기부터 다이쇼(大正)에 걸쳐 각종 매스컴은 농업 발전을 토대로 생활과 

문화, 교육 등 종합적인 발전을 통해 지역 만들기를 하며, 세계의 낙농 대국이 된 덴마크를 

대대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안성농림학교의 교장이었던 S는 재빨리 덴마크류의 방법을 받아

들여 안성(安城)이 「일본의 덴마크」로 불리도록 하였다. 

  안성농림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G는 1915년 야마가타현(山形縣) 자치강습소장에 취임

하여 덴마크형 서민고등학교의 이념을 실천했다. 이때 G의 절친이기도 했던 농업공무원 

L은 계통농회에 의한 농사기술개량이 일단락되면, 자립 경영을 할 수 있는 농업경영인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1920년대 들어 계통농회의 농사기술개량기관에서 농업경영 컨설

팅 기관으로의 탈피를 구상했다(松田: p.89). 동시에 경영인으로서의 농업인 육성에 성공한 

덴마크의 서민고등학교와 소농학교를 모델로 사숙(私塾)풍의 농민자제교육기관인 「일본국

민고등학교」의 설립을 시도했다. 1926년 일본국민고등학교를 설립한 L은 덴마크에 파견되

어 있던 친구인 G를 초대교장에 취임시켰다(佐藤 2005: p.81). 

  이후 일본국민고등학교를 모델로 하여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농민 도장이나 수련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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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農士)학교, 농민복음학교 등의 형태로 덴마크형 사숙풍 농촌중견 청년양성기관이 설립

되었으며, 이를 농림성도 지원했다. 이러한 농촌교육 기관이 실시한 농촌지도자 육성에 

대한 평가가 좋아, 종래의 독일형 농업학교는 기술이나 지식교육에 편중해 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L이 목표한 계통농회의 경영 컨설팅 기관화와 자립 농업경영인 육성기관의 설립 

시도는 직후에 일어난 세계공황으로 농촌이 곤궁한 상황이어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계통농회는 점점 정치단체 색을 강하게 띄고, 사숙풍 농촌교육 기관은 2차 세계대전

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사상체제 전파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2.3. 농업대학교의 설립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형 농업학교는 미 점령군 정책에 의해 도입된 미국형 협동농업보

급사업에 관한 기술원 양성기관인 농업강습소나 농업고교, 농업대학, 종합대학 농학부 등으

로 개편되었다. 이들은 현재 농업 관련 연구자와 교육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 있다. 

  한편, 덴마크형 사숙풍 농촌교육 기관은 점령군 정책에 의해 교육내용이 대폭 수정되어, 

1951년의 경영전습(傳習)농장교육요강에 의해 「경영전습농장」으로 개칭하고, 각 지역에서 

취농자 육성을 계속했다. 그렇지만 고도 경제성장기의 농지전용 증가나 농촌노동력의 도시 

유출에 따른 취농자의 감소에 따라 1972년 경영전습농장은 폐지되고, 개량보급원의 양성기

관으로 존속하고 있던 농업강습소와 합병됐다. 합병 후에는 1977년 개정된 농업개량조장법

에 근거하여 「농업대학교」로 변경되고, 국가의 협동농업보급사업5)의 일환으로 자리 잡게 

된다(安藤 2013: p.20). 농업대학교는 보급지도원(보급지도센터)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연계

하여 취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2.4. 농업자대학교의 설립과 폐지

  일본이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농정의 커다란 과제는 농업후계자 확보였으

며, 국가가 주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기관을 설립하게 된다. 당시 이 기관의 설립방침을 

 5) 협동농업보급사업은 농업개량조장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도도부현이 협력하여 고도의 기술·지식을 지닌 보급지도원을 광역 

자치 단체인 도도부현에 설치하고, 보급지도원이 농업인에게 직접 기술·경영지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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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① 교육은 본래 국가 업무이므로 국립으로 한다.

  ② 4년제 대학과 2년제 단대(短大)의 중간인 3년제로 한다.

  ③ 졸업 후에도 농업 종사를 위해 농업 경험을 거쳐 반드시 농업경영인 자격을 보유한다.

  ④ 전료제(全寮制)를 취함으로써 인격 도야를 도모함과 아울러 전액 국비 부담으로 한다.6)

  ⑤ 농촌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과학에 대해

서도 교양을 쌓는다.

  ⑥ 입학자는 지사 추천으로 하지만, 시험은 엄격히 시행한다.

  농림성 고위 관료의 주도로 1968년 도쿄(東京都 多摩市)에 「농업자대학교」가 설립되었

다. 그때 모델로 한 지바현(千葉縣) 농림중견 청년양성소는 경영전습농장의 근로주의의 

방침에 의문을 가지고, 폭넓은 시야의 육성이야말로 절실하다는 생각에서 전료제(全寮制)의 

특색은 살리면서도 농장은 갖지 않고 기술분야 학문 외에 사회과학 분야에 무게를 두고, 

모범농가에 대한 파견 실습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농업자대학교는 입학시험제

와 국립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전료제나 자유로운 커리큘럼, 졸업자격이 없는 전전(戰前)의 

사숙풍 교육기관, 나아가서는 덴마크의 서민고등학교나 소농학교의 흐름을 탄 것이었다. 

  농업자대학교는 각 지역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다수 배출해 왔지

만, 농업대학교가 각지(현 단위)에서 정비됨에 따라 입학생 모집에서 경합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농업후계자의 감소와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률 상승 등으로 농업자대학교는 정원 

감소가 일상화되고, 2004년에는 정책평가·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

는다. 그 후 2006년에 독립행정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로 조직이 통합되고, 

2008년에는 그 본부가 있는 쯔쿠바시(市)로 이전하여 재기를 위해 노력했다. 농업자대학교

는 농업경영자교육의 대학원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로서 교육내용과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

정하고, 새로운 교육을 개시했다. 그러나 2010년 4월 27일 행정쇄신회의에 의한 사업 분류에

서 사업 폐지 판정을 받았다. 이때 「역할은 끝나가고 있다」, 「지방과 4년제 대학에 맡길 

것」 등의 지적이 이어져, 2012년 3월 농업자대학교는 심기일전을 위해 쯔쿠바로 학교를 

 6) 전료제란 전원 기숙사 체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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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지 약 4년 만에 폐교함으로써 44년의 역사에 막을 내렸다(獨立行政法人 農業·食品

産業技術總合硏究機構 農業者大學校 2012: pp.5∼27). 

2.5. 일본농업경영대학교의 개교

  농업자대학교 동창회는 사업 폐지 판정에 반대를 표명하고, 「국가가 리더가 될 농업인의 

교육·육성을 책임감을 가지고 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농림수산대신에게 발송했다. 

또 판정에 분개한 재학생은 곧바로 폐지반대 서명 활동을 개시하고, 5월 24일 「농업자대학교 

존속을 요구하는 요청서」와 2만 명이 넘는 서명부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했다. 더욱이 

6월 18일 농업자대학교의 이념과 실적을 높게 평가하고 응원해 온 각계 전문가 43명으로 

이루어진 「농업자대학교 교육응원단 유지 일동」(대표: I 동경대학 명예교수)은 「농업자대학

교 폐지는 시대의 요청에 역행하고 장래에 중대한 화근을 남긴다」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

고, 그 존속과 내실있는 운영을 호소했다. 

  농림수산성은 재학생이 졸업하는 2011년도 말까지는 책임을 지고 농업자대학교에서의 

교육을 시행하고, 2011년도 입학생 모집은 하지 않는 방침을 결정했지만, 금후의 농업경영

인 육성 교육 방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농업자대학교의 금후 역할에 관한 의견교환회」를 

2010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3회 개최했다. 농업자대학교 재학생과 동창회, 교육응원단의 

각 대표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농림수산성 고위 관료들과의 의견교환 끝에 새로운 

농업경영인 교육의 방향이 정리되었다. 

  새로운 농업경영인 육성 교육은 ① 6차 산업화 등 일본 농업·농촌의 새로운 전개를 이끌어

갈 경영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의 육성, ② 국제적 시야를 가지고 일본의 특성과 높은 

기술력을 활용한 선진 농업과 6차산업을 전개하는 농업경영인 육성을 역할로 하는 대응 

방향이 제시되고, 그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성은 2011년도 예산 중 농업경영인 육성 교육 실시준비사업을 이용해 6차 산업

화 등 앞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전개를 이끌어나갈 인재 육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농업경영

인 육성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기본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공모 결과, 사업실

시 주체가 된 일반사단법인 일본식농연휴기구는 외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커리큘럼검토위원

회를 설치하고, 2011년 12월 기본교육 커리큘럼을 정리했다. 「장래 비전의 책정과 실천」, 「자율

적 과제해결 능력의 양성」, 「리더십 함양」을 교육목표로 제시했다. 커리큘럼은 「경영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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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론」, 「사회관계이론」의 3가지 학군을 기본 구성으로 하며, 「강의」, 「연습」, 「실습」이

라는 교육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론과 실천을 통해 농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양성을 지향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이전에 없던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일본 농업의 장래를 우려하여, 

정부의 농업자대학교 폐지 방침에 위기감을 가진 각계 인사가 협의를 거듭하여 농업 활성화

를 위해서는 농업계와 산업계, 학계 등 All Japan의 힘을 결집하여 차세대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12년 2월 「일반사단법인 애그리 퓨처 재팬(Agri 

Future Japan)(이하 AFJ)」이 설립되었다. 

  AFJ 회원에는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

연합회, 농림중앙금고 등 JA(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그룹을 비롯해 전국농업회의

소, 일본농업법인협회, 대일본농회, 농업자대학교동창회 등의 농업관계단체와 더불어 식품

기업과 유통·소매업 및 일반기업 등 약 200개 사에 이르는 다양한 업계의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소비자단체도 참여하였다.

  AFJ는 농림수산성의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도쿄 및 지방에서 젊은 농업인과 

농업대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단기 농업경영 세미나 개최를 거듭했다. 이러한 실적을 

쌓으며 상설교육기관 개교를 위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013년 4월 4일 AFJ를 운영 모체로 

한 「일본농업경영대학교」가 개교했다. 

3. 일본 농업인력육성기관 실태7)

  지금까지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 농업인력육성기관의 변천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

았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농업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민간기관 등 다양한 농업인력육성

기관들이 생겨났다. 워낙 다양하므로 이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8) 

 7) 일본에서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은 다양함. 고등학교 과정부터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다양한 교육이 다양

한 기관(시설)에서 시행되고 있음. 여기에서는 농업인력 육성기관의 변천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농업대학교, 

일본농업경영대학교 및 동경농업대학을 검토 대상으로 함.

 8) 2013년도 현재 「농학부」라는 전통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국립 25개 교, 사립 6개 교로 총 31개교였음. 이 

외에 ‘생물’, ‘생명’, ‘자원’, ‘환경’, ‘식(食)’ 등의 용어를 포함한 명칭의 학부가 약 60개 정도로 파악되었으며(上野 忠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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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일본 농업인력육성기관의 변천에 내재된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농

업대학교와 일본농업경영대학교 그리고 동경농업대학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동

경농업대학을 살펴보는 것은 메이지 정부 초기에 사립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일본에서 가장 

큰 농업계 대학으로 자리 잡고 다방면으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점에 착안했기 

때문이다. 동경농업대학은 1891년 민간(사립) 농업인 교육 시설로 출발하여 1903년 전문학

교령에 따라 사립 농업전문학교9)가 되고 1925년에는 법령에 의해 고등농업교육기관으로 

인가되었는데10) 농과계 대학으로는 일본 최초의 사립이었다(上野 忠義 2014.4.: p.29). 

3.1. 농업대학교 

  농업대학교는 이전에 보급지도원 양성기관이었던 농업전습농장이 농업개량조장법에 의

해 1977년 농업대학교로 전환된 것이다. 

  1934년 농촌중견인물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 현(縣)의 수련농장은 종전 후 명칭을 

경영전습농장으로 개칭했다. 경영전습농장11)은 농업개량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위상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경영전습농장전국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법제화, 인건

비 보조, 시설의 정비·확충 및 그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국회를 비롯한 농림수산

성에 진정하여 1977년 농업개량조장법 개정에 의해 농업교육시설이 법률상에 자리 잡게 

되어 농업대학교가 태동하였다.12)

  농업대학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체를 담당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후계자인 청년농업인과 그 외 농업을 담당할 자에 대해 영농 개선 또는 농촌생활 향상에 

관한 과학적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실천적인 연수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각 도부현(道府縣)이 설립 주체이며, 현재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중 42개 도부현에 농업

대학교가 설치되어 있다<표 1>. 

2014.4.: p.29),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9) 이때 관립(官立)으로는 삿포로시농학교와 모리오카시농림고등학교가 농업전문학교로 되었음.

10) 이 때 관립(官立) 고등농업교육기관으로 규슈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농학부와 쿄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농학부가 신설됨.

11) 농업기술직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도도부현에 설치되었던 농업강습소는 1960년대 후반 그 역할이 모호해져 폐지되거나 경영

전습농장으로 흡수되었음. 

12) 전국농업대학교협의회 홈페이지(www.noudaiky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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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부현(道府縣) 농업대학교는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 담당자를 양성하는 중추적 기관으

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과정은 크게 양성과정, 연구과정, 연수과

정의 세 과정으로 나뉜다. 고교졸업 정도 학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농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 역할이며,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추어 연구과정과 연수과정을 진행한다. 과정별로 

분야를 나누어 몇 개의 코스로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 과정 전부를 운영하는 농업대학

교는 5개교에 불과하며, 몇몇 학교를 제외하면 정원도 소수정예로 운영하고 있다<표 1>. 

  농업대학교는 상호 협력을 위해 전국농업대학교협의회를 결성·운영하고 있다. 협의회 

회원은 42개 도부현립 농업대학교 외에 5개의 민간(법인) 교육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이바라

키현의 이연학원 농업영양전문학교와 일본농업실천학원, 도쿄도의 일본농업경영대학교, 나

가노현의 야쓰가타케 중앙농업실천대학교, 오카야마현의 공익재단법인 중국사국낙농대학

교 등이다. 이외에도 이 협의회의 회원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나름대로 농업연수를 담당하는 

민간기관들이 많이 있다. 농림수산성이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기관들은 <표 3>과 같다. 

이들 민간기관까지 포함하면 전국 47개 도도부현마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농업교육

연수 기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업대학교는 양성과정 외에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하기 위해 

농업경영숙을 운영하기도 한다. 농업경영숙은 「농업경쟁력강화 프로그램」(2016년 11월 결

정)에 맞추어 「농정 신시대에 필요한 인재력 강화 시스템 정비」의 일환으로 지역의 농업인이 

영농하면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장이다<표 4>. 고도의 경영력과 기술력을 습득하고 금후 

농업계를 견인할 우수한 경영감각을 지닌 담당자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련농장과 경영전습농장(농업강습소)을 거쳐 오늘에 이른 농업대학교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농업대학교는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전료제에 의한 실천 

교육을 중심으로 한 농업후계자·농업 담당자의 육성에 주안을 두어왔지만, 비농가 출신 

및 여자 입학생이 증가하고, 교육 요구도 다양하여 이에 대응한 연수교육이 필요하게 되었

다. 1990년대 초에는 전국농업대학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농업대학교 커리큘럼검토회를 

개최하고 농업대학교 교육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2000년대 들어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대학

교가 21세기의 농업·농촌을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담당자를 육성하는 연수교육기관으로서

의 존재 의의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협의회는 농업대학교 연수교육 검토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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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도부현명 농업대학교명

과정별 (모집) 정원

양성

과정

연구

과정

연수

 과정 등

동일본

권역

北海道(홋카이도) 홋카이도립농업대학교 60 10 10

靑森縣(아오모리현) 아오모리현영농대학교 50 - 5 + 약간명

岩手縣(이와테현) 이와테현립농업대학교 70 - -

宮城縣(미야기현) 미야기현립농업대학교 55 - -

山形縣(야마가타현) 야마가타현립농림대학교 60 - -

福島縣(후쿠시마현) 후쿠시마현농업총합센터농업단기대학교 60 - 5

관동

권역

茨城縣(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립농업대학교

이연학원농업영양전문학교

일본농업실천학원

160

140

30

10

약간명

40

-

약간명

-

栃木県(도치기현) 도치기현농업대학교 80 - 140

群馬縣(군마현) 군마현립농림대학교 55 - -

埼玉縣(사이타마현) 사이타마현립농업대학교 55 - 35

千葉縣(치바현) 치바현립농업대학교 80 20 25

東京都(도쿄도) 일본농업경영대학교 20 - -

神奈川縣(가나가와현) 가나가와현립 가나가와농업아카데미 30 30 -

山梨縣(야마나시현) 전문학교야마나시현립농업대학교 30 약간명 -

長野縣(나가노현)
나가노현립농업대학교

야쓰가타케 중앙농업실천대학교

50

30

-

10

100

-

靜岡縣(시즈오카현) 시즈오카현립농업대학교 100 20 약간명

新潟縣(니카타현) 니카타현농업대학교
80명 

정도

10명 

정도
-

동해
·

근기

권역

岐阜縣(기후현) 기후현농업대학교 30 - -

愛知縣(아이치현) 아이치현립농업대학교 100 - -

三重縣(미애현) 미애현립농업대학교 30 - 10

滋賀縣(사가현) 사가현립농업대학교 30 - 10

京都府(쿄토부) 쿄토부립농업대학교 20 - -

大阪府(오사카부)
오사카부립 

환경농림수산총합연구소 농업대학교
25 - -

兵庫縣(효고현) 효고현립농업대학교 40 - -

농업대학교의 이상적 모습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농림수산성에 제언하고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표 1>  농업(농업경영력 및 지도력 강화 포함) 연수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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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도부현명 농업대학교명

과정별 (모집) 정원

양성

과정

연구

과정

연수

 과정 등

奈良縣(나라현) 나라식·농매력창조국제대학교 약 40 - -

和家山縣(와카야마현) 와카야마현농림대학교 40 - -

중국
·

사국

권역

鳥取縣(돗토리현) 돗토리현립농업대학교 30 - 60

島根縣(시마네현) 시마네현립농림대학교 40 - -

岡山縣(오카야마현)
오카야마현농림수산총합센터농업대학교

공익재단법인 중국사국낙농대학교

35

30

-

-

-

-

広島縣(히로시마현) 히로시마현립 농업기술대학교 40 - -

山口縣(야마구치현) 야마구치현립농업대학교 40 - 35

德島縣(도쿠시마현)
도쿠시마현립 

농림수산총합기술지원센터농업대학교
40 약간명 -

香川縣(카가와현) 카가와현립농업대학교 45 - 15

愛媛縣(에히메현) 에히메현립농업대학교 55 10 -

高知縣(고치현) 고치현립농업대학교 50 - -

구주

권역

福岡縣(후쿠오카현) 후쿠오카현농업대학교 50 - 20

佐賀縣(사가현) 사가현립농업대학교
50 + 

약간명
- -

長崎縣(나가사키현) 나가사키현립농업대학교 70 - -

熊本縣(구마모토현) 구마모토현립농업대학교 160 약간명 50

大分縣(오오이타현) 오이타현립농업대학교 60 - 30

宮崎縣(미야자키현) 미야자키현립농업대학교 65 - -

鹿兒島縣(가고시마현) 가고시마현립농업대학교 115 20 -

沖縄縣(오키나와현) 오키나와현립농업대학교 30 - 10

43도도부현 47교

주 1) 민간농업교육시설은 고딕체로 표시함. 

    2) 농업대학이나 민간농업교육시설이 없는 현: 秋田縣(아키타현), 富山縣(도야마현), 石川縣(이시카와현), 福井縣(후

쿠이현)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2020.8.20. 검색) 및 전국농업대학교협의회 홈페이지(2020.8.20. 검색)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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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부현(道府縣) 농업대학교에서의 연수교육

과정 대상자 표준 이수시간 교과 학습 방법

양성

과정

고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

2년간 2,400시간

(80 단위) 이상

분야에 따른 전문과정(벼, 밭작물, 

채소, 과수, 화훼, 낙농, 육우, 양돈, 

양계 등)

강의, 연습, 실험과 

실습이 대략 반반씩

연구

과정

농업대학교 양성

과정 졸업생과 단대

(短大) 졸업자

2년간 2,400시간

(80단위) 이상

(※ 1년 학교도 있음)

분야에 따른 전문과정(벼, 밭작물, 

채소, 과수, 화훼, 낙농, 육우, 양돈, 

양계 등)

양성과정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더욱 심화하고, 고도의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양성

강의, 연습, 실험과 

실습이 대략 반반씩

연수

과정

기술·지식의 향상을 

지향하는 농업자와 

취농을 희망하는 자 

1일∼수 주간 정도

(코스에 따라 다름)

분야별로 코스를 설치(농업기술, 농

업기계 조작, 경영관리, 농업체

험 등)

수강자의 경영 발전 

단계, 수강자의 수요를 

토대로 학습 실시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자료를 필자가 정리함.

<표 3>  기타 농업연수교육 기관

연수기관명 소재지

팔굉학원 북해도농업전문학교 호카이도(北海道)

아키다현농업연수센터(미래농업 프론티어 육성연수) 아키다현(秋田縣)

이시가와 耕稼塾(이시가와농업인재기구) 이시가와현(石川縣)

후쿠이원예칼리지 후쿠이현(福井縣)

도야마농업미래칼리지 도야마현(富山縣)

오카야마현립청소년농림문화센터(삼덕원) 오카야마현(岡山縣)

고치현립농업담당자육성센터 고치현(高知縣)

애그리이노베이션대학교 칸도(關東)

애그리벤처대학교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자료를 필자가 정리함.

<표 4>  농업경영숙 개요

운영주체 도부현 농업대학교 등이 운영 주체가 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운영

수강생 이미 취농하고 있는 농업인 등

커리큘럼 마케팅, 조직운영, 자금계획 등의 노하우 

연수 방식 야간, 농한기 등의 집합 연수

강사 타 산업 경영자, 세무사, 컨설턴트, 대학교원 등의 외부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

주: 개강 시기, 연수내용 등의 상세한 내용은 운영 주체에 따라 달라짐.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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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력정책의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성은 차세대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

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인재력강화 종합지원사업13)’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40대 이하 농업종사자를 4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14) 또한, 문부과학

성은 Society 5.0시대(초스마트시대)에 요구되는 인재 육성을 지향하며, 국가 차원의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 산업 분야에서 인간의 강점을 활용하여 미래세계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재를 기른다는 것이 요점이다.15) 한편 농림수산성은 농정 

신시대에 필요한 농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데,16) 문부과학성과 

협력하여 농업대학교를 전문직 대학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직 대학은 

특정 분야의 전문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과 동시에 변화에 대응해가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응용력 및 창조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농업대학교가 계속 존속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하려면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도부현)의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2. 일본농업경영대학교17)  

  농업자대학교의 폐지에 대한 반발이 단초가 되어 설립된 일본농업경영대학교의 한 학년 

정원은 20명이다. 기숙형에 의한 2년간의 교육을 통해 고도의 경영력을 겸비하고, 지역농업

의 지도자가 되는 인재 육성을 목표하고 있다. 입학자격은 19∼40세의 농업에 종사할 것이 

확실하다고 예견되는 자로, 입학 전에 일정 기간의 농업종사나 농업실습경험이 요구된다. 

학교는 도쿄(東京都 港區)에 자리 잡고 있다. 

  교육의 특징은 농업경영자의 육성에 특화해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영력」, 「농업

력」, 「사회력」 및 그들의 근간을 이루는 「인간력」을 기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 실제 강의에서는 

13) 취농준비, 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농업법인등이 활동하기 편리한 작업환경을 정비해가면서 실시하는 실천연수와 다양한 

인재 확보, 지역에서의 신규 취농자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광범한 세대의 재교육(리커런트 교육) 실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

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14)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15) 문부과학성(www.mext.go.jp) (검색일: 2020.8.10.).

16) 農林水産省(經營局, 生産局, 農林水産技術會議事務局). 2017.4. “農政新時代に必要な人材力を强化するシステム

の整備” (參考資料). 

17) 田中 등(2014)을 토대로 일본농업경영대학교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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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산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국내외의 폭넓은 주제를 다뤄 

세계적 시야를 유지하면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양성할 수 있는 커리큘

럼을 준비했다. 

  통상강의는 「경영력」, 「농업력」, 「사회력」, 「인간력」의 4가지 능력에 대응한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주 1회 정도의 빈도로 농업계와 산업계에서 활약하는 경영자들을 초청한 「특별강

의」가 있다. 그 외에도 연습으로서 「세미나」나 「종합적 학습」도 받아들여 학생 주체의 조사

연구와 발표, 토론 등에 의해 과제해결 능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또 강의나 연습이라는 실내교육만이 아니라 「현장실습」도 커리큘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학교에는 부속농장이 없으므로 1년 차 7월~10월에는 각지의 선진농업경영체에 

학생을 파견한다. 거기에서는 현장작업만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경영감각, 

리더십, 지역 만들기의 대처 등을 배우고, 학생들에게 농업경영인이 되기 위한 과제를 인식

시키는 것이 큰 목표이다. 또 2년 차의 7월~10월에는 AFJ 회원 기업의 협력을 얻어 농업 

외 기업에 대해 학생을 파견하고,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 과제 발견을 목표로 하여 

슈퍼에서의 점두판매(店頭販賣), 식품기업에서의 상품개발 등 다채로운 실습내용이 시도되

고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강의와 현지 실습에 의한 학습 성과로 학생은 「졸업 연구」를 발표하고, 

2년간의 커리큘럼을 마치게 된다. 졸업 연구에서는 졸업 후의 경영계획의 수립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제안 등이 이루어진다. 

  덧붙인다면 전료제(全遼制)도 교육의 하나로 보고 있다. 2년간의 공동생활을 통해 학생들

끼리의 논의를 심화하고, 풍부한 인성과 사회성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일본농업경영대학교는 농업자대학교를 직접 계승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기본적인 시

스템과 목표하는 방향성에 많은 공통점과 유사점이 있다. 그 설립 경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금후 농업계 인재 육성에 대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많이 배출해 

온 농업자대학교의 교육 특색을 여러 가지 점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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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농업자대학교와 일본농업경영대학교의 비교 

농업자대학교(다마시) 농업자대학교(쯔쿠바) 일본농업경영대학교

개교 1968년(∼2009년) 2008년(∼2012년) 2013년

운영주체
농림수산성

(2001년부터 독립행정법인)

독립행정법인 농업·식품산업

기술종합연구기구

일반사단법인 

애그리 퓨쳐 재팬(AFJ)

교사 소재지 도쿄도 다마시 이바라키현 쯔쿠바 도쿄도 미나토구

수업연한 3년간 2년간 2년간

1학년 정원 50명 40명 20명

입

학

자

격

학력 고교졸 이상 (4년 대졸 정도의 이해력 등) 고교졸 이상

연령 19세 이상 30세 미만 19세 이상 40세 미만 19세 이상 40세 이하

농업실습

경험
1년 이상 1개월 이상

농가 출신 3개월 이상

비농가 출신 6개월 이상

교과 구성

농산, 축산, 경제, 사회, 

인문, 종합생활, 정보·

커뮤니케이션, 국제세미나, 

특별강의 등

프론티어 테크놀로지, 

애그리비즈니스, 식품 안전, 

환경보전, 지역 매니지먼트, 

국제, 종합교과, 세미나, 

특별강의 등

경영력영역, 농업력영역, 

사회력영역, 인간력영역, 

세미나, 종합적 학습, 

특별강의 등

농가파견실습 6개월 4개월 4개월

기타 실습
해외연수(3주간), 

재택학습(3개월)
4개월 4개월

학교부속농장 없음 없음 없음

기숙사생활 기숙사 생활(학교 인접) 기숙사 생활(도보 3분) 기숙사 생활(전차 통학)

입학자 학력 고교졸이 대부분 대졸이 약 6할 대졸이 약 6할(1기생)

입학 시 연령 19∼20세가 대부분 평균 26∼27세 평균 24∼25세(1기생)

비농가 출신자 1할 미만 약 5할 약 3할(1기생)

졸업생 취업률 9할 이상 9할 이상 ···

자료: 南石晃明 등(2014) p.233.

  첫째, 농업기술 습득이 아니라 농업계의 리더인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사(校

舍)는 도시에 입지하고 있으며, 부속농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농장관리의 필요성이 없다. 

또 통학에 불편함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료제로 하는 것은 농업경영에 뜻을 둔 자끼리의 

대인관계 형성과 인격의 도야를 위함이다.

  둘째, 인문·사회과학계와 경영학계의 과목을 중심으로 폭넓게 배우는 커리큘럼이 준비되

어 있다. 교통이 편리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저명한 연구자와 경영자 등의 외부 강사를 

전국에서 초빙할 수 있다. 또 교사(校舍)가 대 소비지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관점과 

도회적인 발상을 몸에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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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학교 밖에서의 장기 현지 실습을 부과하고 있으며, 입학 전 농업실습 경험도 포함해 

경영 현장에서의 실천학습과 교내 이론학습의 혼합 방식으로 교육한다. 따라서 학교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실 사회에 눈을 돌려 현장에서 배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자대학교와 매우 다른 점도 있다. 일본농업경영대학교는 경영 능력의 양성에 

큰 비중을 두고, 강의의 4할을 경영 능력 영역의 과목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경영자 육성이라

는 색조를 한층 선명하게 하고 있다. 그 교육내용도 입학자의 과반을 대졸자가 차지한다는 

현실에 맞추어 고도화되고 있다. 또 AFJ 회원 기업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는 기업실습과 

기업경영자의 특별강의 등 산업계와의 협력도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농업경영대학교만의 특색이 계속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시대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 더 나아가 진화하지 못하면 농업자대학교의 전철을 다시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3.3. 동경농업대학18)

3.3.1. 동경농업대학의 변천 과정 

  동경농업대학은 1891년(메이지 24년) 덕천육영회를 모체로 사립육영학교 농업과로 설립

되었다. 창립자 N은 도쿠가와(德川)막부의 유학생으로 네덜란드에서 유럽의 선진 과학기술

과 국제법을 배운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물로 근대일본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였다. 농상무대

신, 체신(우정)대신 등을 역임하고, 당시 러시아와 영토(千島·樺太)교환조약을 마무리하는 

등 오늘날 일본의 기초를 쌓은 인물 중의 하나이다. 네덜란드 유학 중 세계열강 속에서 

일본이 근대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력의 일익을 담당하는 농업의 중요성

을 강하게 인식하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민 교육이 중요하다고 통감하여 이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의 건학 정신과 학풍을 확립한 사람은 초대 학장인 Y이다. 그는 당시 농학교육 

연구의 일인자로 볍씨(稻籾)의 염수선별법을 확립하여 묘를 육성하여 일본 농업의 근대화

에 공헌했다. 그는 철저한 실학주의자였으며, 그의 영향으로 동경농업대학의 건학이념이 

18) 동경농업대학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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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891년 덕천육영회육영교농업과 창립

  - 체신, 농상무, 문부, 외무 등의 장관을 역임한 에노모토 다케아키(夏本武揚)가 설립

ㅇ 1893년 동경농학교의 설립 

  - 경영 모체였던 육영회로부터 독립

ㅇ 1894년 건학 이념의 확립 

  - 에노모토 다케아키의 초빙으로 메이지시대 농학자인 요코이 도키요시(橫井時敬)가 평의원으로 참여

   · 1907년 대일본농회 부속 사립동경고등농학교 교장, 1911년에 사립동경농업대학 초대 학장에 취임

   · 실학을 중시

ㅇ 1925년 대학령에 의해 대학으로 승격

  - 학교, 학생, 교우가 하나가 되어 모금 활동, 재단법인 동경농업대학이 탄생함

ㅇ 1949년에 학교교육법, 사립대학법에 의해 동경농업대학이 됨 

  - 농학부에 농학과, 임학과, 축산학과, 농예화학과, 농업공학과, 농업경제학과, 녹지학과, 협동조합학과를 둠

ㅇ 1950년 동경농업대학 단기대학을 병설 

  - 개교 당시에는 원예과, 양조과, 농업경영과, 조경과, 농업과, 영림과, 낙농과의 7과였지만, 여러 번의 개정을 거

쳐 현재의 4학과 체제로 됨

ㅇ 1953년 대학원에 농학연구과를 설치 

  - 대학원 농학연구과를 설치(석사과정의 농학전공, 농업경제학 전공으로 출발)

  - 이후 박사과정 설치, 전공 증설로 전 학과에 대응한 전공을 두게 됨 

실학주의가 되었다. 그가 말한 「벼에 관한 것은 벼에게 듣고, 농업에 관한 것은 농민에게 

듣는다」라든가, 「농학(학문)은 번영하는데 농업은 망한다」는 것은 관념론을 배제하고 실제

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중시하고 학문을 위한 학문을 배제한 실학주의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실학주의를 바탕으로 「인물을 농업 현장으로 돌려보낸다」는 기치 아래 농업후계자·

지역사회의 담당자 양성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설립된 동경농업대학의 전신은 1893년 동경농학교가 되었고, 1925년에는 대학으

로 승격했다. 1949년에 사립 동경농업대학이 되고 1950년에는 단기대학을 병설한다. 1953

년에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고 1966년에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유학

생을 보내기 시작한다. 1995년에는 5개 지방 도시에서도 입시를 치르기 시작했으며, 1998년

에는 농학부를 재편성하여 21세기의 인류와 지구가 직면하는 「식량」, 「환경」, 「건강」, 「자원

에너지」 문제의 해결에 대응하는 체제를 보다 강화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표 6>. 

<표 6>  동경농업대학의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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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66년 국제화로의 진일보

  - 미국 미시간 주립대와 자매결연(3명의 학생이 유학)

  - 현재 해외 자매교는 14개교

ㅇ 1989년 오호츠크에 생물산업학부가 탄생 

ㅇ 1993년 대학원에 생물산업학연구과를 설치

  - 농학연구과에 이어 생물산업학의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원 생물상업학연구과(석사과정)가 설치됨. 이를 계기

로 오호츠크 캠퍼스에서의 연구 활동이 한층 고도화됨

  - 1995년에는 박사과정도 설치 인가됨

ㅇ 1995년 지방입시 실시 

  - 지방 5개 도시에서 입학시험을 실시

  - 도쿄 캠퍼스에서의 시험과 합해 동일 학과를 2회 시험볼 수 있게 됨

ㅇ 1998년 농학부를 재편성 

  - 농학부 개편이 문부성에서 인가됨

    · 21세기의 인류와 지구가 직면하는 「식량」, 「환경」, 「건강」, 「자원에너지」 문제의 해결에 대응하는 체제가 보

다 강화됨. 

   - 아쓰기시(厚木)캠퍼스가 개설되어 3개 캠퍼스 체제가 됨

ㅇ 2002년 대학원 2연구과 14전공 체제에 ISO14001 인증을 취득

  - 환경문제에 정면 대처하는 대학으로서의 증명인 ISO14001의 인증을 취득 

  - 리사이클연수센터 등 설치 

ㅇ 2006년 2개의 학과를 신설 

  - 농학부 (아쓰기시캠퍼스)에 바이오테라피학과, 아쿠아바이오학과를 설치 

ㅇ 2006년 센터 입시이용시험 도입, 일반입시제도 변경

  - 새로 대학입시센터이용시험을 도입(모집인원은 약 1할). 또 일반입시는 새로이 3일간의 시험일, 시험장(전체 

12개)을 설치하고, 수험자는 각자의 사정에 맞추어 어떤 날이든 전학부 전학과의 수험이 가능하게 변경. 3일간 

동일한 학과를 받는 것도 가능해짐. 

ㅇ 2010년 생물산업학부 식품과학과를 식품향장학과로 개칭 

ㅇ 2012년 생물산업학부 산업경영학과를 지역산업경영학과로 개칭 

ㅇ 2014년 응용생물학부에 식품안전건강학과를 개설 

ㅇ 2017년 신 학부, 신 학과 개설 

  - 생명과학부에 바이오사이언스학과, 분자생명과학과, 분자미생물학과, 지역환경과학부에 지역창성과학과, 국

제식료정보학부에 국제식농과학과를 개설

ㅇ 2018년 신 학과 개설, 학과명칭 개칭 

  - 농학부에 생물자원개발학과, 디자인농학과를 개설, 축산학과를 동물과학과로 개칭, 응용생물과학부의 생물응

용화학과를 농예화학과로, 생물산업학부의 생물산업과학과를 북방권농학과로, 아쿠아바이오학과를 해양수

산학과로, 식품향장학과를 식품화장학과로, 지역산업경영학과를 자연자원경영학과로 개칭

ㅇ 2020년 신 연구과·전공 개설 

  - 대학원 응용생물과학연구과를 개설하고, 농예화학전공, 양조학 전공, 식품안전건강학 전공, 식품영양학 전공

을 설치

자료: 동경농업대학 홈페이지(https://www.nodai.ac.jp/).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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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동경농업대학 현황

 동경농업대학은 시대 및 사회요구의 변화를 직시하며, 「인물을 농업 현장으로 돌려보낸다」

는 건학정신과 「실학주의」의 교육이념을 지향하며, 미래의 지구, 인류사회 만들기에 공헌하

는 「농심」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3개 캠퍼스(세타가야구, 아쓰기시, 오호츠크)에 대학원 3과정(농학연구과, 응용생물

과학연구과, 식물산업연구과)과 학부(농학부, 응용생물과학부, 생명과학부, 지역환경과학

부, 국제식료정보학부, 생물산업학부)가 설치되어 있다. 학부 내의 학과는 시대 상황에 맞추

어 수시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약 13,000명의 학생,19) 교직원 약 600명과 200개의 연구실을 가진 일본 최대의 농학계 

사립 종합대학이다. 동경농업대학은 본 대학 외에 단기대학(동경정보대학)과 3개 고교, 2개 

중학교, 1개 초등학교를 거느린 사학재단이기도 하다. 

  동경농업대학의 졸업생 취업 상황을 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19년도 졸업생 

중 농업 분야 취업 상황을 보면 생물생산학과가 21.8%로 가장 높고 축산학과(18.1%), 농학과

(9.4%)의 순이다. 이 3개 과를 제외하면 농업 분야 취업률이 매우 낮고 전혀 취업하지 않은 

학과도 많다. 학과의 특성상 농업 현장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 분야 취업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장의 농업 분야로의 취업률만 본다면 이 학교 설립자나 초대 학장이 지향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인재를 길러 농업 현장으로 돌려보낸다’는 실학주의의 

건학이념이 얼마나 살아 있는지 궁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여건이 매우 어려

운 상황에서도 농업 분야 종합대학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생명과학, 생산과학으로부터 

생활과학까지 끊임없이 전진하고 진화하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19) 동경농업대학 홈페이지(學長就任のご挨拶)



22 ∙ 세계농업 2020. 9월호

<표 7>  동경농대 학과별 졸업생(2019) 농업 취업률 

학부 학과

졸업생 

농업 취업률

(%)

비고

농학부

농학과  9.4

축산학과 18.1

바이오 테라피학과  1.5

응용생물과학부

바이오사이언스학과  2.0

생물응용화학과 -

양조학과 -
기타(4.4%)에 농업, 임·수산·광업, 금융·보

건업, 의료보건업 등 포함

식품안전건강학과 -

영양과학과 -

지구환경과학부

삼림종합과학과 -
기타(8.4%)에 금융·보건업, 임·수산·광업, 

운수·통신업, 제조업 화학공업 등 포함

생산환경공학과 -

조원(造園)과학과  2.8

국제식료정보학부

국제농업개발학과  5.4

식료환경경제학과  3.1

국제바이오비즈니스학과  2.0

생물산업학부

생물생산학과

(⇒ 북방권농학과)
21.8

아쿠아바이오학과

(⇒ 해양수산학과)
 4.3 임·수산·광업 5.7%

식품향장학과

(⇒ 식향장화학과)
 1.2

지역산업경영학과

(⇒ 자연자원경영학과)
- 기타(3.5%)에 농업, 제조업, 화학공업

자료: 동경농업대학 홈페이지(취직지원·진로 데이터)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함.

4. 시사점 

  외세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일본은 쇄국만이 살길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길러야 하고, 

국력 신장에 농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목격한 일본은 권농정책을 추진하였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시스

템을 벤치마킹하여 전국 각지에 농업인 교육기관이 설치·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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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대전 후에는 미 군정의 영향을 받아 농업보급체계가 갖추어진다. 일본근대화 초기 

농업근대화에 기여한 농업견습농장은 폐지되고 농업대학교로 발전한다. 농업대학교는 전국 

각지(현)에서 지역의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행해오고 있다. 한편 일본

의 고도 경제성장기에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을 중시하여 1968년 농업자대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40여 년간 많은 농촌지도자를 양성한 농업자대학교는 재기의 몸부림에

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애매하여 폐교되었다. 곧바로 농업자대학교의 그동안의 역할에 더하

여 새로운 시대의 일본 농업을 담당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모아져 일본농업경영대학교가 도쿄에 설립되었다. 농업자대학교와 얼마나 차별화된 교육을 

시행하며 얼마나 존속할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메이지 정부 초기(1891년)에 설립된 동경농업대학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큰 농학계 

사립 종합대학이다. 메이지 정부 초기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일본근대화에 기여한 창립자

는 네덜란드 유학을 통해 농민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농업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당시 

농학계의 대학자를 초대 학장으로 초빙하여 실학주의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 기반을 

구축했다. 그동안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여 일본 농업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현재 약 

1만 3,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단과대학 외에 고등학교와 중학교 및 초등학교를 

거느린 거대 사학재단으로 나름대로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졸업생의 취업 상황을 보면 농업 분야 취업률은 매우 

낮다. 시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창립자나 초대 학장이 내세운 

실학주의가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일본 농업인력육성기관의 변천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로부터 얻

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본다. 첫째, 농업인력 육성이 왜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지속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

다. 미래 시대에 농업은 국민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이를 담당할 미래의 농업 인재는 

지식·기술·인격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전망하여 설정해야 한다.

  둘째, 농업인력육성기관은 상황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변모해야 

한다. 급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해당 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각의 농업인력 육성기관은 본연의 역할과 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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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를 항상 인식하면서 위상을 명확하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관의 

비전과 목표 및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도태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셋째, 농업인력 육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과거보다 다양해졌

으며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 농업의 다양성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려면 지역밀착 교육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지역(현 단위)별로 농업 인재20)교육 기관들

이 자리 잡고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넷째,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농업인력육성기관의 주체는 공공과 민간 및 제3섹

터 등 다양하다. 기관별로 나름대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 교육을 시행하겠지만, 자칫 중복이

나 반복 교육이 되면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은 물론 낭비마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공-민간뿐만 아니라 농업-비농업 간의 협력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다섯째, 농업인력 육성 및 교육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어느 

기관에 의해 어떤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여 중복과 반복으로 인한 자원 낭비

를 줄이고 필요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더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부표>  근대 일본의 연호

         연도

 연호

∼

1
8
6
8

1
9
1
2

1
9
2
6

1
9
4
5

1
9
8
9

2
0
1
9

에도(江戶)시대 ⇐〜

메이지(明治) 1                        45

다이쇼(大正) 1             15

쇼와(昭和) 1                                 64

헤이세이(平成) 1                   31

레이와(令和)  1   ⇒   ?

자료: 필자 작성.

20) 일본은 최근 ‘인력(人力)’이라는 용어 대신 ‘인재(人材)’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음. 단순히 농업노동력으로서만이 아니

라 경영력과 지도력 등 경영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두루 갖춘 인적자원이라는 면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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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림 보존과 국제적 대응

김 부 영 * 21)

  지구상에 약 16억 명의 사람들이 숲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숲은 인간에게 목재, 

연료, 임산물 등 다양한 산물을 제공하고, 토양 및 물의 보존, 깨끗한 공기 등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활동을 한다. 또한, 숲은 토지 황폐화와 사막화를 방지하고, 홍수, 산사태, 가뭄, 

황사 등 각종 자연재해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숲은 인간에게 막대한 효용을 가져다주고 

안정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비록 육지 면적의 30%를 차지하지만, 육상 

생물종 80%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숲은 이러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크게 기여한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 

및 이행, 점검 등 각처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경지와 목초지 개발을 위한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대규모 화재로 인한 호주, 북극권, 미국의 산림 소실 등 연일 들려오는 부정적

인 소식은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와 인간의 경제 활동이 한데 얽혀 있어 산림 보존을 달성하

기 어려운 문제로 만든다.

  본고에서는 우선 세계 산림 현황과 최근 30년간 변화를 살펴보고, 2010년 이후 지속가능

한 산림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국제 사회의 목표 설정과 보호 지역 설정을 중심으로 보전 

전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bkim73@krei.re.kr). 

본고는 2020년 유엔식량농업기구 보고서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20: Main report”와 2020년 유

엔식량농업기구·유엔환경계획 보고서인 “The State of the World’s Forests 2020. Forests, biodiversity and people”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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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산림 현황

1.1. 산림 면적 현황

  「2020년 세계 산림 자원 평가 보고서」(FAO 2020a)에 따르면, 전 세계 산림 면적은 40억 

5,893만 ha로 산림이 전체 토지 면적의 30.8%를 덮고 있다. 2020년 전 세계 인구를 「2019년 

세계 인구 전망」(UN 2019)의 추산대로 77억 9,479만 명으로 가정하면, 전 세계 사람 1인당 

산림 면적은 0.52ha(약 1,573평)이다.

  산림은 기후대에 따라 분포 면적에 차이가 나타난다. 열대지방에 전 세계 산림 면적의 

45%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다음으로 아한대 27%, 온대 16%, 아열대 11%를 각각 차지한다. 

<그림 1>을 보면 주로 적도 주변의 중남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 

열대우림이 집중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기후대별 전 세계 산림 면적(2020)

자료: FAO(2020b), p.1.

  전 세계 산림 면적의 절반 이상(54%)이 러시아(20%), 브라질(12%), 캐나다(9%), 미국(8%), 

중국(5%)에 분포되어 있다.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산림 면적이 전체 산림 면적의 약 2/3 

수준(66%)이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유럽(러시아 제외)이 전체 산림 면적의 25%를 차지하여 

가장 큰 면적을 나타내며, 그다음으로 남아메리카 21%, 북아메리카 및 중앙아메리카 19%, 

아프리카 16%, 아시아 15%, 오세아니아 5%를 각각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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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위 10개국 산림 면적(2020) <그림 2>  국가별 산림 면적 비중(2020)

순

위
국가

산림 면적

천 ha
전체 면적 

대비 비중
누적 비중

1 러시아 815,312 20% 20%

2 브라질 496,620 12% 32%

3 캐나다 346,928 9% 41%

4 미국 309,795 8% 49%

5 중국 219,978 5% 54%

6 호주 134,005 3% 57%

7 콩고민주공화국 126,155 3% 60%

8 인도네시아 92,133 2% 63%

9 페루 72,330 2% 64%

10 인도 72,160 2% 66%

- 나머지 국가들 1,373,515 34% 100%

단위: %

자료: FAO(2020a), p.15.

1.2. 산림 면적 추세

  전 세계 산림 면적은 1990년 42억 3,643만 ha에서 2020년 40억 5,893만 ha로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30년간 한반도 면적의 약 8배에 달하는 규모의 산림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전체 토지 면적 대비 산림 면적 비율로 살펴보면 1990년 32.5%에서 2020년 30.8%

로 30년 사이에 1.7%p 감소하였다(FAO 2020a: 15).

<표 2>  대륙별 산림 면적 변화(1990~2020)
단위: 천 ha

육대주 1990 2000 2010 2020

아프리카 742,801 710,049 676,015 636,639

아시아 585,393 587,410 610,960 622,687

유럽 994,319 1,002,268 1,013,982 1,017,461

북아메리카 및 중앙아메리카 755,279 752,349 754,190 752,710

오세아니아 184,974 183,328 181,015 185,248

남아메리카 973,666 922,645 870,154 844,186

전 세계 4,236,433 4,158,050 4,106,317 4,058,931

주: 유럽에서 러시아 제외.

자료: FAO(2020a),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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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를 10년씩 나누어 세 구간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연평균 산림 순손실 면적

은 1990년대(1990~2000) 784만 ha에서 2000년대(2000~2010) 517만 ha, 2010년대(2010~ 

2020) 474만 ha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10년대에 연평균 산림 순손

실 면적이 약 40% 감소한 것이다. 산림 손실은 대부분 농업 면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산림 면적 증가는 버려진 농지 등에 자연적으로 산림이 확대되거나 인위적으로 

재조림 또는 신규조림하는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된다. 산림 순손실 면적 증가율의 감소세는 

일부 국가에서 산림 훼손이 감소하고 신규조림과 산림의 자연적 확장을 통해 산림 면적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10년대(2010~2020) 대륙별 산림 순손실 면적을 살펴보면 아프리카에서 평균적으로 

매해 394만 ha의 산림이 소실되어 가장 큰 순감소 폭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남아메리카에

서 한 해에 평균적으로 260만 ha의 산림이 소실되어 그 뒤를 이었다. 아프리카는 연평균 

산림 면적 순감소율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각각 0.45%, 0.49%, 0.60%로 점차 

증가했지만, 남아메리카는 2000년대에 약 0.6%이었던 연평균 산림 면적 순감소율이 2010년

대에 절반 수준(0.30%)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2010년대(2010~2020) 대륙별 산림 순증가 면적을 살펴보면 아시아가 연평균 117만 ha의 

산림 면적 순증가를 나타내며 가장 큰 순증가 폭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오세아니아(42만 

ha)와 유럽(35만 ha) 순이다.

<표 3>  대륙별 산림 면적 연평균 순변화(1990~2020)

단위: 천 ha, %

육대주
1990~2000 2000~2010 2010~2020

면적 증감율 면적 증감율 면적 증감율

아프리카 -3,275 -0.45 -3,403 -0.49 -3,938 -0.60

아시아 202 0.03 2,355 0.39 1,173 0.19

유럽 795 0.08 1,171 0.12 348 0.03

북아메리카 및 중앙아메리카 -293 -0.04 184 0.02 -148 -0.02

오세아니아 -165 -0.09 -231 -0.13 423 0.23

남아메리카 -5,102 -0.54 -5,249 -0.58 -2,597 -0.30

전 세계 -7,838 -0.19 -5,173 -0.13 -4,739 -0.12

주: 유럽에서 러시아 제외.

자료: FAO(2020a),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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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륙별 산림 면적 연평균 순변화(1990~2020)

단위: 백만 ha/연

 1990-2000     2000-2010     2010-2020

자료: FAO and UNEP(2020), p.12.

2. 산림 보존을 위한 국제적 목표와 수단

2.1. 산림 보존을 위한 국제적 목표1)

2.1.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2)

  유엔은 2015년에 개최된 제70차 총회에서 인류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결의하였다. 이 의제에는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 중 육상 생태계와 

관련한 목표15가 산림과 사막화, 생물다양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목표15의 세부목표 15.1은 “국제협정 하의 의무에 따라 2020년까지 특히, 산림, 습지, 

산악지, 건조지 등 육상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를 보호, 복원,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세부목표 15.1를 위한 산림 관련 지표로는 첫째, 산림 면적과 

 1) 본 절에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유엔 산림전략계획의 글로벌 산림 목표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일부만 발췌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밖에 2014년 기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뉴욕 산림 선언(New York Declaration 

on Forests)’, 2011년 독일 정부와 국제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 주도한 ‘본 

도전(Bonn Challenge)’ 등 산림 관련 국제적 대응이 있음을 밝힘.

 2)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biodiversity/)(검색일: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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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토지 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이 제시되었다(세부목표 15.1.1). 둘째, 보호 지역 

및 기타 지역 기반의 보호 수단과 관련하여 생태계 유형별로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지역이 보호 지역에 포함된 비율이 제시되었다(세부목표 15.1.2).

  목표15의 세부목표 15.2는 “2020년까지 모든 유형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이행하고, 산림 훼손을 중단하고, 파괴된 산림을 복구하고, 국제적으로 신규조림과 재조림을 

크게 증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세부목표 15.2를 위한 지표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향한 

진척이 제시되었다(세부목표 15.2.1).

  목표15의 세부목표 15.3은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가뭄·홍수의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한 파괴된 토지와 토양을 복구하고, 토지파괴 중립적인 세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세부목표 15.3을 위한 지표로 전체 토지 면적 대비 파괴된 

토지의 비율이 제시되었다(세부목표 15.3.1).

2.1.2.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3)

  2010년에 일본의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개정

된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을 

채택하였다. 이 계획은 비단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관리 및 정책 

개발 등 전체 유엔 체계에 적용되는 의사결정 틀을 제공하며, 5개의 전략 목표와 20개의 

목표를 포함하였다.

  산림 면적과 관계된 아이치 목표5는 “2020년까지 산림을 포함한 모든 자연 서식지의 

손실률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이고 실현 가능하다면 0에 가깝게 만들며, (자연 서식지의) 

파괴와 분할을 상당히 감소시킨다”라고 명시하였다.

  아이치 목표12, 목표13, 목표16은 산림 종(種) 및 유전자원과 연관된다. 아이치 목표12는 

“2020년까지 알려진 멸종위기종의 절멸을 방지하고, 특히 감소세가 급격한 멸종위기종의 

보호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한다”고 명시하였다. 아이치 목표13은 “2020년까지 재배되는 

식물, 사육되는 동물, 기타 사회경제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종을 포함한 그들의 야생 

친척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한편, 유전적 약화를 최소화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3)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https://www.cbd.int/sp/)(검색일: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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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관련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이치 목표16은 “2015년까지 ‘유전자

원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를 발효

하고 (당사국의) 국내법에 상응”하도록 규정하였다.

  산림 복구와 관계된 아이치 목표15는 “2020년까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하고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파괴된 생태계를 최소한 15% 복구하는 등 보호와 복원을 통해 

생태계 복원력과 생물다양성의 탄소고정에 대한 기여를 강화한다”고 명시하였다. 보호 지역 

및 기타 지역 기반의 보호 수단과 관련하여 아이치 목표11은 “효과적으로 공정하게 관리되

고, 생태학적으로 대표성이 있고, 잘 연결된 ‘보호 지역’ 체계와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의 

보호 수단’을 통해 2020년까지 특히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육상과 내수면(內

水面)의 17%와 해안 및 해양 지역의 10%를 최소한 보호한다”고 규정하였다. 아이치 목표7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관계되는데, “2020년까지 농업, 양식업, 임업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것”을 촉구하였다.

2.1.3. 2017~2030년 유엔 산림전략계획(UN Strategic Plan for Forests 2017-2030)4)

  「유엔 산림전략계획」은 2017년 유엔산림포럼 특별회의에서 마련되어 같은 해 유엔 총회

에서 채택되었다. 이 계획은 모든 유형의 산림과 나무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산림 벌채와 

훼손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엔 체계 안팎의 수준별 행동의 준거를 제공하며, 2030년까지 

달성할 6개의 글로벌 산림 목표(Global Forest Goals)와 이와 관련한 26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유엔 산림전략계획」의 글로벌 산림 목표와 세부목표는 산림 관련 유엔 지속가

능발전목표와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에 유기적으로 기여한다.

  글로벌 산림 목표1은 “보호, 복원, 신규조림, 재조림 등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산림 면적 손실을 역전시키고, 산림 파괴를 방지하는 노력을 증대하고,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것”을 천명하였다. 글로벌 산림 목표1의 산림 면적

에 해당하는 지표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림 면적의 3% 증가”가 제시되었다(세부목표 

1.1). 글로벌 산림 목표1의 산림 복구에 관계되는 지표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

표 15.2가 제시되었다(세부목표 1.3).

 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Forests(https://www.un.org/esa/forests/ 

documents/un-strategic-plan-for-forests-2030/index.html)(검색일: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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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산림 목표3은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가공품의 비율뿐만 

아니라 보호받는 산림지역과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산림지역을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

시킬 것”을 명시하였다. 글로벌 산림 목표3의 보호 지역 및 기타 지역 기반의 보호 수단과 

대응하는 지표로는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의 보호 수단으로 

보존되는 전 세계 산림 면적의 상당한 증가”가 제시되었다(세부목표 3.1). 글로벌 산림 목표3

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과 관계된 지표로는 “장기적인 산림 관리 계획에 따른 산림 면적의 

상당한 증가”가 제시되었다(세부목표 3.1).

<표 4>  산림 관련 국제적 협약의 목적별 세부목표 분류

구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유엔 산림전략계획

글로벌 산림 목표

산림 면적
세부목표 15.1(세부목표 

15.1.1)
아이치 목표5

글로벌 산림 목표1(세부

목표 1.1)

산림 종(種) 및 유전자원 -
아이치 목표12, 목표13, 

목표16
-

산림 복구
세부목표 15.3(세부목표 

15.3.1)
아이치 목표15

글로벌 산림 목표1(세부

목표 1.3)

보호 지역 및 기타 지역 

기반의 보호 수단

세부목표 15.1(세부목표 

15.1.2)
아이치 목표11

글로벌 산림 목표3(세부

목표 3.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세부목표 15.2(세부목표 

15.2.1)
아이치 목표7

글로벌 산림 목표3(세부

목표 3.2)

자료: 저자 작성.

2.2. 산림 보존을 위한 수단

  역사적으로 보호 지역 설치는 주로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된 산림 거버넌스 

수단이다. 숲으로 뒤덮인 보호 지역은 주로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역의 살림살이(livelihood)

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리된다. 산림 보존을 위한 보호 지역 접근법은 산림 훼손을 지연

시키고 종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생물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 보존지만으로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역부족이다. 보호 지역은 대개 규모가 작고, 

생물종의 이동에 장애가 되며,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요인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보호 지역은 현존하는 산림 생물다양성의 극히 일부만을 포함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수단으로서 보호 지역을 넘어 생물다양성 보존을 산림 관리 관행에 주류화시킬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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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다. 본 절에서는 정책수단으로서 보호 지역과 함께 지역 기반의 효과적인 기타 보존 

수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2.1. 보호 지역 지정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보호 지역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4만 개의 보호 

지역이 지정되었다. 이들 보호 지역은 대부분 육상에 위치하며, 지표면의 15%에 해당하는 

20억 ha 규모의 면적을 보호한다. 특별히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 개의 보호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 지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

의 마라켈레 보존림(Marakele Forest Reserve)은 1875년에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전 세계 산림 면적의 18%에 해당하는 7억 ha 이상의 산림이 국가공원, 보존 구역, 수렵 

금지 구역 등 법적으로 설립된 보호 지역에 속해 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에 속한 

산림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 남아메리카(31%)이며, 가장 낮은 대륙은 유럽(5%)이다.

<그림 4>  대륙별 법적 보호 지역 내 산림 비율(2020)

                                                             단위: %

주: 유럽에 러시아 포함. 유럽에서 러시아 제외 시 보호 지역에 포함된 유럽의 산림 면적 비율은 18%임.

자료: FAO and UNEP(2020), p.110.

  「2020년 세계 산림 자원 평가 보고서」(FAO 2020a)에 따르면, 1990년 이래로 보호 지역 

내 산림 면적이 최소한 1억 9,100만 ha 증가하였으나,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십 년 사이에 연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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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생물종의 이동에 초래되는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 생태 네트워크 접근법을 적용하여 

각각 단절된 보호 지역 사이에 생태통로(biological corridors)를 설치하여 연결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산림 생태계만 놓고 봤을 때 전체 산림 면적의 18%가 법적으로 설립된 보호 지역에 포함되

면서, “2020년까지 육상 지역의 최소한 17%를 보호한다”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11를 

초과 달성하였다. 그러나 보호 지역만으로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외 다른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그림 5>  대륙별 보호 지역 내 산림 면적 변화(1990~2020)

단위: 백만 ha

 1990     2000     2010     2020    

주 1) 유럽에 러시아 포함.

    2) 2020년 자료는 전체 산림 면적의 84%를 차지하는 129개 국가에서만 보고하여 실제 2020년 보호 지역 내 산림 면적 

수치는 약간 높을 것으로 추측됨.

자료: FAO and UNEP(2020), p.111.

2.2.2. 보호 지역 외의 수단

  2020년에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목적으로 지정된 산림 면적은 4억 2,200만 ha로 1990년에 

비해 1억 1,100만 ha 증가하였다. 이는 전 세계 산림 면적의 10%에 달하는 면적이다. 1990년 

이후를 세 구간으로 나눠 살펴보면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목적으로 지정된 산림 면적이 2000

년대(2000~2010)에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후 연간 증가율은 지난 10년간(2010~2020)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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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륙별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목적으로 지정된 산림 면적 변화(1990~2020)

단위: 백만 ha

 1990     2000     2010     2020 

주: 전체 산림 면적의 91%를 차지하는 161개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도표임.

자료: FAO and UNEP(2020), p.123.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목적으로 지정된 산림 면적 중 일부는 법적 보호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보호 지역 내 산림 면적을 나타낸 <그림 5>와 비교하여 <그림 6>의 산림 면적이 더 

작은 까닭은 대다수 보호 지역이 복수의 용도로 지정되거나 별도의 주목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휴양 또는 생태관광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결합하여 주목적으로 지정된 

산림이 있다. 브라질의 경우 산림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보호하

기 위한 사회 복지의 성격으로 대부분의 보호 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용도가 제한된 지역의 

경우에만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목적으로 지정하였다.

  2018년에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결의안 14/8’은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11에서 제시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의 보호 수단”이란 개념을 “관련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및 적용 

가능하다면 문화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기타 지역적으로 관련 있는 가치와 함께 생물다양

성을 원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장기 결과를 달성하도록 운영되고 관리

되는, 보호 지역 외에 지리적으로 규정된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의 

보호 수단”의 사례에는 1) 공식적으로 보호받는 지역이 아닌 토착민과 지역사회가 보존하는 

영토와 지역, 2) 국가공원 또는 보호 지역에 인접한 야생동물 보호구역, 3) 보존을 주목적으

로 사적으로 관리되고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 4) 해안 습지, 맹그로브 등 생물다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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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 가치가 높은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한 서식지 복원 활동이 활발한 지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의 보호 수단”은 공식적 보호 지역 밖에서 서식지

를 연결하고 종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보호 지역을 보완할 수 있다.

3. 결론

  2020년 기준, 전체 토지 면적의 30.8%를 덮고 있는 산림 면적은 신규조림, 재조림 등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 기간에 한반도 면적의 

약 8배에 달하는 산림 면적이 사라졌으며, 이는 곧 산림에 의지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다양한 

생물종과 인간의 삶이 위협에 처하고, 각종 재해의 위험 증가로 기후적·생태적 위기가 초래

되었음을 의미한다. 국제 사회는 산림 보존이 해당 지역(local)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지역과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의 의제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UN-SDGs),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 「유엔 산림전략계

획」의 글로벌 산림 목표(Global Forest Goal) 등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보호 지역”의 

지정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의 보호 수단”에 대한 고려는 산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

한 이용과 산림 보존 간의 균형점 찾기가 어렵더라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국제 사회의 산림 보존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요원하다. 

산림 보존과 관련한 국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슈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농업이 

산림 파괴의 주된 원인인 점과 앞으로 식량 생산 증대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

면 식량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공급사슬 전반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산림 보존을 위한 국제적 대응에 발맞추어 산림 생물다양성과 산림

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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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가축질병 대응 정책

최 정 만 * · 김 종 선 ** 5)

1. 캄보디아 개황

1.1. 일반 현황

  캄보디아(Kingdom of Cambodia)는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

로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토면적은 18만 1,035㎢로 

한국 국토면적의 약 2배이며, 2018년 기준 캄보디아의 인구는 1,645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0% 정도이다. 캄보디아 중앙으로는 메콩강(Mekong River)이 흐르고 국토는 대체로 

넓은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해안선 부근을 제외한 북쪽, 서쪽, 동쪽 지역은 산지로 이루어

져 있다. 캄보디아의 수도는 프놈펜(Phnompenh)이며, 이 외 주요 도시로는 태국과 국경을 

접한 캄퐁참(Kampong Cham), 캄퐁솜(Kangpong Som), 씨엠립(Siem Reap) 등이 있다. 

  캄보디아는 열대 몬순 기후로 고온 다습하며 20~40℃의 기온 분포가 나타나는데, 3~4월

이 가장 더운 시기이며, 가장 기온이 낮은 시기는 1월이다. 일반적으로 건기는 11~4월, 

우기는 5~10월이다. 

  캄보디아의 GDP는 2018년 기준 241억 달러로 2016년 194억 달러와 비교하였을 때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의 GDP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1인당 GDP가 1,599달러 정도로 주변 CLMV1)국가 중 미얀

마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2017년 산업별 GDP를 보면, 서비스업이 42%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제조업 33%, 농업 25% 순이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촉연구원 (cjm87@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un589@krei.re.kr)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수행한 『2021년도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

사업(KAPEX)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 캄보디아』를 요약·보완한 것임. 

 1) 캄보디아(Cambodia), 라오스(Laos), 미얀마(Myanmar), 베트남(Vietnam)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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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캄보디아 지도 및 국기 

자료: 캄보디아 구글 지도(최종정보 확인일: 2020년 2월).

1.2. 농업 현황

  <표 1>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농업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0.7%에서 

2018년 23.5%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감소와는 반대로 제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까지 제조업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2%로 가장 

낮았으나, 2015년 29.4%를 기록하며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8.2%)을 뛰어넘

었다. 제조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그 비중이 2018년 34.4%까지 증가했다. 

<표 1>  캄보디아의 산업별 GDP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농업 30.7 28.2 26.3 24.9 23.5

제조업 27.2 29.4 31.3 32.8 34.4

서비스업 42.2 42.3 42.4 42.3 42.1

주: 2014, 2015년의 경우, 원자료의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계산 시 불일치 발생함.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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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세부 작물별 GDP 비중은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보면, 농작물, 축산/양계, 수산

물 및 임산물 모두에서 그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농작물의 경우, 2013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4%에서 2017년 13.0%까지 떨어졌으며, 동기간 수산물의 GDP 비중도 

6.9%에서 5.5%로 1.4%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축산/양계의 경우 농작물(곡물)과 수산 자원보

다 그 비중이 크지 않으나, 다른 작물에 비해 비중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더불어,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는 

2019년 연간보고서에서 축산/양계 분야를 자국 내 수요 및 수출을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한 농업의 중요 하위분야로 선정하였으며, 농작물(곡물) 및 수산 자원은 캄보디아 농업 

분야에서 중요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림 2>  캄보디아 농업 하위 세부 분야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농작물     축산/양계     수산물     임산물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9).

  <그림 3>에서 캄보디아 농업의 총부가가치(Gross Value-Added, GVA)는 2009년 1,442만 

리엘(Riel)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2,191만 리엘로 10년 동안 50% 이상 증가하였다. 

캄보디아 농업의 GDP 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GDP 증가에 따라 

농업의 총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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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캄보디아 농업의 총부가가치(GVA)

단위: 천 Riel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9).

  캄보디아의 노동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노동인구는 2013년대 대비 

25% 이상 증가하였다. 2013년도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체 노동인구는 795만 

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042만 명으로 그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동기간 남성 노동인구가 

407만 명에서 506만 명으로 100만 명 가깝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 노동인구는 388만 

명에서 536만 명으로 150만 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노동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구분
캄보디아 통계(CSES) 2013 캄보디아 통계(CSES) 2017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천 명) 7,951 4,068 3,882 10,416 5,056 5,360 

농업(%) 48.7 47.4 50.0 37.0 35.1 39.0 

제조업(%) 19.9 20.5 19.2 26.2 27.3 25.1 

서비스업(%) 31.5 32.1 30.8 36.8 37.6 35.9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  캄보디아 산업별 노동력 변화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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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캄보디아의 농업 전략

2.1. 국가개발전략

  1998년부터 캄보디아 정부는 계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5년마다 ‘사각 전략

(Rectangular Strategy)’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전략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제시한 ‘비전 

2050’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고용(Employment), 공평(Equity), 성장(Growth), 효율(Efficiency) 

달성을 목표로 한다. 2019년에는 4기 사각 전략(Rectangular Strategy Ⅳ) 2019-2023을 

새로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의 새로운 국가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국가전략개발

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2019-2023을 수립하여 4기 사각 전략목

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림 4>.

<그림 4>  캄보디아 4기(2019-2023) 사각 전략 개요

1. 인적자원개발

교육 및 과학 

기술 질 향상
기술훈련

공중보건 및 

영양

양성평등 및 

사회보장

2. 경제 다각화

투자

하기 

좋은 

환경

조성

평화, 정치안정, 공공안녕

주인

의식 

및 

파트

너십 

강화

3. 민간기업 및 일자리

물류, 교통, 

에너지 디지털
신 성장 동력

부패척결 사법개혁
일자리 시장 

발전

중소기업과 

창업

디지털 및 

4차 산업혁명
은행 및 금융

PPP 유도 및 

실행
경쟁력 제고공공행정 

개혁
군 개혁

지역/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위한 능력 강화

4. 포용적·지속적 발전

농업농촌 

발전

천연자원 및 

문화의 

지속적인 관리

도시계획 및 

관리
환경

자료: NSDP(2019-2023)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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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방안 세부 추진내용

중점전략 1 2030을 향한 농업 분야 발전 마스터플랜 및 농업 분야 전략적 발전계획(2019-2023) 실행

중점전략 2 식품보호 및 위생에 관한 법 및 계약 영농에 관한 법 실행

중점전략 3 농산물 생산성 향상, 고품질, 품목 다양화 추진

중점전략 4 농작물 생산 분야에 민간투자 촉진: 쌀, 카사바, 망고, 캐슈넛, 바나나, 고무, 채소 등

중점전략 5 수출을 위한 채소재배 및 채소 도매시장 건설

중점전략 6 위생 강화, 거래시설 확충, 투자 확대, 수출을 위한 품질 관리

중점전략 7
동물 보건 및 생산에 관한 법과 축산발전을 위한 전략(2016-2025) 및 양식업 발전전략

(2016-2030) 이행을 통한 축산 및 양식업 육성

  4기 사각 전략은 1) 인적자원 개발, 2) 경제 다각화, 3) 민간기업 및 일자리, 4)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요 달성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1) 평화, 정치, 공공의 

안녕에 기여하고, 2) 투자하기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3) 주인의식을 고취 및 파트

너십을 강화하고 4) 지역 및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4대 전략목

표(strategic goal)로 연간 경제성장률 7% 유지, 일자리 창출, 빈곤율 10% 이하로 감축,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하였다<그림 4>. 

  사각 전략에서 제시한 달성 목적 중 네 번째로 제시된 주요 목표(rectangle)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이 목표는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 분야 내 일자리 창출, 빈곤 완화,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농촌 지역의 발전을 포용적이

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농업 분야 달성 목표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농업 분야와 농어촌의 발전, ② 천연자원과 문화의 지속가능한 관리, 

③ 도시계획 및 관리, ④ 환경의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에 대한 사전적 대응 등이 주요 

추진 분야로 선정되었다. 

  현재 캄보디아의 농업 분야는 낮은 농업 생산성, 저품질의 투입재, 영농교육 서비스 부족, 

취약한 농업 가치사슬 구조, 농산품 수출을 위한 체계 미비, 농업 시장 정보에 대한 정보 

미비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전략목표는 수출 진흥과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농산물 및 식물 위생 시스템 구축과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포함한 

여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표 3>.

<표 3>  전략 목표 4의 중점전략 및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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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방안 세부 추진내용

중점전략 8 토지사용 양허 강화와 지뢰 및 불발탄 제거

중점전략 9 농업 관개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강화

중점전략 10
농촌 도로 및 소규모 농업 관개시설, 전기, 식수 개발 및 마을 및 주택 개량, 1촌 1품(One Village 

One Product) 운동, 새마을 운동 추진

주: 음영 표시된 부분은 가축방역 대응 정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전략을 나타냄.

자료: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2018).

2.2. 농업개발 전략

  캄보디아 정부는 새로운 4기 사각 전략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 부문 중기정책

(medium-term policy)인 ‘농업전략개발계획(Agriculture Strategic Development Plan, 

ASDP) 2019-2023’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장기적 목표로 제시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의 복지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 부문의 경쟁력 및 회복력 향상과 포괄적

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고 있다. 향후 5년간 농업 부문의 총 부가가치(GVC) 성장률

을 연평균 3~5%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농업 분야의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①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다각화, ② 가축 생산 및 보건 개선, ③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관리개발 

강화, ④ 지속가능한 산림과 야생자원관리 개발 강화, ⑤ 제도적 관리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을 향후 5년간 달성할 5대 전략으로 제시되었다<표 4>.

5대 전략 5대 프로그램

농업생산성 증대 및 다각화
농업 부문의 생산성 증대, 현대화, 다각화를 통해 연간 농산물 수출 7% 및 곡물 생산

량 5% 증대

가축 생산 및 보건 개선
가축 사육 관리 개선, 동물 감염병 감소, 동물 위생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축산물 생산 

연 3% 증대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관리 

개발 강화

지속가능 및 효과성 있는 어족자원 관리를 통해 연간 어획량 600톤 달성, 양식을 통

한 생산 20% 증대, 어촌의 생활 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산림과 

야생자원관리 개발 강화

산림과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연구개발을 통해 산림 면적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제도적 관리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 강화

농업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량 강화, 영농지원 서비스 효율성 증대, 농업 분

야 인적자원 개발

주: 음영 표시된 부분은 가축 방역 대응 정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계획을 나타냄.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19).

<표 4>  농업전략개발계획(ASDP) 2019-2023의 5대 전략 및 5대 프로그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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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부문 현황과 문제점

3.1. 가축 사육 현황

  캄보디아는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가축 사육 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며, 2019년에는 4,585만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소 277만 마리, 물소 

44만 마리, 돼지 218만 마리, 닭 4,039만 마리였다. 2019년 기준 닭을 제외한 소, 물소, 

돼지 등의 사육 두수는 2015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9년 양돈 부분의 사육 규모는 

218만 마리로 정점이었던 2017년 307만 마리보다 30% 가까이 감소하였다. 양계의 경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육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2015년 3,452만 마리였던 사육 규모가 

2019년에는 4,040만 마리로 15% 가까이 증가하였다<표 5>.

<표 5>  캄보디아 전체 가축 사육두수 변화 추이
단위: 두(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소 2,916,709 2,920,314 2,971,722 2,928,534 2,779,762

물소 506,228 523,514 508,656 500,995 447,385

돼지 2,774,364 2,970,624 3,074,283 2,747,855 2,185,924

양계 34,519,073 35,733,761 36,244,939 38,166,751 40,395,453

총계 40,753,404 42,183,394 42,834,168 44,375,395 45,855,143

자료: General Directorate of Animal Health and Production(2019).

  <표 6>에 따르면, 소규모 축산 농가의 총 사육두수는 2017년 3,447만 마리로 가장 많았으

나 2019년에는 그 규모가 3,204만 마리로 감소하였다. 축종별 사육 두수 추세를 보면, 양계

의 경우 사육 수수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 물소, 돼지의 

사육 두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30만 마리 이상 사육하였으나, 2018년 193만 

마리, 2019년 103만 마리로 불과 2년 사이 절반 이상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는 2018년부

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영향으로 

사육 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발생 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와 긴밀한 협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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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및 살처분 등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접 국가에서 넘어오는 

야생 멧돼지 등으로 인해 질병 통제가 어려워, 질병으로 인해 폐사하거나 매장되는 돼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6>  캄보디아 소규모 농가의 가축 사육두수 변화 추이
단위: 두(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소 2,903,420 2,897,126 2,951,359 2,917,302 2,769,885 

물소 506,165 523,320 508,458 500,778 447,167 

돼지 2,357,839 2,371,283 2,331,512 1,934,917 1,030,494 

양계 26,688,675 28,402,486 28,652,409 28,956,342 27,763,479 

총계 32,487,499 34,223,007 34,477,859 34,339,810 32,043,535 

자료: General Directorate of Animal Health and Production(2019).

  상업적 축산부문의 사육 규모는 2016년부터 가파르게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를 

제외한 모든 가축의 사육 규모가 증가하였다. 2016년 796만 마리였던 사육 규모는 2019년 

1,381만 마리로 42.4% 증가하였다. 동기간 물소는 63마리에서 4배 가까이 증가한 218마리

였으나, 물소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 사육 규모는 전년 대비 12% 가까이 감소하였다. 

  반면 양계(닭)의 경우 2016년에는 733만 마리에서 2019년 1,263만 마리로 사육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돼지의 경우 마찬가지로,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보인 감소추세와는 반대

로, 2015년 41만 마리였던 사육 규모가 2019년에는 115만 마리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 7>. 

<표 7>  캄보디아 상업적 축산의 사육두수 변화 추이

단위: 두(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소 13,289 23,188 20,363 11,232 9,877 

물소 63 194 198 217 218 

돼지 416,525 599,341 742,771 812,938 1,155,431 

양계 7,830,398 7,331,275 7,592,530 9,210,409 12,631,974 

총계 8,265,905 7,960,387 8,356,309 10,035,585 13,811,608 

자료: General Directorate of Animal Health and Productio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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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세계 6,565 10,226 14,860 15,223 11,175

태국 3,432 5,228 6,459 5,238 5,629

미국 40 761 1,876 1,217 921

프랑스 945 1,548 2,263 2,345 913

3.2. 가축 백신 수급 현황

  캄보디아를 비롯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 주변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가축질병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이들 지역 국가들에서는 가축질병(특히 전염병)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살처분 정책을 통한 병원균(바이러스 포함) 근절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병원균(바이러스 포함)의 전염력을 약화시켜 질병 확산을 완화하는 정책을 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로 백신접종을 통해 질병 확산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캄보디아는 가축에 사용되는 모든 백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동물용 백신 

수입 규모는 2012년 기준 656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1,175만 달러로 

수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백신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베트남 순이었으며, 2016년 기준 

태국으로부터 전체 수입 규모의 50%에 달하는 563만 달러 규모의 가축 백신을 수입하였다. 

이는 태국에서 제조된 백신이 아닌 미국과 프랑스 등의 제품을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92만 달러, 프랑스 91만 달러, 중국 83만 달러, 

베트남에서 71만 달러 규모의 가축 백신이 수입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2015년 대비 태국, 베트남, 독일에서의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이에 비해 

미국, 프랑스, 중국, 네덜란드에서의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경우 꾸준히 

30~40만 달러 규모의 가축 백신을 캄보디아로 수출하고 있으나,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표 8>. 

  캄보디아는 동물용 백신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10% 외에 별도의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백신의 수입은 보관 및 품질 관리의 이유로 항공운송을 통해서만 수입하고 있다.

<표 8>  연도별 캄보디아 백신 수입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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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중국 214 120 250 1,041 827

베트남 32 0 0 387 710

네덜란드 848 1,314 2,359 2,931 480

벨기에 23 218 323 382 389

한국 315 257 474 436 356

독일 0 19 53 56 299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검색일: 2020. 2. 5.).

  캄보디아에서는 유럽산 백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동물용 백신을 판매하는 회사들

은 대부분 프랑스, 미국, 베트남에서 수입한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다. 동물용 백신은 가격에 

따라 고가품과 중저가 제품으로 구분되며, 축산 농가 및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고가의 제품

을 사용하는데, 프랑스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 중저가 제품은 대부분 베트남과 

태국 제품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양계업 부분에서의 동물용 백신 사용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돼지, 

개, 소/기타 순으로의 동물용 백신이 사용되고 있다<표 9>. 

<표 9>  캄보디아 축종별 백신 및 질병 종류

구분 백신 및 질병 종류

닭(오리) 뉴캐슬(F, M, I2), Bumboro, Cholera, 조류인플루엔자(AI), Kapavac(오리)

돼지 Mycoplasma, Circos virus, Parvo virus, PRRS, Aujeszky, FMD, Swine fever 등 

소 구제역(FMD), 설사증, 브루셀라 등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검색일: 2020. 2. 5.).

3.3. 가축 질병 대응 관련 정책 및 문제점

  캄보디아는 2016년 가축 질병 관리 및 생산에 대한 법률(Law on Animal Health and 

Production, No. NS/RKM/0116/003)을 제정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 법령을 추진하기 

위해 동물 질병의 예방·확산·차단·관리에 대한 장관령(Prakas)을 2018년 제정하였으며, 이

에 따라 동물보건생산청(General Directorate of Animal Health and Production, GDAHP)

에 가축 질병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동물 약품의 품목허가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표 10>에서는 캄보디아 가축 질병 관련 법령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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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제정된 장관령은 크게 동물사육등록절차에 관한 시행령(Sub-decree Number 051 

SD)과 수의의약등록가이드라인 시행령(Sub-decree Number 208 SD)이 있다. 이 시행령을 

통해 동물보건생산청에서 품목허가부서(Department of Drug Registration)와 품질관리부서

(Department of Quality Management) 신설 및 운영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 

의약품의 수입, 유통, 판매 등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품목에 대한 허가와 관리는 현지 시장에서 동물 의약품을 유통하는 판매상을 방문·점검하

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품목의 등록 및 판매허가는 사업자등록증과 품질 실험 결과 

등 14종의 서류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2019년까지의 등록 현황을 보면, 사료 첨가제 관련 29개 업체의 453종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동물 약품의 경우 15개 업체의 536종의 제품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 중 동물 

백신은 157종으로 전체 동물 약품의 약 30%를 차지하며, 출혈성 패혈증(Hemorrhagic 

Septicemia, HS) 백신의 경우 전량 베트남에서 수입하였다.

<표 10>  캄보디아 가축 질병 관련 법령 및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시행령
- 동물사육등록절차에 관한 시행령(Sub-decree No. 051 SD)

- 수의의약등록가이드라인 시행령(Sub-decree No. 208 SD)

품목허가부서 - Department of Drug Registration

품질관리부서 - Department of Quality Management

품목허가
- 판매허가, 동물약품 등으로 판매상 방문 점검

- 품목 허가를 위해 사업자등록자 포함 14종의 서류 심사 진행

등록 현황

(2019년 기준)

사료 첨가제 29개 업체의 453종

동물 약품 15개 업체의 536종

동물 백신 157종(HS 백신 전량 베트남 수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캄보디아 정부는 동물보건생산법 및 관련 법규 시행을 통해 가축 질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

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첫째, 국가의 전략적 이행방안 부재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제4차 사각 전략과 농업전략개

발계획(ASDP)에서 동물 보건과 가축 사육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이를 위한 

전략 및 세부 정책이 부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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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농업전략개발계획에서 가축 사육관리와 동물 보건 관리를 통해 매년 3%의 축산부문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였으나, 법규의 성격이 선언적인데 그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법안인 하위법령들도 최근에야 제정되는 실정이다. 

  또한, 농림수산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건생산청에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동물 

질병, 예방, 관리에 대한 업무를 국립동물보건생산연구소(National Animal Health and 

Production Research Insitute, NAHPRI)에 담당하게 하였다. 하지만, 기관 간 업무에 대한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질병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가축 질병 진단과 관련한 기술 수준의 한계이다. 프놈펜에 있는 국립동물보건생산연

구소는 캄보디아 전역에서 발생하는 가축 질병을 총괄·진단하고 있으나, 일부 제한된 수의 

병원체만을 생화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판별할 수 있다.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소 및 영향에 

대해 진단하는 것은 아직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프놈펜에 있는 연구 본부에서만 일차적 진단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병원체 

분리, 특성분석 등 정밀 분석을 위한 진단 장비가 미비하고 전문 인력마저 부족하다. 더불어 

연구소에서 동물 질병의 방역 진단과 동물 약품 관리 업무를 제한된 인력 및 재원으로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동물보건생산청 지역사무소의 수의사들이 질병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파견되지만,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증상으로만 질병을 판별하며, 농장

의 공식적인 요청 혹은 같은 증상으로 폐사한 개체 수가 3마리 이상일 경우에만 국립동물보

건생산연구소 본부로 샘플을 가져와 질병을 확인하는 등 가축 질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동물보건생산청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코뮨(공동체)과 마을의 영농지도사 수는 

2014년에 비해 소폭 변화하였으며, 영농지도사를 위한 영농교육 및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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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캄보디아 영농지도사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영농지도사(코뮨)     영농지도사(마을)

   자료: General Directorate of Animal Health and Production(2019).

  마지막으로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및 기술의 부재이다. 2016년 

제정된 가축 질병 관리 및 생산에 관한 법률과 2018년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약품 검정기준과 품목허가제도에 대한 기술적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품질평가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동물 약품 산업에 대한 중장기대책도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캄보디아는 자국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동물 질병 백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물 약품 자체 생산기술이 부재하여 장기적으로 가축 질병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4. 시사점

  캄보디아 정부는 축산업 개발을 위해 가축 질병 발생률 감소 및 축산물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물보건생산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 3% 이상의 생산량 증대를 

통해 2019년 기준 31만 9,000톤(metric ton)인 생산량을 2023년까지 35만 6,000톤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축 질병 발생률을 2023년

까지 5% 내외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하는 축산물 

생산 중심에서 상업농 생산으로 축산업의 생산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축산업은 가축 질병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캄보디아 가축질병 대응 정책

국가별 농업자료 ∙ 69

중․대가축을 중심으로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의 소와 돼지의 사육 두수 규모에서 감소 폭이 크다. 이는 상업적 

축산 농가에서 질병 예방을 위해 백신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반면, 소규모 농가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6년 동물보건생산법 제정을 시작

으로 2018년에는 동물사육등록절차에 관한 시행령, 수의의약등록가이드라인 시행령 등을 

수립하여 가축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국가적 이행방안 부재, 관련 질병 관리 기술 미비, 세부적 정책 및 기술 부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축 질병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가축 질병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가축 질병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지원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제정된 법은 동물 보건과 가축사육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제시하였으나, 이를 위한 백신 

개발, 질병 진단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육성, 동물 약품 생산 및 관리, 보급 등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언급도 부재하

다. 가축 질병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현지 민간업체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축 질병의 진단·예방·치료를 위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캄보디아는 가축 

질병 발생 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자재가 많지 않으며,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개발 

및 생산기술 등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가축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양의 백신의 시기적절한 보급이 우선인 만큼,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자재와 필요한 

백신 및 동물 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축 질병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립동물보건생산연

구소는 기초적인 질병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자재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사무소에서

는 수의사의 진단을 통해서만 질병을 판별하고 있다.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수의학 분야 인력 양성과정을 마련하고, 해외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범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새로운 가축 질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의 실현을 통해 캄보디아의 가축 질병 대응 체계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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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주 호 * 2)

1. 2020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보고서(FAO)1)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2(SDG 2)2)을 수립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진척 상황을 

평가하고 그동안 각국이 계속 실행한 노력이 SDG 2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때가 됐다. 이를 위해 올해의 보고서는 식량안보와 세계의 영양 상태에 대한 통상적

인 평가에 덧붙여 지난 10년간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의 세계는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추계도 포함하였다. COVID-19 전염병이 계속해서 만연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세계

적인 전염병의 식량안보와 영양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COVID-19

가 일으킬 피해의 전체 범위는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떠한 평가도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의 주요 요점은 아래와 같다. 

� 많은 국가에 대한 자료의 업데이트는 더 정확하게 식품 소비 불균등(inequality of 

food consumption)을 측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중국의 연간 영양 부족 

추정치 전체 시리즈를 2000년까지 수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세계의 영양 부

족 인구가 상당히 하향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에서도 개정 이전 판

에 보고되었던 전 세계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수는 2014년 이후 서서

히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 GS&J 인스티튜트 시니어 이코노미스트(jhsong@gsnj.re.kr). 이 글은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연구보고서 중에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보고서들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함.

 1) (http://www.fao.org/3/ca9692en/CA9692EN.pdf) (검색일: 2020. 8. 6)

 2)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2: 2015년 UN에서 수립한 17개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중 하나로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어린이들에게 연중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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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 세계의 8.9%인 약 6억 9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 

숫자는 1년 동안 천만 명이, 5년 만에 거의 6천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배고픔

의 다른 측정방식인 극심한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숫자도 비슷한 상승세

를 보여준다. 2019년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에 노출된 사람의 숫자는 7억 5

천만 명에 육박했으며, 전 세계 10명 중 거의 1명꼴이다.

� 어느 정도의(moderate) 또는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는 사람들을 합하면 2019년에 

약 20억 명으로 추산되는 인구가 충분한 양의 영양가 있는 음식에 정기적으로 접근

할 수 없었다.

� 세계는 2030년까지 기아 종식(Zero Hunger) 달성을 위한 궤도에 올라 있지 않다. 

최근 추세가 계속된다면,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2030년까지 8억 4천

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 COVID-19 전염병의 영향을 예비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2020년에 세계 영양실조 인

구는 경제 성장 시나리오별로 8천 3백만에서 1억 3천 2백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 전 세계적으로 영양실조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추정치

에 따르면, 2019년에 5세 이하 인구의 21.3%(약 1억 4천 4백만 명)가 발육 부진

(stunted)이며, 6.9%(4천 7백만 명)가 쇠약하고(wasted), 5.6%(3천 830만 명)가 과체

중(overweighted)이다.

� 세계는 발전하고 있지만 2025년과 2030년까지의 아동 발육 부진과 저체중 출산 감

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독점 모유 수유만 2025년에 

목표 수준에 오를 것이다. 대부분 지역은 아동 과체중 목표 달성을 위한 궤도에 있

지 않다. 모든 지역에서 성인 비만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승 추세를 반전시

키려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 가장 취약한 영양 상태의 인구 집단은 COVID-19의 건강 및 사회 경제적 영향에 의

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식량 불안은 식생활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영양 불량 위험을 증

가시키며, 영양실조뿐만 아니라 과체중과 비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 저소득 국가들은 고소득 국가보다 주식에 더 많이 의존하며, 과일, 채소, 동물성 식품은 

적게 소비한다. 과일과 채소를 최소 400g/일 소비해야 한다는 FAO/WHO의 권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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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와 전 세계 중상위 소득 국가만 충족시킬 수 있다.

� 우리가 여전히 식량 접근성이라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건강한 식단에 

접근하는 도전은 훨씬 더 중요하다. 건강한 식단은 많은 사람, 특히 세계 모든 지역

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쉽게 구매하기 어려우므로 또 다른 부담이 된다. 가장 보수적

으로 추정해도 세계에서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강한 식단은 탄수화물이 많은 주식을 통해 음식 에너지만을 충족시키는 식단보다 

평균 5배 이상 비싼 것으로 추정된다.

� 건강한 식단 비용은 국제빈곤선3)을 초과하며, 가난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비

용이다. 이 비용은 대부분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의 평균 식량 지출비용을 초과하

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부 아시아 인구의 약 57% 이상이 건강한 식단 비용

을 지출할 수 없다.

� 현재의 식품 소비 패턴을 고려하면 사망과 비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식단의 건강 비

용이 2030년까지 매년 1조 3,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는 현재의 식생활 패턴과 결부되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식단 관련 사회적 비용은 

2030년까지 매년 1조 7,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건강한 식단으로의 전환은 2030년까지의 건강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건강한 식단의 숨겨진 비용은 현재의 소

비 패턴과 비교했을 때 더 낮기 때문이다. 건강한 식단의 채택은 직·간접 의료비용 

지출의 최대 97% 감축과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41~74% 

감축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 하지만, 모든 건강한 식단이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안된 모

든 식단이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다. 이 중요한 미묘한 차이(nuance)는 잘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 건강한 식단이 환경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진행 

중인 토론과 논쟁에서 누락되고 있다.

� 건강한 식단의 구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식품의 가격이 낮아져야 

한다. 이러한 식단의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식품 환경, 무역의 향방을 결정하는 

 3) 적절한 생활 수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을 나타내며, 2015년 세계은행은 1인당 하루 구매력 지수를 1.90달

러로 상향 조정하였음.



80 ∙ 세계농업 2020. 9월호

정치 경제, 공공 지출 및 투자 정책과 관련되며 식품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 이러한 

식단의 비용 결정요인을 다루려면 단일 해결책(one-size-fits-all)은 없고, 국가별 서

로 다른 절충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식품 시스템의 큰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 각국은 식량 손실을 줄이고, 모든 단계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식품 공급체인 전반

에 걸쳐 영양에 더욱 민감한 투자와 농업정책 및 인센티브의 균형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취약한 인구의 건강한 식단에 대한 구매력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영

양에 민감한 사회 보호 정책도 중심이 될 것이다. 건강한 식단으로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2. 식품공급체인과 COVID-19: 영향과 정책 교훈(OECD)4) 

  식품공급체인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은 1차 산품 생산이나 전체적인 식품 수요보다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연결하는 행위자들의 복잡한 연결망을 교란시키고 수요 

조합의 급격한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가공부문에서의 교란은 특히 식육에서는 공급

과 수요를 단절시켜 생산자에게는 공급과잉을, 소비자에게는 부족을 동시에 초래하기도 

한다. 한편, 감자튀김에 사용되는 감자와 치즈 생산에 필요한 우유와 같은 일부 품목에서는 

수요도 감소하여 일시적 공급과잉을 겪고 있다.

  최근의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은 공급체인의 교란 때문이라기보다는 COVID-19가 일자리

와 생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안전망 제도가 발전되

지 못한 저개발국가에서 특히 COVID-19는 심각한 빈곤과 기아로 귀결될 수 있다. 세계식량

계획(WFP)은 만약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20년에 식량 불안 인구수는 2배로 

증가한 2억 6천 5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노년층, 만성 

질환자, 빈곤 가정 등 취약계층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4) (http://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food-supply-chains-and-covid-19-impacts-and-policy 

-lessons-71b57aea/) (검색일: 202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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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VID-19는 식품체계에 전례 없는 압박을 초래하였다

  COVID-19는 식품공급체인의 모든 부문에 충격을 주었으며, 농업생산, 식품 가공, 운송 

및 보급, 최종수요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모든 부문과 품목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며, 품목별로 공급체인의 단계에 따른 서로 다른 교란을 경험하였다. 

  농업생산은 일부 투입요소(주로 노동력)에서 제약을 받았다. 어떤 농업 부문은 계절적 

노동에 더 많이 의존하며, 과일과 채소는 곡물이나 유지 종자보다 더욱 노동집약적이다. 

인적 이동 제한은 많은 국가에서 과일과 채소 부문의 파종과 수확을 위한 계절적 노동력 

부족 문제를 초래하였다. 

  가공부문도 노동력 부족과 공장의 폐쇄로 곤경을 겪었다. 과일이나 채소 포장시설이나 

식육 가공 시설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종업원들을 위한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운영효율 저하를 초래하였다. 많은 기업이 환자 발생으로 인한 인력 공급 감소

가 발생하였다. 

  운송과 보급부문의 장애는 공급체인에서의 상품의 이동을 교란시킨다. 대략적으로 농식

품 관련 제품을 이동시키는 3가지 운송수단은 1) 벌크(배나 바지선), 2) 컨테이너(보트, 철도, 

트럭), 3) 기타 도로운송(항공)이 있다. 제품별로 주된 운송수단이 다르다.

  COVID-19는 벌크 운송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항공운송에는 큰 영향을 미쳤는

데, 올해 5월 10~16일 주간에 세계의 항공 물류 운송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하였으며, 

특히 유럽-남미 노선에서는 80% 감소하였다.

  소비 수요는 전례 없이 빠른 변화를 경험하였다. COVID-19로 인해 식품 소비는 레스토랑, 

식품 서비스. 그리고 외식 소비에서 가정 내 소비로 극단적으로 전환되어 식품공급체인의 

운영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COVID-19가 확산하면서 외식 소비는 붕괴하였고, 레스토

랑 예약은 3월 초에 급격히 감소하였고 봉쇄 조치가 시행되면서는 거의 0%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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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VID-19 확산 이후의 레스토랑 예약률 붕괴 

    %

 호주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멕시코   영국   미국

자료: Open Table.com, OECD(2020)에서 재인용.

  하지만 식품의 소매 수요는 급증하였다. 특히 냉동식품의 판매는 크게 증가하였다. 정점에 

달했던 3월 후반의 냉동식품 판매는 프랑스에서 전년 동기 대비 63%가 증가하였고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폭증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급증 후에도 신선, 냉동, 혹은 포장 식품에 

대한 소매 수요는 평시보다 15~20%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림 2>  COVID-19 이후 식품의 소매 수요 변화(미국 내 수요 지수(demand index), 전년 동기=100)

 냉동    일반식품    냉장    육류

주: 수요지수는 소비자 구매($ 표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주별 변화를 측정한 것임.

자료: IRI(https://advantage.iriworldwide.com/Engineering/covid19/), OECD(2020)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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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진국의 식품공급체인은 대체로 놀랄만한 회복력을 보인다

  소비자들이 초기의 사재기 이후에 점차 식품구매량을 줄였고, 공급체인도 예외적인 수요 

증가에 빠르게 대응한 결과 식료품점의 진열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보충되고 있다. 

재고를 줄이고 필요한 시기에 공급받는 모델이 일반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체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보유하던 안전 재고(safety stocks)가 수요폭증에 대응하여 출하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곡물 재고는 2007~8년의 식품 가격위기 직전보다 상당히 늘어나 있었다. 

  또한, 식품가공업자와 소매업자들은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첫째, 공장 가동시간을 늘리고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다. 둘째, 다양한 제품 생산 대신 가장 

수요가 많은 품목생산에 집중하였다. 셋째, 위기를 대비한 대체 공급원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공급망 참여자들은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와 온라인 판매 등의 새로운 배달방법의 

사용을 확대하였다. 농업인들은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그들 생산품을 직접 소비

자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레스토랑은 포장판매(take out)와 배달 서비스방식으로 전환

하였다. 

2.3. 아직 일부 생산 과정에서의 혼란은 남아 있고 계속 주시해야 한다

  식품 시스템이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일부 병목현상

(bottleneck)은 남아 있어 정책 입안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첫 번째 병목현상은 농업 투입

물, 특히 과일과 채소를 수확하기 위한 노동력의 가용성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식품 

가공 분야의 공장 폐쇄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육류 가공 분야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세 

번째는 항공 화물의 지속적인 교란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과일과 채소처럼 부패하기 

쉬운 고가의 상품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병목현상의 공통점은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는 점이다. 세계 주요 공급자인 중남미까지 COVID-19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세계 식량공급

체인에 대한 새로운 위험도 대두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식량안보의 가장 큰 위험은 식품 공급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접근성

의 문제이다. 봉쇄 조치와 기타 COVID-19 관련 혼란으로 인해 세계적인 불황이 발생하면서 

수백만 명이 생계 수단을 잃거나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기아와 식량 불안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과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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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책 교훈

  COVID-19 대유행의 식품공급체인에 대한 영향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다. 공급체인을 따라 식품의 원활한 유통과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장이 중요하다. 식품체인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공급원 다양화로 인해 특정 공급원이 운송이나 물류 차질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쳤

을 때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목표가 명확하고 유연한 안전망을 보장하는 등의 식품 접근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3. 미국 식품 수요의 자원 요구량(USDA)5)

3.1. 문제의 제기

  미국의 식품 시스템은 비료나 기계와 같은 농장 투입물의 생산자, 식량과 사료 제품을 

재배하는 농업인, 식료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자, 이에 더해 2018년에 미국 소비자들이 음식

과 음료에 1조 8,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식음료업체와 식당 등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

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 물, 광물, 공기 및 숲과 

같은 천연자원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생산하고 마케팅에 필요한 재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가하는 인구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고 공급하려면 미국 식품 

시스템이 이러한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모든 미국의 

식품 소비자에 의한 또는 소비자를 위한 식품 시스템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만 다룬다.

  식품 수요에 관련된 자원 요구량의 3가지 결정요인은 1) 인구(얼마나 많은 소비자), 2) 

식단(무엇을 소비할 것인가?) 3) 기술(어떻게 우리의 식품 시스템은 우리의 식품 공급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보존하는가?)이다. 본 연구는 이 중 하나인 식단이 자원의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근의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미국 식품 시스템의 천연자

원 사용에 초점을 맞췄다.

 5) (https://www.ers.usda.gov/webdocs/publications/98401/err-273.pdf?v=1490) (검색일: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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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의 주요 결과

  우리는 2007년 식품 소비량을 바탕으로 연령과 성별에 따른 특정 기준 식단을 위한 식품 

시스템의 천연자원 사용을 추정했고, 그 결과를 2010년 미국인을 위한 식단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건강 미국 식단(Healthy American Diets)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다.

� 2007년 기준 식단은 자원 집약적이었다. 식품에 대한 총 연간 지출이 2007년에 미

국 국내총생산(GDP)의 8.6%를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식품 시스템에 의한 천연자

원의 사용이 8.6% 이상이면 집약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그림 3>  2007년 5개 범주별 총 자원 사용에서 식품 관련 점유율 추정

 식품 관련     식품 이외     식품 관련     식품 이외

주: Btu(British thermal product)는 영국의 열량을 나타내는 단위임.

자료: USDA/ERS(2020).

미국의 식품 시스템은 모든 기준 식단을 수용하기 위해 국토 전체 면적의 25.5%를 

사용하며, 그중 절반 이상(53%)은 농경지이다. 미국 식품 시스템은 전체 담수 소비

량의 28%, 전체 화석 연료 소비량의 11.5%, 온실가스(GHG) 배출의 18.1%, 그리고 

전체 유통된 임산물의 7.2%를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임산물을 제외하고, 이

것들 각각은 식량 시스템에 의한 자원의 집중적인 이용을 의미한다.

� 농장 밖에서도 상당한 자원 요구량이 발생한다. 자연자원에 가장 의존하는 식품 시

스템의 단계는 5가지 자원범주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2007년에 토지사용과 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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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은 둘 다 농장단계에서는 자원 집약적이었다. 반대로 농업은 기준 식단의 화석 

연료, 공기(온실가스의 저장소), 임산품의 총 자원 사용의 절반 이하를 차지한다. 이

러한 자원 사용의 대부분은 공급체인의 하방(downstream) 단계에서 발생한다.

� 모델로 사용한 건강 미국 식단은 기본 식단과 비교했을 때 음식 소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건강 미국 식단은 미국인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

되었고, 전국 대표 조사의 분석에 따라 결정된 미국 농무부 식단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한 2007년의 미국인들의 식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과일, 채소, 콩/견과류/씨

앗, 달걀 및 유제품 범주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며, 설탕/당류/음료, 지방/식용유/샐

러드드레싱, 곡물 제품 및 육류/가금류/어류/혼합 식품군은 소비가 감소할 것이다. 

각 식품그룹 내 식품 종목의 구성은 변할 것이고, 또한 그 범주의 총열량 또한 변할 

것이다.

� 2007년에 모델을 건강 미국 식단으로 바꾼다면 일부 자원의 사용이 줄어들었을 것

이며 다른 자원의 사용을 증가시켰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모든 미국인을 건강 미

국 식단에 평균적으로 따르되, 식품체계는 생산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고 가정하였

다. 생산적인 농경지, 화석 연료, 그리고 임산물의 사용은 감소했을 것이며, 담수 사

용은 증가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저장소로서 공기의 이용은 건강 미국 식단으

로 전환하여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화석 연료 사용 감소와 관련된 온

실가스 배출 감소는 생물학적 배출과 연관된 증가로 상쇄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인구와 기술 변화를 설명하는 건강하고 충분한 식량 공급을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경로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적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저자들은 경제연

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의 여러 모델이 이러한 경로별로 유용한 프레임워크

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3. 연구 수행 방법

  향후의 식생활 패턴과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우리는 잠재적인 결과를 

연구하기 위한 일련의 모델 프레임워크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이 보고서가 

토대로 한 최근의 ERS 분석과 때를 맞춰 2015년에 발간된 “2007년 국가 벤치마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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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용 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충분한 세부사항의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분석은 2007년 미국 식품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는 수학적 최적화 모델을 사용하여 

2007년 미국인들이 소비한 개별 식품의 속성을 사용하여 식단을 정의한다. 

  우리는 농장의 투입재부터 가정의 주방 운영까지 전체 식품 가치 사슬에서 천연자원의 

사용을 설명하는 경제 모델인 FEDS-EIO(Food-Environment Data System – Environmental 

Input-Output)를 사용하고, 생물물리학적 모델인 푸드 프린트(Foodprint)를 사용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입 식품과 재료에 내재된 해외 자원 사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식품의 생산을 위한 미국의 자원 사용도 고려하지 않는다.

4. 공동농업정책, 도전과 유럽의 그린딜(IFPRI 2020)6)

4.1. 오늘날 세계 식량 체계는 어디에 있는가?

  세계 식량 체계는 유동적인 상태에 있으며, 유럽연합의 식량 체계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전망치7)(Business as Usual, BAU)는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니며, 기존 

방식의 농업과 식생활에 대한 대안이 공개토론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현실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옵션이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지속 가능한 것도 아니고, 

기후변화를 우선으로 다루고 있지도 않다. 유럽연합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특히 그렇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선택사항은 우리가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에서 식품의 생산, 유통 및 소비를 다루는 방법이 전환하는 기로에 서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녹색 혁명”의 등장으로 시작된 이전 단계에서는, 식량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식량을 

풍부하고 저렴하게 만들었다. 품종개량, 기계화와 농업에서 산업 및 서비스업으로의 노동력 

유출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은 토양, 물, 공기 그리고 특히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악화를 

초래하였다. 물론 이러한 환경 문제들 모두가 영농에 의해 주도된 것은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이 같은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6) (https://www.ifpri.org/sites/default/files/feb._18_tassos_haniotis_text_version_of_presentation.pdf) (검색일: 

2020. 8. 10)

 7)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추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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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세계 식량 시스템은 종종 정책 대응이 예견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농업 4.0은 농업이 연구, 혁신, 지식의 목표 지향적 사용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환경적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기술과 관행을 갖춘 디지털 경제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농업과 임업이 탄소 감축을 통해 기후 행동에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반영한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미래의 농부들이 식량과 사료를 공급하고 또한 에너지, 바이오에 기반을 둔 

물질 및 화학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다.

4.2. 현재의 EU 농업정책

  농업과 환경의 관계는 공기, 물, 토양, 생물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의 밑바탕에

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이 있다. CAP은 유럽 통합의 역사에 

깊이 내재된 정책이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개혁 과정을 통해 CAP은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범위를 넓히고, 목표를 더욱 명확화하며, 비용을 안정화시키고, 예산 제약 내에서 무역 왜곡 

영향을 현저하게 줄여나가고 있다. 

  CAP의 성공과 실패의 균형에 대한 의견은 만장일치와는 거리가 멀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분쟁은 덜하다. 농산물에 대한 지원에서 생산자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은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졌다.

� EU 농식품 무역수지가 계속 개선된다는 점을 통해 EU 농식품 관련 복합체(complex)

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롤러코스터 같은 식품 가격의 압력에 다른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견딘다는 

측면에서 EU 농가 소득의 회복력을 보여준다. 

� 농촌 지역의 빈곤 감소와 일자리 창출 및 성장에 대한 CAP의 긍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EU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소득 안전망에 기반을 둔 일련의 농정 

시책을 선택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 정책 설계는 오늘날 EU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일련의 도전들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EU 농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엇갈리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균형감 

있게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투입재 사용의 감소로 1990년부터 2016년까지 E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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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문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에서 6%, 중국과 인도에서는 24%, 브라질에서는 47%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녹색화 조치 완화 및 낙농 쿼터 철폐에 

따른 일시적인 젖소 수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정체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 및 환경 조치를 미래 CAP의 우선순

위의 핵심으로 하는 것이 2018년도 제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4.3. EU 농업정책의 목표

  일반적으로 "단일해결책(one size fits all)" 접근법에서 기인했던 녹색화에서 교훈을 끌어

내면서 국가 간 공통적인 정책 대응을 계속해 나가려면 CAP의 중점을 순응과 통제로부터 

성과와 결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 변화의 중심은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전환에 필요한 활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녹색 건축"이다. EU 식품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새롭게 도입된 CAP의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설정된 

우선순위에 반영된다.

  그중에서 기후변화는 정책 개혁을 견인할 기폭제로 꼽히며, 환경과 기후, 생물다양성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려는 대응방안들이 우선시 되어 있다. 주요 목표로는 

� 조건성의 강화: 모든 농업 지역에 의무적으로 추가된 현행 그리고 새로운 환경 및 

기후 규칙이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 환경 관련 다양한 계획 도입: 범주(Pillar) I에 자발적 환경 계획과 범주 II에 환경 및 

기후관리 계획을 도입하면서 회원국들이 궁극적으로 환경 및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농경지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필요한 유연성을 부여하면

서 합리적인 계획을 설정하도록 한다.

� 연결과 통합: 국가 전략 계획을 국가 기후 활동과 다른 환경 및 보건에 대한 우선순

위 및 EU 수준에서 설정된 최종 목표와 연결되어 통합하도록 한다.

4.4. 그린딜과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과의 연관성

  EU 농업은 탄소와 다른 온실가스를 흡수하기도 하고 배출하기도 하는 토지 면적의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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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함으로써 EU 그린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명히 CAP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며, 미래에 그린딜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도를 더욱 개선하도록 많은 요구를 받고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은 현재 세계적으로 식품 시스템에서 진행 

중인 이러한 전환에서 지속 가능한 모범 사례가 경제적, 환경적/기후적 효율성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데 성공할 것이라는 EU의 경험이 적절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할 것이다. 

  오늘날 EU 농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범위와 복잡성 면에서 과거에 직면했던 것을 능가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경제,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차원 간의 시너지 효과에 집중하고, 농업정책을 EU의 다른 정책에 

더욱 잘 통합하면 기후와 환경에서부터 연구, 혁신 및 기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바이오 

경제와 디지털 경제에서 무역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방면에서 CAP은 EU가 더 잘 기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5.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 공정하고 건강하며 친환경적인 식품체계(EU)8)

5.1. 행동의 필요성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2050년까지 유럽을 기후 중립9)의 첫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를 살리고,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자연을 

돌보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새롭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 전략을 그린다.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은 그린딜의 핵심이다.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의 

도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회, 건강한 지구 사이의 불가분 관계를 

인식한다. 이 전략은 또한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 달성을 위한 EU 집행위원회의 

핵심 의제로서 유럽인들의 생활습관, 건강,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다. 

  EU 농업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1900년 이후 20% 줄인 세계 유일의 주요 제도다. 

또한, 식품의 제조, 가공, 소매, 포장, 운송은 대기, 토양 및 수질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으며, 생물 다양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EU의 

 8)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communication-annex-farm-fork-green-deal_en.pdf) (검색일: 

2020. 8. 6)

 9)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의미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상쇄 활동을 통해 나머지 배출량도 상쇄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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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식품체계로의 전환이 여러 분야에서 시작되었음에도, 식품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의 핵심 동인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살충제 및 항균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비료 과다사용을 줄이며, 유기농업을 늘리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기후법은 2050년에 기후중립 연합의 목표를 정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까지 2030년 기후 목표 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0% 또는 

55%로 높일 예정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은 농업, 어업 및 양식업과 식품 공급체인이 

과정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5.2. 소비자와 생산자, 기후와 환경에 대처하는 식품체인의 구축 

  EU는 식품 시스템의 환경 및 기후 발자국을 줄이고 복원력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와 생물다

양성 손실에 직면하여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그리고 경쟁적인 지속가능

성을 향한 세계적인 전환을 이끌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이행 및 달성을 가속화하고,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이 더욱 지속 가능해질 

수 있게 하도록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말 이전에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위한 입법안을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EU와 국가 차원의 정책 일관성과 모든 식품 

관련 정책 주류화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고 식품 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5.2.1.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보장

  식품체인의 모든 행위자는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농업인, 

어업인 및 양식업자는 생산 방법을 보다 신속하게 전환하고, 자연 기반, 기술, 디지털 및 

공간 기반 솔루션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나은 기후 및 환경 결과를 제공하고, 기후 복원력을 

높이고, 살충제, 비료 등의 사용을 줄이고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EU 온실가스 배출의 10.3%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중 거의 70%가 축산업에서 

나온다. 또 전체 농경지의 68%가 축산에 사용되고 있다. 축산의 환경적, 기후적 영향을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향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지속 가능

하고 혁신적인 사료첨가물의 시장화를 촉진할 것이다. 동물과 인간의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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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의 과다하고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항균제 내성(AMR)이 매년 EU/EEA에서 약 3만 

3천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상당한 의료비용이 든다. 따라서 위원회는 2030년까지 축산

업과 양식업에서 항균제의 전체 EU 판매량을 50%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5.2.2. 식량안보 보장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은 항상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저렴하고, 지속 가능

한 식품을 충분히 그리고 다양하게 공급해야 한다. 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반드시 식품공급체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또는 건강상의 위기로도 촉발될 수 있다. 현재의 COVID-19 대유행은 EU의 식품 안전과 

당장 관련은 없지만, 그러한 위기는 식량안보와 생계를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기후변

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은 식량안보와 생계에 대한 긴급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전략의 맥락에서, 위원회는 농업인과 식품 산업자의 경쟁력은 물론, 식량안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다.

5.2.3. 지속 가능한 식품 가공, 도매, 소매, 대접 및 식품 서비스 관행의 촉진

  세계 최대의 식품 수입국이자 수출국으로서, EU의 식료품 산업도 세계 무역의 환경적, 

사회적 발자취에 영향을 미친다. 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되면 기업과 제품의 명성

을 더욱 쌓고, 주주가치를 창출하며,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직원과 투자자를 유치하며, 기업

에게 경쟁우위,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식품 산업과 소매 부문은 

식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환경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옵션의 

가용성과 구매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

는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함께 책임 있는 비즈니스 및 마케팅 관행에 대한 EU 행동강령을 

개발할 것이다. 

5.2.4. 지속 가능한 음식 소비 촉진 및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의 전환 촉진

  현재의 식품 소비 패턴으로는 건강과 환경 측면에서 모두 지속 가능할 수 없다. EU에서는 

에너지, 적색육, 당류, 소금, 지방의 평균 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을 초과하지만, 통곡물 시리

얼, 과일 및 채소, 콩과류, 견과류의 섭취량은 부족하다. 2030년까지 EU 전체에서 과체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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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율의 증가 추세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색육과 가공육 소비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가 많은 식물성 식단으로 이동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식품 시스

템의 환경적 영향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식품의 이용 가능성과 가격을 향상시키고, 기관 급식에서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식품 조달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기준을 

설정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세금 우대 조치 또한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

의 전환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5.2.5. 음식물 손실 및 폐기물 감소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손실과 폐기물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음식

물쓰레기를 줄이면 소비자와 운영자가 절약할 수 있고, 자칫 낭비될 잉여 식품의 회수 및 

재분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음식물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DG 목표 12.3). 음식

물쓰레기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론과 2022년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예측 자료를 활용해 

기준선을 설정하고 EU 전역의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대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음식물 손실과 폐기물 방지를 다른 EU 정책에 통합할 것이다. 날짜 표시(‘사

용 기한’과 ‘유통 기한’)를 잘못 이해하고 오용되면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다. 

5.2.6. 식품공급체인에서의 식품 사기 근절

  식품 사기(food fraud)는 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 그것은 소비자들을 

속이고 그들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것은 식품 안전, 공정한 상업 

관행, 식품 시장의 회복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단일 시장을 약화한다.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

인 억제를 가진 무관용 정책이 중요하다. 집행위원회는 운영자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

고 통제와 집행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 사기에 대한 투쟁을 확대한다. 회원국들, 

유럽 형사 경찰 기구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추적 가능성과 경고에 대한 EU 데이터

를 사용하여 식품 사기에 대한 공조방안을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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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전환의 활성화

5.3.1. 연구, 혁신, 기술 및 투자

  연구와 혁신(R&I)은 1차 생산에서 소비까지 지속가능하고, 건강하고, 포용적인 식품 시스

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인이다. R&I는 솔루션을 개발 및 테스트하고, 장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Horizon 202010)에 따라 

위원회는 2020년에 총 10억 유로를 그린딜 우선순위에 지출하려는 추가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Horizon 유럽에서는 식량, 바이오 경제, 천연자원, 농업, 수산, 양식 및 환경에 100억 

유로를 투자하고, 디지털 기술과 자연 기반 농식품 솔루션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5.3.2. 자문 서비스, 데이터 및 지식 공유, 기술

  지식과 자문은 식품 시스템의 모든 행위자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다. 1차 

생산자들은 특히 지속 가능한 경영 선택에 대한 객관적이고 맞춤화된 자문 서비스가 필요하

다. 따라서 위원회는 모든 식품 체인 행위자가 참여하는 효과적인 농업 지식 및 혁신 시스템

(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s, AKIS)을 촉진할 것이다. 회원국들은 CAP 

전략 계획에서 AKIS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딜 목표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적절한 

자문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원을 강화해야 한다.

  네트워크는 지역, 국가 또는 부문 평균에 대한 농가 성과 벤치마킹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통해 농민들에게 피드백과 지도를 제공하고, 이들의 경험을 유럽혁신

동반자협정(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및 연구사업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참여 

농가의 소득 등 지속가능성이 향상된다.

5.4. 세계적 전환 촉진

  유럽연합(EU)는 이 전략과 SDG의 목표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세계적인 

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EU는 국제협력 및 통상정책 등 대외정책을 통해 양자 간, 지역, 다자간 

협력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 그린 얼라이언스(Green Alliance) 

10) 전 유럽을 단일 연구 지역으로 구축하고 이에 관한 연구 재정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EU 최대 규모의 연구 기금 지원 프로그램 

중 8번째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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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이웃 및 기타 파트너와의 협력이 포함될 것이

며, 세계 각지의 현안 과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5.5. 결론

  유럽 그린딜은 우리 식품 시스템을 지구의 요구에 맞춰 조화시키고 건강하고 공평하며 

환경친화적인 먹거리에 대한 유럽인들의 열망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다. 이 

전략의 목적은 EU 식품 시스템을 지속가능성의 세계적인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모든 수준의 거버넌스(도시, 농촌 및 해안 지역 포함), 

식품공급체인을 망라하는 민간 부문 행위자, 비정부 기구, 사회적 파트너, 학계 및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적 접근이 필요하다.

  집행위원회는 그린딜의 다른 요소, 특히 2030년 생물다양성 전략, 새로운 순환경제 액션

플랜(Circular Economy Action Plan, CEAP) 및 오염 제로 목표(zero pollution ambition)와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전략을 시행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니터

링하여 EU 식품 시스템의 목표치에 대한 진전 및 환경·기후 발자국 전체 감축 등 지구 

경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전략에서 모든 행동이 경쟁력과 환경,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구 관측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

한다. 아울러 추진하는 조치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지 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 2023년 중반까지 이 전략을 재검토할 것이다.

6. WTO 농업협정의 개혁(CRS)11) 

6.1. 최근 WTO 농업협정 개혁 진행 상황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미국은 국내 농정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oA)을 포함한 WTO의 규정과 규범을 준수하기로 약속했

다. AoA 하에서 WTO 회원국들은 수입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수출 보조금을 줄이도록 

11) (https://fas.org/sgp/crs/misc/R46456.pdf) (검색일: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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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 지원 정책을 개혁하는 데 동의했다. 농업정책의 3가지 "축(pillars)"에 대한 규칙은 

보조금, 관세 및 기타 국내 지원 프로그램을 특정 수준에서 동결하고, 그다음 이 수준으로부

터 매년 감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약속들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에 걸쳐 서로 다른데,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LDC)은 이행 

기간이 길고 감축률을 낮게 완화해 주는 특별대우를 받았다.

  2001년에 WTO 회원국들은 도하 라운드라고 알려진 새로운 협상을 시작했는데 지속적인 

농업 개혁문제는 그중 하나의 이슈였다. 도하 라운드는 2009년 이후 큰 난관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국들은 도하 라운드 동안 제기된 일부 농업 문제에 대해 제9차 

각료회의(2015년 발리)와 제10차 각료회의(2017년 나이로비)에서 일부 제한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제12차 각료회의(MC-12)는 회원국들이 추가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MC-12에 대한 현재의 협상 프레임워크는 WTO 회원국들이 협상 

목표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을 수립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들 정해나

가는 것이다. 이런 분야에는 농업정책의 3대 축인 시장 접근 개선, 국내 보조 감축, 수출 

보조금 철폐가 있다. 

6.2. 12차 각료회의를 위한 협상 틀

  2020년으로 예정되었던 WTO MC-12는 AoA를 개혁하기 위해 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

지만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었다. 전염병에 대응하여 일부 WTO 

회원국들은 잠재적 식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식료품의 수출에 대해 일시적인 제한을 

가했다. 게다가, 대유행은 식량공급체인의 많은 상업 활동을 방해하여 식량 공급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전개로 인해 MC-12를 위한 협상 프레임워크 의제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협상 틀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시장 접근: 회원국들이 MC-12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WTO 농업위원회 의장이 

제안한 협상 틀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 실행 관세가 변경(또는 인상)될 때 수송 중인 수입위탁화물에 적용하는 공통적인 규제 관행

� 모든 관세를 중량 또는 품목당 고정 금액이 아니라 수입가액 대비 비율(ad-valerom)에 

근거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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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할당 제도(TRQ) 관리의 투명성 향상

� 추가적인 시장 접근 개혁을 협상하기 위한 틀

  한편, 미국은 협상 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심 영역을 강조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의 적용

� 매우 높은 관세 (민감한 제품에 500%에 이르는 경우가 있음) 

� 관세율 쿼터의 광범위한 사용, 40개 회원국이 1,000개 이상의 TRQ 보유, 일부 TRQ

는 초과 쿼터 관세율이 매우 높다.

�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의 광범위한 사용, 39개 국가가 농업 관세 라

인의 평균 18%에 SSG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국내 보조: 일부 WTO 회원국들은 진취적인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열망을 표명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투명성 제고에 주력해왔다. 농업위원회 의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각국의 제안을 요청하였다.

� 무역 왜곡적 국내 보조의 상한 및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 주요 원칙과 목적 달성을 위한 가능한 방법

� 지지수준(support levels) 조화 및 불균형 축소의 중요성

� 국가별 농업특성, 비교역적 관심 사항 및 개발 수준 고려의 중요성

� 국내 보조의 개별 범주별 잠재적 무역 왜곡 효과의 차이점 고려의 중요성

� 무역 왜곡이 적은 보조 프로그램에 규정된 기준의 존중 중요성

� 투명성의 중요성

  수출 경쟁: 2015년 나이로비 각료회의가 수출 경쟁에 관한 규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MC-12를 위한 공유 협상 프레임워크는 더 나아가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영역을 식별한다.

�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비상업적 인도주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식품에 대한 수출 제한 

적용 면제

� 수출 금지 또는 제한조치 도입 이전 사전 통보 일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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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안전장치 설정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견해는 크게 갈라지며 농업위원회 의장은 AoA의 

국내 보조 관련 규정 개혁이나 SSG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면 MC-12에서 SSM에 대한 

협상의 길이 닦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협상 틀은 어떻게 항구적 해결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 회원국

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함을 지적한다. 공공비축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고려하여, 프레

임워크는 회원들이 임시적 메커니즘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새로운 투명성 요건을 만들고 

및 어떤 작물과 프로그램에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정의하여 남용될 소지를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6.3. MC-12의 AoA 협상에 대한 주요국의 의견

  2020년 1월 독일 정부 주최 행사에 WTO 회원국 72개국이 참여하여, WTO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무역을 달성하고,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농업 부문 개혁을 위한 

행동을 취하기로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 공동선언문에 많은 유럽과 남미 국가

들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국, 한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참가하였

으나 미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0년 2월 데니스 셰어 WTO 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은 더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

는 WTO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현재 진행 중인 농업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과거의 협상 노력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보고, 고율 관세 인하, 무역 왜곡 보조금 축소, 비과세조치 적용 제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개도국 그룹인 G33은 다자주의와 개발 그리고 AoA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한 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그룹은 식량안보 및 농촌 개발, 그리고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와 식량안보 목적을 위한 항구적인 공공비축 해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

이 되는 정책수단에 관심이 있다.

  중국과 인도는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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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대한 국내 보조 지급이 최소 수준(de-minimis)에서 제한받고 있으나 대조적으로, 

일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농업보조총액(AMS)을 갖고 있고, 보조금 지급이 최소 수준에 

제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두 나라는 AoA의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AMS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중간 단계에서는 AMS 한도가 설정되어야 하되 총생산가치의 백분율로 설정되어

야 하며, 품목별로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Cairns Group12)의 19개 수출국들은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국내 보조금을 줄

이고, 시장 접근을 개선하며, 수출 분야의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여기서 

기존의 모든 무역과 생산을 왜곡하는 보조금은 2030년까지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에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이 AoA 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제안서를 발표했

다. 그들은 AMS 수준의 감축 약속은 선진국들의 국내 보조 수준을 충분히 낮추지 못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또한 현재의 AMS 상한은 모든 품목을 합친 총 수준에만 적용되지만, 

선진국들은 총 AMS 한도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품목 특정적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OA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WTO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와 토론을 토대로 

WTO 농업위원회 의장이 MC-12를 위해 개발하는 협상 틀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현재의 

협상 체계는 COVID-19의 발병으로 인해 2021년 MC-12가 소집될 때까지 변경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유행은 세계 식량 생산 및 유통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약점을 지적했으며, 

WTO 회원국의 AoA 약정 준수와 관련된 문제와 농업 노동력, 환경, 그리고 세계적인 식량 

공급망의 교란과 관련된 다른 농업 관련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WTO 회원국들은 새로운 

이슈들을 고려해 다른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2020년 6월 회의를 위해 그동안 진전된 

협상 틀은 2021년 MC-12 개최 전에 개정될 수 있다.

6.4. 미국의 대응

  COVID-19가 농업 부문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무역 활동

(예: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이 결합한 

12) 농산물 수출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미미한 보조만을 지급하는 국가그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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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많은 미국 농부들의 파산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미국의 수출 손실과 COVID-19 전염병과 관련된 농업 부문 손실에 대응하

여 미국 농무부(USDA)는 미국 농업 부문에 대한 많은 지불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이 AoA에 

따른 약속 이행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의회는 미국이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미국 농업 부문에 대한 안전망을 수정하는 다양한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게다가, 의회 감독 청문회와 행정부와의 다른 논의들을 통해 MC-12까지 이어지는 

협상 틀을 짜기 위한 WTO 농업 개혁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7. 원산지표시제의 무역 효과를 측정하는 수요측 요인(USDA)13)

  세계무역기구(WTO)의 핵심 활동 중 하나는 어떤 회원국이든지 다른 회원국이 WTO 규정

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믿을 때 발생하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2009년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원산지표시(COOL: Country of Origin Labeling) 조치에 반대하

는 분쟁을 제기하였다.

  2002년 미국 농업법(Farm Bill)에는 소매업자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특정 상품의 원산지

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2009년 이전에는 COOL이 자발적으로 이행

되어왔으나, 2008년 말부터는 법령에 따라 USDA는 COOL을 의무화하였다. COOL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상당 부분에는 이 동물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사육

되었고, 도살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조치로 미국 기업들이 가축의 출생, 사육, 도살 장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와 수입 가축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논쟁거리로 삼았다. 

그들은 COOL 때문에 미국 동물만을 구매하는 회사는 분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 동물을 사용하는 데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렇게 높은 비용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가축들을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WTO는 COOL이 WTO

의 세계 무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미국이 이 조치를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3) (https://www.ers.usda.gov/amber-waves/2020/july/demand-factors-key-to-measuring-trade-impacts- 

of-country-of-origin-labeling/) (검색일: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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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2015년 COOL을 개정했지만, WTO는 개정된 내용도 WTO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다고 판단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한 국가가 규정에 어긋나는 조치를 하면, 다른 나라는 

관세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비준수

(non-compliant)로 인한 무역 손실 추정치를 WTO에 제공했다. 캐나다의 총 추정치는 31억 

캐나다 달러(27억 미국 달러), 멕시코는 7억 미국 달러였다. WTO 중재자는 자체 계산을 

통해 캐나다의 피해 추정치를 10억 5000만 캐나다 달러, 멕시코는 2억 3000만 달러로 낮췄다.

  멕시코, 캐나다, WTO가 제공한 분석 중 멕시코, 캐나다, 미국 가축들이 서로 경쟁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동물이 많아

질수록 멕시코에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은 줄어들고, 앞으로 미국이 생산할 물량은 줄어든다. 

또한, 분석 결과 COOL이 미국 가축과 육류 생산에 부과한 비용은 물론 마케팅 비용도 

제외되었다. 2019년에 연구진은 경쟁과 비용 등 수요요인을 고려한 균형대체모형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을 활용해 양국 교역 손실이 모두 1억 달러 미만이라고 

추정하였다. 훨씬 더 높은 차등 비용을 사용하더라도, 이 모델은 아래 표와 같이 WTO의 

손해보다 20~30% 낮은 손해 추정치를 산출했다.

<표 1>  원산지 표시제가 가축 수출 가치에 미치는 영향(USDA 추정)

미국으로의 

수출 2014
WTO가 추정한 무역 손실

WTO 추정치를 미국 공급 및 

수요 반응에 따라 조정

단위 10억 미국 $ 10억 미국 $ 10억 캐나다 $ 10억 미국 $ WTO 추정치와의 % 차이

캐나다 $ 1.58 -$ 0.92 -$ 1.05 -$ 0.67 -27%

멕시코 $ 1.26 -$ 0.23 NA -$ 0.18 -19%

자료: USDA (2020b)에서 재인용함.

  2015년 12월 미국 의회는 WTO가 보복을 승인하기 전에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COOL

을 폐지했다. 현재까지 멕시코와 캐나다는 분쟁 해결에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대해 

보복을 하지 않고 있다. COOL은 양, 가금류, 어류를 포함한 다른 품목에는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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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간에 적합한 기후의 미래(PNAS)14)

  모든 생물은 환경적으로 적합한 조건(niche)을 갖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지구상에서 연평균기온(MAT: mean 

annual temperature)이 대부분은 섭씨 11도~15도 정도에서, 적은 인구는 20도~25도 정도로 

좁은 기후 범위에서 살아왔다. 온갖 혁신이나 이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러

한 기후 조건에 따라 생존해 왔다. 놀랄 만큼 일정한 기후적 적합성은 인류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었다.

  지구 온난화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의 건강, 생계, 식량안보, 물 

공급과 경제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온난화의 정도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컨대, 섭씨 2도 증가는 1.5도 증가와 비교할 때 기후 관련 

위험과 빈곤에 노출되는 인간의 수가 2050년까지 수억 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온난화로 유발되는 복잡한 상호작용 메커니즘으로 인해 인간에 대한 영향을 예견하기

에는 아직 어려움이 존재한다. 인간의 삶에 대한 영향의 많은 부분은 사회적 대응에 달려 

있다. 영향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별 순응 대책도 많이 있지만 상당한 자원이 요구된다. 

한편, 일부 지역은 인간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겠지만, 다른 지역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주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어려움이 상당하겠지만 인간 거주와 농업생산의 

지리적 분포의 변화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자발적인 혹은 계획적인 적응 대책이 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 증가와 온난화의 정도별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50년 동안 10억 명에

서 30억 명의 인간이 지난 6,000년 동안 살아온 기후 조건의 밖에 남겨질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 완화와 이주 없이는 인류의 1/3 정도는 50년 이내에 오늘날 연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사하라 지역처럼 뜨거운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14) PNAS(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www. 

pnas.org/content/117/21/11350) (검색일: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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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EU의 그린경제 가속화와 시사점*15)

 EU, 신성장동력으로 그린산업 육성

�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그린딜을 본격 추진 중임.

-높은 환경기준 설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글로벌 환경 이슈를 주도해온 EU

가 EU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라이엔 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린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

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이 지체될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물 부족, 홍수, 식량가격 상승 등의 위험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해 그린딜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

◈ 탄소중립경제1)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 정책 대응과 강

력한 지원에 나서고 있음.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물, 교통 등 분야별 목

표를 수립함으로써 그린산업 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임.

<표 1>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4대 분야 목표

구분 주요 내용

에너지
∙ EU 온실가스 배출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생산 및 사용 분야의 신재생에너지2) 사용 확대 

및 효율성 개선 추진

산업 및 순환경제 ∙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추진

건물 ∙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교통
∙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는 교통 분야의 제로·저배출 차량 전환 및 공공 충전시설 증설로 

2050년까지 배출량의 90% 감축 달성

자료: EU 집행위원회, 저자 재가공.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발간한 “포스트 코로나, EU의 그린경제 가속화와 시사점”(KITA Market Report, 

2020.8.27.)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1) 경제활동으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 감축활동인 신재생에너지투자·탄소배출권구입·조림 등을 병행하

여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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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발발함에 따라 극복수단으로 그린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태세를 보임.

-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책 중 하나로 그린산업을 제시) 관련 산업 육성과 제도 정

비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피해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달성을 추구함.

- (EU 경제회복기금(EU recovery fund) 설치로 해당 정책 예산 확보) 2020년 7월 

특별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EU 회원국 간 피해 정도

와 재정 여력 격차가 가져올 역내 불균형 완화 및 공정경쟁 훼손 예방을 위해 경제

회복기금 조성 합의, 지원금 전액은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예정임.

� 우리 정부와 기업은 EU의 산업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 

및 비즈니스 전략 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그린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 EU는 신성장동력으로 그린산업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예산집행, 세제 개편 및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함.

� [예산] 기후변화 대응에 2021-2027 다년도 예산 및 경제회복기금 총액의 30% 이상인 

약 5,500억 유로 투입함.

- 2020년 7월 EU 특별정상회의에서 2021-2027년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3)과 

EU 경제회복기금에 합의함.

◈ (지출규모) 1조 8,243억 유로: 1조 743억 유로(MFF) + 7,500억 유로(EU 경제회복기금: 보조금 3,900억 유로, 

대출 3,600억 유로)

◈ MFF 총액의 33%인 3,500억 유로를 천연자원과 환경 분야에 편성함.

-경제회복기금 중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지원에 6,725억 유로 편성4)함.

 2) 기존 화석연료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으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한국에서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총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함.

 3)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EU의 주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EU 행정 등에 사용되는 7년 단위 중기예산계획

으로 EU 예산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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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전환 직·간접 프로젝트에 각각 175억 유로, 581억 유로 편성함.

-이번 다년도 예산 및 경제회복기금은 EU 회원국이 탄소중립전환과 그린산업 육성

에 동의하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2>  그린딜 관련 EU 경제회복기금 편성

구분 주요 내용

탄소중립전환과 

직접 관련

75억 유로 ∙ 농식품 분야의 친환경기술 도입과 친환경제품 생산을 촉진

100억 유로
∙ (공정전환5)기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비용이 큰 지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효율성 개선 추진

탄소중립전환과 

간접 관련

50억 유로 ∙ (Horizon EU) EU의 보건 및 기후 관련 연구 혁신 프로그램

56억 유로 ∙ (EU strategic investment) 사회기반시설 투자기금

475억 유로 ∙ (REACT EU) 고용시장 안정과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자료: EU 집행위원회 및 ING 자료, 저자 재가공함.

� [세제 개편] 탄소중립경제 관련 세제 신설 및 확대 추진함.

-환경 관련 세제 신설 및 확대로 저탄소배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함.

◈ 고탄소배출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기업과

의 가격 차 상쇄함.

◈ 환경요인이 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마련하여 환경위험에 대한 기업 인식을 제고시킴.

<표 3>  그린산업 관련 세제 및 예상 세수

세제명 주요 내용 예상 세수

배출권거래제(ETS)
∙ 배출권 판매 수입의 20% 30억 유로

∙ 해양 및 항공 분야로 확대 추진 100억 유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분담금 ∙ 20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 66억 유로

탄소국경세 ∙ 2021년 선별 분야에 도입 목표 50~140억 유로

자료: EU 집행위원회, 저자 재가공함.

 4) EU 이사회는 회원국이 제출한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을 EU의 정책 권고, 그린･디지털 전환, 성장잠재력 제고, 일자

리 창출 등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후 승인 결정함.

 5) Just transition mechanism: 그린딜 정책으로 산업 및 고용구조에 나타날 변화에 기업과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기

술·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대응방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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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된 세수는 경제회복기금 재원 마련에 사용되어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과 혁신에 투자함.

◈ 탄소중립경제 시대에는 탄소배출권 비용이 기업의 수익성을 좌우함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저탄소배출 기업으

로의 전환이 필수임.

� [기업 지원] 그린산업 지원 및 저탄소배출 기업으로의 전환 지원함.

- EU는 EU 투자은행(EIB)을 통한 대출과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기업을 지원

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2021년까지 중단한다는 입장임.

◈ 2019년부터 현재까지 승인된 799개의 프로젝트 중 농·수산·임업, 에너지, 교통, 식수 및 정화 분야 313개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됨.

◈ EIB는 환경 영향 평가(EIA18))를 도입, 환경 관련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고 환경 영향 평가서 공시의무 이행 조

건으로 대출 집행함.

- EU는 회원국이 특정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전 신고 후 EU 보조금 규정

에 따라 심층조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 (보조금 심사규정 항목) ▲EU의 정책 방향, ▲공정경쟁 왜곡 여부, ▲EU의 결속력 와해 여부, ▲필요한 최소한

의 금액, ▲기업 투자 결정과 회원국 공공 지원의 상관관계, ▲지역 경제 개발 기여, ▲고용 증대 등이 있음.

 그린경제시대, 대응 및 시사점 

1. 그린산업 육성을 위한 EU의 전방위적 지원 및 법제도 정비는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전망임

� EU 회원국과 기업은 MFF 및 경제회복기금 확보를 위해 그린산업에 주력하고 저탄소배

출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EU의 그린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기술 및 정책 노하우 

축적으로 국제경쟁력 확보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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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시대 도래 시 그린산업 관련 EU의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시될 것임.

-중국과 인도가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정비하면서 EU 사례를 활용하는 등 EU가 국

제사회 제도 조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2. 저탄소배출 기업 및 국가의 EU 내 입지가 강화될 것임

�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참여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전력원 선택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으로 부상함.

- EU의 지원대상 기업은 탄소중립목표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협력

업체 선정 시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중시할 전망임.

- BMW, Volkswagen은 공급망 기업에게도 제품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

할 것을 요구함.

� 시장과 시민사회로부터 탄소중립경제로의 이행 요구가 강해지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은 

그 자체로 기업에 시장경쟁력과 브랜드 가치의 향상 효과가 있음.

3. EU 및 국제사회의 그린산업 분야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가 촉진될 전망임

� 그린산업에 대한 공공투자의 증가로 관련 산업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경우 민간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경제회복기금의 30%인 2,250억 유로가 그린본드6) 발행으로 조달될 경우 전년 대

비7) 글로벌 그린본드 시장이 89% 증가할 것임.

� EU 은행 감독청은 은행들이 기업대출 심사 항목에 환경위험(Environmental risks)을 

도입할 것을 요구함.

-탄소배출권 구입비용 및 시장환경 변화로 초래될 탄소배출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선반영하여 대출은행의 건전성 보호함.

-그린산업 및 저탄소배출 기업의 신용도가 향상되는 효과로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

이 용이함.

 6) 발행자금을 환경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그린산업과 관련해서만 사용하도록 자금 사용처를 제한한 채권을 의미함.

 7) 2019년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액은 2,577억 달러로 전체 채권 시장의 3.7%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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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등 일부 EU 회원국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기업

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활용함.

4. 우리 정부와 기업은 그린경제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 정부는 EU의 그린산업 지원방안 및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반영함.

-특히,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EU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환경 관련 

제도를 선진화할 필요 있음.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동참하여 미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확립함.

-한국은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8)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을 부각,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과정에

서 통상 장벽을 사전에 제거함.

- EU가 탄소국경세9) 부과 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우리 기업은 EU의 산업 변화와 규제 동향을 살피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그린산

업 기업은 현지진출 방안 모색함.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술개발 및 오픈이노베이션10)을 확대

하고 표준분야 전략 수립에 반영함.

- EU가 그린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기업도 지원하므로 이를 LG화학 사례처럼 적극 

활용하여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 모색할 예정임.

 8)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함.

 9)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서,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하반기에 도입 예정임. 

10) 기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에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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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 사례: 한국 LG 화학>

◈ EIB(European Investment Bank, EU 투자은행)는 LG화학의 폴란드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증설을 위해 4억 

8,000만 유로 대출 계약 체결함.

 - 역내 최초로 배터리의 전극, 셀 모듈, 팩까지 모두 생산하는 공장 증설과 운영자금 목적이며 총예산 15억 유로 중 

3분의 1에 해당함.

◈ EIB는 해당 프로젝트가 역내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배터리 대량생산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 완공 후 연간 배터리 생산량이 35G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매년 전기 자동차 5십만 대에 탑재될 수 있

는 규모임.

 - 원료 및 부품 공급사와 서비스 업체까지 유치 및 고용 증대함.

 - 기존 연구소 확장으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생산 프로세스 향상을 위한 연구 진행 및 브로츠와프 대학과 산학연

계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양성을 함.

 - 환경 영향 평가 대상 프로젝트로 환경 영향 평가서 공시함.

◈ 폴란드 정부도 LG화학 공장 증설 지원을 위해 EU 집행위원회에 9,500만 유로 보조금 지원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

을 기다리는 중임.

 -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폴란드 정부의 돌노실롱스키(Dolnoslaskie) 배터리 공장 건설에 대한 3,600만 유로의 

보조금(세제 혜택 및 재정지원 포함)을 승인한 바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9.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미국 내 식품 소비와 식량안보*11)

 미국 내 식품 소비와 식량안보

� 미국 국민들의 식습관은 과거에 비해 건강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식품 섭취 

다양성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임.

 *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Ag and Food Statistics: Charting the Essentials”(202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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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 섭취량) 1970년의 곡물 섭취는 식품 섭취 추천량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7년에는 추천량을 넘어섰음.

- (채소, 유제품, 과일 섭취량) 1970년과 비교했을 때, 채소, 유제품, 과일의 섭취량

은 증가하였으나, 섭취 추천량보다는 적음.

- (당류 섭취 감소) 미국인들의 당류 섭취는 2000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으며, 설탕 

소비는 줄어든 반면, 옥수수에서 가공한 감미료(corn sweeteners)의 소비는 증가

하고 있음.

- (편중된 채소 및 과일 섭취) 채소는 감자(가공되지 않은 형태, 냉동, 감자칩 형태)와 

토마토를 주로 섭취하고, 과일은 사과와 오렌지를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으며, 사과

와 오렌지는 원물 그대로 섭취하는 비중보다 주스 형태로 섭취하는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남.

� 미국 내 식품 가격 지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가격 형성에 주로 가공, 소매 

서비스, 식품 서비스 비용이 영향을 미침.

- (식품 가격과 곡물 가격) 미국 내 곡물 가격은 연도별로 변화 폭이 크지만, 전체적

인 식품 물가 지수는 안정적으로 증가11)하는 모습을 보임.

- (가격 형성) 2017년 기준, 식품 소매의 가격 형성에 농업생산 비용이 약 7.8%를 기

여, 식품 서비스 부문이 36.7%, 식품 가공이 15.0%, 소매 서비스가 12.6% 기여했

으며, 포장, 운송, 에너지, 광고 비용 등은 각각 약 3% 내외의 영향을 끼침.

- (외식 비중 상승) 2018년 기준 미국인들은 약 1조 7,000억 달러를 식품 소비에 사

용하였으며, 외식의 소비가 가정 내 식사에 소비하는 금액보다 큼.

� 미국의 식량안보(food security)는 식품 및 영양 섭취 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들에 초점

을 맞추어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가구 특성별 식량안보) 저소득 가구의 식량안보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게 나

타나며, 특히 편모 가정, 흑인 및 히스패닉 가정 등에서 식량안보 수준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식량안보) 농촌지역의 식량안보 수준이 도시보다 더 위험함.

11) 전체적인 식품 물가 지수는 1999년부터 매년 2% 수준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곡물 가격은 2007년과 

2011년에 40% 이상 증가하는 등 안정적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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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구 특성별 식량안보 취약성(2018)

주: 식량안보 취약한 가구들은 낮은 식량안보, 매우 낮은 식량안보의 특성을 띠는 가구를 포함함.

자료: USDA, 미국 통계청의 2018년 식량안보 관련 가구설문지의 내용 보완함.

- (미국 내 식품 및 영양 지원 프로그램) 식품 및 영양 지원 프로그램은 2012년까지 

예산이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School Breakfast Program,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Supplement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등이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8.2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의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12)

 미국의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 미국의 식품지원정책(Food Assistance)은 2019년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매달 3,570만 

명에게 지원을 시행함.

 *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The Food Assistance Landscape: Fiscal Year 2019 Annual Report”(2020.7.31.)와

“Taking a Closer Look at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Participation and Expenditures” 

(2020.8.3.)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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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지원정책은 1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 예산은 924억 달러

가 사용됨.

� 대표적인 식품지원정책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여성·유아·아동을 위한 특별영양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아침 및 점심 식사 지원 등이 있음.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들은 특정 대상(저소득층 학생, 임산부, 

유아 등)에 대한 식품 지원임.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식품지원정책이며, 2019년 식품 

지원 전체 예산의 65.3%가 사용됨.

-영향보충지원프로그램의 수혜자 수는 △경제상황 악화,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완화, △인구 증가로 인하여 증가함.

- 2009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정책 수혜자는 1,720만 명에서 3,570만 명으로 

10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미국 인구가 16%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 2013년에 4,760만 명(전체 인구의 15%)이 지원을 받아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300만 명의 수혜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은 허가된 식품 소매점에서 매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 

13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임(2019년 기준).

-보조금을 통해서는 담배, 주류, 상점 내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 등

은 구매할 수 없음. 단, 스스로 조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수혜자들의 경우에는 

조리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음.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의 효과로 인하여 산업별로 고용과 소득이 창출됨.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은 1.5의 GDP 승수(multiplier)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10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되면, 약 15억 달러의 GDP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됨.

-동시에, 10억 달러 당, 13,560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며, 유통 및 운송(소매 및 도매 

포함)에서 4,45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했고, 농림수산 및 수렵 부문에서는 480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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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의 산업별 고용 및 소득 증대 효과(2016)

SNAP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자료: USDA(2019).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8.3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폭풍 피해 농가 지원* 13)

 폭풍 피해 농가 지원

� 미국 농무부는 중서부에서 발생한 폭풍과 남부 지방에서 발생한 열대 폭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음.

 *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USDA Assists Farmers, Rancher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Recent Derecho” 

(2020.8.12.), “USDA Encourages Ag Producers, Residents to Prepare for Tropical Storms Macro And Laura” 

(2020.8.2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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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서부) 2020년 8월 10일에 발생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derecho)은 

아이오와주와 일리노이주 등의 지역 농가에 피해를 일으킴.

- (남부 해안 지역) 두 개의 열대 폭풍인 Macro와 Laura가 피해를 줌.

� 농무부에서 운영하는 재해정보센터(Disaster Resource Center)는 특정한 재해에 대

한 대비법, 복구 방법과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재해정보센터에서는 미국연방비상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태풍 등의 자연재해 정보를 실시간

으로 제공하고 있음.

-재해지원발견도구(Disaster Assistance Discover Tool)를 웹에서 서비스하여, 피

해 시점, 재해 종류, 피해 정도, 피해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의 정보를 제공해줌.

� 재해에 대한 지원 정책은 재정 피해 복구와 농작업 정상화 지원으로 구분됨.

- (재정 피해 복구 지원) 가축보상프로그램(USDA’s Livestock Indemnity Program), 

미보험작물재해지원프로그램(USDA’s 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Program)이 있음.

- (농작업 정상화 지원) 환경관리인센티브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비상유역보호프로그램(USDA’s Emergency Watershed Protection 

Program), 수목지원프로그램(USDA’s Tree Assistance Program), 긴급대출 등

이 있음.

� 이외에도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고려한 재해영양보충지

원프로그램이 있음.

-재해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Disaster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은 일반적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과 달리 재해로 인한 특수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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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의 재해 피해 농가 지원 제도

구분 정책명 지원 내용

재정 피해 복구

가축보상프로그램
∙ 날씨, 질병, 야생동물의 공격 등 다양한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가축 손

실에 대해 지원

미보험작물재해지원

프로그램

∙ 버섯, 바이오연료, 섬유용 작물 등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작물에 

대해 지원

∙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산량 감소, 재고 감소, 파종 실패 등이 발생하였

을 경우 신청 가능

농작업 정상화

환경관리인센티브

프로그램

∙ 수자원 보호 및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장단기 지원

비상유역보호

프로그램

∙ 홍수, 화재,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 중 유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피해 

복구를 위하여 지원

수목지원프로그램 ∙ 피해를 입은 과수, 관목 등을 다시 심거나 회복시킬 경우 복구 지원

긴급대출프로그램
∙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저금리로 피해 복구에 사용되는 비용을 

농가에게 대출

기타
재해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 재해로 피해 입은 지역 거주자들에게 식량 지원

∙ 일반적인 영양지원프로그램과 달리 재해 시점에서의 상황을 고려하

여 신청 가능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9.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해지원발견도구* 14)

 재해지원발견도구

� 미국 농무부는 농가대출발견도구(Farm Loan Discovery Tool), 농업계절노동자비자

진행상황확인(H-2A Visa Case Tracker), 재해지원발견도구(Disaster Assistance 

Discovery Tool)를 제공함.

- 웹상에서 제공되는 도구들은 이주 농업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영어와 스페인어로 

서비스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지원 정책 상담 인력의 감축으로 비대면 상담 및 농가 스스로 정보 

제공 도구를 통해 지원 정책을 찾고, 관련 서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여러 도구 중, 재해지원발견도구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해당하는 

 * 미국 농무부에서 운영하는 “재해지원발견도구(Disaster Assistance Discovery Tool)”와 “Disaster Assistance Programs 

At a Glance”(2020.4.23.)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farme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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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체크를 하면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음.

- (1단계…재해 피해 여부) 재해 피해 여부를 선택함.

- (2단계…재해 피해 시점) 피해 연도와 월을 선택할 수 있음.

- (3단계…재해 종류) 폭풍, 저온 현상, 고온 현상, 수해, 기타(야생동물의 공격, 전염

병, 지진, 화산 폭발 등)의 5가지 영역에서 피해를 발생시킨 재해를 선택하도록 구성됨.

- (4단계…재해 영향) 재해가 영향을 준 작물, 가축, 토지, 인프라 등을 선택 가능함.

- (5단계…재해 피해 위치) 피해가 발생한 농장 위치를 선택함.

- (맞춤형 지원 정책 제시) 피해 양상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선정하여, 지원 정책 내용, 

필요한 서류, 지역 서비스 센터 등 지원 정책의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제공함.

� 재해지원발견도구에서 제공하는 복구 지원 정책은 작물, 가축, 보존 정책들로 나뉘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심각한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정책도 마련되어 있음.

- 2017년에 발생한 산불 및 허리케인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특별 지원 정책을 

통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음.

-작물과 가축 등 농가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수자원, 숲, 

늪지 등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정책도 병행됨.

<표 5>  미국의 자연재해 복구 지원 정책

구분 정책명

작물

∙ 2017 산불과 허리케인 보상 프로그램 

∙ 산불과 허리케인 보상 프로그램 플러스

∙ 수목 지원 프로그램 

∙ 미보험 작물 재해 지원 프로그램 

∙ 작물 보험 

가축

∙ 가축, 양봉, 양식업을 위한 긴급 지원

∙ 가축 조사료 재해 프로그램 

∙ 가축 보상 프로그램 

보존

∙ 자연보호프로그램 – 비상용 건초 및 목초지 

∙ 긴급보존프로그램(Emergency Conservation Program)

∙ 긴급산림복구 프로그램

∙ 환경관리인센티브 프로그램

∙ 비상유역보호프로그램(Emergency Watershed Protection Program)

∙ 농업보전완화사업(습지 보호구역 완화) 

기타
∙ 긴급대출프로그램(Emergency Loan)

∙ 재난상환유예프로그램(Disaster Set-Aside Program)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9.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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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탄소중립에너지 사회와 농업·농촌의 역할* 15) 

 탄소중립에너지 사회와 농업·농촌의 역할

� EU 집행위원회는 탄소중립에너지 사회를 위한 에너지 시스템 통합12)(Energy System 

Integration) 계획을 발표하였음.

- 2018년 기준, 회원국들의 에너지 사용 구조는 원유를 포함한 석유 제품이 36%를 

차지하며, 천연가스(21%), 고체 화석연료(15%), 재생에너지(15%), 원자력 에너지

(13%)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에너지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하여 △더 효율적인 순환 에너지 시스템 도입(more 

circular energy system), △전기 중심의 에너지 사용(direct electrification of 

end-use sectors), △환경친화적 연료 사용(promotes clean fuels)의 세 가지 중

심축을 강조함.

� 에너지 구조의 전환은 전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전기가 사용되기 어려운 부문의 경우

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야 함.

-전기는 에너지 소비자가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통

합 에너지 시스템 구성에 적합함.

-전기 중심의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바이오 연료, 바이오가스, 수소 등 

재생가능하고 지속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사용을 유도함.

-이러한 구조 속에서 농업 및 농촌은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순

환시스템을 만드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Powering a climate-neutral economy: An EU strategy for Energy System Integration” 

(2020.7.8.)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c.europa.eu/).

12) 여러 에너지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비용 소모가 적은 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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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연료 생산] 농업 및 농촌은 바이오 에너지 생산 역할을 맡아야 함.

-바이오 연료, 바이오가스13), 바이오 메탄 등은 전체 가스와 연료 사용량 중 3.5%만

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연료들은 식량 혹은 사료곡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므로 토지사용 변화를 

일으켜 탄소 배출량, 생물 다양성,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

므로, 규제가 존재함.

-식량이나 사료 작물이 아닌 농업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바이오 연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함.

� [농촌순환 에너지 공동체] 효율적인 에너지 순환시스템을 농촌에 도입함으로, 농

촌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함.

-농가의 구조물들은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에 적합하므

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음.

-이러한 에너지 순환 구조를 운영하는 농가들에 공동농업정책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

공해야 함.

� [친환경 에너지 및 제품 사용 노력]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고 농업생산을 위한 

연료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함.

-수소는 유럽 내에서 2% 이내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

는 데 사용 가능함.

-친환경 에너지가 농업생산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 부문14)에 대한 친

환경 에너지 구매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8.2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된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 형태로 연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정제하여 바이오 메탄으로 만들 수 있음.

14) 부가가치세를 인하하여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은 농업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carbon-intensive sector) 국제 항공 및 해양 운송 부문이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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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유럽 농업의 구조적 위기* 15) 

 코로나19 이후 유럽 농업의 구조적 위기

� 유럽의회조사처는 코로나19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처할 수 있는 66개의 구조적 

위기(Structural Risks)를 제시하였음.

- 15년간 유럽연합에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사회복지 및 건강, △경제 및 재정, △정

치 및 민주주의, △유럽연합 내부, △환경, △디지털, △유럽연합 외부의 정치적 위

기로 구분함.

� 66개의 위기 중 8개가 농업과 직접 연관된 위협이며, 5가지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위기로 구분됨.

<표 6>  유럽연합 농업부문의 구조적 위기

구분 위기의 심각도 구분

즉각적인 대응 행동 

필요

영향이 보편적이며,

발생 가능성이 큼

∙ (경제 및 재정적 위기) 세계 식량안보 위기 및 높은 식량 가격

∙ (환경 위기) 기후변화대응 실패, 수자원 문제 및 농지의 감소, 생물

다양성 감소와 중요자원의 고갈,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저감 정책 시작 필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큼

∙ (경제 및 재정적 위기) 농업생산의 집중도 상승, 유럽 농산물시장 

불안정

주의 필요
영향이 보편적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작음
-

추가 연구 필요
영향이 제한적이고

발생 가능성이 작음
∙ (경제 및 재정적 위기) 유럽 내 식량 부족

� 경제 및 재정적 위기에는 시장 변화로 인한 식량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됨.

- (세계 식량안보 위기 및 높은 식량 가격) 「2020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전 세계 55개국의 135만 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위기에 처했고, 

2020년 말에는 265만 명까지 그 숫자가 증가할 것이며, △메뚜기떼의 습격, △정

치적 불안정 등으로 시장 불안이 심화되어 위기가 가속화될 것임.

 * 유럽의회조사처에서 발표한 “Toward a more resilient Europe post-coronavirus: An initial mapping of structural 

risks facing the EU(2020.7.29.)”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uroparl.europa. 

eu/thinktank/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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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의 집중도 상승)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소규모의 농가 약 420만 개

가 사라졌으며, △약 3.1%의 농가가 유럽 농지의 50% 이상을 경영하고, △고

령화로 인해 35세 미만 농업종사 인구가 5% 미만으로 감소함.

- (유럽 농산물시장의 불안정)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농산물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왔으며,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 △시장의 변화, △농업 연

구 및 투자의 실패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 불안정성이 가속화됨.

- (유럽 내 식량 부족) 유럽 내 식량 생산은 자급 가능한 수준이나, △계절 및 이주노

동자의 노동 공급 부족, △유통망 붕괴 등으로 식량이 부족해질 수 있으나, 다른 위

기들과 달리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됨.

� 환경 위기는 대부분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로 분류되었으며, 그린딜(Green 

deal),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등의 정책으로 대처하기 시작함.

- (기후변화대응 실패) △유럽연합의 탄소배출량 감소 노력이 실패할 경우, △다른 국

가들이 탄소배출량 감소에 노력하지 않는 경우, △기업 재정 악화로 인한 저탄소 

연구 감소 등으로 기후변화대응에 실패 시, 심화된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자원 문제 및 농지의 감소) △인구 증가로 인한 토지, 식량, 수자원의 수요 증가, 

△기후변화 및 오염으로 인한 토지 및 수자원 피해 등 환경파괴로 인하여 농업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생물다양성 감소와 중요자원의 고갈) △외래종 침입, △중요 자연자원의 고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적절한 정책 시행의 어려움 등으로 기

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기후변화 심화로 △기후난민 문제, △건강 불평등, △

식량안보 위기 등이 더욱 커짐.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8.3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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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농식품 무역 현황* 16) 

 유럽연합 농식품 무역 현황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27개국의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농식품 무역 현황을 

발표함.

- △브렉시트로 인한 농식품 무역의 변화, △중국 농식품 수요의 변화, △회원국들과 

다른 국가 간의 무역 변화 등의 내용이 주요 현황으로 정리됨.

� [브렉시트]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농식품 수출입은 감소함.

- 2020년 4월까지의 기간은 브렉시트 이행기로, 유럽연합과 영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여겨졌으나, 주류, 담배, 신선 과일 및 채소, 치즈, 초콜릿 및 사탕류 등 많은 영역

에서의 변화가 발생하였음.

-유럽연합에서 영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은 8억 7,900만 유로로 감소하였으며, 영국

에서의 수입은 5억 7,600만 유로로 감소함.

� [중국의 농식품 수요 변화]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6.5

억 유로(42%)가 증가하였음.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럽연합의 대중국 돼지고기 및 돼지내장 수

출이 증가하였고, 유럽산 밀과 유아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수출 증가에 영향을 줌.

� [타국가와의 무역 변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밀 수출 증가, △비식량 및 

가공 제품의 수출 감소, △농식품 수입의 증가 등이 주요한 변화임.

- (밀 수출 증가)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알제리, 나이지리아, 스위스 등에 대한 밀

과 보리의 수출이 크게 증가함.

- (비식량 및 가공식품 수출 감소) 일본에 대한 담배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주류, 가

공되지 않은 가죽(raw hides and skins), 솜, 초콜릿 및 사탕류 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함.

 *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Monitoring EU Agri-Food Trade: Developments January-April 2020 (2020.7.23.)”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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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수입 증가) 캐나다로부터의 유지작물(oilseed)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

며, 신선 및 건조 열대과일, 식물성 유지의 수입 또한 증가함.

� 이 기간에 유럽연합 회원국의 농식품 무역 흑자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보

다 10% 증가한 195억 유로로 집계됨.

-무역 흑자는 돼지고기, 밀 등의 수출 증가로 발생하였고, 수출액 중 와인(8.3%), 

돼지고기(4.4%), 유아식(4.7%), 파스타 및 빵류(4.6%), 밀(3.0%)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3>  유럽연합 국가들의 농식품 무역액 변화

단위: 백만 유로

 무역수지    수출액    수입액

자료: Comext.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9.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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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페르니쿠스 위기관리서비스* 17)

 코페르니쿠스 위기관리서비스

� 코페르니쿠스(Copernicus)의 위기관리서비스(Emergency Management Service)

는 수요맞춤형 지도 서비스(On demand mapping)와 조기경보 및 감시 서비스

(Early Warning & Monitoring)를 제공하고 있음.

-코페르니쿠스는 유럽연합에서 운영하는 위성과 바다, 기상대 등 여러 환경에 배치

된 센서들을 이용한 지구 관측 프로그램이며, 지구 및 환경 변화 감시를 통한 유럽

연합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

-코페르니쿠스를 이용한 위기관리서비스는 자연재해 및 인공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수요맞춤형 지도] 위기관리사이클인 대비(preparedness), 예방(prevention), 재해 

위험 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긴급 대응(emergency response), 복구

(recovery)의 전 과정에 필요한 지리공간정보를 제공함.

- (Rapid Mapping) 재해 발생 시, 재해 관련 정보를 수일 내로 지도로 만듦.

- (Risk and Recovery) 재해 대비 및 발생 후 활동(post-event activities) 시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조기경보 및 감시] 위기관리서비스에서는 홍수, 화재, 가뭄 등에 대한 유럽 혹은 전 

세계 범위의 재해 예측 및 감시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홍수) 유럽홍수경보시스템(European Flood Awareness Systems)과 세계홍

수경보시스템(Global Flood Awareness Systems)을 통해 홍수 예보 정보를 

제공함.

- (화재) 유럽산불정보시스템(European Forest Information System)을 통하여 실

시간에 가까운 산불 정보를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제공함.

 * 코페르니쿠스에서 운영하는 “위기관리서비스(Emergency Management Service)”의 홈페이지 내용과 “New Website 

for the Copernicus Emergency Management Service”(2020.7.7.)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

성함(https://emergency.copernicus.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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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가뭄관측소(Drought Observatory)를 통하여 유럽과 전 세계 범위의 임박

한 가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사례] 위기관리서비스는 홍수피해 및 영향, 산불, 수자원 부족 등에 관한 예측을 진행하

고,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

- (포르투갈 산불) 2020년 9월 7일에 포르투갈에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하여 9

월 8일에 소방관 투입 계획을 반영한 지도를 업로드함.

- (홍수피해예측) 홍수 발생 예측, 지도화, 영향 평가로 구성된 홍수피해예측 시스템

은 재해 대비의 중요한 요소이며, 홍수 영향권 내 인구, 피해 농경지 면적, 영향 지

역 내 보호 지역 및 비보호 지역의 면적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측하여 제공함.

<그림 4>  홍수피해 영향 평가 결과 예시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9.1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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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9년도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 지표* 18) 

 2019년도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 지표

� [식량자급률] 국내에서 생산 및 조달하는 식량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일본에

서는 식량 국내생산 및 소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공표하고 있음.

� [식량자급력] 일본 농림수산업의 잠재 식량 생산 능력이며, 국내생산 식량만으로 

최대 생산 가능한 1인 1일 공급칼로리를 계산한 것임. 일본은 잠재 식량 생산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하고 있음.

<표 7>  2019년도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

구분 주요 내용

식량자급률

<칼로리 기준 식량자급률: 38%(37%), 2030년도 목표: 45%>

∙ (상승 요인) 밀·두류 수확량 증가, 채소 생산량 증가, 축산물 생산량 증가

∙ (하락 요인) 어패류 어획량 감소 및 쌀 소비 감소

∙ 2018년도 자급률 대비 1%p 상승하였지만, 소수점 단위로 보면 2018년 자급률은 37.42%, 

2019년 자급률은 37.82%로 실질적 상승률은 0.4%p 수준

<생산액 기준 식량자급률: 66%(66%), 2030년도 목표 75%>

∙ (상승 요인) 국산 돼지고기 가격 상승

∙ (하략 요인) 채소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어패류 어획량 감소

식량자급력
∙ 쌀·밀 중심: 1,754kcal(1,727kcal)

∙ 서류 중심: 2,537kcal(2,546kcal)

사료자급률 및

식량국산율15)

∙ 사료자급률: 25%(25%)

∙ 칼로리 기준 식량국산률: 47%(46%)

∙ 생산액 기준 식량국산률: 69%(69%)

주: (  )는 2018년도 수치.

 *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元年度食料自給率·食料自給力指標について”(2020.8.5.), 일본농업신문 “食料自給38％ 微増 

小麦増収’目標とは隔たり 19年度”(2020.8.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 www.maff.go.jp/, https://www.agrinews.co.jp/p51559.html, https://www.agrinews.co.jp/p51725.html, 

https:// www.agrinews.co.jp/p51707.html).

15) 식량자급률에서 수입산 비율이 높은 사료자급률을 제외한 자급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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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최근 10년 식량자급률 동향

<칼로리 기준> <생산액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재고 증가

�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포를 해제한 지 3개월이 되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음식

점 영업 전면 재개가 늦어지면서, 소고기 및 쌀, 버터 등의 재고가 쌓이고 있음.

� 코로나19로 가정용 식재 판매량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용 및 가공용 식재 판매 침체가 

장기화되어 전체 수요 침체를 보강하지 못하고 있음.

� [소고기] 2020년 7월 연휴 전까지는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2차 전파 우려로 인한 

외식 자제에 따라 외식용 소고기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음.

-외식 감소로 인해 소고기 재고량이 전년을 웃돌고 있음. 농축산업진흥기구의 추계

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국산 소고기 재고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 575

톤임. 수입 소고기를 포함한 전체 재고량은 15만 톤에 육박하여, 통계치가 있는 

1990년 이후 최대 수준임.

� [쌀] 전체 30%를 차지하는 식당 및 가공용 쌀의 수요 감소 장기화로 인해 재고량이 

예년 이상으로 늘었음.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2020년 6월 말 시점의 민간 재고량은 

201만 톤으로 4년 만에 200만 톤을 초과하였음.

-도매상은 식당 및 가공용 쌀 수요 감소를 가정용 쌀 판매로 보충하려고 하고 있지

만, 음식점 경영 악화에 따른 폐점으로 판매처 자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

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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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0년 6월 식당 및 가공용 쌀 도매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

비 11% 감소하여, 5월 감소 폭보다 회복 경향을 보였음. 하지만 7월 이후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판매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버터] 일본의 J 밀크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버터 재고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3만 9천 톤에 이르며, 이는 음식점 및 특산물용 가공품 판매량이 저조한 것에서 

기인함.

� [탈지분유] 코로나19로 인해 원유에서 탈지분유로 전환한 재고가 소진되지 않아, 

2020년 8월 말 재고량은 8만 톤 이상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웃돌 전망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8.2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향세를 통한 지역 피해지원 외* 16) 

 고향세를 통한 지역 피해지원

� 코로나19 확산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향세16)를 활용한 지역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 후루사토 초이스(고향세 납세 종합 사이트)를 운영하는 트러스트 뱅크에 의하면 2019

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기부 중 답례품을 받지 않는 기부가 증가하였음.

- 2019년 대비 금액 기준 1.8배, 건수 기준 2.4배가 증가하였음.

� 트러스트 뱅크는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피해를 계기로 지역을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며, 기부금 사용법에 대한 의식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거버먼트 클라우드펀딩17) 이용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후루사토 초이스를 

 * 일본농업신문 “ふるさと納税 “返礼品なし寄付 2倍 コロナや災害 「地域応援」 意識高まる”(2020.8.24.), 일본농업신문 

“[新型コロナ] 緊急事態解除3カ月 牛肉、米‘バター’脱粉 在庫積み上がる”(2020.8.2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

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agrinews.co.jp/p51725.html, https://www.agrinews.co.jp/p51707.html).

16) 태어난 고향 및 지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금 중 2,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환급, 주민세 

공제가 가능함. 기부자가 기부 용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기부 대상 지역의 특산품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음.

17) 지자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프로젝트화, 이에 대하여 고향세를 통해 클라우드펀딩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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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코로나19 대책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금액이 2020년 7월 말 기준 5억 6백만 

엔을 넘었음.

-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세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활성화될 기회이며, 시장에

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6월에는 고향세 기부에 대한 과도한 답례품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답례품을 

기부금의 30% 이하 금액의 지역 특산품으로 한정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8.3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영농 불편사항 조사 외* 18) 

 코로나19로 인한 영농 불편사항 조사

� 코로나19 긴급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재 JA 조합원이 영농에 있어 가장 힘든 사항을 

조사하였음.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 감퇴로 인한 농산물 판매 감소에 따른 가격저조’ 52.5%, 

‘부회 및 집락 좌담회 중지, 농협 직원 방문 금지로 인한 농협 정보 감소’ 39.8%, 

‘영농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불가’ 27.6%, ‘경영 보조금 및 정책 보조금 활용 어려

움’ 18.2%, ‘자금조달, 운영자금 확보 어려움’ 17.1%, ‘농협 서비스이용 어려움(영

농지도 등)’ 14.4%로 조사됨.

-이 밖에도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소득감소, 외식산업 침체에 따른 향후에 대한 

우려, 직판매장 휴업으로 인한 판매처 축소, 소고기 가격 하락, 유제품 소비 감소, 

마스크로 인한 작업 불편 등이 있었음.

� [문제점 및 해결책] 쌀·노지채소·시설채소·화훼·과수·낙농·번식우·비육우·기타 작

물 생산에 있어 문제점과 해결 방법이 품목별로 다양하게 제기되었음.

 * 일본 협동조합신문 “「コロナ対策」から学ぶ 「Ａ緊急アンケート」 を生かす(3)”(2020.9.1.),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前年

度比3.2％増 2020年度食品通販市場調査 矢野経済研究所”(2020.8.3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jacom.or.jp/noukyo/tokusyu/2020/09/200901-46173.php, https://www.jacom.or. 

jp/ryutsu/news/2020/08/200831-46138.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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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코로나19로 인한 영농 문제점 및 해결책

<문제점> <해결책>

∙ 노동력·후계자 부족

∙ 외식·급식용 식재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소비·가격 

침체 우려

∙ 행사 축소·중지에 의한 수요 침체

∙ 향후 쌀 과잉

∙ 음식점 식재 수요 감소에 따른 과잉재고

∙ 농업 이탈에 의한 경작 포기지 증가

∙ 소비촉진·수출 우려

∙ 송아지·지육 가격침체·상위 등급 가격 하락

∙ 외국인 근로자 확보 불가·농작업 불가능

∙ 판매처·계열 조직 연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요확보

∙ 법인·집락 영농 위탁

∙ 비주식용 쌀로 전환

∙ 행정연계를 통한 노동력 확보·대체 인력투입·경작 면적 

재검토

∙ 판로확보 교섭·현지 수요에 맞는 대응

∙ 시장정보제공·취급시장과 직판 확대·소비량 확대 대책

∙ 소비확대 PR·농협 매입판매

∙ 농협의 독자적 영농지원·조성·판매촉진

∙ 외국인 노동자 대체 지역주민 노동자 확보대책

� 조합원의 농업 소득증가를 위한 영농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농협

의 다양한 판매전략이 필요함.

- (판매전략) △농산물 직판매장 판매, △인숍(백화점이나 슈퍼 등의 내부에 있는 전

문점) 판매, △양판점 직접판매, △소비자 정기배송 판매, △인터넷 판매 등

- (노동력 확보)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노동력 확보사업(근로자 확보·파견, 비농가·

아르바이트 확보 등) 등이 요구됨.

�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소비) 대책 또한 

중요함.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협에 의한 △농산물 책임 판매, △농산물 상품화(소비

자 규격 패키지화 등), △농산물 운송, △모종 제공, △재배에 필요한 농업 자재 제

공 및 농업기계·시설 공동화, △규모확대에 필요한 농지 소개, △안전·안심 품질보

증 재배·출하지도 및 정보제공, △소비자에 대한 품질보증 및 손해배상 등 농협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영농지원이 필요함.

 식품 통신판매 시장조사

� 야노경제연구소는 2020년도 일본 국내 식품 통신판매 시장18)을 조사하여 시장 동향, 

기업 동향, 전망 등을 밝혔음.

18) 쇼핑 사이트(카탈로그 통신판매 포함), 생협, 유기농 식품 택배 판매, 인터넷 슈퍼마켓, 편의점 택배, 식품 제조사 직판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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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동향] 2019년도 일본 국내 식품 통신판매 시장규모는 소매 금액 기준 전년 

대비 3.2% 증가한 3조 8,086억 엔으로 예상됨.

-음료수 및 쌀, 주류, 건강식품 등 상비성·습관성이 높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품

의 잠재적 수요가 높은 경향이 있음.

� 2019년도 하절기는 전년도 대비 상대적으로 덜 더워 음료수 수요가 감소했으며, 소비세 

증세 등 변화가 있었음. 한편,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식품 비축에 대한 인지가 상승함에 

따라 음료수 및 보존성 식품 수요가 나타났고, 통신판매를 통해 대량으로 한 번에 구매

하는 소비 형태를 보임.

� 2019년 연말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슈퍼마켓 이용 감소에 따라 통신판매를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하였음.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은 2020년 4월에 발령되었으므로 2019년도 식품 통신판

매 시장 신장률은 2018년도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함.

� [코로나19 영향] 2020년 1월 하순부터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

었지만, 휴교가 발표된 2020년 2월 말 이후 식품 통신판매 수요에 영향이 나타나

기 시작하였음.

-휴교 및 재택근무, 외출 자제 등으로 집에 머무는 경우가 증가하여 식료품 사재기

가 확대되었음. 집에서 식품을 받을 수 있는 식품 통신판매가 급증하여 상품이 품

절되는 등 업체에서 주문을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함.

� 또한, 외식 및 여행이 힘들어짐에 따라 일상적 식품 수요뿐만이 아닌, 높은 가격대의 

식품 배달·디저트 수요도 증가했음.

� [전망] 2020년에는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해 식품 통신판매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긴급

사태 해지에 따라 앞으로 통신판매 형태에 따라 수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인터넷 쇼핑몰, 제조사 직판 형태의 경우 급격히 증가한 수요가 감소하고, 생협 및 유

기농 식품판매 등의 정기배송 형태의 경우 어느 정도 수요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향후 통신판매 성장률은 둔화하면서도 완만한 형태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9.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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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일본형 직불금 시행현황 외* 19) 

 2019년도 일본형 직불금 시행현황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0년 8월 28일 2019년도 일본형 직불제(다원적 기능 직불금, 

중산간지역 직불금, 환경보전형 직불금) 시행현황을 발표하였음.

� [다원적 기능 직불금] 농업·농촌이 갖는 다원적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발휘되도록 

농업인 등으로 조직된 단체의 지역 공동활동을 지원하는 지원금임.

- (농지유지직불) 수로, 농로 등의 기초적인 보전 활동 등을 지원19)함.

- (지원향상직불, 지역자원 질적 향상을 위한 공동활동 지원) 수로, 농로 등의 간단한 

보수, 농촌환경 보전 활동 등을 지원20)함.

- (자원향상직불, 시설 수명연장) 농업용 시설 수명연장을 위한 활동 지원21)함.

� [중산간지역 직불금] 평지 대비 농업 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보조를 통해 농업 

생산활동을 유지하여 다원적 기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중산간지역 

직불금은 마을 등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여 협정을 기반으로 직불금을 지급22)함.

� [환경보전형농업 농업직불금] 화학비료 및 농약 50% 이상 감소, 지구온난화 방지, 

생물 다양성 보전에 효과가 높은 영농활동을 지원23)함.

 JA 업무 전자화 현황

� JA(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일본 농협)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 설문 

조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를 위한 JA의 업무 전자화 현황을 조사함.

-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42.6%,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元年度日本型直接支払の実施状況について”(2020.8.28.),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コロナ対

策」から学ぶ 「JA緊急アンケート」を生かす(５)”(2020.9.4.)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www.maff.go.jp/j/press/nousin/nihon/200828.html, https://www.jacom.or.jp/noukyo/tokusyu/2020/ 

09/200904-46263.php).

19) 1,437개 지역(기초자치단체), 26,618개 조직, 2,274,027ha 지원함.

20) 1,295개 지역, 20,923개 조직, 2,013,793ha 지원함.

21) 885개 지역, 11,134개 조직, 741,169ha 지원함.

22) 1,002개 지역, 26,013건의 협정, 665,394ha 지원함.

23) 887개 지역, 3,479건, 79,839ha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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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입할 예정임’ 36.2%로 78.7%의 JA에서 업무 전자화(디지털화)가 되어 있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사업 방식, 구조·추진방식을 재검토가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1.7%로 많은 JA에서 전자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있어 농협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업무 전자화의 필요성을 

느꼈음.

-지역에 따라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시 전자 신청을 받지 않은 지역이 있었으며, 보

건소에서 감염자 수를 보고하는 데 팩스를 이용하는 등 전자화가 뒤처져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음.

- 3년 연속 EU 디지털화 지수 1위를 차지한 덴마크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로 

CPR 번호(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함. 이를 통해 아동 수당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 3개월 후부터 자동으로 아동 수당이 지급되는 등 전자화가 되어 있음.

� 설문 조사에서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교훈을 조사한 결과,

-조직·사업 방식, 구조·추진방식에 필요한 전자화 조기 구축이 필요함.

-여러 사업 분야에서 전자화가 뒤처져 있는 것을 인지함

-급속한 전자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JA도 전자화를 추진해야 함.

-대면 대응 및 점포방문 방식의 영업 방법을 재검토할 기회임.

-화상회의 및 캐시리스(Cashless Society)24) 결제와 JA에 대해 검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함.

-전자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로 생겨난 시간을 대면 영업 및 출장에 활용하여 사람 

간의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있었음.

� 업무 전자화를 개별 JA가 추진하는 경우 비용·시간·대응 등의 낭비가 우려됨으로 전국

의 JA가 함께 조직·사업방식, 구조·진행 방법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 대비와 함께 덴마크

와 같이 국가전략으로써의 전자화 실현이 필요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9.1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제 활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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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 UAE, 식량 및 물 안보 혁신을 위한 신기술 

‘매직 샌드’ 도입 

* 캄보디아, 한국 홍삼시장 동향

* 인도네시아, 농업부문 발전 방안 

 유럽

* 이탈리아, 새로운 유럽표준 영양 라벨에 우려 표명

  아메리카

* 미국 낙농가협회,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추진 

* 뉴노멀시대, 식품업계 4대 혁신 트렌드 발표

세계 농업 브리핑 (2020. 9.)

25)

1. 아시아

□ UAE, 식량 및 물 안보 혁신을 위한 신기술 ‘매직 샌드’ 도입 

▪UAE는 연평균 12일 비가 내리고, 경작 가능한 땅이 전체 토지의 1% 미만인 열악한 

농업생산환경으로 인해 식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량 수입국임. 

▪코로나19를 계기로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 공급망을 보호 및 유지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실질적 해결을 위한 UAE 정부의 노력 가운데, 최첨단 농법이자 모래를 이용한 

혁신적 신기술이 소개됨.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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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이크 그룹(Dake Group)과 베이징의 렉산드 테크놀로지 그룹

(Rechsand Technology Group)의 협업으로 탄생한 데이크 렉산드(Dake 

Rechsand)가 중동 지역에 출시한 ‘매직 샌드’(Magic Sand)는 일반 사막 모래의 

성질을 변화시켜 공기가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UN에 의해 획기적인 돌파구로 인정받고 있는 제품임.

▪중동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인 일반 사막 모래를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제품은 가장 건조한 사막을 녹화(greening)하고 별다른 에너지 투입 없이 최대 

7년 동안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 조성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매직 샌드’는 다른 소수성 물질과는 달리 공기가 자유롭게 순활할 수 있게 하면서 

표면에 수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기술이 적용된 얇은 층의 모래는 농업, 

삼림 녹화, 정원 가꾸기에 필요한 물 사용량을 80%까지 줄여 연간 수십억 갤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음. 

-또한, 식물의 뿌리에 대한 통기성은 화학 비료와 살충제 없이 수확량의 양과 질을 

향상시킴.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쌀, 과일, 견과 나무 등 물 소비가 많은 작물도 

사막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음.

-실제 최고 섭씨 57도까지 오르는 세계 7대 건조 지역 중 하나인 울람 부 사막

(Ulam Buh Desert)에서 1,500에이커의 유기농 쌀 재배에 이용되는 등 이미 놀

라운 결과를 보임.

-게다가 “매직 샌드”로 만든 포장도로와 연석돌은 그 표면에 떨어진 빗물을 100% 

흡수할 수 있어 해당 소재로 만들어진 지하 저수지는 두바이의 빗물 범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 

▪데이크 그룹의 CEO 찬드라 데이크(Chandra Dake)는 “UAE의 농작물 재배 및 수확

을 위한 추가 강수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매직 샌드 제품과 관련 

기술은 현지에서 실현 가능한 새로운 상수원을 창출하여 UAE의 사막지대에서 풍부한 

식량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빗물 저장도 가능하므로 UAE의 식량 및 

물 부족 문제를 5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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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의 세계식량안보 지수가 2018년 31위에서 2019년 21위로 10단계 상승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노력의 결과이며, 현재 2051년까지 세계식량안보지수 1위 달성을 

목표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드론 기술, 스마트팜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농작물 재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식품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식량 자급률

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력은 향후 UAE 먹거리 지속가능성 확보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8.31.)

 □ 캄보디아, 한국 홍삼 시장 동향 

▪주로 구매력이 높은 국가 위주로 건강식품 시장이 발달하기 때문에 최빈국인 캄보디

아의 인삼 시장은 미미한 수준에 형성되어 있음.

-단적인 예로 2019년 한국의 인삼 총 수출액(2억 달러) 대비 캄보디아 비중(56만 

3,500달러)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28%임. 

▪다만, 2019년 기준 캄보디아 1인당 GDP는 1,643달러지만,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

의 1인당 GDP는 3,943달러로 4,000달러 진입을 앞두고 있어 제한적인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이유로 인삼 유통업자들은 프놈펜시에서만큼은 

한국 인삼 제품에 대한 중·상류층의 수요를 기대함. 

▪코로나 19로 인해 작년 56만 3,500달러였던 한국의 대캄보디아 인삼 제품 수출액은 

올해 8월 기준 14만 2,800달러에 그침.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약 절반(28만 3,900달

러)에 해당함. 대부분 국제금융기관은 내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이 6%대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여 내년 인삼 수출액 역시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함.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은 한국산 인삼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회사는 애터미 캄보디아

임.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인삼 제품은 홍삼단이 유일함. 작년 4월 프놈펜

에 시장을 개척한 풍기인삼농협의 황풍정 CEO에 따르면, 황풍정은 애터미와 달리 

다양한 제품군(홍삼농축액, 건삼, 캡슐, 드링크, 캔디, 과자, 분말 등)을 취급하고 

있는데, “고객의 90%가 현지인이고 5%가 외국인, 5%가 한국인”이라고 말함.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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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한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인삼 제품에 대한 의심이 많아 매장을 갖춘 황풍정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음. 

▪한류 또는 한국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귀국할 때 선호하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인삼 제품이다 보니 한국 인삼에 대한 인지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 

-다만 한국 인삼의 긍정적인 효과를 봤음에도 지속적인 소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

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때문으로 추정됨. 

-애터미와 황풍정 관계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인들이 선호하는 인삼 제품 가격대는 

30달러, 30~50달러 선으로, 낮은 국민소득을 고려한 저가 인삼 제품의 판매가 

기대됨.

▪인삼 제품군에서 주력인 홍삼의 효능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지만, 크메르어

로 홍삼의 효과에 대한 홍보가 미비해 한국 인삼 제품의 판매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 

-자체 판매 조직을 갖춘 애터미와 달리 황풍정과 같은 판매 대리점은 개별적으로 

인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홍보와 판촉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

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캄보디아 소비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베트남이 박항

서 붐과 같은 한류 붐에 힘입어 2019년 한국 인삼 제품 수입액이 2,100만 달러에 

달한 점은 캄보디아에서도 모멘텀이 주어지면, 한국산 인삼제품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9.4.)

 □ 인도네시아, 농업부문 발전 방안 

▪2020년 8월,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donesian Policy Studies, 

CIPS)의 농업 부문 관련 웨비나 개최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농업 부문의 역량은 

국내 식량자원 공급에 집중돼 있는데 제한된 경작지와 농업 인력의 기술 활용 능력 

부족 등으로 낮은 생산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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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PS와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의 데이터를 참고하면 민간 투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지 규제가 이러한 잠재력을 제한함.

▪CIPS에 의하면, 쌀, 커피, 코코아 생산 데이터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낮은 농업 생산성

을 살펴볼 수 있음. 

-코코아 및 커피의 경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 지향 작물이지만 수확량

이 감소 추세임. 커피와 코코아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작물(팜유 제외)이기 

때문에 이익도 더불어 감소함. 

-쌀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생산물이나 2018년부터 생산량이 감소했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 쌀 생산량도 감소함.

▪CIPS는 인도네시아 농민의 낮은 생산성이 제한된 경작지, 농업인구의 고령화, 자본 

및 생산규모 부족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한다고 지적함. 

-세계은행(WB)은 2016년 인도네시아의 1인당 경지면적 규모가 1인당 0.09 헥타

르에 불과했고 인도네시아의 인구 증가 및 도시화가 빨라지면서 이 면적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함. 

-더불어 빈곤한 생활을 하는 농민들이 많아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은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꺼리면서 농업인구의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짐.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농가별 생산 규모가 작고 농민들의 교육수준이 낮아 상대적

으로 사업 운영능력이 떨어져 현지 은행들이 대출을 망설이는 경우가 빈번함.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데이터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농업인의 18%가 빈곤층이며, 

농업부문의 사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민 환율지수(NTP)에서 알 수 있듯 위험에 

취약한 상태임. 

▪따라서 농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시급함. 인도네

시아 정부가 계획 중인 옴니버스법 ‘RUU Cipta Kerja’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지만, 통과 여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큼. 

-인도네시아 농림부는 농업 부문 마스터 플랜인 ‘렌카나 전략(Rencana Strategyis 

Keentrian Pertanian 2020~2024)’을 통해 농업 종사자 지원과 권한을 강화하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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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법(RUU Cipta Kerja)을 통해 FDI와 기술 

유입을 유도하고 이는 인도네시아 농업 부문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비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의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될 것임. 두 번째로, 

생산 증가율 및 생산성, 토지 가용성의 하향 추세는 농업 부문에 민간의 개입이 필요하

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임.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현 규제 체제 내에서는 농업

에 진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의 제휴가 필요하지만, 소유권이 제한되므

로 기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0.9.8.)

 2. 아메리카

 □ 미국 낙농가협회,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추진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유제품 생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낙농가협회(Dairy 

Farmers of America, DFA)가 오는 2030년까지 모든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0% 줄일 계획임.

▪DFA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미국 최초의 낙농조합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사

육방식 및 사료 영양분 조절을 통한 메탄가스 배출 감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분뇨의 에너지화를 위한 혐기성 소화조 활용 ▲건강한 토지 및 작물을 통한 탄소 

포집 ▲배출량 감축 및 환경보호를 위한 혁신 기술 및 솔루션 발굴 등이 추진될 예정임.

▪또한, DFA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과 협력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농가 

수익 향상에도 도움이 될 신흥 기술 발굴하고, 스타트업과 함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도 검토하는 등 낙농업계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앞장서고 있음.

▪한편, DFA는 이번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에 앞서 올해 초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전략을 담은 ‘A Mark of Purpose’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자료: 낙농진흥회(20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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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노멀시대, 식품업계 4대 혁신 트렌드 발표 

▪코로나19로 식품업계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네덜란드 협동조합은행

인 라보뱅크가 식품 및 농업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인 푸드바이트(FoodBytes!)를 

통해 뉴노멀 시대에 대비하는 식품산업 혁신 트렌드 4가지를 발표함.

▪산지직송 E-Grocery 확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중간 유통과정 없

이 산지에서 직접 식료품을 유통하는 E-Grocer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투명한 온라인 식품공급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경쟁에 돌입

했고, 이 분야에 새롭게 뛰어드는 스타트업도 늘고 있음.

▪식품손실 절감기술

-현재 식품생산량의 30%에 달하는 식품손실이 코로나 장기화로 더 늘어날 것이라

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발 식품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을 서두르고 있음. 

-일부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이력 추적기술 개발 등 다양한 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함.

▪ICT 정밀농업

-노동력 부족 해결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과 농업용 

로봇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음. 

-그러나 상용화 검증이 부족하고 도입 비용도 많이 들어 농가 경제의 큰 부담이 됨.

▪식물성 대체식품 성장

-코로나 확산 이후 동물성 식품소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짐

에 따라,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이 급성장함. 이에 따라 네슬레 등 많은 기업에서 

통곡물을 활용한 식물성 육류 등 신제품을 앞다퉈 출시함. 

▪라보뱅크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환경 변화에 산업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만큼 

우리도 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자료: 낙농진흥회(2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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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럽

 □ 이탈리아, 새로운 유럽 표준 영양라벨 표기 방법에 대한 우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5월 발표한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정책,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 to Fork)’ 전략 일부로 유럽 표준 영양성분 라벨 부착 의무화를 논의 중임. 

▪새롭게 채택될 유럽 표준 영양라벨의 유력 후보로, 프랑스가 2016년 개발해 이미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지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영양성분 라벨링 시스템 

‘영양점수(Nutri-Score)’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탈리아 정부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함. 

▪그 이유는, 소금, 포화지방, 칼로리, 설탕을 몸에 나쁜 성분으로 분류해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영양점수 라벨링이 올리브유, 프로슈토, 파마산치즈 등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이탈리아 전통음식에 불리한 점수 체계이기 때문임. 

▪따라서 이탈리아 정부는 자체적으로 만든 영양성분 라벨링 시스템 ‘뉴트린폼 배터리

(Nutrinform Battery)’로 프랑스의 영양점수 라벨링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함.

-올해 초,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장관이 유럽의회에 소개한 뉴트린폼 배터리 라벨

은, 식품에 포함된 열량, 지방, 포화지방, 설탕, 소금의 양을 일일 권장섭취량과 

비교해 각각 하나의 배터리 모양으로 표기하는 방식임. 

-예를 들면, 식품에 소금이 3.25g 포함되어 있고 이는 소금 일일 권장섭취량의 

54%에 해당한다고 표기함.

▪이탈리아 농림식품부는 뉴트린폼 배터리를 유럽의 공식 영양성분 표기 라벨링으로 

채택시키기 위해 EU 정부를 설득 중임. 

-이탈리아 농림식품부 장관 테레사 벨라노바(Teresa Bellanova)는 유럽 표준 영

양라벨은 몇 가지 색만으로 단순화된 정보로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대신,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전통음식과 로컬푸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주어선 안 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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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리스와 루마니아 정부가 이탈리아의 뉴트린폼 배터리를 지지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영양점수를 지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음.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전통적인 지중해 음식은 과일, 견과류, 채소, 곡물, 올

리브유가 주재료이고 붉은 고기와 유제품을 적게 사용하는데, 이는 영양점수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주장함. 

-특히, 올리브유는 좋은 지방(C 등급)으로 버터(E 등급)나 팜유(E 등급)보다 좋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영양점수를 옹호함. 

▪프랑스식 영양점수와 이탈리아식 뉴트린폼 배터리 시스템은 식품의 영양성분을 소비

자에게 알리고 더 건강한 식품의 소비를 유도하려는 공통점이 있음. 따라서 2022년 

말 EU 표준 영양라벨 시스템을 채택할 EU 집행위원회가 어떻게 이를 잘 반영할 

것인지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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