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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이번 호에서는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의 내용이 소개된다. OECD-FAO 농업

전망 중 특히 전체적인 개요를 요약적으로 정리한 부분과 곡물 및 유지작물의 전망 부분이 

이번에 수록되고, 축산을 포함한 다른 분야들의 전망은 이어지는 e-세계농업과 2021년 

1월호 세계농업에 게재될 예정이다.

  해외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혼농임업이 특집으로 다루어진다. 먼저 혼농임업의 육성을 

위해 환경지불금을 사용한 코스타리카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 지불금의 효과 분석을 시도한 

연구결과가 제시된다.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환경지불금과 연계된 혼농임업이 혼농림업경

영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환경적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럽의 혼농임업 현황을 소개하는 또 다른 연구가 이어진다. 이 연구는 유럽에서 

특히 EU가 공동농업정책 입장에서 혼농임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유럽의 그린뉴딜 

차원에서 혼농임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호의 또 다른 특집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게재되고 있다. 

먼저 세계농식품산업 동향에서 일본 식품산업에의 코로나19의 영향 분석이 다루어진다. 

일본 식품산업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은 소비와 외식, 유통과 수출입 등 전반적으로 미친 

영향이 크지만, 특히 농업 및 식품생산 부문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국제기구‧연구 동향에서 코로나19와 관련성을 다룬 연구결과가 소개된다. 이 

연구는 농식품무역 및 세계 가치사슬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환경이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국가별 농업자료로는 베트남의 축산업 현황 및 가축질병 발생 동향이 소개된다. 베트남의 

경우, 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생산 및 공급의 성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축질병이 주요한 저해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베트남 축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축질병 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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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개요

강 형 준 * 1)

1. 개요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세계 농산물 수요를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교역활동 

둔화 및 규제 강화 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세계 농업시장에 다양하고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는 향후 10년(2020~2029년)간의 세계 농업시장 전망을 중심으로 25개 농산물의 소비

와 생산, 그리고 무역과 가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농산물 소비 증가의 주요한 원동력인 

세계 인구의 성장세가 완화되며 농산물 수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 성장세가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농축산물 생산의 경우에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실질 농산물 가격도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 무역은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수출국의 농가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2. 소비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증가는 전망기간 총 농산물 수요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의 경우 1인당 소비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식량 작물의 경우, 

1인당 수요가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고소득 국가의 경우 수요측면에서 인구 증가의 

 *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junkang@kangwon.ac.kr). 

    본고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0-2029”의 Overview 부분을 번역 및 요약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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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식물성 기름과 설탕, 육류, 유제품의 경우, 소득과 

선호도가 수요의 성장 요인으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인구의 영향력은 식량 작물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1>. 

<그림 1>  주요 품목에 대한 연간 수요 성장률

  1인당 수요 증가에 의한 것       인구 증가에 의한 것

주: 인구 증가 요소는 1인당 수요가 10년 전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계산함. 성장률은 총 수요(식량, 사료, 

연료 및 기타 용도에 대한 수요)를 가리킴.

자료: OECD/FAO(2020), p.26.

  농산물 수요 증가는 인구의 변화 외에도 소비자의 개별 소비 패턴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패턴은 소비자 개인의 선호도와 실질 소득에 의하여 결정된다. 세계 경제 발전의 

결과로서, 모든 소득집단에 걸쳐 1인당 식품지출 규모는 절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며, 식물성 기름과 축산물과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들에 대한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득을 식품에 지출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총 가처분소득에서 식품지출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의 소득증가 예상치를 기준으로, 총 가계지출에서 식량 

비중은 기준연도(2017-19) 약 8%에서 2029년까지 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식품지출 비중의 절대적인 감소폭은 중상위 및 중하위소득을 가진 신흥국가들에서 비교적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국가 중에서 중상위소득 국가들의 경우 기준연도에서 2029년

까지 19%에서 14%로 하락하고, 중하위소득 국가들의 경우 식품지출의 비중이 21%에서 

1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 동안 1인당 소득 증가율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국가의 경우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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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중 식품의 비중 감소가 다른 국가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식품에 

지출되는 가계소득의 비율은 2029년까지 평균 43%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소

득 국가에서 최저소득층들은 여전히 소득과 식품가격 등의 변동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이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림 2>  소득 그룹별 가계지출 중 식품의 비중

 2017~19      2029

주: 1인당 GDP로 계산되며, 외식은 제외함. 기준선에 있는 38개 개별 국가와 11개 지역으로 구성된 집단은 2018년 1인당 

소득에 따라 4개 소득 그룹으로 분류됨. 적용된 임계값은 다음과 같음. 저소득: < USD 1,550, 중하위소득: < USD 

3,895, 중상위소득: < USD 13,000, 고소득: > USD 13,000

자료: OECD/FAO(2020), p.27.

  OECD-FAO는 향후 농산물 수요가 사회·문화적, 소득·주도적 소비자의 선호 변화에 발맞

추어 일부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도시화가 지속되고, 특히 고소득 및 신흥국가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가공 및 편의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외식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설탕과 식물성 기름의 소비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 인구 고령화, 좌식생활 방식 등의 영향으로 일일 칼로리 요구량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OECD-FAO 농업전망 중 주요 농산물의 4가지의 용도는 식량과 사료, 연료 및 기타 

용도 등으로 나뉜다. 식량은 현재 세계농업에서 생산되는 칼로리의 52%를 차지하는 농산물

의 주요 사용처이다. 사료는 생산된 칼로리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7%는 

산업용 응용 분야에서 바이오 연료 및 종자, 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그림 3>을 보면, 향후 

10년 동안 농산물 소비 용도별 사용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량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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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작물인 쌀과 밀, 그리고 설탕과 식물성 기름 및 축산물 등의 가장 중요한 사용 용도로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림 3>  주요 농산물의 사용 용도

 식량      사료      연료      기타 용도

자료: OECD/FAO(2020), p.28.

  인구는 주요 농산물의 사용 용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다. 특히, 소득과 

물가, 인구통계학적 요인, 소비자 선호도 및 생활양식은 개인 소비를 결정한다. 전 지역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을 11%1) 감안하여 총 식량 소비량

(칼로리 기준)은 2029년까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의 경우 2029년(약 

45억 명)에 전 세계 인구의 5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전 세계 

식량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국가와 지역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소득 수준, 문화적 특징 등 요인들이 식량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림 4>에 따르면 전 세계 1인당 하루 식량 소비량(칼로리 기준)은 전망기간 약 3% 

증가하여 2029년에는 3,000kcal이 조금 넘는 수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과 주요 

작물(staples)2)은 증가된 열량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지방 소비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10년 동안 약 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소득 

국가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나라의 소비자들은 주요 작물에서의 더 많은 소비가 예상된다. 

 1) OECD의 전망에 따르면 2017-19년과 2029년 사이 8억 4,2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곡물과 서류 및 콩류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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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식품과 지방, 설탕 및 기타 식품 등에 대한 소비 선호가 증가하면

서 식단에서 소득그룹별로 주요 작물의 점유율은 각기 다른 비율로 2029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소득집단별 주요 식품군의 1일 1인당 소비량

단위: 1인당 칼로리 소비량/ 1일

 주요작물      동물성 식품      지방      감미료      기타

주: 기준선에 있는 38개 개별 국가와 11개 지역으로 구성된 집단은 2018년 1인당 소득에 따라 4개 소득 그룹으로 분류됨. 

적용된 임계값은 다음과 같음. 저소득: < USD 1,550, 중하위소득: < USD 3,895, 중상위소득: < USD 13,000, 고소득: 

> USD 13,000. 주요 작물은 곡물과 서류, 콩을 포함하고 축산물은 고기와 유제품(버터 제외), 계란 및 생선을 포함함. 지

방은 버터와 식물성 기름을 포함함. 기타는 과일과 채소 등을 포함함.

자료: OECD/FAO(2020), p.29.

  고소득 국가의 1인당 주요 식품군 소비량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

적인 소득증가와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는 주요 작물, 감미료, 지방을 과일과 채소, 견과류와 

같은 고부가가치 식품 및 동물성 식품으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육류와 유제품 

과다 섭취에 대한 건강 및 환경, 사회적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동물성 식품 소비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식생활 패턴 변화는 과일, 견과류, 채소 등 식품에서 예를 

들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같은 수출 잠재력이 있는 국가에 시장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지역에 대한 국내외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 

  중상위소득 국가에서는 전망기간 1인당 식품 소비량이 약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국가 중 많은 국가가 육류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바탕으로 추가된 열량 중 38%는 

동물성 식품이, 26%는 지방 및 기타 식품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하위소득 국가의 소비자들은 향후 10년간 1인당 식품 소비량을 7%(173kcal) 늘릴 것으

로 예상되어 4개 소득 그룹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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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으로 인해 여전히 증가분의 절반을 지방과 주요 작물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과일과 

채소 및 동물성 식품과 같은 비교적 비싼 식품들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해당 기간 계속해서 1인당 식품 소비량의 70%를 주요 작물이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10년간 추가된 열량의 거의 40%는 여전히 곡물과 서류 및 

콩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감미료가 전체 증가의 30%를 차지하여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성 식품 및 기타 고부가가치 식품(예: 과일 및 채소)의 소비 성장은 소득 제약으

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3. 생산

  OECD-FAO는 주요 동물성 식품(육류, 유제품, 계란 및 생선)과 농작물(곡류, 서류, 지방종

자, 콩류, 사탕수수 및 사탕무, 팜유, 면화)의 생산은 동물 사료 및 바이오 연료 공급원료 

등의 수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전망에서는 농업 생산이 ① 수확량 

증가, ② 수확 면적 확대, ③ 농경지 확장, ④ 마리 당 육류 생산량 증가 및 사육 두수 증가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 세계농업 생산은 지난 수십 년간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성장하였으나,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 농경지를 확대하

는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통하여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농업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작물의 경우 생산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수확량 향상이며, 지속적인 생산 증가를 

위해서 전 세계 차원에서의 재배면적의 확장이 요구된다. 또한, 토지 및 기타 자원의 가용성

과 비용의 차이를 고려한 단위당 및 집약(cropping intensity) 생산을 강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생산성 향상은 비료와 살충제, 관개와 같은 농업 생산 투입물 사용의 

확대와 작물 품종 개선 등과 같이 생산 단위당 요구되는 투입물을 감소시키는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재배 관행 개선 등 기술적인 효율성 개선 등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육류 생산량은 가축 한 마리 당 육류 생산량 증가 및 사육 두수 증가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작물과 마찬가지로 고열량 및 고단백 사료 사용의 

증가와 사육 방법 등에서의 기술적인 변화, 그리고 질병 통제 및 관리 관행 개선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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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전망기간 저소득 

및 신흥국가에서 사육 두수의 증가가 생산량 증가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전 세계 작물 생산량의 변화

 토지이용 증가      다모작 경작지 증가      산출량 증가     ◆ 2029년 수확 면적(오른쪽 축)

주: 이 그래프는 총생산량 증가(2010-19, 2020-29)가 토지이용의 확대, 다모작 경작지 확대를 통한 수확 강도 강화, 수확

량 증가 등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총생산량 증가는 면화, 옥수수, 기타 사료 곡물, 기타 유지 작물, 콩류, 

서류, 쌀, 대두, 사탕무, 사탕수수, 밀과 팜오일 등의 작물을 포함한다.

자료: OECD/FAO(2020), p.40.

  토지 및 노동자원의 가용성이 높은 저소득 및 신흥국가가 위치한 지역은 향후 전망기간 

작물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 증가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곡류 중심으

로 확대가 예상되며, 주로 인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작물 생산량이 지난 10년간 

증가 속도3)와 유사한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작물 생산량 증가율은 중남

미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5)에서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북미

는 전망기간 전세계 작물 생산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각각 19% 및 

1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당 수확량 증가는 해당 기간 세계 작물생산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

며, 기여도는 약 88%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와 유럽 및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농업 

생산지역 중 이미 단위당 수확량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이른 지역들의 경우, 이번 전망기

간에는 지난 10년 동안보다는 느린 속도로 단위당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3) 13% 증가했으며 약 2억 4,800만 톤 증가하였음.

 4) 15% 증가했으며 약 1억 1,500만 톤 증가하였음.

 5) 약 17% 증가했으며 약 6,200만 톤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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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에서는 주로 첨단기술의 도입과 재배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추가적인 단위당 수확량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수확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지역들의 생산 잠재력 및 농업 투입물 

사용 증가와 농장 관리 관행 개선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해당 지역들의 

경우 과거부터 생산량이 낮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확

량의 증가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수확 면적의 증가 또한 전망기간 세계작물 생산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남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우 총 생산량 증가의 

10~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OECD-FAO 농업전망에 반영된 주요 작물

의 수확 면적은 해당 기간 1,960만 ha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30%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나라에서는 옥수수와 밀, 콩에 대한 이모

작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량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쌀도 이모작이 생산량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모작 경작지 확장은 세계작물 생산량 증가율의 5% 정도밖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지역에서 지난 10년과 비교하면 훨씬 적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토지이용 증가가 전체 작물생산 증가량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망기간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농경지 면적의 확대 없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며, 농부들 또한 값비싼 개간지를 추가로 매입하기보다는 기존 농경지를 더 큰 단위로 인수 

및 통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토지이용의 증가는 남미의 작물생산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총 생산량 증가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5>.

  이어서 축산물을 살펴보자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현재 전 세계 축산물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과 중앙아시아, 아메리카가 각각 20% 및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중은 전망기간 종료 시점까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인도, 브라질과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전 세계적 축산물 생산의 대부

분을 차지할 것이며, 인하된 사료 가격과 생산자들에게 채산성이 보장된 안정적인 축산물 

가격 덕분에 해당 기간 전 세계 축산물 산량(육류와 우유, 계란 및 생선)은 14%(9,9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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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세계 축산물 생산량

 돼지     가금류     소     양     우유     계란     생선    ◆ 2020-29 연성장률(오른쪽 축)

자료: OECD/FAO(2020), p.43.

  세계적으로 육류 생산량은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유리한 육류와 사료 가격 

비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육류 생산 증가의 대부분은 신흥국과 저소득국(특히 브라질과 

중국,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및 터키)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인다.

  가금류의 경우 전망기간 생산량이 16%(2,0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축산물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육류 생산량 증가 예상치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과 중남미 지역의 가금류 생산량 증가가 전 세계 가금육 증가량의 60%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생산비용과 단축된 생산주기 및 높은 사료 효율(Feed 

Conversion Ratio), 그리고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의 수요 증가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며 

가격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양고기 생산량은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다른 육류의 생산량보다는 현저히 낮지만, 향후 

기간 동안 급격히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양고기 생산량이 14%(2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로 중국과 아프리카에서의 강력한 수요 확대에 의한 

것이며 대부분 현지에서 바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아니아(6%)에서는 뉴질랜드의 

쇠고기와 유제품 간에 목초지 사용 관련 경쟁과 호주의 가뭄이 장기화로 감소한 양떼로 

인해 생산량 증가가 더욱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쇠고기 생산량은 전망기간에 걸쳐 약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분 

중 대부분은 아시아태평양(200만 톤), 특히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비롯되며 남미(150만 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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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세계 생산량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80만 톤)에서도 낮은 

사료값과 지속적인 국내 수요에 따른 가격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쇠고기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경우 내수의 감소와 쇠고기 부문의 낮은 수익성과 낙농 

부문의 큰 효율성 상승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쇠고기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망기간 쇠고기 생산량이 6%(4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1,100만 톤(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분 중 

상당 부분은 중국(650만 톤)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10년간 전 세계 생산

량 증가분의 약 60%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망기간 첫해에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돼지고기 생산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까지 점차 생산량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환경 규제로 인하여 돼지고기 생산량이 해당 기간 2%(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축산물 중에서 유제품은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전망기간 가장 큰 성장을 겪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유 생산량의 경우 인도와 파키스탄이 낮은 생산비용과 높은 판매가격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생산량이 크게 늘어, 전 세계 생산량 증가분의 60%를 차지하는 등 과거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 국가(인도 및 파키스탄)에서의 신선한 유제

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변동된 우유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증가와 냉각 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해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며, 전 세계적으로 계란 생산량은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증가분 중 45%를 중국과 인도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무역

  부존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 및 지역에서 적은 국가 및 지역으로 제품이 이동함에 

따라, 무역은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식품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다. 이는 특히 농경지에 있어서 토지 및 수자원, 기후조건, 인구밀도가 국가와 

지역마다 차이가 나타나는 농업에서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기술과 경제 및 정책 등 

무역장벽이 낮아지거나 없어지면서, 무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상당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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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의 완화에 따라 무역의 성장은 국가와 지역에 걸쳐 농업 생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향후 10년 동안 무역은 무역 파트너들 간의 수요와 공급의 다양성을 점점 더 반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또는 소득에 의해서 식량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지만, 이에 상응하여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만큼 자원이 충분히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영양학적인 선호 및 요구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수요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농업 생산성 성장 정도, 기후 변화의 영향과 동식물 질병의 진화 등은 각 국가 

혹은 지역의 농업 공급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한 무역 정책은 각 국가 및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특히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다. 이는 저소득 국가와 중산층 국가가 세계 식품 및 농산물 무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하고 볼 수 있다.

  농업무역은 비록 지난 10년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느린 속도이지만 전망기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루과이 라운드를 계기로 농산물 관세 인하 

및 무역을 왜곡하는 생산자 지원 정책 등의 감소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급성장할 

수 있었다. 농업무역 또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 및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의 몇몇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성장과 유럽연합의 바이오디젤 생산 등과 같은 바이오 연료 

분야의 급속한 성장에 의해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농산물에 대한 과잉수요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주로 남미와 북미, 동유럽에서의 추가적인 공급으로 충족되었다. 해당 기간 

중국과 다른 신흥국의 수요 증가세 둔화에 의해 촉발된 세계 농산물 수요 증가세 둔화와 

에너지 부문 및 바이오 연료 정책의 발전으로 인한 세계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세 둔화는 

무역의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그림 7>에 해당되는 상품들에 대한 총 무역 규모는 연간 1.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연간 성장률인 2.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계 

농업무역의 연간 평균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설탕과 면화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걸쳐 상품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옥수수와 콩 바이오 연료 제품에 

대한 무역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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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농업무역 규모 성장세

 2010-19     2020-29 

주: 연간 무역량 신장률은 2004-06년도 기준가격에서 계산됨.

자료: OECD/FAO(2020), p.53.

  <그림 8>은 생산되는 상품 규모 중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규모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밀과 콩, 분유와 같이 거래량이 많은 상품은 수입국에 의한 추가적인 지역 가공을 위해 

요구되는 상품이다. 많은 상품은 수입 수요의 약세를 반영하거나 식물성 유지의 경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국내 사용을 증가시키면서, 전망기간 수출 비율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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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생산되는 상품 규모 중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규모 비율

 2017-19     2029 

자료: OECD/FAO(2020), p.55.

  무역은 세계농업과 식품분야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엔진 역할을 해왔다. 무역 정책의 변화

는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제한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시킴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무역장벽 철폐는 시장 효율성 증대와 이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후생 증가로 이어졌다. 향후 기간 협상 또는 시행될 무역 정책의 

주요 발전은 잠재적으로 지역 내 무역과 지역 간 무역을 증가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발효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와 같은 새로운 무역협정은 2020년 7월까지 

아프리카대륙 내 지역 간 무역에 있어서 90%의 제품군에 대한 면세 무역을 달성하고 2029년

까지는 이 같은 제품군 무역을 약 7% 추가로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5. 가격

  전망기간 OECD-FAO 농업전망에 포함되는 상품들의 실질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

는데, 가격을 하락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들에 비해 우세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흥국가와 저소득 국가들이 개선된 농업관행을 수용하고 기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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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이루면서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도 기술혁신과 

효율성 개선으로 생산량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생산성 향상이 한계생산비용을 

낮추고, 모든 추가 자원을 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동원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 향후 농산물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요적인 측면의 경우, 세계 인구 증가 속도가 점차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신흥국에서의 소득 증가세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흥국에서의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위축되어 농산물 실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9>는 이러한 예상 실질가격의 하락은 농산물 가격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와 일치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상적으로, 농산물의 가격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다른 작물(대두와 옥수수)과 축산물(소고기와 돼지고

기)의 가격은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전망기간 육류 가격은 현재의 높은 

수준을 반영하여 더 크게 하락(매년 –1.8%)할 것으로 전망되며, 작물 가격은 보다 소폭 하락

(매년 –0.3%)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  장기 가격 변화 추이 및 전망

 대두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자료: OECD/FAO(2020), p.60.

  가격변화를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은 FAO 식품가격지수(FPI)의 예상미래 경로를 통해서

이다. 1996년에 도입된 FAO의 식품가격지수는 2002-04년에 5개 상품군(곡물, 식물성 유지, 

설탕, 유제품 및 육류)에 속하는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명목가격변화를 반영한다. 식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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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는 OECD-FAO 농업전망과 다루는 상품의 품목 수가 비슷하므로 명목 농산물가격의 

변화의 요약 척도로 식품가격지수의 미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그림 10>.

<그림 10>  FAO 식품가격지수 변화 추이 및 전망

 FAO 식품가격지수(명목)        FAO 식품가격지수(실질)

자료: OECD/FAO(2020), p.60.

6. 리스크와 불확실성

  현재 세계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즉각적인 불확실성은 모든 소비와 생산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관련이 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되었을 때 이번 

농업전망이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러 코로나19의 농업시장에 대한 영향은 불확실한 것으로 

남아 있으며, 전망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초기분석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의 거시경제학적 영향의 시사점을 탐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OECD-FAO 

농업전망에서 다루는 대부분 품목의 생산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은 최소한 주요 생산 

및 무역 국가들에 대해선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류(downstream) 식품 가공 및 무역

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소비자 수요 강제 조정 및 계절 노동 부족 등은 모두 농업에 

대해 특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수급 모두 위축되고 무역 및 물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발생할 것으로 OECD-FAO 관계자들 간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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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주요 공급 및 가공, 무역 및 국가, 국제 물류 시스템, 중간 및 최종 수요에 

이르기까지 식품체계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노동과 자본, 생산에 

대한 중간 투입물(살충제, 종자) 등 요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규모는 코로나19의 지속성과 확산 속도 및 경제조정과 회복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의 지속시간과 가격 및 국내 및 국제시장 

간의 차등 영향, 국가 및 상품 간의 차이, 회복 시기 및 회복 가능 경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조치에 대하여 견해가 매우 달랐으며,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업수요와 무역이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합의가 OECD-FAO 관계자들 간에 

이루어졌고 전반적인 경제활동(GDP 성장)의 둔화와 실업률 상승에 따른 수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음식, 특히 일반적으로 가정 밖에서 소비되는 

음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식품과 농업체계는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의 

충격에 모두 노출되지만, 소비자들이 식품 구매에 할애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저축, 식품 

재고 및 안전망에 의지할 수 있어 이러한 충격은 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채널에서 식량과 농업수요의 전달 경로에는 특히 에너지와 신용시장, 환율 변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상 실업률의 급증과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위축 등을 포함하는 많은 

거시경제적 요인 등이 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가지는 영향력은 각 산업별 특성 및 국가별 발전 단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소득국가의 농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단기적으로는 중간 투입

물의 공급 차질과 장기적으로는 고정자본품목의 공급차질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저소

득국가의 일부 농업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의 충격에 대한 노출 정도는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미의 수출을 주로 하는 농가들은 낮은 이자율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통화가치절상으로 인해 손해를 볼 것이다. 반면 남미의 수출농가들은 정반대의 

충격을 경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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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코로나19: 식품 및 농업으로의 전달 경로

자료: OECD/FAO(2020), p.64.

  투입물 부족 문제는 점점 전 세계 많은 농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농약 공급량 감소는 이미 코로나19의 초기 단계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의 작물 생산 유지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올해 후반기에는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약 부족 문제는 또한 현재 동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메뚜기들을 포함한 해충의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공급망을 원활히 가동하기 위한 농업노동력 가용성은 거의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는

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국가들은 농업 

생산을 위해 더 많은 노동 인구를 고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노동 공급의 

차질의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국내 노동력 공급 차질과 

계절근로자 및 이주노동자의 부족 등에 의해 노동 공급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거시경제학적으로 농업공급 및 무역, 최종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일 또한 발생하였는

데 최근의 석유와 금속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많은 상품 수출국의 환율에 대한 하향 압력을 

가했다. 비식품 상품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촉발된 환율하락 압력은 식품을 포함한 모든 

거래가능한 상품에 영향을 미쳤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식량공급을 더 어렵게 

만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 공급의 부족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를 야기할 우려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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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세계적으로 식량 재고보유량이 많고, 차기 수확량 전망이 양호하며, 세계적인 경제불

황을 감안할 때, 식량수요는 정체되거나 심지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바이오 연료 

수요는 원유 가격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한계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수요 위축의 정도는 불분명하며, 세계 GDP가 크게 위축될 경우 저소득국가는 물가 상승률보

다 소득 상승률이 낮아 식량안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19가 특히 증가하는 

실업자들의 전체적인 구매력을 낮춰 최종 식량 수요에 충격을 안기는 것이다. 식품 수요에 

대한 실제 영향은 거시경제 충격의 깊이와 길이, 저축의 가용성 및 신용 및 안전망 등의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 기회를 포함한 수많은 요인에 달려있다. 

7. 코로나19가 세계농업에 미치는 영향

  OECD-FAO 농업전망은 2019년 말에 시작되고 그 당시 세계전망을 반영하는 일련의 인구

통계학적, 그리고 거시경제학적 가정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그 직후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세계 경제의 모든 분야를 큰 혼란에 빠트렸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19의 정확한 영향력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선 불확실한 상태였고, 따라서 이번 전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OECD-FAO 농업전망의 기본 전망의 바탕을 이루는 Aglink-Cosimo 시뮬레이션 모형은 

세계농업시장의 미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

한 기능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단기적으로 농업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사용된다. 이 시나리오는 사람들의 이동 제한과 교통 및 물류에 대한 혼란과 관련된 

단기적인 혼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염병의 잠재적 거시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향후 2년간 GDP 성장, 인플레이션, 세계 원유가격에 대한 국제통화기

금(IMF)의 세계경제전망을 활용한다. IMF 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는 세계 경제가 3% 감소

할 것이며 이는 2008-09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크게 GDP가 감소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2020년 하반기에는 대유행의 영향력이 희미해지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2021년에는 

세계 경제가 5.8%가량 성장할 수 있도록 작금의 봉쇄조치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평균 원유 가격은 2020년에는 배럴 당 37 US 달러, 2021년에는 배럴 당 40 US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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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4 US 달러에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원유 가격은 2025년에 기준값으로 

회복되고 전망기간의 마지막 해 동안 기준선에서와 같이 유지될 것이다<그림 12>.

<그림 12>  코로나19 시나리오

원유 가격 명목 GDP 성장률

USD/barrel                                                                           %

 기준선        코로나19 시나리오  USA 기준선        USA 코로나19 시나리오

 인도 기준선        인도 코로나19 시나리오

자료: OECD/FAO(2020), p.66.

 이어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충격은 농산물 가격에 하락압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활동 위축은 전 세계 농산물 수요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작물 파종 등 생산결정이 이루어져 단기적으로 많은 농산물이 과잉 

공급됨에 따라 이러한 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 측의 반응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산물 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정상적인 소비자 수요가 재개될 때까지 상품가격

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가 하락으로 인해 전망기간 1년 내 농업생산비(연료비, 

비료비 절감)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전망기간의 첫해 동안 

OECD-FAO 농업전망에서 전망한 것과 비교하여 이 시나리오에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도

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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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특정 품목의 명목가격 변화 전망

주: 실선은 농업전망의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이루어진 명목가격의 변화전망을 나타내며, 실선의 경우 코로나19 시나리오를 

의미함. 회색 구간은 추정 확률 분석의 결과이고, 파란색 구간은 90% 신뢰구간임.

자료: OECD/FAO(2020), p.67.

  <그림 13>은 OECD-FAO 농업전망의 기준 시나리오(실선) 및 코로나19 시나리오(점선)에 

따른 선택된 품목들에 대한 명목가격의 예상변화를 나타낸다. 전망된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을 평가하기 위해, 농업전망의 전망치에 대하여 두 가지 부분 추정 확률 분석(stochastic 

analysis)이 수행되었다. 첫 번째 분석은 거시경제에 대한 오랜 추세(GDP 성장률, 인플레이

션)와 유가, 환율 및 산출량 충격과 같은 다른 변수(회색 구간)와의 역사적인 변동을 바탕으

로 1,000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농업시장의 잠재적인 변동성을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의 경우 거시경제 변수(GDP 성장률, 인플레이션)와 원유가격의 변동만 반영하였다(청

색 구간). 따라서, 과거에 관측된 것보다 더 극단적인 충격은 추정 확률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농업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성의 모든 원천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분석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동물성 질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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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성장세가 낮아지면 농산물에 대한 수요 또한 감소할 것으

로 보인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시나리오에서 가정한 명목가격은 90% 신뢰구간인 청색 

구간(blue fan)보다 낮아지고 심지어 식물성 유지, 가금육, 버터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가격

은 회색 구간(grey fan)보다 낮아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역사적으로 심각한 시장 

충격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1년부터 경기는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가정할 경우, 물가는 이후 몇 년 동안 점차 기준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수요전망은 두 가지 주요 동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식량 수요

가 감소하는 반면 상품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 전망결과 또한 농산물별로 

국가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서류와 쌀, 그리고 밀과 같은 주요 식품의 소비의 경우 

코로나19 시나리오에서 덜 영향을 받는 품목에 속하는 반면, 식물성 유지와 동물성 식품의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을 보면, 세계 평균에 

미치는 영향보다 최빈국들(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에 대한 영향이 상당이 높다. 

또한, 가격 하락의 정도가 경제성장률의 하락 정도를 능가해 식품 소비가 심지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식품소비에 대한 중단기적 영향은 특별히 강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지만, 최빈국들에 대해서는 더 위험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 영향은 최빈국

들의 최빈층에 대하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4>  2020/21년 식품소비(코로나19 시나리오 vs 기준선)

 세계     최빈국

자료: OECD/FAO(2020),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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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곡물 및 유지작물

신 기 석 * 6)

1.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곡물 수급뿐 아니라 식품 유통망

도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동 제한 및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식량안보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곡물 수입국들의 식량안보 불확실성이 커져

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노동력 수급 및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 곡물 생산국들은 높은 기계화 비율로 인해 생산 차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디거나 저조할 경우, 추가적인 곡물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몇 년간 주요 곡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고량이 늘어나 국제곡물가

격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의 옥수수 재고 소진 정책으로 2019년 전체 곡물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재고량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2019년 EU,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

량은 기상이변으로 부진했던 2018년에서 회복했으나, 호주의 밀 생산량은 2016년부터 기상

악화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줬다. 

  옥수수의 경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옥수수 교역량은 평년 

수준이었으나, 밀의 교역량은 EU,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수출량이 늘어나 증가

했다. 쌀의 경우, 주요 쌀 수입국인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의 수입 수요 감소로 세계 

쌀 교역량이 3년 연속 감소했다. 

 * Virginia Tech 박사과정(kshin@vt.edu).

본고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0-2029”중에서 곡물 및 유지작물 부문을 번역 및 요약하여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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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유지작물 및 가공품 가격은 유지 및 대두박 수요 감소 그리고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저점을 형성하였으나 2019년 말부터 무역분쟁 영향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년 남미의 대두 생산량은 1억 9,000만 톤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

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의 대두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들어 2019/20년 세계 대두 생산량

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대두 가격은 대두 공급량과 수요량 모두 감소해 보합세를 나타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여파로 특히 주 사료원인 대두박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2020년 초 식물성 유지 분야는 높은 가격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 인도의 

외식 소비가 감소해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유지작물 가공품 수입 국가들의 유지작물 

가공시설 확장으로 식물성 유지와 같은 유지작물 가공품 대신 유지작물 수입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식물성 유지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식물성 유지 수출량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었다. 

2. 2020-29년 곡물 전망

2.1. 주요 전망

  지난 10년간, 곡물 생산량 증가세가 소비량 증가세를 상회해 기말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곡물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2020-29년 전망기간에도 전반적인 공급량 증가

로 곡물의 실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9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020년 대비 3억 7,500만 톤 늘어난 30억 5,4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수수가 1억 9,300만 톤으로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며, 

밀(8,600만 톤), 쌀(6,700만 톤), 잡곡(2,900만 톤)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명과학 기술 발전으로 인한 품종개량, 농업기술 개선 등의 영향으로 단수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상이변과 개발도상국의 토지소유권 분쟁 및 낮은 농업 투자

비율 등이 성장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평균 단수는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단수 증가율인 1.9%보다는 소폭 낮은 수치이다. 흑해 지역의 수익성 개선에 따른 

재배면적 증가로 전체 곡물 재배면적은 전망기간 동안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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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곡물 수요 증가세는 2010-19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중국 내 

사료용 곡물 수요량 감소에 기인한다. 또한, 바이오연료 등 산업용 소비량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용 곡물 소비량은 주요 선진국에서 포화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곡물을 주식으로 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인구 증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국가들의 축산업 발전으로 전망기간 동안 

1억 7,200만 톤 늘어나고, 식용 옥수수 소비량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높은 인구 

증가세로 2,3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소비량은 6,900만 톤, 잡곡은 3,000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그림 1>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용도별 곡물 수요 비교
단위: 백만 톤

 기타 용도     바이오연료용     사료용     식용

자료: OECD/FAO(2020). p.127.

  2029년 세계 곡물 교역량은 전망기간 동안 2020년 대비 9,600만 톤 늘어난 5억 1,7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흑해 지역 국가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는 2029년에 세계 수출량의 2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주요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는 2029년에 12%의 점유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2029년에도 최대 옥수수 수출국으로 예상되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

이나, 러시아의 약진으로 수출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이 전망된다. 쌀 수출 시장의 경우, 

주요 수출국인 인도,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과 더불어 캄보디아와 미얀마가 수출 시장에서

의 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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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곡물 품목별 교역량(2009-2029)

단위: 백만 톤

 쌀     기타 잡곡     옥수수     밀

자료: OECD/FAO(2020). p.128.

 

  중국의 옥수수와 쌀 기말재고량 감소 정책으로 세계 곡물 기말재고량은 전망기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곡물 기말재고율은 32%에서 2029년 2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량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말재고량 수준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곡물 품목별 기말재고량 및 기말재고율(2009-2029)

단위: 백만 톤/%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자료: OECD/FAO(2020).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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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급 및 가격 전망

2.2.1. 생산

(1) 밀

  2029년 세계 밀 생산량은 8억 3,9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생산량 증가세

는 2010-19년 대비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단수 개선 및 가격경쟁력 강화로 

EU의 생산량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동안 세계 밀 생산량은 총 8,6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 3,600만 

톤은 개발도상국들의 생산량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밀 생산국 중 하나인 

인도는 밀 최저수매가 정책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개량종자 도입 및 비료 개발, 낮은 

생산 비용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옥수수

  2029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중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의 생산량 증가

로 2020년 대비 1억 9,300만 톤 늘어난 13억 1,5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2016년 기존의 옥수수 수매정책 및 비축정책을 철폐하고 직접보조금 방식과 

시장매입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로 인해, 전망기간 동안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 증가세(연평

균 2.1%)는 2010-19년(연평균 3.1%)과 비교해 하락할 전망이다. 최근 중국 옥수수 재배농가

의 대두 및 기타 곡물로의 작목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기말재고량 수준에 따라 

옥수수 재배면적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망기간 동안 미국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나 단수가 증가해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와 농가 

지원 정책 등으로 재배면적이 소폭 늘어나고 생산성이 개선되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쌀

  2029년 세계 쌀 생산량은 2020년 대비 6,100만 톤 증가한 5억 8,2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쌀 생산량은 신품종 도입과 관개시설 확대 및 보수로 단수가 개선되어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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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망기간 동안 최저수매가 정책이 유지되어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토지 효율성 증대 방침으로 단수가 낮은 지역의 경작이 금지되어 중국의 

쌀 생산량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태국과 베트남의 쌀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수익성에 

따라 대체 작목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어 재배면적보다는 주로 단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쌀 생산량은 품종 구조 및 개량 품종의 도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의 쌀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과 EU의 

쌀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의 쌀 생산량은 

고단수 품종 및 새로운 영농기술 도입으로 생산성이 개선되어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아프리

카 쌀 생산국들의 생산량도 증가하나 천수농업(rainfed) 형태, 노동력 부족 현상, 그리고 

열악한 생산기반 환경 등으로 그 성장세가 제한될 전망이다. 

2.2.2. 소비

(1) 밀

  세계 밀 소비량은 중국, 인도, EU,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서 증가세가 전망되며 이들 

국가는 전체 세계 밀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용 소비량은 전체 소비량의 약 75% 가량을 차지하며 전체 수요 증가량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료용 밀 소비 증가세는 세계 축산업 증가세 완화와 사료용 옥수수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바이오에탄올 사용 증대 정책으로 산업용 밀 소비가 소폭 증가하나 EU의 바이오연

료 정책 변화로 인해 성장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동안 세계 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기말재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9

년 세계 밀 기말재고율은 37%로 2020년 대비 3.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옥수수

  세계 옥수수 소비량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소비량 증가세의 대부분은 사료용이 

차지하는데 사료용 옥수수의 효율성 증대 및 축산업 확대 둔화로 사료용 옥수수 증가세가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곡물 및 유지작물

세계농업 전망 ∙ 31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바이오연료 정책 기조는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에 제한

적이어서 산업용 옥수수 소비량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식용 옥수수 소비량의 전망기간 동안 2,3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구와 

1인당 소비량 증가 때문이다.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이들 국가의 식용 옥수수 소비량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쌀

  2029년 세계 쌀 소비량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의 수요 증가로 인해 2020년 

대비 6,9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4kg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도 정부의 사회적 취약계층 식량안보 개선 정책에 기인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쌀이 주식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인도와 비슷하게 전망기간 

동안 1인당 쌀 소비량이 4kg 증가할 전망이다. 2029년 쌀 기말재고율은 2020년 대비 4%p 

하락한 31%로 전망된다.

2.2.3. 교역

(1) 밀

  세계 최대 곡물 교역 품목인 밀의 교역량은 지난 10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수 증가와 주요 밀 수입국의 정책 변화가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가 단백질 함량이 낮은 흑해 지역의 밀 수입을 시도함에 따라 

향후 이 지역에서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 흑해 지역의 밀 주요 생산국들은 급격한 

단수 변화로 인해 수출 가능 물량 변동성이 컸으나 품종개량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산량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흑해 지역의 생산량 증가로 이들 국가의 수출 시장 점유율

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경쟁력과 중동 및 아프리카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진 

러시아는 2016년 EU를 제치고 세계 최대 밀 수출국으로 등극했으며, 2029년에는 세계 전체 

밀 수출량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밀 수입국인 이집트, 인도네시아, 알제리, 브라질, 필리핀의 밀 수입시장 점유율은 

2029년 26%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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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수수

  2029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2020년 대비 3,600만 톤 늘어난 1억 9,4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 5개 수출국인 미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러시아의 수출

량은 전체 수출량의 8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수출량은 2029년에도 세계 최대일 것으로 전망되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남미 

옥수수 선호로 인해 점유율은 2020년 대비 3%p 하락한 31%로 전망된다. 남미 국가들의 

수출 점유율은 생산량 증가 및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로 2020년 대비 2%p 

상승한 40%가 될 전망이다. 

  주요 옥수수 수입국은 멕시코, EU, 일본, 이집트, 베트남으로 특히 베트남은 축산업 발전

에 따른 사료용 옥수수 수요 증가로 한국을 제치고 세계 4번째 옥수수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쌀

  세계 쌀 교역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2.8% 증가해 2029년에는 6,2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동 국가들의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전망기간 

동안에도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 뒤를 이어, 고품질 쌀을 주로 

수출하는 태국과 수출 품종 다양화로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 다양한 시장에서의 성장

을 보여주는 베트남이 자리할 전망이다.

  전망기간 동안 중국의 수출 물량은 계속해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캄보디아와 미얀

마의 수출 가능 물량이 늘어 이들 국가의 2029년 수출량은 2020년 대비 300만 톤 증가한 

7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 증가, 급속한 도시화, 가파른 인구 증가세 등을 바탕으

로 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쌀 소비량 증가가 전망되어 이들 국가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쌀 수입 시장 점유율은 전망기간 동안 37%에서 51%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4. 가격

(1) 밀

  세계 밀 실질가격1)은 전망기간 동안 소폭 하락하나 명목가격은 소폭 상승하여 202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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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당 258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 실질가격 하락, 평년 수준의 수확 예상, 그리고 

완만한 수출 전망이 실질가격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옥수수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량 감소, 생산 비용 증가,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의 요인이 옥수수 

실질가격2)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9년 옥수수 명목가격은 톤당 201달러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3) 쌀

  세계 쌀 가격3)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입 수요 증가로 상승하나, 아시아의 

주요 쌀 수입국의 수입 수요 감소가 상승세를 제한할 전망이다. 2029년 쌀 명목가격은 

톤당 476달러로 상승하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국제 곡물 가격(1999-2029)

단위: 달러/톤

 명목가격       실질가격

자료: OECD/FAO(2020). p.124.

 1) 세계 밀 가격은 밀 No.2 Hard Red Winter gob Gulf 기준임.

 2) 세계 옥수수 가격은 미국 옥수수 No.2 Yellow fob Gulf 기준임.

 3) 세계 쌀 가격은 태국 grade B milled 100%, fob Bangkok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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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요 이슈

  세계 곡물 수급여건에 있어 코로나 19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은 

농업의 기계화 비율이 높아 생산 차질 가능성이 낮으나,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단기적으로 

유통 문제와 인력 수급 문제가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프리카, 인도,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곡물 생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곡물 수요가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곡물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동 제한에 따른 주식 곡물 소비 증가 전망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수의 국가들이 식량안보의 일환으로 곡물 수출 

제한 정책을 꺼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입 의존적 국가들의 식량안보 위험성이 증가하고 

세계 곡물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기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면 코로나 19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각국의 식량자급률 증대 및 재고량 확대 정책 등은 국제곡물시장 변동성 증대 요인

을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세계 경제성장률 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곡물 수요 전망치

는 추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병충해와 기상이변 현상이 단수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호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단수 변동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상당한 수준의 단수 변동성을 나타냈다. 

  지난 몇 년간, 세계 곡물 시장에서 흑해 지역 국가들의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기존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변동 위험성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으나, 이들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흑해 연안 국가들의 높은 단수 변동성은 세계 곡물 가격 변동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천수농업 방식에 의존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생산성은 기상이변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 곡물 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중국의 사료용 곡물 수요이다. 중국 정부는 

2016년에 기존의 옥수수 최저수매가 구매 제도를 폐지하고 직접보조금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향후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인 재고량 하락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옥수수 

수입국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향후 국제곡물시장에 큰 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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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곡물가격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곡물 수요 감소로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EU, 

브라질, 미국의 바이오연료 및 식량안보 관련 정책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보인다. 또한, 코로나 19 관련 정책 불확실성과 더불어 무역 분쟁(중국과 호주의 보리 분쟁 

등) 그리고 새로운 지역무역협정4)(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출범이 향후 국제곡물

시장의 교역량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3. 2020-29년 유지작물5) 전망

3.1. 주요 전망

  2029년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1억 4,000만 톤으로 미국(1억 2,000만 톤)을 제치고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이 될 전망이다. 세계 대두 생산량은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유지종자도 비슷한 수준인 연평균 1.2%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백질박6) 및 유지 생산을 위한 가공 수요가 식용 및 사료용 수요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9년 세계 대두 생산량의 91%, 기타 유지종자 생산량의 87%가 가공용으

로 소비 될 전망이다. 

  팜유 산업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팜유 연평균 생산량 증가

율(각각 1.7%, 0.8%)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 사용량 확대 

기조는 중기적으로 식물성 유지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9년 식물성 유지 수요는 3,700만 톤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이 단백질박 생산과 소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육류 산업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이 배합사료의 단백질박 비중을 

낮추고 있어, 단백질박의 수요 확대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팜유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수출량이 식물성 유지 수출 비중의 60%를 

 4) 지역무역협정은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협정으로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상호간 부여함.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으로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NAFTA) 등이 

있음.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3&cntntsId=826)(검색일: 2020.11.11.)

 5) 주요 유지작물로는 대두, 유채씨, 해바라기씨, 야자씨, 목화씨 등이 있음. (https://www.ers.usda.gov/topics/crops/ 

soybeans-oil-crops/oil-crops-sector-at-a-glance/)(검색일: 2020.11.11.)

 6) 단백질박은 유지종자에서 채유 후 얻어지는 부산물로 주요 단백질박으로는 사료로 쓰이는 대두박이 있음. (http://www. 

nongsaro.go.kr/portal/ps/psz/psza/feedContentMain.ps?menuId=PS00107&tabMenuNo=PS00260&cntntsNo

=42009&totalSearchYn=Y) (검색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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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식물성 유지 최대 수입국인 인도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3.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 Sine Fever) 사태의 불확실성은 주요 사료 원료

인 단백질박 수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돼지 대신 다른 단백질원인 

가금류와 어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료 소비량이 줄어들어 단백질박 수요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EU 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농산물) 

관련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축산 농가에서 사료용 GMO 대두박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2. 수급 및 가격 전망

3.2.1. 생산

(1) 대두

  세계 대두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3%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10-19년 연평균 

성장률(4.0%)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기타 유지종자 생산량은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수 증가가 기타 유지종자 생산량 증가량 중 78%를 차지하는데 이는 대두(66%)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2017-19년 기준, 미국과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약 1억 1,500만 

톤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향후 브라질의 연평균 증가율(1.5%)이 미국의 증가율(0.6%)을 상회

해 세계 최대 대두 생산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는 2기작을 통한 집약적 농업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남미에서의 대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우, 다른 

작목의 보조금 정책 변경으로 대두의 생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인도, 러시

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캐나다의 대두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유지종자

  2029년 중국과 EU의 기타 유지종자 생산량은 각각 3,100만 톤, 2,700만 톤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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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경작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작물과의 경쟁이 중국과 EU의 기타 

유지종자 생산량 증가세를 제한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기타 유지종자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9% 성장해 2029년에 2,3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흑해 지역 경작지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기타 유지종

자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경우, 자국 내 식물성 유지와 단백질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기타 유지종자 생산을 장려하면서 전망기간 동안 생산량 증가세가 

2010-19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공용 유지종자 수요는 식용, 사료용 수요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대두 가공량은 전망기간 동안 5,600만 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증가량(1억 300만 톤)보다 낮은 수치이다.

  중국의 대두 가공량은 2,2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 전체 가공량의 

40% 수준이다. 기타 유지작물의 가공은 대두와 달리 생산 지역에서 이루어져서 기타 유지작

물 교역량 비중은 대두의 교역량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그림 5> 지역별 유지작물 생산량
단위: 백만 톤

 중남미     북미     유럽 및 중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 북아프리카

 자료: OECD/FAO(2020). p.142.

(3) 팜유

  세계 팜유 생산량은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팜유는 전체 식물성 유지 생산

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전체 생산량의 1/3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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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다. 팜유 수입국의 환경정책 강화 및 전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구축 기조가 지속

되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 확대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두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팜유 생산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9년 태국이 380만 톤, 콜롬비아가 240만 톤,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140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단백질박

  단백질박 생산량은 연평균 1.4%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9년에 4억 3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대두박 생산량이 전체 단백질박 생산량의 2/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단백질박 생산 국가는 한정적인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EU, 인도, 그리고 미국이 대표이

다. 이들 국가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EU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단백질박은 브라질과 미국에서 수입한 대두를 자국 내에서 가공한 것이다.

3.2.2. 소비

  세계 대두 기말재고량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말재고율은 2017-19년 

평균 12.4%에서 2029년 11.3%로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유지종자 생산이 일부 국가들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기말재고율 감소는 향후 유지종자 가격 변동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 식물성 유지

  1인당 식품 소비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1인당 식물성 유지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0.9%씩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0-19년 연평균 성장률(2.3%)과 비교해 

낮은 수치이다. 선진국의 식용 식물성 유지 소비량은 연평균 0.6% 증가해 2029년에 1인당 

27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브라질 1인당 식물성 유지 소비량은 각각 30kg, 24kg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식물성 유지 수입국인 인도의 1인당 소비량은 연평균 2.3% 증가해 

2029년에 14kg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지 종자 생산량 및 가공량 확대 그리고 팜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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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가 소비량 확대를 견인할 전망이다. 

  최빈개발도상국에서의 1인당 식물성 유지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0.8% 성장해 

2029년에 9kg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식물성 유지 함유량이 높은 

가공식품으로의 식습관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그림 6>.

<그림 6> 국가별 1인당 식물성 유지 소비량

단위: kg

 2007-09     2017-19     2029

자료: OECD/FAO(2020). p.144.

  바이오디젤용 식물성 유지 소비량은 2010-19년 연평균 성장률(4.3%)과 비교해 다소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디젤 의무 사용량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바이오디젤 생산에 

있어 식물성 유지 사용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바이오디젤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의 경우, 2029년 바이오디젤용 식물성 유지 사용량

이 31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아르헨티나 전체 식물성 유지 소비량의 7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의 바이오디젤 지원 정책으로 바이오디젤

용 식물성 유지 소비량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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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바이오디젤 생산용 식물성 유지 국가별 비중

단위: %

 2007-09     2017-19     2029

자료: OECD/FAO(2020). p.145.

(2) 단백질박

  전망기간 동안 세계 단백질박 소비량은 2010-19년 연평균 증가율(3.4%)보다 낮은 1.4%를 

기록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육류 소비 확대에 따라 사료 중심적 축산시

설로의 전환으로 인해 단백질박 소비량 증가세는 가축 생산량 증가세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된다. 현재 최빈개발도상국의 단백질박 소비량은 낮은 수준이나 향후 단백질박을 포함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한 축산 농가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단백질박 소비량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단백질박 소비량은 2010-19년 연평균 5.0%씩 증가했으나, 전망기간 동안 이보다 

낮은 연평균 1.9%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가축 출하량 감소 및 배합사료 사용 농가 포화로 

인해 중국 내 배합사료 수요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배합사료의 단백질박 비중은 미국과 EU의 비중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전망기간 동안 

배합사료의 단백질박 비중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어들 전망이다.

3.2.3. 교역

(1) 대두

  타 작물과 비교해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이 높은 대두는 전체 생산량의 40%가 교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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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전망기간 동안 대두 교역량 확대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대두 가공량 증가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연평균 1.8%씩 성장해 

2029년에 1억 5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세계 전체 수입량의 

2/3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두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세 국가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량의 

8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되어 2029년

에 전체 수출량의 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유지 종자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은 대두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14%)이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캐나다, 호주, 우크라이나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의 수출량이 전체의 

7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식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식물성 유지 주요 

수출국으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있다. 이들의 수출량이 전체 수출량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뒤를 이어 대두유 주요 수출국인 아르헨티나가 전체 수출량의 

7.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모두 자국 생산량의 2/3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식품, 함유화학(含油化學 製品, oleochemical) 

제품7), 그리고 특히 바이오디젤 수요 확대 등 자국 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생산량 대비 수출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인도의 경우, 빠른 인구 증가율, 급격한 도시화, 그리고 소득 증가로 인해 식물성 유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의 식물성 유지 수입량은 2029년까지 연평균 3.2% 

증가해 2,200만 톤이 될 전망이다.

 7) 함유화학 제품은 식물성\동물성 유지 및 지방 등의 가수분해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며 지방산이 주요 제품임. (https: 

//echa.europa.eu/support/substance-identification/sector-specific-support-for-substance-identification/ol

eochemicals,)(검색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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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백질박

  단백질박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0.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0-19년 연평균 

성장률인 1.8%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육류 생산 확대가 주요 유지작물 가공 국가에 집중됨에 따라 생산 지역에서 가공

된 단백질박의 사용 비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출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단백질박 수출국은 아르헨티나, 최대 수입국은 EU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기간 동안 단백질박 수입량 증가는 주로 아시아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3.2.4. 가격

  안정적인 원유 실질가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은 유지종자 및 가공품 가격 상승요인으

로 작용하나, 생산성 개선은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망기간 동안 대두, 기타 

유지종자, 식물성 유지, 그리고 단백질박의 명목가격8)은 소폭 상승하나 실질가격은 약보합

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8>.

<그림 8>  유지작물 가격(1999-2029)

단위: 달러/톤

 대두        기타 유지종자      단백질박    식물성 유지

자료: OECD/FAO(2020). p.141.

 8) 대두는 미국 c.i.f. Rotterdam; 기타 유지종자는 유럽 c.i.f. Hamburg; 단백질박은 유럽 내 대두박, 해바라기씨박, 유자씨박 

가격의 가중평균임; 식물성 유지는 유럽 내 팜유,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유자씨유의 가중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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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요 이슈

  코로나 19로 인해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외식 소비가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식물성 

유지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원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바이오디젤용 식물성 유지 수요도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유지작물 생산 및 가공 시설은 높은 기계화 비율로 코로나 19로 인한 노동력 

공급 문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팜유와 코코넛 수확에 

있어 노동력 공급 문제가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소비자 관점에서 유지종자 전체 생산량 중 많은 비중을 GMO가 차지함에 따라 GMO 

농산물 및 가공품에 다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는 Non-GMO 사료로 

사육된 축산품 인증 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백질박 대신 다른 사료용 단백질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의 대두 생산 증가에 따른 산림 황폐화 문제에 대한 염려

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대두 농가의 농지 확대 추세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팜유 생산량 증가는 재배면적 증가보다는 주로 단수 개선과 

개식(改植, replanting)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팜유 수요가 산림훼손

을 하지 않은 지역의 팜유 그리고 바이오디젤용과 식용 팜유의 지속가능성 인증제도 도입가

능성으로 기존 방식의 팜유 생산 확대가 제한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인증제도, 라벨링, 환경 관련 법령 강화 등의 요인들이 팜 재배면적 확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팜 재배 확대 및 수출 증가세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가격 변동성 확대가 식물성 유지 산업 분야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EU의 경우, 바이오연료 관련 정책 변경과 2세대 바이오연료 기술 개발로 인해 

곡물 기반의 바이오연료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미국, EU, 인도네

시아의 바이오연료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식물성 유지 분야의 주요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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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불금(PES)이 혼농임업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평가: 코스타리카 사례 

안 현 진 * 9)

1. 서론 

  축산업은 코스타리카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며, 소규모·다수의 생산자를 기반으로 이루어

진다. 2011년 가축 센서스에 따르면 54,780개의 축산 농가가 등록되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타리카의 축산업은 일반적으로 중앙아메리카의 타지역과 유

사하게 관리되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전통

적 방식의 축산업은 토양의 급속한 황폐화를 야기하며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

을 가속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앙아메리카에서만 1,360만 

헥타르의 산림이 목초지로 전환되었으며 그중 50%가 심각한 황폐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imowitz 2001). 환경 손실에 따라 유제품 생산에서 8~40%, 육류 생산에서 

15~80%에 이르는 중요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Benavidez 2013).

  코스타리카에서는 기존의 축산 시스템을 개선한 혼농임업 시스템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

다(Villanueva et al. 2011). 수목과 함께 가축을 기르는 혼농임업은 산림, 초지, 가축이 생태

적인 조화를 이루어 환경,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통적 축산에 비해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Pezoe Ibrahim, 1999; Villanueva et 

al., 2009). 수목은 황폐화된 목초지와 비교하여 헥타르당 114~143톤의 탄소(t C ha-1)를 

격리하며(Ibrahim et al., 2007), 장작, 목재, 과일, 그늘, 동물 사료, 바람막이, 야생 동물 

서식지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수목의 그늘은 열 스트레스를 줄이고 온도를 약 3℃까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hjan713@krei.re.kr). 

본고는 KREI의 연구진이 2016년 코스타리카 CATIE와 공동 수행한 “The studies on promoting forest carbon 

sequestration to meet Paris climate agreement targets”의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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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는 등 가장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여겨진다(Pezo e Ibrahim, 

1999; Garcia, 2010; Garcia e Ibrahim, 2013). 

  친환경,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기비용으로 인해 현재 혼농임업

의 도입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초기비용 및 유지비용에 헥타르 당 800~1,200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opez 2005).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3년과 

2007년 사이에 “생태계 관리를 위한 통합 혼농임업(Integrated Silvopastoral Approaches 

for Ecosystem Management)” 프로젝트가 실현되었다. 이는 혼농임업을 장려하기 위해 축산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니카라과 3개국이 협력하였

고, 세계은행(WB),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및 지구환경기금(GEF)에서 자금을 지원하

였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환경 지불금(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을 통해 축산 

농가들이 전통 방식 대신 혼농임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PES는 경관 등 환경생태

에 비용을 지불하는 경제적 조치로 시장 기능을 이용하여 생태서비스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PES의 기본 목표는 토지 이용 변화 유도이며 적정 기준에 따라 수목, 생울타리가 보완된 

목초지 등에 생산자에게 2~4년간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PES로 인해 

혼농임업을 채택한 농가가 증가하였으며, 농장 내 산림의 비율,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이 

증가하고 표면유출과 수압침식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환경 효과가 보고되었다(Saenz 2005, 

Tobar & Ibrahim 2010). 사회․경제적 효과로는 농장의 생산성 지표가 개선되었고, 인증제도 

개발 등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표가 확대되었다.

  프로젝트의 지속기간은 5년이므로 이후에는 PES가 지급되지 않는다. 프로젝트 이후 생산

자들이 전통적 축산 방식으로 회귀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으나, 일부 

연구자들은 PES가 혼농임업 지속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임을 주장하였다. 다음에서는 코스

타리카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공동 수행한 PES의 

환경․생태적 효과와 프로젝트 기간 동안 구현된 혼농임업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하

고자 한다. PES 기간과 지불이 중단된 후 9년이 지난 시점을 환경적, 경제적 평가 지표 

등을 통해 비교하고 PES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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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대상 지역 및 평가 방법  

2.1. 평가 대상 지역 

  평가 대상 지역은 코스타리카 에스파르자(Esparaza)로 2003년에서 2007년 기간 동안, 

이 지역에 세계은행과 FAO-LEAD의 지원을 통해 GEF(Global Environmental Facility)가 

재정 지원한 “생태 경영을 위한 통합 혼농임업 프로젝트(Integrated Silvopastoral Approaches 

for Ecosystem Management)”가 적용되었다. 에스파르자는 코스타리카의 중앙 태평양 지역

에 위치하며, Puntarenas, Esparza, Montes de Oro, Aguirre, Parrita, Garabito, San Mateo 

및 Orotina의 8개 지구로 구성된다<그림 1>. 고도 50~1000m의 아열대림 지역으로 최저 

온도 27℃, 연 강수량 1500~200mm이다(Holdrige 1978). 인구는 23,963명이며 13,561명이 

도시에, 10,492명이 농촌에 거주한다(INEC 2008).

<그림 1> “생태 경영을 위한 통합 혼농임업 프로젝트” 130개 적용 대상 농가 위치   

자료: Seok et al(2016), p.6.



50 ∙ 세계농업 2020. 11월호

  에스파르자는 64.2%의 목초지, 29.3%의 산림(2차 산림, 수변림, 인공림 등)으로 구성되었

다. 지역주민의 63%는 축산업에 종사하며, 34%는 축산업과 유제품 공장을 동시에 경영한다. 

<표 1>은 에스파르자의 토지 이용 현황이다. 

        

<표 1>  2016년 에스파르자 토지 이용현황 

단위: ha, %

면적(ha) 비율(%)

황폐한 목초지  135.9  3.6 

수목이 없는 인공 목초지  20.9  0.6 

수목의 밀도가 높은 인공 목초지  893.6  24.0 

수목의 밀도가 낮은 인공 목초지  1.055.4  28.3 

수목의 밀도가 높은 천연 목초지  130.5  3.5 

수목의 밀도가 낮은 천연 목초지  155.5  4.2 

수목이 없는 천연 목초지  1.4    0.0   

수변 퇴적지  46.7  1.3 

혼농임업 지역  2.4    0.1   

커피 농장   9.0  0.2 

한해살이 작물 재배지  20.2  0.5   

다년생 작물 재배지  13.3  0.4 

과수원  50.2  1.3   

수변림(riparian forest)  651.3  17.5 

2차 산림  353.0  9.5   

2차 산림 천이지역  86.8  2.3 

인공림 50.7 1.4

인프라 건설 지역 51.3 1.4

자료: Seok et al(2016), p.6.

2.2. 평가 대상 농가 선정    

  “생태 경영을 위한 통합 혼농임업 프로젝트(Integrated Silvopastoral Approaches for 

Ecosystem Management)”의 개발 기준에 따라 PES가 혼농임업 촉진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

브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130개 농장을 선정하였다. 130개 농가 중 100개를 실험그룹인 

PES 수혜 농가로 지정하였고, PES가 지급되지 않은 30개 농가를 대조그룹으로 선정하였다. 

실험․대조 농가 모두 주 생산 품목은 유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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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평가 대상 선정 

자료: Seok et al(2016), p.7.

  

  PES 수혜 농가는 2~4년간 시스템의 지원을 받는 중소규모의 농가(10~18ha)로 프로젝트 

기간 동안 혼농임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합법적인 토지 운용과 정보 전달 등에 동의한 

농가를 선정하였다. 대조그룹은 30 농가이며, 표본 수는 토지사용 모니터링 비용을 감안하여 

선정되었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매년 모니터링을 지속하였으며, 농장이 모니터링 

요원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PES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지불 방식 1: 기준년에 요율 포인트당 10달러의 단일 지불 및 4년간 연간 지불(연간 

요율에서 기준 요율을 뺀 값)하며 추가 포인트에 지불된 금액은 75달러 규모(Casasola et 

al. 2008)이며, 2) 지불 방식 2: 기준년에 요율 포인트당 10달러의 단일 지불 및 2년간 연간 

지불(연간 요율에서 기준 요율을 뺀 값)하며 각각의 추가 포인트에 지불된 금액은 110달러 

규모이다(Casasola et al. 2008).

<그림 3>  에스페르자 혼농임업 프로젝트 참여 농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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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평가 방법   

2.3.1. 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PES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3년 PES 수혜 및 비수혜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경제 

영향 및 생산성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 2016년 동일한 설문조사를 재수행하였

다. 농가 설문조사는 <표 2>의 내용을 포함한다. 2002년과 2003년 사이 위성사진, GPS 

등을 이용하여 수혜 및 비수혜 농가들의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고, 16개의 토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였다. <표 1>의 토지 현황 조사는 프로젝트가 끝나는 2007년까지 매년 시행 

하였으며, 이후 2016년 조사를 통해 변화를 추적하였다.

<표 2>  농가 설문조사 내용 

범주 내용

가구 일반 정보 
성별 및 연령별 가족 구성, 교육수준, 농장 활동에 대한 각 구성원의 참여, 토지 사용

권, 자금 조달 유형, 신용등급, 시장에 대한 접근 등 

농장 일반 정보  
가축의 구성, 목초지 순환 및 활용, 생산 활동, 인프라, 기계장비, 프로젝트 수행 마지

막 해 이후 토지사용 변화, 농장 소득, 생산비용, 생울타리 등의 설치 및 관리       

농장 관리정보 
농장 활동 변경 및 유지 정보, 농장 매입 여부, PES에 대한 인식 변화, 혼농임업에 대

한 인식 변화, 기후 변화와 관련한 조직관리 및 생산 문제   

자료: Seok et al.(2016)의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2.3.2. 환경적, 경제적 영향 분석 방법   

  PES의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분석 방법을 도입하였다. 분석은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3년과 종료 시점인 2007년, 이후 2016년에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확률적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PES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토지사용 변경 의사결

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GOWER distance pairing 방법을 적용하여 PES 도입 여부에 따른 

농장 내 수목(tree cover) 변화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생물다양성 변화와 지상 바이오

매스 탄소 저장량 변화를 계측하였다.

  경제성 평가를 위해 현금흐름 분석, 재무지표 분석,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현금흐름 

분석은 모든 금융거래, 즉 주어진 기간의 유입과 유출 비용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하는 방식으

로, 참여 농가의 우유 및 치즈 판매수입, 육류 판매수입, 기타 관련 수입을 유입으로 간주하였

고, 농가에서 작업 수행을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를 유출로 간주하였다. 비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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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사료 및 영양을 위한 지출, 동물의 백신 및 건강 비용, 노동자 고용 비용, 제초제 

및 종자 등 농장을 위한 투입, 전기 및 가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자본 투자는 운영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순이익과 운영비용 비율 등 재무 지표도 경제적 영향 평가에 활용되었다. 순이익은 총수입

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백분율로 나타낸 순소득 변화를 통해 프로젝트가 농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순이익 자체는 매우 가변적인 지표이기 때문

에 경제적 영향을 적절히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또 다른 

지표인 운영비용 비율을 사용하였다. 백분율로 측정되는 운영비용 비율(Operating expense 

ratio: OER)은 사업 착수 전 농가의 경제적 효율성과 사업 종료 후 사업의 영향을 적절히 

비교하는 지표로 백분율이 낮을수록 농장의 운영 효율이 높은 것을 뜻한다(Kantrovich, 

2012). 또 다른 지표로 비용/편익 비율(Benefit/Cost ratio)을 활용하였다. 비용/편익 비율은 

이익이 총비용을 얼마나 초과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프로젝트의 타당성이 부여되기 위해 

해당 비율은 1 이상의 값을 가져야한다(Gonzalez 2000).

3. 평가 결과 

3.3.1. 농가 기본 정보 변화  

  2016년 조사 결과 프로젝트에 참여한 130개 농장 중 12%는 농장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

다. 매각된 농가의 평균 면적은 30헥타르이며 주로 도심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이유로 10개 농장에서 경영 여건의 어려움을, 6개 농장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기회를 제시했다. 매각 농장 대부분이 도심지역과 근접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지역

에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4.5%의 농가는 직접 경영을 통해 유제품을 

생산하던 방식에서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1% 미만의 농가는 유제품 생산에서 커피 

및 육류 생산으로 생산 품목을 변경하였다. 100여 개의 농가는 여전히 농장을 운영하며 

유제품 생산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프로젝트 초기인 2003년에는 31-60세 사이의 인구가 우세했지만, 2016년에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30세 미만 인구가 감소하는 등 농장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가 나타났다. 



54 ∙ 세계농업 2020. 11월호

30세 미만 청년층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기술경력을 쌓아 기업에 취직하는 등 고등학교 

졸업 후 농장일을 지속하지 않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도 농축산업 외에 타 

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으며, 소유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경우도 농장을 관리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프로젝트 기간 및 종료 이후에 지역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것이 농장 경영 지속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청년층의 농장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2003년과 2016년 농장 인구 구조 변화  

 여성     남성

자료: Seok et al(2016), p.17.

3.3.2. 농가 토지사용 전환 의사결정 요인 

  Probit 확률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농가의 토지 이용 변화 의사결정 요인은 <표 3>과 

같다. 생산자의 나이는 PES 프로그램 참여 결정 및 혼농임업 채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민의 나이가 많을수록 농장의 변화를 추구할 확률이 감소함을 의미한

다. 또 다른 유의한 의사결정 변수는 생산자의 실거주 여부이다. 생산자가 농장에 거주하는 

경우 프로젝트 기간 동안 혼농임업으로의 빠른 전환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축 생산에 집중된 농가일수록 소득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이용 전환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작물 면적이 넓은 농장은 PES 프로그램에 들어가거

나 가축 관행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농장을 관리하는 목표가 축산 

집중 농가와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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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코스타리카 에스파르자 농장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변수 설명 계수

농장주의 연령 설문조사 시점의 농장주의 나이 - 0.019*

농장주의 주소
- 농장주가 농가에 실 거주일 경우: 1

   농장주의 실 거주지가 다를 경우: 0
0.035*

농장 외 소득 비율 농장 외 활동으로 얻는 소득 0.2975

가족 노동력 비율 농장 활동에서 가족 노동력의 비율(%) 0.0678

농장 고용인 노동력 비율 농장 활동에서 고용인 노동력의 비율(%) 0.3627

유제품 생산 연간 가축 당 유제품 생산량 kg/cow/year 0.510*

가축 보유 수 헥타르당 보유 가축 수 0.446*

보존지역 비율  총 농장 규모에서 산림 등 보존지역 비율 0.312*

수목이 없는 목초지 농장의 규모에서 수목이 없는 인공 또는 천연 목초지의 비율 0.0119*

수목이 있는 목초지 농장의 규모에서 수목을 보유한 인공 또는 천연 목초지의 비율 -0.0534*

생울타리 농장에 늘어져 있는 나무(Line up trees), 총 농장 규모에서의 비율 4.456*

농작물 생산 총 농장규모에서 과일, 커피, 사탕수수 등 농작물 재배 면적 -2.225

주: *는 p<0.05를 의미함. 

자료: Seok et al(2016), p.15.

3.3.3. PES의 환경적 영향 평가     

  PES는 농가의 혼농임업 채택 및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5>. 프로젝트 기간 동안 목초지 내 수목과 생울타리가 증가한 것은 PES 지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니카라과에서 동일한 프로젝트를 위해 수행 된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Cerrud 2005; Pagiola et al., 2007). PES그룹에서 훼손된 목초지가 수목을 

보유한 목초지로 변화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PES가 농장의 환경변화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그림 5>  프로젝트 기간(2003-2007)의 생울타리 변화율 : PES 그룹과 대조그룹 비교 

 PES(환경 지불금) 그룹     대조그룹

자료: Seok et al(2016),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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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이용 변화의 영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젝트가 완료된 2007~2016년 동안의 변화

를 살펴보았다. PES를 지불받은 그룹은 생울타리의 길이를 늘려 조경의 연속성을 높이고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쓴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대조그룹은 생울타리를 상대적으로 

적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그림 6>  프로젝트 종료 후(2007-2016) 생울타리 변화율 : PES 그룹과 대조그룹 비교

 PES(환경 지불금) 그룹     대조그룹

자료: Seok et al(2016), p.25. 

  

  <그림 7>은 프로젝트 기간 및 종료 후의 농장 내 산림비율 변화를 나타낸다. 프로젝트 

초창기 생산자들은 수원보존과 가축들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농장 내에 나무를 심었으며, 

조림에 대한 PES 지원금은 2003년에 단 1회 제공되었다. 프로젝트 이후에도 PES를 지급받은 

그룹의 경우 농장의 산림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증가 시키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조그룹 

농장의 산림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기간 대조군의 농장 내 산림비율은 

약 5% 감소하였다. PES가 농장 내 산림비율 증가 및 영속성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

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프로젝트 기간 및 종료 후의 PES 그룹과 대조군 그룹의 생물다양성 변화를 

나타내었다.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는 PES 그룹의 생물다양성 지수는 대조군에 비해 다소 

낮게 측정되었으나, 프로젝트 시작 후 PES 그룹의 생물다양성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종료 후에도 대조군에 비해 높은 생물다양성 지수가 타나났다. 반면 대조군의 생물다양성은 

프로젝트 시작과 종료 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PES 그룹에서 산림과 

생울타리가 증가함에 따라 동식물 서식지를 생성하여 농장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적 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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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농장 내 산림비율 변화(2003-2016): PES 그룹과 대조그룹 비교

  PES(환경 지불금) 그룹     대조그룹

자료: Seok et al(2016), p.25. 

<그림 8>  농장 내 생물다양성 지수 변화(2003-2016): PES 그룹과 대조그룹 비교

 Control      PES 

자료: Seok et al(2016), p.27. 

  PES는 탄소 저장량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 내 토지의 탄소 저장량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Ibrahim et al.(2007)이 제안한 축산 농장의 토지사용 구성 요소 접근

법을 이용하였다. 추정을 통해 2003년에 보고된 토지사용 변화가 2007년 지상 바이오매스의 

탄소 저장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 비교 결과 토지사용 변화가 CO2 감소 

및 저장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탄소 저장량의 증가는 PES 그룹에

서 더 높게 나타났다. 2003년 지상 탄소 저장량은 대조그룹과 PES 그룹에서 각각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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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CO2e와 363.8 Gg CO2e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대조그룹과 PES 그룹의 탄소 저장량이 

226.9 Gg CO2e와 379.6 Gg CO2e로 측정되었다. PES로 인해 농장의 탄소 저장량이 평균 

4.3%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이는 황폐한 목초지 내 수목이 증가하는 등 농장 내의 산림비율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2003~2007년 및 2007~2016년 기간 동안 PES 그룹의 농장은 

나무가 없거나 낮은 관목만이 존재하던 구조에서 규모가 큰 나무로의 수종교체 등 토지사용 

변화가 발생하였다. 프로젝트가 종료된 2007~2016년 기간의 지상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량 

증가도 프로젝트 기간인 2003~2007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PES 그룹의 탄소 저장량이 

대조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4>.

 

<표 4>  토지사용에서 지상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량 평균 변화: 코스타리카의 에스파르자

단위: MgCO2/ha

토지이용
2007 2016 변화(2016-2007*)

대조군 PES 대조군 PES 대조군 PES

황폐한 목초지 2,315.16 6,138.07 2,309.48 6,128.80 -5.68 -9.27

수목이 없는 천연 목초지 347.91 3,578.04 347.95 3,578.20 0.04 0.16

수목이 없는 인공 목초지 519.98 724.44 537.02 738.15 17.04 13.71

수목의 밀도가 낮은 천연 목초지 5,552.86 18,362.54 5,744.29 18,844.51 191.43 481.97

수목의 밀도가 낮은 인공 목초지 17,089.28 9,846.06 19,476.74 13,536.80 2,387.46 3,690.74

수목의 밀도가 높은 천연 목초지 6,141.75 10,256.24 6,297.33 11,345.77 155.59 1,089.53

수목이 밀도가  높은 인공 목초지 17,172.50 9,164.50 20,934.57 14,910.01 3,762.08 5,745.51

천이식물(Succession vegetation) 4,751.37 7,441.19 4,984.59 7,974.85 233.22 533.66

인공림 6,549.58 7,939.34 6,733.97 8,331.14 184.39 391.79

수변림(riparian forest)   148,410.4 231,793.3 149,823.9 233,869.4 1,413.52 2,076.01

2차 산림  292.47 7,427.32 345.22 7,769.13 52.75 341.81

2차 산림 천이지역 17,737.63 66,934.28 18,204.78 68,655.31 467.15 1,721.02

총 저장량 226,880.9 379,605.3 235,739.9 395,682.0 8,858.99 16,076.64

주: *는 2016년 저장량에서 2007년 저장량을 뺀 값을 나타냄. 

자료: Seok et al(2016), p.32. 

3.3.4. 경제적 영향 평가 

  2003년 프로젝트 이전과 2016년 프로젝트 이후의 경제적 효율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2003년 계측치에 따르면 PES를 지급받지 않은 대조그룹이 PES 그룹에 비해 더 나은 농장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의 2003년 운영비용 비율(OER)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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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한 결과 대조그룹은 33(±0.05), PES 그룹은 45(±0.05)로 나타나 대조그룹의 운용 효율

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을 살펴보면 두 그룹 모두 

1 이상의 값을 가지므로 축산농가 운영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임을 알 수 있다. 

<표 5>  경제적 지표변화: PES 그룹과 대조그룹 비교  

그룹 대조그룹 PES 그룹

연도 2003 2016 2003 2016

평균 농장 규모(ha) 56.87 ± 16.68 38.9 ± 4.94

목초지(ha) 38.1 ± 11.8 39.1 ± 2.39 26 ± 3.43 25.2 ± 3.24

보존지 면적(ha) 15.5 ± 4.06 15.6 ± 4.12 11.8 ±1.91 12.2 ± 2.05

경작지 면적(ha) 2.5 ± 1.35 1.5  ± 0.46 0.6 ±  0.14 1.3 ± 0.35

유제품 생산량 (kg/cow/day) 2.6 ± 0.49 2.9 ±  0.76 3.1 ± 0.37 3.3 ± 0.4

보유 가축 중 젖소의 비율(%) 61 ±  0.06 49 ± 0.1 58 ± 0.03 53 ± 0.05

판매한 가축의 수 15.11 6.83 13.13 7.9

가축 보유량 (AU*/ha) 1.25 ± 0.13 1.35 ± 0.11 1.24 ± 0.08 1.37 ± 0.08

현금유입(cash inflow) USD/ha 213.8 ± 42.68 655 ± 148.35 315.3 ± 61.46 562 ± 62.06

현금유출(cash inflow) USD/ha 53 ± 10.98 201.3 ± 44.2 94.7 ± 28.46 147.2 ± 22.57

순 수익(Net income) USD/ha 160.8 ± 38.44 453.7 ± 120.4 219.9 ± 56.94 415.1 ± 51.96

운영비용비율(OER) %** 33 ± 0.05 42 ± 0.05 45 ± 0.05 32 ±  0.03

비용/편익 비율(B/C Ratio) *** 1.2 ± 0.08 0.9 ±  0.03 1.4 ± 0.19 1.1 ± 0.37

주 1) * 은 AU(Animal Unit), 가축 단위를 의미함

    2) **은 운영비 수치가 낮을수록 관리 효율이 높음을 의미함

    3) ***은  프로젝트의 타당성이 부여되기 위해 해당 비율은 1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함 

자료: Seok et al(2016), p.19.

  2003년 PES 그룹의 농장은 평균적으로 가축의 58%를 젖소로 보유했으며 젖소 당 하루 

평균 우유 생산량은 3.1kg이다. 동시에 대조그룹 농장의 젖소 보유 비율은 전체평균 61%이

며 젖소 당 평균 일일 우유 생산량은 2.6kg이다. 지역의 육류가격 하락으로 인해 두 그룹 

모두 생산자의 판매 가축 두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2016년 PES 그룹의 단위당 유제품 

생산량은 2003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2016년 보유한 젖소의 비율이 2003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평가의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PES 그룹의 운영비용 비율이 2003년 45%에서 

 1) 총 투자 비용을 수입 또는 순 가치의 백분율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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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2%로 감소한 반면 대조그룹의 운영비용 비율은 2003년 33%에서 2016년 42%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PES가 지급된 농장의 운영비용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대조그룹에 비해 

농장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프로젝트 초기에는 대조그룹의 운영 

효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PES 농가의 운용 효율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 비율은 2016년 대조그룹에서 0.9, PES 그룹에서 1.1로 계측되어 

PES가 지급된 농장이 PES가 지급되지 않은 농장에 비해 더 많은 편익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PES의 지원을 받은 혼농임업 농장의 효율성이 더욱 증가한 것을 나타낸 

운영비용 비율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ES 그룹의 비용/편익 비율이 

2003년 1.4에서 2016년 1.1로 감소하였던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조그룹도 동기간 

1.2에서 0.9로 감소하여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농장의 유제품 생산을 위한 젖소의 

보유비율이 감소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젖소의 비율은 대조그룹의 경우 

12%, PES 그룹의 경우 6% 감소하였다. 이와 동일한 결과가 Dass(2016)의 연구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Dass(2016)의 연구는 축산 농장의 운영 방식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축 

보유 두수는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따라서 축산 활동으로 인한 수익성은 결국 감소함을 

보였다. 본 프로젝트에서도 2003년 130명의 농가가 참여하였으나 프로젝트 기간 동안 14%

가 농장을 팔거나 축산업 외 부가가치가 더 높은 활동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도시화, 경제발전 등으로 축산업 자체의 기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젊은 층에서 현저히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시간이 갈수록 신흥국에서의 축산업은 

결국은 사양 산업이 될 것임을 예측 할 수 있다. 그러나 혼농임업 구현을 위한 PES의 지급으

로 농장 관리 및 경제적 효율이 개선되는 등 기존의 축산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대조그룹과 PES그룹을 비교해 보면, 대조그

룹에 비해 PES 그룹의 젖소비율이 적개 감소한 점, 비록 감소 추세가 나타났지만 PES 그룹의 

비용/편익 비율은 2016년에도 여전히 1 이상을 기록하여 0.9를 기록한 대조 그룹에 비해 

프로젝트의 타당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은 2003년 PES를 지급받은 혼농임업 

농가가 PES를 지급받지 않은 전통적 축산 농가에 비해 더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PES와 연계된 혼농임업이 쇠퇴하는 전통 축산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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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문에서는 2002년과 2008년 사이에 실행된 “생태계 관리를 위한 통합 혼농임업

(Integrated Silvopastoral Approaches for Ecosystem Management)” 프로젝트에 따라 코스

타리카 에스파르자의 축산 농가에 지급된 환경 지불금(PES)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프로젝트

의 목표는 참여 농가에게 PES를 지급하여 전통 축산 방식 대신 혼농임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PES는 혼농임업 채택 

및 유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부 참여 농가들은 농장을 

매각하거나 축산 외 다른 활동으로 업종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농장경영을 지속하는 농가

들은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대체로 혼농임업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축산 활동이 환경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농장에 있는 생태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

며,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프트 론(soft loan) 등과 같은 다른 인센티브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 

  PES는 농장 내 토지 이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생산자들은 목초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가축들의 쉼터와 생울타리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프로젝트 종료 후인 2007년부터 2016년 기간에도 생산자들은 변경 사항을 

유지하고 목초지의 수목을 관리하거나 생울타리를 확장하는 등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혼농임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체로 농장의 수익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 이후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우유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농장이 

더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PES 수혜 농가 또한 때로는 축산 활동 유지를 위한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농장 내의 산림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다양성과 탄소 

저장이 증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아졌고, 이것은 농장의 비시장적 가치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PES와 연계된 혼농임업은 농장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환경적 가치 

증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쇠퇴하고 있는 전통 축산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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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혼농임업 현황과 정책

최 지 선 * 2)

  혼농임업은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전통적인 토지이용방식으로, 하나의 토지 이용단위에

서 목재 생산,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등을 병행하는 토지이용체계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혼농임업을 실행하는 

토지면적은 약 10억 ha이며, 약 12억 명 이상이 종사한다. 가나, 브라질 등 열대지방에서는 

코코아 혼농임업,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숲에서 소를 방목하는 혼목임업이 발달하였다.

  유럽에서도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고유한 혼농임업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대표적으로 이

베리코 흑돼지를 생산하는 스페인의 데헤사(Dehesas)가 있는데, 코르크 참나무 (Quercus 

Suber)가 심겨진 초지에서 돼지를 방목한다. 이 외에도 중앙 유럽에서는 과수원에 농작물을 

심거나(Streuobst), 스웨덴 등 한대림 지역에서는 순록을 목축(Reindeer husbandry)하는 

등 다양한 혼농임업 체계가 확립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로 농림업이 현대화와 집약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혼농임업 체계가 사라졌다. 일례로, 프랑스, 영국, 아일랜

드, 독일 북부 등 목축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초지나 농지 경계선을 따라 나무를 식재하여 

구획을 나누는 보카지(Bocage)를 흔히 볼 수 있었으나, 농지가 대규모화 되면서 그 면적이 

줄어들었다. 최근 들어서는, 혼농임업이 제공하는 생물다양성 보호, 토양 침식 방지, 공기 

정화 등 환경적 편익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농업·환경·개발경제학과 박사과정 (choi.1546@osu.edu)

본고는 유럽의회조사처(EPRS)에서 작성한 “Agroforestry in the Eurpean Union”과 AGROFORWAD에서 발간한 

“Current Extent and Trends of Agroforestry in the EU27”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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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농임업이란

  혼농임업은 대체적으로 하나의 토지이용단위에서 임목과 농작물 또는 임목과 가축을 함

께 키우는 활동을 의미하며, 주요 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FAO는 혼농임업을 “농작물 또는 가축을 기르는 하나의 토지 이용단위에 의도적으로 

다년생 목본류(교목, 관목, 팜류, 대나무류 등)를 키우는 토지이용체계와 기술을 총칭”

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기존 농지와 농업 경관에 나무를 통합하여 토지이용자들이 

누리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다양화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생태적 원리에 

기반을 둔 자연자원관리 방안의 하나로 본다.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혼농임업 관련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혼농

임업을 “농작물 또는 가축을 기르는 하나의 토지 이용단위에 의도적으로 다년생 목복

류를 통합하는 토지이용체계”로 “남은 토지에 임목과 임지를 조성할 의도가 없어”야 

한다고 정의한다. 더불어 농경지에 심겨진 나무는 “방목이나 간작이 가능하도록 나무 

한그루씩 열(rows) 또는 그룹(groups)을 이루어 배열”되어야 한다고 정의한다.

❍ 유럽연합에서 추진했던 혼농임업 연구 프로젝트인 AGFORWARD(AGroFORestry that 

Will Advance Rural Development, 2014~2017)에서는 혼농임업을 “토지에서 생산되

는 생태적, 경제적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작물 또는 가축 생산시스템에 목본류 

식물(나무, 관목)을 의도적으로 통합하는 토지이용체계”로 정의한다.

  모든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혼농임업 체계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임을 강조한다.

2. 혼농임업 체계 유형

  혼농임업 체계는 구성 요소(components), 토지의 주용도(predominant land use), 공간  구성

(spatial arrangements), 시간 구성(temporal arrangements), 농업생태적 측면(agroecological), 

사회경제적 측면(socio-economic and management level), 생태계 기능(function) 등을 기

반으로 유형을 분류한다. 



유럽 혼농임업 현황과 정책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67

분류 기준 예시

구성 요소 작물, 교목, 관목, 초지, 동물, 양식 등

토지의 주용도 농업, 임업 등

공간 구성
고밀도 혼합 농업(집 정원 등), 저밀도 혼합농업(초지+입목 등), 

경계선(나무가 토지 구획 경계선을 따라 배열)

시간 구성 동시에 심기(overlapping), 따로 심기(separate) 등

농업생태적 측면 열대성 기후, 한대성 기후, 건습도, 땅높이 등  

사회경제적 측면 기술 투입량, 상업화 정도(자급자족, 상업농) 등

생태계 기능
공급(식품, 사료, 연료 등), 지지(서식지, 영양소 순환 등), 조절(기후 조절, 홍수 

및 가뭄 예방, 수질 정화 등), 문화(휴양, 조경 등)

<표 1>  혼농임업 체계 분류 기준

자료: AGFORWARD(2015), p.6.

  혼농임업 체계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은 대체로 비슷하나,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유엔세계

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혼목임업(silvopastoral), 순혼농임업(silvoarable), 혼농축임업

(agrosilvopastoral)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혼목임업은 임지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초지에 나무를 심어 가축과 목재를 함께 생산한다. 순혼농임업은 임지에 농작물을 심거나, 

농지에 나무를 심어서 농작물과 목재를 함께 생산한다. 혼농축임업은 혼농임업과 혼목임업

이 합쳐진 형태로, 임지에서 목재, 농작물, 가축을 함께 생산한다.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서는 혼목임업, 순혼농임업, 산림농장(Forest farming), 

생울타리(Hedgerows), 방풍림(Windbreaks), 수변림(Riparian buffer strips), 정원 등을 혼농

임업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AGFORWARD는 혼농임업 체계를 <그림 1>과 같이 유형화한다. 혼농임업 체계는 고소득 

임목 시스템(High value tree system), 임목-농작물 시스템(Agroforestry for arable farms), 

임목-가축 시스템(Agroforestry for livestock farms), 자연·문화적 가치가 높은 혼농임업

(Agroforestry of high nature and cultural value) 등 네 가지로 나뉜다. 고소득 임목 시스템

은 나무를 심은 공간에 농작물 재배나 방목을 겸한다. 고소득 나무의 종류는 <표 2>와 같다. 

이에 반해, 임목-농작물 시스템과 임목-가축 시스템은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키우는 

농축산업인들이 같은 토지 이용단위에 나무를 심는 형태이다.1) 자연·문화적 가치가 높은 

 1) 유병일과 성규철 (2000)는 혼농임업과 혼목임업은 목재를 생산하는 임지에 농작물을 생산하거나 가축을 사육 또는 방목하는 

시스템을, 임목-농작물 시스템, 임목-가축 시스템은 농업, 축산업이 주가 되면서 나무를 부가적으로 키우는 시스템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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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농임업은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혼농임업 시스템을 의미하며, 보통 두 가지 

이상 유형이 혼합되어 있다(AGFORWARD, 2015). 실제 혼농임업 체계를 보면, 하나의 유형

에 국한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을 겸한다.

<그림 1>  혼농임업 체계 유형

자료: AGFORWARD(2015), p.7.

<표 2>  고소득 나무 종류와 기능

고소득 나무 종류 예시

과일 나무 사과, 배, 복숭아, 살구, 자두, 무화과, 퀸스(quince) 등 열매

올리브 나무 올리브, 올리브 오일, 목재, 연료

야생 체리 열매, 목재, 나무껍질

호두 호두, 목재, 연료

우산소나무(Italian stone pine) 열매, 목재, 연로, 송진, 목재칩

밤 열매, 목재, 타닌, 연료

홀름 오크(Holm oak) 코르크, 목재, 사료용 열매, 사료용 잎, 타닌

캐롭(Carob) 열매(콩) 식용, 사료용

자료: AGFORWARD(2015), p.20.

다고 함. 유럽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임목-농작물 시스템, 임목-가축 시스템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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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목-가축 시스템

(1) 포르투갈 몬타도(Montado): 떡갈나무 + 소, 돼지  (2) 스페인 데헤사(Dehesa): 떡갈나무 + 이베리코 돼지

○ 고소득 임목 + 농작물 시스템

(3) 스위스: 체리나무 농장 + 유기농 채소  (4) 그리스: 올리브 나무 + 곡물류, 콩과 식물

○ 기타

(5) 영국 Bocage: 초지 + 생울타리  (6) 스웨덴 Reindeer husbandry: 임지 + 순록

<그림 2>  EU 혼농임업 체계 예시

자료: (1), (3), (4), (6): AGFORWARD(2015), 

(2): https://dehesacasablanca.com/en/dehesa-casablanca-2/ 검색일: 2020.08.10.

(5): https://www.nationalgeographic.org/article/hedging-biodiversity/ 검색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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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농임업 현황2)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혼농임업이 시행되는 면적은 약 1,540만 ha으로, 전체 경지면적

(Utilized agricultural area)의 9%, 전체 국토의 3.6%이다(AGFORWARD, 2016). 혼농임업 

체계 유형으로 보면, 전체 1,540만 ha는 임목-가축 시스템 약 1,510만 ha, 고소득 임목 

시스템 약 105만 ha, 임목-농작물 시스템 약 35만 8,000ha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순록 

목축지(Reindeer husbandry)를 포함하면 혼농임업 면적은 약 5,200만 ha에 달한다. 

3.1. 고소득 임목 시스템

  고소득 임목 시스템 면적 현황은 <표 3>과 같다. 총 면적은 약 105만 ha로 전체 유럽 

토지면적의 0.2%를 차지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간작과 병행하는 면적(intercropped fruit, 

olive and nut tree area)은 약 22만 ha, 방목과 병행하는 면적(grazed fruit, olive and 

nut tree area)은 약 85만 ha이다. 고소득 임목 시스템 면적을 살펴보면, 스페인이 26만 

1,000ha로 가장 넓으며, 이탈리아 20만 2,000ha, 포르투갈 15만 4,000ha, 그리스 13만 

7,000ha 순으로, 대부분 지중해 연안에 분포한다. 고소득 임목-간작 시스템 면적을 보면, 

이탈리아 9만 ha, 스페인 5만 2,000ha, 포르투갈 3만 6,000ha 순이다. 고소득 임목-방목 

시스템 면적을 보면, 스페인 21만 7,000ha, 그리스 12만 3,000ha, 포르투갈 12만 3,000ha, 

이탈리아 11만 6,000ha 순이다.

 2) 이 부분은 AGFORWARD(2016)에서 제공하는 현황 자료에 따라 작성됨. AGFORWARD(2016)은 Land Use/Cover 

Area fram Survey(LUCAS), Land Monotoring Survery, 참고 문헌 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AGFORWARD에

서는 네 가지 유형 중 고소득 임목 시스템, 임목-농작물 시스템, 임목-가축 시스템 현황 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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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소득 임목 시스템 면적 현황

단위: 1000 ha

국가명 국토면적(A)

고소득 임목 시스템(B) 전 체

간작(B.1) 방목(B.2) 
합계

(B.1+B.2)

비중(%)

(B/A * 100)

오스트리아 8,388 1.3 22.0 23.3 0.3 

벨기에 3,053 0.0 2.5 2.5 0.1 

불가리아 11,090 3.3 23.4 26.7 0.2 

키프로스 925 3.8 6.4 10.3 1.1 

체코 공화국 7,887 0.0 7.2 7.2 0.1 

덴마크 4,290 0.0 0.0 0.0 0.0 

에스토니아 4,523 0.0 0.0 0.0 0.0 

핀란드 33,843 0.0 0.0 0.0 0.0 

프랑스 54,397 5.7 53.9 58.2 0.1 

독일 35,713 0.0 35.8 35.8 0.1 

그리스 13,196 13.5 123.0 136.5 1.0 

헝가리 9,302 2.0 0.0 2.0 0.0 

아일랜드 6,980 0.0 0.0 0.0 0.0 

이탈리아 30,134 90.3 116.2 202.2 0.7 

라트비아 6,456 0.0 0.0 0.0 0.0 

리투아니아 6,530 1.7 6.7 8.4 0.1 

룩셈부르크 259 0.0 2.4 2.4 0.9 

몰타 32 0.0 0.0 0.0 0.0 

네덜란드 4,154 0.0 3.7 3.7 0.1 

폴란드 31,268 2.9 11.5 14.3 0.0 

포르투갈 8,909 36.4 122.7 154.2 1.7 

루마니아 23,839 6.7 73.5 80.1 0.3 

슬로바키아 4,904 2.0 0.0 2.0 0.0 

슬로베니아 2,027 0.0 3.8 3.8 0.2 

스페인 49,851 52.1 217.0 260.7 0.5 

스웨덴 43,858 0.0 2.0 2.0 0.0 

영국 24,853 0.0 14.2 14.2 0.1 

EU-27 합계 430,659 222 848 1,050 0.2 

자료: AGFORWARD(2016), p.15.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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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소득 임목 시스템 분포

주: 초록색은 고소득 임목–방목 시스템, 갈색은 고소득 임목–간작 시스템을 나타냄.

자료: AGFORWARD(2016), p.18.

3.2. 임목-농작물 시스템

  임목-농작물 시스템 면적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임목-농작물 시스템 면적은 35만 

8,000ha로 전체 유럽 토지면적의 0.1%를 차지한다. 토지용도별로 살펴보면, 농경지 22만 

2,000ha, 임지 13만 4,000ha, 교목이 드문드문 심겨져있는 관목지(Shrubland with sparse 

tree cover) 3000ha로 구성된다. 이 중 농경지는 앞서 언급한 고소득 임목 시스템과 간작이 

병행되는 토지이다. 농경지(고소득 임목 재배지)에서 행해지는 면적은 이탈리아 9만 ha, 

스페인 5만 2,000ha, 포르투갈 3만 6,000ha, 그리스 1만 4,000ha 순이다. 임지에서 행해지는 

면적은 스페인 6만 5,000ha, 포르투갈 4만 ha, 이탈리아 1만 6,000ha 순이다. 대표적으로는 

떡갈나무 숲에서 곡물과 가축을 함께 기르는 스페인의 데헤사(Dehesa)와 포르투갈의 몬타

도(Montado)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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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U 임목-농작물 시스템 현황

단위: 1000 ha

국가명
국토면적

(A)

농경지

(B)

임지

(C)

관목지

(D)

전 체

합계

(E=B+C+D)

비중(%)

(E/A)

오스트리아 8,388 1.3 0.0 0.0 1.3 0.0 

벨기에 3,053 0.0 0.0 0.0 0.0 0.0 

불가리아 11,090 3.3 0.0 0.0 3.3 0.0 

키프로스 925 3.8 0.0 0.0 3.8 0.4 

체코 공화국 7,887 0.0 0.0 0.0 0.0 0.0 

덴마크 4,290 0.0 1.2 0.0 1.2 0.0 

에스토니아 4,523 0.0 0.0 0.0 0.0 0.0 

핀란드 33,843 0.0 0.0 0.0 0.0 0.0 

프랑스 54,397 5.7 0.0 0.0 5.7 0.0 

독일 35,713 0.0 4.3 1.4 5.7 0.0 

그리스 13,196 13.5 1.7 0.0 15.2 0.1 

헝가리 9,302 2.0 0.0 0.0 2.0 0.0 

아일랜드 6,980 0.0 0.0 0.0 0.0 0.0 

이탈리아 30,134 90.3 15.8 0.0 106.1 0.4 

라트비아 6,456 0.0 0.0 0.0 0.0 0.0 

리투아니아 6,530 1.7 0.0 0.0 1.7 0.0 

룩셈부르크 259 0.0 0.0 0.0 0.0 0.0 

몰타 32 0.0 0.0 0.0 0.0 0.0 

네덜란드 4,154 0.0 0.0 0.0 0.0 0.0 

폴란드 31,268 2.9 0.0 0.0 2.9 0.0 

포르투갈 8,909 36.4 40.1 0.0 76.5 0.9 

루마니아 23,839 6.7 1.7 1.7 10.0 0.0 

슬로바키아 4,904 2.0 0.0 0.0 2.0 0.0 

슬로베니아 2,027 0.0 0.0 0.0 0.0 0.0 

스페인 49,851 52.1 64.8 0.0 117.0 0.2 

스웨덴 43,858 0.0 2.0 0.0 2.0 0.0 

영국 24,853 0.0 2.0 0.0 2.0 0.0 

EU-27 합계 430,659 222 134 3 358 0.1 

자료: AGFORWARD(2016),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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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U 임목-농작물 시스템 분포

주: 보라색은 고소득 임목, 초록색은 임지, 붉은색은 관목지(+입목)를 나타냄.

자료: AGFORWARD(2016), p.21.

3.3. 임목-가축 시스템

  임목-가축 시스템 분포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총 임목-가축 시스템 면적은 1,510만 

ha로 전체 유럽 토지면적의 3.5%를 차지한다. 토지용도별로 살펴보면, 농경지 85만 ha, 임지 

766만 ha, 관목지 178만 ha, 교목이 드문드문 심겨져 있는 초지(Grassland with sparse tree 

cover) 481만 ha로 구성된다. 임목-가축 시스템 면적을 살펴보면, 스페인 549만 ha, 그리스 

160만 ha, 프랑스 156만 ha, 이탈리아 130만 ha, 포르투갈 111만 ha 순으로 주로 지중해 

연안에 분포한다. 농경지(고소득 임목 재배지)에 시행되는 면적은 스페인 21만 7,000ha, 

그리스 12만 3,000ha, 포르투갈 12만 3,000ha 순이다. 임지에서 행해지는 면적은 스페인 

352만 ha, 포르투갈 80만 ha, 그리스 66만 ha, 프랑스 65만 ha, 이탈리아 62만 ha순이다. 

관목지에서 행해지는 면적은 스페인 59만 ha, 그리스 53만 ha, 이탈리아 24만 ha 순이다. 

초지에서 행해지는 면적은 스페인 116만 ha, 프랑스 75만 ha, 루마니아 67만 ha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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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EU 임목-가축 시스템 현황

단위: 1000 ha

국가명
국토면적

(A)

고소득 

임목

(B)

임지

(C)

관목지

(D)

초지

(E)

전 체

합계
비중

(%)

오스트리아 8,388 22.0 92.1 6.5 37.6 158.2 1.9 

벨기에 3,053 2.5 6.2 0.0 34.9 43.7 1.4 

불가리아 11,090 23.4 167.0 91.8 584.4 866.5 7.8 

키프로스 925 6.4 12.2 12.2 12.8 43.6 4.7 

체코 공화국 7,887 7.2 31.5 0.0 7.2 45.8 0.6 

덴마크 4,290 0.0 8.7 1.2 5.0 14.9 0.3 

에스토니아 4,523 0.0 8.2 0.0 6.2 14.4 0.3 

핀란드 33,843 0.0 143.1 5.0 10.0 158.1 0.5 

프랑스 54,397 53.9 648.4 106.4 749.2 1,557.9 2.9 

독일 35,713 35.8 116.0 10.0 95.9 257.7 0.7 

그리스 13,196 123.0 655.7 534.3 288.2 1,601.2 12.1 

헝가리 9,302 0.0 12.0 2.0 22.1 36.1 0.4 

아일랜드 6,980 0.0 94.2 24.0 106.2 224.4 3.2 

이탈리아 30,134 116.2 622.4 235.2 329.8 1,303.6 4.3 

라트비아 6,456 0.0 13.1 0.0 10.2 23.4 0.4 

리투아니아 6,530 6.7 10.1 0.0 20.1 36.9 0.6 

룩셈부르크 259 2.4 2.4 0.0 2.4 7.2 2.8 

몰타 32 0.0 0.0 0.4 0.0 0.4 1.3 

네덜란드 4,154 3.7 9.3 3.7 11.1 27.8 0.7 

폴란드 31,268 11.5 37.3 1.4 47.3 97.5 0.3 

포르투갈 8,909 122.7 799.1 43.7 139.7 1,105.1 12.4 

루마니아 23,839 73.5 93.5 41.7 669.5 878.2 3.7 

슬로바키아 4,904 0.0 20.0 4.0 18.0 41.9 0.9 

슬로베니아 2,027 3.8 17.5 7.5 27.5 56.3 2.8 

스페인 49,851 217.0 3,520.0 589.0 1163.9 5,490.0 11.0 

스웨덴 43,858 2.0 279.7 9.8 172.1 463.6 1.1 

영국 24,853 14.2 243.4 50.7 239.3 547.6 2.2 

EU-27 합계 430,659 848 7,663 1,781 4,811 15,102 3.5 

자료: AGFORWARD(2016),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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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U 임목-가축 시스템 분포

주: 보라색은 고소득 임목, 초록색은 임지, 붉은색은 관목지,  갈색은 초지를 나타냄.

자료: AGFORWARD(2016), p.24.

3.4. 종합

  전체 혼농임업 현황은 <표 6>과 같다. EU 27개국의 혼농임업 면적은 총 1,540만 ha으로, 

전체 경지면적의 9%, 전체 국토의 3.6%이다. 국가별 혼농임업 면적을 살펴보면 스페인 558

만 ha, 그리스 162만 ha, 프랑스 156만 ha, 이탈리아 140만 ha, 포르투갈 117만 ha, 루마니

아 89만 ha 순이다. 국가별 경지면적 대비 혼농임업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키프로스 40%, 포르투갈 32%, 그리스 31%, 스페인 24% 순이다. 

  혼농임업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그림 7>과 같다. 혼농임업이 밀집된 지역은 포르투

갈 남부, 중부, 북동부, 스페인 남서부, 중부, 북부, 프랑스 남부, 그리스 중부, 북동부, 불가리

아 중부, 남부, 루마니아 중부 등이다. 이러한 지역은 혼농임업이 넓은 지역에 걸쳐 연결되기 

때문에 생태적, 심미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자연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혼농임업’이 주로 

이 지역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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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EU 혼농임업 현황

단위: 1000 ha

국가명
국토면적

(A)

농경지

(B)

혼농임업

(C)

비 중(%)

C/A C/B

오스트리아 8,388 2,878 160.8 1.9 5.6 

벨기에 3,053 1,358 43.7 1.4 3.2 

불가리아 11,090 4,476 869.9 7.8 19.4 

키프로스 925 118 47.5 5.1 40.1 

체코 공화국 7,887 3,484 45.8 0.6 1.3 

덴마크 4,290 2,647 16.2 0.4 0.6 

에스토니아 4,523 941 14.4 0.3 1.5 

핀란드 33,843 2,291 158.1 0.5 6.9 

프랑스 54,397 27,837 1562.2 2.9 5.6 

독일 35,713 16,704 263.5 0.7 1.6 

그리스 13,196 5,178 1616.4 12.2 31.2 

헝가리 9,302 4,686 38.1 0.4 0.8 

아일랜드 6,980 4,991 224.4 3.2 4.5 

이탈리아 30,134 12,856 1403.9 4.7 10.9 

라트비아 6,456 1,796 23.4 0.4 1.3 

리투아니아 6,530 2,743 38.6 0.6 1.4 

룩셈부르크 259 131 7.2 2.8 5.5 

몰타 32 11 0.4 1.3 3.5 

네덜란드 4,154 1,872 27.8 0.7 1.5 

폴란드 31,268 14,447 100.4 0.3 0.7 

포르투갈 8,909 3,668 1168.3 13.1 31.8 

루마니아 23,839 13,306 888.2 3.7 6.7 

슬로바키아 4,904 1,896 43.9 0.9 2.3 

슬로베니아 2,027 483 56.3 2.8 11.7 

스페인 49,851 23,753 5584.4 11.2 23.5 

스웨덴 43,858 3,066 465.5 1.1 15.2 

영국 24,853 16,882 551.7 2.2 3.3 

EU-27 합계 430,659 174,499 15,421 3.6 8.8 

주: 혼농임업 면적은 임목-농경지 시스템, 임목-가축 시스템에서 중복되는 면적(고소득 임목 시스템)을 고려함.

자료: AGFORWARD(2016),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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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혼농임업 분포 현황 <그림 7>  혼농임업 밀집 현황

자료: AGFORWARD(2016), p.27.  자료: AGFORWARD(2016), p.28.

3.5. 기타 혼농임업 체계

  이상에서 살펴본 혼농임업 현황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럽에서 전통 혼농임업 체계인 생울

타리, 순록 목축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5.1. 생울타리

  생울타리는 농지 또는 초지 경계선을 따라 심겨진 교목과 관목을 의미하며, 가축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거나 바람을 막아 토양 침식을 방지한다. 생울타리는 가로수(Avenue trees), 

구과식물 생울타리, 관리된 생울타리, 방치된 생울타리 등 4가지 종류로 분류해 조사하였으

며, 가로수를 제외하면 높이가 3m 미만인 생울타리만 포함하였다. 전체 생울타리 면적은 

약 178만 ha로, 전체 유럽 토지면적의 0.42%를 차지한다. 생울타리 종류를 살펴보면, 가로수 

77만 ha, 구과식물 생울타리 1만 2,000ha, 관리된 생울타리 42만 1,000ha, 방치된 생울타리 

57만 8,000ha이다. 국가별로 생울타리 면적을 살펴보면, 프랑스 60만 ha, 영국 24만 ha, 

이탈리아 17만 ha, 폴란드 11만 ha, 아일랜드 11만 ha 순으로 분포한다. 생울타리가 국토면

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아일랜드 1.6%, 영국 0.98%, 벨기에 0.98%, 프랑스 

0.9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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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U 생울타리 분포

 

주: 왼쪽은 생울타리 면적(ha)을, 오른쪽은 국토면적에서 생울타리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빨간색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남색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자료: AGFORWARD(2016), p.34-35.

3.5.2. 순록 목축업

  순록 목축업은 원주민들이 전통생활 방식으로 유럽 한대지역과 아북극지역 삼림-초지 

지대에서 행해져왔다. 삼림을 구성하는 주요 수종은 털자작나무(Betula pubescences)와 구

주소나무(Pinus sylvestris)이다. 목축지 면적은 노르웨이 약 1600만 ha, 스웨덴 약 1400만 

ha, 핀란드 약 1100만 ha 순이나, 순록 개체 수는 핀란드가 가장 많다. 순록 개체 수는 

1970년대부터 점차 증가하여 1989년과 1991년에 정점에 달했으나, 그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9>  순록 목축지 분포

자료: AGFORWARD(2015),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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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혼농임업 관련 정책

4.1. 공동농업정책과 혼농임업3)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서는 2005년부터 혼농임업이 제

공하는 사회적, 생태적 편익을 인정하였다. 시대별 CAP의 혼농임업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CAP 2007-2013에서 혼농임업은 제 1기둥, 제 2기둥 모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다뤄졌

다.4) 농업 직불제 정책에서는 혼농임업을 토지 내 나무의 배열(tree alignments)에 국한하여 

정의하여, 혼농임업 토지가 직접 지불제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농촌개발정책에서는 각 

회원국가에서 세운 농촌개발계획 중 산림관련 정책을 통해 혼농임업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회원국가에서 혼농임업을 다양한 임업 활동의 하나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보다는, 나무 식재

에 대한 지원에 그쳤다.

  CAP 2014-2020에서도 혼농임업을 생태계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방법의 하나로 인정하며, 제 1기둥, 제 2기둥 모두에서 지원한다.

  제 1기둥인 농업 직불제에서 농가는 교차준수 의무(cross compliance)와 녹색화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기본 직불금(basic payment)와 녹색화 직불금(greening payment)를 받

게 된다. 기본 직불금 대상이 되는 경지는 헥타르당 입목수가 100그루 이하여야 한다. 한편, 

교차준수 의무와 녹색화 의무에서는 토지의 생태적 기능과 경관 유지를 위해 해당 경지에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심고 관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의무 조건에 의해 관리되는 나무는 100그

루 이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하여 보면, 관행적 농업을 수행하는 농가의 경우는 

교차준수 의무와 녹색화 의무를 통해 필지에 어느 정도 나무를 식재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이미 교차준수 의무와 녹색화 의무를 충족하는 혼농림에는 입목 상한선 규정이 다양한 혼농

림 시업체계를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제 2기둥인 농촌개발정책에서는 산림 및 임업 정책에서 혼농임업을 지원한다. ‘산림 지역 

개발 및 투자’(Article 21)에 따라 혼농임업 체계 조성비용은 최대 80%까지, 유지비용은 

 3) 4.1장은 López-Díaz (2020) ‘EU support for agroforestry farmers’을 바탕으로, 현행 CAP 부분은 석현덕 외 (2016) 

중 ‘EU 공동농업정책과 혼농임업’, 미래 CAP 부분은 European Commision(2019)를 참고하여 작성됨.

 4) EU의 공동농업정책은 크게 두 기둥(Pillar I, Pillar II)로 구성됨. 제 1기둥은 농업 직불제 관련 정책을, 제 2기둥은 농촌개발

정책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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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른 기후, 환경, 농업 관련 정책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AGFORWARD는 현행 CAP이 혼농임업에서 제공하는 생태적 서비스를 명확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나, 정책 전반적으로 혼농임업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복잡하

고, 제 1기둥과 제 2기둥 정책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교차준수의무 등 농업 직불제 관련 정책, 농촌개발정책에서 혼농임업과 관련된 규정을 

단순화해야 한다. 또한 농가 교육 등을 통해 농가들이 혼농임업 체계를 배우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CAP post 2020 개정안에서는 EU가 정한 정책수단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

하기보다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CAP 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 전략계획은 CAP에서 추구하는 9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담고 있다. 

이 중 세 가지 목표는 기후, 환경 부문과 관련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린 아키텍

처’(Green Architecture)라는 보조금 체계를 도입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9). 

�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립에 기여

� 지속가능한 발전과 물, 토양, 공기 등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촉진

�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계 서비스와 서식지 및 경관보호에 기여

<CAP 기후/환경 부문 목표>

  그린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그림 10>과 같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교차준수 의무와 녹색

화 의무를 ‘직불제 수혜조건’(Conditionality)으로 통합 및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제 1기둥과 

제 2기둥에서 면적 또는 가축두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농가 또는 토지 관리자는 

직불제 수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 1기둥의 ‘생태계획’(Eco-schemes)과 제 2기둥의 기

후·환경 정책은 각 정책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들을 지원한다. 

생태계획은 제 1기둥 농업 직불금 예산에서 지원하며, 각 회원국들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한다. 제 2기둥 농촌개발정책에서는 환경, 기후 및 기타 관리 서약(Environment, 

Climate and other Management commitments, AECM) 등 정책을 통하여 기후와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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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 토지이용활동을 하는 토지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혼농임업은 제 1기둥과 제 2기둥 정책 모두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 1기둥 생태계획에

서는 혼농임업 체계를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의 하나로 명시하여, 부가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기둥 농촌개발정책에서는 AECM(Article 65),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등 의무규정 준수로 불이익을 보는 지역(Article 67), 투자(Article 68), 지식 교환과 정보

(Article 68) 등 정책으로 혼농임업 체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림 10>  그린 아키텍처

자료: Lampkin 외(2020), p.12.에서 재인용함.

4.2. 그린딜과 혼농임업

  2019년 12월 유럽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다. 유럽 그린딜은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농식품, 생물다양성 등 6개 분야에서 정책대응 계획을 제시한다. 

특히, 그린딜은 농식품,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CAP에서는 회원국들이 전략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혼농임업 체계를 지속가능

한 농업활동의 하나로 인정한다.

  농식품 분야 주요 전략인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F2F)는 공정하고 건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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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 식품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농가가 생태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CAP 제 1기둥인 생태계획은 

F2F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정밀농업, 농업생태학(유기농업 포함), 혼농

임업, 탄소 농법(Carbon farming)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생물다양성 분야 전략인 ‘EU 생물다양성 전략 2030’(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은 

혼농임업이 사회와 생물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농촌개발정책의 일환으로 

혼농임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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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산업의 코로나19 영향과 전망

이 용 건 * 5)

1. 들어가며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0월 1일 기준 전 

세계에 3,382만 명의 양성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01만 명이 사망하였다. 코로나 발생 원인

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코로나를 「전쟁」과 같이 인식하는 견해가 증가하는 

등 세계 각 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는 2020년 10월 1일 기준 8만 3,563명이며, 최근에도 지속해

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학교 임시휴교, 외출 제한 등을 실시하였다. 게다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수출부진, 외식

수요 감소, 노동력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농업 및 식품산업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농촌지역사회 유지의 어려움, 가축질병 발생이나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식품산업·농업에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도 예산을 

1차와 2차에 걸쳐 보정하여 발표하였다. 2020년 1차 보정예산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수요 

감소와 외국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차 보정예산은 

농업경영에 대한 지원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 전망과 식품산업·농업에 관련된 

소비, 외식, 유통, 가격, 수입, 생산 현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With 코로나 시대’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전망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yglee@krei.re.kr)

본고는 일본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4월~5월 긴급사태 선포 시기를 주된 대상으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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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경제 전망

  일본은 2020년 1월 16일 1명의 코로나 양성 확진자가 발생한 후 2020년 3월 27일에는 

1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4월 초부터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긴급사태를 선언하였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긴급사태는 최초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로 선언되었으나, 5월 4일에 

긴급사태를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5월 15일부터 코로나 1일 발생이 50명 전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5월 25일에 긴급사태 해제를 선언하였다.

  5월 말부터 7월 초에는 1일 코로나 양성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를 유지했으나, 7월부터 

코로나 양성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8월 7일에는 1일 확진자가 1,595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10월 현재까지도 1일 500명 전후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코로나 발생은 두 차례에 걸쳐 급증했으며, 기간별로 1기와 2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기는 3월 말부터 5월 초로 이때의 1일 최대 확진자는 708명까지 증가하였다. 2기는 

6월 말부터 현재까지이며, 1일 확진자가 최대 1,595명까지 증가한 뒤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10월 현재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2020년 10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는 8만 3,563명, 사망자는 1,571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10월에도 1일 272명~66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1)

<그림 1>  일본의 일일 코로나 양성 확진자 발생 현황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2020년 10월 1일 0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검사(PCR) 인원은 총 211만으로 코로나 확진자 8만 3,563명 중 일본 국내 

발생은 8만 2,597명이며, 해외유입은 966명임(일본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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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가 일본 총무성, 일본은행 등의 자료를 이용해 예측

한 일본경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2020년 GDP는 전년 대비 ▲6.5%로 마이너스 

성장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1년에

는 회복되나 전년 대비 +2.7% 성장으로 일본의 GDP 회복은 느릴 것으로 기대된다.2) 일본의 

2020년 3분기 GDP는 일부 국가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2분기 대비 성장해 1년 만에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나,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0년 하반기에도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 발생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경제활동 수준의 회복 속도는 느릴 것으로 전망되었다. 의료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제

활동이 다시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2021년에는 세계 각국에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연기되었던 도쿄올림픽의 개최로 여름철

에는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며, 올림픽 종료 후에는 성장세는 유지하나 성장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GDP의 과거 정점(2019년 3분기)으로의 회복은 빨라도 2024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3)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대규모 재정정책을 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감염 확대 

방지와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는 한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수요 감소로 디플레이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 

▲0.5%(소비세 인상 요인을 제외하면 ▲1.0%)로 4년 만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로 전망된다.

  4월에 발생한 기업 도산은 전국에 743건(전년 대비 15.1% 증가)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에서 코로나19 발생과 관련된 기업의 도산은 71건으로 집계되었다. 도쿄상공리서치에 의하

면 2020년 4월의 부채총계는 1,450억 엔(전년 대비 35.6% 증가)으로 8개월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가 2020년 6월에 공표한 일본 GDP 전망은 2020년 가을에는 코로나 발생이 수습될 것을 전제로 

하여 2020년 ▲5.0%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공표하였음. 그러나 2020년 하반기에도 코로나 발생이 지속되면서 8월 

공표에서 2020년 ▲6.5%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공표함.

 3)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의 6월 공표에서는 2022년 이후로 전망하였으나 8월 공표에서는 2024년으로 개정하여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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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전년 대비)

 실질 GDP  명목 GDP  GDP 디플레이터

자료: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8. 『2020~21년도 개정 경제 전망』.

<그림 3>  일본의 GDP 갭률과 주요 수요별 기여도

<평균 GDP 수준과 실제 GDP의 갭률> <실질 GDP 성장률과 주요 수요별 기여도>

자료: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8. 『2020~21년도 개정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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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발생이 식품산업에 미친 영향

3.1. 식품소비

3.1.1. 코로나19 발생이 식품소비에 미친 영향

  일본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2020년 1월 19일 이전)의 가계 소비지출은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가 인상4)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식품 소비지출도 같은 추이를 보였

다. 일본에서는 2020년 4월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5)하면서 가계 소비지출액 및 

식품지출액이 많이 감소하였다. 2020년 4월 소비지출액은 전년 대비 ▲16.2% 감소했으며, 

5월에도 전년 대비 ▲16.2% 감소하였고, 식품지출액도 4월은 전년 대비 ▲6.6% 감소, 5월은 

전년 대비 ▲5.4% 감소하였다.

  일본의 식품지출액 구성비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신선식품(곡류 포함)의 구성비는 점진

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반찬 등 조리식품의 구성비는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외식에 대한 지출액 비중이 많이 감소하였다.

<그림 4>  소비 및 식품지출 현황

<소비 및 식품지출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 <가계 소비에서 식품·외식지출액 구성비>

자료: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보고 – 각 월보』를 이용해 저자 작성.

 4) 일본의 소비세는 2019년 10월 1일부터 8%에서 10%로 인상됨. 다만,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경감세율 8%가 적용되는데, 

특정 품목은 ‘주류 및 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 ‘신문’임. 외식의 경우 식당에서 취식할 경우 소비세 10%를 적용하며, 포장 

및 배달할 경우에는 경감세율 8%가 적용됨.

 5)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2020년 3월 26일 이전까지는 1일 100명 이하를 유지했으

나, 3월 27일에 처음으로 1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4월 10일에는 1일 확진자가 708명으로 

2020년 상반기 중 최대를 기록함. 2020년 10월 1일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 최대는 8월 7일로 1일 1,595명이 확진자로 

판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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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식품에 대한 지출 중에서 유지·조미료, 주류, 육류, 곡류, 우유·계란

류에 대한 지출은 증가하였으나, 과자류와 외식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특히 

외식에 대한 지출액이 많이 감소하면서 전체 식품에 대한 지출액도 감소하였다. 2020년 

4월의 유지 및 조미료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21.6%, 주류는 20.0%, 육류는 19.7% 등으로 

지출액이 증가했으나 외식비 지출은 전년 대비 ▲65.7%로 대폭 감소하여 식품지출액 합계는 

전년 대비 ▲6.6% 감소하였다.

  언론매체 등에 따르면 2020년 2월 말 초등학교 등의 휴교 요청 직후 보존성이 높은 식품

(쌀, 파스타, 면, 냉동식품 등)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3월 중순에는 도쿄도 등에서 

외출 자제 요청이 있었으며 4월 초에는 긴급사태 선포 이후 가정에서 조리할 기회가 늘면서 

신선식품, 보존성이 높은 식품, 조리가 간편한 손질 채소 등의 수요가 높아졌다. 또한, 식재

료와 조리법이 세트로 구성되어 택배로 배송되는 밀키트(meal kit)6)의 이용도 증가하였다. 

가정 내 조리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량 구매, 택배 이용이 증가했으며, 요리 간편성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다.

<그림 5>  2020년 월별 식품 종류별 지출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3월     4월     4월     6월   

주: 그림 안의 숫자는 2020년 4월 수치임.

자료: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보고 – 각 월보』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6) 밀키트(meal kit)는 식사(meal) 키트(kit)라는 뜻으로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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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With 코로나(2020년 6월부터) 시대’의 식품소비

  <그림 6>은 「일본 유통경제연구회」에서 2020년 4월 22일에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후 구매를 늘리고 싶은 상품의 특성과 종류에 관해 웹사이트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냉동이 가능한 상품’과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이 긴 상품’,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상품’의 구매를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귀 

현상이나 사재기에 대한 우려와 외출 자제로 상품 구매 빈도가 줄어든 것을 배경으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상품이 선호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조사 결과 「대용량의 

상품」과 「도시락·반찬」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구매 의향이 높으며, 「소용량의 상품」은 연령

대가 높을수록 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새로운 생활양식”하에서 당분간은 가정 내 조리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보존성이 높고 조리가 간편한 상품 및 농산물의 수요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밀키트(meal kit)의 활용은 향후

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  코로나19 발생으로 구매를 늘리고 싶은 상품의 특성·종류

단위: %

 여성(n=959)     남성(n=917)     전체(n=1,876)

자료: 일본 유통경제연구회. 2020.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중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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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기침체로 소비자는 절약지향이 강해지지만 식재료 선정, 조리방법 습득 등을 

통해 가정 내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주목한 새로운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사례로 온라인으로 농축산물·식재료를 판매하고 있는 JA요코하마(요코하마 

농업협동조합)와 일본 최대 요리 레시피 사이트인 쿡패드(クックパッド)가 있다. 신선택배 

오이식스·라·다이치(オイシックス·ラ·大地)는 유명 요리사가 함께 제작한 밀키트를 판매하

면서 온라인으로 요리교실을 제공하고 있다. 야키니쿠점(카쿠노신, 格之進)을 경영하는 주

식회사 칸자키(門崎)는 국산 쇠고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온라인 미팅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가자에게 고기를 맛있게 굽는 비결 등을 지도하는 온라인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다<그림 7>.

<그림 7>  카쿠노신(格之進)의 온라인 강습회

자료: 카쿠노신(格之進) 홈페이지(https://kakunosh.in/).

3.2. 농산물 가격

3.2.1. 코로나19 발생이 과일 및 채소가격에 미친 영향

  2020년 4월 도매시장 가격(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을 평년(같은 달의 과거 5년 평균)과 

비교하면, 채소는 주로 외식에 이용되는 품목의 가격 하락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반면 가정

에서 이용 빈도가 높고 조리가 간편한 품목(배추, 피망, 양배추, 버섯류)의 가격은 상승하였다.

  과일은 외식이나 선물용 수요가 높은 품목(멜론, 포도)의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가정에서

의 이용 빈도가 높고 보존성이 좋은 감귤, 사과 등의 가격은 상승하였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주로 외식소비용으로 이용되는 농산물은 가격이 하락하고 가정소비용

으로 많이 이용되는 농산물은 가격이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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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과거 5년 평균과 비교해 2020년 4월 도매가격의 변동 폭이 큰 품목

단위: %

채소 과일

하락폭이 큰 상위 20품목 상승폭이 큰 상위 20품목 하락폭이 큰 상위 20품목 상승폭이 큰 상위 20품목

방풍나물 -81 배추 96 멜론(아스스) -35 밤 104

파드득나물 -77 팽이버섯 92 멜론(아무스) -32 사과(홍옥) 43

백합뿌리(ゆりね) -74 시메지버섯 47 멜론(프린스) -21 사과(부사) 37

꽃상추 -60 피망 39 포도(피오네) -17 사과(세카이이치) 30

두릅나무 -54 양상추(그린볼) 35 멜론(퀸시) -16 천혜향 28

적양파 -51 오쿠라 33 수박 -16 사과(조나골드) 23

적양배추 -51 잎새버섯 32 레몬 -13 사과(王林) 21

와사비 -51 토란뿌리 31 망고 -12 딸기(오마오우) 16

오이(모로) -50 새송이버섯 30 감귤(이요칸) -12 오렌지(하사쿠) 15

영귤(스다치) -49 부추 30 오렌지(네이블) -11 데코퐁(不知火) 14

양파 -47 양배추 28 블루베리 -10 하우스밀감 12

메루이(め類) -44 소송채 25 멜론(홈런) -10 딸기(베니홋패) 10

시소(오오바) -40 연근 23 수박(こだま) -10 딸기(치카호노카) 10

감자(男爵) -37 청대콩 22 감귤(河内晩柑) -9 딸기(도치오토메) 10

허브 -37 무순 20 멜론(貴味) -8 멜론(하네듀) 10

유자 -37 고추 18 무화과 -6 보통귤 9

고사리 -36 나도팽나무버섯 16 아보카도 -4 감귤(清見) 9

양배추 -35 청경채 16 멜론(안데스) -4 바나나 7

머위나물 -35 쑥갓 15 멜론(킨쇼) -3 파인애플 5

동아(冬瓜) -35 브로콜리 15 오렌지(발렌시아) -3 키위 4

자료: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 6(원자료: 도쿄도 도매시장 홈페이지).

3.2.2. 코로나 19 발생이 축산물 및 화훼가격에 미친 영향

  <그림 8>에서 2020년 1월 이후의 축산물 가격변화는 계란과 돼지고기는 가정 내 소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했으나, 닭고기(닭다리)는 외식수요(닭꼬치 등)의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축산물 중에서는 와규 쇠고기의 가격 하락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식, 결혼식 등의 행사 자제로 화훼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2020년 4월 도매가

격은 평년보다 2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85개 품목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3개 품목(튤립, 유채꽃, 나무쑥갓)으로 그 외 품목은 하락 폭이 컸다. 거래 수량도 평년 

대비 26% 감소해 생산 현장에서 폐기 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102 ∙ 세계농업 2020. 11월호

<그림 8>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축산물 및 화훼가격 변화

<축산물 가격 변화(2020년 1월=100.0)> <화훼가격 변화>

자료: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 6(원자료: 도쿄도 도매시장 홈페이지).

3.3. 외식·포장배달7) 산업

3.3.1. 코로나19 발생이 외식ㆍ간편식 산업에 미친 영향

  일본에서는 2020년 3월 상순부터 외식 및 포장배달업체의 예약 취소가 증가했으며, 일본

방문 관광객 수요나 환송영회 등의 연회 수요도 감소하였다. 「일본 푸드서비스협회」 조사 

결과 2020년 3월 외식업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83%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4월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 수준으로 더 많이 감소하였다.

  <그림 9>의 외식 업태별 2020년 4월 매출액은 패스트푸드점이 전년 대비 84%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다른 업태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적었다. 패스트푸드점 중에서 드라이브스루 

완비점이나 스마트폰 주문, 무현금 결제가 가능한 지점은 감염위험성이 낮으며 업소 내에서

의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한편, 선술집 등은 패스트푸드점에 비해 매출액의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술집 

매출액은 2020년 4월 전년 대비 8.6% 수준으로 많이 감소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방문포장

이나 배달 외에는 휴업을 실시하고 종업원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의 자택 대기를 실시

하였다. 시간을 단축하여 영업하는 업소는 소독·환기·좌석 간격 확보와 종업원의 체온검사·

마스크 착용 등 실시를 전제로 운영하였다. 

 7) 원자료 표기는 「중식, 中食」으로 집 밖에서 조리된 식품을 구입하여 포장 또는 배달 등으로 가정에서 먹는 식사의 형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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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외식산업 매출액과 방일 외국인 수 추이

<주요 업태별 외식산업 매출액의 전년동월비 추이> <방일 외국인 수 추이>

자료: 일본 푸드서비스협회(http://www.jfnet.or.jp/).   자료: 일본정부관광국.

3.3.2. ‘With 코로나19 시대’의 외식ㆍ포장배달 산업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시대의 일본에서는 가정식과 온라인 술자리가 정착하고 있다. 모임

이나 회식을 위한 외식은 관계자나 가족에게 그 모임이나 회식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야 

하므로 외식 빈도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지출 감소,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자의 저가격 선호, 소비세 경감세율(포장배달 8%, 외식 10%)에 의해 포장배달이 증가하

고 외식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재택근무의 정착으로 점심·포장배달 업체에 

대한 수요의 일정 부분은 상업지역에서 주택지역으로 이동이 전망된다. 한편, 일본방문 

관광객 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일본의 코로나19 근절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외식 및 포장배달 업체는 경비 절감을 위해 주요 비용인 원재료비·인건비·부동산 임대료

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외식시장 축소로 종업원의 일부는 타 산업에의 유출도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생활양식에 의한 좌석 배치 및 위생 대응으로 점포 효율이 저하되며, 소비자는 

무현금 결제(신용 지불 등)에 익숙해지고 있어 신용카드 계산대 설치도 진전되고 있다8).

  외식업소는 그 업소만의 특색과 독자성이 중요해졌으며, 설비 투자 비용이 적은 새로운 

업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업경력이 길어 자본을 축적한 기업이나 고용 인건비가 적은 

 8) 일본의 경우는 아직도 신용카드보다 현금거래의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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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손님 상대의 개인 사업주(비체인점)는 내구력이 있어 존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용 식자재의 유통에 있어서는 업태 불명 기업(이른바 사기업체)의 증가가 염려된다. 

과거 리먼 쇼크나 동일본 대지진 후에도 업태 불명 기업에 의한 피해가 급증한 경험이 

있어, 신규 거래나 전시회 상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3.3.3.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외식ㆍ포장배달 산업

  일본은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면서 생활·근무 스타일의 변화와 외식 빈도의 감소로 

외식의 이용 동기나 외식의 개념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는 위생·건강·안전·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3밀(밀폐, 밀집, 밀접)을 피하는 개인행동이 기본으로 정착하고 있다. 

저∼중위가격 업태에서는 1인 식사 대응, 개인 고객을 위한 업태가 늘어날 것이다. 한편, 

많은 고객 이용이 전제(대량 판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되는 업태는 퇴출이 진행될 것으

로 전망된다.

  점포의 효율 저하를 보충하는 포장배달, 케이터링(Catering), 밀키트(Meal Kit) 판매 등의 

필요성이 증대하며, 스마트폰 주문·무현금 결제 등과 셀프·자동화기기의 도입도 진전될 

것이다.

  한편, 빈도가 감소한 외식에는 이벤트성·특별성이 요구되고, 외식의 부가가치(식재료·산

지정보·문화·지역특성·엔터테인먼트성 등)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업태는 부활하지만, 접객 규모나 일본 방문 관광객 대응 전략이 아니라 

문화·개성을 즐기는 다양한 시대로의 전환이 전망된다.

  축소된 일본 외식산업의 회복은 더딘 가운데, 시장 성숙화나 인적 효율 등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의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점포에 대한 투자보다는 디지털화, 자동

화, 외식의 부가가치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With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업태가 확대될 것이

다. 외식산업의 디지털화 진전과 식재료의 가치정보 요구에 대한 생산·유통 대응 방향으로

는 1) 식문화를 뒷받침하는 식재료 생산 확보, 생산정보 제공, 유통비용 절감, 2) 산지정보의 

디지털화, 산지·물류·점포까지를 연결하는 유통정보 플랫폼, 3) 물류의 거점 정비·물류 규격 

통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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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통업계

3.4.1.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의 과제와 코로나 19 발생의 영향

  일본은 인구 감소로 식품소매업의 매출액은 한계점에 달했으며, 매출을 늘려오던 슈퍼, 

편의점은 고객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인력 부족에 의한 인건비 급등은 운영비를 상승시키

고 있다. 유통업태별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의 과제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영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과제

업태 코로나 19 발생 이전(~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2월 ~ 5월)

종합슈퍼

(하이퍼마켓)

ㆍ전문 사업자에 대응하여 식품사업의 지역 

분사화, 의료품 등 전문점의 분사화 등 업태 

해체적인 사업 재편에 착수

ㆍ디지털화 대응은 아직 미흡함.

ㆍ식품, 생활잡화 중심으로 집돌이 수요9)가 증가

했으나, 의류품 등의 판매 감소, 쇼핑센터의 휴

업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감소

ㆍ인터넷 판매, 인터넷 슈퍼는 대폭 증가

식품슈퍼

(슈퍼마켓)

ㆍ소비 침체·인구감소의 영향으로 매출은 

2018년 11월 이후 전년 대비 감소

ㆍ인구가  증가한 수도권의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

ㆍ종합슈퍼, 지역슈퍼의 통합, 제휴 움직임

ㆍ집돌이 수요에 의한 식품의 대량 구매, 원스톱 

쇼핑의 편리성 등에 의해 전년 대비 증가

ㆍ종업원 감염 대책, 낱개 판매 및 시식 중지, 사회적 거

리 확보, 셀프계산대 유도 등의 감염 방지책 실시

편의점

ㆍ인력부족과 기존점의 고객수 감소로 2018

년 상반기에 점포수 증가가 멈춤

ㆍ24시간 영업시간, 식품손실 등 문제 심화

ㆍ주택지역은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역세권, 관광

지, 상업지역은 매출이 감소해 전체로는 매출 

감소

드럭

스토어

(drugstore)

ㆍ최근 몇 년, 식품 강화, 조제 강화, 일본방문 

관광객 수요에 의해 매출 증가.

ㆍ업계 재편이 진전되어 상위 10사의 시장점

유율 70%

ㆍ제균제(除菌劑) 등 코로나19 특수로 2월 매출

은 전년 대비 +19.1% 대폭 증가, 3월에도 집돌

이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액 +7.5% 증가

ㆍ단, 일본방문 관광객 수요가 소멸, 외출 자제 등

으로 화장품 수요가 침체

생협

ㆍ생협의 2019년도 점포 공급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지만, 택배는 맞벌이 세대의 이

용이 뒷받침되어 0.1% 증가

ㆍ신규가입 신청이 급증해 3월 신선·가공식품·비식

품 판매가 증가로 전체 매출은 14.2% 증가.

ㆍ일부 상품에 품절·수량 제한 등으로 주문을 처

리하지 못하고, 배송 체제도 과부하 상황.

EC

(전자상거래)

ㆍB2C10)의 2018년 EC 시장 규모는 18조 엔

으로 EC화율11)은 6.2%. 단 식품은 2.6%에 

머무름.

ㆍ세븐넷 쇼핑의 3월 매출은 외출 자제로 서적, 게

임 등이 호조로 전년 대비 30.9% 증가.

ㆍEC몰·통신판매로 고령자층의 이용이 가속

도매시장

ㆍ도매물량이 감소하고 있어 도매시장의 활성

화가 과제임. 인력의 확보, 정온 도매장 등 

위생의 확보, 팔레트 이용 등 물류·거래 효

율화도 과제임.

ㆍ외출 자제 요청에 따라 외식용 고급 식재료(두

릅, 와규, 참치 등)와 연회용 화훼 가격 하락

ㆍ집돌이 수요가 견고하여서 가정소비용 식자재 

가격은 안정적(배추, 돼지고기 등)

운송업

ㆍ가혹한 노동조건으로 트럭 운전사가 만성적

으로 부족

ㆍ트럭 운전자는 손이 많이 가는 농산물의 수

송을 기피하는 경향

ㆍ생활필수품인 신선식품의 수송은 기존과 동일

하게 유지

ㆍ장거리 수송(B2B 등)이 급감하는 한편, 개별배

송(B2C)이 현저하게 증가.

자료: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 6.



106 ∙ 세계농업 2020. 11월호

3.4.2. ‘With 코로나 시대’에 유통업계의 변화 방향

  코로나 발생에 따른 일본의 사회·소비자 의식 변화에 따라 향후 유통업계는 변화가 요구

된다. 일본은 사회의식 변화에 따라 식품 손실과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지역 

내 순환과 공급망(supply-chain) 단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 의식 변화는 위생

에 대한 관심 고조로 비대면, EC(전자상거래)ㆍ택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득 감소

로 인한 절약의 생활화와 가정 내 조리가 증가하면서 간편조리 밀키트의 구입 증가, 스마트

폰을 이용한 간편조리 방법의 활용 증가 등 진행되고 있다.

  일본 유통업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 및 소비자의 의식 변화에 대응해 ① 비접촉을 

위한 셀프 계산대, 무현금 결제 도입 촉진 등 점포 효율화와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 등에 

대한 필요성 ② 더욱 강화되는 절약·간편화·건강지향 및 환경문제에 대응한 상품 조달·공급

력 강화 필요성 ③ EC·택배 이용 증가에 따라 물류업자의 노동 부하가 증대하고 있어 물류 

기능 효율화라는 종래부터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긴급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산물 유통에서 요구되는 변화의 방향은 물류의 효율화·고도화가 필요하다. 종래부

터 일관 팔레티제이션(palletization)12)의 철저 등과 함께 물류거점 정비 및 활용을 위해 

도쿄(오다시장) 집중 리스크의 분산과 지역 내 순환 구축의 관점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산물 공급망 전체에서 물류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물량과 수송 능력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연결을 통한 식품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발생 및 경험에 따라 생산자 지원, 식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구매 행동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3.5. 농산물 수출입

3.5.1. 코로나19 발생이 해상운송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일부 항만에서의 하역 지연으로 식육·유제품 등 냉동·냉장 상태로 

 9) 원자료 표기는 「히키코모리, 巣ごもり需要」로 직역하면 “둥지 속에 틀어박힌 수요”로 코로나 19 발생으로 가능한 한 외출하

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의미함.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비슷한 의미인 “집돌이 수요”로 번역함.

10) Business to Consumer의 약자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를 의미함. 반대의 의미로 기업 간 거래를 뜻하는 B2B가 있음. 

11) 전체 상품거래 중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 비율을 말함. 

12) 하물(荷物)생산시점에서 소비지점까지 일관하여 팔레트로 수송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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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운송하는 냉동컨테이너(Reefer Container)의 순환이 정체되어 유럽과 동아시아 간 

수송에 차질을 빚었다. 게다가 유럽 등의 해항(海港) 가동률 저하로 드라이 컨테이너(Dry 

container)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컨테이너선의 지연·감편과 수송비 상승이 발생하

였다. 5월 이후의 외식·식품용 수요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보관 시설의 재고와 수송 상황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5.2. 코로나19 발생이 항공운송에 미친 영향

  2020년 3월 중순부터 각 국에서의 공항 폐쇄, 여객편, 화물편의 대폭 감편이 시작되어, 

유럽과 남미로부터 대일 수산물 수출에 지장이 발생하였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원양 참치선

망선의 입항·선원 교대도 연기되었다. 일본 나리타(成田)국제공항의 수입 신선화물 취급은 

4월 5,962톤(전년 동월 대비 60.2% 수준)으로 많이 줄었다.

3.5.3. 코로나19 발생이 해외 산지에 미친 영향

  유럽은 2020년 3월 중순~5월 중순에 이동 제한 및 사업소를 폐쇄하였고, 동남아시아는 

4~5월 같은 조치를 시행하였다. 레스토랑 등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하여 유럽에서는 유제품 

재고 증가와 시장경기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5월 상순 시점에서, 미국의 식육·식품 공장의 약 200개소에서 감염이 확대되었다. 

종업원 간 간격 확보를 위해 가동률은 대폭 저하되었으며, 모든 식육·식품 공장이 재개해도 

가동은 생산 능력의 80%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산지의 축산물 

시장 상황은 침체했지만 도시 지역의 축산물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고 있다. 또한, 

향후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채소, 과일)에의 영향도 예상된다.

3.5.4.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입 실적

  일본의 2020년 상반기(1월~6월)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4,120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하였다. 일본은 「식료·농업·농촌 기본 계획 (2020년 3월 31일 각의 결정)」에서 

2030년까지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 목표를 5조 엔으로 공표하고 다양한 수출 촉진 정책

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2020년 상반기에는 2012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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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수출액이 감소하였다.

  한편 일본의 2020년 상반기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하였다.

<표 3>  농림수산물 수출입 현황

구분

2020년 6월 2020년 상반기(1월~6월) 누계

금액(억 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금액(억 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출

농림수산물
757

(687)

▲12.4

(▲2.9)

4,120

(3,728)

▲8.2

(▲2.9)

농축산물
513

(449)

▲0.0

(3.3)

2,917

(2,550)

1.8

(5.9)

임산물
34

(34)

▲1.9

(▲1.9)

172

(172)

▲10.8

(▲10.8)

수산물
210

(204)

▲33.6

(▲14.4)

1,031

(1,006)

▲27.9

(▲18.6)

※ 참고: 수출총액 48,624 ▲26.2 323,645 ▲15.4

수입

농림수산물 7,524 ▲3.2 44,349 ▲6.6

농축산물 5,512 1.1 32,122 ▲2.1

임산물 797 ▲16.8 5,109 ▲16.9

수산물 1,216 ▲10.8 7,118 ▲16.9

※ 참고: 수입총액 51,317 ▲14.4 346,077 ▲11.5

주 1) 추출액 (   ) 안은 주류, 담배를 제외한 금액임.

2) 수출총액은 광공업품도 포함한 모든 품목의 총계를 의미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3.6. 농업 및 식품 생산

3.6.1. 코로나19 발생이 농업·식품 생산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발생 및 지속에 따른 국내·외 출입국 제한 등으로 기능실습생 등 일본 방문이 

어려워져 농업부문은 인력 부족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한편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등에서는 

도산·업무축소에 따른 고용계약, 해고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업은 작업의 특성상 정해진 시기에 노동 투입이 필요하다. 인력부족으로 파종이나 수확 

작업의 지연은 농업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농산물 공급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시급한 대응

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현재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의 경계를 넘어 노동 공급의 조정이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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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정지 등으로 비농업분야에서 해고된 기능실습생 등이 일본에서 

고용을 지속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특례조치가 2020년 4월 발효되었다. 

농업에 고용 시에는 급여를 일본인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지급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다른 산업 종사자를 고용하여 지급 임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추가된 

임금의 지급에 「농업노동력 확보 등 긴급지원사업」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10>  일본의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대응

자료: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 6.

3.6.2. ‘With 코로나 시대’에 농업노동력 확보 방향

  일본에서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장기적으로 

농업부문에 위험 요소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인력부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었다. 2020년 3월 31일에 결정된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도 농업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 방침을 명기하고 있으며, 대응 방침의 실행

에도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의 수용(국적 변경)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농업부문에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안정된 후, 일본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즉시 확보할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다. 아시아 각국과의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있는 가운데, 일본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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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노동 절감 기술(생력화 기술)의 도입, 일본인 고용 확보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력이 부족한 원인을 

파악하여 현재의 생산, 출하·조정(상품규격·출하방법의 재검토 등), 물류, 판매의 각 단계에

서 노동력을 절감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택근무의 확대나 부업의 추진, 2020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지역조성 

사업추진법」의 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또한, 일본의 농협(JA)계통에서도 노동력 

확보를 위한 직업소개 사업이나 파견 또는 농작업의 위탁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 11>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2020년 3월 각의 결정)」의 노동력 대응에 관한 방침

자료: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 6.

4. 일본의 농정 동향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수출부진, 외식수요 감소, 노동력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의 문제도 심화ㆍ가속화

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농업부문은 생산과정에서는 인력 부족에 의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 외에도 주요 

농축산업 품목별로 낙농업은 3월부터의 학교 임시휴교나 긴급사태 선언 이후 영업용 수요 

감소 등으로 우유ㆍ유제품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와규 쇠고기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고 

증가 및 가격 급락으로 육용우 비육 경영체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편 화훼는 졸업식과 



일본 식품산업의 코로나19 영향과 전망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111

입학식, 결혼식 등의 취소로 매출이 대폭 감소하였다.

  2020년 일본의 농업부문 예산은 수출력 강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작물의 생산 지원, 

신규 취농 확보와 농업계승자에의 농지 집적ㆍ집약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일본은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농업정책의 긴급대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예산의 보정이 있었다. 2020년 

보정예산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수요 감소, 외국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1차 

보정)과 농업경영에 대한 지원 강화(2차 보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쌀, 우유, 밀가루 등 식량공급 정보를 지속해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

고 있으며, 「경영지속 보조금」을 통해 농축산업이나 식품산업 현장에 코로나 양성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식품산업ㆍ농

업부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림 12>  일본의 2020년 농업 관련 예산 및 보정예산

자료: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 6. 「코로나 재난에 있어서 식품 관련 산업에의 영향과 농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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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일본경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식품의 공급과 수요에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수요의 

회복 지연이 전망되며, 2019년 10월 소비세 증세의 영향에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지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본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영향은 2008년의 금융 

위기를 웃돌며 제2차 세계대전에 필적한다는 견해도 있어 경제·고용의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각 산업부문은 글로벌하게 분업을 전개하고 있는 공급망

(supply-chain)이 긴 산업, 노동집약적 산업, 서비스 산업이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

데 저소득층은 코로나19에 크게 피해를 입었으며, 코로나 양성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발생을 경험하면서 위생·건강·안전·환경에 대한 강

한 관심이 소비자에게 뿌리 깊게 남아 생활방식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생산과 유통은 

물류 시설의 집약·재편, 일관 팔레티제이션(palletization), 냉동·냉장 유통활성화, 공급망

(supply-chain)의 단축화, 역내 유통의 강화가 요구된다. 소비자의 위생·건강·안전·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산 농산물의 중요성이 재차 인식되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

는 가정 내 식사를 지원하는 손질 채소나 유명 요리사가 제작에 참여한 양념 등 부가가치를 

높인 밀키트 등에 대한 대응은 지금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일본의 국내시장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품질 농산물을 중심으

로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은 농업·식품생산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야 한다. 아시아 국가와의 임금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외국인 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을 포함한 다양한 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 방식의 재설계와 

「특정지역조성 사업추진법」 등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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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축산업 현황 및 

가축 질병 발생 동향과 대책

원 지 은 * 13)

1. 서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이하 베트남)은 인도차이나반도 

중부에 위치하고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경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33만 ㎢의 면적을 지니고 있다. 베트남은 공산당이 유일 정당인 사회주의 공화제 정부 형태

를 유지하고 있으나, 1986년 이래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채택하여 대외원조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등 실리적이고 능동적

인 경제·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사회경제발전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EDS)을 발표해왔다. 현재는 2011년 제11차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2011~2020년 

사회경제발전전략 추진 시기에 해당한다. 이 전략의 비전은 ‘2020년까지 1인당 GDP 3,200

달러 달성 및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진입’이다.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베트남은 

사회주의 시장경제구축을 위한 행정부 개혁,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혁신, 수송·도

시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에 힘입어 2019년 베트남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02%를 

기록해 당초 목표였던 6.8%를 넘어서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상반기 베트남 국가 GDP 성장률은 

지난 10년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인 1.81%를 기록하였다. 특히 농림수산업 부문은 수출 저조의 

영향으로 0.83%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촉연구원(jew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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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가 미치는 영향력은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

금과 세계은행은 2020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을 각각 2.7%, 4.9% 대로 전망하였으며, 베트남 

투자기획부는 팬데믹 통제 진전상황에 따라 3.6~5.2%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해외 여행객 증가 및 현지 소비자들의 소득 증대에 따른 서비스업 성장세

에 힘입어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전체 GDP 추정치인 6,037조 베트남 동(VND1)) 중 농림어업이 약 842조 

VND(13.9%), 건축업, 제조가공업이 2,082조 VND(34.5%), 서비스업이 2,514조 VND(41.7%), 

순생산물세가 599조 VND(9.9%)을 차지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까지 농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수출용 섬유 제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채택하고 부품, 소재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국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

업 지원, 국영기업의 민영화 가속화 등 민간기업 성장 환경 조성 및 기업육성정책을 적극적

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인구 중 약 63%가 농촌에 거주하며 34.5%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베트남

의 국가 특성상,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선진화된 농업 부문 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베트남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연평균 농림수산업 GDP 성장률 

3.5~4.0%, 연평균 농림수산물 수출액 성장률 5%를 달성한다는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축산업의 경우 내수시장의 수요증가에 

발맞추기 위해 생산 단계부터 유통 단계에 걸쳐 전방위적인 국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초국경 동물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베트남은 가축 질병의 온상(hotspot)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향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축산업의 현황과 주요 국가 발전전략

에 대해 살펴본다. 이후 베트남 축산업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축 질병 발생 동향과 

대응 방향을 알아본 뒤, 최종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1) Vietnamese Dong, 1 VND=0.05원(2020년 10월 2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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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축산업 현황 

2.1. 축산업 일반 현황

2.1.1. 생산 현황

  베트남의 축산업은 소규모 축산농가 위주의 생산구조에서 점차 집약적, 대규모 농장 운영 

형태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상황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베트남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림어업 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마리 이상의 돼지를 키우는 농장의 수는 2011년 1,760

곳에서 2016년 6,120곳으로 증가하였고, 3,000마리 이상의 닭을 키우는 농장의 수가 2011년 

2,058곳에서 2016년 2,653곳으로 증가하는 등, 주요 축종을 중심으로 축산농가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하고 질 좋은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육방식 개선에 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베트남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제도(Vietnamese Good Agricultural 

Practice: VietGAP)를 통해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보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 생산, 수확, 가공 절차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축산업 부문에서는 현재 가금류, 

젖소, 돼지, 꿀 등의 생산품에 대한 기준 및 인증 절차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VietGAP 

절차를 준수하여 생산된 축산물은 대형유통매장을 이용하는 도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

에 힘입어 비인증상품에 비해 높은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점차 동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는 고품질 생산물의 시장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베트남 육류소비량 및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베트남 축산물 생산 및 공급량

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소규모 농가 위주의 축산업 구조, 축산물 생산의 

전·후방산업인 동물 사료 산업 및 신선유통 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 낙후한 도축 시설과 

도축 기술, 가축질병 관리시스템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베트남 내 육류 수요 충족을 위해 절대적인 축산물 생산량 및 축산농가 수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인다. 베트남의 축산업 생산액은 2017년 기준 전체 농업 생산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준 년도(2014-2016) 대비 축산물 생산 규모의 변화를 보여주는 FAO의 

축산물 생산지수(Livestock Production Index)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여 2018년에는 

113.13을 기록하였다. 

  베트남 내 전체 축산농장 수는 2011년 6,267곳에서 2019년 20,310곳으로 약 3.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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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는데, 동기간의 작물 재배 농장 수는 8,635곳에서 8,420곳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양어 농장 수는 4,440곳에서 2,328곳으로 절반 수준의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과 비교하면 

베트남 축산업의 약진세를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다. 

<그림 1>  축산물 생산지수(Livestock Production Index, 2014-2016=100)

자료: FAOSTAT 웹사이트 (http://www.fao.org/faostat/en/#data/QI).

  2019년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 연보에 따르면 베트남의 주요 가축 사육 마릿수는 

물소 239만 마리, 소 606만 마리, 돼지 1,962만 마리, 가금류 4억 8,110만 마리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10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돼지 사육 마릿수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약 7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2019년 초부터 베트남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의 영향이다.

  한편 심각한 ASF 확산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돼지를 사육하던 축산농가

들이 사육 축종을 변경하면서,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생산주기가 짧으며 사료요

구율(Feed Conversion Ratio: FCR)이 낮은 가금류의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가금류 사육 마릿수는 2018년 4억 900만 마리에서 2019년 4억 8,110만 마리로 증가하여 

11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물소와 소의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각각 98%, 104%의 

변화율을 보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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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베트남 가축 사육 마릿수 변화(2010-2019)

단위: 천 마리(물소, 소, 돼지), 백만 마리(가금류)

시기

축종

물소

(Buffaloes)

소

(Cattle)

돼지

(Pigs)

가금류

(Poultry)

2010 2,877.0 5,808.3 27,373.3 300.5

2011 2,712.0 5,436.6 27,056.0 322.6

2012 2,627.8 5,194.2 26,494.0 308.5

2013 2,559.5 5,156.7 26,264.4 317.7

2014 2,521.4 5,234.3 26,761.4 327.7

2015 2,524.0 5,367.2 27,750.7 341.9

2016 2,519.4 5,496.6 29,075.3 361.7

2017 2,491.7 5,654.9 27,406.7 385.5

2018 2,425.1 5,802.9 28,151.9 409.0

2019* 2,387.9 6,060.0 19,615.5 481.1

주: *2019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9).

  주요 축산물 생산량 변화도 사육 마릿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아래 <표 2>를 보면, 

2010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돼지고기 생산량이 2019년에는 전년도의 약 86% 수준

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돼지고기의 대체재인 가금류를 비롯하여, 축산물로 

분류되는 계란, 꿀 등의 상품은 일제히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쇠고기 생산량도 다른 품목에 

비해 비율이 높지 않지만,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표 2>  축산물 생산량 변화(2010-2019)

구분 단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물소(생체 중량)

천 톤

83.6 85.8 86.6 88.0 92.1 94.5

소(생체 중량) 278.9 299.7 308.6 321.7 334.5 355.3

돼지(생체 중량) 3,036.4 3,491.6 3,664.6 3,733.3 3,873.9 3,328.8

가금류(도계 중량) 615.2 908.1 961.6 1,031.9 1,097.5 1,302.5

원유 백만 리터 306.7 723.0 795.1 881.3 934.8 986.1

계란 백만 개 6,421.9 8,874.3 9,446.2 10,637.1 11,645.6 13,278.9

꿀 톤 11,944.4 15,478.1 16,530.0 18,755.2 20,414.8 21,847.3

누에고치 톤 7,106.5 6,542.9 6,924.2 7,354.6 8,144.9 11,854.9

주: *2019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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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은 중국과 더불어 ASF의 영향이 가장 큰 국가로, 2019년 2월 첫 발생 신고 이후 

2019년 한 해 동안 베트남 총 돼지사육 마릿수의 약 23%인 590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다. 

ASF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양돈 농가의 사육 축종 

전환(닭, 오리, 소, 타조 등)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4월 기준 베트남 내 최대 

돼지 사육지역인 동나이 성은 돼지 사육 마릿수가 20%가량 줄었고, 가금류와 암소 사육 

마릿수가 전년 대비 각각 6.8%, 3.1% 증가하였다. 

  베트남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9월까지의 돼지 사육 마릿수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3.6%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ASF가 

베트남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OECD와 FAO가 

발간한 2020-2029 농업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이 2025년이 되어서야 2018년 돼지고

기 생산량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축, 축산물, 사료의 수출입 공급망

에 지장이 발생함에 따라, 베트남 축산농가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혔다. 베트남 세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 동물 사료 및 관련 물품의 수입액은 2억 2,2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하여 41.6%나 하락하였다. 만일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식품 

및 외식 시장 위축 시, 축산농가의 운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1.2. 시장 현황

  베트남의 축산물 내수시장은 인구 성장 및 생활 수준 향상, 도시화 가속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육류 시장 

규모는 4백만 톤으로 2014년부터 연평균 2.9%의 성장률을 보여왔으며, 동기간 소매시장 

육류 매출액은 연평균 15.5%, 육류 유통량은 연평균 3%의 증가세를 보였다<그림 2, 

그림 3>.

  이러한 성장세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동물 단백질 수요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베트남은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등 모든 종류의 육류 제품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이 특정 육류의 섭취를 금지하는 종교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문화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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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베트남 육류 시장 규모(2014~2018년)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2019).

<그림 3>  베트남 소매시장 육류 매출액(2014~2018년)

 유통량(백만 톤)       매출액(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2019).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

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 질병 확산, 육류 수급 문제 등으로 소비량 변화 추이가 비교적 유동적이나, 1990년

과 2019년의 수치를 비교하면 쇠고기 소비량은 약 4.8배, 돼지고기 소비량은 약 3.2배, 

가금류 소비량은 약 7.4배, 양고기 소비량은 약 4배 성장하였다. 2019년 기준 베트남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소고기 8.15kg, 돼지고기 25.95kg, 가금류 16.21kg 등으로 각각 세계 

20위, 2위, 24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모두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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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인당 육류소비량 변화 추이(1990~2019년)

자료: OECD Data 웹사이트(https://data.oecd.org/agroutput/meat-consumption.htm).

  이러한 베트남의 육류소비량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OECD와 FAO

의 2020-2029 농업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향후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류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5개국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망은 

베트남 내 소비 성향이 높고 외식을 선호하는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향후 식품 

유통구조의 현대화로 인해 국내·외 육류 생산 및 유통량이 증가하리라는 예측에서 비롯한다. 

  종류별로 살펴보자면, 우선 돼지고기의 경우 다양한 베트남 음식의 주재료로 활용되며 

매일 소비되는 인기 식자재 중 하나로, 향후 ASF의 여파가 줄어들어 육류 수급이 원활해지면 

더욱 가파른 소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고기의 경우 1인당 소비량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베트남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일부 상류층에서 선호하는 고급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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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서 틈새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가금류(닭고기)는 합리적

인 가격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육류로,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그림 5>  국별 1인당 육류소비량 증감(육류별 상위·하위 5개국)

(2017-2019년 평균치 대비 2029년 예상치 비교)

자료: OECD/FAO(2020), p.170.

  위와 같이 베트남 내 육류소비량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육류 수급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베트남 축산 생산역량 

부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 가축 질병의 잦은 발생 및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내 육류 생산량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비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베트남의 육류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 대상국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베트남의 주요 

육류 수입 대상국은 호주, 미국 등이며, 한국은 지난 5년간 베트남에 가금류를 세 번째로 

많이 수출한 국가에 해당한다. 

  2015년 대비 2019년의 전체 육류 수입량을 비교하면, 양고기, 염소고기 외의 주요 육류품

목군의 수입량은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2015년 대비 2019년 

수입량이 322% 증가하였다. 타 국가와의 FTA 비준 및 발효, 가격경쟁력 및 안전성이 높은 

수입 육류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들의 신뢰성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향후 베트남 내수시장에

서의 수입육 점유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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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육류 수입량 및 주요 수입대상국별 추이(2015-2019)

단위: 천 달러

수입 품목/국가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대비

2019년 

수입 비율

신선·냉장소고기(HS Code 0201) 9,485  11,172 13,823  15,569 21,090 222%

 - 호주 7,336  9,026 10,781  13,013 17,623 

 - 미국 963  996 1,803 1,424 1,843

 - 뉴질랜드 881  902    827  972 1,016 

 - 일본 152    162    153  110  596 

 - 프랑스 -    86  74    38    7 

냉동 소고기(HS Code 0202) 130,565 160,599 170,228 228,939 327,944 251%

 - 인도 80,358   98,529 81,421 84,328 172,091 

 - 미국 28,762  31,427  54,417 69,294  72,248 

 - 호주 15,257 20,311 20,767  58,322  64,021 

 - 캐나다 78    788 3,014 3,507 6,398 

 - 러시아 -   -   -  606  3,779 

돼지고기(HS Code 0203) 17,119  18,922 13,034  28,778  55,191 322%

 - 브라질   220   2,523  481 12,029 25,214 

 - 폴란드     829 3,305  2,374  7,439  8,450 

 - 스페인  2,437   4,218 2,568   1,576  2,634 

 - 캐나다 3,011      628  1,680   434   7,266 

 - 미국 1,928    1,756 2,154  1,976   3,855 

양고기, 염소고기(HS Code 0204) 6,916 8,208  5,610    5,875  6,664 96%

 - 호주 6,077    7,117  4,360    4,619   5,085 

 - 뉴질랜드 838   1,090 1,250   1,256 1,184 

 - 아르헨티나 -     -    -       -    395 

가금류(HS Code 0207) 112,378 109,716 113,482 186,013 268,915 239%

 - 미국 62,055  61,224 62,760 90,654 111,548 

 - 브라질 21,157 19,853  15,207 18,456 23,274 

 - 한국 13,828  15,062 2,519 20,186  42,176 

 - 폴란드 2,094   3,554  3,643  13,810  23,623 

 - 네덜란드 23 37  1,763 7,479  20,783 

자료: ITC Trademap 웹사이트(https://www.trademap.org/kotra/Index.aspx).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외식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시 베트남의 축산물 시장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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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단위 2015 2017 2020

사육 마릿수

돼지 백만 마리 27.75 27.41 30.32

모돈 백만 마리 4.06 3.99 3.00

가금 백만 마리 341.91 385.46 397.9

비육우 백만 마리 5.37 5.65 5.84

젖소 천 마리 275.3 301.6 500.00

물소 백만 마리 2.52 2.49 2.62

양, 염소 백만 마리 1.89 2.72 4.01

출하체중

육류 천 톤
(생체중) 4,807.0

(도체중) 3,204.0

(생체중) 5,174.8

(도체중) 3,444.0

(생체중) 6,833.0

(도체중) 4,667.0

돼지고기 천 톤
(생체중) 3,492.0

(도체중) 2,566.0

(생체중) 3,733.4

(도체중) 2,744.0

(생체중) 4,238.0

(도체중) 3,179.0

소고기 천 톤
(생체중) 407.0

(도체중) 183.0

(생체중) 409.5

(도체중) 184.0

(생체중) 688.0

(도체중) 344.0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축산물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베트남의 상황을 고려

할 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입 제약이 베트남 국내 시장 수급 물량 및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 국가 축산업 발전 전략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는 2008

년 1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 축산업 발전을 견인할 “축산발전전략 2020”을 발표

하였다. 해당 전략의 핵심은 베트남 축산업의 규모화 달성, 내수 및 수출시장에 적합한 

축산물 품질 및 공급량 충족, 베트남 생산 축산물의 식품위생 안전 보장, 지역 특색 및 

경쟁력을 살린 축산업 발전, 축산 기업 및 도축장, 육류 가공공장의 환경 보호 및 오염 

방지 시스템 마련 등이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해당 전략의 실천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 생산액의 비중을 42%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와 함께 축종별 목표 사육 마릿수 및 

출하 체중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  축산발전전략 2020 시기별 주요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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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단위 2015 2017 2020

닭고기 천 톤
(생체중) 908.0

(도체중) 454.0

(생체중) 1,031.9

(도체중) 516.0

(생체중) 1,907.0

(도체중) 1,144.0

계란 십억 개 8.9 10.6 10.3

신선유 천 톤 723.0 881.0 1.160.0

배합사료 천 톤 15.847.0 19.381.0 19.213.0

자료:(주)진바이오텍(2018).

  베트남 정부는 올해 10월, 위 전략의 후속 전략으로 “축산발전전략 2021-2030”을 발표하

였다. 새로운 전략의 전반적인 목표는 베트남 축산업의 산업화, 현대화와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확보이며, 세부 목표로는 국가 축산업 생산액 증대, 현대화된 도축시설 활용, 가공육 

비중 확대, 무질병 생육환경 마련 등이 있다<표 5>. 

  베트남 정부는 해당 전략을 통해 2045년까지 베트남 축산물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소비 전 단계의 현대화 및 산업화를 달성하고 초국경 동물감염병 관리에 있어 동남아시아 

권역 내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축산물 안전성 및 친환경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국가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된 실천방안으로는 농지, 금융, 신용, 무역, 농촌지

도 등의 분야에서의 축산농가 통합적 정책지원, 가축 질병 관리 및 환경 보호 역량 강화, 

과학기술 발전 및 국제협력 강화, 가축 생산성 향상 및 품종 개량, 동물 사료의 품질 개선 

및 가격 인하, 축산물 도축 및 가공 물량 확대, 축산업 전·후방사업 지원 등이 있다.

<표 5>  축산발전전략 2021-2030 시기별 주요 목표치

종류 단위 2025 2030

축산업 생산액

증가율(%)

매년 4~5% 매년 3~4%

현대화 도축시설 

처리물량 (소)
60% 70%

현대화 도축시설

처리물량(가금류)
40% 30%

전체 육류생산량 중 

소고기, 가금류 비중
25~30% 40~50%

현(district) 단위 무질병 

가축사육지역
곳 10 20

자료: Vien Nhu(2020)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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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가축 질병 발생 동향 

3.1. 베트남 내 최근 가축 질병 발생 추이

  세계동물보건기구(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의 동물건강정보시스템(World 

Animal Health Information System: WAHIS)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베트남에서 주로 발생

하여 문제시되는 가축 질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탄저병(Anthrax),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CSF), 구제역(Food and Mouth Disease: 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등이다. 2010년 이후에는 소규모 농장에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신고횟수가 대부분이었으나, 2019년 이후에는 ASF가 

국가 전역으로 확산하여 압도적인 발생 및 신고 빈도를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몇 차례의 

조류인플루엔자 신고가 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베트남에서 과거 발생하지 않았던 신규 

가축 질병도 한 차례 신고되었다. 2020년 들어 신규 ASF 신고 건수는 없으나, 작년 발생 

건에 대한 조치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림 6>  OIE WAHIS 시스템 베트남 주요 가축 질병 발생 동향

 질병발생 보고자료 없음  발생 없음  이 시기에 발생보고 없음

 발생이 의심되나 확증되지 않음  발생이 확인되었으나 임상 증상이 드러나지 않음  질병발생 및 상재   

 발생되었으며 한곳 또는 그 이상 소수지역으로 제한                                   NA 해당사항 없음

자료: OIE 웹사이트(https://www.oie.int/wahis_2/public/wahid.php/Countryinformation/Countrytim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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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OIE WAHIS 시스템 베트남 전염성 가축 질병 신고 리스트

질병명 신고일 신고사유 발생 횟수 조치완료일

퍼킨서스 편모충(Perkinsus olseni) 2011.6.28. 신규 발생 2 2011.7.3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3.10.14 재발생 39 2014.4.1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4.8.12. 변종발생 7 2014.10.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4.12.12. 재발생 10 2015.6.11.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2014.1.16. 신규 발생 1 2013.2.1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5. 3. 19. 재발생 3 2015.5.2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5. 6. 4. 재발생 1 2015.6.2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5. 7. 24. 재발생 8 2015.10.2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5. 8. 20. 재발생 22 2016.3.1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5.11.17. 재발생 7 2016.5.2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6.7.1. 재발생 1 2016.7.1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6.10.20. 재발생 1 2016.10.1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7.2.19. 재발생 28 2017.5.2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7.2.20. 재발생 5 2017.4.2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7.7.12. 재발생 1 2017.7.2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7.8.28. 재발생 1 2017.9.2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7.9.28. 재발생 1 2017.10.2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8.2.24. 재발생 1 2018.3.1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8.8.3. 재발생 8 2019.1.1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8.12.27. 재발생 2 2019.1.2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019.2.20. 신규 발생 8,979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9.3.12. 재발생 1 2019.3.1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9.5.20. 재발생 1 2019.6.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19.7.3. 재발생 4 2019.11.1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20.2.4 재발생 46 2020.6.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20.2.17 재발생 5 2020.3.1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20.5.10. 재발생 3 2020.5.2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20.7.8. 재발생 2 2020.7.2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20.8.7. 재발생 3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20.9.11 재발생 4 -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2020.11.1. 신규발생 4 -

자료: OIE 웹사이트(https://www.oie.int/wahis_2/public/wahid.php/Countryinformation/Country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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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및 목표 내용

1. 동물보건 법률문서 및 기술표준 향상

목표: 해당 산업의 국가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동물

보건 분야 법률 문서 및 기술표준 체계 향상

달성 기한: 2012-2020

- 수의법률 공포를 위한 법률개발 및 제출

- 국내 규정 및 해외기준·규정에 따라 해당 부문의 

국가관리 법률문서 시스템 검토, 수정, 보완, 완성

-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국제기준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축산시설 동물위생, 축산물 회수에 관한 기술적 규정, 

동물 및 축산물의 운송, 교역, 수출입에 관한 기술적 규정 

검토, 수정, 보완,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초 최초 발생 이후 북부 지역에서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며 

베트남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베트남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소비 수요가 많은 

국가로, ASF 발병으로 인한 타격이 그 어떤 국가보다 크게 발생했다. 베트남 정부는 소규모 

농장에서 ASF 발병 시 돼지를 모두 출하하고, 큰 농장의 경우 부분 혹은 전체 살처분 후 

재입식을 하는 방식으로 추가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다른 국가와는 달리 ASF가 발생하지 않은 일부 농가들의 경우 높은 

시장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농가 수익이 증가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규모 

농장은 오히려 ASF 보균 돼지를 구입 및 재입식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 질병 발생률과 공식 통계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개별 농가에서 질병을 숨기고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돼지들에게 정식 사료가 아닌 잔반을 

먹이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감염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한 ASF 퇴치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2. 베트남 가축 질병 관리 전략 및 방안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동물위생국(MARD-DAH)은 국가 수의 공중보건 환경 개선과 가축 

질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베트남 수의서비스 국가관리 역량 강화 중장기계획 2011-2020”

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의 주요 목적은 가축 질병 관리, 통제, 예방 역량 강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축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보장, 국가 수의공중보건 환경 개선 

등이며, 분야별 상세목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7>  ‘베트남 수의서비스 국가관리 역량강화 중장기계획 2011-2020’ 주요 프로그램

2) 생물안전등급(Biologiocal Safety Level)의 약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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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및 목표 내용

2. 가축 질병관리, 동물검역, 도축관리, 식품안전, 동

물용 의약품 관리 향상

목표: 위험한 가축 질병, 동물보건에 사용되는 동물

용 의약품, 생물학적 제재, 미생물, 화학제재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

하기 위함

달성 기한: 2012-2020

- 가축 질병에 대한 엄격한 감시 및 신속한 대응, 위험 가축 

질병 통제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실시

- 동물검역기관의 검역 및 동물위생검사 역량 강화

-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 안정성, 효능 검사 및 감독 강화

- 동물성 식품의 생산, 예비처리, 가공, 운송 및 

거래과정에서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생조건에 

대한 엄격한 검사 및 감독

3. 수의서비스분야 국가관리기관의 역량 강화 

및 향상

목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수의서비스분야 국

가관리 역량 강화 및 향상

달성 기한: 2012-2015

- 동물보건분야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모델 

연구 및 제안

- 수의서비스업무 담당기관 및 부처의 기능, 임무, 권한, 

조직구조의 보완 및 조정

- 축·수산업 관련 국가 관리기관 간의 협조체계 개발, 

중앙수의기관과 지역수의기관 간의 협력, 동물보건 

관리기관과 연구소 간의 협력

4. 수의서비스업무 담당기관 및 부처의 물적, 기술적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목표: 향후 산업 및 국가적 통합에 따라 보다 선진화되

고 현대적인 방향으로 국가관리기관, 진단 검사

시스템, 검사 및 관리시스템의 물적, 기술적 시

설 건립 및 확충을 위한 투자

달성 기한: 2012-2020

- 신종 외래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건립

- 각 지역의 동물보건관리 진단 및 검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역수의사무소(RAHO)의 물적, 기술적 시설 개선, 

RAHO IV를 CSF, FMD OIE 표준 실험실로 만들기 위한 

장비 추가제공, 제 1, 2 국립수의연구소, 제 1, 2 

국립동물약품관리센터 물적 기술적 설비를 BSL2) 

3등급으로 향상

- 주요 운송허브, 국경관문, 공항 및 항구 등에 계획대로 

동물검역소 시스템 설치

- 중앙정부 산하 시도의 Sub-DAH, 지역 검역소의 물적, 

기술적 시설 투자 및 확충

자료: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2011)의 내용을 한국농어촌공사(2012)에서 재인용.

  특히 베트남은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ASF의 확산 방지 및 퇴치를 위해 다양한 대처방안을 

기획 및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2020년 7월 부총리 명의의 “2020-2025 

ASF 예방 국가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베트남 내 ASF를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 500곳

의 안전한 돼지 사육시설 마련, 50개의 안전한 가축 공급사슬 확장 및 내수시장 및 수출시장 

유통 활성화, ASF 백신 개발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가축 질병 적시 진단, ASF 사전예방조치 강화, 

돼지고기 가격 변동으로 인한 경제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 돼지사육, 질병 감지, 감염돼지 

살처분, 생산품 판매 등 사육 전 과정에서의 방역대책 마련, 축산 농가의 ASF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옹호 활동 등에 대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본 계획의 일환으로 베트남 내 

ASF 백신연구소 2곳과 실험용 동물 사육시설 2곳을 설립할 예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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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베트남 축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 따른 육류 수요증가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베트남은 세계 축산업의 큰 시장

이자 생산지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넘쳐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딘 실정이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 및 한계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축 

질병 확산에 따른 사육 마릿수 감소 및 생산성 저하는 베트남 축산업의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작년 초 창궐한 ASF가 아직도 국가 전반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베트남 정부의 가축 질병 관리시스템 마련은 베트남 축산업 성장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에서는 관련 전략 수립 및 정책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베트남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가축 질병 관리시스템의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 자체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 국가,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베트남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다수의 질병이 초국경 동물감염질병이며, 국내에서 질병 관리

에 실패할 시 그 질병은 언제든지 인근 국가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또한 해외 

병원체 유입을 예방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수의보건환경 개선 및 식량안보 확보

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베트남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투자 및 협력사업을 이어나갈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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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세계 농식품 무역 및 

가치사슬 변화와 시사점

임 송 수 * 3)

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혹자는 

코로나19를 흑고니(Black Swan) 이론으로 설명한다. 이 이론은 백조만 존재한다고 믿고 

있던 1697년에 네덜란드 탐험가인 블라밍(de Vlamingh)이 서호주(Western Australia)에서 

흑고니를 발견한 것에서 착안해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일이 실제로 나타난 경우를 일컫는다. 

  2007년에 탈레브(Taleb)가 발간한 책, 『Black Swan』을 통해 이 흑고니 이론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하기 시작하였다(Taleb, 2007). 탈레브는 흑고니 사건의 3대 기준을 다음처럼 

제시하였다. 

  ① 희귀성: 이상치(outlier)로서 놀라운 것이어야 한다.

  ② 극단적인 영향: 심각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③ 사후적 예측 가능성: 사건 발생 이후 이를 합리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건 발생 전에 존재하는 적절한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생긴, 사전에 예상

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사후 확신 편향(hindsight bias)과 관련있다. 그러나 정작 

탈레브는 코로나19가 흑고니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과거의 어떤 것도 코로나19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지적할 수 없어야만 흑고니 사건일 수 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은 백조

처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확인하였다(Taleb and Spitznagel, 2020).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songsoo@korea.ac.kr).



146 ∙ 세계농업 2020. 11월호

  이처럼 흑고니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미 2020년 이전부터 과학자들은 동물성 

호흡기 질환이 아시아로부터 시작해 세계로 확산할 수 있음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대유행을 

경고한 복잡한 모형은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Spanish flu)과 견줄 정도로 7,100만 

명이 사망하고 GDP가 5% 감소한다고 전망하였다(Economist, 2020). 그러나 2020년 10월 

10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는 108만 명으로 전망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coronaboard.kr). 하지만 세계 GDP는 대유행이 없었을 때와 견주어 8%(성장 전망 3%에다 

감소율 5%의 합)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2009년의 글로벌 경기침체 때의 0.1% 

감소와 견주어 엄청나게 큰 충격이다<그림 1>.

<그림 1>  세계 실질 GDP의 연간 변화율 추이

 2019     2020     2021

자료: IMF(2020).

  코로나19 대유행은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농식품 무역과 정책에도 어려운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FAO 보고서(2020)가 제시한 최근까지 농식품 무역

과 세계 가치사슬의 변화 및 요인을 정리하고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그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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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농식품 무역의 변화와 요인 

2.1. 세계 농식품 무역의 추이와 변화 

  21세기 들어 농식품 무역은 상당히 확대되었다.1) 2015년 가격 기준으로 세계 수출액은 

1995년에 6,800억 달러에서 2018년에 1조 5,0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그림 2>. 이 기간에 

농식품 무역이 전체 상품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5%이다. 2019년 경상가격 기준으

로 농식품 무역은 1조 7,80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상품무역의 9.7%를 차지하였다(WTO, 

2020a). 

<그림 2>  세계 농식품 수출의 추이: 2015년 가격 기준

자료: FAO(2020), p.3.

  세계 농식품 무역은 2007~08년의 식품 가격 위기로 정점을 보였다가 2008년의 금융위기

에 타격을 받으면서 세계 불황을 겪었다. 2010~11년에 상품가격은 회복되고 무역이 반등하

였으나 세계 경제가 둔화하면서 정체되었다. 2014년부터 농식품 무역 규모가 감소한 것은 

상품가격의 하락과 환율 변동에 기인한다. 2016~18년에 농식품 무역이 반등하였으나 2019

년에 다시 1%의 감소하였다. 이는 같은 해 전체 상품무역이 3% 감소하고 공산품 무역이 

2% 줄어든 것에 비하면 미미한 감소세이다(WTO, 2020a).

 1) 농산물과 식품을 합친 농식품(agri-food)은 상품분류코드(HS) 01~24류에 포함하는 품목으로서 WTO 세계무역통계(WTO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http://t2m.kr/vN0cz)가 사용하는 정의와 유사함. 다만, 이 정의는 WTO 농업협정

(Agreement on Agriculture)과 달리 HS 03류인 수산물을 그 대상에 포함하나 임산물과 식품 이외 원료들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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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2020년의 세계 상품무역이 전년 대비 9.2% 하락하고 실질 

GDP가 4.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표 1>.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무역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확대되고 있으나, 그나마 농식품의 감소 폭이 다른 상품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이는 봉쇄 등의 엄격한 제한 조치에서도 필수재인 농식품을 계속 

생산하고 유통하였기 때문이다.

<표 1>  상품무역과 실질 GDP 연간 변화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망치)

2021

(전망치)

상품무역 2.3 1.4 4.7 2.9 -0.1 -9.2 7.2

실질 GDP 2.8 2.4 3.1 2.8 2.2 -4.8 4.9

자료: WTO(2020a; p.3).

<그림 3>  상품무역의 연간 변화율: 2019년 4분기~2020년 2분기

 2019년 4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자료: WTO(2020b), p.7.

  국가 그룹별로 살펴보면, 고소득(high income) 국가가 농식품 무역을 주도하는 가운데 

신흥국과 개도국의 무역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다.2) 곧 중상 및 중·저소득 국가 그룹이 세계 

농식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에 25%에서 2018년에 36%로 커졌다. 그러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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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저소득 국가의 비중은 1.1%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는 저소득 국가가 주로 고소득 

국가 시장에 수출하는 상황에서 고소득 국가의 수요 정체 및 농식품 가격의 약세에 따른 

결과이다.

  농식품 무역을 농산물과 식품으로 세분하면 가공한 농산물인 식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함

을 알 수 있다<그림 4>. 1995~2000년에 전체 농식품 무역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안정세를 보이다가 상승하였는데, 그 비중이 2000년에 70%에서 2018년에 76%로 증가하였

다. 1995~2018년에 식품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농산물의 1.9%보다 높았다.

<그림 4>  농산물과 식품 수출 추이: 2015년 가격 기준

자료: FAO(2020), p.4.

  1995~2018년에 식품군별 수출입 변화율을 살펴보면, 모든 식품의 무역이 증가하였다<그

림 5>. 이 기간에 과일과 채소 수출의 경우 중저소득 국가는 4배, 저소득 국가는 3배만큼 

늘었다. 가공식품 수출은 중저소득 국가가 3배, 저소득 국가가 6배 정도 증가하였다. 유제품

과 달걀 수출은 중소득 및 저소득 국가 모두 5배가량 늘어났다. 중상소득 국가 그룹에서도 

유제품과 달걀 수출이 5배, 곡물 수출이 4배가량 상승하였다. 

 2) 세계은행(World Bank)은 1인당 소득(GNI) 기준으로 국가를 분류하고 있다. 2020년 7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저소득(low 

income) 국가는 1인당 소득이 1,036 달러 미만으로 총 29개국, 중저소득(lower-middle income) 국가는 1,036~4,045 

달러로 총 50개국, 중상소득(upper-middle income) 국가는 4,046~12,535 달러로 총 56개국, 고소득(high income) 

국가는 12,535 달러 이상으로 총 83개국이다(World Bank, 2020). 인도는 중저소득 국가, 브라질과 중국은 각각 중상소득 

국가, 한국은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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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식품군별 무역의 변화율(%): 1995~2018년

 고소득국     중상소득국     중저소득국가     저소득국가

자료: FAO(2020), p.7.

  중·저소득 국가 그룹은 육류와 수산물,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 등과 같이 고부가가치 

식품의 수입을 큰 폭으로 늘려왔다. 이를 베넷의 법칙(Bennett’s law)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곧,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열량이 높은 탄수화물 기반의 식품인 곡류나 

구근류를 덜 소비하고 고영양의 육류나 기름, 설탕, 과일과 채소 등을 더 소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행태의 변화는 엥겔의 법칙(Engel’s law)을 원용하여 소득이 증가할수록 총지

출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식품을 탄수화물 기반과 

영양 기반의 형태로 세분하면, 저소득 국가는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기반 식품을 더 많이 

소비하고 다양하지 않은 식품군을 섭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Clements and Si(2018)

는 소득이 증가하면, ① 식품 소비의 중요도가 감소하고, ② 지출의 형태가 다양화되며, 

③ 고품질 식품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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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WFP)이 산출한 

“한 그릇의 음식비용(The Cost of a Plate of Food)”에 따르면, 수프나 고깃국과 같은 한 

그릇의 비용이 미국 뉴욕 주(New York)에 사는 사람에겐 소득의 0.6%에 불과하나 남수단

(South Sudan) 사람에겐 그 소득의 186%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득 비중을 금액으로 환산하

면 뉴욕 주 사람에겐 1.26 달러인 음식 한 그릇 값이 남수단 사람에겐 392.82달러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난다<그림 6>. 음식비용이 높은 상위 20개국 가운데 17개국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로 주로 식품 수입의존도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의 노동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지역이다.3)

<그림 6>  미국 뉴욕주 사람과 같은 소득 비중으로 환산한 한 그릇 음식 값

 달러

자료: WFP(2020).

 3) 특히, 농촌부문에 편만한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로 인해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고한 

Rozelle and Hell(2020)은 비공식부문이 경제발전에서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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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 갈등(내전)과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토지와 

생계의 위협 및 식량 접근의 한계이다.4)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 늘고 송금액이 

감소하였으며 열악한 경제 상황이 지속하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

에 부닥쳐 있다. WFP는 심각한 식량안보 위험에 처한 인구가 2020년에 2억 7,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7>  연평균 GDP 성장률 (1995-2018)

 1995~2007     2008~18

자료: FAO(2020), p.12.

2.2. 세계 농식품 무역의 결정 요인

  농식품 무역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첫째, 소득 증가율이다. 무역은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효율과 기술 전파를 촉진함으

로써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 그러나 무역과 소득의 관계는 여전히 쟁점이다. 시장 개방도와 

무역이 모두 증가했던 1995~2018년에 세계화는 국가 간 소득 성장의 수렴에 일부만 이바지

했다고 평가한다. 중저 및 중상소득 국가의 소득 증가율은 고소득 국가의 경우보다 훨씬 

높았으나 저소득 국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그림 8>.

 4) WFP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일면에는 식량안보와 평화 간 밀접한 연계가 존재한다. 기아와 싸우는 WFP 사업이 곧 인류의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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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소득과 열량 소비 증가율의 관계: 1995~2017년

 고소득국가     중상소득국가     중저소득국가    ▲ 저소득국가

자료: FAO(2020), p.12.

  소득 증가율과 연계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식품소비 행태를 크게 변화시켰는데 이를 

영양 전환(nutrition transition)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영양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는 

소득 증가가 식품 섭취량의 증가와 식량 불안정의 감소와 연계한다.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 

높은 주식과 다양하지 못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이후 열량 섭취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단계에서 단백질과 비타민 및 무기질의 섭취 증가에 힘입어 더 나은 영양과 건강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동시에 혹은 그다음 단계로 높은 비율의 지방과 설탕 및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식생활 변화가 나타난다. 영양 전환의 마지막 단계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1인당 

열량 소비 증가율이 둔화하고 식생활은 고품질 지방, 더 많은 과일과 채소의 섭취, 통곡물 

소비의 증대로 이어지는 상태이다.5)

  이와 같은 영양 전환은 2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9>. 저소득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의 증가는 열량 소비의 증가와 연동하고 있다. 소득 증가율이 이보다 높은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 그러나 중상소득 국가의 열량 소비 증가율은 둔화하고 

고소득 국가에서는 소득 증가율이 열량 소비 증가율과 약하게 연동하고 있다.

 5) 한국이 경험한 영양 전환에 관해서는 서성희 등(2008)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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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증가와 식생활 변화는 베넷의 법칙에 반영되어 있다. 1995~2017년에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1인당 식품 소비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

였다. 고소득 국가는 그 영양 전환을 완성하여 곡물 소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1인당 열량 소비에서 식품별 비중의 평균 변화(%): 1995~2017년

 고소득국가     중상소득국가     중저소득국가     저소득국가

자료: FAO(2020), p.13.

  둘째, 인구 증가율과 인구 구조의 변화이다. 이러한 인구요인은 농식품 수요와 무역 및 

시장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친다. 인구 증가는 수요와 무역을 촉진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는 

농식품의 구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지역에 따른 인구 증가율의 차이가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무역은 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식품을 이동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 1인당 농업 생산성이 낮으면서도 인구 증가율 속도가 

빠른 국가의 경우 수입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도시화의 진전도 소비행태의 변화와 식품체계의 전환을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다. 세계 

전체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은 1960년에 34%에서 2017년 55%로 오름세를 나타냈

는데,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거의 모든 대륙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에 

한국의 도시화율은 28%에서 82%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도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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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중 변화

 1960     2017

자료: Ritchie and Roser(2019).

  도시화로 농산물의 생산지와 소비지 간 거리가 늘면서 식품 가공 수요는 늘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지닌 도시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식품을 찾게 되었다. 음식준비에 

더 짧은 시간을 사용하는 도시인의 생활방식은 가공식품의 소비와 외식 증가의 결과를 가져

온다. 또한, 더 나은 운송방식과 자가용 및 냉장고 소유, 광고에 빈번한 노출 등의 영향으로 

도시화는 새롭고 다양한 소매 유통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과일과 채소 및 가공식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식품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한다.

  셋째, 기술진보와 무역비용 및 정책이다. 기술진보는 하부구조와 물류 개선을 이끌어 

운송비용을 낮춘다. 또한, 기술진보는 정보통신 비용을 낮추어 무역과 가치사슬의 통합을 

촉진한다. 이밖에도 기술진보는 가치사슬에서 나타난 비효율을 줄임으로써 더욱 지속 가능

한 식품체계의 결과에 이바지할 수 있다.

  운송비용과 무역정책의 변화에 의해 결정하는 평균 무역비용은 내림세를 보인다<그림 

11>. 개도국의 경우 운송 하부구조의 개선으로 무역비용이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 

평균보다 더딘 수준이다. 예를 들면, 1995~2015년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농산물 무역비

용은 11% 감소하였으나 유럽의 감소폭은 33%로 더 컸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역비용

의 1% 감소가 세계 무역을 2~2.5% 증가시키고, 수출업체의 인터넷 채택률이 10% 증가할 

경우 양자무역은 2% 정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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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농산물의 무역비용 지수 추이

 동아시아     남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중동     SSA

주: 무역비용(trade cost)은 운송비용과 관세 등 양자 간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함. 해당 지역의 평균 무역비

용은 아메리카(멕시코), 유럽(독입), 아시아(중국)를 주요 수입국으로 설정하고 그 무역비용을 단순 평균한 것임. 

자료: FAO(2020), p.19.

3. 세계 농식품 가치사슬의 추이와 변화 

  1995년 이래 농식품의 국제무역은 실질 가격 기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비교우위에 따라 생산 과정을 분리하여(unbundling) 적어도 3개국 이상에서 생산하여 최종

제품으로 결합하는, 이른바 세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형태의 무역 네트워크

가 확산하고 있다. 

  오렌지 주스의 사례로 GVC를 설명하면 <그림 12>과 같다.6) 사람들은 세계가 생산하는 

오렌지의 20%를 과일로 소비하고 나머지는 추출액(extract)과 주스 목적으로 사용한다. 브라

질과 미국이 세계 오렌지 생산량의 각각 30%와 10%를 차지하는데, 미국산 오렌지의 90% 

이상이 주스용이다. 브라질의 업체가 자국에서 생산한 오렌지를 일차 가공하여 추출액 상태

로 수출하면, 미국 업체가 이를 수입하여 미국이 생산한 추출액과 혼합하여 오렌지 주스 

기반의 음료를 제조한다. 이렇게 생산한 음료 일부는 미국 안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

  이 사례에서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음료의 가치는 브라질과 미국으로부터 창출한 부가

 6) 이 사례는 GVC 관련 용어들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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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로 구성된다. 먼저 브라질의 경우 주스 추출액 수출은 국내 부가가치(domestic value 

added)를 반영한다. 미국이 브라질로부터 원료로 수입한 주스 추출액은 외국의 부가가치

(foreign value added)를 나타내는 동시에 미국의 가공업체가 이 원료에 추가 가공을 더함으

로써 국내 부가가치를 반영한다. 이러한 가치사슬에서 브라질 농업부문의 GVC 참여 측면의 

전방 연계(forward linkage)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가공 산업 수출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브라질로부터 주스 추출액을 수입하는 후방 연계(backward linkage)와 오렌지 음료를 

중국에 수출하는 전방 연계를 지닌다. 미국의 오렌지 기반 음료의 총 GVC 참여도는 전방 

연계와 후방 연계의 합으로 표현한다.7)

<그림 12>  오렌지의 세계 가치사슬(GVC)

자료: FAO(2020), p.35.

  농식품의 평균 GVC 참여도는 1995년에 30%에서 2015년에 농산물 34%와 식품과 음료 

33%로 모두 증가하였다<그림 13>. 농산물은 식품과 음료 및 다른 산업 최종재의 원료이므로 

주로 전방 연계 형태로 GVC에 참여한다. 농산물 생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을 통해 GVC에 

연계하고 있는데 전체 수출액의 평균 22%이다. 농산물의 후방 연계는 종자와 비료 및 생산과

정의 서비스(품질관리, 물류, 저장, 금융서비스) 등의 투입재 수입을 반영한다. 전체 수출액 

중 12%가량이 후방 연계의 형태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수출액의 대부분인 88%는 

국제적으로 교역되지 않는 토지와 노동 등 생산요소에 의해 창출한 국내 부가가치를 반영한

다. 이 가운데 일부분이 전방 연계를 통해 GVC 하류부문(downstream)에 합류한다.

 7) 브라질의 오렌지 농축액(concentrate)의 유럽 수출도 GVC 참여 사례로 살펴볼 수 있음. 브라질이 자국산 오렌지를 가공하

여 농축액을 생산한 후 이를 배로 벨기에까지 운송하면, 이 농축액은 트럭으로 네덜란드에 있는 공장으로 옮겨가 오렌지 

주스로 환원된 후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됨(Nai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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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농식품 수출의 세계 가치사슬(GVC) 참여도 추이

자료: FAO(2020), p.36.

  모든 가공품을 포함한 식품과 음료의 수출 규모는 농산물의 두 배에 육박한다. 특히 2002

년부터 2008년까지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또한, 후방 연계 형태의 GVC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식품과 음료 부문은 가치사슬의 중간이나 뒷부분에 위치한

다. 2015년 기준으로 식품과 음료의 GVC 참여도는 평균 33%인데, 이 가운데 후방 연계가 

22%로 농산물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전방 연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11%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부문이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한 원료를 대규모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면 상당 부분의 외국 부가가치가 해당 수출에 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계 전체로 보면 수출의 상당 부분이 후방 연계이고 일부 부가가치가 이중으로 

계산된다.

  코로나19가 농산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비대칭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직까지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많지 않으나, Morton(2020)

이 수집한 사례와 정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짐바브웨(Zimbabwe)

    -  농촌 사람들의 생활이 이동제한, 농산물 시장의 폐쇄, 농산물 원료(가축 질병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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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등)와 서비스(펌프 수리 등)에 관한 접근 제약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었다.

  ② 동아프리카(East Africa)

    - 경매시장의 폐쇄와 세계시장의 수요 위축 등으로 커피, 차, 신선 채소, 절화의 수출이 

중단되었다.

    - 이동제한, 국제적 가축 질병 치료제 공급망의 혼란, 가축시장 폐쇄, 육류에 관한 

도시 수요의 감소 등이 축산 부문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 다만, 소말리아와 수단의 경우 아랍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육류 수출 감소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 

  ③ 에티오피아(Ethiopia)

    - 채소 수송 트럭의 이동 금지, 중국으로부터 원료 수입 감소, 임시 노동자 채용의 

제약, 신선 채소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도시 소비자들의 공포 등으로 채소 

무역이 혼란을 겪었다. 

  ④ 인도(India)

    - 수요자의 부족과 수확 장비의 운송 제약 등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받았다.

4. 시사점과 결론

  코로나19의 영향이 세계 농식품 무역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은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그 전개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산업 및 정책 측면의 대응이 필요하다. 경제적 관점에

서 비용 최소화만을 염두에 둔 기존의 공급망 구축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세계가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무역의 불확실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

다는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코로나19의 교훈은 공급망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소수의 공급

업체나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형적인 요인까지 고려한 더 폭 넓은 무역 네트워크 구축이 

바람직하다.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이나 비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은 단순히 

무역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농식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증진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시장과 소비자의 가치매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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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한국의 사례를 통해 공급망의 다각화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출 측면에

서 코로나19로 항공과 선박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수입국이 검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파프리카와 토마토 및 팽이버섯 수출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황의식 등, 2020). 

일본의 올림픽 연기와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가 더해진 결과이다. 이는 일본에 

집중된 수출시장을 중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로 다변화하는 게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수입 의존도가 높아 언제나 식량안보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주요 곡물의 수입

처가 소수 국가로 한정된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다. 2010~19년의 UN COMTRADE 

자료를 통해 한국이 수입하는 밀, 옥수수, 대두, 쌀의 시장집중도(Herfindhal-Hirschman 

Index: HHI)를 살펴보면 그 값이 모두 0.2보다 높아 소수 수출국의 독과점적 구조가 이어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4>. 2016~18년 평균 곡물자급률이 22.5%로 주요국(호주 

252%, 캐나다 177%, 미국 124%, 중국 99%, 일본 27%)에 비해 크게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 

자급률 증진을 위한 산업과 정책부문의 노력과 더불어 공급망 다각화를 추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당면 과제일 것이다(김문희 등, 2019).

<그림 14>  한국의 주요 곡물 수입집중도(HHI)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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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8)

 개요

� OECD는 FAO(UN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향후 10년간의 중기 농업전망 보고서1)를 

매년 발간

 글로벌 농업전망 2020-2029

� [소비] 소비 구조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인구 증가가 수요 증가를 견인함.

- (농수산물) 식품(52%), 사료(31%), 연료 및 기타 산업용(17%)으로 사용되며, 이러

한 소비 구조는 향후 10년간(2020-2029)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함.

◈ 저소득 국가는 직접 식품으로, 북미 등 고소득 국가는 사료나 바이오 연료 등으로 소비하는 비중이 높아짐.

◈ 농수산물 수요의 증가는 소득·개인의 선호 등보다는 인구 증가요인이 가장 지배적임.

- (식품 소비) 향후 10년간 세계 인구 및 1인당 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식품소비는 약 

15% 증가2), 소득 식습관의 변화,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이 영향 미침. 

- (사료) 육류·유제품 등에 대한 수요로 사료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저소득 

국가의 집단·대량 사육 생산시스템이 성장을 견인하며 사료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

고, 국가별 사료 생산기술의 격차로 인해 사료의 구성(배합비 등)이 다양화됨.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출처: 2020.7.16.일 발간된 ‘OECD- 

FAO Agricultural Outlook 2020-2029’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분석, 2020.10.1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

에서 요약ㆍ작성함.

 1) 「2020-2029 농업전망」은 코로나 19로 인해 조정된 2020-2021년 간의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를 토대로 같은 기간 동안 

농식품 분야의 단기 영향을 예측한 파트도 수록되어 있음.

 2) 평균 1인당 식품 소비량(열량 기준)은 약 3% 증가하여 2029년 3,000kcal를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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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바이오 연료 수요는 증가하지만, 과거에 비해 제한적임. 중국, 브라질, 인도네

시아 등 신흥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 과거와 동등한 장

려정책 추진이 어렵고, 에너지 시장에서도 바이오 연료 혼합 휘발유 소비가 감소함.

� [생산] 증가 속도는 둔화, 총량은 늘어날 전망(작물 15%, 축산 14%), 농지 확대 제약에

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생산 증가를 주도함.

- (농작물) 2029년까지 세계 농작물 생산은 약 15% 증가할 전망임.

◈ 곡물류 375백만 톤, 유지작물(콩 등) 42백만 톤, 뿌리작물(감자 등) 16백만 톤 증가 예상함.

◈ 생산 증가의 약 85%는 종자 개량, 비료 등 집약적 투입재 사용, 재배기술 발달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기인함.

- (축산물) 향후 10년간 세계 축산물 생산은 약 14% 증가할 전망임.

◈ 우수 종축 육성 고품질 사료 사육방법 개선 등 생산기술의 발전과 가축 질병 대응력 강화가 생산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침.

◈ 향후 10년간 증가하는 육류 생산량의 약 절반을 가금류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남미에서 가금생산 

확대 폭이 클 전망임.

  - 쇠고기는 미국·남미, 돼지고기는 2025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충격 회복을 전제로 중국에서 높은 

증가세 예상함.

  - 인도, 파키스탄 지역의 신선 유제품 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유제품 및 우유가공품(버터·치즈 등)은 축산물 중 

빠른 성장 속도를 유지함.

- (농업생산과 CO2) 현재 생산정책과 기술 수준을 고정할 경우 향후 10년간 농업 분

야 온실가스 배출3)은 6% 증가함.

◈ 신흥 경제국, 저소득층 국가의 농업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

◈ 반면, 유럽, 중앙아시아 등 일부 지역은 소고기(반추동물) 생산 증가율 감소에 따라 탄소 집약도 감소

- (농지) 향후 10년간 농지 이용은 작물재배지와 목초지4)가 대체되면서 현재 수준을 

이어나갈 전망임.

� [무역] 농수산물 총 무역 규모는 성장세가 둔화되어 연간 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디지털 혁신의 영향)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향후 농식품 무역에서 효율성, 투명성, 

이력추적 가능성 등을 향상시킬 전망임.

 3)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1%가 농업 분야(농경:축산업=1:2)에서 발생함.

 4) 현재 농지는 전 세계 토지 사용의 40% 차지(작물재배지:목포지 = 3:7)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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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은 전산화된 거래 정보의 취급을 효율화

◈ 이커머스와 디지털 무역 금융(투자) 플랫폼을 통해 중소규모의 농식품업체들의 무역 유통업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

◈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 (식량안보·생계) 식량의 수입은 자원에 제한된 국가들의 식량과 영양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식량안보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 일부 국가들에서 농식품 

수출은 내수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이자 주요 소득원으로서 중요성이 높

아짐.

� [가격] 대부분 품목그룹의 실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육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의 영향이 회복되고, 소득 증가 둔화, 고령화, 

고소득층의 1인당 육류 소비 감소로 인해 실질 가격이 하락될 전망임.

- (곡물) 중국의 옥수수와 쌀의 재고 방출과 더불어 전 세계 생산량이 증가로 인해 전

망기간 계속해서 가격 하락 압력이 가중됨.

 위기와 불확실성의 영향

� [코로나19 영향] 전례 없는 구매력 손실로 인해 농식품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

가 감소되며, 이러한 양상은 저소득 국가에서 더욱 심화됨. 또한 일시적으로 노동력 

공급, 물류·운송 등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생산·유통분야에 영향 미침.

- (품목별) 식물성 오일,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는 반면, 주식(쌀, 밀 등)에 대

한 수요는 영향이 미미함.

� [다른 불확실성 요소] (수요)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선호의 변화와 

이를 대응하는 식생활과 비만, 환경 관련 정책적 대응 등이 농식품 수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공급) 아프리카돼지열병(ASF)나 사막메뚜기와 같은 질병·해충의 확산, 

항생제 내성 증가, 새로운 육종법 등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급격한 기후변화 등이 

공급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무역)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한 교역 시스템의 확산과 

더불어, 향후 지역 간, 국가 간 무역 협정의 진행 상황과 주요 국가들 간의 무역 관계의 

변화도 농식품 교역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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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 재고 방출과 생산량 증대가 수요 성장세를 상회하여 실질가격 하락 전망

• 중국의 사료 수요 둔화, 1인당 곡물 소비량 정체 등으로 이전에 비해 수요의 성장세가 둔화

• 2029년까지 옥수수 생산은 193백만 톤, 밀 생산은 67만 톤, 쌀 생산은 67만 톤 각각 증가할 전망

• 밀 수출은 러시아, 옥수수 수출은 미국, 쌀 수출은 인도, 태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

□ 육류: 가금류,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전 육류의 실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전 세계 육류 생산은 2029년까지 12% 증가 예상

• 소득증가에 따른 육류의 소비 추세는 고소득 국가의 경우 단순 소비량 증가보다는 고품질 육류 소비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남.

• 가축질병, 위생규제, 무역정책, 육류 소비의 건강·환경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이 향후 육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사점 

� 글로벌 농식품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과 수요 측면의 균형 있는 정책 

접근이 중요함.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수요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

심·행태 등 소비 트렌드를 생산과 연계5)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구

상·도입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분야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전략 필요함. 

- ASF, 구제역, AI, 식물·병해충 등 생산 측면의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등

의 전염병에 대해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

요가 있음.

-기상에 민감한 농식품산업의 특성을 감안 단기적 자연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중장

기적인 기후변화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시 농식품 무역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교역의 장애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주요 

수출 입 국가들과 공조 체계 강화

<표 1>  주요 품목별 전망

 5) 소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인 통계나 데이터를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필요하며, 친환경 농업 등 생산

의 지속가능성도 강화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수요) 관리가 가능하도록 장기적 안목의 

정책 접근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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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농품: 세계 유제품 생산은 다른 품목군에 비해 빠른 연 1.6%씩 증가, 개도국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신선 

유제품 소비가 늘 전망

• 유제품 생산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증가(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

• 소득 증가에 따라 인도, 아프리카 등의 1인당 신선 유제품 소비 증가하고, 북미·유럽 지역에서는 버터·치즈의 소비

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 버터와 SMP(Skim Milk Powder)의 실질 가격은 다른 품목군들과 달리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0.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미국 농업 노동시장 변화* 6)

 미국 농업 노동시장 변화

� 미국 농업 노동력은 크게 가족 노동력, 고용 노동력 등 두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기계화로 인한 생산력 상승으로 두 그룹 노동자 수는 1950년부터 1990년까

지 급감하였음.

-가족 노동자의 경우 1950년 7백 60만 명에서 1990년 2백만 명으로 74%p 감소하

였고, 고용 노동자의 경우 같은 기간 2백 33만 명에서 1백 15만 명으로 51%p 감

소하였으며, 이 결과 전체 노동자 수에서 고용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함.

� 농업 분야의 고용 노동 인력은 전체 고용 노동 인력의 1%를 구성하는 반면, 농업생산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미국 농무부(ERS, USDA)에서 운영하는 Amber Waves Magazine에 게재된 “U.S. Farm Employers Respond to 

Labor Market Changes with Higher Wages, Use of Visa Program, and More Women Workers”(2020.10.5.) 

와 “Farm Labor”(2020.4.22.)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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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계약금을 합한 총 노동 비용은 전체 생산비용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작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온실 및 양식 작물의 경우 전체 생산비용의 43%, 과수 및 견과류의 경우 전체 생산

비용의 39%를 노동 비용이 차지하고 있음.

�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16년 농업 분야 고용 노동 인력의 75%는 외국인 노동자이며, 

이들은 멕시코와 중미 지역 출신인데 이들 외국인 노동 인력 중 60%는 불법 노동자임.

-최근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이 미국의 일정 지역에 정착하였으며, 장거리 통

근 노동자 수와 계절별 작물을 따라 이동하는 노동자 수는 감소세를 보임.

-새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전체 노동자 대비 비율도 2000년 22%에서 2016

년 3%로 감소하였고, 젊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역시 감소하여 농업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6) 현상이 나타남.

-농업 내 인력 고용형태는 임금 고용 노동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 내 임금 

고용 노동자 수가 2010년 1백 7만 명에서 2019년 1백 18만 명으로 11%p 증가한 

데에서 확인됨.

-또한, 임금 고용 노동자의 증가는 같은 기간 동안 곡물 분야(20%p 증가)와 축산 분

야(18%p 증가)에서 두드러짐.

�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ⅰ) 농업 노동력의 임금 상승, ⅱ) H2-A 단기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의 이용 증가, ⅲ) 여성의 농업 노동시장 진출 증가 등 세 가지로 나타남.

- (실질 임금 상승) 농업 노동력의 실질 임금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1%p 상승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은 연평균 2.8%p 상승하였음. 이 결과 농업 

분야 임금의 비농업 분야 임금 대비 비율은 1990년 50%에서 2019년 60%로 상승

함. 특히, 낙농업 및 양식업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노동 집약 

산업부문의 경우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임.

- (H2-A 단기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의 이용 증가) H2-A 단기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

은 외국인 노동자를 단기간(최대 10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이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는 2005년 4만 8천 명에서 

 6)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연령이 5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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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5만 8천 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다섯 개 주

(플로리다, 워싱턴, 조지아,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에 분포되어 있음. H2-A 

비자 프로그램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state) 혹은 연방(federal)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국내 농업노동자의 임금 하락과 같은 악영

향을 막기 위한 조치임.

- (농업 내 여성 노동 인구 증가) 농업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 인구의 비율은 2009

년 18.6%에서 2018년 25.5%로 상승함. 이는 임금 비용의 증가로 인한 농장의 기

계화 및 무거운 농작물의 이동 거리를 줄여주는 컨베이어 벨트 도입으로 젊은 남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결과로 보임.

� 실질 임금 상승으로 인해 농업 고용주들의 전체 생산비용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상쇄되었음. 이 결과 농장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 

임금 비율은 20년간 10.4% 정도에 머물러 있음.

<그림 1>  주(state)별 H-2A 단기노동자 프로그램 (2005-19)

주: 2005-6년 주별(state)별 자료는 이용할 수 없음. 표에 포함된 주들은 2010년에 2,000개 이상의 승인을 받은 H-2A 단

기노동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자료: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USDA ERS), 미국 노동부 외국인국 (OFLC).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0.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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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제고* 7)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제고 

�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2020년 9월 29일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바로 

알기”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 행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7) 주요 메시지가 소개되었음.

� 첫째, 코로나19는 식량 생산, 소비, 처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함.

-코로나19 발생으로 레스토랑, 호텔 등이 영업을 중단하여 해당 식품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50~60%p 감소한 반면, 소비자들의 식품 수요가 식료품점과 식품 배달 업

체로 옮겨감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의 식품 원재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함.

-이와 같은 수요 변화에 식품 공급 사슬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음식물 

폐기량이 증가함.

-코로나19 기간 동안 식품 산업은 ⅰ) 수요 변화(통조림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수요 

증가), ⅱ) 공급 변화(수입 식품 물량 감소), ⅲ) 물류 변화(증가한 초과 공급 식품 

보관을 위한 냉장 보관 수용량 조절), ⅳ) 상품 용량 조절(레스토랑용 대용량에서 

식료품용 소용량으로 전환) 등 네 가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음.

-식품 산업은 소비되지 않은 식품을 푸드뱅크와 빈곤계층 구호 활동 단체에 공급8)함.

-코로나19 기간 동안 미국 농무부(USDA)는 Farmers to Families food box 

program을 통해 4억 달러에 해당하는 신선식품, 낙농 식품, 육류를 생산자로부터 

구입하여 푸드뱅크와 비영리 식품 지원 단체에 공급함.

-대학생들은 FarmLink 프로젝트를 통해 초과 생산 식품을 생산자로부터 푸드뱅크

로 배달하였음.

-이와 같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활동은 ⅰ) 미국의 식품 공급 시스템을 개선, ⅱ) 식품 

 * 미국 농무부(USDA)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블로그에 게재된 “Three Key Messages from the First International Day 

of Awareness of Food Loss and Waste”(2020.9.29.)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 

www.usda.gov/media/blog).

 7) ⅰ) 코로나19는 식량 생산, 소비, 처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 ⅱ) 음식물 쓰레기 감소는 푸드시스템 개선에 

기여, ⅲ) 혁신, 기술, 그리고 인프라의 계발이 푸드시스템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

 8) 미국의 종합 유통업체인 Kroger Co.의 경우 우유 재고를 생산자로부터 푸드뱅크로 공급함. 



178 ∙ 세계농업 2020. 11월호

기부 증가로 빈곤 계층에 대한 식품 공급 상황 개선, ⅲ) 음식 쓰레기 감소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둠.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연간 평균 1천 5백 달러에 해당하는 

음식쓰레기가 배출됨.

-소비자들은 설문 조사에서, 코로나 19 기간 증가한 가정 내 요리 활동을 통해 가정

에서 배출하는 음식 쓰레기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응답함.

-코로나19 기간 동안 높아진 음식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향후 음식 쓰레기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음식물 쓰레기 감소는 푸드시스템 개선에 기여함.

-미국에서는 한 해 생산된 식품의 1/3 이상이 소비되지 않고 음식쓰레기로 낭비됨.

-식품이 낭비되면 식품 공급 활동9)에 연관된 토지, 물, 노동, 에너지와 같은 투입요

소 역시 낭비된다고 볼 수 있음.

-음식쓰레기와 관련하여 낭비되는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푸드시스템의 효율을 개선

할 수 있음.

-코로나19 기간 동안 증가한 온라인 주문, 배달 및 포장 주문을 통해 생산, 주문, 재

고 관리의 효율성 개선이 이루어진 결과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음.

-잔여 음식물의 경우 동물 사료 혹은 퇴비로 사용하는 등 새로운 생산활동에 활용될 

수 있음.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방 및 각 주 정부는 식품 생산자, 가공업체, 식료품점과 연

계하여 식품 공급 사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함으로써 식품의 공급 및 운송을 조절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음.

� 셋째, 혁신, 기술, 그리고 인프라의 계발이 푸드시스템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

-기술과 인프라를 통해 식품 공급의 효율이 향상될 수 있음.

-냉장 보관과 같은 온도 유지 운송 기술과 친환경 플라스틱 포장재는 기술개발에 해

당하며, 식품 운송 네트워크의 효율화는 인프라에 해당함.

 9) 생산, 가공, 운송, 저장, 음식 쓰레기 처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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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는 가공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주고 버려지는 잔여물들로 새로운 

물질10)을 생산하는 혁신기술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AIA(Agricultural Innovation 

Agenda)에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50%p 감소를 목표

로 설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0.2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농민 대부분, 여전히 트럼프 지지* 11)

 미국 농민 대부분, 여전히 트럼프 지지

� 지난 2년간 발생한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19는 미국 농민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함.

� 설문조사(Zhang and Li, 2020)에 따르면, 미국 농민들 대부분은 다가오는 2020 대선

에서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함.

� [무역수지 악화]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과 2019년 중국의 대미(對美) 보복 

관세 부과로 미국 주요 작물의 대중(對中) 수출이 급감함. 콩(Soybean)의 경우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함.

-손실의 크기는 주(State)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60억 달러로 

최대 손실을 기록하였고, 이외 11개 주는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봄.

� [연방 보조금]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농업 부문에

서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방 보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한 보조금 프로그램이었음.

-해당 보조 프로그램은 미국 농민들에게 2018년 85억 달러, 2019년 143억 달러를 

지급하였음.

10) 예시로 크린랩, 말린 과일 스낵 등이 있음. 

 * 미국 농업응용경제학회(AAEA) Members in News에 게재된 “Most US farmers remain loyal to Trump despite 

pain from trade wars and COVID-19”(2020.10.10.)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 

blog.aaea.org/search/label/Members%20in%20the%20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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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이 주(State)별로 다르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액은 손실액 크

기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고, 공화당 지지층이 집중된 중서부(Midwest)지역 주

(State)11)에 집중됨.

-보조금이 세금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몇몇 주는 손실 대비 더 많은 세

금을 지출하였음. 예를 들어, 가장 큰 손실을 본 캘리포니아의 경우 미·중 무역 전

쟁으로 인한 60억 달러의 손해,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20억 달러의 세금 기

여에도 불구하고 손실 보전금액으로 1억 6백만 달러만 지급됨.

�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손실] 미·중 무역 전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농민들은 또 다른 경제적 타격을 받음.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300억 달러 규모의 지

원금을 집행하였으나 이 역시 공화당 지지층이 집중된 중서부(Midwest)지역에 주

로 지급됨.

-미·중 무역 전쟁 손실 보조금과 코로나19로 손실 지원금 총액은 선거가 다가오면

서 빠르게 증가하였고, 2020년 460억 달러로 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에 대한 여전한 지지] 대미(對美) 보복 관세 부과 이후 중국 식품 업체들은 새로운 

공급처를 모색하였고, 이에 따라 브라질의 대중(對中) 콩(Soybean) 무역이 증가하였음.

-그 결과, 브라질의 콩(Soybean) 생산자들은 2020년 5월 및 6월 역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함.

-미국 내 콩(Soybean) 생산 지역에서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감소가 예상되지

만, 여전히 중서부(Midwest) 농민들의 56%는 대중(對中) 무역 전쟁을 지지한다고 

응답함.

- 2020년 8월 Farm Journal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농민 중 82%

가 다가올 2020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75%는 트럼프

의 재선 성공을 전망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1.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Iowa, Nebraska, Indiana, Kansas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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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선 바이든 당선 시 농업·농촌 발전 계획*12)

 2020년 미국 대선 바이든 당선 시 농업·농촌 발전 계획

� 농촌은 미국 전체 인구의 20%가 거주하는 삶의 터전임.

� 미국 내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20%는 수출되는데, 트럼프의 미·중 무역전쟁으로 농장 

파산이 2019년 대비 20% 증가함. 바이든은 분쟁이 아닌 효과적인 무역정책을 통해 

미국 농민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미국 농촌을 젊은 세대가 살고 일하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

고자 함.

� 제조업을 농촌으로 불러들여 혁신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음.

-역사적으로 전무한 4천억 달러 투자를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과 사회 인프라를 재구축하

고자 함.

-바이오 관련 제조 산업을 농촌으로 불러들여 저탄소 배출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

고, 해당 산업은 농업 생산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 관여하여 천연 및 화학 비료, 

섬유 등 농업 관련 생산물의 모든 생산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할 것임.

-연구 중심 대학교, 지역 전문 대학교, 제조 기업, 노동조합, 그리고 주(State) 및 연

방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연방 정부는 이를 위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임.

� 농촌에 혁신 기술과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R&D에 3천억 달러를 투자하여 지역 기반(Home-Grown) 산업 발전을 가속화 하

고, 관련 산업으로는 의료 및 건강, 바이오 기술, 청정에너지, 인공지능(AI), 우주 산

업 등이 있으며, 이 산업들은 농촌 공간에서의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선정되었음.

-에탄올 등 바이오 연료 산업에 투자를 증대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옥수수 혹은 사

탕수수와 같은 작물 기반 에탄올과 더불어 나무 및 잔디와 같은 셀룰로오스 기반의 

 *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 게재한 “The Biden-Harris Plan to Build Back Better in Rural America”의 내용을 미래정책연

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joebiden.com/rural-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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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생산기술 R&D에 투자할 계획임. 이는 농업 부가가치 상승과 더불어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주립 대학교의 농업연구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인 농업기술의 소유권을 

기업이 아닌 미국인들이 갖도록 할 것임.

� 지속 가능한 사회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농촌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 인프라를 재구축하고, 도로와 교량 정비를 통해 농산업

의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것이며, 식수 공급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

한 식수를 공급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재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청정에너지 생산기술에 9백억 달러를 투자했던 경기부양법

(Recovery Act12))를 계승하여 태양광, 풍력, 그리고 다른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를 창출하겠음.

� 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소수자가 소유한 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지역소도시 보조프로그램(Rural Microentrepreneur Assistance Program)을 통

해 농촌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자의 수를 늘리고자 함.

� 가족 중심 소규모 농장의 번창을 도모할 것이며, 이는 다음의 정책을 통해 가능할 것임.

- (반독점법 강화) 현재 농업의 공급 사슬 전체에 걸쳐 독과점 폐해가 심각하므로 바

이든은 Sherman and Clayton Antitrust Acts와 Packers and Stockyards Act

와 같은 반독점법 강화를 통해 농업 공급 사슬을 다시 경쟁적으로 만들 것임.

- (신규 농민에 대한 지원 강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했던 소액대출 프로그램

(Microloan program)을 통해 신규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대출액을 10만 달러로 

높일 예정이며, 이는 자본비용을 감소시켜 신규 농민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함.

- (지역 식품 공급시스템 강화) 소규모 농장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품과 식품을 

수집하여 지역 내 학교, 병원, 공공기관 및 군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12) Recovery Act를 통해 미국 내에서 생산된 풍력 터빈 공급이 두 배 증가하였으며, 태양광 패널 제조 비용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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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배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농민들에게 생산물에 대한 다

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업 종사자들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생산성과 소득을 증대하고자 함.

-탄소 저감기술과 같은 친환경기술 개발이 농업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

로써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환경 보전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환경보전의무 프로그램(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향상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

고자 함. 특히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탄소배출을 상

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농촌 가정에 대한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음.

-연 매출이 40만 달러 미만인 농장의 경우 세금 인상을 하지 않을 예정임.

-저소득 및 중산층 육아 가정에 대한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CTC)를 인상

하여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고자 함. 6-17세 자녀에 대해서는 3천 달러, 6세 미

만 자녀에 대해서는 3천 6백 달러로 인상할 예정임.

-농촌 지역에서 첫 집을 구매한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1만 5천 달러까지 세금을 감

면해줄 예정이며, 동시에 세입자에 대해서는 월세가 월 소득의 30%를 넘지 못하도

록 지원할 계획임.

-농촌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정비하여 3-4세 자녀의 경우 보편화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임.

� 농촌 의료 서비스 강화 계획은 다음과 같음.

-공공 의료보험인 Medicaid13)와 Medicare14)에 대한 트럼프의 예산 감축은 진료

비와 약값 상승으로 이어졌으므로 Medicaid와 Medicare와 관련된 의료비 체계를 

개선하고 저소득 가구의 Medicaid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할 것임.

-농촌 커뮤니티의 고령자와 장애우들에 대해 Medicaid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며, 매

년 5천 달러까지 의료비를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할 예정임.

13)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로써,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14)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며 65세 이상 혹은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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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적정부담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속칭 오바마케어)를 중단

하여 농촌 지역 병원들에 대한 17억 달러의 지원금을 삭감하였는데 이로 인해 181

개의 병원이 문을 닫고 3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짐. 바이든은 Affordable 

Care Act을 원상태로 복구할 계획임.

-공공 의료 시설(한국의 보건소에 준함)의 50% 이상이 농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에 대한 예산 증대를 통해 공공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함.

-농촌 지역에서의 의료 교육 시설을 확대하여 지역 의료 산업에서 약 15만 개의 추

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농촌 지역에 5G 통신기술을 통한 유·무선 브로드밴드(광대역) 환경을 확대 구축하고자 함.

- 2백억 달러 투자를 통해 농촌 지역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며, 이는 통

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함.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가격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 농촌 지역 교육 향상 계획은 다음과 같음.

- Triple Title I Funding을 통해 소득 격차가 존재하는 지역 간 교육 재정 지원의 

차이를 줄이고,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약 4천 4백 개의 학교에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선생님들의 임금을 상승하고자 하며, 학교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안

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임.

-고등학교 이후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7백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 

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가정에는 공립 및 주립 대학교 학비를 지원·면제하는 한

편, 5백억 달러를 투자하여 직업 교육을 강화할 예정임.

-바이든은 사립 명문대학교의 중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으며, 농촌 출신 학생을 선발

하는 사립 대학교들에게는 재정지원15)을 할 예정임.

� 농촌 지역 환경 보전 계획은 다음과 같음.

- Climate Change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숲을 보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기대하고 있음.

15) 이는 다양한 학생 선발 권장의 일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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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를 회복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한편 홍수를 예방하고, 해양 생태계의 다양

성을 복원할 것이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 제거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예정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유럽연합의 농촌 지역 현황* 16) 

 유럽연합의 농촌 지역 현황 

� 유럽의회조사처는 유럽연합(EU)의 농촌 지역의 장기적 비전에 관한 토론에 대비하여, 

27개 회원국의 농촌 지역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음.

� 농촌은 유럽연합 27개국의 전체 면적에서 약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20.8%가 거주하며, GDP의 14.6%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촌의 인구 밀도는 도시의 1/8 수준인 1㎢당 50명 수준으로 나타남.

<표 2>  유럽연합 농촌 및 도시 지역 현황(2018)

구분 면적(㎢) 인구(천 명) 인구 밀도(인구 수/㎢) GDP(2016년, 백만 유로)

농촌 1,882,884 93,160 50 1,812,156

근교 1,930,008 173,999 90 4,269,836

도시 412,235 179,662 436 6,366,275

회원국 전체 4,225,127 445,168 105 12,448,267

 * 유럽의회조사처의 “The upcoming Commission’s Communication on the long-term vision for rural areas: 

Context and preliminary analysis”(2020.9.3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 

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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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으며, 이는 고령화, 도시

로의 이주 그리고 농촌의 도시화로 인하여 나타남.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상회하는 회원국들은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

베니아, 슬로바키아가 있으며, 반면, 20% 이하를 구성하는 국가들은 네덜란드, 키

프러스, 벨기에, 스웨덴이 있음.

- 2013년에 비하여 2018년에 전체 인구 중 농촌인구의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벨기

에, 루마니아,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이탈리아가 있음.

-농촌인구 비중의 감소 추세는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농촌 지역의 생활 서비스 접

근 어려움과 디지털 격차의 확대는 인구감소의 악순환을 초래함.

� 농촌의 1인당 GDP는 유럽연합 평균 1인당 GDP의 68% 수준으로 나타나며, 빈곤율은 

23.6%로, 평균 빈곤율인 21.6%보다 높게 나타남.

-농촌 지역의 1인당 GDP는 19,302유로로, 유럽연합 평균 수준인 28,200유로에 미

치지 못하고 있음.

-도시 지역의 1인당 GDP는 약 35,786유로, 근교 지역의 1인당 GDP는 약 24,551

유로로 각각 유럽연합 평균 수준의 약 127%, 87%를 기록하고 있음.

-실업 문제는 농촌 혹은 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유럽연합 전체의 경제구조 및 

상황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로, 도시의 실업률이 농촌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빈곤율은 농촌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농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을 의미하며, 이러한 농촌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농촌 주민들

의 도시 이주를 촉진하였음.

<표 3>  유럽연합 농촌 지역 경제 현황(2018)

구분 전체 고용률(20세~64세) 전체 실업률 청년 실업률 빈곤율

농촌 73.3% 6.3% 14.6% 23.6%

근교 73.1% 7.1% 16.2% 19.8%

도시 72.9% 8.1% 17.2% 21.4%

회원국 평균 73.1% 7.3% 16.1% 21.6%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0.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 187

식품영양라벨링 정책* 17) 

 식품영양라벨링 정책

� 유럽의회조사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제품 전면부에 영양라벨링 표기(Front-of-pack 

nutrition labelling)을 통한 식생활 개선 및 소비자 선택 편의 증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유럽연합 성인의 절반이 과체중 상태이며,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 건

강한 식습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상함.

- FOP(Front of pack) 라벨링은 단순화된 식품영양표시를 제품의 후면이 아닌 전면

에 표시하여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돕기 위한 정책임.

� 현재 FOP 라벨링을 부착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며, 소비자를 위한 식품정보(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FIC) 규정이 유럽연합 내 주된 식품 라벨링 정책임.

- FIC 규정은 지정된 영양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요소(콩, 견과류, 글루텐, 유당)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이러한 성분들은 가시성을 위해 글씨체, 색

깔을 다르게 하여 강조해야 함.

-의무표시요소 이외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협의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등의 조건을 만

족하는 라벨을 추가로 부착할 수 있음.

� 현재 FOP 라벨링은 스웨덴,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국가 기관이나 

학술 단체의 관리를 받으며 운영됨.

- (스웨덴) Keyhole logo는 적거나 더 건강한 지방, 적은 설탕, 소금을 포함하거나, 

더 많은 식이섬유와 통곡물로 이루어진 제품에 대하여 북유럽 영양 권고안(Nordic 

Nutrition Recommendations, NNR)에 따라 무료로 부착되며, 1989년에 스웨덴 

국립식품청(Swedish National Food Agency)이 개발·보급하였음.

 * 유럽의회조사처 “Nutrition labelling schemes used in Member States”(2020.7.27.)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

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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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Heart symbol은 핀란드 심장 및 비만 학회의 개발과 검증을 바탕으로 

사용되며 사용 시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

- (영국) Traffic Light Label은 기존의 영양성분의무표시제에 1일 섭취량 기준을 

반영하여, 초록(낮음), 주황(중간), 빨강(높음)의 색깔을 추가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도움.

<표 4>  유럽연합 회원국 및 영국의 FOP 사례

구분 스웨덴: Keyhole Logo 핀란드: Heart Symbol 영국: Traffic Light Label

로고

개발주체 Swedish National Food Agency 핀란드 심장 및 비만 학회 여러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부착 비용 비용 무(無)
한 품목당 연간 500유로

소규모 업체는 60% 감면

비용 무(無)

(의무표시제에 색깔 추가)

� 유럽연합의 식품라벨링 정책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정책을 반영하여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선택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목표로 변화할 예

정임.

- EU 집행위원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FOP 라벨링 정책이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FOP 라벨링 정책을 의무화하기로 함.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2020년 5월에 발표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정책과 EU 

Green Deal의 기조에 맞춘 것임.

-또한, 이러한 정책은 식품 생산자들이 FOP 라벨 기준에 맞는 건강한 식품을 생산

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0.2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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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간 농식품 무역 현황* 18) 

 EU-미국 간 농식품 무역 현황 

� 유럽연합통계국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미국 사이의 농식품 무역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함.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 27개국과 미국과의 농식품 수출입 금액, 비

중, 품목 등의 변화를 제시하였음.

-유럽연합의 농식품 무역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상대로 601억 유로 규모의 흑자

를 내고 있으며, 이는 전체 무역 흑자 중 30.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임.

� 유럽연합과 미국은 서로에게 주요한 농식품 수출국으로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하면, 

2019년 기준 320억 유로 규모임.

- 2019년 기준 유럽연합의 농식품 수출액 순위 중 미국(218억 유로, 12.0%)은 영국

(412억 유로, 22.7%)에 이어 2위를 차지함.

-유럽연합이 미국에서의 농식품 수입액(101억 유로)은 영국(167억 유로), 브라질

(107억 유로)에 이어 3위를 기록함.

� 유럽연합과 미국 간 농식품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농식

품 무역에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유럽연합의 미국 상대 농식품 무역 흑자16)는 2009년에 40억 유로 수준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116억 유로의 흑자가 발생함.

- 2019년 기준 유럽연합은 미국과 무역 전체에서 1,524억 유로의 흑자를 내고 있는

데, 농식품 무역 흑자는 전체 흑자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음.

 * 유럽연합통계국의 “AGRI-FOOD TRADE STATISTICAL FACTSHEET European Union – USA”(2020.3.24.)의 내용

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자세한 

내용은 로이터의 보도(Biden would end trade war with EU, but focus on fixing imbalance in ag trade: adviser, 

2020.9.22.)를 참고 바람. 

16) 로이터(Reuters)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무역에서 마찰을 보여 왔으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럽

연합과의 무역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체적인 무역 마찰은 감소하겠지만, 유럽연합과의 농식품 무역 불평등

(imbalance in ag trade)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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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럽연합 회원국과 미국 간의 농식품 무역 현황(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16,933 18,263 19,535 19,847 21,851

수입 10,071 9,491 9,277 10,391 10,182

무역수지 6,862 8,772 10,258 9,456 11,669

� 유럽연합은 미국에 주류 및 음료를 주로 수출하고, 미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열대과일

류와 대두를 주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와인, 과실주 및 식초(Wine, vermouth, cider and vinegar)와 증

류주(Spirits and liqueurs), 맥주 등 주류가 주요 수출품목으로 수출액의 약 

39.3%(86억 4,000만 유로)를 차지하고 있음.

-미국에서의 주된 수입품목은 열대과일, 견과류 및 향신료와 대두이며, 수입액의 

45.3%(44억 1,300만 유로)를 차지함.

<표 6>  유럽연합과 미국의 농식품 무역 상위 5개 품목(2019)

<수출> <수입>

품목 금액(백만 유로) 비중(%) 품목 금액(백만 유로) 비중(%)

와인, 과실주, 식초 4,212 19.3 열대과일, 견과류, 향신료 2,407 23.6

증류주 3,252 14.9 대두 2,206 21.7

음료 1,569 7.2 증류주 559 5.5

파스타 및 빵 1,175 5.4 조리 식품 462 4.5

맥주 1,034 5.1 유지류 304 3.0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1.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EU 농업에 미치는 영향* 17)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EU 농업에 미치는 영향 

� 네덜란드의 라보뱅크(Rabobank)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EU와 미국 간 전반적인 

 * 라보뱅크의 “Trump versus Biden and the transatlantic trade relationship”(2020.10.29.)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

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conomics.rabobank.com/). 자세한 내용은 WSJ의 보도(Farmers Stick With 

Trump, Despite Trade-War Pain, 2020.10.19.)와 Politico의 보도(Coronavirus reheats Europe’s food nationalism)

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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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농업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을 발표함.

�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로 대서양 연안 국가 간의 무역(transatlantic trade) 침체가 

발생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 탈퇴, OECD 주도의 관세 제도 

재편에 대한 반대 등의 행보를 보여 왔으며, 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것임.

-이는 전임 미국 대통령들이 유지해오던 다자주의(multilateralism) 무역정책에서 

일국주의(unilateralism) 무역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바이든 후보의 집권 이후에는 전반적인 무역 마찰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와 달리 WTO의 개혁 등 국제

적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럽연

합과 협력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임.

�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해온 관세 부과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제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산 와인과 치즈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17)를 부과하였으며, 

유럽연합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2020년 11월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 중임.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럽연합 내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러

한 갈등은 더욱 심화18)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한 정책은 계속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업 부문

의 적자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파악하고 있음.

� 바이든 후보가 집권한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17) 이번 관세 부과는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에서 16년간 지속되어 온 에어버스-보잉 간의 갈등과 연관됨. 관세 부과 조치는 

와인과 치즈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에어버스사의 비행기를 포함하며, 이는 유럽연합과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의 

1.5%(75억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에 대한 관세 부과임.

18) Politico는 유럽연합 내에서도 자국에서 생산된 농식품에 대한 애국주의(patriotism)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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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시행하고자 하는 탄소 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을 통한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조치19)를 시행하였음.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 농부들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환경 보호를 위한 

제약 증가와 세금의 상승을 예상하여, 유럽연합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

수하고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함.

-반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파리 기후협약에 미국이 다시 참여하고, 유럽연합과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수입(収入)보험 코로나19 특례 외* 20) 

 수입(収入)보험 코로나19 특례

� 일본 농림수산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농가의 소득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보험제도 

특례를 제정하였음.

� 수입보험은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보험기

간(1년) 중 농업인(개인·법인)의 농산물 판매 수익이 기준수익의 90%를 밑돌 때 그 

19) 2020년 7월에 미국은 프랑스가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할 시, 25%의 추가적인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물품 목록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프랑스는 관세 부과 계획을 2021년 1월 이후로 연기함.

 * 일본 농림수산성 “収入保険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特例」について”(2020.10.6.), 일본 소비자청 “令和2年版消費

者白書概要”(2020.6.9.)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maff.go.jp/, https:// 

www.caa.go.jp/).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 193

금액의 90%를 상한으로 보상하는 구조임.

- 5년간 평균 수익을 기준수익으로 하며, 2021년 기준수익은 2016년도~2020년도 

수익을 기준으로 책정됨.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2021년에 수입보험을 이용하는 농가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하게 됨.

� 농림수산성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2021년도 수입보험 기준수익 

감소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수입보험 코로나19 특례를 제정하였음.

-개인은 2020년도의 수입, 법인은 2019년도 또는 2020년도의 수입 중 코로나19에 

의한 피해가 더 큰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정 가능함.

<그림 2>  특례를 적용한 2021년 수입보험 신규가입 예시

 식품손실(food loss) 대응 추진

� 일본 소비자청은 2020년 6월 9일 소비자백서를 발표하였으며, 2장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식품손실 감소를 특집으로 다룸.

� 일본 국내 식품폐기물량은 2,550만 톤20)에 달하며, 이 중에서 섭취 가능함에도 버려지

는 식품손실량은 612만 톤임(2017년도 추계).

20) 식품제조업 1,411만 톤, 식품도매업 12만 톤, 식품소매업 123만 톤, 외식사업 206만 톤, 일반가정 783만 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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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식품손실이 발생하며, 식품손실은 소비자

의 의식·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식품손실을 단계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생산·제조
• 규격 외 농수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약 80%가 구매 경험이 있었음. 규격 외 농

수산물을 손쉽게 구매 가능한 경우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유통
• 다양한 관계자가 연계되어 있어 ▲납품기한 완화, ▲유통기한 연월 표기, ▲상품 적정량 발주 등 

공급망 전반에 개선이 필요함.

소매

• 수요예측 실패, 판매기한 초과 등에 의한 재고 발생, 많은 소비자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를 인지하고 있으나 선도가 높은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이 가까워진 

상품을 할인하는 경우의 구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60%의 소비자가 구매한다고 응답함.

외식
• 과잉조리, 손님이 남긴 음식으로 인해 식품손실이 발생함. 소비자의 약 90%가 남은 음식을 포장

해 가는 것을 찬성하는 한편, 실제로 포장해 가는 비율은 약 20%임.

소비

• (소비 1) 식품손실의 약 46%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됨. 주로 주식(밥, 빵, 면류), 채소, 

반찬 순으로 발생하며, 발생 이유는 ‘먹고 남아서’, ‘상해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순으로 조사됨.

• (소비 2) 식품별 적합한 정리 및 보관을 통해 과다구매 및 유통기한·소비기한을 넘기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음.

• (소비 3) 소비자청 조사에 따르면, 식품이 버려지는 것이 아깝다는 인식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할인하는 등의 경제적 동기유발이 식품손실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효활용

• 섭취에 문제가 없으나 폐기 위기에 놓인 식품을 저소득층 및 어린이식당※, 재해 지역 등 식품이 

필요한 곳에 제공하여 식품손실 감소를 추진, 그 밖에도 ▲푸드뱅크 기반 확보 및 인지도 부족, ▲

식품 기증에 따르는 리스크, ▲다양한 주체와 연계 등의 과제가 있음.

※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및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

� 식품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인식 개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적극적인 대응

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식품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0.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촌 현황(인구감소, 귀농귀촌, 코로나19 영향)* 21) 

 개요

�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2020.3.31. 발표)의 농촌정책·토지이용 

방법 프로젝트 추진 검토를 위해 새로운 농촌정책 검토회(이하 검토회)를 신설하였으며, 

 * 일본 농림수산성 “農村における所得と雇用機会の確保に向けて(農村をめぐる事情と検討課題)” (2020.10.1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maff.go.jp/j/study/nouson_kentokai/farm- 

village_meet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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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 5차 검토회에서는 일본 농촌 현황(인구감소, 귀농·귀촌, 코로나19 

영향)과 농촌 소득과 고용기회에 대해 논의하였음.

 인구감소 사회

� [일본 인구] 일본 총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쿄권에 쏠려 있음. 

2050년에는 약 절반의 지역에서 인구가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규모

가 작은 지역일수록 인구감소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고령화·인구감소) 농산어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는 도시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

고 있으며, 산간지역일수록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남. 이로 인해 가구 수가 9가구 

이하인 마을의 비율이 증가하고, 농촌 마을에 농가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인구감소 영향) 인구감소로 인해 과소지역에서는 빈집증가, 경작 포기지 증가, 일

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귀농·귀촌 증가

� [귀농·귀촌 증가] 최근 3대 도시권(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서 전입하는 인구가 전

출 인구를 상회하는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며, 귀농·귀촌 동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최근 지방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40대의 젊은 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도시 거주민의 약 40%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에 긍

정적으로 생각함.

� [농촌 생활] 지방 이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 중 농촌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농림어업(취미)이 34.8%, 농림어업(주요 수입)이 29.8%로 농업과 

연관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임. 연령별로 보면 20~29세의 젊은 층에서 

농업 연계되는 것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임.

� [두 지역 거주(듀얼라이프)] 농촌 이주에 관한 관심뿐만이 아닌, 도시와 지방 두 지역에 

거주하는 듀얼라이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이는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나 자신

을 위한 삶,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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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인구] 정주 인구 및 교류인구가 아닌 지역과 다양한 관련성을 맺는 인구로 3대 

도시권의 18세 이상 거주자(약 4,678만 명) 중, 약 20%(약 1,080만 명)가 일상생활권, 

통근 등에 의한 관계인구로 집계됨.

� [농촌 이주조건] 농촌 이주 중점 요건으로는 ‘생활이 유지 가능한 수입’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28.8%로 가장 높게 조사됨.

- (소비·지출 비교) 도시와 소도시(인구 5만 명 미만)·농촌의 1세대당 월간 평균 소

비·지출을 비교하면 소도시·농촌은 대도시의 90% 수준임. 품목별로 보면 소도시·

농촌은 광열·수도, 교통·통신비는 대도시를 상회하였으며, 그 외에는 대도시를 하

회하였음.

 코로나19 영향 

� [업종·고용형태·지역별]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시행률은 업종, 고용형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전체 업종 중 30%가 재택근무를 경험하였고, 재택근무 경험 비율은 교육·학습지원 

50.7%, 금융·보험·부동산 47.5%, 도매업 45.5% 순으로 높았으며, 농림어업은 

17.7% 수준에 머물렀음.

� [재택근무 지속 의향]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재택근무를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2020년 5월 조사에서는 62.7%, 7월 조사에서는 75.6%가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재택근무 관련 의식변화] 재택근무경험자는 미경험자 대비 삶과 업무의 균형 중에서 

삶의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직업선택·부업 

등에 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남.

� [지방 이전 관심 증가] 20대를 대상으로 U·I턴 이주 및 지방 전근을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2020년 2월에는 21.8%가, 4~5월은 36.1%로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14.3%p 

증가하였음. 그 이유로는 ‘도시에서 일하는 것에 리스크를 느낌’, ‘재택근무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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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다양한 일을 함께하는 삶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1)>

① 농업을 하면서 타 업종을 함께 종사하는 것의 장·단점

• (장점) 수입확보·안정화, 타 분야 정보확보, 네트워크 구축

• (단점) 농작업과 일정 조정

② 타 업종과 농업을 함께 종사함에 있어 농업의 매력

• 생활 충실, 자급, 지역 및 사람과 교류

③ 농업을 포함한 멀티워크22)에 관련하여 개선 및 도전하고자 하는 것

• 효율화, 사업확대, 6차 산업화

④ 농업을 포함한 멀티워크를 함에 있어 새로운 개선 및 도전 시 장애 요소와 원하는 환경

• (장애 요소) 인정농업인이 아니면 강습 수강 불가, 농지 확보

• (희망 사항) 멀티워크에서 본격적인 농업으로 전환 모델, 농지 임차·매매 원활화

구애받지 않고 업무 가능’ 등이 있었음.

� [도시권 사무실 수요 변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도쿄 중심

지역의 사무실 공실률이 증가함. 또한, 사무실 크기를 축소해 가는 경향을 보임.

� [워케이션(Worcation)]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이며, 휴가지에서의 업

무를 인정하는 근무 형태로 일본에서 점차 도입되고 있음.

-워커이션 도입에 관심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경영자의 과반수가 도입에 대해 긍정

적이며, 재택근무를 이용 중인 회사원의 60% 이상이 긍정적인 관심이 있다고 응답

하였음.

-워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박형 농촌관광(농림수산성), 산림 서비스(산림

청), 국립공원(환경성) 등을 활용한 정부 부처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근무방식] JA(일본농협)의 연계를 통해 민간기업이 JA 조합원에

게 농작업을 위탁하는 노동력 지원체계 활성화를 추진함.

-기업은 농업에 관심이 있는 자, 사회적 약자 등을 고용하여 농작업 팀을 꾸려 JA를 

통해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에게 위탁받은 농작업을 진행하는 구조임.

-코로나19로 인해 농업현장은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임. 코로나19로 큰 타

격을 입은 관광업계 등과 연계하여 타 업종의 노동력을 농업계로 유입하여,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야의 노동력 흡수

를 통해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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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다양한 일을 함께하는 삶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1)>

⑤ 농업을 포함한 멀티워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의 저변확대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농업 진입장벽 낮추기, 신규 농업인 기술지도, 신규 농업인 지도처 지원 등

⑥ 농업을 포함한 멀티워크 애칭

• 프리스타일애그리, 플러스원농업, 농마루워크, 농 and fan, 멀티농민, 멀티애그리, 멀티파머, 반농반× 등

⑦ 기타 의견

• 멀티워크를 하는 이유는 농업으로 인한 수익이 없으며, 적자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함.

• 농업에 집중하고 싶지만, 시간과 수익, 위험의 균형이 맞지 않음.

• 새롭게 농업에 도전 시 실패 위험을 줄이는 제도가 필요함.

• 개인 생산자는 농산물 판매가 힘듦. 쉽게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환경정비가 필요함.

<자영 농업인 수익>

• 자영 농업인의 약 90%가 연간 수익이 400만 엔을 밑돌며,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0%를 차지함.

<농업 외>

• 농업 외에 1가지 일을 겸하는 비율은 약 70%이며, 2가지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30%

• 자영 농업 이외의 일 중 가장 소득이 높은 일의 연간 소득은 약 60%가 400만 엔 미만이라고 응답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0.2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대선 후보자 농업정책 비교(농업 보호, 수출)* 23) 

 미국 대선 후보자 농업정책 비교(농업 보호, 수출)

� 미국 최대 농업단체 AFBF(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에게 무역정책 등 12항목의 질문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2020년 9월 9일 공개하였음. 이에 대한 두 후보의 대립점 

등을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에서 정리하였음.

� [국내 농업 활성화] 두 후보의 응답 중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국내 식량 공급시스템 

활성화 방안이었음.

21) 2020년 7월 29~8월 24일, 농업을 포함한 타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설문조사 시행함(응답 145건).

22) 한 가지 일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닌 동시에 복수의 일을 종사하는 근로방식을 의미함.

 *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農政: 薄井寛 20大統領選と米国農業”(2020.9.2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jacom.or.jp/).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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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농가들에게 코로나19 보조금(160억 달러, 4월 17일 공표)을 지원

하고, 농산물을 매입(30억 달러)하여 취약계층에게 식품 꾸러미(Food Box)를 지급

하는 등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 (바이든 후보) 농업에 신규 진입 및 농업 상속 지원 등을 통해 차세대 농가대책, 농

지보전 투자와 함께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술개발 및 저리 융자, 신품종개발, 온실가

스 배출을 억제하는 정밀농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농업의 입지 향상과 농촌 일

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망을 개척해가겠다고 하였음.

-바이든은 농업 관련 기업의 과점화를 저지하여 중소규모의 농업생산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흑인 농가에 대한 농무부의 차별적인 농업정책을 폐지하는 등 농업정책에 

있어 다양성을 중시하는 의사를 밝힘.

� [에너지(옥수수 에탄올)] 중서부 지역 농가가 기대하는 옥수수 에탄올 생산 장려책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였음.

- (트럼프 대통령) 에탄올 15%의 혼합휘발유(E-15)의 하계판매금지 철폐를 통해 연

간 판매를 실현하였으며, 중국과 브라질 등에 에탄올 수출을 확대하였음을 강조함.

- (바이든 후보) 정유기업에 대한 에탄올 혼합의무 면제로 인해 옥수수 농가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비판하고, 바이오에탄올 등의 재생에너지가 농촌 지역과 기후변화 대책

에 가장 중요하다며 청정연료 연구개발에 4,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하였음.

� [수출대책] 농수산물 수출대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을 통한 수출 확대를 

강조하였으며, 바이든 후보는 종합적인 전략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 농수산물 수출대책에 대해 무역협상을 통한 수출 확대와 실적을 중

시하고, 미국에 불리한 무역협정 탈퇴 및 한국, 일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멕시코·캐나다 신협정(USMCA) 체결 및 중국에 대한 무역협상 

합의에 대한 실적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중국과 무역협상 진전과 더불어 일본 및 

아시아 국가와 협상도 추진하고자 함.

- (바이든 후보) 국내생산과 일자리를 악화시키는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맞서 미국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통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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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또한, 전 지구적인 과잉생산과 외국 국영기업 등의 문제가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해외이전 및 외국 기업의 생산위탁으로 인한 고용 상실이 계

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음.

� [외국인 노동자] 두 후보는 외국인 농업노동자 수용에 대해서도 대립하는 의견을 보임.

- (트럼프 대통령) 강도 높은 불법 이민대책을 시행하면서 합법적인 계절노동자에 대

해서는 국내 농가를 위해 H-2A 비자 발급을 확대할 것이고, 재선될 경우 외국인 

농업노동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에 임하겠다는 뜻도 밝힘.

- (바이든 후보) 미국에서 농업노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민노동자는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과거 농업노동 실적을 기반으로 이민노동자에 대한 노동

허가증 및 시민권 취득으로 연계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지지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1.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미국 대선 예측* 24) 

 2020년 미국 대선 예측

� 미국 대선 승패를 좌우할 각 주 선거인(총 538명, 과반수의 270명의 표를 획득하면 

승리)의 득표 예상에 대해 많은 미디어와 전문지에서는 바이든이 승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음.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60%의 확률로 바이든이 354명, 트럼프가 184

명으로 예측(2020.10.26.), 쿡 폴리티컬 리포트(The Cook Political Report)는 

바이든이 24개 주 290명, 트럼프는 21주 163명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5주는 치

열하게 경합 중이라고 발표함.

 *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注目される農家の投票行動と隠れトランプ支持者の勢い－1週間前の予測 [薄井寛・20大統

領選と米国農業] 第13回”(2020.10.27.)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 

jacom.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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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개 주로 좁혀진 경합 주 중에서 농가 투표의 영향력이 큰 지역은 중서부 최대 농업 

주(州) 아이오와(농가 약 8만 5천 호, 세대 수 중 농가 비율 6.0%), 위스콘신(6만 5천 

호, 2.4%), 남부 텍사스(24만 7천 호, 2.2%) 세 곳임.

- 펜실베이니아 및 플로리다 등의 타 경합 주는 농가 비율이 1% 미만으로 농가의 투

표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격전 중인 주요 농업 주에서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출 감소 및 옥수수유래 

에탄올 정책에 대해 농가가 불만을 품고 있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및 학교급식 공급 감소로 인해 위스콘신(낙농산업 2

위)과 텍사스(5위)에서는 중소 낙농가의 경영이 악화된 상황임. 특히 농촌 지역의 

의료 환경이 충분하지 않아 코로나19 희생자가 증가하여 2020년 10월 초부터 고

령자의 불안감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 일부 농업전문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농가의 충성심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고 예상하였으나, 종반에 들어 농업 주들의 정세가 움직이고 있음.

- △트럼프 정권의 2020년 농가소득 1/3 수준까지 증가한 보조금 유지에 대한 기대

와 △바이든 후보의 농약 규제 등 환경보호 중시 정책과 과세 강화 정책에 대한 경

계, △낙태 및 총기규제 등에 의해 농가 및 농업관계자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

택할 것으로 예측됨.

-하지만 △트럼프 정권의 무역정책에 대한 실망,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불만 

및 추가 감염확대에 대한 공포, △바이든 후보의 중소농가 중시 및 농가 인프라 투

자확대 등의 공약에 대한 기대로 변심하는 농가도 발생할 것임.

-또한, 기권을 선택하는 농가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격전 지역의 5~10%가 기권

할 경우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우편투표와 사전투표가 크게 증가하여, 2020년 10월 26일 기준 6,400만 명을 넘었고

(우편 67%, 사전투표 33%), 최대 9천만 명(지난 선거 투표자의 65%)까지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 투표자 수는 1억 6천만 명을 넘길 기세임(지난 

선거 투표자 수 1억 3,88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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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격 유권자의 투표율이 전회 수준을 웃돌아 바이든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곳이 많으나, 숨은 트럼프 지지자가 백인 중산층 이상으로 많을 것으로 추측됨.

-미국의 직간접적 주식투자자는 전 세대의 약 55%인 약 6천만 세대로 현 정권에서 

주식을 통해 이익을 얻어온 투자 및 퇴직한 고소득자 등 경제를 우선시하는 숨은 

지지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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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 UAE, 고급식당에서 현지 농산물 사용 증가

* 일본, 포스트코로나 식품시장 동향

* 러시아, 곡물수출 쿼터제 도입 계획 발표

 유럽

* 영국, 브렉시트로 내년부터 자체 지리적표시제 시행

* EU, 농업장관, 녹색계획 추진 합의

* 유럽, 영양점수 라벨링이 소비자들의 건강식품 구매 유도 

  아메리카

* 미국, 내년 식음료 트렌드 Top 5 발표

* 미국, 포스트 코로나 낙농 트렌드 Top 5 

발표

세계 농업 브리핑 (2020. 11.)

25)

1. 아시아

□ UAE, 고급 식당에서 현지 농산물 사용 증가 

▪수입산 고급 식자재를 주로 사용하던 UAE 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근 사용하는 

식자재가 현지화되고 있음. 현지 생산 식자재 구매는 식음료 사업의 비용 절감 측면

뿐만 아니라 전체 수요·공급망을 활성화하고 지역 농업발전에도 기여함. 

▪현지 레스토랑 경영진에 따르면 개업 전 시장조사를 통해 UAE 식품 공급사슬이 수입

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현지 식자재 선택의 폭이 얼마나 좁은지 알게 되었으며,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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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좋은 해외 식자재를 조달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사정이 달라져 단백질 및 육류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한편, 이미 현지 시장에 충분한 전문 식품 생산업자와 공급업자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음. 일부 레스토랑 경영진은 현지 농장, 공급

자와 비용 및 물류 지원을 포함한 특별 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재배 농산물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UAE는 식품의 90%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품 수입국으로 식자재의 수입 의존

도가 매우 높고 식품 자급자족도가 낮아 식품에 대한 지출이 다소 과한 경향이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UAE는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시작했고 

현지 농산물 생산자들은 농산물의 수확량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현지 생산 농산물의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현재 에미리트 바이오팜스, 스마트 에이커, 바이아팜스와 같은 많은 현지 농산물 생

산자들이 있지만, 여전히 환경 조건은 현지 농작물 생산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지 농산물 재배의 장래성을 본 투자자들이 늘어나 환경 제약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 

▪대다수 레스토랑의 식자재 또한 수입에 의존도가 높았으며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코로나19을 계기로 현지 재배 농산물에 대한 현지 

레스토랑 경영진과 셰프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짐. 

▪자·타의에 의해 로컬 농산물을 식자재로 활용하는 레스토랑이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식자재들이 수입산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10.28.)

 □ 일본, 포스트코로나 식품시장 동향 

▪일본 식품시장 규모는 76.3조엔으로 소매판매시장(51.2조엔)과 외식시장(25.1조엔)

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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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시장 카테고리별 규모는 음료류 >과자류 >주류 > 빵·면류 >냉동식품 >조

미료 >수산가공품 >농산가공품 순이며, 외식시장은 점포 내에서 먹지 않고 가정이

나 직장 등에 가지고 가서 먹는 식품인 소자이(Home Meal Replacement, HMR)

분야가 매우 발달하여 외식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음.

▪주요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로는 대형마트, 편의점, 드럭스토어 등이 있음. 대형마트

의 2019년 매출은 13.1조원으로 최근 5년간 정체 상태이며, 편의점의 2019년 매출

은 매출 11.8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함.

-드럭스토어의 2019년 매출은 6.2조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내외 성장 중이

며, 드럭스토어내 식품매출 비율이 증가함. 

▪일본은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식품 구매가 강한 시장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류 전자

상거래(Electronic Commerce, EC) 비율이 2.89%임.

▪2020년에 들어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본 식품 유통채널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정체 상태였던 대형마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성장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성장추

세였던 편의점은 외출자제·재택근무 등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매출이 감소세로 

전환됨. 

-드럭스토어는 건강 기능성 식품을 중심으로 식품류 매출이 더욱 상승함. 

-코로나19로 인해 주목되는 시장은 온라인 식품유통채널로서 코로나 기간 식품류

에 대한 온라인 구매를 시작 또는 확대한 소비자가 38.4%를 차지함.

▪일본 경제회복과 함께 성장을 지속하던 외식시장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소세

로 전환되었으며,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선언(2020년 4~5월) 기간에는 배달서비스 

가능한 업태(패스트푸드 등) 이외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매출이 감소함. 이로 인해 

외식업계는 배달서비스 도입, 테이크아웃 메뉴 개발 등 매출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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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곡물 수출쿼터제 도입 계획 발표  

▪내년도 6월 30일까지 밀, 보리, 호밀, 옥수수 수출을 유라시아경제연합(이하, EAEU) 

외 국가에 1,500만 톤으로 제한할 뜻을 밝힘. 러시아 자국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국내 

제빵류, 곡물, 육류 및 유제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러시아 농업부가 이와 같은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짐.

▪앞서 러시아 농업부는 지난 시즌부터 곡물수출에 비관세장벽을 도입함. 

-국내 식료품 시장의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곡물 수출쿼터를 진행한 바 있음. 당시 쿼터량은 EAEU 외 700만 톤(밀, 호밀, 보

리, 옥수수)이었지만, 이미 4월 26일에 할당량을 모두 채우고 수출은 중단됨. 

-농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시즌 전에 밀, 옥수수, 보리 및 호밀의 재고는 약 1,940

톤이었음. 해당 곡물의 올해 예상 수확량은 1억 1,580만 톤으로 소비는 6,880만 

톤으로 예상됨. 올해 7월 1일~11월 8일까지 수출량은 2,020만 톤으로, 내년도 

1월부터 이어지는 하반기 수확분 수출은 2,970만 톤을 계획함.

▪전러시아 중소기업협회 오포라에 의하면, 당초 수출 할당량 설정에 대해 일부 파렴치

한 업체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부의 눈을 피할 수 있음을 우려함.

▪따라서 새로운 결의안에서 농업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쿼터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도입 계획을 발표함. 

-예를 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수출자 수로 전체 수출량을 나눠서 할

당량을 곱하는 방식임.

▪농산물 전문 분석센터 소브에콘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에 수출을 많이 할수록 하반

기 할당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며, 전례가 있는 계산식이라고 말함. 따라

서 이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수출자들은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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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메리카

 □ 미국, 내년 식음료 트렌드 Top 5 발표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기는 가운데, 미국의 영양식품 전문 

업체인 ADM사가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식음료 트렌드 5가지를 발표함.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식 확대

-익숙한 풍미와 색소로 감각을 자극하면서 천연성분을 함유한 건강 기능식품에 대

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능

성 제품들이 이목을 끌 것으로 보임.

▪지속가능성 강화

-탄소배출 절감, 폐기물 감소,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등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제품

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지속가능성 중심의 트렌드가 확산될 전망임.

▪건강을 위한 장내 미생물 활용

-코로나로 면역력 증진, 체중관리 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내 미생물

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장 건강이 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짐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등 장 건강을 위한 식음료가 인기를 끌 것으

로 보임.

▪식물성 대체식품 성장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식물성 유제품과 육류 그리

고 대체 해산물 등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이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임.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투명성 강화

-제품의 원산지와 영양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뢰 제

고 및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제품 라벨링 등 업계의 노력이 계속될 전망임.

▪ADM사에 의하면, 코로나19로 건강증진을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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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기능성 식음료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소비자들

의 식습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자료: 낙농진흥회(2020.11.4.)

 □ 미국, 포스트코로나 낙농 트렌드 Top 5 발표

▪코로나19로 유제품과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스마트브리프가 낙농산업에 자리 잡은 트렌드 5가지를 발표함.

▪간편식 수요 확대 

-편리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요거트, 치즈스

틱 등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간식 외에도 개별 포장된 포션 치즈 등 간편식 제품

군이 확대되고 있음.

▪요거트 붐 

-시장조사전문업체인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요거트 수요가 늘어나며, 요거트 시장

이 연간 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최근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저당 요거트를 비롯해 오트밀 토핑이 추가된 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요거트가 출시되고 있음.

▪식물성 대체식품 성장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귀리, 콩 등 식물 기반 대

체식품들이 출시되며 대체식품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최근 미국에서는 우유와 식물성 음료의 장점만 뽑아낸 ‘하이브리드’ 우유가 출시

되기도 함.

▪부가가치 제품 성장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우유와 유제품에 단백질,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 보충제가 

첨가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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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

-대형 유업체들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음. 최근 글로

벌 식음료업체인 네슬레는 6개월 안에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겠다는 목표로 최대 

규모의 유제품 및 식물성 대체식품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자료: 낙농진흥회(2020.11.13.)

 3. 유럽

 □ 영국, 브렉시트로 내년부터 자체 지리적표시제 시행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국과 EU의 새로운 무역관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영국정부가 자체 지리적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 GI) 

시행 계획을 발표함. 

-영국 정부는 내년부터 영국과 북아일랜드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가 기존 EU

의 GI와 혼란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을 공표함.

▪이를 위해 최근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와 

함께 로고를 발표함. 

-원산지 명칭보호(PDO), 지리적표시보호(PGI), 전통특산품보증(TSG) 등 3종으로 

구성된 새로운 로고는 기존 EU 제도하에 등록돼 보호받던 영국산 지리적 표시제 

대상 식품(유제품 포함), 음료, 주류 제품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게 될 예

정임.

▪Defra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

랜드)은 새로운 로고를 사용해야 하나 북아일랜드는 기존의 EU 로고와 새 로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내년부터 제품 포장과 광고도 바뀌어야 하는데 기존 제품의 경우 2024년 1월까

지는 기존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1월 이후 등록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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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로고를 사용토록 함.

▪한편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는 3년 7개월여 만인 올해 1월 31일 

정식으로 단행되었음. 이에 따라 영국과 EU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 간 무역협정 등 새로운 미래관계를 설정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음. 

※ 자료: 낙농진흥회(2020.10.22.)

 □ EU 농업장관, 녹색계획 추진 합의 

▪EU 땅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농업부문이 농약 살포, 관개 등 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등 자연환경 파괴의 주된 위협요소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

데, EU 농업장관들이 농업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농업에 사용키

로 합의함.

▪최근 로이터통신은 지난 2년간 계속돼 온 기후변화 대응과 농가 생계 지원을 위한 

EU의 농업정책 개편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도함. 

-이에 따라 2021-27년 EU 농업 예산의 약 1/3을 농가 직접지불금과 농업발전 지

원금으로 배정하고 직접지불금 중 20%는 유기농업이나 혼농임업(agroforestry, 

농업, 임업, 축산을 겸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한 형태) 등 녹색계획(Green Schemes) 

추진에 사용하기로 함.

▪이번 합의에 대해 일부 국가는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으로만 예산을 통제할 경우 예산

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 환경운동가들은 배정된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견해를 밝힘.

▪한편 이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 합의와 EU 의회 통과절차가 남아있음. 

정책이 확정되면 2023-2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임.

※ 자료: 낙농진흥회(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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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영양점수 라벨링이 소비자들의 건강식품 구매 유도 

▪식품 내 영양성분을 종합 평가해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문자와 색깔로 표기하는 

영양점수(Nutri-Score) 라벨링이 소비자들의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됨.

▪벨기에 겐트대학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양점수 라벨링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건강에 얼마나 이로운지에 대해 더욱 의식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건강식품의 경우 영양점수 라벨링이 있는 것을 없는 것보다 더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남. 

-영양점수를 색깔로 구분해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빠

른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많았음.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D나 E등급보다는 A와 B등급을 더 구매하고 싶어 하는 경향, 

즉 영양점수가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남. 반면 초콜릿 

등 건강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식품은 영양점수 표기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에 큰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발표함.

▪연구진은 “현재 유럽에서 영양점수 라벨링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정확한 비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고 “영양점수 라벨링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이 제도가 유럽 전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함.

▪영양점수 라벨링은 2017년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해 비만율이 올라가면서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펩시코, 

네슬레, 켈로그 등 식품기업들이 도입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한편, 유럽연합은 오는 2022년 4/4분기까지 주표시면 영양등급제 의무 시행을 

위한 공통의 라벨(Front of Package, FOP)을 제안할 계획임.

※ 자료: 낙농진흥회(2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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